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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ESCO, and the city of Suwon in 
Kyeonggi Province will host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under the theme of “The 
Humanities of Hope,” in order to provide a humanistic diagnosis of and hope-filled response to 
the crisis that modern civilization is confronting.  The forum will be held in the city of Suwon 
in Kyeonggi Province. It is our sincere hope that all of you attending this forum will play an 
active role in the effort to continuously improve society and create a consensus as to the values 
inherent in the Humanities. 

As the 4th stag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now upon us, interest in the role that the 
Humanities can play in society is at an all time high. This forum is hosted out of the strong 
belief that in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which is confronted with numerous crises, we can 
find the solution to these many social problems in the communication-oriented and human-
centered mindset based on the insight, wisdom, and harmonized sensibility found in the 
Humanities. 

The city of Suwon, located in Kyeonggi Province, is the home of many UNESCO cultural 
heritage sites, including the Hwaseong Fortress and, as such, provides the perfect backdrop to 
stimulate productive mutual discourse on humanities related issues. 

The World Humanities Forum has, since 2011, served as a platform where prominent scholars 
in the humanities had been gathering to search for new means and ways that the Humanities 
can respond to the demands of changing societi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can become a collaborative meeting of the minds that successfully provides 
humanistic self-introspection and new horizons leading to innovative ways to cope with our 
rapidly changing civilization, we respectfully ask for the unreserved efforts of all of you who 
have come here in support of the Humanities. 

Thank you

Welcoming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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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Opening the Banquet of the Humanities: 
Searching for a Sustainable Civilization 
and Redeeming Hope

1
Humans have relied upon two foundations in constructing the edifice of 
culture. The first was to lay down the material basics necessary for survival 
and prosperity by utilizing nature, and the second was to develop a cooperative network for 
individuals to engage in communal life. In the progress of history, the former was realiz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ools and technologies, while the latter came into being by means 
of community formation, supported by customs, laws, and institutions. Fueled by scientific 
development, the modern era saw a dramatic advancement in technology; social communities 
were transformed by the emergence of nation-states based upon democratic political principles, 
and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that grew ou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nations.
Yet science and technology cannot transcend the natural order, and political power cannot 
function properly without the foundation of moral norms. In the opening decades of the 21st 
century, is human civilization sufficiently supporting these two pillars of the cultural world?
The diagnosis that human civilization is in crisis has been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since 
the last century. There are signs of malady that threaten natural way of life: for example, the 
collapse of the ecosystem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mechanization 
of the human mind, and the overt dependence on machines due to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eveloped by humans as a way of 
surviving in nature. Furthermore, there are signs of malady that threaten the 
basis of our social life: for example, a pariah capitalism that is preoccupied 
with financing industries rather than being faithful to the primary purpose of 
economy, which is “managing the worl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nd a 
mass democracy that has become an unreflective formality that pursues the 
individual rights without caring for the rights of communities. Such maladies incapacitate the 
system of social norms that are essential to the communal life of human beings.
Since the turn of the 21th century, these threats are becoming more serious than ever before. 
If we consider these threats as a real crisis of our civilization, our effort to overcome current 
state and to reorient civilization toward sustainability has to be considered nothing short of 
revolutionary.What we desperately need at this point is humanistic introspection, which can 
overcome the shortsighted and superficial rationalism of social engineering. 

H
O

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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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this deliberate consideration, our task for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is “to 
fulfill humanistic introspection that imbues hope in our time by overcoming the crisis of our 
civilization thereby reorienting human civilization to a sustainable society.”
To begin with, we will examine high-tech industries as well as various aspects of modern 
economic activities where high-tech industries play a critical role. From the keen and delicat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we will locate the toxins within our individual lives and our 
social systems that threaten our lives as human beings, and we will seek new modes of thought 
that can cleanse these toxins.
Furthermore, we will deeply reflect upon the morality of individuals as well as on the 
communal ethics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societies. We will also reexamine the conflict 
among differing notions of state formation since modernity and ruminate on the potential 
ethical transgression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operate transnationally.
To resolve the crisis of civilization and guarantee promising future, I believe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humanistic values is of utmost significance. I also believe this task can be realized 
through liberal arts education that can foster a humanistic mentality, and not merely within 
the realm of academic research. This is the reason why we place special focus on liberal arts 
education as our third sub-theme.
Of course, there is a reason why we set up a separate session entitled “Conflict and Peace,” in 
addition to the main theme of the forum, “Humanities of Hope.” Thoug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are two particularly glaring area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cessant 
conflicts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As long as our life is threatened by terrorism and war, the 
steady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is not an easy task. Therefore, we need to seek a path to 
peace through a humanistic introspection regarding the critical factors that cause such conflicts. 
For this reason, we especially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young scholars and intellectual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such regional conflicts in recent years.  

3.
Humanistic introspection does not provide instantaneous solutions. However, without earnest 
reflection upon a humanistic way of life, we cannot pursue a sustainable civilization. The spirit 
of holistic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s and into the means of ending our current crisis will 
open a new avenue toward the goal of a sustainable civilization. This is what you can expect 
from this banquet of  world-renowned scholars. A great number of Korean humanists will join 
us for this banquet in Suwon, a city which is one of the great ancient capitals of Korea. I have 
high hopes that this banquet will be crowned with great success.

March 10th, 2016 

Son, Dong-Hyun
Chair, Organizing Committee of 4th World Humanitie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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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10/27 THUPROGRAM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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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mbia and Venezuela: Brothers-in-arms  
2-1.    Mbia Yebega, Germain-Hervé Paul Ango Ela Foundation geopolitics  

 in Central Africa, Cameroon
         Durable Peac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West Africa:  

ECOWAS Common Deffence and Security Policy to the Test of 
Facts 

Discussion: Lee, Taeheo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A Literary Night with Poet Go Un 

Opening

Plenary

Moderator: Park, Hyungji Yonsei University, Korea
Opening Address: Lee, Joon Sik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Korea
Welcoming Address1: Nam, Kyung Pil 
Gyeonggi Province Governor, Korea
Welcoming Address2: Yeom, Taeyoung Major of Suwon City, Korea
Congratulatory Address1: Cho, Moo Je President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orea
Congratulatory Address2: Bokova, Irina Director-General of the 
UNESCO,�(audiovisual�greeting)
Opening Declaration. Son, Dong-Hyun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4th WHF, Korea

Droit, Roger-Pol, French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Atlan, Monique, French Public Television Channel 2, France
Hope, A Forgotten Topic in the Humanities

Event

Opening 
Ceremony 
& Plenary

Rm.B121, 
Dasan

Hall

Auditorium, 
Jonghap

Hall

15:00~16:30

Suwon 
SK

Artirum

Rm.205B, 
Dasan

Hall

Rm.507, 
Dasan

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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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1 The Basis an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ator: Lee, Jong Ho Korea Science Writers Association, Korea 
2-1-1.  Kim, Ki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ole of Humanities
2-1-2.  Yi, Dong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 Am Many: Artificial Collective Intelligence in Greg Bear's Blood Music
2-1-3.  Yuko, Murakami Tohoku University, Japan
   Interaction between AI and Culture
2-1-4.  Rhee, Young 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Self
2-1-5.  Zhang, Byoung-Ta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Life
Discussion1. Ko, In Sok Inha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Lee, Kwang Suk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The Culture Impac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Moderator: Myoung, Ah Shin Kyung Hee University, Korea
2-2-1.  Kang, Woo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hallen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2-2. Gallagher, Shaun University�of�Wollongong(AU),�University�of�Memphis(USA)
  Once More without Feeling: Artificial Empathy
2-2-3. Shin, Sangkyu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An Ethics for Autonomous Artificial Agent
2-2-4. Lee, Jongkwa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On the Interaction between AI and Human Being in the 

A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2-2-5. Hong, Sung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Who's Afraid of Autonomous Machines? Some Historical Consider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1. Hyun, Nam Sook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Discussion2. Hwang, Heesook Daejin University, Korea

 Individualism and Community Spirit

Moderator: Choi, Shin Hann Hannam University, Korea
2-3-1. Edwards, Mike Roehampton University, United Kingdom
  Deceptive Narratives in the Speeches of Isaios
2-3-3. Kim, Hiyou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olidarity and Mutual Func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2-3-4. Hong, SungKi Ajou University, Korea
   Individual and Community: Equality of Dialogue and Relativity of Individuation)
2-3-2. Jon, Sung-Gi Korea University, Korea
  Philosophy of Conscience and Conscience-Seon Rhetoric
2-3-5. Kim, Sh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Moral Standing of Humanoids

Keynote 
Lecture2

Parallel 
Session2

Mertens,  Karl University of Würzburg, Germany
Social Perspectivity: From the Anonymous Social 
Order to Individual and Social Awareness

The Re-
establishment 
of Norms and 

the
“Humanities 

of the Public”

Auditorium, 
Jonghap

Hall

9:30~10:30

10:30~12:00

13:30~15:00

Rm.102, 
Jonghap 

Hall

Rm.104, 
Jonghap 

Hall

Rm.105, 
Jonghap 

Hall

Day2 ·10/28 FRIPROGRAM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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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vent

2-4

Young 
Humanist 
Session

Young 
Humanist 
Session

[2]
Resolution of 

Ethnic and
Cultural
Conflicts

[3]
Resolution of 
Religious and 

Ideological 
Conflicts

15:00~18:00

19:30~21:30

Discussion1: Choe, Hyun 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Park, Sam Yel Soongsil University, Korea

 Capital and Public Concern

Moderator: Yoon, Pyung-Joong Hanshin University, Korea
2-4-1.  Schweiker, William University of Chicago, USA
   Humanizing Capital: Thoughts on a Sustainable and Humane Future
2-4-2. Kim, Kwangsu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4-3. Yang, Sunj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Result of Korean Capitalism and the Absence of 

 Public Ethics: Focusing on the East-West Comparative Ethics
2-4-4. Han, Christina Wilfrid Laurier University, USA
   The Contested Public: The Museum in the Age of 

Transnational Capitalism
2-4-5. Goak, Jeang-Yean Duksung Women's University, Korea
  Cultural Capital and the Publicness of Cultural Policy
Discussion1. Hong, Jun Gi Hongik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Crowley, John Unesco, United Kingdom

Moderator: Lee, Young Bum Cheongju University, Korea
2-1. Ibrahimov, Rovs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zerbaijan
           Armenian-Azerbaijan Nagorno Karabakh conflict and 

Possible Peaceful Way for Its Solution
2-2. Zaw, Khine Myanmar Academy of Social Sciences, Burma
           Myanmar’s National Reconciliation: A Myth or A Destiny
2-3. Subagya, Yustinus Tri University of Sanata Dharma, Indonesia
           Ethno-religious Violence, Peace Making and Reconciliation in Indonesia: 

Learning from Poso and Ambon 
Discussion. Shim, Ju-Hyung Sogang University, Korea

Moderator: Choi, Dae Seo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3-1. Jung, Jai Kwan Korea University, Korea
           Determinants of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3-2. Hwang, Jihwan University of Seoul, Korea
           Great Power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ification
3-3. Martens, Bernd Centre for Social Research Halle, University of Halle, Germany
           Between Deterrence and Welcome: Migration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Structures of GDR Defectors’ Integration in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t Times of Ideological Conflicts

Discussion. Jung, Sung Chul Myongji University, Korea 

Cultural Tour: Hwaseong Haenggung & Korean Traditional Culture

Musical Jeongio:The Dream of King Jeongjo Great

Rm.507, 
Dasan

Hal

Rm.507, 
Dasan

Hal

Rm.205B, 
Dasan

Hall

Suwon
Hwa

seong

Gyeonggi 
Art

Center

10:30~12:00

13:30~15:00

10:30~12:00

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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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1 Liberal Arts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Moderator: Kim, Tai Seung Ajou University, Korea

3-1-1. Baumann, Peter Swarthmore College, Germany
  Liberal Arts and Democracy
3-1-2. Lee, Younse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Filial Son: Secular as Sacred in Confucian culture
3-1-3. Lim, Dongseok Konkuk University, Korea
  Insights on Traditional and Future Humanities Education of Korea
3-1-4. Song, Hyun Ho Ajou University, Korea
   Humanities Studies of Discourse of Migration Shown in Modern Korean 

Literature
3-1-5. Wallner, Friedrich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Structural Presuppositions and Methodological Strategies for an Education 

in Humanities
Discussion1. Jung, Byeong He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Sim, Kyung Ho Korea University, Korea

 Foundation of Ideal Image of Human Being and Establishment of the ‘Canon’

Moderator: Yeo, Tak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3-2-1. Repp, Martin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Germany
   Images of Human Beings in the Biblical Canon
3-2-2. Sheth, Noel. S.J. Xavier�University(Autonomous),�India
    Educating the Ideal Human Being and Society according to 

 Mahatma Gandhi
3-2-3. Huh, Woo Sung Kyung Hee University, Korea
   Between Nonviolence and 'Justifiable' Killings 

3-2-4. Kim, Seong Ryong Hoseo University, Korea
   Classics, A Completion of Human Patterns
3-2-5. Paek, Doo Hye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Value of Canonical Korean Literature for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Discussion1. Kim, Won Joong Dankook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Ahn, Jae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Traditions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East and West

Moderator: Soo, Young Ch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3-3-1. Lee, Chang-Uh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The Classics of Greek Philosophy and Humanities: 

 Socrates and Paideia
3-3-2. Hamilton, Andy Durham University, United Kingdom
   Artistic Freedom and Free Speech

Keynote 
Lecture3

Parallel 
Session3

Cho, Dong-i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ission of Humanities Education

Liberal Arts/
Humanities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of 

Hope

Auditorium, 
Jonghap

Hall

9:30~10:30

10:30~12:00

13:30~15:00

Rm.102, 
Jonghap 

Hall

Rm.104, 
Jonghap 

Hall

Rm.105, 
Jonghap 

Hall

Day3 ·10/29 SATPROGRAM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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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00~17:00

17:00~18:00

3-3-3. Oishi, Kaz University of Tokyo, Japan
    Hope and a Romantic Poet: Well-Being and Education in 

 Early-Nineteenth-Century Britain
3-3-4. Zheng, Guo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The education on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in the schools in China
3-3-5.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Formation of Modern Conception of ‘Ethics’
Discussion1. Yoon, Min Moo Yonsei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Cho, Yun Kyung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Contemporary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of Hope

Moderator: Jung, Kyunghoon Ajou University, Korea

3-4-1. Prescott, Paul University of Warwick, United Kingdom
   Misery's Medicine? Teaching "Local and  

Global Shakespeare" in the 21st Century 
3-4-2. Schubert, Paul University of Geneva, Switzerland
   Why Should We Read Classics or Study Classical Scholarship?
3-4-3. Jin, Ji-Shi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China
    Humanities Educ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ies in China
3-4-4. Kim, Te-Gyung Gachon University, Korea
   Contemporary Liberal Arts Education in Japan:  

 A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3-4-5. Han, Kyung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blems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Challenges Facing the 

 Humanities in Korea
Discussion1. Shin, Chang-Ho Korea University, Korea

Discussion2. Song, Seung-Cheol Gangwon State University, Korea

1. Moderator: Crowley, John Unesco, United Kingdom
2. Cho, Moo J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Korea
3. Son, Dong-Hyun Chair of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Korea
4. Adams, Willam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USA
5. Seiyama, Kazuo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apan
6. Dikun, Xi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ina
7. Samassekou, Adama World Humanities Conference, Mail
8. Gentili, Pablo  Latin American Council of Social Sciences, Argentina
9.  Shaaban, Abdel Hussein  

 Academic University of Non-violence and Human Rights, Lebanon

Moderator: Cho, Eun-Su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losing Address1: Bae, Seong Geun  
Deputy Minister University Policy, Korea
Closing Address2: Kim, Jingwan Chair of Suwon City Council, Korea
Progress Report: Kim, Jin Division Director of Humanities, Korea
Closing Declaration: Son, Dong-Hyun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4th WHF, Korea

Round 
Table

Closing 
Ceremony

Rm.205B, 
Dasan

Hall

Auditorium, 
Jonghap 

Hall

Auditorium, 
Jonghap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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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cept Note

The Humanities of Hope:
Overcoming the Crisis of Civilization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Is human civilization sustainable in its current form? The diagnosis that human civilization is in 
crisis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since the last century. Let us examine the foundations of 
civilization in order to assess the problem.

How is it possible that human beings, with weaknesses that would make survival in nature impossible, 
have become the most dominant species among all biological creatures? The reason is simple: 
Humans were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nature by constructing a second nature-cultu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human intellect has played a primary role in this process.

Humans, as species-beings, relied upon two foundations in constructing the edifice of culture. The 
first was to lay down the material basics necessary for survival and prosperity by utilizing nature, and 
the second was to develop a cooperative network for individuals to engage in communal life. In the 
progress of history, the former was realiz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ools and technologies, while 
the latter came to being in the form of communities supported by customs, laws, and institutions. 
Fueled by scientific development, the modern era witnessed a dramatic advancement in technology; 
social communities were transformed by the emergence of nation-states based on democratic poli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that grew ou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nations.

Yet science and technology cannot transcend the natural order, and political power cannot function 
properly without the foundation of moral norms. In the opening decades of the 21st century, is human 
civilization sufficiently supporting these two pillars of the cultural world?
Technology, having undergone ‘scientification’ since the modern era, presupposes a certain
worldview: namely, that all natural phenomena are merely the mechanical motion of physical entities 
without a ‘soul.’ The motion of these entities proceeds solely according to the laws of cause and 
effect, and the entirety of this activity takes place within a spatiotemporally closed system. Within 
this mechanistic view of nature, the human intellect is reduced to the level of a soulless, instrumental 
rationality, in blind service to the fulfilment of human desire: by nature, an endless pursuit.

The digital technologies of the 21st century have enabled the machine to interconvert and integrate 
human thought and perception, conveying their products free from the limits of space and time. They 
have forced an exponential expansion of this function so extremely that they threaten to disrup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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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nature itself. These unprecedented technologies have transformed the structure and nature of 
enterprise, while reshaping the patterns of economic life. Rather than being faithful to the ultimate 
purpose of economy, which is “managing the worl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ll enterprises 
are now unreflectively engrossed in a one-dimensional, short-sighted economic dictum: the pursuit 
of profit at any cost. The result has been the mass-production of derivative industries devoid of 
substance. They distort legitimate human desires while breeding and expanding artificial desires. 
This has placed us at a point where our humanity itself is faced with destruction. Phenomena such 
as the creation of false desires, consumption for the sake of consumption, derivative industries only 
interested in the pursuit of profit, and the bubble economy that contains all these things, clearly 
demonstrate the toxicity of capitalism. If the present era is one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wherein these phenomena are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world, then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generates these symptoms is inarguably at the root of the crisis of humanity and civilization.

What about the national political order defining life in human communities? The ideology of 
democracy that arose in the West in the modern era has since been widely accepted across the globe, 
and its formal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re venerated as a model that guarantees 
the preservation of the best aspects of human communal life. Yet in many nations, democracy, as 
an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merely adopts the formal appearances of democracy. In many 
countries, the moral and social norms that compris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re not mature 
enough to realize its ideals. Freedom and equality are not guaranteed; discrimination, oppression 
and violence abound to such a degree that life in the community is highly unstable. Even in the 
developed societies of Europe and America that pride themselves on their long-standing institutions 
of democracy,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life of cooperation formed through empath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is unstable at best. And these dehumanizing phenomena arise from the 
dehumanizing nature of capitalism itself.

The toxicity of capitalism that threatens the communal life is greatly amplified by the fact that 
economic activity has now transcended national borders and operates on a global scale. In the face of 
this global economic system where capital, technology, and labor freely cross over national borders 
- as the ubiqu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demonstrates - the nation-based political power of 
regulation is rendered increasingly toothless. The authoritative power to control the guidelines and 
standards of communal life should properly be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this is the basis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But this economic system, blithely disregarding borders, actively engages in 
anti-normative practices beyond the restrictive boundaries of the nation. The nation no longer has the 
power to reign in the global economy, even as this destructive economic system spews its inhumane 
and immoral toxicity. This anti-normative global economic system that destroys the communal bonds 
between people is the core threat to the civilization and humanity itself.

These are not mere technological or institutional problems. This is, rather, a matter that deeply affects 
the very fate of humanity. It is for this reason that humanistic introspection is desperately needed at 
the present time: this is fundamental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merely by scientific research. The 
humanities must step up to meet this threat to civilization, in order to counteract its anti-n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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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ities of Hope:
Overcoming the Crisis of Civilization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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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and recover the social framework for a sustainable society.

If Heidegger is correct in saying that “science does not think,” then it is surely the humanities that 
must be responsible for the job of thinking. As we think, we must think about humans and the world 
as an integrated whole, beginning from its very foundations. Furthermore, this thinking must be 
connected with actions in the real world. Thought that is not linked to action is empty. The humanities 
have always gone hand in hand with the notion of a subjective ego, which presupposes the free will 
of the subjective ego. The humanities therefore necessarily deals with the principles and ideals that 
should ultimately be put into practice.

A liberal education in the arts and humanities is the space wherein people can access the intellectual 
fruits of the humanities. The humanities therefore must  be fused with a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An education in the liberal arts and humanities that is devoid of humanistic inquiry is 
mere rote learning, whereas the study of the humanities without a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is empty. When the humanities contribute to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we actively engage in 
overcoming the crisis of civilization in order to form a sustainable society. This is the crucial need of 
the times that the humanities alone must meet. Even before delivering any pleas or warnings to our 
contemporaries, the humanities must begin to change the world, starting here and now.

With these thoughts, we establish these three sub-themes for this forum.

I. The Excess of False Desires and the Ideal of “Free Spirit”

The supreme ideal human image (‘Menschenbild’) is that of the “free spirit.” Unable to view the 
whole of life, the narrow and myopic logic of the mundane world is solely concerned with the 
desire of the moment and its fulfillment. Performance-based economic ideology is a malady of 
post-capitalism, inducing consumption by manufacturing false desires. Is this kind of economy 
sustainable? When the economic system has transcended national borders and expanded on a global 
scale, it becomes a bubble economy, wherein derivative industries, such as the financial sector, 
constitute the substantial stream of econom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ground of industry 
turns into wasteland. Is this really sustainable? In this critical situation, wherein inequality is growing 
at an alarming rate globall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increasingly concealing the insubstantial 
innards of derivative industries, what statement can humanistic introspection make to warn a world 
hurtling towards the brink of crisis? The humanities must make a powerful, balanced, and convincing 
statement through humanistic introspection.
With this in mind, the following four session topics will be discussed under this theme:

1. The Ideology of the Performance-Based System and the ‘Fatigue Society’
The dehumanizing nature of the performance-based system in the ‘Fatigue Society’ is to be 
overcome by the power of humanist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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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nsumpti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
Recognizing that the root of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lies in the consumption society 
mired in the excesses of false desires, we must rehabilitate the original spirit of the concept of 
an economy: “managing the worl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3. Globalization and ‘Neo-Capitalism’
To overcome the increasing inequality created by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shift in 
paradigm towards a transformed “neo-capitalism” with an emphasis on community is reviewed 
and evaluated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4. A New Paradigm for Neo-civilization
A new paradigm for neo-civilization must be sought in connection with the phenomenon of 
the ‘digital revolution,’ the technological fundament of globalization. It must be seriously 
questioned whether this ‘mega-trend’ of globalization, in which western civilization becomes 
the universal civilization of human beings, is an inevitable process.

II. The Re-establishment of Norms and the “Humanities of the Public”

Digital technologies fuse thought and perception within a machine, increasing the temptation to 
externalize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 inner life of the person. Even the norms of community-
based life then become the object of engineering. But the values and purposes that act as the 
guardrails for these norms are not itself the object of engineering; they are the guide for engineering. 
True morality, the foundation of all social norms, exudes from within the unobjectifiable ‘self’ rather 
than being provided from outside. At a time when inner normative strength has been weakened, the 
humanities must take on the task of re-establishing the norms of social life, which have nowadays 
been left in the hands of social technology. This can be accomplished by restoring spontaneous 
volition toward the intrinsic principles. Only within this type of normative system, where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life come together, can individuals become true members of the community. We 
term this type of humanities the “humanities of the public.”
‘The humanities of the public’ is based on the earnest recognition that we are all, as H. Bergson points 
out, both personal and social selves at the same time. It realizes that ideological binaries – such as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liberalism versus egalitarianism, and so on - are ultimately futile, 
and it provides a framework for synthesizing these views.
Moreover, the humanities of the public must also consider political activism to the highest degree: 
how to hold fast to the power of social norms which are rapidly fading in a polarized and transnational 
world where human communal life has been eviscerated throughout the entire globe.

The humanities of the public first tackle these fou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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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Basis an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levance of humanities to the topic of AI is to be clarified, while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humanities to the development of AI are to be explicated. In the course of 
this, the essential nature of AI and the possible range of its functional capability should be 
investigated.

2. The Cultur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Humanities must examine what kind of cultural impact AI technologies bring about in our daily 
live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at certain elements of it might lead to the loss of our 
humanity: the expected direction of their development and the ethical prerequisites of their 
utilization must therefore be re-examined. Humanities should rediscover the human value and 
the source of morality concealed within and threatened by AI technologies.

3. Individualism and Community Spirit
The humanities must lay down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liberal communalism” that 
combines both the individual and society, freedom and equality.

4. Capital and Public Concern
Capital, totally indifferent to public concern, goes far beyond the moral and political norms and 
grows into a transnational superpower. Humanistic critique of this phenomena must search for 
any clue means of overcoming it.
[A them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is session:]
– The Transnational Economy and International Politics

Neo-international politics must seek out the political power to control the anti-normative practices of 
the transnational economy.

III.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of Hope

Even if human civilization is truly in crisis in the 21st century, this crisis did not come about suddenly. 
It arose due to a lack of humble introspection into the nature and limits of human kind; it was myopic 
desire that rendered humanity blind to a broader view of the world and human history as a whole. 
With deeper introspection on the fate of humanity and the status of humans within the world, humans 
would no longer drive themselves into a crisis. Humanistic examination of ourselves as humans is 
desperately required.
Only w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hared with all people, however, does its true value come to light. 
Being conscious of the crisis of civilization means that the human as a whole species-being is called 
into question, not just particular aspects of human life. This is the reason why a universal liberal arts 
education is required. Only when the humanities aims for its retransmission in the form of education 
does it become the humanities of hope, planting the seed of hope within all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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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practical problems lead us into four discussions about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1.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The humanities, which studies subjects such as the ideal life, humanistic values, and the identity 
of humanity, cannot be unrelated to a liberal arts education, which aims to educate humans in a 
human way. The humanities inquire into the ideal of human life in order to contribute to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The two are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sharing the same 
roots.
[A them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is session.]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the Purpose of Humanistic Research

2. Foundation of the Ideal Image of the Human Bei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anon’
East or West, old or new, the humanities have always drawn an image of the desirable human 
character (‘humanitas’), imbued with a system of values. The classics, especially the ‘canons’ 
are the repository where this system of values are stored. The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draws its model from the teaching of the classics.

3. Traditions of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East and West
In the West, as well as in Asia, the traditions of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have been 
preserved - though with some transformation - without interruption. For ‘education’ connotes 
all those activities that raise the immature child in its natural state up to the mature, cultured 
state. Education is, in this sense, basically a humanities education. The traditions of this type 
of education, in its various ‘Kulturkreise’ along with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are to be 
explicated.

4. Contemporary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and the Humanities of Hope
Today it seems that education in the liberal arts and humanities has become weakened under 
the shade of a highly developed technological civilization. But the cultural power of developed 
countries has its source, in fact, in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We expect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such education in several different cultural 
contexts.
In Korea, where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has been especially revered, this educational 
tradition was negatively impacted by the brutal colonialism of the militaristic regime of Japan. 
It is an urgent task for Korean intellectuals to rehabilitate this tradition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y.
[Themes expected to be handled in this session:] 
– Contemporary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in Europe and the US 
– Contemporary Humanistic Education in China and Japan 
– Contemporary Humanistic Education in Korea

Main 
Concept Note

The Humanities of Hope:
Overcoming the Crisis of Civilization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 •  THE HUMANITIES OF HOPE22 23



Concept Note for 
Young Humanist Session

I.
There is no period in human history without any conflicts, whether large or small . . . Even as human 
life has become richer and better off, conflict has never ceased. As the size of communities and the 
number of their members have increased, conflicts have often developed into large-scale wars. The 
character of warfare has evolved into a more violent one, becoming more and more dehumanized and 
miserable. In many cases, wars have been accompanied by mass murder and they have often led to the 
total destruction of certain communities.

In the modern era, conflict rarely simply a war between two states, but rather extends to a global war 
in which multiple nations are divided into two camps. Given the fact that we are liv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and that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f the superpowers and the transnational companies, it is true that most – indeed all - individual states 
are entangled in multipl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directly and indirectly involved in one form of 
conflict or another. Often a state’s conflict originates not from its own region, but from a powerful 
state in a remote area. This clearly shows that the issue of peace and conflic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context of a global agenda.

II.
Is dispute and conflict between communities inevitable for human beings? Is conflict the existential 
limit embedded in our very existence as human beings? Is peace virtually impossible for mankind? 
Is this then God’s punishment for human beings, who by their very nature cannot live outside a 
community?

A human being is an individual and a member of a community at the same time. Being born and raised 
in a community, a human being becomes an independent personality, thereby manifesting the status of 
a social being. Thus, the existence and prosperity of the community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life for human beings. However, if it is incompatible with that of any other community, a dispute that 
threatens human life itself is unavoidable. In the same vein, conflicts are derived whe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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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 a clash of selfish demands. As we need social norm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require much higher-level norms, which are not easy to 
apply in reality. The reason is that, in the case of the communities organized by artificial means, it 
is difficult to form the substance of power to realize the higher standard norm in the comprehensive 
large-scale persistent historic communities formed by nature. All large-scale communities, such as 
ethnic communities, political communities (state), and faith communities (religion),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re 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EU and UN to resolve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etween nations. However, because the political power of these organizations is not 
sufficient enough to control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nations, they fail to wield any transnational 
normative power necessar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nations in dispute.

Even so, the conflicts and disputes must somehow be blocked from leading to mass-murdering wars 
between nations. Even if international political engineering does not have the power to correct these 
fatal problems, the humanities must find an answer. Have not the great teachers the great thinkers of 
mankind alike preached peace beyond conflicts?

III.
In grappling with the theme of “conflict and peace,” the task of humanity is to reflect deeply upon the 
essential elements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and to seek the available foundations for endurable 
peace. First, we need to analyze the patterning of conflict by examining the character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1) political conflicts are likely to be caused by power struggles, just like economic 
conflicts originate from the contradiction of economic interests. Conflicts stemming from these causes 
would be overcome more easily by compromises and adjustment of social engineering. (2) Ethnic 
and cultural conflicts tend to have the inherent and natural background. Therefore, the structure of 
the conflicts is to be mitigated by the way of assimilation rather than compromise. (3) Religious 
conflicts are rarely possible to be resolved as they originate from the contradiction of beliefs. In this 
case, one possible avenue or resolution is to recognize the other’s identity, and to coexist with the 
difference and otherness of their identities, rather than to attempt a rash compromise or assimilation. (4) 
Ideologic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re as difficult as the religious ones to be resolved, and their 
ripple effects are extensive, as they tend to depend upon value-orientation and not upon the simple 
awareness of objective facts. The solution in this case can be found only when practical experience is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political efforts.

IV.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in a separate theme of “conflict and peace,” aims to exami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the multiple and diverse factors that lurk behind war and terrorism; 
by doing so, it seeks a possibility of peace. The ultimate goal of the Forum is to realize and to share 
the universal values of the humanities which provide the universal basis for the human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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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boost the spirit of the humanities in a practical sense. In this sense, we are pleased to invite 
some young scholars of the humanities who have experienced the devastation and the misery of the 
conflicts which the Korean peninsula has also experienced, and to plan to have a serious discussion on 
this theme. The theme of “conflict and peace”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three sessions:

First Session (10/27): The Resolu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Conflicts.

Second Session (10/28 morning): The Resolution of Ethnic and Cultural Conflicts.

Third Session (10/28 afternoon): The Resolution of Religious and Ideolog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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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Note for 
Round Table

The Busan Declaration, adopted during the first World Humanities Forum in 2011, reaffirmed “the 
invaluable contribution that the humanities can make towards establishing new human values in times 
of increasing globalization, greater independence and also rising uncertainty.”

Noting that the humanities may encounter difficulties in living up to our expectations, the Busan 
Declaration called for a setting-up of “concrete mechanisms be established to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flection on the humanities, and to maximize their contribution to addressing 
challenges through public and widely disseminated debates and policy-relevant activities.” 

The second, the third and the fourth World Humanities Forum were important in clarifying conceptual 
issues within important thematic fields – multiculturalism, reconciliation, technology and science, 
hope – and considering them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 challenges that the humanities face, in 
dialogue with their representative and programming institutions. 

Furthermore, UNESCO has partnered with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Philosophy and Humanities 
(CIPSH) to launch the lead-up to the first World Humanities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in Liège 
(Belgium) from 6 to 12 August 2017. The roundtable that marked the conclusion of the 3rd World 
Humanities Forum in Daejeon (2014) offered the opportunity of a first exchange of views on the 
themes that could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By convening a roundtable titled “On the Road to Liège” to conclude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UNESCO aims to foster a broad discussion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including the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issues within the humanities that deserve to be 
addressed during the conference. Specifically, UNESCO aims at an action plan for the humanities in 
the context of Agenda 2030, which wi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UNESCO Member States.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a planet in transition while 
contributing to the public debate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WHC) is a major gathering which engages all fields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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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ll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global thinking on the role and scope of the humanities in 
contemporary societies, with the aim of foster their re-foundation. As indicated by its full titl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for a Planet in Transition,” the 
Conference will focus on dealing with planetary challe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population increase, territorial reorganizations, migration, energy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cultural standardization in the light of globalization and, conversely, the structuring of new identities 
and the emergence of an often dualized digital society. Faced with these challenges, the humanities 
seek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how do humans interact in their territories in the face of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changes? How are identities and intercultural relations forged, and how 
may potential cooperation and tensions among them evolve? What is the scope, function and meaning 
of cultural heritage? How are boundaries and migrations interlinked through time and across cultures? 
How do memories and history interact, and how are they influenced by political contexts? What is the 
new scope and function of the humanities today, notably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digital advances?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enhance public debate, discussion will be structured around six main 
themes: humans and the environment, cultural identities,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relations, 
cultural heritage, boundaries and migrations, history, memory and politics and the humanities in a 
world in trans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HC is part of a broad and inclusive preparation process, with preparatory 
meetings across the world (June 2016 in China, October 2016 in Brazil, and November 2016 in 
Mali…). These preparatory meetings are intellectual steps that give shape to a cycle of reflection 
that started with the Regional Conference on Science and Civilization of the Silk Roads in Beijing 
in December 2015. Those thematic regional meetings will ensure that scientific and academic 
communities from all over the world continue to work toward the promotion and the re-foundation of 
the humanities in order to answer to urgent contemporary challenges, to examine the state and the role 
of humanities, and to sketch new visions for the future of humankind.

The specific knowledge of the humanities is a source of hop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paradigm

The international meetings, which bring together numerous actors from the humanities, are rooted 
in the conviction that the humanities are a well of unique resources that can help make sense of 
individual behavior and societal evolution. Therefore, the specific knowledge of the humanities 
can have a catalyzing effect on framing and defining the social conditions of a sustainable society. 
Besides, the theme of the 2016 edition of the World Humanities Forum, “the Humanities of Hope,” 
is both enigmatic and suggestive: it underlines the need to reintroduce humanistic introspection 
in a civilization in crisis where human culture is crushed by technology and neo-capitalism. The 
performance and output-based ideology currently at work in our economy, in the consumption-based 
society, and in environmental dynamics, is dehumanizing. By contrast, the humanities are the study 
and the experience of life itself: they can appear as the ground where the hope of a new paradigm for 
societies can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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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hort, the World Humanities Forum and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serve a similar purpose: 
ending the marginalization of humanities so as to relocate them at the heart of scientific and political 
debate.

Institutional challeng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humanities

Revitalizing the humanities also involves questioning the institutional parameters of development, 
and a practical action plan demands concrete answers. Among the relevant issues, the round-table 
discussion should focus on humanities funding (including existing practices and other possibilities 
of funding); the organization of humanities education (notably at doctoral level); the assessment of 
research in the humanities (assessment in its current forms entails scientific imperatives to which 
the humanities may have difficulty conforming); linguistic pluralism (the humanities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language in which they are expressed), itself related to role of the humanities 
in public debate: how can public attention be attracted to humanities results as they often are in the 
physical and life sciences?

The outcomes of the round-table will feed into the discussions of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The institutions invited to speak at the roundtable « On the road to Liège » will showcase the specific 
knowledge of the humanities and their potential contribution to public debates regar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following persons will speak: Professor Dong-Hyun 
Son, chair holder at Daejeon University, Moo Je Cho, Presid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Crowley, John, Chief of Section for Social and Humanities Sector (UNESCO), 
William Adams, President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Seiyama, Kazuo, 
Deputy Director of Research Center for Science Systems in Japan, Dikun, Xie, Director General of 
Institute of Philosophy in China, Samassekou, Adama, President of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Gentili, Pablo, President of the Latin American Council of Social Sciences (CLACSO) and  Hussein 
Shaban, Consultant for Hammurabi Center For Researches & Startegic Studies.

These stakeholders, who occupy positions at the heart of the evolution of humanities, have the 
capacity to disseminate their faith in the humanities through different channels, in different places 
and times (including preparatory meetings to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 and in connection 
with different (academic, scientific, political) communities. More specifically, however, the objective 
of the round-table will be to sketch outcomes that can feed into the Conference in Liège. To this end, 
UNESCO will prepare a draft that will be disseminated in advance of the meeting to the speakers for 
their feedback; this document could be either adopted at the end of the roundtable or used as the basis 
for a specific modes of follow-up to be identified. 

Concept Note for 
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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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쩡구오민┃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중국 고대 시문 및 산문 교육

3-3-5.  양일모┃근대적 ‘윤리’ 개념의 탄생 - 修身과 倫理  

 현대 인문교육과 희망의 인문학 

3-4-1. 폴 프레스콧┃불행의 의학? 21세기 <글로컬 셰익스피어> 교수법

3-4-2.  파울 슈베르트┃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며, 고전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3-4-3.  김기석┃ 중국 외국어대학의 인문교육

3-4-4.  김태경┃현대일본의 인문교육:‘국제교양대학’을 부르는 힘
3-4-5.  한경구┃한국 인문교육의 문제와 인문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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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939

949

960

969

971

983

996

1007

1009

1050

1059

신진
연구자
세션

분쟁과

평화

 경제적·정치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1-1.  김선욱(좌장, 도입강연)┃정치가 어떻게 도덕적일 수 있는가?
1-2.  안토니오 마시아스┃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형제국가간의 갈등

1-3.  제르마 에브 이비아 에베가┃ 서아프리카의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 시험에 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공동 방위 및 안보 정치 

 종족적·습속적·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2-1.  로브샨 이브라히모브┃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간의 갈등과 그 평화적인 해결 방법

2-2  카인 죠┃ 미얀마의 국가적 화해: 신화 혹은 운명 
2-3  유스티너스 트리 수바그야┃ 인도네시아의 민족 및 종교 간 폭력, 중재, 화해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3-1  정재관┃ 내전 후 민주주의 체제 수립의 결정 요인 
3-2  황지환┃ 강대국과 한반도 분단, 그리고 통일

3-3  베른트 마르텐스┃  배척과 환대 사이: 이데올로기적 갈등 시기의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와 이주 동독인의 서독에의 동화 패턴 

행사장 안내 1073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수원시는 현대문명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전망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을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인문학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통찰력, 지혜, 조화

로운 감성 등 인문학적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이 개최되는 경기도 수원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화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며, 인문학을 논의하기에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의 인문학 석학들이 모여 인문학이 담당할 

새로운 사회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이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영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준 식

유네스코 사무총장장

이리나 보코바

경기도 지사

남 경 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 무 제

수원시장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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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을 열며

1.

인간이 문화세계의 구축에 꼭 필요로 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활용하여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

아갈 수 있는 공동생활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전자는 도구와 

기술의 발달로 실현되어왔고, 후자는 관습이나 법과 제도를 골조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근대 이후 기술은 과학적 탐구의 지원을 받아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고, 

사회 공동체의 형성은 민주적 정치질서를 토대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국가의 출현과 

이들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적 질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지 못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권력은 도덕적 

사회적 규범의 기초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법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인류문명은 과

연 문화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이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인류문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내려지기 시작한지는 오래입니

다.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붕괴, 인공지능기술에 힘입어 

강화된 인간정신의 기계화 및 기계의존적 현상 – 이들은 자연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인간의 자연적 삶 자체를 위협하는 모

습들입니다. 다른 한편,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념을 망각한 채 금융산업

에 몰두하는 천민자본주의 경제,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무반성적 형식적 대중민주주의 – 이들은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 불가결한 사회적 규

범체계를 무력화시켜  인간의 사회적 삶 자체를 위협하는 모습들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사태를 진정 문명의 위기 상

황으로 인지한다면, 이를 극복하여 인류문명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재정향(再定向)하기 위한 

노력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공학의 근시적이고 형식적

대회사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 

희망을 되찾는 
인문학의 향연

H
O

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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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합리성을 넘어서는 인문학적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2.

이런 숙고 끝에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사회를 지속가능

한 사회로 재정향함으로써 이 시대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인문학적 성찰을 수행할 것”을 그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첨단 기술을 토대로 하는 산업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경제활동의 여러 면모

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섬세하고 민감한 인문학적 안목으로 개개인의 삶에서든 공공적 제

도에서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독소를 찾고, 이를 치유하는 새로운 사유의 길을 모

색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 국가공동체 내부 및 국제사회의 인륜적 공공성에 대해 다시

금 깊이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대 이래 등장한 여러 국가구성 이념의 충돌을 재검토하고, 

초국가적 활동을 벌이는 다국적 기업의 인륜적 일탈 가능성에 대해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에 보편적인 인문적 보편

가치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단순히 학문적 탐구의 영

역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인문정신을 함양하는 인문교육을 통해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우

리가 마지막으로 특히 인문교육을 문제 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포럼의 중심주제에 곁들여 <분쟁과 평화>라는 이름의 별도 논의 

영역을 설정한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지역 등에서 유난히 뚜렷하지만, 

실은 지구촌 도처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

는 한, 인류문명의 지속적 발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본질적 요인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분쟁지역에서 이 고통을 체

험하는 젊은 학자들의 참여를 종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인문학적 성찰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다

운 삶에 대한 진지한 숙고 없이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태의 근

원 및 그 종국에 대해 총체적으로 숙고하는 탐구정신은 기어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보

이리라 믿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함께하는 이 향연에 그 정도의 기대는 해도 좋을 것입니

다. 특히 한국의 인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의 한 문화 고도(古都) 수원에서 열리는 

이 향연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2016년 1월  일

제 4회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장  손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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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명단

이름 직책

손동현 (위원장) 대전대 혜화LA 칼리지 교수, 전 한국철학회 회장(’08~’09)

강명희 한세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김영민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 한국라깡현대정신분석학회 회장

노양진 전남대 철학과 교수, 범한철학회 부회장

박병준 서강대 철학과 교수, 전 한국해석학회 회장

송기정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교수, 전 한국기호학회 회장

위행복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회장

윤정로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전 한국사회학회 회장

이상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학대학원 부원장

이진우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전 계명대총장

이한우 단국대학교 인문아카데미 교수, 전 조선일보 문화부 부장

이훈상 동아대 사학과 교수, 전 한국실학학회연구이사

임현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장은수 한국외대 독일어과 교수, 전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전 불교학연구회 회장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전 역사민속학회 부회장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이상훈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강진갑 (자문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박연규 (자문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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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TIME 10월 29일 (토)

09:00~09:30 등  록

09:30~10:30 중주제3 기조강연 

10:30~12:00
분과발표  

3-1
분과발표  

3-2
분과발표  

3-3
분과발표  

3-4

12:00~13:30 오  찬

13:30~15:00
분과발표  

3-1
분과발표  

3-2
분과발표 

3-3
분과발표  

3-4

15:00~17:00 라운드 테이블

17:00~18:00 폐 회 식

10/29 SAT제3일

TIME 10월 27일 (목)

09:00~09:30 등  록

09:30~10:30 중주제1 기조강연 

10:30~12:00

12:00~13:30 오  찬

13:30~15:00
분과발표  

1-1
분과발표  

1-2
분과발표  

1-3
분과발표  

1-4
수원시 주관 

세션 1

15:00~16:30 개회식 및 전체 기조강연

16:30~18:00 신진 연구자 세션 수원시 주관 세션 2

18:00~19:30 만찬 및 이동

19:30~21:30 고은 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인의 밤 (수원SK아트리움)

분과발표  
1-1

분과발표  
1-2

분과발표  
1-3

분과발표  
1-4

10/27 THU제1일

TIME 10월 28일 (금)

09:00~09:30 등  록

09:30~10:30 중주제2 기조강연 

10:30~12:00
분과발표  

2-1
분과발표 

2-2
분과발표  

2-3
분과발표  

2-4
신진연구자

세션

12:00~13:30 오  찬

13:30~15:00
분과발표  

2-1 
분과발표  

2-2
분과발표  

2-3 
분과발표  

2-4
신진연구자

세션

15:00~18:00 문화투어 (화성 행궁 및 수원 문화유산)

18:00~19:30 만찬 및 이동

19:30~21:30 뮤지컬 정조 : 정조대왕의 꿈 (경기도문화의전당)

제2일 10/28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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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1

 제1일 · 10월 27일(목)

 성과사회와 ‘피로사회’

좌장 : 김성진(Kim,�Sung�Jin)�한림대학교, 한국 
1-1-1.  다카하시 다카오(Takahashi,�Takao)�구마모토 대학. 일본 
  소비사회와 인간의 이상 

1-1-2.  조민환(Jo, Min Hwan) 성균관대학교, 한국 
  피로사회와 동양의 은일(隱逸)사상 

1-1-3.  주광순(Joo,�Kwang-Sun)�부산대학교, 한국 
  피로사회에서의 저항

1-1-4.  김종주(Kim�Jongju)�김종주신경정신과의원, 한국 
  다산의 피로증후군과 인문학적 자기분석

1-1-5.  이규(Lee,�Kyoo)�뉴욕시립대, 미국 
  사람 소리, 사람 짓, 여기 또: 또 하나의 시철학적 이미지

강평1.  김성호(Kim,�Sung�Ho)�서울여자대학교, 한국

강평2.  김정현(Kim,�Jyung�Hyun)�원광대학교, 한국 

 소비사회와 환경문제

좌장 : 권택영(Kwon,�Teckyoung)�경희대학교, 한국

1-2-1.  말레키 보이치에(Wojciech,�Małecki) 브로츠와프대학, 폴란드 
   소비주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환경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왜 말해야 하는가? 

1-2-2.  스콧 슬로빅(Slovic,�Scott)�아이다호대학, 미국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상품화하기: 초계량적 사고와 물에 대한 인식 

1-2-3.  김용민(Kim,�Yongmin)�연세대학교, 한국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 생태사회를 꿈꾸는 문학

1-2-4.  노희정(Noh,�Hui-Jeong�)�광주교육대학교, 한국

  소비사회에서의 관계적 윤리와 소비자 시민성 
1-2-5.  패트릭 드졸지(Degeorges, Patrick) 프랑스, 환경부

  인류세 시대에 자연을 경험하기 

강평1.  한면희(Han,�Myun�Hee)�성균관대학교, 한국 
강평2.  홍성태(Hong,�Seong�Tae)�상지대학교, 한국 

 세계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좌장 : 조우호(Cho, Woo Ho) 덕성여자대학교, 한국 
1-3-1. 레온 니모진스키(Niemoczynski,�Leon)�모라비안대학, 미국 
  자연의 의미 

1-3-2. 강혜령(Kang, Hye-ryoung) 콜로라도대학. 한국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구적 정의의 문제

1-3-3. 송용섭(Song,�Yong�Sup)�영남신학대학, 한국 
  지구 생태계를 위한 기도: 생태 윤리학과 신자유주의

1-3-4. 홍기빈(Hong,�Gibin)�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한국

  “공유의 인문학”을 제안한다: 21세기 지구적 자본주의에서의 “소유”

1-3-5. 이성혁(Lee,�Seong-Hyuk)�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인지자본주의의 정동정치와 최근의 한국문학 

강평1.  문성훈(Moon,�Sung�Hoon)�서울여자대학교, 한국 
강평2.  조준현(Cho,�Jun�Hyeon)�부산대학교, 한국 

중주제1
기조강연

가즈시게 신구(Shingu Kazushige) 나라대학, 일본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먼 과거: 
시공상의 이주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에세이

종합관
102호

종합관
104호

종합관
105호

종합관
대강당

9:30~10:30

분과
발표 1

욕망 과잉과 
자유인

10:30~12:00

13:30~15:00

분과별 프로그램 

주제 및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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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원시 주관 
세션 

신진연구자 
세션 [1]

희망의 인문도시
수원 

경제적·정치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13:30~15:30

16:30~18:00

16:30~18:00

19:30~21:30

 자유 실현의 새 패러다임 

좌장 : 김재영(Kim,�Chae�Young) 서강대학교, 한국 
1-4-1. 시바난담 파니어셀밤 (Sivanandam�Panneerselvam)�마드라스대학, 인도 
  희망의 인문학을 위한 문화적 패러다임

1-4-2.  전철(Chun,�Chul)�한신대학교, 한국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자기비움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하여

1-4-3.  탄밍란(潭明冉, Tan, Mingran) 산동대학교, 중국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무위) vs. 재능을 칭송하는 것 (상현):  

장자의 통치관에 대한 분석

1-4-4.  김세정(Kim,�Sea�Jeong)�충남대학교, 한국 
  소비사회 치유를 위한 유가생태수양론

1-4-5.  박경준(Park,�Kyoung�Joon)�동국대학교, 한국  초기 불교에서 본 욕망과 자유 실현

강평1.  정세근(Jeong,�Se�Geun)�충북대학교, 한국 
강평2.  이병혁(Lee,�Byung�Hyuk)�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개회식

전체 
기조강연

사회자  박형지(Park,�Hyungji)�연세대, 한국 
개회사  이준식(Lee,�Joon�Sik)�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 
환영사1  남경필(Nam,�Kyung�Pil)�경기도지사, 한국 
환영사2  염태영(Yeom,�Taeyoung)�수원시장, 한국 
축사1  조무제(Cho,�Moo�Je)�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한국

축사2 (영상) 이리나 보코바(Bokova,�Irina)�유네스코 사무총장, 불가리아 
대회사 손동현(Son,�Dong-Hyun)�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장, 한국 

로제 폴 드루와(Droit,�Roger-Pol), 모니크 아틀랑 (Atlan,�Monique)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프랑스 공영방송 채널2, 프랑스

인문학의 잊혔던 주제, "희망”

좌장 : 신광철(Shin,�Gwang�Cheol)�한신대학교, 한국

1. 강진갑(Gang,�Jin�Gap)�경기대학교, 한국   수원의 인문유산과 인문 도시 수원

2. 김준혁(Kim,�Junhyuk)�한신대학교, 한국    정조대왕의 꿈과 다산의 인문정신

3. 심승구(Sim,�Seung�Koo)�한국체육대학교, 한국 
      수원 화성의 인문학적 의의와 그 미래지향적 함의 
4. 박연규(Park,�Yeoun�Gyu)�경기대학교, 한국 
      장소체험을 통한 인문학적 가치의 회복

5. 이재준(Lee,�Jae�Joon)�아주대학교, 한국 
      대안운동으로서 수원시 마을만들기 운동

강평1. 조성을(Jo,�Seong�Eul)�아주대학교, 한국 
강평2. 임영상(Lim,�Yeong�Sang)�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강평3. 손혁재(Son,�Hyukjae)�경기대학교. 한국 

1-1.  좌장(도입강연) : 김선욱(Kim,�Seon�Wook)�숭실대학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도덕적일 수 있는가?

1-2. 안토니오 마시아스(Macías,�Hernández�José�Antonio)�
        멕시코국립자치대학 라틴아메리타연구소, 멕시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형제국가간의 갈등 

2-3. 제르마 에브 이비아 에베가(Mbia�Yebega,�Germain-Hervé)��
         중앙아프리카 지정학 재단. 카메룬

           서아프리카의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  

시험에 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공동 방위 및 안보 정치 
강평. 이태혁(Lee,�Taeheok)�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

고은 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인의 밤
부대행사

개회식 및 
전체 

기조강연  

다산관
205B호

다산관
B121호

다산관
507호

종합관
대강당

15:00~16:30

수원SK
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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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1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와 본성

좌장 : 이종호(Lee,�Jong�Ho)�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한국 
2-1-1.  김기현(Kim,�Kihyeon)�서울대학교, 한국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문학의 역할 

2-1-2.  이동신(Yi,�Dongshin)�서울대학교, 한국 
  공집단지능과 다중 자아 

2-1-3.  유코, 무라카미(Yuko,�Murakami)�토호쿠 대학, 일본 
  인공지능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

2-1-4.  이영의(Rhee,�Young�E)�강원대학교. 한국 
  인공지능과 내러티브적 자아

2-1-5.  장병탁(Zhang,�Byoung-Tak)�서울대학교, 한국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강평1.  고인석(Ko,�In�Sok)�인하대학교, 한국

강평2.  이광석(Lee,�Kwang�Suk)�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문화적 파장

좌장 : 신명아(Shin,�Myoung�Ah)�경희대학교, 한국

2-2-1.  강우성(Kang,�Woosung)�서울대학교, 한국 
   인공지능의 도전

2-2-2.  숀 갤러거(Gallagher,�Shaun)�울런공 대학, 미국 
  감정이 없는 로봇: 인공적인 공감의 가능성에  대하여 

2-2-3.  신상규(Shin,�Sangkyu)�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자율적인 인공지능 행위자를 위한 윤리학

2-2-4.  이종관(Lee,�Jongkwan)�성균관대학교, 한국

   AI의 출현과 실존적 인간: 4차 산업 혁명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 
2-2-5.  홍성욱(Hong,�Sungook)�서울대학교, 한국 
   누가 자율적 기계를 두려워하는가?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강평1.  현남숙(Hyun,�Nam�Sook)�가톨릭대학교 한국 
강평2.  황희숙(Hwang,�Heesook)�대진대학교, 한국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   
 좌장 : 최신한(Choi,�Shin�Hann)�한남대학교, 한국 
2-3-1.  마이크 에드워즈(Edwards,�Mike)�로햄튼대학. 영국 
  "이사이오스”에 나타난 웅변의 기만적인 서사 

2-3-3.  김희열(Kim,�Hiyoul)�제주대학교, 한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연대 상호작용

2-3-4.  홍성기(Hong, SungKi) 아주대학교, 한국

  개인과 공동체: 대화의 평등성과 개체화의 상대성

2-3-2.  전성기(Jon,�Sung-Gi)�고려대학교, 한국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수사

2-3-5.  김신(Kim,�Shin)�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덕적 지위 

중주제2
기조강연

분과
발표 2

칼 메르텐스(Mertens, Karl) 뷔르츠부르크대학, 독일 

사회적 관점: 익명적 사회질서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자각으로 

규범과 ‘공공’의 
인문학

종합관
102호

종합관
104호

종합관
105호

종합관
대강당

9:30~10:30

10:30~12:00

13:30~15:00

 제2일 · 10월 28일(금)분과별 프로그램 

주제 및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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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1.  최현(Choe,�Hyun)�제주대학교, 한국  
강평2.  박삼열(Park,�Sam�Yel)�숭실대학교, 한국 

 자본과 공공성 

좌장 : 윤평중�(Yoon,�Pyung-Joong)�한신대학교, 한국 
2-4-1.  윌리엄 슈바이커(Schweiker,�William)�시카고대학. 미국 
  인간을 생각하는 자본: 지속적이며 인도적인 미래에 대하

2-4-2.  김광수(Kim,�Kwangsu)�성균관대학교, 한국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탈규범성: 현상 및 대안적 논의

2-4-3.  양선진(Yang,�Sunjin)�충남대학교, 한국 
   한국적 자본주의의 성과와 공공 윤리의 부재-동서 사상의 융합에 근거한 

공공윤리 모색을 위하여

2-4-4.  크리스티나 한(Han,�Christina)�윌프리드로리어대학, 미국  
  경쟁 대상으로서의 대중: 초국가적 자본주의 시대의 박물관

2-4-5.  곽정연(Goak,�Jeang-Yean)�덕성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자본과 문화정책의 공공성

강평1.  홍준기(Hong,�Jun�Gi)�홍익대학교, 한국

강평2.  존 크라울리(Crowley,�John)�유네스코, 영국

좌장 : 이영범(Lee,�Young�Bum)�청주대학교, 한국

2-1.  로브샨 이브라히모브(Ibrahimov,�Rovshan)�한국외국어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간의 갈등과 그 평화적인 해결 방법

2-2. 카인 죠(Zaw, Khine) 미얀마사회과학원, 미얀마

           미얀마의 국가적 화해: 신화 혹은 운명

2-3. 유스티너스 트리 수바그야(Subagya,�Yustinus�Tri)��산타다르마대학,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민족 및 종교 간 폭력, 중재, 화해

강평. 심주형(Shim, Ju-Hyung) 서강대학교, 한국

좌장 : 최대석(Choi,�Dae�Seok)�이화여자대학교, 한국 
3-1.  정재관(Jung,�Jai�Kwan)�고려대학교, 한국

           내전 후 민주주의 체제 수립의 결정 요인

3-2. 황지환(Hwang,�Jihwan)�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강대국과 한반도 분단, 그리고 통일

3-3. 베른트 마르텐스(Martens,�Bernd)�마틴 루터 대학 사회연구소, 독일 
           배척과 환대 사이: 이데올로기적 갈등 시기의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와 이주 동독인의 서독에의 동화 패턴

강평. 정성철(Jung,�Sung�Chul)�명지대학교, 한국

문화투어: 화성 행궁 및 수원 문화유산

뮤지컬: 정조대왕의 꿈

다산관
205B호

다산관
507호

다산관
507호

수원화성

경기도 
문화의
전당

신진연구자 
세션 [2]

종족적·습속적
·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10:20~12:00
13:30~15:00

신진연구자 
세션 [3]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10:20~12:00

13:30~15:00

15:00~18:00

부대행사

19:30~21:30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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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1 인문교육과 인문학

좌장 : 이종호(Lee,�Jong�Ho)�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한국 
3-1-1.  페터 바우만(Baumann,�Peter)�스와스모어 리버럴아트칼리지, 독일  
  교양 교육과 민주주의 

3-1-2.  이연승(Lee,�Younseung)�서울대학교, 한국  
  효자(孝子): 비범한 성스러움을 담지한 평범한 일상적 인간 

3-1-3.  임동석(Lim,�Dongseok)�건국대학교, 한국 
  한국 전통 인문교육과 미래를 위한 점검

3-1-4.  송현호(Song,�Hyun�Ho)�아주대학교, 한국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3-1-5.  프리드리히 발러(Wallner,�Friedrich)�비엔나대학, 오스트리아 
  인문 교육을 위한 구성적 실재론과 방법론

강평1.  정병헌(Jung,�Byeong�Heon)�숙명여자대학교, 한국 
강평2.  심경호(Sim,�Kyung�Ho)�고려대학교, 한국  

 정전(正典)과 인간상 정립

좌장 : 윤여탁(Yoon,�Yeo�Tak)�서울대학교, 한국 
3-2-1.  마틴 렙(Repp,�Martin)�말부르크대학, 독일 
   성서에서의 인간상

3-2-2.  노엘 시에스�S.J.(Sheth,�Noel.�S.J.)�자비에르대학,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이상적 인간상과 사회상 교육  
3-2-3.  허우성(Huh,�Woo�Sung)�경희대학교, 한국 
   비폭력 원리와 ‘불멸의 민족혼’이 충돌하면 

한국의 인문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3-2-4.  김성룡�(Kim,�Seong�Ryong)�호서대학교, 한국

   고전 교육과 인문의 완성 
3-2-5.  백두현(Paek,�Doo�Hyeon)�경북대학교, 한국 
   인간상 정립의 관점에서 본 정전 한글 문헌의 가치 

강평1.  김원중(Kim,�Won�Joong)�단국대학교, 한국  
강평2.  안재원(Ahn,�Jae�Won)�서울대학교, 한국 

 동서 인문교육의 전통   

 좌장 : 전수용(Chon,�Soo�Young)�이화여자대학교, 한국 
3-3-1.  이창우(Lee,�Chang-Uh)�가톨릭대학교, 한국 
  그리스철학고전과 인문정신:소크라테스와 파이데이아 

3-3-2.  앤디 해밀턴(Hamilton,�Andy)�더럼대학, 영국 
  예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3-3-3.  카즈 오이시(Kaz�Oishi)�도쿄대학, 일본  
  희망과 낭만파 시인: 19세기 초 영국에서의 복지와 교육

3-3-4.  쩡구오민(鄭國民, Zheng, Guomin) 북경사범대학, 중국

  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중국 고대 시문 및 산문 교육

중주제3
기조강연

분과
발표 3

조동일(Cho, Dong-il) 서울대학교, 한국  
인문학교육의 사명 

인문교육과 
희망의 인문학

종합관
102호

종합관
104호

종합관
105호

종합관
대강당

9:30~10:30

10:30~12:00

13:30~15:00

 제3일 · 10월 29일(토)분과별 프로그램 

주제 및 연사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 •  THE HUMANITIES OF HOPE44 45



3-4

3-3-5.  양일모(Yang,�Il�Mo)�서울대학교, 한국  
  근대적 ‘윤리’ 개념의 탄생 - 修身과 倫理 

강평1.  윤민우(Yoon,�Min�Moo)�연세대학교, 한국 
강평2.  조윤경(Cho,�Yun�Kyung)�이화여자대학교, 한국 

 현대 인문교육과 희망의 인문학

좌장 : 정경훈(Jung,�Kyunghoon)�아주대학교, 한국

3-4-1. 폴 프레스콧(Prescott,�Paul)�워릭대학, 영국 
  불행의 의학? 21세기 <글로컬 셰익스피어> 교수법

3-4-2.   파울 슈베르트(Schubert,�Paul)�제네바대학,  
 스위스�(University�of�Geneva,�Switzerland)�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며, 고전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3-4-3.  김기석(Jin,�Ji-Shi�金基石) 상해외국어대학, 중국  
   중국 외국어대학의 인문교육

3-4-4.  김태경(Kim,�Te-Gyung)�가천대학교, 한국   
  현대일본의 인문교육:‘국제교양대학’을 부르는 힘

3-4-5.  한경구(Han,�Kyung�Koo)�서울대학교, 한국

  한국 인문교육의 문제와 인문학의 과제

강평1.  신창호(Shin,�Chang-Ho)�고려대학교, 한국

강평2.  송승철(Song,�Seung-Cheol)�강원도립대학교, 한국

1. 사회자 : 존 크라울리(Crowley,�John)�유네스코, 영국

2. 조무제(Cho,�Moo�Je)�한국연구재단, 한국

3. 손동현(Son,�Dong-Hyun)�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위원장, 한국

4. 윌리엄 아담스(Adams,�Willam)�NEH,�미국

5. 카즈오 세이야마(Seiyama,�Kazuo)�JSPS,�일본

6. 씨에 디쿤(Dikun,�Xie)�CASS,�중국

7. 아다마 사마세쿠(Samassekou,�Adama)�WHC,�말리

8. 파블로 젠틸리(Gentili,�Pablo),�CLACSO,�아르헨티나

9.압델 후세인 사반(Shaaban,�Abdel�Hussein)�AUNOHR,�레바논

사회자. 조은수(Cho,�Eun-Su)�서울대, 한국 
폐회사1. 배성근(Bae,�Seong�Geun)�교육부 대학정책실장, 한국 
폐회사2. 김진관(Kim,�Jingwan)�수원시의장, 한국 
경과보고. 김진(Kim,�Jin)�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한국 
폐회선언. 손동현(Son,�Dong-Hyun)�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장, 한국

17:00~18:00

폐회식

다산관
205B호

종합관 
대강당

종합관 
대강당

15:00~17:00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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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포럼 주제

희망의 인문학
문명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인류의 문명은 이대로 지속가능할까? 인류문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지는 

오래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명의 근본부터 생각해 보자. 

자연 상태로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결함투성이의 특이한 동물인 인간이 모든 생명체들 위에 군림하

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본능에 의거한 자연적 삶의 결함을 극복하고 이를 뛰어넘는 제2의 자연, 

즉 문화의 세계를 구축한 덕분이다. 여기서 지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물론 명백한 사실이다.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문화세계의 구축에 꼭 필요로 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활용하여 생존

과 번영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서로 협력하며 함

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생활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전자는 도구와 기술

의 발달로 실현되어왔고, 후자는 관습이나 법과 제도를 골조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으로 실현되어 

왔다. 근대 이후 기술은 과학적 탐구의 지원을 받아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고, 사회 공동체의 형성

은 민주적 정치질서를 토대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국가의 출현과 이들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적 질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지 못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권력은 도덕적 사회

적 규범의 기초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법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인류문명은 과연 문화세계

를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고 있는가? 

근대 이래 ‘과학화’된 기술은 특정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다. 자연의 모든 사건은 ‘영혼’이 증발한 

물질적 존재의 기계적 운동이고, 그 운동은 오직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그 전체는 시공적

으로 폐쇄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 아래에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지성

은 역시 ‘영혼’ 없는 도구적 합리성에 머물게 되고, 본성상 한계가 없는 인간의 욕구 충족에 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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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봉사하게 된다. 

사유작용과 지각작용의 융합과 호환을 가능케 하고 시공적 제약을 뛰어넘는 21세기의 디지털 기

술은 기술의 이러한 성격을 혁명적으로 증폭 확대해 자연의 질서 자체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전대

미문(前代未聞)의 이 기술은 산업의 구조와 성격을 변모시키고 경제생활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기업은 자연적 욕구의 충족을 토대로 ‘경세제민’의 활동에 충실하기보다는 이윤추구라는 무반성적

인 일차원적 경제법칙에 매몰돼 실체 없는 파생 산업을 양산하고 있다. 그 자체의 확대재생산을 위

해 오히려 인간의 욕구를 왜곡시키거나 사이비 욕구를 배양 확대하고 있다. 마침내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이비 욕구, 소비를 위한 소비, 이윤만을 추구하는 파생산업, 이

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품 경제... 자본주의의 독성이 표출되는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만연해지

는 글로벌화된 시대가 현대라면, 이들을 가능케 해 주는 첨단 기술이야말로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근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정하는 국가적 정치질서는 어떠한가?  근대 이후 서구

에서 발원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전 지구적으로 수용되어왔고 그 형식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는 인

간의 공동생활을 최선의 양태로 보장해주는 모범으로 공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

서는 제도적 법적 장치로서 수용된 민주주의가 형식적 외양에 그칠 뿐 그것의 토대가 되는 도덕적 

사회적 규범이 아직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차별과 억압과 폭력이 난무해 공동체의 삶이 안정적이질 못하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자부

하는 구미의 선진사회에서도 공감과 배려를 통한 공동체적 협동의 삶은 각박할 뿐이다. 이런 비인

간적 현상 역시 앞서 말한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독성은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적’ 지평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증폭된다. 다국적 기업에서 보듯 자본

과 기술과 인력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지구적 경제활동에서는 국경을 넘지 못하는 정치적 

통제의 힘이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공동체적 삶의 규범 중 최종적인 통제 장치는 역시 국가권력에 

주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국가를 넘나드는 경제는 이미 이 규범 너머에서 탈규범적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그것이 반인륜적 비인간적 독성을 내품는다 해도 국가는 더 이상 이를 통제할 힘이 없

다. 탈규범적인 범지구적 경제활동이 인간의 공동생활을 파괴할 때, 이는 인류 문명 자체의 존립

을 위협하는 근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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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이거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과학적 연구만으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이 근본문제에 대해 인문학적 성찰이 간절히 요

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명의 위기를 넘어 다시 지속가능한 사회의 틀을 회복하기 위해 인문

학은 지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옳다면, 사유는 인문학의 몫이다. 사유하되 인간과 세계에 대

해 전체를 근원에서부터 사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유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는 지

점까지 나아가야 한다. 행동을 예비하지 못하는 사유는 공허한 것이다. 인문학은 언제나 주체적 

자아와 관련된다. 주체적 자아의 자유로운 행동을 전제한다. 인문학은 어떻게든 실천적 행위를 위

한 가치관을 다루기 마련이다. 

인문학의 이러한 지적 노력이 만나게 되는 행동의 영역은 바로 인문교육의 영역이다. 인문학은 인

문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 인문학적 탐구 없는 인문교육이 맹목적이라면, 인문교육 없는 인문학

은 공허한 것이다. 인문교육에 기여할 때, 인문학은 문명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회복

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당대인을 향한 호소나 경고에 앞서 인문학이 스스로 수행

해야 할 시대적 근본과제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숙려 끝에 우리는 이번 포럼의 하부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잡는다. 

I. 욕망 과잉과 자유인  

최상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유인’이다. 삶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세속의 

논리는 눈앞의 욕구와 이의 충족에만 마음을 판다. 사이비 욕구마저 촉발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성

과주의 경제 이념은 후기 자본주의의 병폐로 드러난다. 이런 양태의 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 범지구적으로 확장된 세계화의 시대에  금융 산업 같은 파생산업이 경제

의 흐름을 좌우하고, 산업의 지반인 자연환경은 불모지로 변질된다면, 이런 거품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산업의 실체는 취약해지고 정보기술이 실체 없는 파생산업의 허구를 은폐시켜주는 

가운데 경제의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인문학적 성찰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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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경고를 할 수 있을까? 균형 잡힌 교양의 힘이 인문학적 성찰로부터 배어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영역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1. 성과주의와 ‘피로사회’

성과주의로 인간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인문학적 사고를 핵심으로 하는 교양의 힘으로 

극복한다.

2. 소비사회와 환경문제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근원을 욕구의 과잉에 매몰된 소비사회에서 찾고 이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을 통해 경제활동의 근본이념인 ‘경세제민’의 부활 가능성을 모색한다.

3. 세계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고도의 정보기술에 기초한 ‘파생산업’의 허구성 및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를 극복할 새로운 자본주의가 가능할지, 그 ‘새로운 자본주의’의 단초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모색한다.

4. 자유 실현의 새 패러다임

서구문명이 인류의 보편문명으로 되어가는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가 과연 인류문명

의 불가피한 경로인지, 그 문제점을 주제화시켜 반성하고, 세계화의 기술적 토대인  

디지털 혁명의 흐름과 연계되는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II. 규범과 ‘공공’의 인문학 

사유활동과 감각적 지각활동을 기계 속에서 융합시키는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내면을 외양으로 표

출시켜 정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유혹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적 삶의 규범도 공학적 사고

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규범의 벼리가 되는 가치나 목적은 그 자체 공학적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공학적 사고를 이끄는 향도(嚮導)이다. 모든 사회적 규범의 토대인 진정한 도덕성은 객체화할 수 

없는 주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서 내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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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힘이 약화된 현대에서 인문학은 ‘사회공학’에 떠맡겼던 사회생활의 규범을 자발적 내재율의 

복원을 통해 재수립할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삶의 내외 측면이 만나는 그런 규범체계 속에서 한 

개인은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인문학을 ‘공공’의 인문학이라 불러본다.

이 공공의 인문학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 자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아라는 진지한 인식 아래 개

인주의 대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 대 평등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무위하다는 것을 간파

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토대를 정초한다.  

아울러 이 공공의 인문학은 인간의 공동체적 삶이 지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극대화된 초국적 삶의 공간에서 무력해지는 사회적 규범의 힘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을지, 최고도

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공공’의 인문학은 우선 이렇게 네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된다.

1. 인공지능기술의 토대와 본성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인문학적 탐구가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인문

학의 기술연관성을 드러낸다. 아울러 인공지능기술의 본질적 속성과 그 역량의 범위 및 가능

성을 전망한다. 

2. 인공지능기술의 문화적 파장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문화생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성찰한다. 그 파장 가운데 인간

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특히 공공적 삶과 연관 지어 이 기술의 발전 방

향 및 그 활용의 윤리적 조건에 대해 성찰한다. 그리고 이 변화 가운데서 인문학은 스스로 어

떤 변신을 해야 할지도 자성한다.

3.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

인문학은 개인과 사회, 자유와 평등을 통합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놓아야 

한다.

4. 자본과 공공성

자본의 공공적 무차별성이 도덕적 정치적 탈규범성을 넘어 초국가적 권력으로 거대해지는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인 비판과 이의 극복을 위한 단초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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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소주제] - 초국적 경제(trans-national economy)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신국제정치(neo inter-national politics)는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적 경제(trans-national economy)의 

탈규범적 행태를 통제할 정치적 힘을 모색함

III. 인문교육과 희망의 인문학

  21세기 인류가 진정 문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그 위기는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니다. 인간

의 본성과 한계에 대한 보다 겸손한 성찰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요, 세계 전체와 역사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욕망에서 온 것이리라. 인간의 숙명,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상에 대해 더 깊

이 성찰한다면, 인간이 스스로를 위기에 빠트리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에 관한 인문학적 탐구다. 

그런데 이 인문학적 탐구의 성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문명의 

위기를 의식한다는 것은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문제 삼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문제 삼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인문교육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문학은 인문교육

을 지향할 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인문학이 된다. 

이런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이 영역에서는 인문학과 인문교육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인문교육과 인문학

이상적인 삶, 인간적 가치, 인간다움의 정체 등을 탐구하는 인문학은 본래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는 인문교육과 무관할 수가 없다. 인문학은 인문교육을 보다 잘 하기 위해 인간을 탐

구하는 것이다. 양자는 뿌리가 같은 것으로 상호의존적, 상호보완적이다. 

[포함될 소주제]  -  문학과 인문교육의 동근원성

2. 정전(正典)과 인간상 정립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그린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인간상에 깃

드는 가치체계를 제시한다. 이런 가치체계가 담겨 있는 것이 곧 고전이요, 그 중에서도 보편

성과 지속성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시대적 공인을 얻은 것이 정전(正典)이다. 인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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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으로 이 고전교육에서 그 전형을 본다. 오늘 한국의 인문학은 정전의 수립에 기여

해야 한다.

3. 동서 인문교육의 전통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래 교육이란 자연적 상태의 인간을 문화적 상태로 끌어올리는 활동으

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인문교육이다.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제도 아래 형태로 전개되어온 인문교육의 전통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4. 현대 인문교육과 희망의 인문학 

서양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인문교육의 전통은 단절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물론 시대

상에 따라 그 양상은 변화를 겪어왔고 오늘에 와서는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에 가려져 약화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문명적 힘은 여전히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인문교

육에 그 원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제 침략으로 그 전통이 단절되고 전쟁을 동반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인문교육은 위축되고 왜곡된 바 크다. 전후 경제 부흥에는 성공

했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문교육이 경시된 면이 없지 않은 오늘 한국의 인문학은 이제 

세계시민적 차원에서 인문교육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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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세션 주제

분쟁과 평화
분쟁을 극복하는 인문정신

1.

유사 이래 인류사회에 크고 작은 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고 한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요해져도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공동체의 규모가 더 커지고 그 성원도 

많아지면서 이 분쟁은 마침내 대규모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양상은 더 격렬해지고 

그 비인간적인 참상은 더욱 심해져 갔다. 무자비한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해졌고, 그 

결과는 공동체 자체의 파괴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어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국

가들이 진영을 이루어 대결하는 세계전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가 보편적 

추세가 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강대국이나 초국적 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전 지구를 덮

고 있으므로,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가 다중적인 국제관계에 얽혀 이런 저런 분쟁에 직간접으로 개

재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분쟁의 원인이 분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 자체의 내부에 있질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에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분쟁과 평화의 문제는 가히 

지구적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2.

과연 공동체들 사이의 이 분쟁과 갈등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것인가? 인간의 사회생활에 내재해 있

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한계인가? 인류에게 평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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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인간존재에게 천형(天刑)과 같은 것 아닌가? 

그렇다. 인간은 각기 독립적 개체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공동체 속에 태어나 

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만 독립적 인격체가 되는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공동체의 존립과 번영은 

인간에게 불가결한 삶의 한 조건이다. 그런데 한 공동체의 존립과 번영이 다른 어떤 공동체의 그것

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에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쟁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개인

들 사이에 욕구가 충돌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회적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들 사이의 욕구 충돌을 극복하듯이 공동체들 사이의 충돌을 극복하는 하는 데도 더 높은 차원의 규

범이 있어야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공동체들이 인위적으로 조직된 소규모

의 가변적인 것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규모가 큰 지속적 존재일 경우, 이 공동

체들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크고 차원 높은 규범을 실현할 권력의 실체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족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국가), 신앙공동체(=종교) 등의 대규모 공동체가 바로 그런 대표적

인 예다.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EU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긴 하지만, 이 기구의 

정치적 통제력이 각 국가의 주권을 통제할 만큼 강력한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규범

의 힘으로 국가 간 분쟁을 극복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분쟁과 갈등이 적어도 대량 학살이나 국가 간 전쟁으로 치닫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적 공학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인문학

마저도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겠는가? 인류의 큰 스승들, 위대한 사상가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분

쟁을 넘어서는 평화를 설파해오지 않았던가?  

3.

‘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마주해 인문학은 분쟁을 일으키는 대립과 갈등의 본질적 요소를 깊이 성

찰하고, 그 연장선 위에서 평화의 가능 근거를 모색하는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먼저 대립과 갈등

의 성격을 구분하여 분쟁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1) 경제적 대립과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권력 투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원인에서 

유래하는 분쟁은 오히려 사회공학적 절충과 타협으로 그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2) 종족적 갈등과 이에서 유래하는 습속적 갈등은 그 원인이 혈연적 자연적 배경을 

갖는 것이므로 절충이나 타협보다는 동화의 길을 통해 그 대립 구조 자체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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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3) 종교적 대립과 갈등은 신앙상의 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 해결이 매우 어

려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립과 갈등에서는 성급하게 절충하거나 동화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

니라 그저 상대방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아량을 갖고 그 차이와 타자성을 그대로 병존토록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정치적 갈등 가운데는 단순히 권력 투쟁의 산

물이 아니라 (4) 이념적 사상적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지향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분쟁 못지않게 그 해결은 어렵고 그 분쟁

의 파장은 광범한 것이다. 장기간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현실적 체험이 쌓여야 해결의 단추가 찾아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4.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에서 ‘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별도의 발표 영역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다중적이고 다

양한 요인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에서 깊이 성찰하고 그 탐색의 성과를 참조로 하여 ‘평화’의 가능

성을 전망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류문화의 보편성

을 정초하고 있는 인문학적 보편가치의 공유와 구현이며, 이를 실천에 옮길 인문정신의 발양이다. 

이런 의도에서 우리는 특히 한반도과 같이 분쟁의 참상과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소위 ‘제3세

계’의 소장 인문학도들을 초청하여 이 주제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자 기획하는 바이다. 이 

별도 영역은 위에서 언급한 분쟁의 성격에 따른 유형구분을 염두에 두어 다음의 3개 세션으로 구

성, 운영하고자 한다:  

[1] 제 1일 (10/27): 경제적·정치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2] 제 2일 오전 (10/28): 종족적·습속적·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3] 제 2일 오후 (10/28): 종교적·이념적 갈등에서 오는 분쟁의 극복

신진연구자 
세션 주제

분쟁과 평화

분쟁을 극복하는 인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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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주제

세계인문학의 새로운 비전
-리에주(Liège)로 가는 길

2011년 부산에서 채택된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선언문은 “세계화가 심화되고, 상호관계가 늘어

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인문학은 새로운 인간적 가치의 수립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중대한 공헌"을 재차 확인했다. 

부산의 선언은 인문학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몇몇 어려움을 대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

라서, “인문학에 대한 국제 협력과 성찰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 이것이 공공 토론과, 폭넓게 파

급되는 논쟁, 정책 관련 활동들을 통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

체적 기제”의 기획을 촉구했다.

제2회, 제3회, 그리고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은 주요한 주제 분야- 다문화주의, 화해, 기술 과학, 

희망-에서 개념적인 안건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인문학이 직면한 제도적 과제의 맥락 속에서, 대

표적 기관들, 실무를 착수하는 기관들과 협상하며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작업이다.

나아가 유네스코는 2017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리에주(벨기에)에서 개최될 첫 번째 세계인문

학회의 사전준비를 착수하기 위해 ‘철학과 인문학을 위한 국제의회(CIPSH)’와 파트너가 되었다. 

대전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2014)의 매듭을 지었던 라운드테이블은 세계인문학회의

의 의제가 될 주제들에 대해 견해를 공유할 첫 기회를 제공했다. 

“리에주로 가는 길”이라는 표제로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을 마무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회합하면

서, 유네스코는 세계인문학회의에서 다루게 될 인문학 내 학술적, 제도적 안건들을 포함하여 회

의 준비와 관련된 폭넓은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게 될 

2030 아젠다의 맥락에서 인문학을 위한 실천 방안을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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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문학회의: 공공 토론에 이바지하며 전환기 지구의 난제에 대응하기

세계인문학회의(WHC)는 현대 사회 인문학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전 지구적 사유를 발전시키

기 위해 모든 국가들의 전 지식영역에 관여하며, 또한 이들의 재설립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회

합이다. “세계인문학회의:전환기 지구의 난제와 책임”이라는 전체표제에 나타나듯이, 세계인문

학회의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지구적인 난제에 대응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회의는 세계화에 비추

어 일어나는 인구증가, 영토의 재편성, 이주, 자원과 환경 갈등, 문화의 표준화와 같은 문제들과, 

역으로 이원화된 디지털 사회의 출현과 새로운 정체성을 체계화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문

제에 직면하여, 인문학은 다음의 질문들에 해답을 구한다: 환경적 제약과 변화에 직면하여 인간들

은 어떻게 자신의 구역 내에서 소통할 것인가? 정체성과 상호문화적 관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있으

며, 그들 사이의 잠재적 협력과 긴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문화 유산의 가능성, 역할과 의미

는 무엇인가? 세월에 걸쳐 문화들을 가로지르며 지역적 경계와 이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기억과 

역사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정치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오늘날 두드러지는 기술과 디지

털 발전의 관계 속에서 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 공개 

토론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는 여섯 가지 주요 주제들로 체계화될 것이다. 즉, 인간과 환경,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문화적 관계들, 문화 유산, 지역경계와 이주, 역사, 기억과 정치 그

리고 전환기 세계의 인문학이다. 

 

세계인문학회의(WHC)는 세계를 넘나드는 사전회의(2016년 6월 중국, 2016년 10월 브라질 그

리고 2016년 11월 말리 등)와 함께 광대하고 포괄적인 준비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야 한다. 이러한 사전회의들은 2015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실크로드의 과학과 문명에 대한 

지역 회의와 함께 시작되었던 성찰의 순환을 체계화하는 지적 진일보이다. 이러한 주제별 지역회

의들은 전세계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공동체들이 시급한 현대사회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인문학

을 재설립하고 부흥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인문학의 현황과 역할을 점검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그리도록 장려한다.

 

라운드 테이블 
주제

세계인문학의 새로운 비전

-리에주(Liège)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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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의 고유한 지식은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발전 속에서 희망의 원천이다

인문학의 수많은 주체들을 한데 모으는 국제회의는 인문학이 개인의 행동과 사회 진보를 이해하는

데 특수한 자원의 원천이라는 확신에 근거한다. 따라서 인문학의 고유한 지식은 지속 가능한 사회

의 사회적 조건을 구성하고 정의 내리는 작업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2016년 세계인문학포럼

의 주제인 “희망의 인문학”은 불가사의하면서도 동시에 시사적이다. 이것은 인간적 문화가 기술과 

신자본주의에 의해 붕괴된 위기 속에서 문명에 대한 인문학적 자성이 재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체계와 소비중심의 사회, 환경적 역학에서 작동하는 성능과 결과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인문학은 인간 삶의 경험과 연구 그 자체이다. 

곧 인문학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희망이 피어날 수 있는 토대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세계인문학포럼과 세계인문학회의는 유사한 목적에 기여한다. 둘은 인문학을 과학과 

정치 논쟁의 핵심에 다시금 배치함으로써 인문학의 주변화를 종식하고자 한다.

 

인문학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도전

인문학을 재활성하는 작업은 발전에 대한 제도적 척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 해답을 요구하

는 현실적 실천 방안을 포함한다. 관련 안건들 중에서 라운드 테이블 논의는 (자금조성에 대한 기

존의 관행과 또 다른 가능성들을 포함하여) 인문학의 자금조성, (특히 박사급에 대한) 인문학 교육

의 조직화, (인문학이 과학적 의무사항들을 포함하는 현재의 형식을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

려한) 인문학 연구의 평가방법, (인문학은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와 관련하여 깊은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언어적 다원성, 그리고 공공토론에서 인문학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 곧 어떻게 대중들이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에 자주 관심을 갖는 결과로써 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의 결과물은 세계인문학회의의 논의에 반영될 것이다

라운드테이블 <리에주로 가는 길>에서 발표하고자 초대받은 기관들은 인문학의 고유한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안건들에 대한 공공 토론에 그들의 잠재적 공헌을 선보일 것이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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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음과 같다.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추진위원장이자 대전대학교 명예교수 손동현,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유네스코 사회변화와 문화간 대화 분과 위원장 존 크라울리(Crowley, 

John), 미국 국립 인문학기금(NEH) 이사장 윌리엄 아담스 (William Adams), 일본 과학진흥

회(JSPS) 대리 이사 카즈오 세이야마(Seiyama, Kazuo), 중국 사회과학원(CASS) 철학 연구소 

소장 씨에 디쿤(Dikun, Xie), 세계 인문학 회의(World Humanities Conference) 위원장 아다

마 사마세쿠(Samassekou, Adama),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 협의회(CLACSO) 이사장 파블로 

젠틸리(Gentili, Pablo), 비폭력 및 인권 연구대학(Non-violence University and Human 

rights) 부총장 후세인 사반(Hussain Shaban)이다.

인문학 발전의 중심에서 임무를 맡은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 (세계인문학회의를 위

한 준비 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공간에서, 그리고 다양한 (학술적, 과학적, 정치적) 공동체와 

교섭하며, 인문학에 대한 그들의 신의를 전파할 능력이 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라운드테이

블의 목표는 리에주 회의에 가져갈 결과물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네

스코는 리에주 회의 발표자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회의 이전에 공유할 초안을 준비할 것이다. 초

안 문서는 라운드테이블의 마지막에 채택되거나, 곧 구체화할 후속조치를 위한 특정 양식의 토대

로 활용될 수 있다.

라운드 테이블 
주제

세계인문학의 새로운 비전

-리에주(Liège)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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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폴 드루아   Roger-Pol Droit 

로제-폴 드루아는 철학자이자 작가로, 파리 고등사범학교(Ecole�Normale�Supérieure�in�Paris,�1969-73)
를 졸업한 철학 박사(1972)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서양에 의한 불교의 발견과 유럽 철학”을 다뤘다. 그
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National�Center�for�Scientific�Research)에 속한 장 페펭 센터(Jean�Pépin�
Center)의 고대 사상사 연구원, 파리정치대학(Sciences�Po�Paris)�교수, 유네스코 회장의 철학 특별고문

(1993-1999), 프랑스 국립윤리위원회(French�National�Committee�for�Ethics)�회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
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왔으며, 32개 언어로 번역된 50여권의 연구논문, 소설, 교육론

을 출간하였다. 그의 목표는 현대 사회의 위기와 철학 간의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Roger-Pol�Droit�is�a�philosopher�and�a�writer,�alumnus�of�Ecole�Normale�Supérieure�in�Paris�(1969-73), 
PhD�Philosophy�(1972). His Doctorate in Philosophy deals with the « Western Discovery of 
Buddhism�and�European�Philosophy�».�He�was�researcher�at�the�National�Center�for�Scientific�
Research�(Jean�Pépin�Center,�History�of�Ancient�Thoughts),�professor�at�Sciences�Po�Paris,�
special Advisor for philosophy near to UNESCO’s�Director�(1993-1999), member of the French 
National Comittee for Ethics. He is columnist for several newspapers and newsmagazins, and 
the author of 50�books�(researches,�pedagogy,�novels),�translated�in�32 languages. His aim is to 
build�links�between�the�field�of�philosophy�and�the�crisis�of�modern�world.�

모니크 아틀랑  Monique Atlan 

모니크 아틀랑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그녀는 현재 본인이 1977년부터 일해온 프랑스 공영 TV 채널

인 France 2의 주 편집자이기도 하다. 파리정치대학(Sciences�Po�Paris)에서 정치학과 동양어학을 공부하

고 법학 박사를 받은 아틀랑은 신문방송계를 택해 지난 20년간 약 2백만명이 시청한 일일 서적 소개 프로그

램을 만들어왔다. 2003년, 그녀는 로제-폴 드루아와 함께 그의 책 101 Experiments in the Philosophy of 
Everyday Life에 기반을 둔 40편짜리 프로그램 <마음의 창조물(Creations�of�Mind)>�을 제작하였다. 아틀랑

과 드루아는�Human:�A�philosophical�Enquiry�about�these�Revolutions�changing�our�Lives�(2012) 및 
Is�there�any�Future�for�Hope?�(2016) 등 두 권의 책을 함께 저술하였다. 

Monique Atlan is a journalist and writer. She is chief editor at the French public television, France 2, 
where she works since 1977. After a PhD in Law, a graduate in Political Sciences at SciencesPo 
Paris�and�a�degree�of�Eastern�Languages,�she�chose�cultural�field�in�newspapers�and�television.�
For 20 years, she produces and presents a daily program about books, seen by 2 millions of 
persons. In 2003, she produced with Roger-Pol Droit a program of 40 broadcasts, « Creations 
of Mind », based on his book « 101 Experiments in the Philosophy of Everyday Life ». She is 
co-author, with Roger-Pol Droit, of two books : " Human. A philosophical Enquiry about these 
Revolutions�changing�our�Lives"�(2012)�and�"Is�there�any�Future�for�Hope?"�(2016).

기조강연자   Keynote  Speakers

전체 기조강연자
Planery Speakers

전체 기조강연자
Planery Speakers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PROFILE of SPEAKERS
참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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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시게 신구  Kazushige Shingu

현재 나라대학교 사회학교수이며 정신과의사이기도 하다. 199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교토대학의 
Graduate�School�of�Human�&�Environmental�Studies에서 교수로 봉직한 바 있다. 저서로 Being 
Irrational: Lacan, the Objet a, and the Golden Mean 등이 있고 논문으로 "Structural Analysis on 
Psychotheraphy"와 "The Creation of the Other World: From Dream to Reality" 외 다수가 있다.

He is a Prof. of Faculty of Sociology of Nara University in Japan. He served as a Professor of 
Graduate�School�of�Human�&�Environmental�Studies�at�Kyoto�University�from�1991 to 2016. He 
organized many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Psychoanalysis and the Humanities. He published 
a book, Being Irrational: Lacan, the Objet a, and the Golden Mean  in English. He also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cluding "Structural Analysis on Psychotheraphy", "The Creation of the 
Other World: From Dream to Reality". 

칼 메르텐스(Mertens, Karl)

칼 메르텐스는 2004년 이래로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Würzburg�University)�철학 교수직을 역임해왔다. 프
라이부르크 대학(University�of�Freiburg�im�Br.),�취리히 대학(University�of�Zürich),�쾰른 대학(Köln)에서 
철학, 독일 문학, 역사를 수학한 그의 박사논문(쾰른 대학 1993, 1996년 출간)은 후설의 인식론과 궁극적 정당

화(ultimate�legitimation)의 개념을 논하였다. 메르텐스의 하빌리타치온 자격 논문(habilitation�treaties)은 
분석철학 및 현상학에서의 행위를 다루었다(Kiel�2000). 메르텐스는 2005년 이래로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의 공동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위이론, 사회철학, 윤리학, 인식론, 심리철학, 현상학 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출간한 바 있다.

Since 2004, Mertens, Karl is professor of philosophy at Würzburg University. He studied 
Philosophy,�German�Literature,�and�History�at�the�Universities�of�Freiburg�i.�Br.,�Zürich,�and�Köln.�
His�dissertation�(Köln�1993, published in 1996) discusses the concept of ultimate legitimation 
in Husserl’s theory of knowledge. In his habilitation treatise he dealt with acting in situations, 
particularly�in�analytic�and�phenomenological�philosophy�(Kiel�2000). Since 2005, he is co-editor 
of the journal 
“Phenomenological Studies”�(Phänomenologische�Forschungen).�He�has�published�several�
articles on theory of action, social philosophy, ethics, theory of knowledge, philosophy of mind, 
and phenomenology. 

조동일  Cho Dong-il

조동일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과 한국문학을 공부하고, 한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영
남대학교, 한국학대학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파리 7대학, 동경대학, 중국의 여러 대학에 객원교수로 
가서 강의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한국문학통사>> 전 6권, <<소설

의 사회가 비교론>> 전 3권을 비롯한, 한국문학 및 비교문학에 관한 저서가 60종 이상이다. 

Professor Cho Dong-il studied French and Korean literatures, and received Ph. D. in Korean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s a professor at Keimyung University, Yeongn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taught as a 
visiting professor at University of Paris 7, University of Tokyo, and some Chinese universities. 
He is now a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member of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e published more than 60 books about Korean and comparative 
literatures, including A Comprehensiv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6 volumes,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Histories of the Novel in 3 volumes. 

중주 제1 기조강연자
Keynote  Speaker 1

중주 제2 기조강연자
Keynote  Speaker 2

중주 제3 기조강연자
Keynote  Speak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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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하시 타카오(Takahashi Takao)

타카하시 타카오는 구마모토대학의 명예교수이자 방문교수이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공학과 철학을 수학하였으며, 
그의 박사 학위 논문(규슈대학, 2009)은 돌봄, 생명윤리, 환경 윤리 개념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타카하시는 여러 
책과 연구 논문을 출간하였으며,�Taking�Life�and�Death�Seriously:�Bioethics�from�Japan�(Elsevier,�2005)
와 같은 책을 편집하였다. 그는 2007년 이래로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 세미나 “구마모토대학 생명윤리 라운드 테
이블”의 주최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Takao Takahashi is professor emeritus and visiting professor at Kumamoto University. He studied 
Engineering�and�Philosophy�at�Tokyo�University.�His�dissertation�(Kyushu�University,�2009) 
discuss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ncepts of care, bioethics, and environmental ethics.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and many papers, and he is the editor of many books including Taking 
Life and Death Seriously: Bioethics from Japan, Elsevier, 2005. He is one of the organizers of 
international seminar “Kumamoto University Bioethics Roundtable” held annually since 2007.

조민환 Jo Min Hwan

한국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이다. 현재 한국 동양철학연구회 부회장, 한국 동양예술학회 부회장이다. 
동양철학과 동양미학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도교문화학회 회장, 한국 서예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

였다. 동양철학과 동양미학을 전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유학자들이 보는 노장철

학』, 『노장철학으로 동아시아문화를 읽는다』 등이 있다.

 He is a Prof. of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of Sungkyunkwan University, at Seoul in Korea. 
He is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l philosophy and oriental aesthetics. Currently, 
He is Vice-President Society of Oriental Art, Vice-President Eastern Philosophy Society. He served 
in Korea Taoist Culture Association President,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President. His major 
writings, the spirit of Chinese philosophy and art, Confucian and Taoist philosophy, Correlation of 
Taoist philosophy and culture in East Asia.

주광순  Kwang-Sun Joo

주광순은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상호문화철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독
일어권 상호문화철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행하는 "대화 가운데 있는 세계철학들"의 학문적 자문단의 일원이다. 그
는 상호문화철학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예컨대 『모든 것은 다른가 아니면 하나인가?』, 『한국 민족주

의자 신채호의 상호문화철학적 연구』 등등.

Kwang-Sun�Joo�is�Professor�of�Philosophy�at�Busan�National�University�(Busan,�Korea)�and�
president�of�the�Korean�Society�for�Intercultural�Philosophy�(KOSIP)�since�2013. He serves as a 
member�of�the�scientific�advisory�board�of�Weltphilosophie�im�Gespräch�which�is�published�by�the�
"Society of Intercultural Philosophy". 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on intercultural philosophy 
including Alles anders oder alles eins? and An intercultural study of a Korean Nationalist, Shin 
Chaeho.

김종주 Jongju Kim

김종주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상교수이고, 서울 반포에서 라깡식의 분석치료로 진료하

는 임상의이다. 그는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라깡 정신분석에 관한 많은 책을 번역

하여 라깡의 임상을 한국에 소개했다. 그는 문학평론가로서 『이청준과 라깡』(2011년)을 출간하였다. 그는 <세계

정신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인 “Depression and Neo-Confucian Ethics”를 아일랜드에서 출간되는 
The�Letter(Summer�2005, pp. 91-107)에 게재하였으며, 이후로 다산 정약용의 정신분석학에 관한 몇 편의 논
문들을 여러 잡지에 실은 바 있다.

분과발표 1 강연자   Parallel Session 1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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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s a clinical professor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Yonsei University in Seoul in Korea. He is 
a clinician at his private clinic, practicing Lacanian-oriented analytic therapy in Seoul. He introduced 
clinical Lacan and published several books about Lacanian psychoanalysis. He is a literary critic 
and published Yi Ch'ŏng Jun avec Lacan, 2011. He presented an article, “Depression and Neo-
Confucian Ethics” at the World Psychiatry Association, August 2002, and it was published on 
The�Letter,�(Summer�2005) in Ireland. Thereafter, he published some articles about Dasanian 
psychoanalysis on several journals.

이 규(Kyoo Lee) 

이 규는 뉴욕시립대학(CUNY)의 철학과 교수로�Writing�Entanglish�(2015, Belladonna Chapbook Series)와 
Reading�Descartes�Otherwise:�Blind,�Mad,�Dreamy,�and�Bad�(2012, Fordham UP)의 저자이다. 그녀는 
“안전(Safe)”�(2011, Women’s Studies Quarterly) and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Xenophobia�&�Racism)” 
(2014, Critical Philosophy of Race)과 같은 학술지 특별호들을 공동으로 편집하기도 하였다. 리는 예술과 인
문학의 교차점에서 활동하는 이론가이자 작가로, 멜론 재단(Mellon�Foundation),�한국 고등과학원(KIAS),�뉴
욕시립대 대학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존 제이 우수연구상(John�Jay�Faculty�Research�Excellence�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종종 여름방학을 이용해 잭 케루악 문예창작과(Jack�Kerouac�School�of�
Disembodied Poetics)에서 교편을 잡으며, 철학-시학(philopoetics)�세미나를 주도하기도 한다. 현재 그녀

는 Derrida Today and Hypatia의 부편집인이며, 오픈 휴매니티즈 출판사(Open�Humanities�Press)�편집진

의 일원이기도 하다. 리는 오랫동안 영국 시 번역 센터의 일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펜 아메리카 번역협회(PEN�
America Translation Committee)에 합류하였다. 

Kyoo Lee, Professor of Philosophy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author of Writing Entanglish 
(2015, Belladonna Chapbook Series) and Reading Descartes Otherwise: Blind, Mad, Dreamy, 
and�Bad�(2012, Fordham UP), who also has co-edited journal issues on “Safe”�(2011, Women’s 
Studies Quarterly) and “Xenophobia�&�Racism”�(2014, Critical Philosophy of Race), is a theorist 
and�writer�who�works�widely�in�the�intersecting�fields�of�the�Arts�&�the�Humanities.�Recipient�of�
faculty fellowships from the Mellon Foundation,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and The CUNY 
Graduate Center, along with John Jay Faculty Research Excellence Award, she also occasionally 
summer-teaches at Jack Kerouac School of Disembodied Poetics, seminaring on philopoetics. 
Currently, she serves as an Associate Editor of Derrida Today and Hypatia, and is also on the 
editorial board of Open Humanities Press. She has long been a member of Poetry Translation 
Center in the UK and recently joined the PEN America Translation Committee. 

보이치에 말레키 (Wojciech Małecki) 

보이치에 말레키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대학(University�of�Wrocław) 폴란드 문헌학 연구소( Inst i tute�of�
Polish Philology)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문학 이론을 전공하였다. 그의 관심연구분야로는 미국식 실용주

의(American�pragmatism),�동물 연구(animal�studies),�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생태비평(ecocriticism),�
대륙철학, 미학, 몸의 철학, 대중문화, 문학의 경험적 연구 등이 있다. 
말레키는�Embodying�Pragmatism�(New�York:�Lang,�2010; 중국어판 출간 예정)의 저자이며, 네 개에 이르는 
수필집의 편집을�(공동으로) 맡았고, 학술지 Pragmatism Today와 Eger Journal of English Studies의 편집진

에 속해있다. 그는 수많은 단행본 챕터와 더불어 The Oxford Literary Review, Foucault Studies, Angelaki, 
Journal of Ecocriticism,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Journal of Comparative Literature and 
Aesthetics, World Literature Today 등지에 연구 논문을 출간한 바 있다. 그는 The Richard Rorty Society 
and the Polish Society for Human and Evolution Studies. 말레키는 리처드 로티 학회(The�Richard�Rorty�
Society)와 폴란드 인류진화학회(the�Polish�Society�for�Human�and�Evolution�Studies)의 창립회원이자 운
영진이다. 

Wojciech Małecki is assistant professor of literary theory at the Institute of Polish Philology, 
University of Wrocław, Polan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American pragmatism, animal 
studies, posthumanism, ecocriticism, continental philosophy, aesthetics, philosophy of the body, 
popular culture, and the empirical study of literature. 
Wojciech�is�the�author�of�Embodying�Pragmatism�(New�York:�Lang,�2010 – Chines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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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coming), the editor or co-editor of four collections of essays, and sits on the editorial boards of 
the journal Pragmatism Today and the Eger Journal of English Studies. He has published numerous 
book chapters and contributed to journals such as The Oxford Literary Review, Foucault Studies, 
Angelaki, Journal of Ecocriticism,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Journal of Comparative 
Literature�and�Aesthetics,�World�Literature�Today,�and�others.�He�is�a�founding�member�and�officer�
of The Richard Rorty Society and the Polish Society for Human and Evolution Studies.
He has been a visiting fellow at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the Humanitie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the Center for Body, Mind, and Culture, Florida Atlantic University; and an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Research Fellow at the John F. Kennedy Institute for North Americ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스콧 슬로빅  Scott Slovic

스콧 슬로빅은 미국 아이다호대학(University�of�Idaho)의 교수로 영문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문학과 환
경을 전공하고 있다. 환경 인문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으로서 250개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으

며, 단행본 24권의 저술과 편집에 참여하였다. 가장 최근의 저작으로는 Currents of the University Being: 
Explorations�in�the�Literature�of�Energy�(2015),�Ecocriticism�of�the�Global�South�(2015), Numbers 
and�Nerves:�Information,�Emotion,�and�Meaning�in�a�World�of�Data�(2015), 그리고 Ecocriticism in 
Taiwan:�Identity,�Environment,�and�the�Arts�(2016) 등이 있다. 그는 문학과 환경 학회(Association�for�the�
Study of Literature and Environment)의 초대 회장이었으며(1992-1995), 1995년 이래로 학술지 ISLE: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를 편집해왔다. 

Scott Slovic is professor of literature and environment and chair of the English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Idaho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central scholars in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he has published more than 250 articles and has written, edited, or co-edited twenty-
four books, including most recently Currents of the University Being: Explorations in the Literature 
of�Energy�(2015),�Ecocriticism�of�the�Global�South�(2015), Numbers and Nerves: Information, 
Emotion,�and�Meaning�in�a�World�of�Data�(2015), and Ecocriticism in Taiwan: Identity, Environment, 
and�the�Arts�(2016). He was the founding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terature 
and Environment from 1992 to 1995, and since 1995 he has edited ISLE: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

김용민  Yong Min Kim

서울 연세대학교 독문학과 교수이다. 현재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독일문학> 편집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생태문학>, <독일통일과 문학>, <문학생태학>,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통합과정

>(공저), <유럽의 문화통합>(공저), <10대에게 권하는 인문학>(공저) 등이 있다.

He  is a Prof. of Department of German Literature and Language at the Yonsei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severd a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and a editorial 
board�of�<Dogilmunhak>.�He�published�<Ecological�Literature>(2003),�<German�unification�and�
literature>(2008),�<Literay�Ecology>(2014),�<Unification�of�European�Culture>(co-authorship),�
<Humanities�for�teenagers>(co-authorship).

노희정  Hui-Jeong Noh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이다. 현재 한국환경철학회 회장이자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홍보이사로 활동 
중이며, 한국인권교육원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도덕과교육론』,『인권.환경.평화를 위한 도덕교

육』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사고하는 방법: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의 이론과 실제』, 『창의성: 과학과 윤리의 융
합』등이 있다.

He is a Prof. of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of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Korea. At present he serves as a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a�director�of�public�relations�of�The�Korean�Society�of�Moral�&�Ethics�Education.�And�
he served a director of Korean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He published The theory of Moral 
Subject Education, Moral Education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Peace. And he translated 
Teaching�Thinking;�Philosophical�Enquiry�in�the�Classroom(by�Robert�Fisher),�Creativity:�Ethics�and�
Excellence�in�Science(by�Mike�W.�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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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릭 드졸지 Degeorges, Patrick

M. 파트릭 드졸지는 2010년 이래로 프랑스 환경부(French�Ministry�of�the�Environment)�생태다양성 및 기후 
변화 사안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그는 생태 시설 평가, 자연 자원 평가, 적응 정책, 지
속가능한 도시 개발, 자연적 해결책, 생태다양성을 위한 대화의 기초 및 국제법 운용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았

다. 드졸지는 현재 인류세(Anthropocene)가 당면한 철학적/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파리의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

물관(French�National�Natural�History�Museum,�MNHN)의 생태철학 학과(Department�of�Philosophy�of�
Ecology)와 아부 다비의 소르본느 대학(University�of�the�Sorbonne�in�Abu�Dhabi)에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

고 있다. 드졸지는 인류세에 대한 “현명한 대화(enlightened�conversations)”를 영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였던 경력으로 말미암아 2013년 프랑스 생태 인문학 포털 창립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영상화 프
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예술가들,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 진행중이다). 미국 옐로스톤 국
립공원(Yellowstone�National�Park)에서 늑대의 재도입 프로그램을 1년간 연구한 후, 그는 2004년부터 2010

년까지 프랑스 환경부의 대형 육식 동물 관리(늑대, 곰, 스라소니 등) 책임자로 재직하였다. 그밖에도 드졸지는 야
생 생물에 의한 재점유(reappropriation)와 도시 및 근교 유기 공간들의 예술가들에도 관심이 많으며, 건축가 파
트릭 부샹(Patrick�Bouchain)과 함께 이러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Construire Autrement: Comment 
faire?”, Actes Sud, 2006). 예술가이자 식물학자인 릴리아나 모타(Liliana�Motta)와도 비슷한 작업을 수행 중이다. 
드졸지는 현재 생태윤리에 대한 책을 공동으로 편집 중이다(2017년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 예정). 

M. Degeorges, Patrick has been in charge of Foresight and Strategic issues for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in the French Ministery of the Environment since 2010 where he has developed 
an expertise on ecosystemic services valuation, natural capital accounting, adaptation policies, 
sustainable urbanism, nature based solutions and the opera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framework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He is also presently teaching and doing research on the 
philosophical and geopolitical challenges of the Anthropocene, in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of�Ecology�of�the�French�National�Natural�History�Museum�(MNHN)�in�Paris�and�in�the�University�
of the Sorbonne in Abu Dhabi. In 2013,  he coordinated the creation of the French Portal for 
Environmental�Humanities,�for�which�he�has�been�and�is�still�directing�a�film�project�of��“enlightened 
conversations” on the Antropocene with a great variety of academics, artists and experts. After 
spending a year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in the United States to study the wolf reintroduction 
program, he was previously responsible, from 2004 to 2010, of large carnivores management 
(wolves,�bears�and�lynx)�for�the�french�Ministery�of�the�Environment.�His�field�of�interests�also�
include the reappropriation by wildlife and artists of urban and peri-urban abandonned spaces, 
a�subject�he�has�been�working�on�with�the�architect�Patrick�Bouchain�(“Construire Autrement: 
Comment faire?”, Actes Sud, 2006) and the artist-botanist Liliana Motta. He is currently co-editing 
a book on ecoesthetics to be published in 2017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레온 니모진스키 Leon Niemoczynski

레온 니모진스키 박사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 모라비안 대학(Morav ian�Col lege)의 방문 조교수이다. 그는 
Speculative�Naturalism:�An�Ecological�Metaphysics�(2017년 출간 예정) 및 Speculative Realism: An 
Epitome�(Kismet�Press,�2016)의 저자이다. 니모진스키는 A Philosophy of Sacred Nature: Prospects for 
Ecstatic�Naturalism�(Lexington�Books,�2014), Animal Experience: Consciousness and Emotions in 
the�Natural�World�(Open�Humanities�Press,�2014), 그리고 Charles Sanders Peirce and a Religious 
Metaphysics�of�Nature�(Lexington�Books,�2011)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대륙 철학 
전통 하의 자연 철학이다. 

Dr. Leon Niemoczynski is a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Philosophy at Moravian College, 
Bethlehem, Pennsylvania in the United States.  He is the author of Speculative Naturalism: An 
Ecological�Metaphysics�(forthcoming�in�2017);�Speculative�Realism:�An�Epitome�(Kismet�Press,�
2016);�as�co-editor�A�Philosophy�of�Sacred�Nature:�Prospects�for�Ecstatic�Naturalism�(Lexington�
Books, 2014); as co-editor Animal Experience: Consciousness and Emotions in the Natural World 
(Open�Humanities�Press,�2014); and Charles Sanders Peirce and a Religious Metaphysics of 
Nature�(Lexington�Books,�2011).  Dr. Niemoczynski's research focuses on philosophies of nature 
within the Continental philosophical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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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령  Hye-ryoung Kang

강혜령은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철학과 강사이며 여성·젠더 연구 학과의 방문연구원이다. 그녀는 리노 레
바다 주립대 철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그녀는 사회철학과 정치철학, 특히 세계화 맥락 안에서 사회정의와 인권

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비-이상화, 구조화, 맥락화를 통한 접근법으로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정의 모델을 개발하는 
저서를 작업 중이다.

Hye-ryoung Kang is a lecturer in the Philosophy Department and a visiting fellow in the Department 
of Women and Gender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 Boulder. She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Philosophy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Nevada, Reno. She specializes i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with special emphasis on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in the global 
context.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ook, developing a transnational, feminist justice model, 
which is equipped with non-idealized, structural, and contextualized approaches.

송용섭 Yong Sup Song

영남신학대학교 신학일반 교수이다. 현재, 한국문화신학회와 한국 기독교 윤리학회 및 미국 사회 윤리학회 회원으

로 활동중이며, 대표 역서로는 라인홀드 니버,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단독)가 있고, 대표 저서로는 『세월

호 이후의 신학: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공저), 『한국교회 건축과 공공성』(공저) 등이 있다.

He is a Professor of Theology at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in Korea. Currently, 
he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Cultural Theology, and of the Christian ethics in Korea as well 
as a member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in USA. He translated Reinhold Niebuhr's Leaves 
from�the�Notebook�of�a�Tamed�Cynic�into�Korean(2013), and published Theology after Sewol Ferry 
Disaster�(Co-Authored,�2015),�Architecture�of�Korean�Church�and�Publicity�(Co-Authored,�2015) 
and other articles .

홍기빈 Gibin Hong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지구적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했으며,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공
유지 경제의 발전 등이 연구 주제이다. 저서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가 있고 역서로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등이 있다. 

He is Director of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Having studies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capitalism, he is currently concentrat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commons economy. He authored [Ernst Wigforss: Welfare State 
and Preliminary Utopia], [Aristotle's Economic Thought], and translated into Korean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이성혁 Seong-hyuk LEE

이성혁. 문학평론가. 한국 근대문학 전공. ‘1920년대 한국 근대시의 전위성 연구(A�Study�of�Avant-gardism�of�
Modern Korean Poema in the 1920s)’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현재 식민지 시기의 
한국 프롤레타리아 시와 아방가르드 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시에 대한 현장 평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꽃과 트림』(2005), 『서정시와 실재』(2011), 미래의 시를 향하여(2013),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역
린』(2015) 등이 있다. 

Seong-hyuk LEE is a literary critic who work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His PhD thesis is titled A 
Study of Avant-gardism of Modern Korean Poems in the 1920s. He works on Korean proletarian poetry 
and�avant-garde�poetry.�His�books�include�The�Firework�and�Illumination(2005), The Lyric Poetry and 
‘The Real’(2011),�Toward�the�Poetry�of�Future(2013),�The�Yeokrin(逆鱗)�against�Modernity(2015). 
Currently, he is teaching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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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니어셀밤 시바난담 Panneerselvam, Sivanandam

파니어셀밤은 인도 첸나이(Chennai)에 소재한 마드라스 대학(University�of�Madras)의 전 철학 교수이다. 현재 
그는 뉴델리 인도 철학연구협회(Indian�council�of�Philosophical�Research)의 국가 연구원이며, 인도철학회(Indian�
Philosophical Congress)의 사무총장직 또한 수행하고 있다. 그는 마드라스 대학에서 30여년을 근무하였으며 
15권의 책을 저술/편집하였고, 교수로서 총 19명의 박사를 배출해냈다. 그의 연구 관심사로는 포스트모던 해석학, 
생명윤리, 비서구 철학 등이 있다. 

I am Former Professor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Madras, Chennai, India. Presently I am a 
Research national Fellow of the Indian council of Philosophical Research, New Delhi. I am als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Indian Philosophical Congress. I have served thrity years at the Madras 
University,�India.�My�field�of�specialization�include:�Postmodern�Hermeneutics,�Bioethics,�Non-western�
Philosophy, I have written and edited 15 books and 19 students have received their Ph.D. Degree under 
my guidance. 

전철 Chun, Chul

전철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미하엘 벨커(Michael�Welker)�교수의 지도

로 화이트헤드의 창조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조직신학 연구와 함께, 종교와 과학의 대화의 관점에서 화이트

헤드, 그레고리 베이트슨, 니클라스 루만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심화 및 국내외 학제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Kreativität�und�Relativität�der�Welt�beim�frühen�Whitehead�(Neukirchener�Verlag,�2010), Gottes 
Geist�und�menschlicher�Geist�(Evangelische�Verlagsanstalt,�2013) 등 저서와 공저 10여 편이 있으며, 50

여 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현재 한신대학교 종교와과학센터(CRS)�센터장이다.

He is a systematic theologian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heology at Hanshin University in 
Korea. He received a Dr. theol. in Systematic Theolog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theologian and 
philosopher Michael Welker at Heidelberg University in Germany. His work relates to Alfred North 
Whitehead and process philosophy, to Gregory Bateson, Niklas Luhmann and systems theory. Among 
his�published�books�is�Kreativität�und�Relativität�der�Welt�beim�frühen�Whitehead�(Neukirchener�Verlag,�
2010). He is also the author of 10 Books and 50 articles. He is director of the Center for Religion and 
Science�(CRS)�at�Hanshin�University.

탕밍란 Mingran Tan

탕밍란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진(Qin)�이전 시기의 학자들과 신공자주의로, 그는 특히 장자(Zhuangzi)와 왕부지

(Wang�Fuzhi)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탄은 베이징대학(Beijing�University)에서 학사(1991)를, 중국사회과학

원(Chinese�Academy�of�Social�Sciences)에서 석사(1996)를, 그리고 베이징대학(Beijing�University)에서 
박사(2003)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캐나다 토론토대학(University�of�Toronto)으로 간 그는 2010년 동아시아

학(East�Asian�Studies)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최근 저작으로는 How to Reconstruct Chinese 
Philosophy�in�the�Process�of�Globalization�(2016), The Limit of Confucian Moral Cultivation and Its 
Solution�in�the�Transition�of�China�from�Agricultural�to�Commercial�Society�(2016), 그리고 Assisting 
Heaven: the Ultimate Concern of Wang Fuzhi’s�Philosophical�System�(2016) 등이 있다. 그는 2010년 
장징궈 학위논문 장학기금(Chiang�Ching-Kuo�Dissertation�Fellowship)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샨동대학

(Shandong�University)에서 중국 철학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Mingran Tan’s teaching and research focus primarily on Pre-Qin scholars and Neo-Confucianism, 
especially�Zhuangzi�and�Wang�Fuzhi.�He�took�his�B.A.(1991)�from�Beijing�University,�his�M.A.(1996) 
from�Chinese�Academy�of�Social�Sciences,�and�his�Ph.D.�(2003) from Beijing University. In 2003, he 
went to University of Toronto and got a Ph.D. in East Asian Studies in 2010.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How�to�Reconstruct�Chinese�Philosophy�in�the�Process�of�Globalization�(2016); The Limit of 
Confucian Moral Cultivation and Its Solution in the Transition of China from Agricultural to Commercial 
Society�(2016), Assisting Heaven: the Ultimate Concern of Wang Fuzhi’s�Philosophical�System�(2016). 
He received the Chiang Ching-Kuo Dissertation Fellowship in 2010. Now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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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inese philosophy at Shandong University.

김세정 Kim Sea Jeong

1967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여 1990년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에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왕양명의 생명철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학교 방문연구학자(1999)를 엮임하고, 2002

년부터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북경대학 방문학자(2007)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방문학자

(2011)를 역임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소장, 한국양명학회 부회장, 한국동양철학회 편집위원장, 대전환

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9년에�(사)대한철학회 제1회 운제철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저서

로는 『양명학, 인간과 자연의 한몸 짜기』(2001)와 『왕양명의 생명철학』(2006,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양명학파 전덕홍의 양지철학』(2013), 『왕양명의 『전습록』 읽기』(2014), 『한국 성리학 속의 심학』(2015,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이 있고, 공저로는 『유학, 시대와 통하다』(2012) 외 20권이 있으며, 
중국철학·한국철학·환경철학 관련 연구논문 85편이 있다. 생명철학과 환경철학의 관점에서 동양철학을 새롭게 정
립하기 위한 연구와 한국유학을 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kimshd@cnu.ac.kr)

I�was�born�in�Non-san,�Chungnam�(Korea)�in�1967,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Confucianism, 
Sungkyunkwan University in 1990, and obtained the PhD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with the 
thesis titled “Research on Wang Yangming’s Philosophy of Life” in 1999. I did a research a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s visiting scholar in 1999 and from 2002 I became professor at Department of 
Philoso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 carried out my research at Peking University in 2007 and 
at�University�of�California,�Los�Angeles�(UCLA)�in�2011 as visiting scholar. At present, I am Director of 
Confucianism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Yang-ming studies, Chief editor of the Society for Asian Philosophy in Korea, Chairman of Policy 
of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Daejeon etc.  I have won the First Un-je prize for 
philosophy given by Korea Philosophical Society in 2009. My main works include: “Yang-ming studies, 
combining man and nature into one body”�(2001), “Wang Yang-ming’s philosophy of life”�(2006, 2006 
best scholarly book, sele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hilosophy of good cognition 
of Jeon Deok Hong – a Yang-ming scholar”�(2013), “Reading Wang Yang-ming’s ”Instructions for 
Practical Living“”�(2014), “Theories of mind in Korean Neo-Confucianism”�(2015, 2016 best scholarly 
book, select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etc. I am also co-author of 
20 works such as “Confucianism, communicating with the era”�(2012) etc, and author of 85 research 
papers on Chinese philosophy, Korean philosophy,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I am devoting myself 
to pursue a new form of Eastern philosophy from the viewpoint of philosophy of life and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striving for creating a new form of Korean philosophy from the viewpoint of theories of 
mind.�(kimshd@cnu.ac.kr)

박경준 Kyoung-Joon PARK

한국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이다. <불교학연구회>회장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장 및 불교문화 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불교사회경제사상』,『다비와 사리』등이 있다.

He is a professor of Buddhist College, Dongguk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served as a president of 
<Korean Society for Buddhist Studies> and a director of <Central library of Dongguk University>. He 
published several books such as 『Buddhist Social and Economic Thought』and『Jhāpeti and Sarī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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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Kim, Kihyeon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교무처장이며, 『철학적 분석』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2008 세계철학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현대인식론』, 『마음과 철학』(공저),  『지식의 최전선』(공저) 등이 있다.

He�is�a�professor�of�philosophy�and�the�Dean�of�Academic�Affairs�at�Seoul�National�University.�He�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Organizing 
Committee for 2008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and as the Committee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Humanities. His published books include 『Contemporary Epistemology』, , 『Mind and 
Philosophy』(Co-auther),�,�『Frontiers of Knowledge』(C0-author).

이동신 Yi, Dongshin

한국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연구출판부장이자 미국소설

학회 등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A Genealogy of Cyborgothic: Aesthetics and Ethics in the 
Age�of�Posthumanism�(2010)이 있고 그 외 미국문학과 포스트휴머니즘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Dongshin Yi is Associate Professor of Englis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 is 
Associate Director of American Studies Institute at SNU and also serves as a board member for various 
academic societies, including The American Fiction Society of Korea. He has published A Genealogy 
of Cyborgothic: Aesthetics and Ethics in the Age of Posthumanism in 2010, along with several journal 
articles concentrating on American novels and posthumanism. 

무라카미 유코 Murakami Yuko

무라카미 유코는 현재 일본 도호쿠대학(Tohoku�University)�문과대학원(Graduate�School�of�Arts�and�
Letters)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도쿄대학(University�of�Tokyo)의 철학 및 과학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and Phi losophy of Science)에서 학사 및 이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 Indiana�
University)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연구 분야로는 논리학(의무 논리학, 의문문의 논리), 정보철

학, 과학기술사회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관리 분석), 과학철학, 언어철학, 분석철학사, 고등교육�(입학관리시스템) 등
이 있다. 무라카미는 현재 일본 과학기초론학회(Japan�Association�for�Philosophy�of�Science),�일본 응용철

학회(Japan�Association�of�Contemporary�and�Applied�Philosophy),�그리고 일본 응용철학 및 과학철학회

(Applied�Philosophy�and�Philosophy�of�Science�Society�Japan)의 이사진에 속해 있으며, JST-RISTEX 
프로그램 인간-정보 생태계(Ecosystem�of�Human�and�Information)�부문의 지역 고문을 맡고 있다.

Associate�Professor,�Graduate�School�of�Arts�and�Letters,�Tohoku�University.�Ph.D.�(Philosophy,�
Indiana�University);�M.S.�(HPS,�University�of�Tokyo);�B.A.�(HPS,�University�of�Tokyo).�AOS:�logic�(deontic�
logic,�logic�of�interrogation),�philosophy�of�information,�AOC:�STS�(analysis�of�science�communication�
management) AOC: philosophy of science, philosophy of language, history of analytic philosophy, 
higher�education�(admission�systems).�Board�member�of:�Japan�Association�of�Philosophy�of�Science,�
Jap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and Applied Philosophy, and Applied Philosophy and Philosophy of 
Science Society Japan.  Area advisor of: JST-RISTEX Program “Ecosystem of Human and Information.”

이영의 Young Eui Rhee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이며 베이즈주의, 인지과학철학, 인문치료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과학철학회 회
장,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회장,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편집인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베이즈

주의』, 『Practicing Philosophy』(공저), 『몸과 인지』(공저), 『과학철학』(공저) 등이 있다.

Dr. Rhee is professor of Institute of Humanities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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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terests center on Bayesianism, philosophy of cognitive science, and humanities therapy. 
He serves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Philosophy of Scienc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Philosophical�Practice,�and�editor�of�Journal�of�Humanities�Therapy.�He�published�Bayesianism(2015, in 
Korea),�Practicing�Philosophy(2015,�co-authored),�Body�and�Cognition(2015, co-authored, in Korean), 
Philosophy�of�Science�(2011, co-authored, in Korea).

장병탁 Byoung-Tak Zhang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POSCO 석좌교수이며, 인지과학/뇌과학 협동과정 겸임교수 및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장이다. 2003년 MIT 인공지능연구소(CSAIL)�및 뇌인지과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한국정보과학회 인
공지능소사이어티 초대회장을 역임한바있다. 2014년부터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회장으로서, 인지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Byoung-Tak Zhang is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nd Adjunct Professor 
of Cognitive Science and Brain Science Program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for�Cognitive�Science.�He�has�been�Visiting�Professor�at�Princeton�Neuroscience�Institute�(PNI,�
2013~2014),��MIT�CSAIL�and�Brain�and�Cognitive�Sciences�Department,�Cambridge,�MA�(2003-2004). 
He�served�as�the�President�of�the�Korean�Society�for�Artificial�Intelligence�(2010-2012). He has received 
a number of awards and honors, including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ward, Okawa Research 
Grant Award, and Distinguished Service Award from the IEEE Computational Intelligence Society. 

강우성 Woosung Kang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이자 비교문학과 전공주임을 맡고 있다. 학술지 『안과밖』 편집주간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한국영어영문학회 이사와 미국소설학회 부회장이다. 저서로 Emerson and the Writing of the Moment, 『미국

문학사』(공저),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가 있다.

Woosung Kang is Professor of English, a Chair of Comparative Literature Program, and Director of 
American Studies Institut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e worked as an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In/Ouside and now serves as a secretary of English Literatrue and Language Association of 
Korea and a vice-president of American Fiction Association. He is the author of Emerson and the Writing 
of the Moment in the American Renaissance,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Painting as the Gaze of 
Philosophy,�and�he�has�published�many�articles�on�American�writers,�Japanese�films,�and�contemporary�
theorists, including Korean translations of Derrida’s major works and Avital Ronell’s Stupidity. He is now 
working on two books, Freud the Humanist and Literary Derrida. 

숀 갤러거 Shaun Gallagher

숀 갤러거는 미국 멤피스대학(University�of�Memphis)의 릴리안�&�모리 모스 철학 우수교수(Lillian�and�Morrie�
Moss Professor of Excellence in Philosophy)로, 호주 울런공대학(University�of�Wollongong)의 법, 인문, 
예술학부(Faculty�of�Law,�Humanities�and�the�Arts)�전문 연구원이기도 하다. 갤러거는 또한 영국 더럼대학

(Durham�University)의 명예 철학 교수이자, 노르웨이 트롬쇠대학(Tromsø�University)의 명예 건강과학 교수

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훔볼트 재단(Humboldt�Foundation)의 아넬리제 마이어 특별연구원(Anneliese�Maier�
Research Fellow, 2012-17)이다. 그의 저작으로는�The�Neurophenomenology�of�Awe�and�Wonder�(2015), 
Phenomenology�(2012) ;�The�Phenomenological�Mind�(공저 Dan Zahavi, 2012) , How the Body 
Shapes�the�Mind�(2005) 등이 있다. 그는 학술지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의 주편집

자이기도 하다.

Shaun Gallagher is the Lillian and Morrie Moss Professor of Excellence in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Memphis, and Professorial Fellow at the Faculty of Law, Humanities and the Arts, University of 
Wollongong�(AU).��He�is�also�Honorary�Professor�of�Philosophy�at�Durham�University�(UK),�and�Honorary�
Professor�of�Health�Sciences�at�Tromsø�University�(Norway).�He�is�currently�a�Humboldt�Foundation�
Anneliese�Maier�Research�Fellow�(2012-17). Publications: The Neurophenomenology of Aw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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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2015);�Phenomenology�(2012);�The�Phenomenological�Mind�(with�Dan�Zahavi,�2012); How 
the�Body�Shapes�the�Mind�(2005); he’s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신상규 Sangkyu Shin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 졸업 후 미국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of�Texas�at�Austin)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식과 지향성에 관한 다수의 심리

철학 논문을 저술했고, 현재는 확장된 인지와 자아, 인간 향상,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2014), 「푸른 요정을 찾아서」(2008), 「비트겐슈

타인: 철학적 탐구」(2004) 등이 있고, 「내추럴-본 사이보그」(2015),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2014), 「커넥톰, 
뇌의 지도」(2014),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2007), 「의식」(2007),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사피엔스」

(2002)를 우리말로 옮겼다.

Sangkyu Shin is associate professor of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in 2003 with the thesis, Meaning and 
Normartivity – A Study of Teleosemantics, which focuses on the problem of naturalizing the intentionality. 
He�is�the�author�of�Artificial�Intelligence�and�the�Future�Condition�of�Human�Being�(in�Korean).�He�has�
published articles on intentionality, phenomenal consciousness, the extended mind, and transhumanism. 
He�recently�published�a�book,�The�Future�of�Homo�Sapiens�–�The�Posthuman�and�Tranhumanism�(in�
Korean).

이종관 Jongkwan Lee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마친 후 독일 뷔르쯔부르크 대학을 수학하고 트리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
위를 받았다. 귀국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는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사이버문화와 예술의 유혹” “Welt�und�Erfahrung(세계와 경험)”, “과학에서 에로스까지” “디지털 철학”, “첩보

소설로 읽는 현대 철학: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 "Koreanische Beitraege zur Phaenomenologie“(공저) 등
이 있다. 

He is a Prof. of department of philosophy and humanistic future studies of Sungkyunkwan University at 
Seoul in Korea. He served as research advisor of various research institute of government of Korea. His 
major�special�field�was�contemporary�continental�philosophy.�Since�the�completion�of�his�dissertation�
at Trier university in Germany, he has been working on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y to the more 
practical�field.�His�publication�of�books�in�this�research�is:�“Phenomenology of space, Landscape, 
and Architecture”, “Cyber culture and Art”, “ From Science to Eros”, “Spy who love Sophia” “Digital 
Philosophy”.

홍성욱 Sungook Hong 

홍성욱은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과 생명과학부의 교수이며, 현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 관계

에 대한 여러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로는 <21세기 교양, 과학기술과 사회>(공저), <그림으로 보는 과
학의 숨은 역사>,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등이 있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4판)를 공동 번역했다. 

Sungook Hong is a professor in the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Department of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been interested in, and working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n the modern world. He published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The Secret History of Science Seen through Images and Pictures>, 
<Science�with�a�Human�Face>,�and�translated�Thomas�Kuhn's�<Structure�of�Scientific�Revolutions>(4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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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에드워드 Edwards,  Mike

마이크 에드워드는 영국 로햄턴 대학(University�of�Roehampton)�인문대 학장이자 고전학 교수이다. 에드워

즈의 주된 연구 분야는 고대 그리스의 웅변술로, 그는 기원전 4-5세기 아테네의 웅변가들에 대해 폭넓은 저술을 
해 왔으며 안티폰(Antiphon),�안도키데스(Andocides),�리시아스(Lysias)의 주해와 이사이오스(Isaeus)의 연
설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그는 아르키메데스 팰림프세스트(Archimedes�Palimpsest)에 포함된 히페리데스

(Hyperides)의 새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에드워즈는 옥스포드 이사이오스 고전판본을 
준비하고 있으며, 로마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Quintilian)에 대한 옥스포드 핸드북을 공동으로 편집하고 있다. 
그는 현직 세계수사학사학회(International�Society�for�the�History�of�Rhetoric)�회장이기도 하다(2015-2017).

I am Professor of Classics and Head of Humanities at the University of Roehampton. My main research 
interest�is�classical�Greek�oratory,�and�I�have�published�widely�on�the�Attic�Orators�of�the�fifth�and�
fourth centuries BC with commentaries on Antiphon, Andocides and Lysias, and a translation of the 
speeches of Isaeus. I was one of the team of scholars who deciphered the new text of Hyperides in 
the Archimedes Palimpsest. I am currently preparing an Oxford Classical Text of Isaeus and am co-
editing an Oxford Handbook on the Roman rhetorician Quintilian. I am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Society�for�the�History�of�Rhetoric�(2015-17).

전성기 JON Sung  Gi

전성기 교수는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프랑스 폴 발레리 대학교에서 언어학 학
사 석사, 리옹 2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는 일반기호학을 공부했다. 불문

학회, 수사학회, 기호학회, 번역비평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초빙교수로도 있었다. 현
재 고려대 불문학과 명예교수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수사학, 언어학, 기호학, 번역학, 번역인문학 등이다. 저서에

는 「인문학의 수사학적 탐구」(2007),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2008), 「어린왕자의 번역문법」(2016), 「번역인

문학」(2016) 등이 있다. 

Professor JON Sung Gi graduated from the French Department at Korea University, and obtained a BA 
and a Master’s degree at Paul Valéry University, and a Doctoral degree in Linguistics at University of 
Lyon II, in France. He also studied Semiotics at Geneva University in Switzwerland. He has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Rhetoric Society of Korea,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of the Korean Society for Translation Criticism, and has 
been Visiting Professor at EHESS in Paris. He is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at Korea University. His 
main area of interest are Rhetorics, Linguistics, Semiotic Studies, Translation Studies, and Translational 
Humanities.�His�publications�include�Rhetoric�of�Inquiry�in�Human�Scienses�(2007), Translational 
Humanities�and�Translation�Criticism�(2008),�Translation�Grammar�of�the�Little�Prince�(2016), and 
Translational�Humanities�(2016). 

김희열 Hiyoul Kim

국립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이다. 그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2016년 봄 학기 독일 프라이부르크 교육대에서 대학원 세미나를 하고 있다. 독어독문학 관련 여러 학회의 회원이

며, 제주대학교 교무처장과 통역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저서로는 『가곡으로 되살아난 서정시』 1권

과 2권이 있다.

She�is�a�Prof.�Dr.�of�Department�of�German�Studies,�Jeju�National�University(JNU)�in�Korea.�She�taught�
and researched in various universities of Germany and Austria and is now teaching in summer semester 
of 2016 in the PH of Freiburg, Germany. She is a member of some Societies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and�served�as�Dean�for�Academic�Affairs�and�for�Translation�Graduate�School�in�JNU.�Recent�
books are 『Lyrik in German Lieds』 I an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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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SungKi HONG

한국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이다. 현재 한국교양교육학회 이사, 한국불교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홍성

기 교수는 용수(龍樹: Ca. 150-250)의 중론송과 연기론의 논리적, 존재론적 구조를 연구하였으며, 대표적 저서로

는 『불교와 분석철학』, 『용수의 논리』등이 있다.

He is a Prof. of Dasan University College of Ajou University in Korea. Prof. Hong is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and a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He�has�studied�the�(onto)logcial�structure�of�the�Buddhistic�Doctrin�'Dependent�Origination'�in�
the Nāgārjuna's seminal Work 『Verses�on�the�Middle�Way(中論頌)』. He has published 『Buddhism 
and Analytic Philosophy』,『Logic of Nāgārjuna 』 etc.

김신 Shin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이며. 철학적 관심사는 도덕 언어와 도덕적 설명이다. 한국분석철학회 총무이

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윤리학회 부회장과 한국논리학회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대표적 저술로는 
“Antirealist Inferences from the Explanatory Inadequacy of Moral Facts: An Explication,” “Lipton’s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도덕 오류론에 대한 블랙번의 반론과 진리정합론” 등이 있다.

Dr.�Shin�Kim�is�Associate�Professor�of�Philosophy�at�the�Division�of�Language�&�Diplomacy,�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 research interests are Moral Language and Moral Explanation. He 
comes from Central Michigan University where he taught Ethics, Logic, and he now also teaches Critical 
Thinking, Ethical Theories, Meta-ethics. He is Vice President at Korean Society of Ethics and is serving 
on the Governing Board of Korean Association for Logic. He has served as Secretary General for the 
Korean Society of Analytic Philosophy.

윌리엄 슈바이커 Schweiker, William

윌리엄 슈바이커는 시카고대학(University�of�Chicago)의 에드워드 L. 라이어슨 윤리신학 특별 교수(Edward�
L. Ryerson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of Theological Ethics)이다. 그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은 세계

화의 역학 관계, 비교종교학과 윤리, 윤리의 역사, 해석학적 철학 등과 연관된 신학적/윤리적 질문에 집중되어 있
다. 전 세계의 대학의 방문학자이자 강연자로서, 슈바이커는 다양한 국제적인 학문적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독교윤리학회(Society�of�Christian�Ethics)에서 회장직을 담당하고 있다(2015-2016). 그의 저작으

로는�Mimetic�Reflections:�A�Study�in�Hermeneutics,�Theology�and�Ethics�(1990), Responsibility and 
Christian�Ethics�(1995),�Power,�Value�and�Conviction:�Theological�Ethics�in�the�Postmodern�Age�(1998), 
Theological�Ethics�and�Global�Dynamics:�In�the�Time�of�Many�Worlds�(2004), Religion and the 
Human�Future:�An�Essay�in�Theological�Humanism�(2008, 공저자 David E. Klemm), 그리고 Dust that 
Breathes:�Christian�Faith�and�the�New�Humanisms�(2010) 등이 있다. 슈바이커는 많은 논문과 각종 상
을 휩쓴 에세이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Humanity Before God: Contemporary Faces of Jewish, Christian 
and�Islamic�Ethics�(2006)를 포함한 6권의 단행본에 참여하거나 편집을 담당한 바 있다.그는 A Companion to 
Religious Ethics와 곧 출간될 Encyclopedia of Religious Ethics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Wiley-
Blackwell 출판사에서 Religious Ethics: Meaning and Method란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슈바이커는 시카

고대학 신학대학에서 주도하고 있는 삶 향상 프로젝트(Enhancing�Life�Project)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총체적인 성공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Schweiker, William is the Edward L. Ryerson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of Theological Ethic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is scholarship and teaching engage theological and ethical questions attentive 
to global dynamics,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the history of ethics, and hermeneutical philosophy. A 
frequent lecturer and visiting professor at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he has been deeply involved in 
collaborative international scholarly projects, and served as President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015-2016).�His�books�include�Mimetic�Reflections:�A�Study�in�Hermeneutics,�Theology�and�Ethics�
(1990);�Responsibility�and�Christian�Ethics�(1995);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the�Postmodern�Age�(1998); Theological Ethics and Global Dynamics: In the Time of Many Worlds 
(2004);�Religion�and�the�Human�Future:�An�Essay�in�Theological�Humanism�(2008, with Dav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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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m);�and�Dust�that�Breathes:�Christian�Faith�and�the�New�Humanisms�(2010). Professor Schweiker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award-winning essays, as well as edited and contributed to six 
volumes, including Humanity Before God: Contemporary Faces of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Ethics 
(2006).  He is also chief editor and contributor to A Companion to Religious Ethics and the forthcoming 
Encyclopedia�of�Religious�Ethics,�a�comprehensive�and�innovative�work�in�the�field�of�comparative�
religious ethics.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forthcoming book with Wiley-Blackwell, titled Religious 
Ethics:�Meaning�and�Method.�His�research�for�The�Enhancing�Life�Project�is�on�the�integral�flourishing�of�
life.

김광수 Kwangsu Kim

한국의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의 교수다. 현재�ICAS(아시아학자 세계총회) 한국 도서소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애덤 스미스: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융합 인지과학의 프런티어』(공저) 등이 있다. 

He is a professor of College of Economics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serves 
now�as�a�member�of�Korean�subcommittee�of�the�best�books�for�the�ICAS�(International�Convention�of�
Asia�Scholars).�He�published�Adam�Smith:�Justice�lead�to�prosperity�(2015) and A Frontier in Cognitive 
Science�(2010, joint work).

양선진 YANG SUNJIN

한국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연구원이다. 현재 한국양명학회, 철학상담치료학회, 현대유럽철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양의 이성중심의 윤리학과 동양의 수양중심의 윤리학, 베르그손의 생명론과 환경문제 등의 논문이 있으

며 『호서선비문화콘텐츠의 과거와 미래』(공저) 등이 있다.

He is a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Confucianism at Daejeon in Korea. He served as the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Yang Ming Studies, of the Korean Society of the Modern European Philosophy and 
of the Korean Society of Philosophical Practice. He published papers of The comparison enter Reason-
oriented ethics of the Occident and discipline-oriented ethics of the Orient and A phenomenological 
Meaning on the proposition ‘mind is principle’ of Wang Shouren etc. 

크리스티나 한  Han, Christina

크리스티나 한은 캐나다 브랜트퍼드에 소재한 윌프레드 로리어 대학(Wilfrid�Laurier�University)�대학 아시아 역
사학과의 조교수이다. 그녀는 전근대 및 근대 초기 동아시아의 문화사 및 지성사를 연구하고 있다. 한은 캐나다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Royal�Ontario�Museum,�ROM)의 객원연구원이자 큐레이터 자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ROM의 한국전(Korea�Gallery,�2005)을 위한 객원 큐레이터이기도 했다. 한의 주요 저작으로는 Korea around 
1900:�The�Paintings�of�Gisan�(2005)과 Solitary Cloud: Poetry of Ch’oe Ch’iwŏn�(2016) 등이 있다. 

Han, Christina is Assistant Professor of Asian History at Wilfrid Laurier University, Brantford, Canada. 
Her research focuses on cultur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pre-modern and early modern East Asia. She 
is�also�Research�Associate�and�Curatorial�Consultant�at�Royal�Ontario�Museum�(ROM),�Canada.�She�
was the guest curator for the ROM’s�Korea�Gallery�(2005). Her major publications include Korea around 
1900:�The�Paintings�of�Gisan�(2005) and Solitary Cloud: Poetry of Ch’oe Ch’iwŏn�(2016). 

곽정연 Goak, Jeang-Yean

덕성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이다. 한국독일어문학회 부회장이며 여러 독일관련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관심 연구분야는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그리고 정신분석학, 탈식민주의 이론, 문화기호학에 입각한 문화분석

이다. 대표연구업적은 『정신분석』, 「정신분석학과 문학비평」, 「정신분석학과 영화비평」, 「정신분석학과 디지털문

학비평』, 「정신분석학과 문화분석」,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저항 –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독일문화정책

과 예술경영의 현황」, 「독일 예술경영과 문화민주주의」(공저) 등이다.

She� is�a�Professor�at� the�Department�of�German�Language�&�Literature�at� the�Duksung�women's�
University in Seoul. Among other positions she is Vic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man 
Language�&�Literature�and�the�member�of�board�of�several�Korean�Associations�for�German�Studies.�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are Cultural Policy, Cultural Management and Cultural analysis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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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analysis, postcolonial theory and culture semiotics. Selected Publications are “Psychoanalysis”, 
“Psychoanalysis and literary criticism”, “Psychoanalysis�and�film�criticism”, “Psychoanalysis and digital 
literary criticism”, “Psychoanalysis and cultural analysis”, “Cultural resista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postcolonial theory”, “The current situation of culture policy and culture management in 
Germany”, “Arts�management�and�cultural�democracy�in�Germany"(joint�work).

페터 바우만 Baumann, Peter 

페터 바우만은 미국 스와스모어 대학(Swarthmore�College)의 철학 교수이다. 그는 독일 괴팅겐 대학(University�
of�Gött ingen)과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Paris�IV)�및 파리정치대학( IEP)에서 수학하였으며, 박사학위(1992)
와 하빌리타시온(1998) 모두 괴팅엔 대학에서 취득하였다. 바우만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스탠포드 대학

(Stanford�University)�철학과의 방문 학자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괴팅엔 대학에서 가르치되 
함부르크대학(Hamburg�University)의 인지과학 센터(Centre�for�Cognitive�Science)에서도 일했다. 2000

년부터 2002년까지 그는 스와스모어 대학의 방문 교수였으며,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영국 애버딘 대학

(University�of�Aberdeen)에서 일했다. 바우만은 2008년 이래로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Baumann,�Peter� � is�a�Professor�of�Philosophy�at�Swarthmore�College�(USA).�He�studied�at�Göttingen�
(Germany)�and�Paris� (Sorbonne;� IEP).�He�received�both�his�PhD�and�the�venia� legendi� (the�German�
"second�dissertation")�at� the�University�of�Göttingen� (1992 and 1998). From 1993-1995, he was a 
visiting fellow at the Philosophy Department at Stanford University. From 1996 until 2000 he taught 
mainly�at� the�University�of�Göttingen�but�also�at�Hamburg�University�where�he�worked�at� the�Centre�
for Cognitive Science for some time. From 2000 until 2002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Swarthmore 
College�(USA),�from�2002-2008�he�worked�at�the�University�of�Aberdeen�(UK).�Since�2008 he works at 
Swarthmore College as Full Professor.

이연승 Younseung Lee

한국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부교수로, 중국과 한국의 유교를 주로 연구하였으며, 중국종교 및 한국과 중국

의 유교 전통을 가르친다. 현재, 한국종교학회 및 한국중국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규장각에서 발행되는 <<한

국문화>>의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인이다.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양웅(揚雄)>>(2007)을 출간하였으며, 진
한(秦漢) 시대의 유자들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한대(漢代)의 종교적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한국 근현대 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Younseung Lee i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Seoul in Korea, specializing in Confucianism in China and Korea. She teaches Chinese 
Religions and the Confucian traditions of East Asia. She has served as one of the board members 
of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studies and the Korean Society of Chinese Studies, and editor of 
Han’guk Munhua: Korean Culture. She has published Cosmos, History and Human Fate: YangXiong in 
the�World�of�Thought�during�the�Han�Dynasty(2007), and published papers on the Confucian thinkers of 
Qin and Han dynasties. She also works in the area of religious thoughts and culture of Han Dynasty, and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Korean Confucianism during the 19-20th centuries.

임동석 Lim Dongseok

한국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일찍이 한국중어중문학회, 한국중국언어학회, 중국어문학연구회, 한중언어문화연

구회 등 여러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 외 『논어』, 『장자』 『한비자』, 『상서』 등 중국고전 200여권을 역주(譯
註)하였다. 현재는 청구서당(靑丘書堂)의 책임 훈장이다.

He�is�a�Professor�Emeritus�of�The�Department�of�Chinese�Language�&�Literature�at�Konkuk�Universit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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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e previously has served as a president in many academic institutes such as Korea Association 
of Chines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Society for the Research of 
Chines Language and Literature, and Korea Society of Study on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He 
has made a translation of the Chinese Classics more than over 200 including 『論語』(Lúnyu),�『莊子』

(Zhuāngzǐ) 『韓非子』(Hánfēzǐ)』, 『尙書』(Shàngshu),�etc.�Currently�he�is�a�chief�professor�of�Cheonggu�
Seodang�(靑丘書堂) of Korea.

송현호 Song, Hyun Ho

송현호 교수는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연구소장(2001-2003, 2009-2010, 인문대학

장(2001-2003), 학생처장(2004-2006, 2011-2013) 등을 역임했다. 한중인문학회 회장(2003-2009), 한국현

대소설학회 회장(2010-2012),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2011-2014)을 역임했다. 2002년 자랑스러운 우
암인 교육자상(우암재단)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현대소설론』(1986), 『비교문학론』(1999), 『한국현대

문학론』(1993), 『한국현대소설론 연구』(1993), 『한국현대문학의 비평적 연구』(1995),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

민주의 연구1』(공저, 2008), 『중국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2』(공저, 2009) 등이 있다.

He�is�a�Prof.�of�Department�of�Korean�Language�&�Literature�of�Ajou�University,�at�Suwon�in�Korea.�
He�served�as�Vice�President�of�Student�Affairs(Ajou�Univ.�2004-2006, 2011-2013), Director of 
Humanities�Institute(2001-2003, 2009-2010),�Dean�of�The�College�of�Humanities(Ajou�Univ.�2001-
2003),�Chairman�of�KSPS�Project�Committee(The�Academy�of�Korean�Studies,�2011-2014), President 
of�The�Society�of�Korean�modern�novel(2010-2012),�President�of�The�Society�of�Korean�&�Chinese�
Humanities(2003-2009),�Recipient�Hon.�Educator�award(Wooam�Found,�2002) 
He�published�Studies�of�Korean�Modern�Novel(1986), Studies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1993),�Studies�of�Korean�Modern�Novel�Criticism(1993), Critical study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1995),�Studies�of�Comparative�Literature(1999), Postcolonial research of Chinese Korean 
literature 1�(joint�work,�2008), Postcolonial research of Chinese Korean literature 2�(joint�work,�2009). 

프리드리히 발너 Wallner, Friedrich

빈 대학(Vienna�University)의 발너 교수는 1980년대 이래로 다양한 분과에 속한 동료들과 함께 구성적 실재론

(Constructive�Realism)라는 새로운 과학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성적 실재론은 본디 포퍼-쿤 논
쟁으로 인해 초래된 과학철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구성적 실재론은 순수한 
과학철학에서 문화 간 철학의 영역으로 변모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 여러 상세한 연구들은 구성적 실재론이 전
통적 중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At the end of the eighties of the last century, Professor Wallner of Vienna University coooperated with 
colleagues from various disciplinesto develop a new Philosophy of Science: Constructive Realism. 
Initially, Constructive Realism was a reaction to the crisis of Philosophy of Science caused by the 
influential�Popper/Kuhn-debate.�Within�the�nineties,�it�evolved�from�a�pure�Philosophy�of�Science�into�
the realm of Intercultural Philosophy. After the turn of the millennium, it proved in numerous detailed 
studies�to�be�an�effective�tool�for�fundamental�research�on�Traditional�Chinese�Medicine.

마틴 렙 Repp, Martin

마틴 렙은 현재 독일 “헤센(Hesse)�및 나사우(Nassau)�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의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Dialogue�
with�Asian�Religions�of�the�Church�of�Hesse�&�Nassau)” 프로그램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그는 일본 교토 NCC 일본 종교 연구소(NCC�Center�for�the�Study�of�Japanese�Religions)의 
부소장이었으며, 해당 센터의 학술지 Japanese Religions의 편집자였다. 이후 그는 교토 류코쿠 대학(Ryukoku�
University)에서 비교종교학 교수로 재직했으며(2004-2009) 하이델베르크 대학(Heidelberg�University)에
서 강의하였다(2009-2015) . 그의 연구 주제로는 일본 불교, 일본의 새 종교, 종교 혁신 과정의 구조, 종교 내/
종교 간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렙의 저작으로는�Das�religiöse�Denken�Hōnens - Eine Untersuchung 
zu�Strukturen�religiöser�Erneuerung�(2005; post-doctoral treatise), Didactic conversations and 
disputations�in�Buddhism�–�Investigating�the�scope�of�rel igious�communications�(Yoshiyuki�
Inoue 공편; 2011) 등이 있으며, 그는 Mutō Kazuo와 함께 Christianity and the Notion of Nothing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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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s�to�Buddhist-Christian�Dialogue�from�the�Kyoto�School�(Jan�van�Bragt�편역, 2012)을 출
간하기도 하였다. 

Repp,�Martin�is�presently�Secretary�for�Dialogue�with�Asian�Religions�of�the�Church�of�Hesse�&�Nassau�
(Germany).�1989-2004: Associate Director of the NCC Center for the Study of Japanese Religions 
(Kyoto)�and�Editor�of�its�journal�Japanese�Religions.�2004-2009: Professor for Comparative Religious 
Studies�at�Ryukoku�University�(Kyoto)�and�2009-2015 lecturer at Heidelberg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Japanese Buddhism, Japanese new religions, structures of religious innovation processes, 
and�intra-�&�inter-religious�communications.�Monographs:�Das�religiöse�Denken�Hōnens - Eine 
Untersuchung�zu�Strukturen�religiöser�Erneuerung�(2005;�post-doctoral�treatise);�(in�Japanese:)�Didactic�
conversations and disputations in Buddhism – Investigating the scope of religious communications 
(Ed.,�together�with�Yoshiyuki�Inoue;�2011); Mutō Kazuo, Christianity and the Notion of Nothingness 
–�Contributions�to�Buddhist-Christian�Dialogue�from�the�Kyoto�School�(Ed.,�transl.�by�Jan�van�Bragt;�
2012).

노엘 시에스 S.J  Noel Sheth, S.J

노엘 시에스는 인도 푸네에 소재한 즈나나-디파 비드야피스 교황청 설립 철학-종교 대학( Jnana-Deepa�
Vidyapeeth Pontifical Institute of Philosophy and Religion)에서 35년 이상 교편을 잡았으며, 해당 대
학에서 여러 해 동안 총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그는 뭄바이의 세인트 사비에르 대학(St.�Xavier’s College, 
Autonomous)에서 강의하며 사비에르 대학 산하의 헤라스 연구소(Heras�Research�Institute)에도 몸담고 있다. 
그는 하버드 대학(Harvard�University)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저작은 주로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 텍스트의 주해, 인도 종교와 비교신학 및 철학 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불교, 기독교 및 시크교에 관해 강의한다. 시에스는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다양한 국제 학회 및 행정 집단의 일원

이고, 몇몇 국제 학술지의 편집부에 속해 있다. 

Sheth, Noel. S.J. after teaching Indian Philosophies and Religions for more than 35 years at Jnana-
Deepa�Vidyapeeth,�Pontifical�Institute�of�Philosophy�and�Religion,�Pune,�India,�where�he�was�the�
President for several years, currently teaches at St. Xavier’s�College�(Autonomous),�Mumbai,�and�works�
in its Heras Research Institute. He holds a doctorate in Sanskrit from Harvard University. His publications 
are on the exegesis of Sanskrit and Pali texts, on Indian religions and on comparative theology and 
philosophy. He teaches Hinduism, Zoroastrianism, Jainism, Buddhism, Christianity and Sikhism. He has 
received many awards, is a member of various international learned socie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and on the Board of Editors of some international journals.

허우성 Woo Sung HUH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하와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The Philosophy of History in ‘Later’ 
Nishida:�A�Philosophic�Turn,�Philosophy�East�&�West”�(1990) 와  “Gandhi and Manhae: ‘Defending 
Orthodoxy, Rejecting Heterodoxy’ and ‘Eastern Ways, Western Instruments’”�(Korea�Journal�2001).
등이 있고, 저서로는 근대일본의 두 얼굴(니시다 철학, 2000), 간디의 진리 실험 이야기(풀빛, 2007) 등이 있다. 한
국일본사상사학회 상임고문, 비폭력연구소장, 불교평론 편집위원, 철학과현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uh�Woosung�(Heo,�U-Seong)�is�a�professor�in�the�Department�of�Philosophy�at�Kyunghee�University.�
He recieved his Ph.D. in Philosophy from the University of Hawaii, Manoa. His publications include “The 
Philosophy of History in ‘Later’�Nishida:�A�Philosophic�Turn,�Philosophy�East�&�West”�(1990), Ingan-iran 
mueot-in-ga?�(What�is�a�Man?)�(1997),�and�Geundae�ilbon-ui�du�eolgul�(Two�Faces�of�Modern�Japan:�
A Study of Nishida’s�Philosophy)�(2000) and “Gandhi and Manhae: ‘Defending Orthodoxy, Rejecting 
Heterodoxy’ and ‘Eastern Ways, Western Instruments’”�(Korea�Journal�2001).�E-mail:�woohuh@
hanmail.net

김성룡 Kim Seong Ryong

한국 충남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이다. 현재 한국작문학회 학회장이며, 한국문학교육학회, 한국고전

문학교육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대표 저서로 <한국문학사상사 - 중세 문인의 글쓰기>가 있다. 주요 연구 분야

는 한국 문학 사상, 한국 고전 문학 교육이다. 

He is a professor of Facult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f Hoseo University at Chungche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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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e serves as a chairman of Korean Writing Association and has served as a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Literary Education and also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He published The History of Korean Literary Thoughts. His major research tasks are Korean Literary 
Thoughts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백두현 Paek Doo-hyeon

대한민국 대구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다. 국어사학회 및 훈민정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
재 국제고려학회, 한국어문학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30여 편의 논문과 10여 종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옛 
한글 문헌과 그 속에 담긴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한글생활사의 변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최근 10여 
년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문자체계의 원리, 한글 편지와 한글 음식조리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Paek Doo-hyeon is Professor of Korean linguistics at the College of Humanitie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After successively being President of the Korean History Society 
and President of the Hunminjeongeum Society, he is now an activ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and the Society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He has written about 
130 articles and published 10 books, among which Hankulmunhenhak [Philology of the Hangul], 
Seoul: Thayhaksa, 2015; Hankwuke umwunlon [Korean Phonology], Seoul: Thayhaksa, 2013; 
and Hyengphung Kwak-ssi enkan cwuhae [Letters from Hyengphung Kwak Family, Annotated and 
Translated in Modern Korean], Seoul: Thayhaksa, 2003. His domain of interest concerns the Korean 
language: its history, its changes, and its evolution, which old Korean texts can reveal. For the past 10 
years, he has focused his work on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alphabet system in the Hunminjeongeum 
Haerye as well as letters written in Korean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Korean culinary manuscripts.

이창우 Chang-Uh Lee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1988) 후 동 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학위(1990)를 받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를 
거쳐 에어랑엔-뉘른베르크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1999)를 받았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철학과 초빙교수

(2006-7) 및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전문위원(2011-15)을 역임했으며, 1999년부터 현재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Oikeiosis: Stoische Ethik in Naturphilosophischer Perspektive』(Freiburg/Munich,�2002), 『아

리스토텔레스』(21세기북스, 2016, 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소피스트』(이제이북스, 2011), 『니코마코스윤리

학』(길출판사, 2012, 공역) 등이 있다. 

He was educated in an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BA(1988)�and�got�a�MA�from�the�same�institut(1990). And then he went to the University Heidelberg 
in�Germany�and�got�a�PhD�from�the�University�Erlangen-Nuernberg(1999). He worked as a visiting 
professor�at�the�Department�of�Philosophy,�Arizona�State�University�in�America(2006-7) and as RB for 
the�Committee�of�the�Humanities,�Korea�Research�Foundation(20111-15). He teaches since 1999 at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His main books are Oikeiosis: 
Stoische�Ethik�in�Naturphilosophischer�Perspektive�(Freiburg/Munich,�2002)�and�Aristotle�(Seoul,�2016, 
as co-author, in Korean). 

앤디 해밀턴 Hamilton, Andy

앤디 해밀턴은 영국 더럼대학(Durham�University)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미학, 심리철학, 정치철학과 비트겐슈

타인을 중심으로 한 19-20세기 철학사를 전공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Aesthetics�and�Music�(Continuum,�
2007),�The�Self�in�Question:�Memory,�the�Body�and�Self-Consciousness�(Palgrave,�2013), 그리고 
Routledge�Philosophy�Guidebook�to�Wittgenstein�and�On�Certainty�(2014)가 있다. 그는 더럼대학에서 
미학과 재즈의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Lee Konitz: Conversations on the Improviser's Art 
(University�of�Michigan�Press,�2007)를 출간한 바 있다. 

Hamilton, Andy teaches Philosophy at Durham University, specialising in aesthetics, philosoph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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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political philosophy and history of 19th and 20th century philosophy, especially Wittgenstein.  His 
monographs�are�Aesthetics�and�Music�(Continuum,�2007), The Self in Question: Memory, the Body and 
Self-Consciousness�(Palgrave,�2013), and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Wittgenstein and On 
Certainty�(2014).  He also teaches aesthetics and history of jazz at Durham, and published Lee Konitz: 
Conversations�on�the�Improviser's�Art�(University�of�Michigan�Press,�2007). 

카즈 오이시 Kaz Oishi

카즈 오이시는 옥스포드 대학(Univers i ty�of�Oxford)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일본 오픈대학(Open�
University)과 나고야대학(Nagoya�University)에서 강의했으며, 2012년 이래로는 도쿄대학(University�of�
Tokyo)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Coleridge, Romanticism, and the Orient: 
Cultural�Negotiations,�(David�Vallins�및 Seamus Perry 공동편집, Bloomsbury, 2013), Cross-Cultural 
Negotiations: Romanticism, Mobility and the Orient, POETICA, vol.76�(특별호, Felicity James 공동편

집, 2011) 등이 있다. 또한 카즈는 Steve Clark과 Masashi Suzuki가 편집한 The Reception of Blake in the 
Orient�(Continuum,�2006) 그리고 Steve Clark과 Tristanne Connolly가 편집한 British Romanticism in 
European�Perspective:�Into�the�Eurozone�(Palgrave,�2015)에 기여한 바 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영국 낭
만주의와 문화적 교섭, 20세기 초 영국 낭만주의의 수용과 부흥, 낭만주의 시기 자선 활동이다. 

Dr.Kaz�Oishi�finished�his�D.Phil�at�Oxford,�taught�at�Open�University�of�Japan,�Nagoya�University�and�has�
been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kyo since 2012. His publications include Coleridge, 
Romanticism, and the Orient: Cultural Negotiations, co-edited with David Vallins and Seamus Perry 
(Bloomsbury,�2013), Cross-Cultural Negotiations: Romanticism, Mobility and the Orient, POETICA, 
vol.76�(Special�Issue),�co-edited�with�Felicity�James�(2011), and contributed book chapters to Steve 
Clark�and�Masashi�Suzuki�(eds.),�The�Reception�of�Blake�in�the�Orient�(Continuum,�2006), and to Steve 
Clark�and�Tristanne�Connolly�(eds.),�British�Romanticism�in�European�Perspective:�Into�the�Eurozone�
(Palgrave,�2015). He has been working on English Romanticism and cultural negotiations, the reception 
/ regeneration of English Romanticism in early twentieth century, and the idea of philanthropy in the 
Romantic age.

쩡 구오민 Guomin Zheng

쩡구오민은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Beijing�Normal�University)의 학부학장이자 교수이다. 그의 연구 주제는 중
국어 교육의 역사, 중국어 교육 정책 및 학교 커리큘럼 등을 포괄한다. 그는 중국 교육부를 위해 국민 교육 커리큘

럼 개혁안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교과서 시리즈의 편집장이기

도 하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From Classical Chinese to Vernacular Chinese: the revolution of modern 
Chinese�education�(1895-1935), The Research into Curriculum Reform of Chinese in the New 
Century 등이 있다. 그는 베이징 사범대학의 중국어문학부(School�of�Chinese�Language�and�Literature)�부
학장(2003-2006년 5월), 하버드대학(Harvard�University)�방문 교수(2006-2007), China Teachers Journal
의 편집장직을 역임하였다.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the history of Chinese education, Chinese instruction policies and 
curriculum in schools. He carried out making the draft of national curriculum reform documents for 
Ministry of Education. He is chief-editor of series of Chinese textbooks which are used by more than 10 
million students every year. His main Publications include From Classical Chinese to Vernacular Chinese: 
the�revolution�of�modern�Chinese�education�(1895-1935), The Research into Curriculum Reform of 
Chinese in the New Century. 
He�was�Associate�Dean�of�School�of�Chinese�Language�and�Literature�of�BNU�(2003-May 2006), the 
visiting�scholar�at�Harvard�University�(2006-2007), and chief-editor of China Teachers Journal.

양일모 Il Mo YANG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이다. 중국철학 전공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근대 사상사 및 개념사 분야에 관심

을 갖고 있다. 대표 논저로서는 『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Translating Darwin's Metaphors in East 
Asia” 등이 있다. 

He is a Professor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He 
specializes in Chinese philosophy, including modern intellectual history of East Asia, and conceptual 
history. He published a study of Yan Fu: Chinese Modernity and Western Thought, Seoul, Tae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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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008. His recent articles are “The Birth of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in the 20th century: 
Authors and Texts”, Oriental Philosophy 39, 2013; “Translating Darwin’s Metaphors in East Asia”, 
Trans-Humanities 6-3, 2013; “Imaging the Imperial Russia in Modern China”, Journal of Humanities 
72-1, 2015.

폴 프레스콧 Prescott, Paul 

폴 프레스콧은 영국 워릭 대학(University�of�Warwick)�영문과의 출판고문( reader)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셰익스피어를 연기/번안/강의한 바 있다. 그는 주로 공연으로서의 셰익스피어에 대해 연구하며, Reviewing 
Shakespeare:�Journalism�and�Performance�from�the�Eighteenth�Century�to�the�Present�(Cambridge,�
2013)와�Great�Shakespeareans�series�(Bloomsbury,�2013) 중 샘 워너메이커(Sam�Wanamaker)의 전기

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프레스콧은 또한 A Year of Shakespeare: Reliving the World Shakespeare Festival 
(Arden,�2013)과�Shakespeare�on�the�Global�Stage:�Performance�and�Festivity�in�the�Olympic�Year�(Arden,�
2015)의 공동편집자이다. 

Prescott, Paul is Reader in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and has acted, adapted and taught 
Shakespeare in a range of countries and contexts. He writes mainly on Shakespeare in performance, 
and is the author of Reviewing Shakespeare: Journalism and Performance from the Eighteenth 
Century�to�the�Present�(Cambridge,�2013), a critical biography of Sam Wanamaker for the Great 
Shakespeareans�series�(Bloomsbury,�2013), and, as co-editor and contributor, A Year of Shakespeare: 
Reliving�the�World�Shakespeare�Festival�(Arden,�2013) and Shakespeare on the Global Stage: 
Performance�and�Festivity�in�the�Olympic�Year�(Arden,�2015).

파울 슈베르트 Schubert, Paul 

파울 슈베르트는 제네바 대학(스위스) 고대 그리스어 학과 교수이며 고대 그리스 로마 연구를 위한 국제연방연합의 
사무총장이다. 스위스 연구 의회의 멤버이며,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과 회장이기도 하다. 또한 이집트의 모래에서 
발견된 그리스 파피루스에 쓰여진 문자에 대한 전문가이다. 최근에 그리스 점성술사와 Anubio라고 일컬어지는 로
마 통치 하의 이집트 시인의 증언과 단편을 편집해 출판했다. 

Schubert,�Paul�is�Professor�of�Ancient�Greek�at�the�University�of�Geneva�(Switzerland)�;�Secretary�
General�of�the�International�Federation�of�Associations�of�Classical�Studies�(FIEC)�;�member�of�the�Swiss�
Research Council, and President of the division fo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e is a specialist 
of texts written on Greek papyri found in the sands of Egypt. He published recently an edition of all 
testimonies and fragments of a Greek astrologer and poet from Roman Egypt named Anubio.
paul.schubert@unige.ch�http://www.unige.ch/lettres/antic/grec/enseignants/schubert

김기석 Jin, Ji-Shi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동방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조선반도문제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중국 교육부언어문자표

준화기술위원회 위원, 전국비통용어교육연구회 상무이사. 상해시어문학회 부회장을 담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
서로 『조선운서와 명청성운체계』, 『중한언어문자관계사연구』(공저) 등이 있다.

He is a Prof. of Korean Language Department at th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of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in China. He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a member of Ministry of Education Language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He is also 
an standing director of China Non-universal Language Education Association and a vice-chairman of 
Shanghai Chinese Language Society. Among his representative works are Korean Books of Rhymes 
and Phonological System in Ming and Qing Dynasties, and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Language�and�Words�in�Chinese�and�Korean.�(as�a�co-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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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Kim, Te-Gyung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조교수이다. 근현대일본어문학 전공이다.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 현재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이사와 한국일어일문학회 분과이사 등을 맡고 있다. 대
표적인 논저로 『요코미쓰 리이치와 ‘근대의 초극’─건축 · 과학 · 식민지』(翰林書房, 2014), 「3.11 동일본대진재와 
문학」(세계문학비교연구, 2014), 「‘내지’로 이동한 김종한 시」(아시아문화연구, 2012), 공저 『일본대중문화의 이
해』(역락, 2015) 등이 있다.

He�is�an�assistant�professor�in�Gachon�College�of�Liberal�Arts�&�Science�(Humanities)�at�Gachon�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 includes modern and post-modern Japanese literature. He obtained 
his�BA�in�Japanese�language�&�literature�at�Korea�University�and�his�Ph.D.�at�the�University�of�Tokyo.�
He currently serves as the member of board for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and for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His publication includes 
Yokomitsu Riichi and “Overcoming Modernity”: Architecture, Science and Colony, Kanrin Shyobo, 
2014, Tokyo, “Literature of Japan after the 311 Earthquake”,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2014, Vol.48, “Kim Jong-Han’s Poetry that Moved to Japan”, Asian Cultural Studies, 2012, 
Vol.25, and Understanding of Japanese Popular Culture, Yeokrak, 2015�(joint�work).�

한경구  HAN, Kyung-Koo

강원대 인류학과 및 국민대 국제학부를 거쳐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학부장.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집위원장, 재외한인학회 회장,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한국이민학

회 회장 등 역임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저서로는 『공동체로서의 회사: 일본 기업의 인류학적 연구』, 『세

계의 한민족: 아시아.태평양』, 공저서로는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등이 있
다.

HAN,�Kyung-Koo�is�a�cultural�anthropologist�trained�at�Seoul�National�University�(M.A.)�and�Harvard�
University�(Ph.D.).�He�taught�anthropology�at�Kangwon�National�University,�and�helped�develop�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okmin University as its Dean. He is currently serving as Dean of 
College�of�Liberal�Studies,�Seoul�National�University.�He�was�Editor�of�Hanguk�munhwa�inryuhak�(Korean�
Cultural Anthropology) and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the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and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Cultural�Anthropology.�He�conducted�fieldworks�in�Tokyo,�Kawasaki,�Kochi,�Yamagata,�Oita,�Okinawa,�
and Sapporo, Honolulu and L.A., Yenben, and many other places in Korea. 

김선욱 Kim, Seon Wook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 한국철학회 및 제22회 세계철학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역임하고, 현
재 숭실대 부설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로는 『정치와 진리』,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강
의』, 『행복의 철학: 공적 행복을 찾아서』,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등이 있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을 포함한 한나 아렌트의 4권의 저술을 번역하고 그 외 여러 역서, 공역서, 공저서를 출간했다. 최근에는 마이클 샌
델의 저술들의 번역 감수 작업을 하고 있다. 

H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Philosophy at Soongsil University. He worked for the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Organization Committee for the 22nd World Congress of 
Philosophy�as�their�General�Secretary.�He�published�Politics�and�Truth�(2001), Hannah Arendt's Theory 
of�Political�Judgment�(2002),�Philosophy�of�Happiness:�In�Pursuit�of�Public�Happiness�(2011), and From 
Amor�Mundi�to�Res�Publica�(2015). He also translated 4 works of Hannah Arendt including Eichmann in 
Jerusalem�(2006) into Korean, and worked as a co-translator or as a co-writer of many books. Currently 
he is supervising several of Korean translations of Michael Sandel'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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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마시아스 José Antonio Hernández Macias

에르난데스 마시아스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iversidad�Autónoma�de�México,�UNAM)에서 국제관

계학 학사를, 미국 미시건 대학(University�of�Michigan)에서 미국사 석사를, 그리고 UNAM에서 라틴아메리

카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그는 UNAM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구 센터(Centro�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IALC)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한편, 같은 대학에 속한 
아라곤 고등연구원(Facultad�de�Estudios�Superiores�Aragón)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José�Antonio�Hernández�Macias�obtained�a�degree�in�International�Relations�at�Universidad�Autónoma�
de�México�(UNAM),�a�Master�in�American’s History at IIH in UMich and a PhD in Latin American’s 
Studies at UNAM.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er at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Latina 
y�el�Caribe�(CIALC)�in�UNAM�and�as�professor�at�Facultad�de�Estudios�Superiores�Aragón.

음비아 예베가 제흐맹-에흐베 Mbia Yebega Germain-Hervé

음비아 예베가 제흐맹-에흐베는 정치학자이자 국제관계 및 전략적 관계의 컨설턴트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지
속 가능한 개발과 평화, 정치적 위기와 갈등, 무기, 전략적 사고 등이다. 그는 카메룬에서 학업을 시작한 후 프랑스

에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의 정치적 위기와 무장 투쟁의 방지 및 해결책이란 주제로 정치학 및 사
회과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주로 컨설턴트, 연구 및 강의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폴 앙고 에라 
중앙아프리카 지정학 재단(Paul�Ango�Ela�Foundation�of�Geopolitics�in�Central�Africa)의 객원 연구원직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유럽의 주요 기관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Relations. University, begun in Cameroon and continued in France, culminated in the drafting of a PhD 
in�Social�and�Political�Sciences,�prevention�and�resolution�of�political�crises�and�armed�conflicts�in�West�
Africa�(ECOWAS).
His professional experience revolves primarily around consultancies, research and teaching. Associate 
researcher�at�the�Paul�Ango�Ela�Foundation�geopolitics�in�Central�Africa�(Yaounde,�Cameroon),�it�is�also�
affiliated�with�various�other�leading�institutions�in�Africa�and�Europe.

로브샨 이브라히모프 Ibrahimov, Rovshan

이브라히모프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카프카즈대학(Qafqaz�University)에서 에너지 연
구센터(Center�of�Energy�Studies)�소장, 지역연구학과(Region�Studies�Department)�학과장, 대외협력본

부 부학장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 이래로 그는 국제관계(International�Relations)학과의 창설자로서 학과장

을 맡아왔다. 그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대학(Wroclaw�University),�독일 지겐대학(Siegen�University),�카자흐스

탄 술레이만 데미렐 대학(Suleyman�Demirel�University),�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아다대학(ADA,�Diplomatic�
Academy University), 석유 아카데미(Oil�Academy),�오드라르 유르두 대학(Odlar�Yurdu�University)�등지

에서 강의한 바 있다. 이브라히모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전략연구센터

(Center�for�Strategic�Studies)에서 외교정책 분석(Foreign�Policy�Analysis)�책임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그는 200개 이상의 학술 논문과 논평을 출간하였다.

Dr.�Ibrahimov�has�worked�at�Qafqaz�University�(Azerbaijan)�between�1999-2014. He has taken 
positions of Director for Center of Energy Studies, Head of Region Studies Department, and Vice-Rector 
on�External�Affairs.�Since�2003 till today take a position of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under of 
this�department.�He�has�delivered�lectures�in�Wroclaw�University�in�Poland,�Siegen�University�(Germany),�
SDU�(Kazakhstan)�and�Azerbaijan�Diplomatic�Academy�University,�Oil�Academy�and�Odlar�Yurdu�
(Azerbaijan).
Since 2011 till the 2014, Dr. Ibrahimov has taken position of Head of Foreign Policy Analysis at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Azerbaijan Republic. 
Currently,�Dr.�Ibrahimov�has�taught�at�Hankuk�University�of�Foreign�Studies�(South�Korea)
Author on more than two hundreds articles and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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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죠 Zaw, Khine

카인은 미얀마 양곤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도쿄대학(University�of�Tokyo)의 인간 안전보장 대학원과정(Graduate�
Program in Human Secur i ty, HSP)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2013) .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I r regular 
Migration from Myanmar: In Pursuit of Mon Migrants’ Human Security through Social Networks”는 
이주자 가족과 에이전트들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자세히 밝혀냈기에 매우 높이 평가 받은 바 있다. 도쿄에서 학
자로 활동하기 전, 그녀는 양곤 경제 연구소(Yangon�Institute�of�Economics)에서 MBA 자격을 취득하였다. 카
인은 이주 노동자 연구와 난민의 로컬 커뮤니티로의 재통합을 다루는 연구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런던에서 
중국, 레바논에서 르완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였다. 박사후연구원으로 미얀마 사회과학 아카데미

(Myanmar�Academy�of�Social�Sciences)에 적을 두기까지 그녀는 자카르타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산하 사회복지, 여성, 노동 및 이주노동자(Social�Welfare,�Women,�
Labour and Migrant Workers) 사무국 선임 임원으로 일했다. 그녀는 인신매매, 가정폭력, 전쟁 및 갈등의 생존

자들과 함께 수공예품 및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카인더 크리에이션(Khineder�Creations)과�(미국에 기반을 둔) 
카인더 유한책임회사(Khineder�LLCs)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이기도 하다. 

Khine was born and raised in Yangon, Myanmar and obtained her Ph.D in Human Security from 
University of Tokyo in 2013. She was highly recognized for her dissertation “Irregular Migration from 
Myanmar: In Pursuit of Mon Migrants’ Human Security through Social Networks”, for uncovering the 
unorthodox relationship between migrant families and their agents. Before she went on further studies 
as a scholar in Tokyo, she did her MBA at Yangon Institute of Economics. She has traveled extensively 
in Southeast Asia, from China to London, from Lebanon to Rwanda for her research on migrant workers 
and reintegration of refugees in their local communities. Before joining Myanmar Academy of Social 
Sciences�as�a�Postdoctoral�researcher,�she�worked�as�a�Senior�Officer�for�Social�Welfare,�Women,�
Labour�and�Migrant�Workers�at�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ASEAN)�Secretariat�in�Jakarta.�
She is also a CEO and Founder of Khineder Creations and Khineder LLCs based in United States that 
produce�organic�products�and�promote�crafts�made�by�survivors�of�sex�trafficking,�domestic�violence,�
war�and�conflicts.������

유스티너스 트리 수바갸 Y. Tri Subagya

유스티너스 트리 수바갸는 인류학자로, 현재는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 소재한 사나타 다르마 대학(University�
of Sanata Dharma)의 종교 및 문화 연구 대학원(Graduate�Program�in�Religious�and�Cultural�Studies)에
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폭력의 인류학, 다국가 간 정의, 문화 정치 및 생태학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의 대표적 저작으로는�Menemui�Ajal,�Etnografi�Jawa�tentang�Kematian�(2004), Jerat bantuan, Jerit 
Pengungsi:�Kesehatan�Reproduksi�Masayarakat�Poso�Pasca�Konflik�Bersenjata�(2005), Women’s 
Agencies�for�Peace�Building�and�Reconciliation:�Voices�from�Poso,�Sulawesi�(2009), The Support 
for�Ethno-religious�Violence�in�Indonesia�(2015) 등이 있다. 

Y. Tri Subagya is an Anthropologist. His current position is a lecture at the Graduate Program in Religious 
and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Sanata Dharma, Yogyakarta. He has special interests on anthropology 
of violence, transnational justice, cultural politics and ecological issues. Some of his publications include 
Menemui�Ajal,�Etnografi�Jawa�tentang�Kematian�(2004); Jerat bantuan, Jerit Pengungsi: Kesehatan 
Reproduksi�Masayarakat�Poso�Pasca�Konflik�Bersenjata�(2005); Women’s Agencies for Peace Building 
and�Reconciliation:�Voices�from�Poso,�Sulawesi�(2009); The Support for Ethno-religious Violence in 
Indonesi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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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관 Jai Kwan Jung 

정재관 교수는 미국의 코넬(Cornell)�대학교에서 2008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0년까지 워싱턴 DC
에 있는 조지 워싱턴(George�Washington)�대학 정치학과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려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내전과 내전 후 정치, 사회운동, 정당, 남북관

계 등이다. 정재관 교수의 논문은 해외 유명 학술저널인 Democratiz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Mobilization 등에 게재되었으며 그 외 다수의 학술 논문

들을 영문과 국문으로 출판해 오고 있다.

Jai�Kwan�Jung�(jkjung@korea.ac.kr)�is�Associate�Professor�in�the�Department�of�Political�Science�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Korea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from Cornell University and was Korea 
Foundation�Assistant�Professor�of�Political�Science�and�International�Affairs�at�the�George�Washington�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ivil wars and post-civil war politics, social movements, party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His work has appeared in Democratiz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Research,�International�Political�Science�Review,�Korea�Observer,�Mobilization,�Pacific�Focus,�
and elsewhere.

황지환 HWANG Jihwan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를 역임하였

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육군 발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이론, 안보연구, 북한외교정책, 한반도 통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The 
Paradox�of�South�Korea's�Unification�Diplomacy"�(2014),�"The�Two�Koreas�after�U.S.�Unipolarity"�(2013), 
"Face-Saving,�Reference�Point�and�North�Korea's�Strategic�Assessments,"(2009) 등이 있다. 황지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Email) whang38@uos.ac.kr

Jihwan HWANG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Korea. 
Dr. Hwang also taught at Myongji University, and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Unification�Studies�of�Seoul�National�University.�He�holds�several�advisory�positions�in�the�Korean�
government,�including�the�President's�Committee�for�Unification�Preparation�and�the�Ministry�of�
Unification.�His�research�interests�include�international�relations�theory,�security�studies,�North�Korea,�
and�Korean�unification.�His�publications�include�"The�Paradox�of�South�Korea's�UnificationDiplomacy"�
(2014),�"The�Two�Koreas�after�U.S.�Unipolarity"�(2013),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s�Strategic�Assessments,"(2009). Dr. Hwa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Email) whang38@uos.ac.kr

베른트 마르텐스 Martens, Bernd 

베른트 마르텐스는 사회학자로, 변화와 혁신,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그는 독일 예
나 대학(University�of�Jena)과 할레 대학(University�of�Halle)에서 동유럽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변화 이후의 사
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던 580 협동연구소(Collaborative�Research�Centre�580)의 일원이었다. 이 비
교 연구는 독일학술진흥재단(Deutsche�Forschungsgemeinschaft)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2013년 이래로, 
그는 할레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Centre�for�Social�Research)에서 일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결과를 남한의 학
자들과 함께 논의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마르텐스는 유행의 사회사에도 관심이 많다. 

Martens,�Bernd�is�a�sociologist.�He�works�in�the�fields�of�transformation�research,�innovation�and�
management studies. 2001-12 he was a member of the Collaborative Research Centre 580, “Social 
developments after structural change” at the Universities of Jena and Halle funded by 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oing comparative research with a focus on East Germany. Since 2013 he is 
working�at�the�Centre�for�Social�Research�Halle�at�the�University�of�Halle�(Germany).�Amongst�others�he�
was�engaged�in�a�project�where�results�of�the�German�unification�process�were�discussed�with�South�
Korean research partners. He is also interested in social historical trends. 

신진연구자세션 3    Young Humanist Ses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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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크롤리(Crowley, John 

존 크롤리는 유네스코 사회변동과 문화 간 대화국(Division�of�Social�Transformations�and�Intercultural�
Dialogue)에서 리서치, 정책 및 전망 분과장(Chief�of�Section�for�Research,�Policy,�and�Foresight)을 맡고 
있다. 그는 유네스코에 합류하기 전까지 석유 산업 분야에서 경제학자로 일했으며(1988-1995), 프랑스 국립 정
치학 재단(The�French�National�Political�Science�Foundation)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1995-2002). 2002 
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의 편집장이었다. 크롤리는 Sans épines, 
la rose. Tony Blair : un modèle pour l’Europe�(Paris:�La�Découverte,�1999)의 저자이자 Tony Blair, le 
nouveau�travaillisme�et�la�troisième�voie�(Paris:�La�Documentation�française,�1999),�Pacifications,�
réconciliations�(The�Journal�Cultures�&�Conflicts�특별호, Paris: L’Harmattan, 2001), Rethinking 
Human�Security�(Paris/Oxford:�UNESCO/Wiley-Blackwell,�2008,�with�Moufida�Goucha)�등을 편집하였다. 
그밖에도 그는 주로 정치학 이론과 비교 정치에 관해 90여개의 학술 논문 및 단행본 챕터를 저술하였다. 

Crowley, John is Chief of Section for Research, Policy and Foresight in the UNESCO Division of Social 
Transformations and Intercultural Dialogue. Before joining UNESCO, he worked as an economist in 
the�oil�industry�(1988-95) an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French National Political Science Foundation 
(1995-2002). From 2002 to 2015, he was editor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He is 
the author of Sans épines, la rose. Tony Blair : un modèle pour l’Europe�(Paris:�La�Découverte,�1999) 
and�editor�of�Tony�Blair,�le�nouveau�travaillisme�et�la�troisième�voie�(Paris:�La�Documentation�française,�
1999),�Pacifications,�réconciliations�(special�issue�of�the�journal�Cultures�&�Conflits,�Paris:�L’Harmattan, 
2001),�and�Rethinking�Human�Security�(Paris/Oxford:�UNESCO/Wiley-Blackwell,�2008,�with�Moufida�
Goucha). He has published a further 90 academic articles and book chapters, mainly on political theory 
and comparative politics.

윌리엄 D. 애덤스 William D. Adams 

윌리엄 드리어 애덤스(William�Drea�Adams)는 미국의 인문학 교육자로, 미국 국립 인문학 기금(The�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열 번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벅넬 대학

(Bucknell�University)�총장이었으며,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콜비 대학(Colby�College)에서 19번째 총장

으로 일했다. 애덤스는 메인 공영방송 네트워크(The�Maine�Public�Broadcasting�Network,�2002-2012), 위
튼버그 대학(Wittenburg�University,�2007-2011), 유니틸 사(Unitil�Corporation,�2009~)에서 중역으로 활동

해 왔다. 

William Drea Adams is an American educator and advocate for the humanities. He is the tenth Chair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He served as President of Bucknell University from 1995–
2000, and as the 19th President of Colby College from 2000 to 2014. Adams served as a director of 
the Maine Public Broadcasting Network from 2002–2012, Wittenberg University from 2007–2011, 
and the Unitil Corporation since 2009.

세이야마 카즈오 Seiyama Kazuo 

세이야마 카즈오 박사는 도쿄대학(University�of�Tokyo)의 명예 교수이자 과학체계 연구소(Research�Center�
for Science Systems)와 일본 과학진흥회(Japan�Society�for�the�Promotion�of�Science)의 대리 이사이다. 
그는 2012년 은퇴하기까지 도쿄대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은퇴 이후에는 2016년까지 간세이 가쿠인 
대학(Kwansei�Gakuin�University)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사회 계층화, 사회학 이론, 사회 연구 및 사회복지

에 관한 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영문 출판물로는�Inequality�amid�Affluence:�Social�Stratification�
in�Japan�(with�Hara�Junsuke,�2005),�Liberalism:�Its�Achievements�and�Failures�(2010), “The Modern 
Stratification�System�and�its�Transformation,”�International�Journal�of�Sociology�(2000) 등이 있다. 

Seiyama, Kazuo, Ph.D, is Emeritus Professor at University of Tokyo, and Deputy Director of Research 
Center for Science System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Seiyama had served as 
a professor in sociology at University of Tokyo until his retirement in 2012. After then he had taught 
at Kwansei Gakuin University until 2016. He has published many books and articles about social 
stratification,�sociological�theory,�social�research�and�social�welfare.�His�English�publications�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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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y�amid�Affluence:�Social�Stratification�in�Japan（with�Hara�Junsuke)�(2005), Liberalism: 
Its�Achievements�and�Failures�(2010),�"The�Modern�Stratification�System�and�Its�Transformation",�
International�Journal�of�Sociology�(2000), and others.

씨에 디쿤 Dikun, Xie 

씨에 디쿤은 중국 사회과학원(CASS)�철학기관의 관장이며 FISP 운영위원회의 CD 멤버이다. 1991년 이래로 중
국 사회과학원의 철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독일철학과 현대중국철학에 다양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Dikun, Xie, Ph.D, is the director general of Institute of Philosophy of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CASS),�and�CD�member�in�the�Steering�Committee�of�FISP.�He�has�worked�as�a�professor�of�
Philosophy at The Graduate School of CASS since 1991. He has published many books and articles 
about German philosophy, and Modern Chinese philosophy.

아다마 사마세쿠 Samassekou, Adama 

아다마 사마세쿠는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MAAYA,�World�Network�for�Linguistic�Diversity)�회
장이다. 그는 국제 철학 및 인문과학 협의회 회장직(President�of�the�International�Council�for�Philosophy�and�
Human Sciences, ICPHS/CIPSH, 2008-2014), 아프리카 연합(African�Union)�아프리카 언어 아카데미 사무총장

직(Executive�Secretary�of�the�African�Academy�of�Languages,�2006-2009),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준비 
위원회 회장직(2002-2003) 등을 역임하였다. 이에 앞서 사마세쿠는 말리의 교육 시스템 개혁을 주도한 교육부 총
리(1993-2000)이자 정부 대변인(1997-2000)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말리 인간과학연구소(Institute�of�Human�
Sciences of Mali)의 언어학과 학과장이자 국립 도서관 관장(Director�of�the�National�Library)으로도 봉사하였다. 
사마세쿠는 유네스코의 전문가 위원회(Expert�Committee�for�the�UNESCO)�위원이며, 아프리카 연합의 “아프리

카 일반 역사의 교육적 이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유네스코 비블로스 국제인간과학센터(UNESCO�Byblos�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Sciences)의 이사진이기도 하다. 그는 바마난칸(Bamanankan),�송가이(Songay),�
풀풀데(Fulfulde)�등 세 종류의 아프리카어와 ㅍ랑스어, 영어, 러시아어와 같은 세 유럽어를 구사한다. 

Mr Adama Samassékou is the President of MAAYA, the World Network for Linguistic Diversity and Past 
President�of�the�International�Council�for�Philosophy�and�Human�Sciences�(ICPHS/CIPSH,�2008-2014). 
Former�Executive�Secretary�of�the�African�Academy�of�Languages�of�the�African�Union�(AU/ACALAN)�
(2006-2009),�he�served�as�President�of�the�Preparatory�Committee�(PrepCom)�of�the�World�Summit�
on�the�Information�Society�(WSIS)�for�the�Geneva�phase�(2002-2003). Previously, he was Minister 
of�Education,�initiator�of�the�Rebuilding�of�the�Educational�System�(1993-2000) and Spokesperson 
for�the�Government�of�Mali�(1997-2000). He was also Head of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at the 
Institute�of�Human�Sciences�of�Mali�and�Director�of�the�National�Library�(1972-1974). Mr Samassékou 
is a member of the Expert Committee for the UNESCO and African Union Project “Pedagogical Use of 
General History of Africa” and Board Member of the UNESCO Byblos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Sciences�(ICHS-Byblos).�He�speaks�and�writes�three�African�languages�(Bamanankan,�Songay�and
Fulfulde)�and�three�Europeans�(French,�Engish�and�Russian).

파블로 젠틸리 Gentili, Pablo

파블로 젠틸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University�
of�the�State�of�Río�de�Janeiro,�UERJ)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그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 협의회(CLACSO)�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 교원 협의회(FLASCO)�회장직(2010-2014)을 역
임한 바 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교육정책 전망 연구소�(OLPED)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

년까지는 세계교육포럼(World�Forum�on�Education)�국제 협의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였다. 젠틸리는 라틴아메

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교육 정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해 25권 이상의 책을 저술/편집하였으며, 그의 저작

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베네수엘라 및 이탈리아에서 출간되었다. 젠틸리의 최근 저작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은�América�Latina,�entre�la�desigualdade�y�la�esperanza�(2015),�Pedagogía�de�la�Igualdad�(2012),   
Desencanto���y�utopía:�la�educación�en�el�laberinto�de�los�nuevos�tiempos�(2011) , 그리고���Códigos�para�la�
Ciudadanía�(2009) 등이다. 

�PhD�in�Education�from�the�University�of�Buenos�Aires.���He�teaches�in�the�University�of�the�State�of�Río�de�
Janeiro�(UERJ).�He�is�the�current�Executive�Secretary�of�the�Latin�American�Council�of�Social�Sciences�
(CLACSO).�He�has�been�the�director�of�the�Latin�American�Faculty�of�Social�Sciences�(FLACSO),�in�
Brazil�(2010-2014).�He�coordinates�the�Latin�American�Observatory�of�Policies�in�Education�(OL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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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2001 and the 2010, he was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World Forum on Education. Author and compiler of more than 25�books�in�the�field�of�policies�
in education and social exclusion stud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is books have been 
published in Argentina, Brazil, Mexico, Spain, Venezuela and Italy. Among his most recent work, we 
highlight:�América�Latina,�entre�la�desigualdade�y�la�esperanza�(2015);���Pedagogía�de�la�Igualdad�(2012);   
Desencanto���y�utopía:�la�educación�en�el�laberinto�de�los�nuevos�tiempos�(2011)�,�and���Códigos�para�la�
Ciudadanía�(2009).

후세인 사반 Hussain Shaban

법 전문가&�연구자 유능한 학계 연구자이며 법률 고문이다. 그는 국제법, 헌법과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법, 관용, 국
제 관계, 인권, 종교(이슬람과 기독교), 시민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6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였으며,  최근 “위기의 
지성과 교리”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는 아랍의 지역과 국제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잡지, 단체의 멤버이며 
고문이다. 여러 수상경력이 있으며 최근 2016년 9월 튀지니아의 아랍민주주의연구소에서 상을 받았다. 아르빌에

서 Baghdad 대학과 Salahaldin대학 교수였다. 현재 베이루트 비폭력과 인권 대학(AUNOHR)�의 부총리이다. 

Dr. Hussain Shaban is an intellectual, academic researcher, legal consultant. He has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 law and political science. He has published over 60 books in law, 
tolerance,�international�relations,�human�rights,�religion�(Islam�and�Christianity),�civil�society,�culture�and�
most recently published a book titled, “The Intellectual and the Doctrine of Crisis.”
He is an active member and advisor in a number of organizations, magazines and associations of 
Arab,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He has been awarded several prizes, most recently 
in September 2016 in Tunisia at the Arab Institute of Democracy. He was a professor at Baghdad 
University and Salahaldin University in Arbil. Currently he is the Vice President of the Academic University 
of�Non-violence�and�Human�Rights�(AUNOHR)�in�Beirut.

조무제 Moo Je Cho

조무제는 미주리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연구 분야는 칼슘 신호 변환기에 의해 매개되는 식물의 
방어신호 형질도입에 대한 분자 메커니즘이다. 경상대학교 유전공학 교수, 한국분자생물학 회장,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이사를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014년부터 2015년에는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역임 중이다.

Moo Je Cho received Ph. D. in Korean literature at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Mo, USA. He 
specialized in the Molecular mechanisms of plant defense signal transduction mediated by calmodulin, 
a calcium signal transductor. He serves as the professor in department of Biochemistry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 th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Biology, and as the member of 
Board of Trustee, KISTEP. Also, Cho served as the presiden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07-2015 and as  the chair, Research Advisory Committee, STEPI and as the 
presiden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rom 2016.

손동현 Son, Dong-Hyun

서울대학교 철학과, 동 대학원 졸;  독일 마인츠대학 유학. 철학, 신학, 교육학 연구, 철학박사 학위 취득.  성균관대

학교 철학과 교수; 초대~3대 학부대학장 역임.�(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대전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철학회장, 
한국교양교육학회장,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한국연구재단 이사 역임.�(현)포스코교육재단 이사. <미완의 화해>, 
<세계와 정신>, <세계존재의 이해> 등 저서; <역사의 이념>,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존재론의 새로운 길> 등 
역서를 펴냄

Son,�Dong-Hyun�studied�philosophy�at�Seoul�National�University�(receiving��M.A.)�and�further�philosophy,�
pedagogy and moral theology at Gutenberg Uni. in Mainz, Germany received Ph.D. in philosophy. After 
he returned home he took the professorship at Sung Kyun Kwan University, where he contributed to 
founding the University College and worked as its Dean. He was invited to Daejeon University as Chair 
Professor after retirement from Sung Kyun Kwan University. He served as President of several academic 
societies, e.g. the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for General Education, the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He worked also as a member of council of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He published philosophical works World and Spirit, On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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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조강연

Hope, a forgotten topic in the humanities

인문학의 잊혔던 주제 희망, “ ”

로제 폴 드루아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

모니크 아틀랑 프랑스 공 방송 채널2

Droit, Roger Pol‐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Atlan, Monique French Public Television Channel 2

Abstract

희망의 개념을 되살려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 우리는 대개 희망의 의미가 명확.

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희망이 미망에서 깨어난 우리 사회의, .

맹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문학이야말로 희망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데.

큰 공헌을 해왔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우. ,

리는 희망의 개념을 다시 탐구하고 그 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희망/ .

의 부재는 단순히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것이며 우리를 움,

직이고 더욱 나아가게끔 추동하는 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일면인 희망이 언제나 야누스와 같이 이중적

임을 기억해야 한다 희망은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며 그리스의 판도라 신화는. ,

이 잊혀진 측면을 상기시킨다 또 한편으로 희망은 인문학을 통해 가르쳐야만 하. ,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희망을 단순한 마술적 사고가 아니라 통찰력의 시험이.

자 진정한 행위로 만드는 참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향후의 연구를 위해서는 특히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연결함에 있, 1) (

어 희망의 합리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이중적 본성을 인지하기 전지구적 희망절) 2) /

망 모두와 단절하여 사례별 분석을 하기 위해 각종 담론과 판단을 기술적 혁신을

고려하며 재평가하기 미래 혹은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만을 강조하는 우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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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특징적인 위기들을 면 히 분석하기 모든 것을 유전학과 빅 데이터가4) (

보여주듯 원 클릭 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우리 시대의 경향 탓에 우리가 직) “ ”

면한 행위에서의 위기를 이해하기 에피쿠로스 스피노자 카5) (Epicurus), (Spinoza),

뮈 등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희(Camus)

망을 불신했음을 이해하기 무엇보다도 희망처럼 사유의 고전적인 틀로는 이해6)

하기 힘든 이성적인 감정 들에 대한 새로운 분석 시도하기와“ (thinking emotions)”

같은 여섯 가지 우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Monique Atlan

Ladies and Gentlemen, we are deeply honored to be here to introduce these
important debates of the "4th World Humanities Forum".

Before beginning, let me first thank specially Professor Dong Hyun Son,‐
Chairman of this Forum and Professor Jun Hong Kim, Secretary General, for‐
letting us make the trip from Paris and inviting us to discover even just a little
part of your amazing countr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is work on "Humanities
for Hope".

During the next three days, we will try to study together and face how the great
challenge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n one hand of a globalized, neo‐ ‐ ‐
capitalistic and unchecked economy, and on the other hand of all the original‐ ‐
technological revolutions of the last fifty years, threatens our conception of the
human being and can drive us toward those "tired" societies, so well described by
professor Byung Chul Han.

Fragile societies, giants with feet of clay, with no more breath, no more
strength, no more dreams nor visions of the future, with no more desires except
urgent, imperious, materialistic, short term ones. I call them "click desires", "click
aims"...

If Roger Pol Droit and I are here today, it's perhaps because we still have the‐
same concerns as you, which lead us to the book we published a few months ago
in France, entitled "Is there any future for hope?" (This 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has been published just this week).

If I mention this, it's certainly because we think that in order to rene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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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interrogations of today's world, it seems very urgent to renew with the
largely forgotten notion of Hope.

The very title of our Forum is "Humanities for Hope". We know what
Humanities are. We believe the meaning of Hope is obvious, but this is not so. We
have to focus our attention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general
meaning of what we call "Hope"? And what does it mean today?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need to become aware that Hope seems to be a
well known, clear and simple notion, used every day by everyone.‐

We think, on the contrary, that it is a neglected, depreciated notion, unseen, like
a real blind spot of our disillusioned societies.

Hope abandoned for such a long time to the religious field alone, always
postponed to a "world of the hereafter".

Forgotten Hope and this is more important for us today forgotten‐ ‐ especially by
all the Humanities themselves, that have largely contributed to its oversight...
Imagine, during our work, we have searched throughout international research into
hope and didn't find anything, or very little. Why? We will have to answer this
question...

On the contrary, Roger Pol and I think that Hope is the basis notion that we‐
have to reconsider as the main tool for building up a new future, that we have to
pay again attention to seriously. Hope as the necessary, and unavoidable foundation
on which we can renew the capacities of our societies.

Hope, with so many facets, to lead us to fulfill, to implement, our way of being
human beings, complete, without resigning, or giving up on our responsibilities to
the next generations.

So, if you agree, let's proceed with two remarks, before I let Roger Pol display‐
their content.

1) Let's first specify what we mean when we speak about Hope.

For the moment, we are not speaking about this inner, intimate feeling, that
makes us move, rooted inside each of us at all stages of our individu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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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ant to speak about a collective hope, a global one, shared by an entire
community, that can mobilize us, and drive us further, together. And this is–
important this kind of hope is much more than the simple sum total of all our–
personal hopes. It's something else. It looks like a horizon.

We are talking about what can be the foundation of a society, open to a future
vision. And we are obliged to insist: this kind of hope is cruelly lacking today.
What is more, we think this is the main problem of our time.

Instead of always accusing capitalism or technology of the worst as Heidegger‐
and all his followers try to do ‐ we think that they are just tools in our hands, of
course as long as we do not sacralize them like idols, and perhaps sometimes we
fail to meet this condition...

But more surely, we consider the lack of hope as the missing engine or fuel for
our societies, as a lack of aims looking toward the future.

For a better understanding let's go back to the most simple definition: Hope is,
obviously, the wish to obtain something better for the future. A wish unsure of its
results, by which we act, to make them become concrete and real.

Everything is he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an expressed wish, a necessary
action in time, but very soon there appears the obligatory wait, an inevitable time
to endure in order to see some possible results, and moreover the uncertainty, the
risk and fear of failure of one's hope...

With that modern temptation to abandon hope to avoid the fear of failure of
one's hope... This happens more and more often when the desire to control
everything prevails, as it does in our societies...

So, as soon as we begin to examine it, Hope appears to be more complex, more
ambiguous, less naive than at first glance. Not just a simple and good feeling.

And it's precisely because of this, that it's one of the first dimensions, an
irreducible one, of human beings. Even if we don't use it even, if we lose its use.
The French philosopher Henri Bergson used to say: "Gods don't hope, nor do
animals": and explained that Gods have eternity, while animals have no critic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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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Hope is the ultimate human dimension, but it is always two faced, like the‐
god Janus, positive and negative at the same time. We see it in our troubled days
confronted to all these death's and destruction hopes that appear all over the world.
But, we should also not forget the bright faces of hope that lead the world to
more Democracy, Freedom, Resistance, Progress,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so on...

Hope has lived through so many changes, metamorphoses, beginning with the
time of the Greeks, when Pandora's legend brings it to us. You know, when
Pandora, that beautiful and divine creature who could not resist opening the box,
provokes the fact that all bad troubles (illness, death, lies, violence, etc) suddenly
spread all over the world with no return, leaving just Hope, Elpis in Greek, at the
bottom of the box. Hope, Good or evil?

The question remains from that time of why Hope stayed inside, but this
moment certainly has introduced us, and lead us towards our humanity, that is to
say: finally separated us from Gods and animals, specified as masculine or
feminine gender. Before those times, all was mixed up with no differences. At this
time, human beings appear, ambiguous and therefore human at the same moment.

So, we could say, in this sense, Pandora, in fact, had no choice, could not do
otherwise than open the box, in order for humanity to exist, with this possibility
of hope remaining to make us elaborate civilizations that grow and increase...

2) A second and last remark in the short time remaining to me, linked to the
previous one: We think that Hope must be learned, has to be learned, especially by
our humanities. We have to think, to elaborate, a real education of Hope. But,
how?

Of course, we know right now that it's a paradox to speak like that. Because we
know that I can't force anyone to hope. Hope cannot be preached. So what?

We can answer, following Nietszche or, after him, the German philosopher Ernst
Bloch in the 20th century, or Hans Jonas, right in the midst of times of darkness
and tragedies, both saying that "we can learn how to hope", that we need "an
educated hope".

For them, and we agree with no doubt, hope is like a process, an experiment,
an exercise of luc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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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Hope is a natural human datum does not contradict the fact that
we can learn it. Like we can learn to breathe, run or think, even though we
already know how...

In fact, we have to consider Hope like a raw material that we have to filter, to
sieve, to refine, to eliminate all the false hopes, the negative, unaffordable,
unrealistic ones. Hope as a well tempered experiment, by means of lucidity as a‐
tool.

And more than that, Hope as a real action: that is to say, which eliminates all
the magical thoughts that lead us often to hope without acting, just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one day, without our participation ... You know, a little bit
like our contemporary political leaders who are using hope like an incantation
during the short periods of their terms, without any serious thought about our
future, without writing any collective tale to promote it. They are like those opera
singers that shout on the stage "let us walk, let us walk" without moving...!

On the contrary, we think that we have a political responsibility to our new
generations, to teach them Hope, to promote the notion.

In this way, we can say that a cultural, historical, psychological, and a political
knowledge of hope is required. And we are sure that in this field, Humanities have
a lot to do...!

Roger Pol Droit‐
What do the humanities have to do? In what way could they help us to

understand our time, and its relationship with hope? I will suggest six tasks, which
are both six obstacles to surmount and six priorities for future research.

First, however, I want to thank, in my own name, Mister Chairman and Mister
Secretary General for their kind invitation, and all of you for your attention. I am
very happy to be here, because I have not had the pleasure to be in Korea since…
1995! At that time, I had set up a Unesco meeting the context of a program I was
responsible for, and it's really a great pleasure, and a great honour, to be here.

Let’s go back to Hope and to my short list of « things to do » for the
Humanities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present time, and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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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ter grasp on our future.

1 The very first priority is to keep in mind the twofold nature of hope,‐
irrational and rational.

Hope is at the crossroads of irrational desire and rational strategy. I wish to go
into this point a bit further.

It is not only a wish, but also a calculation. By the way, this was the very first
meaning of the old Greek word elpis: estimation and valuing. In the most ancient
texts, by Homer or Hesiod, elpis means: estimating what may happen, bad or
good. Then, linked to desire, Hope is also obviously linked to rational thought, a
thought able to calculate what will probably occur or not, and to elaborate what
we can do to achieve the best and escape the worst.

Then, let us try not to forget this point: hope has to be seen as calculating and
rational, not only as confident and emotional.

If we apply this idea to our time, and particularly to the « false desires » created
by marketing, we can first note this point: a lot of our hopes seem to be artificial.
We really need only a few things, but we are driven everyday to desire more and
more things that we don’t need « by nature ».

Up to a point, our estimating about what we need or not becomes false, and our
thoughts about what we can hope and what we can dread are made false too.

I wish to lay a stress on that point, because it is brought in light in the very
program of this Forum.

To criticize « false desires » is a very old gesture in the field of humanities,
particularly in the moral philosophy of Socrates and Epicurus. You remember how
Socrates, after a walk through the market of Athens, among clothes, pottery works,
and all kinds of food, finally said « So many things I don’t need! »

Foolish people need more and more. The wise man needs only what is essential
for a truly human life. This very idea was strongly developed by Epicurus in this
way: the needs of our body are limited and easy to satisfy, the desires created by
our mind are unlimited and endless.

Obviously, these are phrases of wisdom. Nevertheless, I wonder whether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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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well adapted to our time. Of course, we could hope that everyone should
become wise, that every man should become a philosopher. We can hope that the
humanities might give a new moral foundation for our Future But I am afraid it…

would not be so simple.

Because, not everything is so bad in consumer society, either in capitalism or in
technology. And it might be that something is wrong in any conception of an
« original nature » of Man and, moreover, in an « original nature » of society.
Everything in mankind is more or less artificial. To pick out any « natural » feature
and to value it as authentic is, to my mind, a risky task.

I don't mean there is nothing to hope. I don't say we have to preach delusion,
or to advise resignation. Not at all. I only stress this: let us be careful in our
judgments, let us avoid being naive, and being both global and one sided.‐

This leads to priority number 2

2 Let us be careful with global judgments, and let us prefer case by case‐ ‐ ‐
analysis

Monique Atlan and I have clearly understood this priority, in a previous book,
published in France four years ago. The title is Human. It is a six hundred page‐
book, and I don’t plan to sum up in a few words, as you can guess. I just want
to bring in light one of the main conclusions, I mean this necessity of case by case‐ ‐
analysis.

If this book is thick, it is because it deals with a huge question: what is
happening today with the idea of Man? What has become of it, in the midst of the
deep metamorphosis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revolution, genomics,
biotechnologies and so forth?

No global answer, no global hope, no global fear only case by case, why? For–
two reasons.

On one hand, the great hope in Progress with a capital P is dead. This faith‐ –
was born with the European Enlightenment, and grew up during the industrial and
scientific revolutions. Roughly speaking, it believed that all the hopes of Mankind
will be fulfilled together: more comfort, more health, more educatio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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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and even more morality As everyone knows, this global hope was…

destroyed by the 20th century, when the most advanced countries appeared as the
most barbarian.

On the other hand, as a second reason to avoid global judgment, a new myth
took the place of the one of Progress the myth of imminent Chaos. Technology–
growing without control is supposed to destroy Nature, mankind and even every
kind of life.

After the illusion of « technophilia » and its naive, one sided hope of universal‐
happiness, the symmetrical illusion of « technophobia », and its one sided fear of‐
global annihilation. We think, Monique Atlan and myself, that global hope in
Progress was misleading, and that global fear of Hell for tomorrow will be
misleading too.

This is the reason why efficient hope can be only be on a case by case basis.‐ ‐
The good news is that the humanities are fit to deal with that kind of analysis. The
bad news: some obstacles must still be overcome, some tasks are remaining, some
priorities still await.

3 The third one is to understand the crisis of time in which we are– I mean–
the crisis of our conception of Time, which is focused, by now, on the one and
only Present.

Since the 1980s, the Past has faded, the consciousness of History has seemed
less and less vivid, and the dreams, the desires, and projects for Future are also
more and more vanishing.

Obviously, when people can’t imagine any Future, they are unable to really hope
for anything I mean any historical horizon for their society, nor for mankind.–

No future, no hope. You can reverse the proposition: no hope, no future. Hope
makes and opens up the future as much as it requires it. We have here a reciprocal
causality, without a first element.

I leave aside the hard question of why « how », and above all « why », the
Present has finally overwhelmed the two other dimensions. In slow societies, the
« cold » ones, people lived as their parents and grand parents. They dressed like‐
previous generations, they worked with the tools their children were sup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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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ith. They expected that tomorrow, more or less, the same thing would
happen as yesterday. The Past was the model, and the rule, for the Future.

The main hope was to remain in the same status, to avoid trouble, to maintain
equilibrium.

Modern Times changed this model: people understood that new discoveries, new
inventions were going to change their lives, and those of their children. Then, the
Future became the horizon, the aim, the final goal or the ultimate reference.
Everything in the present was made or planned for a better Future. Even the Past
was understood as the very first step for Future. Here was the reign of History,
Progress, Revolutions and so on.

The crisis of this modern model is « presents », a concept framed by the French
historian François Hartog. It means that Present seems to be the one and only
dimension of our time. We are reluctant, or unable, to imagine how people will
live and dwell in only 100 years. We forget the way they were living even 100
years ago.

If the main obstacle to Hope is this reign of Present, the first step to surmount
it is to be aware of this crisis of time. We have to see it, we have to understand
it, and we have, as far as possible, to overcome it.

But this will be not enough.

4 The fourth priority is to understand the peculiar crisis of action that we are‐
facing now.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crisis of time, as you can guess. But I want to stress
a special feature, which is too often neglected. Our time intends to master
everything, without waiting. Chance, randomness, and risk are less and less
welcome. It seems more and more necessary to eradicate them, by controlling
everything in « one click », or even better, without any click. As you know, the…

growing domination of « big data » leads to action without delay, most of time
without choice or human decision.

This fading of human action has a direct impact on hope, because hope
presupposes that the results remain still dubious, and the Future still uncertain. If
we don’t yet accept that our knowledge and our powers have limits, we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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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cuate hope from our minds!

I don’t say that is really the case, because it seems to be properly impossible.
I suggest that we are dreaming, more and more, of such a society that is devoid
of hope, because it is empty of risk, empty of doubt, empty of trouble itself, the
beautiful trouble of human action.

Here also, we have to become aware of such a crisis, in order to be able to
analyse it and, perhaps, to find a path to escape the society of control that is
linked to it.

As you see, these last obstacles to hope today crisis of time, crisis of action‐
lie outside of the humanities. They can help to understand them, perhaps to solve‐

them, but these obstacles don’t affect them from the inside.

I want to end by pointing out, in the few minutes remaining, two last priorities
concerning obstacles which may be considered as « internal ».

5 We need to be aware that hope has been mistrusted by philosophers.–
There is a great deficit of thought about hope i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even a strong mistrust or suspicion about its existence.

When we began our enquiry about hope among philosophical works, our first
astonishment was to discover there were only a very few pages devoted to hope!
At the first glance, this is a surprising situation, because hope is so important in
everybody’s life, so crucial in history that we could expect to find many
developments about its nature, its powers or its limits. Hope might have been
scrutinized as much as freedom, justice or love, for instance. This is not the case.

On the contrary, the rare pages devoted to it by ancient or modern philosophers
are mostly negative. This is not the place to sketch this history, but it is
worthwhile reminding you that their criticisms are based on two main points. First,
hope drives us outside of reality. « Hope is the dream of a man awake » said
Aristotle. When we hope, we are taken out of the present day, out of the present
place. We live in a illusion instead of facing the world as it is. This argument,
invented by Epicurus, occurs for instance, under different guise, in Montaigne,
Pascal, Schopenhauer, Camus among others.…



102

The second main criticism of hope consists in emphasizing its link to fear. If
you hope for something, you fear that it might not happen. And if you fear
something, of course you hope that it would not occur. Therefore, there is no hope
without fear, as was remarked by Epicurus, stressed by Spinoza and several
contemporary philosophers.

The conclusion is very simple: hope is a bad thing, an illusion to avoid, even a
poison to set aside. The wise man doesn’t hope: he lives here and now, and
nowhere else.

As you see, when we need to discover some weapons for fighting against the
crisis of hope today, we are not so lucky in the field of philosophy…

By going more deeply into this question, by asking why philosophers mostly
despise hope and try to eliminate its existence, we came to the following
hypothesis: western philosophy is mainly focused on the Present, even on Eternity,
and it neglects becoming as well as the Future.

We could say, still roughly speaking, of course, that philosophy is a kind of
« presentism » which existed in the field of Ideas a long time before it appears as
a social reality around the globe. In any case, the heritage of philosophy is more
of a burden than a true help for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hope and the ways
to renew it.

Why is it so? I mean, what is the reason why so many different thinkers, from
different centuries, tried to eliminate hope? We have found a way to answer this
question by reading Emmanuel Levinas. In 1975, in a course delivered at la
Sorbonne, later published with this title: God, death and time, Levinas compares
the conceptions of time in Martin Heidegger and in Ernst Bloch.

To summarize the result in a few words: Heidegger, following the main path of
philosophy, based his definition of time on the relationship of an individual to his
own death. On the contrary, Ernst Bloch, who published the Principle of Hope in
1959, is privileging the relationship to life, the transmission to coming generations,
and privileged the Future instead of the Present.

To conclude on that point, the main challenge,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is to renew, even to rebuild, an analysis of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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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 include dreaming as an essential part of human dignity. It would
moderate illusion by the use of rationality and lucidity. It would accept to fear and
to fail for the sake of keeping hope. In other words, it would refuse to the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as most of the philosophers did. Indeed, we
think that to kill hope is by far more dangerous than the so called dangers of hope.‐

Above all, we have to consider the Future as the main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which is never ending and never fixed for ever. By privileging the
Future, we say human history is always unfinished, Man and Society are always
unfinished, as are Sciences, Arts, Thought and so forth.

There are a few important landmarks toward such a thought in the works of
Ernst Bloch (The principle of Hope), of Hans Jonas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Even if they don't agree on everything, they are both « Future
oriented », if I dare say. They know the future is more important to man’s mind
that the present. Almost everything we hope, everything we desire and plan to do,
concern tomorrow.

I have said: « we hope, we desire and plan to do ». That leads me to the last
obstacle we have to surmount for thinking efficiently about hope. It is not only a
desire, it is also a rational strategy. It is not only a feeling, but also a thoughtful
feeling, including calculus and plans for avoiding failure and acting successfully.

But this is not easy to conceive, which is why …

6 We need to elaborate a new analysis of the « thinking emotions »–
Hope is an hybrid of emotion and rational thought. Monique Atlan and I call

this a « thinking emotion ». We mean that any hope is first a raw desire, which
may be near to hallucination, but which has to be shaped and worked, to be
transformed by thought and experience.

This kind of double reality of hope both feeling and thinking is baffling for– –
classical frameworks of thought. Everyone knows there is a huge and solid
dividing line between « reason » and « emotion »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On
one hand, there are logic, arguments, the sciences the side of the mi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reams and desires, irrationality, imaginary beliefs the side–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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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this is highly schematic. But it remains powerful, even in the
humanities today. We are still more or less reluctant in the face of the combination
of thinking and feeling. Or we feel ill equipped, out of tools, out of grasps. We‐
have to elaborate a new analysis of hope, taking account of this specificity.

Ernst Bloch wrote than Hope was still « as unexplored as the Antarctic ». We
think that these explorations are to be established, as new topics for research in
the humanities.

I think I have confirmed what Monique said before: there is much to do, and I
don’t doubt that the present World Humanities Forum, which is opening will be a
fruitful step on this long way.

My very last words will be a quote from a classical genius, the Italian poet
Dante. In the Divine Comedy, at the front door of the Hell, he put this words:
« You who enter here, abandon all hope ».

What does this mean? In Hell, there is no act 2. The story is over, all the parts
have been played, the theater is closed. The damned are here forever, forever in
fire and suffering.

If we want to avoid such a fate in the real world, we have to renew hope, by
waiting and by acting, by feeling and by thinking. Because history is unfinished.
This very belief is part and parcel of human dignity.

We thank you very warmly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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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1

My Remotest Past Named Hope: A Psychoanalytic Essay

on Transmigration in Time and Space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먼 과거 시공상의 이주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에세이

가즈시게 신구 나라대학교

Shingu, Kazushige Nara University

Abstract

희망이란 이름의 당신을 찾아서 나는 다시 머나먼 도회지로 가는 기차를 탑니“ ,

다 당신은 내 고향과 첫사랑의 가장 희미한 추억이건만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떠/ ,

나버렸지요 다시 당신을 만날 그날까지 내 여정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유명/ , .”

한 일본 대중 가요의 가사는 희망을 정신분석학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의한다 희.

망은 욕망에 부합하는 전망일 수 있으며 과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일 수 있으며, ,

혹은 개인이 살아갈 막연한 시간의 환시일 수 있다 그러므로 희망은 원히 시간. ,

과 공간을 떠도는 무엇일 수 있다 나의 행복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곳이 아닌 어.

딘가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낭만적 삶의 모토인데 이를 가능케한 것은 욕. ,

망의 환유적인 움직임을 더욱 확장하게끔 해준 자본의 성장이다 환경(metonymic) .

문제로 인한 한계라는 현실이 급속히 다가오는 현재 희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증상 중 하나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증상이 독자(symptom) .

적이며 궁극적인 희망으로 변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Introduction

“In search of you, whose name is hope, I take a train for a faraway tow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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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my remote memory of my native town and early love, but you left me
without my knowing it when I grew up. Yes, until I meet you again someday, my
journey never knows when to stop.” Thus run the lyrics of a famous Japanese
popular song, in which we find hope defined almost in a psychoanalytic way; hope
may be a favourable prospect of desire, a projection of the past onto the future, or
a vision of an indefinite duration of time through which I might live. Thus, hope
might be something that eternally transmigrates in time and space. My happiness
resides somewhere other than where I live now. Such is the motto of the romantic
style of life, supported by a capitalistic growth that has enabled us to envisage a
further metonymic movement of desire. Now that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limitation looms large, there is the threat that hope may ultimately shrink into one
of our symptoms. However, who can tell that our symptoms may not turn out to
be our original and utmost hope?

Hope as rememberingⅠ．

Hope is our remotest memory but why? Freud’s theory of dream analysis—
proposed that childhood memories are convoked in dreams to make present wishes
come true in a symbolic form. According to Freud, childhood memories never fail
to fulfil the present daily wish, which comes into dreams in the form of “day
residue”. In our daily lives, our hopes may often be rebuffed, but when we dream
the following night, we find our hopes fulfilled in a disguised form. Thus dreams
are underpinned by an “indestructible” unconscious desire.

If childhood memories are recollections of an infantile scenario in which our
desire was satisfied with specific actions before we possessed knowledge, these
memories might be omnipotent. Thus, we may rely on such memories whenever
our desire is unsatisfied by the reality of daily life. We can hope for them to undo
what has happened in reality and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dream to create a
new image of satisfaction from present experience.

Thus, instead of present distress, we will be possessed of past omnipotence and
the future, which is a projected past. This process of dream formation a―‐
systematically prepared projection of the past onto the future may be the making―

of hope. Freud depicted the characteristic relationship of our past and future
invented in dreams as follows: “And the value of dreams for giving u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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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uture? There is of course no question of that. It would be truer to say
instead that they give us knowledge of the past. For dreams are derived from the
past in every sense. Nevertheless the ancient belief that dreams foretell the future
is not wholly devoid of truth. By picturing our wishes as fulfilled, dreams are after
all leading us into the future. But this future, which the dreamer pictures as the
present, has been moulded by his indestructible wish into a perfect likeness of the
past.” (SE, 5: 621)

This chronological structuring of our experience by Freud resonates with its
antecedent: the Hegelian conception of the formation of the Spirit. According to
Hegel, the Absolute Spirit could be reached when the individual subject has
integrated themselves into History, the utmost given from each of our pasts. So,
the happy combination of the resuscitation of the past with its projection onto the
future is a common structural feature between Hegel and Freud. Some of the
differences in this correspondence are that the Freudian past needs an unconscious
mechanism when it becomes the future, such that this mechanism is brought into
function only in dreams, and that the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into the
universal History cannot avoid internal unconscious discordances.

The Hegelian past the History is something to be remembered, or― ― erinnert in
German, as the individual unconscious past, which is also to be remembered in
psychoanalytic treatment. Therefore, remembering is important in both cases.
However, the nature of the Absolute Spirit, reviewed from a Freudian perspective,
would be one of those hallucinatory images of dreams. In psychoanalytic treatment,
we sometimes meet with people who used to be considered borderline cases― ―

who, during psychoanalytic remembering, experience pathological hallucinations
that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dream imagery. Such cases demonstrate that
remembering one’s past might be a dangerous attempt to let oneself believe, in
haste, that one is united with History itself.

My basic hypothesis is that this “remembrance projection mechanism of the‐
unconscious” underlies the notion of hope in contemporary human society. The
Hegelian Absolute Spirit was transformed by some historical tact into the Freudian
wish fulfilment in the dream. Both represent our hope for the future. The Absolute‐
Spirit might be a representation of our future entity, similar to the Buddhist subtle
body, which involves the transmigration from one incarnation to another.



108

It is unclear why these two great thinkers Hegel and Freud invented such― ―

notions of hope. I propose that these were necessary reactions to the predestinate
despair described by Pascal at the dawn of modernity, together with the dignity of
humanity.

Hope as an exit from despairⅡ．

Pascal wrote about despair as follows:

“From those who are in despair at being without faith, we see that God does not
enlighten them; but as to the rest, we see there is a God who makes them blind.

“The eternal silence of these infinite spaces frightens me.”

“When I see the blindness and the wretchedness of man, when I regard the
whole silent universe and man without light, left to himself and, as it were, lost in
this corner of the universe, without knowing who has put him there, what he has
come to do, what will become of him at death, and incapable of all knowledge, I
become terrified, like a man who should be carried in his sleep to a dreadful
desert island and should awake without knowing where he is and without means of
escape. And thereupon I wonder how people in a condition so wretched do not fall
into despair” (Pensées).

These phrases sound almost like a malediction on the coming modernity
composed by unbelievers. Yes, “people in a condition so wretched” did fall into
“despair”. They must have wanted to be relieved from this despair. In other words,
they needed “hope” in order to survive it. And many thinkers tried to contribute to
the possible treatment of this imminent need, not to mention the Perpetual Peace
or the Immortality of the Soul described by Kant.

Hegel’s Absolute Spirit was one of these attempts to establish hope, by
internalizing the History of mankind into the subject and thus constituting the
future.

Meanwhile, there was another attempt that was almost an opponent to it.
Kierkegaard, a pious warrior, sought to deal with despair using Christian belief.
His attempt was not to surpass despair, but to observe it in one’s own melancholic
mind and attempt to be healed by God. He wrot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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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air is conceived as the sickness, not as the cure.”

“The possibility of this sickness is man’s advantage over the beast; to be sharply
observant of this sickness constitutes the Christian’s advantage over the natural
man; to be healed of this sickness is the Christian’s bliss.”

“So then it is an infinite advantage to be able to despair .”〔…〕

“Yet in another and still more definite sense despair is the sickness unto death.
It is indeed very far from being true that, literally understood, one dies of this
sickness, or that this sickness ends with bodily death. On the contrary, the torment
of despair is precisely this, not to be able to die. So it has much in common with
the situation of the moribund when he lies and struggles with death, and cannot
die. So to be sick unto death is, not to be able to die yet not as though there‐‐
were hope of life; no the hopelessness in this case is that even the last hope,
death, is not available. When death is the greatest danger, one hopes for life; but
when one becomes acquainted with an even more dreadful danger, one hopes for
death. So when the danger is so great that death has become one’s hope, despair
is the disconsolateness of not being able to die.”

Certainly, in a severe untreatable disease, in an agonizing pain, one would prefer
death to painful life, and when, in this case, one cannot die, the only thing one
has is despair. Then, how would be hope possible? To tell the truth, Kirkegaard is
not kind to hope. He writes as follows.

“Hence in possibility one can go astray in all possible ways, but essentially in
two. One form is the wishful, yearning form, the other is the melancholy fantastic

on the one hand hope; on the other, fear or anguished dread. Fairy tales and‐‐ ‐
legends so often relate that a knight suddenly perceived a rare bird, which he
continues to run after, since at the beginning it seemed as if it were so very near

but then it flies off again, until at last night falls, and he has become separated‐‐
from his companions, being unable to find his way in the wilderness where he
now is. So it is with the possibility of the wish. Instead of summoning back
possibility into necessity, the man pursues the possibility and at last he cannot‐‐
find his way back to himself.”

Here, one may recall the Japanese popular song “Hope”, that I cited at the
beginning of this paper. Kirkegaard would not be kind to this song eit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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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nymic movement of desire (wish) on the train is not what he recommends as
a remedy to despair. Rather, the scene of wilderness depicted by him resembles the
desert island by Pascal. So for him, hope is not a salvation from despair, but a
temptation to it.

Moreover, Kirkegaard indicates that hope is one of the two forms of illusion;
Juvenile illusion is hope, senile illusion is recollection. So when one feels hope
coming over, one should suspect it might be futile. We recall the structure of the
making of hope, where recollection is combined to the possible future, in Hegel or
in Freud. Even though I come from psychoanalytic field, Kirkegaard seems to say
that, if we recollect memories from our past and project it onto the future, it
would only be in vain.

But despair is universal and necessary for mankind. Then, Kirkegaard’s
recommendation may be the awareness that despair is sin. It is sin for a man to
be cocooned in despair. However, man in despair can be aware of his own sin,
thus seeking help from nothing other than God. Kirkegaard would then renovate
the notion of hope as follows.

“For, humanly speaking, death is the last thing of all; and, humanly speaking,
there is hope only so long as there is life. But Christianly understood death is by
no means the last thing of all, hence it is only a little event within that which is
all, an eternal life; and Christianly understood there is in death infinitely much
more hope than merely humanly speaking there is when there not only is life but
this life exhibits the fullest health and vigor.”

In psychoanalytic field, Melanie Klein, who described the universe of the infant,
talked much about human sin: Babies devastate the mothers’ inside and breasts in
their greed, but later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by knowing that it is themselves
who destroyed the source of life, they enter what she calls depressive position.
They begin to be subject of sin. Meanwhile, faced with the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designated as despair by Kirkegaard, certain existential philosophers
will try to find the way to their own existential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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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clude: Hope as a longing for the Pure LandⅢ．

As Kirkegaard suggested, renewed hope might be linked with the awareness of
sin. This problem has been much discussed in Japanese Buddhism. The evilest
being in the world must be reborn in the Pure Land. Such is the tenet of Jodo‐
Shin Buddhism. Meanwhile, this world, as it is, is already the Land of Lotus. Thus
teaches Zen Buddhism. These Buddhist teachings have nourished the Japanese
mind. By making a comparison of them with the metonymic making of hope in
the modern capitalistic world, I would like to conclude thi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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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2

Social Perspectivity: From the Anonymous Social Order to

Individual and Social Awareness

사회적 관점 익명적 사회질서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자각으로

칼 메르텐스 뷔르츠부르크대학교

Mertens, Karl W rzburg Universityü

Abstract

집단적 지향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비춰볼 때 사회적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이,

론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도전은 어떻게 개별 행위자들이 뭔가를 함께 하면서,

의도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표준적 접근법과는 반.

대되는 각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사회적 삶의 경험이 일차적으로 익명성을 지.

닌다는 하이데거 와 거위치 의 현상학적 통찰에 따라 사회적(Heidegger) (Gurwitsch) ,

관점들에 대한 우리의 담화를 더욱 철저하게 구별지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다 특히 필자는 사회적 행위자가 자신의 관점을 의식하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 ,

식을 구별할 것이다.

사회 구조가 지닌 익명성은 사회적 행위에 규범적인 향을 미친다 사회구(i) .

조는 무엇이 사회에 순응적인지 그리고 무엇이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는지를 암묵,

적으로 확립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의식하게 되는 것.

은 암묵적 규범들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가능성과 공고히 연관되어 있,

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ii) 다른 행위자들의 관점으로서의 개인적 관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관점취하기 의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행위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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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위자의 관점에서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둘 능력을 지니

고 있다 이로써 사회질서의 익명성은 손상되지 않은 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단순히 익명적으로 주어진 사회질서의 맥락에서 개인적 관,

점들이 지닌 가변성 우연성 전환가능성일 뿐이다, , .

행위자들이 스스로는 물론 타인들도 참여한 대안적인 사회구조에 직면할(iii)

때 사회구조의 익명성은 그 자체 하나의 주제가 된다 특히 사회적 규범들이 대, . ,

안적인 질서에 비추어 현재 주어진 질서를 변혁하려는 사회적 갈등의 주제일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어진 사회구조의 익명성이 제거된다 그 결과. . ,

다른 사회질서를 그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사회질서 원래, (

의 질서와 대안적인 질서 모두 의 적법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사회적 행위자 집단) (

이나 사회 수준에서의 관점 취하기 가 가능해진다) “ ” .

When we look at the recent discussions about collective intentionality, the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philosophical theory of social action consists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how the particular intentions of individual agents in a
cooperative social action can be joined into a collective intention. Furthermore, we
would also need to explain how individual agents possess or acquire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to follow collective rules.

In contrast, I would like to start from the opposite angle by arguing that social
life is primarily experienced anonymously, and that this experience provides the
background of every particular social interaction. In the first part of my talk, I will
take up some phenomenolog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anonymous experience
of social life. In the second part, I will turn to the question of how social agents
gain an explicit consciousness of their own and others’ social perspectives, i.e., the
awareness of being part of a community distinguished by its own situations,
preferences, intentions, etc. In this context I propose to differentiate between three
kinds of social perspectivity.

1. The Social Situation

It is a phenomenological insight instigated by Edmund Husserl’s analysis of the
lifeworld, and further developed by Martin Heidegger, Maurice Merleau Ponty, and‐
Aron Gurwitsch that our experience of social life is situated within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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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horizons. Interacting, cooperating, understanding others as others or even as
personally specified others, being interested in defining and comprehending the
intentions or feelings of other human beings all this presupposes that we are–
already living in a world which is fundamentally social. We gain this insight in
two steps. First, in analyzing social life we must turn from the cognitive to the
practical sphere. Second, we have to shift our philosophical focus from the
interacting individuals to the social background of their interaction. Both steps can
be found in Gurwitsch’s investigation of social life. According to Gurwitsch (1979:
35 ff.) the other is not primarily a target of our knowledge. Antecedent to our
specific cognitive interests we engage with other humans in practical ways and
contexts. Of course, this is the case when we are explicitly interested in a social
practice like making an appointment, helping someone, or cooperating. However, in
our practical life, we are engaged with others even when we are not explicitly
focusing on the interaction with them. This becomes clear if we take the next step,
which consists in a reflection on the presuppositions or conditions for the
encounters in our social interaction. Gurwitsch emphasizes that social encounters
between practically interested individuals take place in “concrete sectors” of the
world of our daily life (ibid.: 35). Therefore, the primary social encounter is not a
coming together of isolated individuals detached from their horizon. On the
contrary, our encounters presuppose the concrete horizons and situations of our
daily life (ibid.: 35 f.).

In order to flesh out this idea, we should begin by considering in what sense the
aforementioned horizons and situations assume the function of backgrounds. A
background correlates to a foreground. In the case of our social life, the social
horizon or situation is the background of thematically focused social interactions,
interests, etc. Even being alone, taking a timeout from the daily encounters, and
forgetting one’s social duties can only be understood if we refer to the
fundamental social character of our lifeworld. In short: concrete social encounters,
social withdrawal, or the lack of social contact take place within a given social
situation; but conversely, social situations necessarily require thematic social
activities and occurrences too. Thus we can speak of a mutual and conditional
relation between social situations and concrete social experiences. A social activity
or occurrence in the foreground is not possible without a social background, and
there is also no social background without the foreground of concrete social
communications, confrontations, or occur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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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is ‘functional’ meaning, the social situation can be defined in its
affective quality as a social atmosphere. As Gurwitsch has pointed out, our social
relations take place against a background that is determined by a particular spirit,
a special style of interacting and living together that is specific to a particular
social group (cf. ibid.: 123). Such atmospheres not only affect possible actions and
interactions within a particular social group, but also the relations of group
members with outsiders. Gurwitsch states that atmospheres may even be infectious:
individuals who encounter a social group and interact with its members may
become gripped by the particular group atmosphere (ibid.: 144). Social atmospheres
are not individual feelings and emotions of social agents. Rather, they pertain to
the social situation and its horizon, and as such they may be characterized as supra
individual. Although they are pre given to the individual agents in a social‐ ‐

context, atmospheres are not objective features of the world like mountains and
forests or the weather, the sky, or the landscape. They are rather only given in
relation to experiencing social agents. In short: social atmospheres are ‘in between’
phenomena (Zwischenphänomene); they are neither purely objective nor merely
subjective phenomena.

Finally, social situations or horizons should be described as anonymous. They
cannot be derived from individual intentions and interests. Rather, the awareness of
our own intentions and interests already presupposes social horizons and
atmospheres. Also, the social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is shaped by the
horizonal structures and the social atmosphere. These, accordingly, can be
considered as pre given to individual preferences, interests, and aims; in this sense‐
they are independent of and foundationally more basic than individual intentions.
This can be further clarified by referring to Heidegger's account of the structure of
our understanding of being (Seinsverständnis) as being in the world (‐ ‐ ‐ In der Welt‐ ‐ ‐
sein) in Being and Time. On the one hand, Heidegger emphasizes the
fundamentally practical character of our being in the world. Antecedent to every‐ ‐ ‐
epistemic understanding, things are given to us as tools we use in everyday life. In
this respect, Heidegger speaks of ‘equipment’ (Zeug) that is available to our
practic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our primary understanding of being is
characterized by its fundamental social dimension, which Heidegger analyzes in his
investigations of the structure of ‘being with’ (‐ Mitsein). In this context, Heidegger
demonstrates that our basic social experience is the experience of a social world
that is fundamentally anonymous. The decisive idea is that social situatio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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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pre understood as socially ordered situations. Independently of the question‐
as to who acts with whom and whether you and I are involved in an interaction,
and, above all, independently of the question as to which individual intentions
guide our acting and interacting, the possibilities of social actions are shaped by a
pre given anonymous structure. This finds its expression in the ordinary use of the‐
German word ‘man’ (the impersonal ‘one’). Take as an example the sentence “Brot
kauft man beim Bäcker”. Though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One buys bread at
the baker” is acceptable, it is somewhat uncommon. In the usual translation,
however, the impersonal character disappears by saying: “You (!) buy bread at the
baker.” What is expressed in such sentences is the social experience of a knowing‐
how pertaining to a segment of social action and interaction in a specific society.
Using such an expression is tantamount to saying: this is the way people normally
act. However, in understanding such sentences we do not refer to the action and
interaction of you and I or any particular third person. We understand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addressed social sphere without any thematic focus on concrete
agents. The utterance is informed by a social conformity being generally effective
in a specific type of social action and interaction called ‘buying bread.’

However, such sentences concerning anonymous social experience do not merely
describe a social reality as a regularity or conformity of social behavior. They do
not merely formulate propositions that may be sufficiently evaluated as ‘true’ or
‘false’. They rather imply a specific normative meaning. This becomes evident as
soon as we try to translate the German phrase ‘man macht das so’ into English.
Then we would say something like: ‘you should do it this way’ or ‘this is the
right way to do it’. These sentences express a norm or rule people are supposed
to observe. These considerations show that the anonymous structures of a society
guide social acting by referring to rules that distinguish between what is socially
compliant and what violates the existing order.

To summarize: sentences referring to the German ‘man’ bring into play
anonymous structures of social behavior and acting which involve a ‘normative’
meaning in a double sense. They typically state (a) what normally happens, i.e., a
regularity or general conformity of social behavior, and (b) what should happen,
i.e., a norm guiding social acting depending on concrete situations. Let us consider
the second case a little bit deeper and ask to what extent the anonymous feature
of social orders are normative in the usual sense. In answering this question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considerations that identify the normative sen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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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Firs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both meanings of ‘normative’
mentioned above because the usual effect of the validity of an anonymous social
demand in the latter sense is a social conformity in the former sen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plain more accurately how social requirements yield regularities.
Here we may distinguish between descriptive and prescriptive regularities, i.e.,
between regularities that can be described or explained and regularities as
consequences of rules or norms.1) Examples of the former kind are natural laws or
basic social interactions (like the evasive maneuver of two encountering cyclists).
Examples of the latter kind are provided by social behavior that is performed by
people following rules (like traffic rules, rules of etiquette, etc.). Whereas
regularities of convergent social behavior may merely be stated, rules or norms
confront agents with pressures of ‘must’, ‘ought’, or ‘should’ (Hart 1994: 8 ff.,
esp. 9 f.). Thus, norms or rules are reasons for performing actions of a certain type
and avoiding action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relevant rules or norms. This
becomes clear if we consider that we can answer the question ‘why do you x?’ by
having recourse to the obligation that x is what one should do. This adds up to the
following point: what is required by norms or rules is subject to our reflections
about acting. Following H.L.A. Hart, we can define this characteristic feature of a
social rule as the internal aspect of rule following. This does not mean that‐
following a rule or norm must be accompanied by a particular feeling or mental
state. Rather, Hart shows that our rule following and orientation towards what‐
should be done may be a topic of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deliberations about
our acting (cf. ibid.: 88 ff.). Additionally, having recourse to an obligation implies
that deviant behavior is in principle possible. Whereas an incorrect description of
mere regularities provides a reason to correct the description, rules that are not
followed provoke critique and the correction of the respective action.

Second, a rule or a norm is a public affair. As a matter of principle, we never
decide such rules on our own as we can say following the lead of Ludwig–
Wittgenstein and Peter Winch. Rules or norms are only available in a society that
prescribes how to do something correctly. In the case of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sketched social structure it should be added that it is the society itself or the
individuals as its representatives (and not as isolated individuals) that (collectively)

1) The following clarification of the concepts of ‘rule’ and ‘norm’ follows Glock 2010: 9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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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the observance of the anonymous norms. Thus, the anonymous society is
the bearer of the norm in question.

Third, actions governed by anonymous norms are often connected with the risk
of sanction (cf., e.g., Goffman 2010: 95 ff.; Popitz 2006: 69 ff., 83 ff.). Deviations
from the norm encounter the readiness of other participating agents to sanction the
deviants on behalf of society or the social group. These sanctions may be realized
in different ways ranging from mere criticism or verbal blaming to stricter
punishment like the denial of further cooperation, etc. (cf., e.g., Popitz 2006:
83 ff.). It is noteworthy that anonymous social norms are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case of norm deviant behavior, since the rejection of norm deviant behavior‐ ‐
implies reference to a social awareness that is manifested in the behavior of the
respective social group. When violating or disobeying the prescribed ways of
greeting, for instance, the agent acting in a deviant way has to expect a general
social reproach, which is characteristically performed not only by the directly
involved person (for instance, the person whom he failed to greet) but also by
uninvolved bystanders.

Within the just sketched framework, the concept of perspective aptly describes
the different standpoints (and consequently attitudes) that agents can assume with
respect to a social background or to each other as experiencing and acting against
this background. On a different level, the concept of perspective can describe the
standpoint or attitude that a given social order can assume with regard to itself or
even another society. In the next section I will clarify how agents become aware
of social perspectivity in these different forms.

2. Becoming Aware of Social Perspectives

If we return to the introductory remarks about recent theories of social, and
particularly of cooperative, action, the imminent problem of explaining how it is
possible for individual agents to develop collective intentions that guide their social
acting no longer arises because agents are always already embedded in situations
that are fundamentally social. In addition, the problem of following a rule that
governs a cooperative action does not arise, because whenever cooperative actions
take place the social order in its situational differentiation is set up in advance by
the social background. However, there are other problems that emerge with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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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is it possible for agents to gain individual awareness of their own
point of view? If so, how is this possible? And how do they become aware of the
unique perspectives of other participants in social action and interac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questions correctly, we must distinguish two
readings of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The first reading of ‘perspectivity’ can
refer to a necessary condition of every soci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is
means that social actions and interactions as social communications require aspects
of differentiation and a relationship between the involved participants. In other
words, social acting and interacting are not only determined by anonymous rules
guiding social practices; they are also articulated as concrete cases of interaction
between the involved participants. Regarding this latter point we may take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to mean that every kind of social behavior, action, and
interaction must be understood as an articulated social practice, i.e., as a practice
presupposing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However, if we use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to mark this presupposition, we have to add that this kind of
articulation does not require the agents to have an explicit awareness of their own
perspectives. Therefore, perspectivity in these cases should be called implicit
perspectivity, i.e. “a pre reflective awareness of self and other” (Fuchs 2013: 659).‐

The second reading of ‘perspectivity’ refers to the awareness of a perspective
that is distinguished from anonymous social life and from other perspectives. This
narrower meaning of perspectivity prompts the question as to how participants of
social interaction gain an explicit awareness of being participants in a social field.
This entails the awareness of having an unique or individual point of view of the
social situation, which is developed in relation to one's own interests, motivations,
and life history. The problem to be discussed here concerns the second, i.e., the
narrower, meaning of perspectivity. This can be fleshed out in the following ways:

(i) Individual perspectives and the social background: If the formation of the
awareness of an explicit social perspective necessarily includes the awareness of
what does not belong to this perspective, then such a formation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social demarcations. Moreover, if social experience is primarily the
experience of an anonymous normative order, then agents primarily become aware
of their own social perspective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the opposing
requirements of others who represent the anonymous social order. The awareness
of individual perspectives arises above all in situations of social pressur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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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oke refusals, protests, or saying ‘no’ to the social requirements. This can
sometimes also lead to deviant behavior. By refusing the normative order
manifested in the other’s behavior, agents stand up for their own position,
assuming, if necessary, the risk of social sanction.

Consistently, social perspectivity has to be uncovered against the background of
social normativity.2) However, we can also say the opposite: understanding the idea
of social normativity as sketched in the first section necessarily makes reference to
individual social perspectivity. This becomes evident by a simple argument: If we
start with the normative background of our social experience we make an
important anthropological decision from the outset. Human beings are social
beings, and social conformity, as an element of sociality, is essentially connected
with the idea of obligation, i.e., with rules or norms as reasons for our practical
orientation. This, as pointed out above, means that humans (as humans) are
confronted with the requirements of ‘must’, ‘should’, or ‘ought’. Such demands,
however, presuppose addressees who can refuse and oppose the obligations they
are confronted with. If deviant behavior were impossible and therefore not
expected, the idea of following rules and norms would be meaningless and would
be replaced by the concept of a natural law. Conversely, if following rules and
norms was neither possible nor expectable, the concept of norm deviant behavior‐
would be replaced by the concept of mere contingency. In short: rule following and‐
rule breaking, rule compliant and rule deviant behavior are corresponding concepts‐ ‐ ‐
that cannot be separated. Therefore, reflecting on the implicit normative claim of
the social background brings into play from the very beginning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social perspectivity, i.e., the possibility of refusal and opposition
regarding the normative social claims.

It is noteworthy to add that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perspective can be
both one sided and reciprocal. In cases like the previously mentioned ones, the‐
discovery of someone’s own standpoint, his or her interests and intentions in
refusing requirements and performing deviant action is, socially considered, merely
thematic as a threat of the social order. As long as social rules and norms are

2) In a strong version, this relationship may be understood as a necessary condition: social

perspectivity is not possible without reference to a normative social order. If it was possible

to sketch the development of explicit perspectivity in the context of (pre normative) self other‐ ‐
interactions without being obliged to reflect the normative background, then the previous

argument would only presen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discovery of social persp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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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ly valid, i.e., fixed in the anonymous structure of a society, perspectives that
are not compatible with the anonymous social order are confronted with social
corrections and sanctions. In this case, neither reflections about the given social
structure nor the perspectives of norm deviant agents take place, at least in the‐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who enforce the order against the
norm breaker (or try to do it). In other words, while a social agent can become‐
aware of his/her individual social perspective, the anonymity of the social order
remains effective and the awareness of a social perspectivity is one sided. Thus,‐
individual agents become aware of their individual social perspectiv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anonymous social order enforced by other social agents.
However, social conflicts are often connected with the awareness of perspectives
on both sides of the conflicting parties. In this case, both protesting against a
social requirement and defending it may involve the consciousness of one's own
point of view. This is the case when each party stands for its own interests and
intentions. The interests that are pursued in a debate often depend on the
respective social roles that the involved parties are aware of. For example, at first
glance, a quarrel about different ideas on the meaning of ‘having finished a job or
a homework’ may merely seem to follow different personal interests. But regarding
the typical structure of such a conflict, it may also become clear that the
differences are guided by the particular social roles of the opponents, for instance,
an employer and an employee, a teacher and a pupil, parents and children, etc. If
we know that our own social perspective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ocial
perspectives, based on personal interests in the social field or on a particular social
role, and if we realize that our own perspective is only one possible perspective
among of other, the possibility of perspective taking arises. This is the topic of the‐
next section (ii).

(ii) Perspective taking: Insight into and perhaps even the interest in the‐
individual perspectives of other agents in interactions requires the possibility of
perspective taking. Yet, the following needs to be particularly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inquiry: being interested in the other’s perspectives as social
perspectives does not merely involve the interest in grasping their individual
motives, feelings, and intentions. It is also an interest in their social positioning.
For example, if parents are confronted with the norm deviant behavior of their son‐
or daughter at school, they may try to understand their child’s actions. In this case
they neither want to be pure executors of the requested social order, nor a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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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ly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perspective of their child. Rather,
they reflect on their child’s own social localization in the particular social context
of his/her acting at school and, in addition, they search for practical solutions to a
concrete social problem. In order to consistently talk about perspective taking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assume that agents are able to distance themselves not
only from their own perspectives but also from their own social situations insofar
as these situations are ruled by a particular normative background. In this
ambitious respect, they consider the social situation from another agent’s point of
view. This presupposes the capacity of imagination and creative intelligence as
well as the willingness to see the given social order from different standpoints.

Agents usually become aware of this perspectivity through the experience of
plurality and at least sometimes of the conflict among the different social roles– –
they play in their own social life. This can be instigated by biographical changes
in their social role, or by an imaginary self fashioning of roles. Thereby, however,‐
the anonymity of a social order may remain unbroken and effective. What is
discovered here is the variability and contingency of individual perspectives in the
context of an anonymously given social order. However, if these conflicts tend to
be undecidable because a social order providing a hierarchy or a procedure guiding
the 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different perspectives and interests is not available
and effective, the plurality of social perspectives may become the nucleus of the
development and possibly of the change of the respective social order. Regarding
this point, we can now sketch another kind of social perspectivity.

(iii) Perspectives of social collectives: The anonymity of a social structure
becomes a topic of its own when agents face alternative conflicting social
structures in which they and others are involved. This might be rooted in
biographical changes and plurality of roles too. In this case, the experience does
not only pertain to the challenges of a new or another social role. It is rather the
experience of a fundamental biographical change resulting from the endorsement
of, for instance, aims and values that contrast with those one previously endorsed.
Take, for instance, the figure of a dropout. A former top manager in industry
leaves his job and all his social contacts because he tries to shape a new way of
life in an alternative social culture. What is here experienced in temporal
succession may also be experienced simultaneously if an agent becomes aware of
conflicting claims of two orders s/he is involved in by different social roles or
contacts. Take, for instance, a chemist who is a convinced pacifist but finds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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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just in the weapon industry after a long period of unemployment. From the
pacifist’s standpoint he should reject the job offer;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a husband and father, for example, he is obliged to care for his family and it is
socially expected that he accepts the job. However, in order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social order it is not necessary to be personally involved in a plurality
of conflicting orders. Social rules and norms can also be sources of clashes, which,
due to conflicts with other communities or societies, a community or society as a
whole is confronted with. In such cases, we have reasons to assume the concept of
social perspective in yet another sense, i.e., as referring not to our individual
perspective within a social collective, but rather to the perspective of the collective
itself. In specific cases, the society in question and its members can either defend
the given order against the competing one, or transform the given social order in
light of the competing one. In such cases the anonymity of given social structures
is removed as soon as the familiar or the rival order become a topic of explicit
interest of the whole society or some segment of it. In contradistinction to the
previous, individually oriented cases, in this case, perspective taking requires not‐
only putting oneself in the position of someone else while not questioning the
legitimacy of the given social order itself; rather, it now also requires that the
competing social orders, i.e., the given and the rival ones, are critically evaluated
and compared. In consequence, the legitimacy of social orders the original as–
well as the competing order is called into question.–

Such considerations raise a problem: in its stronger sense,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is only suitable for cases of thematically focused and personally
addressed interactions. What is striking here is that individuals who are aware of
their own social perspective (cf. i) as well as individuals who are aware of their
own and the others’ social perspective (cf. ii) reflect on perspectivity as a thematic
experience in social life. However, this concept is bound to have an increasingly
metaphorical meaning if we use it with regard to standpoints of which agents are
not explicitly aware (cf. the above mentioned implicit perspectivity) or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particular standpoint of whole social groups and societies (cf. iii).
What is meant in the latter case seems to be clear: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denotes the reference to a characteristic feature of society which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other societies by particular norms and rules guiding social
practices. However, characterizing this social phenomenon by going back to the
concept of a social standpoint or perspective may be problematic if our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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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ity is bound to individual experience. Following this line of thought,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becomes vague in its experiential contents and tends to be
part of a mere functional description without any clear phenomenological meaning.
However, it seems reasonable to analyze our social experience not only from the
individual standpoint. There are social phenomena involving common experiences.
Thus, independent of the question whether we should use the concept of
perspectivity in this context or not, the analysis of such a common experience is
a topic of eminent importance for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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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3

The Mission of Humanities Education

인문학교육의 사명

조동일 서울대학교

Cho, Dong-i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 refer to the “humanities” as “human studies.” The word “studies”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traditional East Asian term hakmun (academia) , a term學問

which is inclusive of but broader than “science.” Accordingly I divide academic
study into three areas: “natural studies,” “social studies,” and “human studies.”

The word hakmun is made of two parts: to study and to speak. In human
studies, Research and education are necessarily complementary: to study is to
speak, and to speak is to study. It is impossi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ourse of
natural studies unless you are a world-class expert. The scholastic contributions of
social studies might prioritize its application to policy rather than education. In
contrast, human studies is studied while educating others; it is propagated through
education; and its utility shines in education.

Human studies must be human studies education. Neither the study nor the
education can be omitted. This nomenclature must be made clear to redress the
harmful view that only education is necessary without the academic study.

Students in the natural studies are educated in steps as they move up their
curriculum, in concert with the development of their ability to understand. Only
those that reach the top can participate in research and discourse. In human
studies, research is education and education is research. We must take all caution
to make sure that the creativity that exists when the student begins their studi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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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dulled by the addition of knowledge. This effort is the fundamental task of
education, the driving force of research as well as its crux.

In human studies education, a beginning-level student can produce more
astonishing insights than someone who boasts a Master’s or Doctorate. Where the
Ph.D. student might discuss things only in predictable ways, I have felt chills
throughout my body because an undergrad freshman far removed from my major
asked such a surprising question. When that freshman asked, “Is hakmun
(academics) done with the head or the heart?” I had to destroy my theory of
hakmun in the works and start anew.

Children have the perfect ability to learn language but lose it as they grow up.
Solving the riddle of that ability is a perennial topic of research. When we look at
children who draw, we observe that every child is a genius when young but lose
their talent through education. The difficult task of nurturing and growing the
ability of the talented is the job of human studies education. This is such a
difficult task that students who never stop being little children must become our
co-researchers.

Human studies education must make sure that the Buddha-nature that is present
in every being is not damaged by defilements or delusions. The educator must use
their time with their students as an opportunity for enlightenment, to be reborn
again and again to study anew. This Buddha-nature is creativity, which freely
manifests itself in an open environment.

As knowledge accumulates and experiences broaden, so does thought. We must
not casually say that changing the methods of teaching around and diversifying the
material to suit is a qualitative improvement. We must stay awake, staying utterly
on guard for the students’ creative thought being thrown into confusion in a more
complex environment. Their abilities, like the Buddha-nature, must manifest in
broad ways when the tasks of unfolding history, creating culture, and instilling
value judgment begin in earnest. The researcher and educator themselves must lead
by example that great success is only possible when the initial resolve大成 初心

to do something is never lost.

Human studies education must be an education not only for those majoring in it
but for all students. It must be an education not only for students, but for all
people. It is essential in not onl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but als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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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t must become a requirement at the graduate level as well. It is not
necessary that they all have a unified subject, content, or methodology. Only when
both participants the instructor and the student work in concert to create new– –
subjects, content, and methodology can the desired results be seen.

It is folly to chase away human studies education as being useless in rai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while focusing resources on teaching natural studies
as being useful. The utility of human studies education is straightforwardly proven,
cultivating the creativity required for natural studies. Human studies education
bears the task of having the student experience and understand right now by
reading and writing poetry the dream-like reality tha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f they reach the apex of their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write mathematics and
physics papers as freely as they wish. It is our task to let creativity live and not
die.

It is folly to treasure the so-called gifted science students and separate them out
for intense education in their field. Pushing them in the back by force to climb the
stairs of learning faster, demanding that they produce groundbreaking results early
while depriving them of the space and time to think creatively is a severe abuse
in human rights. We cannot stand by while this tyranny goes on, a tyranny that
objectifies and turns people into tools for the profit of the country or corporation.
Human studies education must fight against this, making clear that all creativity is
the product of free thought, without attachment to a given task, and that it must
be voluntary not forced.

The natural studies student spends the prime of their life under the ordeal of
following existing research and learning: only the smallest minority barely make it
to the level of enjoying the freedom of creation. Most students fall off on this path
because their inborn creativity dies along the way due to oxygen deprivation from
being unable to breathe. This tragedy cannot be solved by changing the way the
natural studies are educated. Human studies education must take the initiative and
lead the disrupting innovation.

Human studies education allows anyone to excitedly experience and practice
creation by letting their innate ability shine. To raise gifted scientists, human
studies education must continually provide them with nutrients. Not only the gifted
science students are gifted all people are; we must provide these nutri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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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to let their gift thrive instead of wither.

We must all live in harmony, experiencing the joy of freely manifesting their
creativity in an open environment, free of becoming a mere instrument and a slave
to some goal. Humanity began as beings such as this, and is just now starting to
regain its senses after walking the path of corruption. Human studies education
presses on in order to help wake ourselves up.

Academia (hakmun) has both utility as well as validity. Although the validity of
an academic field might stay constant, its utility varies with the times. The natural
studies, the pride of modern civilization, achieved the task of protecting mankind
against the tyranny of nature while driving out abject poverty through material
improvements in life. Social studies, newly independent and maturing in the
modern era, opened eyes to understanding and arbitr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contributing to diagnosing and solving the problem of class conflict.
During this time, human studies remained mired in the customs of the Middle
Ages, appearing to contribute nothing outside the pursuit of inner satisfaction.

However, now is a different situation as we transition from the modern era to
the next. Abject poverty has been alleviated to a considerable degree and class
conflict has relaxed in large part, but humanity is not any happier. We fight even
when there is an abundance of food. Instead of class conflict, we have ethnic
conflict or cultural conflict, bearing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conflict, creating
bloodshed around the world. Because natural studies or social studies cannot
provide the answers to handling this kind of crisis, human studies must lead the
charge. The mission of human studies is to uncover what it is that creates ethnic
conflict,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material standards of living or class
relations, and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

Modern academia came into being with the creation of a rational and objective
study of economics, removed from the study of how to gain wealth. Economics
took on a new aspect, political science, and catalyzed the birth of soci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was born and saw great success. Now it is time for
religious studies to come into distinct form by providing an inclusive explanation
of the essence of all religions, parting ways from doctrinal exegesis of individual
religions for the sake of proselytization. It is time for a new age for academia as
we leave the modern era. Taking up the torch of economics in studying the



129

problem of class conflict, religious studies for the next era must lead in dealing
with ethnic conflict.

Religious studies, in order to lead the next age of academia, must adopt the
tradition of insight passed down from the Middle Ages in order to transcend the
rationality of modern academia. The achievements of modern academia that came
hand in hand with protecting the exclusive superiority of reason has now become
its fetters. The efforts of every field of study to strictly establish their own
methodology has resulted in severed communication, distancing from reality, and
ineffective action. The new religious studies should take up the task of unifying
recognition and practice by using the glue of insight to bind them with reason,
emotion, and moral virtue. It must pave a road to overcome this challenge by
imbuing modern academia with the religious insight of the Middle Ages.

Although economics takes pains to partition economic phenomena from all other
things, the new religious studies must be an inclusive academic effort that
considers all cultural phenomena together with religion at its center. It must be a
religious cultural history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the humanities: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Yet at the same time the new religious studies must refrain
from the pursuit of only listing facts, but to extend the spotlight of academic
inquiry to the fact that all things are one. Rather than flaunting knowledge, it must
make clear the essence of things; it must sustain the insight that broadly embraces
existing fields of study and goes beyond.

이름을 바르게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라는 책을 써낸 적 있다 후( : , 1997) .《 》

속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학문론 서울 지식산업사 에서 총괄을 시도( : , 2012)《 》

했다 앞의 책에서 년 뒤의 책에서 년이 지난 시점에 인문학교육의 사명 이. 19 , 4 < >

라는 발표를 한다 이룬 성과를 간추려 재검토하고 새로운 논의를 보태기로 한다. .

기존의 작업에서 용어 시비부터 했다. ‘(natural) science’, ‘social sciences’,

라는 것들을 가져와 자연과학‘humanities’ ‘ ’ ․ 사회과학‘ ’ ․ 인문학 이라고 하면서 몇‘ ’ ,

가지 잘못이 생겨났다고 했다 셋 다 유럽문명권에서 하는 연구를 수입해야 한다.

고 한다 셋은 차등이 있다고 한다 셋의 공통점은 사라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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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르게 해야 이런 잘못 시정할 수 있다. ‘ ’天之文 ․ ‘ ’地之文 ․ 을‘ ’人之文

말하고 을 논한 동아시아의 전통을 가져와 유럽문명권 전래의 견해와 합쳐‘ ’ ,學問

자연학문‘ ’ ․ 사회학문‘ ’ ․ 인문학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

이렇게 하면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보편적인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셋은 대등한 관계임을 분명하게 한다 셋은 학문이라는 공통을 지닌다. . .

이 대목에서 하는 말은 유럽문명권의 언어로 옮기기 어렵다 우선 학문 이 문제. ‘ ’

이다 독일어에는 가 있어 다행이지만 만 지칭하고 은 없다. ‘Wissenschaft’ .學 問 學

과 을 다 말하려면 라는 말을 만들어야 한다 학문 이라는‘Wissenfragenschaft’ . ‘ ’問

말조차 없는데 자연학문, ‘ ’ ․ 사회학문‘ ’ ․ 인문학문 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 .

런 이유에서 내가 전개하는 학문론이 보편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

된 용어가 장차 마련되기를 기다리면서 보편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일을 하는 것

이 마땅하다.

인문학문이 각성해야

중세까지의 학문은 어디서나 인문학문이 중심을 이루는 통합학문이었다 근대에.

이르러서 자연학문이 독립해 대단한 발전을 자랑하고 사회학문이 그 뒤를 이어,

확고하게 자리 잡아 학문이 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몰락한 종갓집처럼 된 인문학.

문 또한 독자적인 방법론을 갖추고 논리를 가다듬어야 했다.

분화나 전문화가 자연학문 ․ 사회학문 ․ 인문학문 내부에서도 계속 진행되면서 역

기능이 커졌다 세분된 분야마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주장.

을 확립하려고 경쟁한 탓에 소통이 막히고 총괄적인 인식이 흐려졌다 천하의 대, .

세는 합쳐지면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면 합쳐진다는 원리에 따라 나누어진 것을 합,

쳐야 하는 것이 지금의 방향이다 세 학문의 관계를 살피면서 근접 가능성을 확인.

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자.

은 과 의 양면이 있다 은 연구이고 은 연구에 대한 토론이고 검증. ,學問 學 問 學 問

이다 연구는 그 자체로 완결될 수 없고 토론과 검증이 따라야 한다 에서 으. . 學 問

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에서 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토론이 제기되, .問 學

고 검증이 요청되는 과제를 받아들여 연구하는 것도 학문의 임무이다.

과 관계의 실상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연학문은 을 엄.學 問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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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을 축소하고 인문학문은 을 개방해 이 유동,問 問 學

적인 것을 허용한다 사회학문은 그 중간이어서 의 엄 성과 의 개방성을 적. 學 問

절한 수준에서 함께 갖추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 사용과 직결된다 자연학문은 수리언어를 인문학문은 일상. ,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학문은 두 언어를 겸용한다 연구의 대상과 주체라는 말을, .

사용하면 또 하나의 구분이 확인된다 자연학문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해 대상만, .

연구하고 인문학문은 대상에 주체가 참여해 연구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학문은 양, .

자 중간의 성격을 지닌다.

대상에 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과 엄 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난

해야 하는가 아니다 대상과 주체의 관계 또는 주체 자체에 심각한 의문이 있어? .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에 관해 계속 심각한 이 제기되는데 을 하지 않는. 問 學

것은 도리가 아니다 각자 좋은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공동의 관심사. ,

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논리를 제대로 갖추어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학문

에 있다.

역사 전개 문화 창조 가치 판단 등에 관한 긴요한 관심사가 연구를 요청한다, , .

이런 문제는 너무 커서 학문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겨 물러나면 시야가 흐려지고

혼란이 생긴다 역사 전개는 정치지도자나 예견하고 문화 창조는 소수의 특별한. ,

전문가가 맡아서 하면 되고 가치 판단은 각자의 취향을 따르면 된다고 하면 어떻,

게 되겠는가 이런 수준의 우매한 사회에서는 무책임한 정견 말장난을 일삼는 비? ,

평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행세해 인심을 현혹한다, .

앞에서 든 것들이 모두 주체의 자각과 관련되므로 혼란에서 벗어나 필요하고,

타당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인문학문이 먼저 분발해야 한다 역사철학 문화이. ,

론 가치관 등에 관한 신뢰할 만한 견해를 연구 성과로 내놓아야 한다 다루어야, .

할 문제가 여러 분야 얽혀 있어 연구를 심화하고 확대하려면 다른 분야와의 제휴,

가 필요하다 인문학문이 홀로 위대하다고 자부하지 말고 먼저 사회학문 다시 자. , ,

연학문과 제휴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다 연구 분야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배타적.

인 관계를 가지는 폐단을 시정하고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세 학문이 제휴,

하고 협력하고 통합하도록 하는 데 인문학문이 앞서야 한다.

이제는 학문 통합을 경쟁 과제로 삼아 자연학문이 앞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인문학문은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자연학문의 수리언어는 전공분야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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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해되지 않고 인문학문의 일상언어는 소통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인문학문은, .

연구하는 주체의 자각을 문제 삼고 연구 행위에 대한 성찰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

어 사회학문이나 자연학문을 포괄하는 학문 일반론을 이룩하는 데 유리하다.

나는 국학에서 동아시아학으로 동아시아학에서 세계학으로 문학론에서 인문학, ,

문론으로 인문학문론에서 학문론으로 나아가면서 연구의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 ,

고 일반화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얻은 성과를 세계. 《 ․ 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10》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이라는 일련의 저작으로 내놓았다 그 가운데( : , 2004-2009) .

몇 가지만 들어본다 표면에서 내면으로 일반이론 정립. 5 (2007), 7 (2008), 9《 》 《 》 《

학자의 생애 가 학문론으로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2009) .》

인문학문은 학문론이어야 한다 인문학문 옹호론이나 펴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

두고 학문 일반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학철학이니 사회과학방법론이니 하는 것.

들이 유행해 학문의 분화나 특수화를 촉진한 잘못을 시정하고 학문에 대한 총괄,

적인 논의를 제대로 하는 학문론을 인문학문에서 선도해 정립해야 한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학문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학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학문은 누가 하는가 학문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학문이 막히면 어떻게 할? ?

까 학문하는 자세에 모범이 있는가 학문하는 여건 무엇이 문제인가 학문론? ? , ? 《 》

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고찰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론이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 넓고 깊은 견해가 계속 나,

와 열띤 토론을 벌여야 한다 문제를 거듭 다시 제기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

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간판을 내리지 않았다면 대학마다 학문론을 강의하. ,

고 교재를 겸한 연구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야 한다, .

그런데 학문론다운 학문론이 하나도 없으니 사태가 심각하다 학문이 세상의 모.

든 문제를 맡아 다룬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잊은 바보가 되었다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 발표를 한다.

인문학교육이 분발해야

인문학문은 이 이고 이 이어서 연구와 교육이 상호보완의 관계를 필수學 問 問 學

적으로 가진다 자연학문의 연구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아니고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학문의 연구 성과는 교육 내용을 삼기 전에 정책에 반 하는 것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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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과제로 삼을 수 있다 인문학문은 교육하면서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 ,

교육에서 효용성을 발휘한다.

인문학문은 인문학문교육이어야 한다 인문학문교육은 말이 너무 길어 줄일 필.

요가 있다 인문학문의 은 교육과 중복되어 하나를 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問

에서 인문학문교육 을 인문학교육 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인문교육 이라고 하면‘ ’ ‘ ’ . ‘ ’

이 없어져 부적당하다 연구는 하지 않고 교육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관행.學

을 시정하기 위해 인문학교육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연학문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데 상응해 이해 능력이 향상되는 학생들을 상

대로 단계적인 교육을 한다 최상급생 이상이라야 연구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

다 인문학교육에서는 처음부터 연구가 교육이고 교육이 연구이다 공부를 시작할. .

때 이미 지닌 창조력이 지식이 쌓이면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의 기본 과제이면서 연구의 원동력이고 핵심을 이루는 내용

이다.

인문학교육에서는 입문 단계의 학생이 대석학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보다 더욱 놀

라운 착상을 보여줄 수 있다 박사과정 학생은 예상할 수 있는 토론만 하는데 내. ,

전공과는 거리가 먼 분야 학사과정 학년 학생이 놀라운 질문을 해서 온몸에 전율1

을 느낀 적 있다 학문을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공. “ , ?”

사중인 학문론을 허물고 다시 만들어내야 했다.

어린아이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가 자라면서 상실한

다 그 능력의 수수께끼를 탐구하는 것이 원한 연구 과제이다 그림 그리기까지. .

관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려서는 누구나 재인데 교육을 받으면서 둔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의 능력을 망치지 않고 살리는 어려운 일을 인문학교육.

이 맡아야 한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므로 어린아이이기를 그만두지 않는 학생들.

을 공동연구자로 삼아야 한다.

인문학교육은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지닌 불성이 번뇌나 망상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번뇌나 망상을 파괴하고 불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육하. .

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 거듭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연

구를 해야 한다 불성에다 견준 능력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발현되는 창.

조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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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확대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을.

바꾸고 소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질적 향상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

다 복잡해진 상황에 휘말려 창조적 사고가 혼미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역사 전개 문화 창조 가치 판단 등에 관한 작업을 본격적으. , ,

로 하면서 불성에다 견준 능력을 폭넓게 발현해야 한다 을 잃지 않아야. 初心 大成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 자신이 솔선수범해 보여주어야 한다.

인문학교육은 전공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뿐만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초. . ․ 중등학교는 물론 대

학에서도 공동 필수여야 한다 대학원에서도 공동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단일한 과. .

목 ․ 내용 ․ 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목. ․ 내용 ․ 방법을 새로 지어내는

일을 교사와 학생 양쪽 참여자들이 함께 해야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국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에서 무용하다고 여기는 인문학교육은 되도록 멀

리 하고 자연학문은 유용하므로 교육에서부터 집중해 지원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

인문학교육의 유용성은 자연학문에 필요한 창조력을 키우는 데서도 바로 입증된

다 장차 어느 시기에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면 수학이나 물리학 논문을 자유자재.

로 쓸 수 있다는 꿈같은 사실을 지금 당장 시를 짓고 읽는 데서 체험하고 이해해

창조력을 죽이지 않고 살리도록 하는 일을 인문학교육이 맡는다.

이른바 과학 재라는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겨 별도로 선발해 전공분야 집중 학

습을 요구하는 것은 능력을 죽이는 바보짓이다 학습의 계단을 빨리 올라가라고.

무리하게 등을 어 창조적 사고를 할 여유를 박탈하면서 획기적인 성과를 일찍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을 도구화하는 이런 횡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창조는 주어진 목표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의 산물이고 강제가 아닌 자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인문학교육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

자연학문 전공자는 기존의 연구를 따르면서 배우는 고행으로 청춘을 다 보내고

극소수만 창조의 자유를 누리는 경지에 가까스로 이른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대.

부분은 탈락하는 이유가 타고난 창조력이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지 못해 죽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극을 자연학문을 교육하는 방법을 바꾸어서는 해결.

할 수 없다 인문학문교육이 나서서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

인문학교육은 첫 단계부터 누구나 타고난 능력을 신명나게 발휘해 창조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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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창조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과학 재를 기르려면 인문학교육에서 양분.

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과학 재만 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재이므로 재. ,

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인문학교육을 누구에게든지 해야 한다.

누구든지 목표에 매이지 않고 도구화되지 않은 열린 상태에서 창조력을 자유롭,

게 발현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서로 화합해야 한다 인류는 이런 존재로 타고났.

으면서 타락의 길을 가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되려고 인문학교육이 분발한다.

당면 과제 (1)

학문은 타당성과 함께 유용성을 지닌다 타당성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 ,

용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근대문명의 자랑인 자연학문은 자연의 횡포에 맞서.

서 인간을 보호하고 생활의 물질적 향상을 통해 절대 빈곤을 몰아내는 공적을 세,

웠다 근대에 이르러 독립하고 성장한 사회학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시야를 열고 계급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는 동안에, .

인문학문은 중세까지의 관습에 머물어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기여는

없는 것 같았다.

지금은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시기여서 상황이 다르다 절대.

빈곤이 상당한 정도 해결되고 계급모순 또한 적지 않게 완화되었지만 인류가 행, ,

복해진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싸운다 계급모순 대신에 민족모순 또는. . ,

민족모순의 성격을 지닌 문명권모순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이.

런 사태에 대처하는 방안을 자연학문이나 사회학문은 내놓지 못하므로 인문학문,

이 분발해야 한다 물질적 조건이나 계급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민족모.

순을 빚어내는지 밝혀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인문학문의 사명이다.

돈 버는 방법 치부술과는 구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을 만들어내자

근대학문이 출현했다 경제학이 정치학의 면목을 일신하고 사회학의 탄생을 촉진. ,

했다 경 학이라는 서자가 일세를 풍미한다 이제 각 종교의 포교용 교리학과 결. .

별하고 모든 종교의 본질에 관한 포괄적 해명을 하는 종교학이 확고한 모습을 드

러내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학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 경제학에서 계급모순을 다루던 과업을 넘겨받아 다음 시대를 위한 종교학. ,

은 민족모순을 다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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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다음 시대로 나아가 학문을 선도하는 종교학은 중세의 유산인 통찰을 이어

받아 근대학문의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 이성의 배타적 우월성을 옹호하면서 근대.

학문이 발전한 공적이 이제 질곡이 되었다 학문의 분야마다 자기 방법론을 엄.

하게 정립하고자 해서 소통이 단절되고 현실과 멀어지고 실천이 무력해졌다 이, , .

성 ․ 감성 ․ 덕성을 통찰로 아울러 인식과 실천이 하나이게 하는 과업을 새로운 종교

학이 선도해야 한다 중세의 종교적 통찰을 이어받아 근대학문을 활용하면서 극복.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만 새로운 종교,

학은 종교를 중심에다 두고 모든 문화 현상을 함께 다루는 통합학문이어야 한다.

문 ․ 사 ․ 철을 포괄하는 종교문화사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열거를 능사로 삼지 않.

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입증하는 방증을 확대해야 한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 ,

핵심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기존 학문을 넓게 포괄하고 넘어서는 통찰을 갖추어.

야 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른다 특정 종교를 믿어 편. .

견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아 너그러운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

다 너그러움이 최상의 구원이다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통합종교학이 오늘날의 경. .

제학처럼 전 세계 모든 곳 어느 학교에서든지 기본교과목이 될 날이 오기를 기대

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종교학계의 분발을 촉구할 것은 아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

은 전공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나설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거대.

규모의 탁월한 이론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할 것도 아

니다 이론이 사고를 경색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깨달음의 불꽃은 체계를 필요로. .

하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

정통이 아니며 이단이기까지 한 수도승이 종교를 혁신한 것과 같은 일이 학문에

도 있게 마련이다 종교는 교리가 아니고 교리 이전의 사고이고 행동이라고 이해. ,

하면서 이나 을 하자 문.側攻 逆攻 ․ 사 ․ 철에서 다루는 수많은 사례 예술적 표현의,

다양한 양상이 교리는 미치지 못하는 생동감을 지니고 삶의 약동을 빚어내는 것을

알아내 본질에 접근하는 탐구를 하자.

의 종교는 불변의 경전으로 고착되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지만 대중의 요,敎祖

구에 따라 계속 등장하는 의 종교는 개방과 포용을 지향한다 기독교 이슬람. , ,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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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등 여러 종교 들의 생애에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어 서로 인정하고 수용聖者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고찰을 성자전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서울 지식. < >, ( :《 》

산업사 에서 하고 문으로 간추려, 1999) , “Mutual Understanding of Hagiographic

Tradition”, Interrelated Issues in Korean, East Asian and World Literature(Seoul:

을 내놓았다Jimoondang, 2006) .

혁신의 역군인 성자가 새로운 시대의 교리를 만든 입법자로 숭앙되는 것도 여러

종교에서 일제히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사고가 경직되면 시인이 나서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한 시기 세계사의 공통된 전환이다 기독교의 아퀴나스.

와 단테 이슬람의 가질리 와 아타르 힌두(Thomas Aquinas) (Dante), (Ghazali) (Attar),

교의 라마누자 와 카비르 유교의 와 을 비교해 이에 대(Ramanuja) (Kabir), 朱熹 鄭澈

해 고찰하는 작업을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서울 지식산업사( : , 2000)《 》

에서 했다.

내가 한 작업이 더 있으나 다 들 수 없다 나는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

기를 기대하는 작업은 훨씬 더 많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무한하리라 누구. .

든지 나서서 힘써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학생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다시 선생이 되어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통찰의 학문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당면 과제 (2)

앞에서 든 것은 너무 무거운 작업이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획기적인 연구를.

해야 인문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해야 한다 문학작품 읽기를 기본 방법으로 삼는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혁신하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방법이다 어떤 작품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혁신. ,

의 과제가 있다.

최근에 시를 읽는 독본을 만들었다 서정시 동서고금 모두 하나 지식산업사. ( ,《 》

라는 책에 내가 해득할 수 있는 한국어2016) ․ 한문 ․ 중국어 ․ 일본어 ․ 어 ․ 불어 ․ 독
어시 가운데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수록하고 외국어에는 번역을 곁들 다, .

한문 ․ 어 ․ 불어시는 작자의 국적이 다양하다 작품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실. 1《

향 이별 유랑 위안 자성 항변 의 여섯 권을 만들었다, 2 , 3 , 4 , 5 , 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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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동서고금의 서정시는 공통된 주제를 거의 같은 목소리로

노래해 모두 하나임을 밝히려고 했으며 강의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시를 문학으로, .

이해하는 간단한 해설을 붙이고 학생들과 함께 더 많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문학을, .

철학으로도 역사로도 이해하고 인류의 지혜를 찾는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

한 대목을 본보기로 제시한다 이별 에 이별의 슬픔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를. 2《 》

수록한 것들의 일부이다 간단한 해설 붙인 것은 간추려 보인다. .

뫼리케 은둔, < >(Eduart Mörike, “Verborgenheit”)

Lass, o Welt, o lass mich sein!

Locket nicht mit Liebesgaben,

Lasst dies Herz alleine haben

Seine Wonne, seine Pein!

Was ich traure, weiss ich nicht,

Es ist unbekanntes Wehe;

Immerdar durch Traenen sehe

Ich der Sonne liebes Licht.

Oft bin ich mir kaum bewusst,

Und die helle Freude zücket

Durch die Schwere, so mich drücket

Wonniglich in meiner Brust.

Lass, o Welt, o lass mich sein!

Locket nicht mit Liebesgaben,

Lasst dies Herz alleine haben

Seine Wonne, seine Pein!

오 세상이여 나를 내버려두어라, .

사랑의 선물로 유혹하지 말아라.

이 가슴이 홀로 있으면서

기쁨과 고통을 지니게 하여라.

무엇을 슬퍼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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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눈물 사이로

사랑스러운 햇빛을 본다.

이따금 나는 헤아리지 못하고,

빛나는 즐거움으로 들떴다.

나를 억누르는 슬픔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오 세상이여 나를 내버려두어라, .

사랑의 선물로 유혹하지 말아라.

이 가슴이 홀로 있으면서

기쁨과 고통을 지니게 하여라.

뫼리케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이다 은둔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세상이 싫어서 견. ,

디지 못하고 은둔을 택한 것은 아니다 사랑을 상실해 은둔한다고 말했다 사랑을. .

버리고 물러나 슬픔을 혼자 간직하면 기쁨이 찾아온다 눈물 사이로 사랑스러운.

태양을 본다고 했다.

엘뤼아르 확신, < >(Paul Eluard, “Certitude”)

Si je te parle c’est pour mieux t’entendre

Si je t’entends je suis sûr de te comprendre

Si tu souris c’est pour mieux m’envahir

Si tu souris je vois le monde entier

Si je t’étreins c’est pour me continuer

Si nous vivons tout sera à plaisir

Si je te quitte nous nous souviendrons

En te quittant nous nous retrouverons.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너의 말을 더 잘 듣는다.

내가 네 말을 들으면 나의 이해가 분명해진다.

네가 웃으면 너는 내게로 더 잘 들어온다.

네가 웃으면 나는 온 세상을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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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를 껴안으면 내 품이 넓어진다.

우리가 살면 모든 것이 즐겁게 되리라.

내가 너와 헤어지면 우리는 그리워하리라.

우리가 헤어지면 우리는 다시 만나리라.

엘뤼아르는 프랑스 현대시인이다 이 시에서 이별의 슬픔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이별하면 그리워하고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고 했다 사랑은 서로 이해하고. . .

가까워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이별을 부정한다고 했다 주어진 상황보다 사람의, .

의지가 더욱 소중하고 강력하다는 생각을 나타내면서 다른 시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타고르 바치는 노래, < 84>(Rabindranath Tagore, “Gitangali 84”)

It is the pang of separation that spreads throughout the world and

gives birth to shapes innumerable in the infinite sky.

It is this sorrow of separation that gazes in silence all night from

star to star and becomes lyric among rustling leaves in

rainy darkness of July.

It is this overspreading pain that deepens into loves and desires,

into sufferings and joys in human homes; and this it is that

ever melts and flows in songs through my poet's heart.

이별의 고통은 온 세상을 뒤덮고 무한한 하늘에 수많은 형상을 만듭니다.

이별의 슬픔은 밤새도록 이 별 저 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비 내리는, ,

월의 어둠 속 서걱대는 나뭇잎 사이에서 시가 됩니다7 .

멀리 퍼져나가는 이 슬픔이 깊어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사랑과 갈망,

고통과 기쁨이 되고 시인의 가슴 속에서 노래가 되어 녹았다가,

흘 다가 합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이다 바치는 노래 이 삭제 라는 뜻을. “ ”(Song of Offering) ( )

지닌 기탄잘리 연작시 번이다 이별은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84 . ,《 》

게 해서 삶의 단조로움을 깬다 상상력을 넓혀 마음이 멀리까지 가도록 하고 전에. ,

는 없던 형상을 갖가지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기는 사랑과 갈망 고통과 기쁨이. ,

녹았다가 흘 다가 하면 시인의 가슴 속에서 시가 생겨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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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이별은 미 의 창조, < ( ) >美

이별은 미 의 창조입니다( ) .美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 없는 황금과 밤의 올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오 이별이여.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한용운은 한국 근대시인이다 이 시에서 얼마 되지 않은 말로 세상의 통념을 타.

파하고 경이로운 각성을 전했다 이별은 미 의 창조 라고 한 제목의 두 말을. “ ( ) ”美

짝이 맞고 쉬운 것으로 바꾸어 헤어짐은 아름다움의 창조 라고 하자 헤어짐이“ ” .

나쁘지 않고 좋다고 헤어짐이 아름다움과 등가이고 서로 창조하는 관계라는 것을,

들어 말했다 아름다움은 좋다는 것의 으뜸이다. .

당면 과제 (3)

한국 정부는 일시적인 착오로 국어 라는 교과목을 문화과목이 아닌 도구과목으‘ ’

로 만들어 문학 교육은 배제하고 언어 소통의 기술만 다루도록 했다 착오가 더, .

심해져 국사 교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서 단일화된 내용만 가르치겠다고 한‘ ’

다 나는 이 처사가 잘못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 교과서 논란 넘어서. 《

기 지식산업사 라는 책을 썼다 그 한 대목에서 창조력 향상과 역사 공부의( , 2015) .》

관계에 대해 말한 것부터 든다 이하의 글에서는 한자를 괄호 안에 넣은 원문을 그.

대로 보인다.

창조력 향상은 허공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치에 관한 논란은 배제하고 내용.

이 없는 사고를 기계 조작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 것

은 망상이다 현실에서 당면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온당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서 창조력이 향상된다 문제가 사고를 촉발한다 현실의 커다란 문제에 관한 창조. .

적 해결이 창조력 향상의 최상 방안이고 창조력 활용의 최대 성과이다, .

학생들에게 이런 작업을 직접 하라는 것은 무리이다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훈련은 현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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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오늘날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했다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시련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재검토한.

다 이에 관한 논란을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다. .

역사 논란으로 키운 능력이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국정을 수행하, ,

고 기업을 경 하는 등의 모든 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하지, .

않으려고 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르치겠다고 하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

확고한 정답이 있으니 올바른 역사의식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교육이 허구이고 기

만임을 밝히기 위해 역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들어보자.

여기서 드는 것들과 같은 문제를 감추거나 이미 정답이 있으니 방황하지 말라고

도 한다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치는 대로 따르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정치적 조작. ,

에서 필요한 주장을 역사의 이름을 도용해 분식하고 합리화하려고 한다 무용. (武

사관으로 애국주의를 고취하면 역사교육에서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면서 국민)勇

을 우매하게 만들어 다스리기 좋게 만들고자 한다.

역사 공부는 문제 발견에서 시작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료를 찾고.

책을 읽고 생각을 가다듬어 정리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 학생.

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펴서 상극을 확대해야 상생이 커진다.

학생들이 발견해야 하는 문제를 미리 말하는 것은 월권이고 교육을 망치는 배,

신 행위이다 그러나 문제 발견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대들면서 쓸데없는 수. ,

작 집어치우라고 하는 방해꾼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자 한다 몇 가지 예.

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다.

초판이 매진되면 재판을 낼 때 넣으려고 마련한 수정본을 여기 내놓는다.

단군 의 나라를 기자 가 망쳤는가 발전시켰는가 년에 국권을 상( ) ( ) , ? 1910壇君 箕子

실하자 우국문인 김택 이 오호부 를 지어 기자의 제사를 누가( ) < >( ) “金澤榮 嗚呼賦

지낼 것인가 라고 하고 탄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앞서서 발전하면서 위세를 떨치던 고구려가 아닌 뒤떨어지고 미약하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역전은 예외인가 상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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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은 당나라에서 돌아와 신라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신선이 되( )崔致遠

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었는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이 최치원이라면. , ?

어떻게 했겠는가?

삼국 통일과 후삼국 통일은 어떻게 다른가 김춘추 와 왕건 을 비교? ( ) ( )金春秋 王建

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고려의 무신란은 역사를 파괴했는가 쇄신했는가 이규보 와 관련시켜 이, ? ( )李奎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정몽주 와 정도전 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 ( ) ?鄭夢周 鄭道傳

두 사람 비교 평가의 시대적 변천에도 논의할 문제가 있는가?

고려 말에 세상이 극도로 혼란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가 조선왕조 초기의 가

장 안정되고 발전된 시대가 나타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시켜 이성계 의 위화도 회군 을 고찰할 필요가 있( ) ( ) ( )李成桂 威化島 回軍

는가?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중국과 일본은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본바닥의 조선왕조는,

지속된 이유와 결과가 무엇인가 선조 임금이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은 사실? ( )宣祖

이 이 의문을 푸는 데 어느 정도 소용되는가?

당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 정권 교체는? ,

어떻게 해야 했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정권 교체를 했는지 알아 비교 고찰?

할 수 있겠는가?

홍경래란 이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 ?洪景來亂

이 그 시절에 살았다면 난의 진압 또는 성공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노력을 했,

겠는가?

신채호 가 일본의 강도 정치 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이( ) "申采浩

냐 하고 꾸짖은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문화운동의 본보기를 들어 이에?" ?

관해 검토할 수 있는가?

함석헌 이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 고 한 말에 동의하는가 해방 대신( ) “ ” ? ‘ ’咸錫憲

광복 이라는 말을 쓰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가 세계정세까지 함께 고려하면 어‘ ’ ?

떤 말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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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의 특히 두드러진 이질성과 동질성은 무엇인가 어떤 이질성 극복을?

위해 어떤 동질성이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선진이 후진이 되고 후진이 선진이 되는 역전이 광복 후의 남북한에서도 인정되

는가 남북의 대립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측면이 있었는가 앞으로 있을 수 있? ,

는가?

우리말을 버리고 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

아 세계 도처에서 우리말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류?

의 형성을 이와 관련시켜 고찰할 수 있는가( ) ?韓流

외국인 이주가 늘어가 단일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니 걱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과거의 전례와 관련시켜 역사적인 관점에서 논?

의할 필요가 있는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과 인정이 메말라간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인정이 메말라 생기는 폐해를 어떻게 시정해왔으며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가, ?

몇 백 년 이상 된 문학작품은 지금도 읽고 감명을 받으면서 같은 시기의 과학

연구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역사는 시대마다 다시 써야 한다,

고 한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타당한가 둘이 동시에 타당할 수 있는가. ? ?

당면 과제 (4)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해 우려를 자아낸다 사람이 직접 해야 일이 남아나는.

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내 홈페이지에서 받고? ?

대답한 말을 옮긴다.

사람의 의식 활동은 논리와 정감의 복합체이고 가치를 지향한다 인공지능은 다.

른 것들과 분리된 단순논리에서 사람보다 앞설 수도 있으나 논리와 정감의 복합,

체일 수 없고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지닌 총체적 능력.

을 능가할 수 없고 사람을 위한 도구로 유용성을 지니기만 할 것이다, .

자료를 무한히 공급하면 인공지능이 문학사를 쓸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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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문학의 정감과 가치를 인식하고 글로 옮길 수 없다 자료를 단순논리에 맞추.

어 정리하는 초보적이고 일면적인 문학사를 쓰기나 하고 그 이상의 작업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 시기에 논리와 정감의 복합으로 가치,

를 지향하는 총체적 능력의 학문인 인문학문을 재평가해야 한다 근대의 자랑인.

자연학문이 논리와 효용성을 따로 분리해 극대화하다가 자초한 위기를 근대 다음,

시대의 학문으로 부활하는 인문학문이 맡아서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다 수호.

천사로 나서는 인문학문을 믿고 인류의 장래를 낙관하자.

인문학문뿐만 아니다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술이나 주위의 역은 가치.

가 날로 커지고 능력 있는 인재가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인공지능이 사람, .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는 소수의 개발자만 있으면 되므로 급격하게 일

자리가 줄어들고 직업을 삼을 만한 매력을 상실한다 후진이 선진이 되고 선진은. ,

후진이 된다 대학 구조조정이나 각자의 진로 선택에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덧붙임

지금까지 말한 인문학교육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시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인문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도.

처에 있어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

싸워서 물리치면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문학문교육이 무엇이며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는 자기 혁신이 선결 과제이다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남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인문학교육은 자아각성 실행이 최우선 과제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 데서 시,

작된다 교육하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효과가 있다 교육은 말로 하므로 말이 말. .

값을 하려면 실행을 수반해야 한다.

인문학교육은 종교의 성자처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 인문학교육은 의사가 되.

어 세상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 목표는 뒤의.

것과 같고 방법은 앞의 것과 같다.

문 요약을 위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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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적당: “The Mission of Human Study Education” ?

하면 수정하기 바랍니다.

성명 표기: Cho Dong-il

나는 를 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는 동아시아“humanities” “human study” . “study”

전통적인 용어 의 번역어이며 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다 이에“hakmun” “science” .

따라 학문의 세 역을 라고 한다“natural study”, “social study”, “human study‘ .

인문학문은 이 이고 이 이어서 연구와 교육이 상호보완의 관계를 필수學 問 問 學

적으로 가진다 자연학문의 연구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아니고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학문의 연구 성과는 교육 내용을 삼기 전에 정책에 반 하는 것을 우.

선 과제로 삼을 수 있다 인문학문은 교육하면서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 ,

교육에서 효용성을 발휘한다.

인문학문은 인문학문교육이어야 한다 인문학문교육은 말이 너무 길어 줄일 필.

요가 있다 인문학문의 은 교육과 중복되어 하나를 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問

에서 인문학문교육 을 인문학교육 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인문교육 이라고 하면‘ ’ ‘ ’ . ‘ ’

이 없어져 부적당하다 연구는 하지 않고 교육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관행.學

을 시정하기 위해 인문학교육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연학문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데 상응해 이해 능력이 향상되는 학생들을 상

대로 단계적인 교육을 한다 최상급생 이상이라야 연구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

다 인문학교육에서는 처음부터 연구가 교육이고 교육이 연구이다 공부를 시작할. .

때 이미 지닌 창조력이 지식이 쌓이면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의 기본 과제이면서 연구의 원동력이고 핵심을 이루는 내용

이다.

인문학교육에서는 입문 단계의 학생이 대석학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보다 더욱 놀

라운 착상을 보여줄 수 있다 어린아이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지니.

고 있다가 자라면서 상실한다 그 능력의 수수께끼를 탐구하는 것이 원한 연구.

과제이다 그림 그리기까지 관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려서는 누구나 재인데 교. ,

육을 받으면서 둔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의 능력을 망치지 않고 살리.

는 어려운 일을 인문학교육이 맡아야 한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므로 어린아이이.

기를 그만두지 않는 학생들을 공동연구자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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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교육은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지닌 불성이 번뇌나 망상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번뇌나 망상을 파괴하고 불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교육하. .

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 거듭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연

구를 해야 한다 불성에다 견준 능력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발현되는 창.

조력이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확대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을.

바꾸고 소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질적 향상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

다 복잡해진 상황에 휘말려 창조적 사고가 혼미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역사 전개 문화 창조 가치 판단 등에 관한 작업을 본격적으. , ,

로 하면서 불성에다 견준 능력을 폭넓게 발현해야 한다 을 잃지 않아야. 初心 大成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 자신이 솔선수범해 보여주어야 한다.

인문학교육은 전공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

다 학생뿐만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초. . ․ 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에서도 공동 필수여야 한다 대학원에서도 공동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단일한 과목. .

․ 내용 ․ 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목. ․ 내용 ․ 방법을 새로 지어내는 일

을 교사와 학생 양쪽 참여자들이 함께 해야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국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에서 무용하다고 여기는 인문학교육은 되도록 멀

리 하고 자연학문은 유용하므로 교육에서부터 집중해 지원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

인문학교육의 유용성은 자연학문에 필요한 창조력을 키우는 데서도 바로 입증된

다 장차 어느 시기에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면 수학이나 물리학 논문을 자유자재.

로 쓸 수 있다는 꿈같은 사실을 지금 당장 시를 짓고 읽는 데서 체험하고 이해해

창조력을 죽이지 않고 살리도록 하는 일을 인문학교육이 맡는다.

이른바 과학 재라는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겨 별도로 선발해 전공분야 집중 학

습을 요구하는 것은 능력을 죽이는 바보짓이다 학습의 계단을 빨리 올라가라고.

무리하게 등을 어 창조적 사고를 할 여유를 박탈하면서 획기적인 성과를 일찍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을 도구화하는 이런 횡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창조는 주어진 목표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의 산물이고 강제가 아닌 자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인문학교육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

자연학문 전공자는 기존의 연구를 따르면서 배우는 고행으로 청춘을 다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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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만 창조의 자유를 누리는 경지에 가까스로 이른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대.

부분은 탈락하는 이유가 타고난 창조력이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지 못해 죽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극을 자연학문을 교육하는 방법을 바꾸어서는 해결.

할 수 없다 인문학문교육이 나서서 혁신이 선도해야 한다. .

인문학교육은 첫 단계부터 누구나 타고난 능력을 신명나게 발휘해 창조를 경험,

하고 창조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과학 재를 기르려면 인문학교육에서 양분.

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과학 재만 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재이므로 재. ,

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인문학교육을 누구에게든지 해야 한다.

누구든지 목표에 매이지 않고 도구화되지 않은 열린 상태에서 창조력을 자유롭,

게 발현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서로 화합해야 한다 인류는 이런 존재로 타고났.

으면서 타락의 길을 가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되려고 인문학교육이 분발한다.

학문은 타당성과 함께 유용성을 지닌다 타당성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 ,

용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근대문명의 자랑인 자연학문은 자연의 횡포에 맞서.

서 인간을 보호하고 생활의 물질적 향상을 통해 절대 빈곤을 몰아내는 공적을 세,

웠다 근대에 이르러 독립하고 성장한 사회학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시야를 열고 계급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는 동안에, .

인문학문은 중세까지의 관습에 머물어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기여는

없는 것 같았다.

지금은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시기여서 상황이 다르다 절대.

빈곤이 상당한 정도 해결되고 계급모순 또한 적지 않게 완화되었지만 인류가 행, ,

복해진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싸운다 계급모순 대신에 민족모순 또는. . ,

민족모순의 성격을 지닌 문명권모순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이.

런 사태에 대처하는 방안을 자연학문이나 사회학문은 내놓지 못하므로 인문학문,

이 분발해야 한다 물질적 조건이나 계급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민족모.

순을 빚어내는지 밝혀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인문학문의 사명이다.

돈 버는 방법 치부술과는 구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학을 만들어내자

근대학문이 출현했다 경제학이 정치학의 면목을 일신하고 사회학의 탄생을 촉진. ,

했다 경 학이라는 서자가 일세를 풍미한다 이제 각 종교의 포교용 교리학과 결. .

별하고 모든 종교의 본질에 관한 포괄적 해명을 하는 종교학이 확고한 모습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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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학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 경제학에서 계급모순을 다루던 과업을 넘겨받아 다음 시대를 위한 종교학. ,

은 민족모순을 다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근대 다음 시대로 나아가 학문을 선도하는 종교학은 중세의 유산인 통찰을 이어

받아 근대학문의 이성을 넘어서야 한다 이성의 배타적 우월성을 옹호하면서 근대.

학문이 발전한 공적이 이제 질곡이 되었다 학문의 분야마다 자기 방법론을 엄.

하게 정립하고자 해서 소통이 단절되고 현실과 멀어지고 실천이 무력해졌다 이, , .

성 ․ 감성 ․ 덕성을 통찰로 아울러 인식과 실천이 하나이게 하는 과업을 새로운 종교

학이 선도해야 한다 중세의 종교적 통찰을 이어받아 근대학문을 활용하면서 극복.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만 새로운 종교,

학은 종교를 중심에다 두고 모든 문화 현상을 함께 다루는 통합학문이어야 한다.

문 ․ 사 ․ 철을 포괄하는 종교문화사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열거를 능사로 삼지 않.

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입증하는 방증을 확대해야 한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 ,

핵심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기존 학문을 넓게 포괄하고 넘어서는 통찰을 갖추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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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Consumption Society and the Ideal of Human Beings

소비사회와 인간의 이상

다카오 타카하시 쿠마모토 대학교

Takahashi, Takao Kumamoto University

Abstract

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유리되기 시작하면서 자율적 존재 즉 자,

유로운 인간이 인간의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욕구를 생산하고 그 사회가.

욕구들로 구성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자율성이라는 이상이 쉽사리 소비의 움직

임에 흡수되고 만다 현대 사회에서 자율성이라는 이상은 타인들의 허위적 욕구. ,

행동 생각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이, .

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이.

상이 기계들의 이상과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기계는 역사에.

걸쳐 나란히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주목할 만한 발전은 인공지능 이 지능을 표현하고 도덕판단을 내리고 공감을(AI) , ,

나타내는 등 우리가 의식의 지표로 인식하는 고차적 능력들을 지니는 것을 가능케

만들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상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은 인간이 이들의 고.

차적 능력들에 의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유기체라는 점에서 기계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명한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부터 생물학적 진화에서 인간이.

자치하는 지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이상 개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접근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다 즉 고대 일본 신화의.

적인 힘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신화들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

현명한 인공지능은 생명에 특징적인 통제력을 결여한 유사생명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사회 인터넷의 세계 공업생산망 등도 유사생명의 사례들이다 이런 접근법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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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우리는 질서의 형성 유지 복구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인간의 이상을 얻어낼, ,

수 있다.

In modern times, with people being separated from community, the ideal of the
human being is as an autonomous being, that is, a free man. However, in
contemporary consumption society, where desires are produced by society and that
society is composed of desires, the ideal of autonomy is easily absorbed by the
consumption movement. The ideal of autonomy in contemporary society is to
behave freely and rationally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he pseudo desires,‐
behaviors, and thoughts of other people. Attaining this may not be impossible, but
we face another problem. That is, this ideal seems to overlap with that of
machines.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humans and machines have developed
hand in hand throughout history. Moreover,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may make it possib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have higher order‐
abilities, including expressing intelligence, making moral judgments, and displaying
sympathy, that we will recognize as being consciousness. Therefore, one possible
answer to the ideal of the human being is that humans are distinguished from
animals by their higher abilities, and humans are distinguished from machines by
being living organisms that are essentially vulnerable. Wise AI may come to be
regarded as tantamount to being a person. From this, we get the ideal of humans
focusing on their status in biological evolution. We can propose quite a different
approach to this problem, that is, appealing to the spiritual power of the ancient
Japanese myths. According to these, human beings are not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wise AI can be classified as quasi life that shows a lack of control‐
that is the characteristic of life. Other examples of quasi life are society, the world‐
of the Internet, and the network of industrial products. In this approach, we get
another ideal of humans, emphasizing 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The ideal of human beings in consumption society

Now, we can make human/non human chimeras via the blastocyst complementation‐
method using iPS cells. A chimera is an individual composed of cells with
different embryonic origins, and the possibility of making such chimeras has
prompted an extensive bioethics discussion. Is a human/non human chimera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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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atural? Will the existence of a human/non human chimera cause moral‐
confusion that will undermine valuable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I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eat apes (chimpanzees, bonobos, gorillas, and
orangutans) make them borderline persons who have full or near full moral status,‐
is it possible to use them in chimeric research? Is it an affront to human dignity
to give an individual trapped in the body of a non human animal the capacities‐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Is research in which a non human animal’s moral‐
status is enhanced to that of a normal adult human permissible? (Human/Non‐
Human Chimera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Generally, at the heart of the discussion is the question of what human beings
are. That is, the borderline of humans and non human animals is called into‐
question. We often use two criteria for deciding what a human is, that is, whether
it belongs to Homo sapiens and whether it has enough higher abilities.

The same question of “what is a human being?” will be ask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singularity, or simply, the singularity
hypothesis, the invention of sup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cause
uncontrollable technological growth, which will result in immeasurable changes to
human civilization. In such a situation, AI will be able to have all the abilities
humans have, and it will do jobs for humans. Here, the borderline between humans
and machines will be called into question. In short, in the near future, we
definitely will face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human beings are or what
the ideal of human beings is. We may complain that unethical research on human/
non human chimeras will cause confusion in society, or the possibility of AI with‐
enormous ability may incline us to anxiety; however, the appearance of a
human/non human chimera and super AI will present a historic opportunity of‐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ourselves philosophical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that distinguish them from animals
and machines? It is helpful to look at what the ideal of a human being is. In the
modern era, with people separated from community and the rules of community,
the ideal of humans is as autonomous beings, that is, free to pursue their own self‐
realization on the condition that in their actions, they obey the rules of reason or
do not hurt other people. In this ideal of what it is to be human, a free man,
generally, has to respect the rights of oth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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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contemporary consumption society, where desires are produced by
the society and the society is composed of desires, the ideal of freedom and
autonomy is easily absorbed by the consumption movement. In such a society,
people pursue consumption for the sake of consumption, forgetting the meaning of
autonom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isfying their desires and their freedom,
and also forget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actions and their ultimate
purpose of life. They desire more and more, even though they feel tired with the
pursuit. In other words, in such a society, they are forced to have desires and are
forced to be free. Here, instead of the ideal of autonomy or freedom, some may
appeal to ancient virtues, such as wisdom, courage, temperance, and justice,
although these also tend to become virtues in a consumption society. Virtues
generally presuppose what is good or just in a society, and what is good or just
in a society can vary according to a society’s situation. For example, in a
consumption society, where people get buried in piles of information and artifacts,
a principal virtue will be the wisdom of using information and machines carefully.

Traditionally, happiness as “eudaimonia” meant not only subjective feelings or
states, but also flourishing as a human being. Virtues are said to be necessary to
become happy in this sense. However, at the present time, we seem to have lost
the connection of a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with the objective condition of
being human, that is, the connection with the ideal of the human being. In this
situation, reconstructing the ideal of human beings is an emergent issue.

The ideal of autonomy and freedom to be pursued in contemporary consumption
society is to behave freely and rationally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he pseudo‐
desires, thoughts, and behaviors of other people, or the changing situation of
society, and, moreover, without the constraint of contingent factors such as diseases
and disasters. It is very hard to realize such an ideal, especially in the present day.
Attaining it may not be impossible, but we face another problem, that is, this ideal
seems to overlap with the issue of machines.

Overlap with the ideal of machines

This is not surprising, because, since ancient times, human beings have used
machines and artifacts to complement their defects and to make their lives more
convenient. As humans, we have constructed machines that are helpfu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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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our purpose. Our desires have prompted us to invent new machines, and
the use of new machines has produced further desires. That is, throughout history,
humans and machines have developed hand in hand as it were. Now machines
have developed enormously,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y may make it possible that, in the near future, AI will display higher
order abilities, including the ability to express intelligence, make judgments, and
display feelings, so that we will be forced to recognize it as having consciousness
or self consciousness. We know that the criteria of somebody or something having‐
consciousness or self consciousness are not clear from the standpoints of the‐
natural sciences and philosophy. However, if AI comes to express enough abilities
to be regarded as having consciousness or self consciousness, we may call it a‐
(self)conscious being.

Suppose that an AI entity that develops enough ability to be regarded as a
(self)conscious being overcomes humans’ defects, such as making mistakes,
becoming tired, and falling sick. Has it then realized the ideal of humans?

Some may say that the criteria of being human are not only having higher
abilities, as stated above, but also having free ability of moral choice. It has to be
added that AI may possess the former ability, but not the latter. It is true that the
ideal of modern people contains the ability of autonomy, and it includes the ability
of free moral choice. However, is it impossible for an AI to display such ability?
If it behaves as if it is obeying, fulfilling, for example, Kant’s condition of
universalizability of rules or the principle of utilitarianism, we may be prompted to
say that it is behaving morally. It seems that whatever abilities we propose to
distinguish humans from AI with, after a certain amount of development, AI will
display such abilities. Such a situation may not be realized, but, at least, we can
imagine it. And in this context, its possibility is crucial. Now, we can say that, in
the near future, the ideal of human beings may overlap with that of AI.

We have thought of the ideal of human beings as the characteristics
distinguishing them from animals. However, it seems as if near future AI will‐
display those characteristics, and the ideal of humans will be similar to that of AI.
That is, whatever abilities or functions we may cite, AI will realize them. But, in
addition to this, we have to think about another aspect of being human, that is,
that aspect of living things that is, in essence, weak and, inevitably, involves
suffering from various errors, misconduct, and contingencies, including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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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and diseases. In this line of thinking, we can, while striving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co exist with such weakness, accepting the contingencies and fate.‐
We living things have developed and have enjoyed biodiversity in this world
through mistakes made at the genetic level. At the core of the world of living
things, there are errors or mutations of genes, and this characteristic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ose of machines, whose purpose is to obey rules exactly. In this
respect, we humans are similar to animals, but are distinguished from machines. A
gentle look at vulnerable people, including the handicapped, patients, and infants,
and the acceptance of age, disease, and death reflect the deep characteristics of our
weakness. However, a wise AI will imitate and exhibit such behaviors and
attitudes. In particular, if,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humans, AI takes on or
wants itself to imitate those behaviors and attitudes, it will not be difficult.

Awareness as Homo sapiens

Thus, the ideal of human beings has to do with distinguishing humans from both
animals and machines. Human beings are distinguished from animals because
humans have higher abilities, and they are distinguished from machines because
they are living things. But this explanation is not correct, because among humans,
there are some people, such as seriously mentally handicapped people, persistent
vegetative patients, and seriously demented patients, who cannot or do not show
higher abilities; then,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above, those people are not
humans. They are definitely humans, so we have to have another criterion for
being human. A possible one is that if a being belongs to Homo sapiens, it is a
human being. It is a very simple one, but it is useful when we distinguish humans
from machines.　

However,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human beings are or what the ideal of
human beings is, we have to add another consideration. Now we have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species of Homo sapiens when we define human beings, but
only being a member of Homo sapiens does not give us priority among other
animals, plants, or AI. Also, having greater abilities will not give us priority
because, as I stated, the AI of the near future may have greater abilities than us.
One possible answer to the question is to appeal to the higher abilities or attitudes
we have because of our status in the natural evolution. These are abilities that are
based on our self awareness of such a status; therefore, they are not display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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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lthough AI may be able to imitate them. They are: 1. the realization of higher
abilities, including abilities of intelligence, sympathy, and morality, 2. the
acceptance of diversity, 3. respect for others’ lives and rights, and 4.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to the environment and future generations.

Here we need to provide some explana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human
being” and the “person.” We distinguished humans from, on the one hand, non‐
human animals and, on the other hand, machines, especially wise AI. Wise AI is
not human, but it possibly exhibits most or all the abilities that humans display.
Then we can call it a person, because, traditionally, the concept of a person is
regarded as applicable to rational agents even if they are not living things or if
they, like angels, do not have any body. That is, the criterion of applying the
concept of the person depends on potential or actual abilities or functions, instead
of the basis on which the abilities or functions work. Therefore, it may be
possible, as Singer proposes, to call primates persons, although Singer extends the
field of person to whales and dolphins. A severely mentally handicapped person,
who is human, can be called a person because he or she potentially displays
higher abilities, or, can be called a person in a social sense instead of a person in
a strict sense (Engelhardt). In addition, a human/non human chimera can be called‐
a person if it displays higher abilities of calculation, judgment, and feeling, and
more so if it is regarded as having self consciousness. As the usage of “person”‐
shows, a being called such has, at least, some very fundamental kinds of rights,
for example, the right to life, to existence, and to not to be hurt.

Ancient Japanese framework

Thus far, we have considered the ideal of human beings compared with both the
ideal of machines and the essence of animals or living things. Now we propose
quit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ideal of human beings and the moral status of
near future AI. In this approach, we focus on the ancient Japanese myths to grasp‐
the status of machines or, more generally, the status of artifacts.

In ancient Japanese myths, artifacts, such as swords, mirrors, and bows and
arrows, which have a special origin, were often believed to have spiritual power,
that is, a power that cannot be explained rationally, and ancient Japanese people
usually felt or, more correctly, were forced to feel this in their minds an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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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Japanese people felt this power as the basis of their lives and nature, both
ontologically and epistemologically. It was believed that this power was the power
of life; therefore, in a particular context, a sword with that power was called a
“life sword.” The power of the life sword was given not by humans but gods or‐ ‐
de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aving that power was to show uncontrollableness
or otherness, which, more or less, all their lives had in common. In this sense,
artifacts with spiritual power can be called “quasi life.” The ancient Japanese‐
people were used to seeing artifacts that were not only instruments but also were
respected as having a special power or ability. Even nowadays, an artifact as an
instrument sometimes shows the status of quasi life when it has been used and‐
looked after for a long time. The Japanese ceremonies such as the requiem service
for broken needles or kitchen knives tell the existence of the spiritual power
needles and kitchen knives have acquired through their history.

Often society is regarded as quasi life because it shows uncontrollableness and‐
otherness; in addition, it develops by receiving various stimuli from within and
without like a living thing. Now the world of the Interne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elf development in addition to uncontrollableness and otherness, so we can call it‐
a quasi life. Now more than ever, we cannot control the surroundings of artifacts‐
because artifacts and desires are forming a circular system that seems to develop
without the control of humans, so this can also be called a quasi life. Therefore,‐
we are surrounded by many kinds of quasi lives. It is another aspect of‐
consumption society. Consumption society is, as it were, full of quasi life and most‐
of our behaviors are controlled by them. In the near future, AI will join the world
of quasi lives, but its uniqueness is that it is, by itself, a quasi life, although it may‐ ‐
form a group of AIs to become more powerful.

In the ancient Japanese view of the world, all things, including living creatures,
ecosystems, and lands were, either always or sometimes, uncontrollable because
they were based on the power of life, which is the basis of the world and
transcends the ability of human beings. According to that view, human beings
grow on the land and are called “green grass” when considered from an
ontological perspective. For human beings to try to control the artifacts and nature,
intending to dominate them, was not only difficult but also hop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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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What is the ideal of humans then in this framework? According to Tetsuro
Watsuji, a Japanese philosopher, in the ancient Japanese myths, the venerableness
of the gods lay in the behavior of worship. In Japan, many gods not only were
worshiped but they worshipped other gods. Humans were not ontologically superior
to other living things or ecosystems, but they were venerable among other living
things as the agent who worshipped gods. The act of worship is, roughly, not to
forget the gods, to obey their intentions, and to take care of them. He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purpose of worship, which is to form, maintain, and restore
the order between humans and gods. The order to be formed, maintained, and
restored is not restricted to the order between humans and gods. The venerableness
of 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applies also to order among
human beings, the order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the order between
humans and AI. Therefore, the ideal of human beings in this context is to exhibit
the ability of 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Virtues such as
wisdom, courage, temperance, and sincerity will be needed to exercise that ability.
Moreover, to complement the defects of those principle and virtues, for example,
the lia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rights, respect for human rights will be
necessary.

It is true that very wise AI will imitate and display such an ability of 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as well as virtues, but the basis of humans
is life and spiritual power, while AI is quasi life. Eventually, the ideal of humans‐
in this framework will result in the ideal based on life and spiritual power, that is:
1. awareness that human beings are not the center of the world, 2. the exercise of
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and the cultivation of virtues such as
wisdom, courage, temperance, and sincerity, 3.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to
the environment and future generations, 4. consideration of the weakness,
vulnerability, and fatigue that are essential parts of life, and 5.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former framework, we regarded wise AI as a person. Generally, in recent
times, the argument concerning a person is to draw a line between a person and
a non person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with humans. Here,‐
humans are at the center of the world, and we humans determine whether some
wise AI is a person or not. In the latter framework, that is, the traditional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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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wise AI can be regarded as quasi life. In this framework, ontologically,‐
life and spiritual power have priority, and human beings exhibit their excellence in
the behavior of worship, that is, order form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Wise AI requires us and urges us to accept its status rather than us determining it.

In this essay, we considered the problem of the ideal of human beings in
consumption society according to two different frameworks. Both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which are different from not only animals but also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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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society' and the 'yǐn yì( )' spirit of the Orient隱逸

와 동양의疲勞社會 隱逸思想

조민환 성균관대학교

Jo, Min Hwa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essay critically addresses the problems posed by HAN Byung-Chul in his

acclaimed thesis "Mudigkeitsgesellschaft" (Fatigue Society). Contrary to previous

periods, he says that there are prevalent symptoms that characterize the present,

such as the violence of positivity, terror of immanence, exhaustion/ saturation

(replacing deprivation/exclusion), etc. In this regard, he points out that the salient

feature of our time is hyperactivity without limit which results in a variety of

psychic diseases. He proposes the contemplative life as an alternative, and insists

on restoring "scent time".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such a solution in the

Oriental idea of seclusion. The life HAN Byung-Chul presented can be applied to

life in pursuit of being a bureaucrat in the East. The life of a bureaucrat, it is busy

and hard on the body and mind. The life that comes with the desire to exert

power is a difficult one. Hermits of the East does not covet worldly wealth, power,

fame. In this respect, they are free to live a tranquil life and escape the busy life.

Such leisurely life suggests the possibility to live comfortably off the domination

of time. In addition, these escapes from busy lives restore the forgotten senses,

restoring "sc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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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한병철은 오늘날 우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과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 의해

몸과 마음이 옥죄임을 당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오늘날의 이런 사회를 성과사회. ‘ ’

라 규정하고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성과주체라고 명명하면서, ‘ ’疲勞社會

라는 말을 한다.1) 인간의 을 하게 하는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은 성,心身 使役 壓卷

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이다 성과사회는 할 수 있다 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 ”

긍정의 사회인데 성과사회에서의 긍정성의 과잉은 도리어 자기를 착취하게 된다,

는 것이다 긍정성의 과잉에 기반한 성과 사회의 이런 삶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활동적 삶 에 대한 긍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

아울러 한병철은 시간을 극도로 무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욕망인데 욕망으로,

인해 정신은 가만있지 못하고 마구 내달리는 것에 비해 정신이 가만히 있을 때나,

정신이 자기 안에 편안히 머물러 있을 때 좋은 시간이 생겨난다고 한다 이에 한병.

철은 월화수목금금금 이 상징하듯 일 중독자 에게 이런 삶에서 벗어나 보기에는‘ ’ ‘ ’

일 것 같지만 향기가 나는 사색적 삶 적 삶 의 삶을 살 것을 요구‘ ’ , ,無用 靜觀 無爲

한다 향기가 있고 좋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비워낸 정신이.

고 바로 이러한 비움이 정신을 욕망에서 해방하고 아울러 시간에 깊이를 준다고,

본다 이같은 시간의 깊이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순간을 온 존재 및 그 향기로운.

원성과 결합한다고 본다.2)

과거 유학자들은 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있다 바로 에서 말하.孝 孝經『 』

는 것과 같이 을 통해 자신은 물론 가문의 광을 드러내라는 관료 지향立身揚名

적 삶이다.3) 이런 점은 일단 개인적 차원이다 좀더 크게 접근하면 가 말한. , 張載

이른바 를 통해 와 동일한 차원에서의 역사적 사명감을 에게 강‘ ’ ‘ ’橫渠四句 天子 士

요하고 있다.4)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때 한 개인은 성취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동시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유학자들에게 이같은 대사회적.

성공지향적 삶만이 압박감을 준 것이 아니었다 유학은 항상 타인의 눈에 자신이.

평가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수양을 통한 적 삶을 살 것을 강요당한다.敬畏

를 통한‘ ’ ‘ ( )’, ‘ ’誠中形外 愼獨 謹獨 毋自欺 5) 및 의 삶을戒愼恐懼 6) 살아야 했다 아.

1)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년, , , , , 2012 .『 』

2)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시간의 향기 문학과지성사, , , , , 2013, p.100『 』

3) , “ , , , .”孝經 開宗明義章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 」

4) , “ , , , .”張載 天地立心 生民立命 往 万世 太平为 为 为 圣继绝学 为 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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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을 통해 가 아니면 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 는 이른바‘ ’ ‘ · · · ’ ,制外養中 禮 視聽言動

외적 행동거지를 제한하는 의 의 삶을 살 것을 요구 당하 다‘ ’ .四勿 克己復禮 7) 이

런 자신의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수양된 몸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인위적 삶은 한병

철이 피로사회에서 규정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학에서는 이런 적 삶에서 벗어나는 숨통으로 의 의‘ ’,敬畏 周敦 吟風弄月 邵雍頤
의 하는‘ ’, ‘ ’逍遙安樂 曾點 浴沂詠歸 8) 적 삶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灑落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병철이 제시한 피로사회의 증후군은 일정 정도 제한적이지만 과거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관료 추구적 삶과 관련이 있고 아울러 한병철이 그것의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문인사대부들이 추구한 적 삶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본고는.隱逸

과거 이라고 한 의식을 감안하여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기된 피로,士農工商

사회의 증후군을 과거 문인사대부들의 관료적 삶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과거의 를 오늘날의 피로사회와. ‘ ’士

성과사회의 핵심주체에 적용하여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성과지상주.

의와 피로사회가 야기한 바쁜 삶 활동적 삶을 잠시라도 하고 이 말한, 止揚 陶淵明

의 상태에서 일의 시간 에 매몰된 피로한 나가 아닌 참된 나 를 되찾는 향‘ ’ ‘ ’ ‘ ’ ‘心遠

기있는 시간 의 삶을 동양 은자들의 은일적 삶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靜觀自得

의 삶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2.‘ ’形勞不休 富貴觀

의 은은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는지요?蘭

고요히 앉아 있으니 차를 반이나 마셨지만 향은 처음과: ,靜坐處茶半香初

같고,

자연의 묘한 작용이 있는 때 물은 흐르고 꽃은 피는구나:妙用時水流花開

무척이나 차 맛에 까다로웠던 가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맛보는 차의秋史 金正喜

향기를 통해 향기 있는 시간 에 대해 읊은 구절이다 은‘ ’ . ‘ ,董其昌 焚香 坐 消遣世黙

5) 장 참조6 .大學『 』

6) 장 참조1 .中庸『 』

7) 장의 주석에 보이는 의 과 의 등 참조1 ‘ ’ ‘ ’ ‘ ’論語 顔淵 克己復禮 程 四勿箴 朱子 敬齋箴『 』「 」 頤
8) 장26 , “( ) , , , , , , , .”論語 先進 曾點曰 莫春者 春服 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 」 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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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慮 9) 를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는 단순히 몸가짐의 고요함 그 자체만의 행. ‘ ’靜坐

위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한순간일지라도 세상의 걱정거리.

가 다 제거된 마음의 고요함이 함께 깃들인 상태다 차의 향기 그 자체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그 향기를 여.

전히 처음처럼 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몸이 흔들리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

면 차의 그윽한 향기를 제대로 맡을 없고 차의 향도 처음과 같지 않게 된다 마음, .

이 고요한 상태일 때만 차를 반절이나 마셨지만 그 차향은 변함이 없게 된다 난, .

의 은은한 향도 마찬가지다 향기를 맡는 관건은 마음의 고요함이다 아울러 김정. .

희는 정좌한 상태에서 차를 마시면서 사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끊임.靜觀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봄이란 계절이 오면 겨울

철 얼음물이 녹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고 그 봄이란 계절에 맞게 꽃이 피는 현‘ ,

상 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런 현상을 통해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 ,水流花開

다.

중국 북송대 유학자인 는 가을날 우연히 시를 짓다 에서 마음을( )程顥 秋日偶成｢ ｣
고요하게 한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을 통해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靜觀 靜觀

의 경지를 읊고 있다.自得

한가롭게 일삼는 것 없으니 다시 조용하고:閑來無事復從容

아침 눈뜨니 동창 이미 밝았구나: .睡覺東窓日已紅

만물 고요히 살피니 모두 자신의 삶을 사니:萬物靜觀皆自得

네 계절 좋은 취향 인간과 같도다: .四時佳興與人同

이 가능하려면 일단 일삼는 것 이 없어야 한다 즉 자신의 을‘ ’ .萬物靜觀 心身 使役

하게 하는 권력 명예 재물 성과지상주의 등과 같은 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 .外物

한 마음을 통해 만물들의 갖가지 삶의 행태를 살펴보니 모두 자연에 순응하,虛靜

면서 때에 맞게 살아감을 느끼고 시인은 그런 자연만물의 생태학적 속성을 인간,

과 일치시킨다 잠시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무엇인가 사회적 유용성을 얻고자 바.

둥대는 활동적 삶 을 멈추게 하는 은 나와 자연만물을 일체화시킨다 더 이상‘ ’ .靜觀

바쁜 일상사에 얽매여 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잠시 일의 시간 으로부터 벗어‘ ’

나 머무름 을 추구하는 순간 내가 향유하는 시간에는 향기가 난다 만물의 자득은‘ ’ .

인간 그 자체가 자득의 경지에 있을 때 가능한 경지다.

9) , , “ , , , , , .董其昌 黃岡新建小竹樓記 公退之暇 披鶴 衣 帶華陽巾 手執周易一卷 焚香默坐 消遣世慮 江山之「 」 氅
, , .”外 第見風帆沙鳥 煙雲竹樹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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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이 자“ .”

주 하는 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 한 잔 마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곳곳에. ‘ ’ .

널려 있는 테이크 아웃 이 가능한 찻집과 따뜻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take out)

는 인스턴트 커피를 감안하면 차 한 잔 마시는 정도의 짧은 시간은 얼마(instant) ‘ ’

든지 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차를 어떤 상황에서 마시느냐 하는 등 다양한 상황.

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차 한 잔 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 ’

요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스스로가 모든 시간을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일의 시. ‘

간 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시인 는 가을산 에서 다음과’ . ( )唐代 白居易 秋山「 」

같이 읊은 적이 있다.

인생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人生無幾何

천지 사이에 기숙하는 것 같도다: .如寄天地間

마음에는 천년의 근심이 있고:心有千載憂

몸에는 하루의 한가함도 없도다: .身無一日閑

어느 때라야 속세의 그물을 끊고:何時解塵網

이곳에 와서 대문 닫고 살아볼까: .此地來掩關

이같이 어느 하루도 심신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적 삶에 대해 장자는‘ ’形勞不休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몸을 고달프게 하여 쉬지 않으면 쓰러지고 정신을 써서 그치지 않으면 괴로울,

것이요 괴로우면 기운이 다한다, .10)

장자는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짧은 인생 동안11)

재물 권세 명예 타인을 위한 삶 더 나아가 생사 등을 의미하는 에 얽매여, , , , 外物

심신이 손상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여러 곳에서, ‘悲

라는 표현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다’, ‘ ’, ‘ ’ .夫 悲乎 悲哉 12) 이런 삶

10) , “ , , , .”莊子 刻意 故曰 形勞而不休則弊 精用而不已則勞 勞則竭『 』「 」

11) , “ , , . , , , .莊子 知北遊 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 忽然而已 注然勃然 莫不出焉 油然 然 莫不入焉 已化『 』「 」 郤 漻
, . , . , , , , , .”而生 又化而死 生物哀之 人類悲之 解其天 其天 紛乎宛乎 魂魄將往 乃身從之 乃大歸乎弢 隳 袟

12) , “ , , , , , .莊子 齊物論 一受其成形 不忘以待盡 與物相刃相靡 其行盡如馳 而莫之能止 不亦悲乎 終身役役而『 』「 」

, , . , . , . .不見其成功 然疲役而不知其所歸 可不哀邪 人謂之不死 奚益 其形化 其心與之然 可不謂大哀乎 人苶
및, , , ” , “ , ,之生也 固若是芒乎 其我獨芒 而人亦有不芒者乎 徐無鬼 錢財不積則貪者憂 權勢不尤則 者悲「 」 夸

, , . , . , , ,勢物之徒樂變 遭時有所用 不能無爲也 此皆順比於世 不物於易者也 馳其形成 潛之萬物 終身不反 悲

및” , “ , , , , ,夫 讓王 能尊生者 雖貴富不以養傷身 雖貧賤不以利累形 今世之人居高官尊爵者 皆重失之 見「 」

참조, ” .利輕亡其身 豈不惑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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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인 흔적은 과거 동양의 관료적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본고에.

서는 주로 백거이의 시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는 관료적 삶과 은일적 삶의 경계선에서 다양한 견해를 표방한 적이 있는白居易

데 어떻게 하면 부귀 화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백거이는 내 마음을 노래하다 에서 장. ( )詠意「 」

자가 말한 사유에서 출발하여 능력있고 재주 있음이 갖는 피로감을 말한다.

남화경 의 말을 항상 들었다: [ ]常聞南華經 莊子

재주 있는 자는 수고롭고 지혜로운 자는 근심한다고: .巧勞智憂愁

차라리 못하리라 무능한 사람이: ,不如無能者

배불리 먹고 마음대로 노는 것만 말이다: .飽食但 遊遨
중략

간혹 시 한 편을 읊기도 하고:或吟詩一章

간혹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한다: .或飮茶一甌
몸과 마음 어느 한 곳에도 얽히지 않아:身心一無繫

호방함이 마치 빈 배 같았다: ‘ ’ .浩浩如虛舟

부귀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나니:富貴亦有苦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스럽다: .苦在心危憂

빈천한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있나니:貧賤亦有樂

즐거움은 몸의 자유로움에 있다: .樂在身自由

백거이는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보다는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더 즐겁고

자유롭다는 역설을 말한다 장자가 말한 바가 있는 빈배 는 허정한 마음을. ‘ [ ]’虛舟

상징한다 낙산 사람의 교외 집 연못에 들러 에서는 바삐 사는. ( )過駱山人野居小池「 」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문 앞에 수레와 말이 다니는 길:門前車馬路

밤낮 없이 달리는구나: .奔走無昏曉

명예와 이익에 사람 마음 달리게 하여:名利驅人心

어질거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바쁘구나: .賢愚同擾擾

수레와 말은 부귀함과 관료적 삶의 상징이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서의 시간의.

빠름도 상징한다 이렇게 바삐 밤낮으로 달리는 이유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추구적 마음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면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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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내 마음 속 생각을 읊다 에서는 그런 점을 읊고 있다, ( ) .詠懷「 」

인생살이 미처 백 년도 못되는데:人生百年內

빠르기가 마치 망아지 문틈을 지나는 듯 하는구나: .疾速如過隙

우선은 몸이 편안하고 한가한 것에 힘쓰고:先務身安閒

다음은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게 해야 한다: .次要心歡適

백년도 못되는 짧은 세월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마음의 편안함 한,

가로움 기쁨 만족함 등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이에 관청을 나와 내 집에 돌아와, , . 「

에서 몸이 한가하면 저절로 고귀해지고 빈천함이 도리어 몸의 자유( ) ,出府歸吾廬 」

롭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관청을 나와 집에 돌아오니:出府歸吾廬

고요하여 편안하고 한가롭구나: .靜然安且逸

중략

몸이 한가하면 저절로 고귀해지니:身閒自爲貴

어찌 반드시 화를 누리는 지위에 있어야 할까: .何必居榮秩

마음이 흡족하면 가난하지 않나니:心足卽非貧

어찌 오직 황금을 집안에 가득히 채워야 할까: .豈唯金滿室

내가 권세 있는 자를 살펴보니:吾觀權勢者

고통스럽게 자신을 물질을 따르게 한다: .苦以身徇物

중략

다만 부귀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但有富貴名

부귀의 실속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 .而無富貴實

진정한 부귀란 몸의 한가로움과 마음의 흡족함이다 물질적인 부나 사물에 사역.

당하는 는 진정한 부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속있는 부귀 진정한 부귀란 무. ,權勢

엇인가 백거이는 한가로이 살면서 에서 하루종일 몸과 마음이 일삼는 것이? ( )閑居「 」

없이 살면서 마음이 만족함을 느끼고 몸이 한가로롭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 ,無事

부귀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귀를 누리기 위해 굳이 고위직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13) 다른 측면에서 백거이는 내 오두막집 에서 을( ) ‘ ’吾廬 林泉風月「 」

자신의 재산으로 여긴다는 것을 말한다.

13) , , “ , . , . , .白居易 閑居 空腹一盞粥 饑食有餘味 南 半床日 暖臥因成睡 綿袍擁兩膝 竹幾支雙臂 從旦直至「 」 簷
, . , . , .”昏 身心一無事 心足 爲富 身閑乃當貴 富貴在此中 何必居高位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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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의 작은 관아 집 앞에 소나무:新昌小院松當戶

그윽한 내 집을 걷자니 대숲이 못을 둘러있다: .履道幽居竹繞池

두 도읍에 공연히 집 가졌다 말하지 말라:莫道兩都空有宅

숲속 바람과 달이 곧 내 집의 재산인 것을: .林泉風月是家資

임천풍월 을 벗으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은일적 삶에 해당한다 이런 삶과 사유‘ ’ .

에서는 성과사회에서의 피로감은 없고 향기있는 시간만 있다 그렇다고 백거이는, .

경제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을 찬미하는 그는 한가롭게. ‘ ’中隱 「

노닐다 에서 경제적인 궁핍함이 몸을 고생시키고 부귀는 항상 마음을 바( )勉閒遊 」

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지위를 얻을 것

을 말한다.

가난에 쪼달리면 마음고생 많으니 흥이 안나고:貧窮身苦多無興

부귀를 누리면 몸이 바빠 자유롭지 못한다: .富貴身忙不自由

오직 분사 정도의 벼슬이 나에게 맞으니:唯有分司官恰好

비록 늙어도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즐기리라: .閒遊雖老未能休

‘ ’分司 14) 정도의 벼슬을 하면서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즐기라는 것은 능력있는

선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다 다만 심신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세속적 욕망을 줄.

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이다 를 쓴 은 예와 지위 권세 이익은. , ,抱朴子 葛洪『 』

잠시 머물 다 가버리는 나그네 이라고 말하면서 적 차원에서 그것을‘ [ ]’ ,寄客 養生

추구하는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지만 생각하기에 부귀는 점차적으로 얻는 것이지 갑,

자기 굴러오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서 애쓰는 것은 또한 사람을 피로하게 한다. .

그리고 화 지위 권세 이익은 나그네 와 같은 것으로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 , ‘ ’ ,

또한 가버려도 다시 멈춰 세울 수 없다 아무리 위세가 당당한 자라도 언젠가는 없.

어져 버리고 빛나는 명성이라 해도 반드시 없어진다 봄에 피는 꽃처럼 눈 깜박할, .

사이에 시들어 떨어지고 만다 그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잃어버렸다고. ,

해서 슬퍼할 것도 못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후회와 근심이 백가지로 싹이 트.

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다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그렇, ,

게 해서는 안된다.15)

14) 대 관직명으로 에 있던, .唐 東都 洛陽 中央官員

15) , · , “ , , . ,葛洪 抱朴子 外篇 自敍 永惟富貴可以漸得而不可頓合 其間屑屑 亦足以勞人 且榮位勢利 譬如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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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와 같은 부귀를 얻기 위해 바둥대는 삶과 예와 지위 권세 이익에 마‘ ’ , ,

음을 쏟고 그것에 탐닉하는 것은 심신을 피로하게 할 뿐 심신건강과 관련된 ‘ ’養生

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권력 명예 재물 등과 같은 외물에 사역당하지 않고 시, , ,

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은 부귀에 대한 인식 전환이

다 백거이는 마음에 느껴진 것 에서 사람의 재난은 명리를 지나치게 탐하. ( )感興「 」

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말한다.

명예는 사회의 공기인지라 많이 취하지 말고:名爲公器無多取

이익은 몸의 재앙거리니 조금만 탐해야 한다: .利是身災合少求

사람은 표주박과는 달라서 먹어야 살지만:雖異匏瓜難不食

적당히 배부르면 일치감치 그쳐야 한다: .大都食足早宜休

아욱을 삶으며 에서는 의 삶이 주는 소박한 행복을 말한다( ) .烹葵 安分知足「 」

가난한 집 부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貧廚何所有

밥 짓고 가을 아욱 정도를 삶는다: .炊稻烹秋葵

붉은 밥알은 향기롭고도 부드럽고:紅粒香復軟

녹색 꽃부리는 부드럽고도 두터워라: .綠英滑且肥

번째 아들인 은 에서 몸이 현실을 벗어날 수17朱元璋 朱權 壺天神隱志 神隱序『 』「 」

없는 상황에서의 적 처세술을 말하기도 한다 그는 세속인의 에 뜻을 둔.神隱 袞冕

적 차원의 부귀 아닌 를 추구하는 의 마음을 약으로 삼는다는 ‘ ’用世 褐 恬澹 神隱裘
적 처세술을 말하기도 한다.16) 부귀에 대한 인식전환은 삶의 소박한 행복으로 이

어진다 이같은 안분지족의 삶에서는 피로사회에서 야기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좌절했을 때 생기는 우울증 심리적 압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

장자 백거이 갈홍 등은 부귀추구를 위한 삶이 야기하는 심신의 피로감과 양생, ,

을 해치는 억압적이고 인 자기 착취 상황에부터 벗어날 것을 말한다 이.沒主體的

런 점에서 안분지족할 것과 부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그런 성과지상주.

, , . , , , , , .客 非常物 又其去不可得留也 隆隆者 赫赫者滅 有若春華 須臾凋落 得之不喜 失之安悲 悔吝百既 絕
, , . .”端 憂懼兢戰 不可勝言 不可爲也

16) , , “ , . , , . , ,朱權 壺天神隱志 序文 古有三隱 可得聞乎 藏其天眞 高莫窺測者 天隱也 避地山林 潔身全節者『 』 「 」

. , , . , , , .地隱也 身混市朝 心居物外者 名隱也 身雖不能避地 而心能自潔 謂之神隱 不亦高乎 乃學於抱朴子之

, . , , , , , .”術 予嘗得之矣 人之用世也 皆以富貴爲心 吾之處世也 獨以恬澹爲藥 故無袞冕之志 而有 褐之心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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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매몰된 바쁜 삶에 대한 추구 부귀에 대한 인식 전환 속에 향기있는 시간이,

전개된다.

3.‘山靜日長 의 은일적 삶과’ 還我적 삶

전원시인인 의 은 에서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았東晉 陶淵明 歸去來辭 歸去來「 」

던 관료적 삶을 다음과 같이 반성한다.

자 돌아가자: , .歸去來兮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田園將蕪胡不歸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 로 만들어 버렸다: ‘ ’ .旣自以心爲形役

어찌 슬퍼하여 서러워만 할 것인가: .奚 而獨悲惆悵
이미 지난 일은 탓해야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悟已往之不諫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知來者之可追

내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헤맨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그리: ,實迷塗其未遠

멀지 않았다.

오늘 취한 행동이 옳았고 지난날 벼슬살이가 그릇된 것: ‘ ’, ‘ ’覺今是而昨非

을 깨달았다.

도연명의 귀거래는 단순 공간적 차원으로 복귀가 아니라 그 동안 에 사역外物

당했던 나 자신의 본성 본 모습을 찾는 적 경지 시비 판단에 대한 올바른, ‘ ’ ,還我

자기 자각으로 이어진다 그 귀거래 하고자 한 자기 결단이 갖는 의미를. ‘ ’ 歸田園「

제 에서는 물욕과 명예욕으로 가득찬 세속에 물들지 않고자 관직을 떠나 자1居 首」

연으로 돌아온 것을 자신의 자연을 좋아하는 천성 과 연계하여 말한다‘ ’ .

젊어서부터 세속의 운치에 맞지 않았고:少無適俗韻

천성은 본시 언덕과 산을 좋아하 네:性本愛丘山

잘못하여 티끌 그물 가운데 떨어져서:誤落塵網中

한번 떠났더니 훌쩍 삼십년이 지났네:一去三十年

중략

문에도 뜰에도 티끌의 잡스러움 없고:戶庭無塵雜

텅빈 방 넉넉한 한가로움 있네:虛室有餘閑

오랫동안 조롱 속에 있다가:久在樊籠裏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었노라:復得反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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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자연과 대비되는 으로 상징되는 관료적 삶은 심신의‘ ’鳥籠

부자유를 의미한다 이같은 귀거래한 이후에 누리는 인 삶은 더 나아가. 閒雅自適

인간의 심신을 얽매이게 하는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난 의 삶을 통해 자‘ ’心遠

연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경지에까지 나아가게 한다 다. 5 .飮酒 首「 」

사람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지만:結盧在人境

나를 찾아오는 수레 끄는 소리 말울음 소리로 시끄럽지 않네: , .而無車馬喧

그대는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問君何能爾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절로 외딴 곳이: ‘ ’心遠地自偏

되는 법.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다가:採菊東籬下

무심히 고개 드니 멀리 남산이 보인다: .悠然見南山

산 기운은 해 저무니 더욱 아름답게 물들고:山氣日夕佳

아침에 둥지를 떠난 새들은 짝 지어 돌아오누나: .飛鳥相與還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 현상 속에 참뜻이 있는데:此中有眞意

말로 드러내려다 할 말을 잊고 말았네: .欲辨已忘言

권력명예재물성과지상주의와 같은 로 당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심신· · · 外物 使役

의 안정과 한가로움을 추구하는 도연명의 적 삶은 향기가 있는 운치가 있는,心遠

미학적 삶이기도 하다.

피로사회의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간의 흐름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에도

은일적 삶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자신을 착취하는 부귀 화를 추구하는 삶과 일.

에 부림을 당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 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 ’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삶을 살면서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지 않. 閑寂

고자 했던 은일자의 삶을 보기로 한다 자는 은 이란 시에서 은일. ( )唐庚 子西 醉眠「 」

적 삶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산은 태고인양 고요하고:山靜似太古

해는 짧은 일년 처럼 길도다: ‘ ’日長如小年

남은 꽃은 가히 취할만하고:餘花猶可醉

귀여운 새 소리 잠 방해하지 않고:好鳥不妨眠

세상의 맛은 문이 항상 가리니:世味門常掩

시절 따뜻해 돗자리 이미 편안해:時光 已便簟
꿈결에 자꾸 좋은 시구 떠오르니:夢中頻得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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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을 들면 따윈 잊고 만다오: .拈筆又忘筌 句法

이 중에서 중국인의 시간관과 관련하여 가장 회자되는 것은 ‘ ,詩語 山靜似太古

라는 시구이다 에 의거해 운행되는 자연의 을 알고 있는’ .日長如小年 生生之理 理法

중국의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평상적인 인간들이 느끼는 시간관념과 다른 시간관념

이 있다 는 에서 라는 말을 한다 꽃이 필. ‘ (= ) ’ .司空圖 二十四詩品 含蓄 春時反 返 秋『 』「 」

때 이미 꽃 핌속에 함축된 가을의 결실을 알아차린다 시간은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런데 라는 말이 있듯이 동일한 시간이라도 사람에 따라. ‘ ’一刻如三秋

다르게 느껴진다 특히 의 한 삶을 사는 은일자는 인간을 지배하는 시간. 無事 閑寂

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당경은 아직도 남은 꽃의 향기가 남아 있어 자신의 코를.

자극하는 산들바람이 부는 시절 아울러 대나무로 만든 돗자리에서 편안하게 낮잠,

을 잘 수 있는 시절 즉 늦봄에서 초여름 되기 전까지의 하루 시간을 짧은 일년처‘

럼 길다 고 읊고 있다 당경은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짧은 일년처럼 길’ . ‘ ’

다고 했을까 물론 이런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바쁜 일정을?

사는 인간은 그것을 알아차릴 겨를이 없다.

은 당경의 이란 시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 ”羅大經 山靜似太古 日長如小年 山「

라는 글을 써 은일자의 하루 삶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일과 시간에 구. ,靜日長」

애받지 않는 은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인 낮잠 마음 내키는 대로의, ,

무목적의 서화 감상과 실기 두 잔의 차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 , , ,讀書 散策 濯足

남성들끼리의 수다 떨기 저녁노을 감상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17) 중간에 거친

밥을 흠족 하게 한번 먹기도 한다 이런 거친 밥을 먹는데 행복할까 자발적 은‘ ’ . ? ‘

일 일 경우 흡족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백수 자발적으로 백수의 길을’ . ,

선택한 은일자가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다 하려면 상당히 바쁜 것 같다 하지만 중.

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더, .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하는 과정에서 충만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의 이런 행동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 시간.無事

으로부터 지배와 옥죔을 당하지 않는 정신적 신체적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이런, .

17) , , “ , , . , ,羅大經 鶴林玉露 山靜日長 唐子西詩云 山靜似太古 日長如小年 余家深山之中 每春夏之交 蒼蘚盈『 』「 」

, , . , , , , , .階 落花滿徑 門無剝啄 松影參差 禽聲上下 午睡初足 旋汲山泉 拾松枝 煮苦茗吸之 隨意讀周易國風左

. , , . ,氏傳離騷太史公書及陶杜詩韓蘇文數篇 從容步山徑 撫松竹 與 犢共偃息於長林 草間 坐弄流泉 漱齒濯麛 豐
. , , , , . , ,足 歸竹 下 則山妻稚子 作筍蕨 供麥飯 欣然一飽 弄筆 前 隨大小作數十字 展所藏法帖墨跡 卷既 窗 窗 畫

. , , . , , , ,縱觀之 興到則吟小詩 或草玉露一兩段 再烹苦茗一杯 出步溪邊 邂逅園翁溪 問桑麻 說粳稻 量晴校叟
, , . , , , , . ,雨 探節數時 相與劇談一 歸而倚杖柴門之下 則夕陽在山 紫綠萬狀 變幻頃刻 恍可入目 牛背笛聲晌

, .”兩兩來歸 而月印前溪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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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양생의 비결이기도 하다.

시간과 관련하여 라대경은 산정일장 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글귀로 맺는다.「 」

당경의 앞에 나온 이 시구를 음미해보면 참으로 절묘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시.

구가 아무리 절묘하다 한들 그 절묘함을 아는 자는 대개 적다 저 누런 사냥개를.

끌고 팔뚝에 매를 앉혀 사낭하는 자나 이익을 위해 치달리는 자는 단지 말머리에

이는 자욱한 먼지나 보거나 틈 사이로 언뜻 망아지 그림자나 볼 뿐이니 어찌 이,

시구의 절묘함을 알겠는가 사람이 진정 이 시구의 절묘함을 안다면 소동파의.

일삼는 것 없이 조용히 앉아 있으면“ :無事此靜坐

하루에 이틀의 효용이 있으니:一日是兩日

만약 년을 산다면: 70若活七十年

년을 사는 셈이 되리: 140 “便是百四十 18)

라고 한 시와 같이 될 것이니 그 소득이 많지 않겠는가, .19)

정좌할 수 있는 조건은 세속적인 명예 이익 권세 등과 같은 것을 일삼는 것이, , ‘

없는 것 이다 앞서 가 말하 듯이 는 의 관건이기도 하[ ]’ . ‘ ’無事 程顥 無事 靜觀自得

다 이같이 무사를 근간으로 하면서 세속적인 물질로부터 벗어나 하게 사는. 閑寂

삶은 덤으로 과 을 함께 얻는다 백거이는 이런 점을 문밖에 나가지 않고.長生 養生 「

에서 다음과 읊고 있다( ) .不出門 」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니 더 오래 살게 되고:自靜其心延壽命

물질에서 구하는 것이 없으니 정신이 길러지게 된다: .無求於物長精神

당경이 말한 의 경지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 , ’山靜似太古 日長如小年 李澤厚

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구본체에서 심리본체에 이르는 노정 중에서 시간은 객관적 공간화에서부

터 주관적 정감화로 파생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계산할 수 있는 시계 속.

18) 의 이 시어는 에 나오는 것인데 번개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일삼는 것이 없이,蘇軾 司命宮楊道士息軒「 」

정좌하면서 멈추어 쉴 것 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息 無事此靜坐 一日似兩日 若活

, . , . , . , .七十年 便是百四十 黃金幾時成 白發日夜出 開眼三千秋 速如駒過隙 是故東坡老 貴汝一念息 時來登

, . , .”此軒 目送過海席 家山歸未能 題詩寄屋壁

19) , , “ , . , . ,羅大經 鶴林玉露 山靜日長 味子西此句 可謂妙 然此句妙矣 識其妙者少 彼牽黃臂蒼 馳獵於聲利『 』「 」 絕
, , , . , “ ,之場者 但見袞袞馬頭塵 駒隙影耳 烏知此句之妙哉 能 知此妙 則東坡所謂 無事此靜坐 一日是匆匆 真

, , ”, .“兩日 若活七十年 便是百四十 所得不已多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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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감의 강력한 지속이 되어버린다 정.

감 속에서 공간화 된 시간은 정지되고 시간은 초시간이 된다, .20)

는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는 공간화된 시간 은 인간의 품에서 끝난다고‘ ’李澤厚

하면서 특히 에서 말하는 증에서 에 주목한, , , , ‘ ’中國畵論 能品 妙品 神品 逸品 逸品

다 전통적으로 문인사대부들의 경우 기교와 법도의 최고경지인 신품보다는. 無法

과 의 예술경지를 담아내는 일품을 더 높이곤 한다 는 중국화론에.無爲自然 李澤厚

서 일품을 신품위에 놓는 것은 일품이 초시간적인 인생경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

이며 이런 일품은 단지 시간 의상 흥취 도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하, , , , ‘ ’(逸

고 편안하며 초월적인 한 운치라고 한다) .21)

그런데 이런 일품은 단순히 기교나 법도의 차원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

간됨됨이 의 가 사실은 그 핵심을 이룬다 예를 들면 를 통해, . ‘ ’人品 高下 逸筆草草

를 담아내는 을 말한 을 비롯하여‘ ’ ,逸氣 逸格 倪瓚 22) 등, , ,黃公望 孫位 王墨 張志和

일품화가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함에 담긴 적 의 자유로움‘ ’, ‘閒雅自適 脫俗 心靈 氣

이 함 의 은일적 삶과 인생경지를 보면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 ’ .韻 高擧 仙風道骨 23)

이들의 회화작품에는 그들이 권세와 명리를 추구하는 현실적 삶이나 계량화된 시

간에서 벗어난 초시간적인 인생경지의 한 은일적 삶이 담겨 있‘ ’, ‘ ’, ‘ ’, ‘ ’靜 閒 寒 冷

다 이런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감상자로 하여금 잠시나마 향기 있는 시.

간을 맛보게 한다 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며 시간의 부림을. ,朱良志

받지 않는 것은 중국예술의 형이상학적 사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예술이 온 힘을 쏟아 창조한 은 원래 시간을 초월하기 위한 것이자 고요靜寂

함 속에서 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시간으로써 공간을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파악하고 원히 불변하

는 것의 의미를 캐물으며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다.24)

은 은일적 삶을 상징하며 그것은 시간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남과 동시‘ ’ ,山靜日長

20) 참조, , .李澤厚 哲學探尋錄 四 活得 樣 生活境界和人生歸宿『 』 「 ： 」怎
21) 리쩌허우 지음 황희경 옮김 역사본체론 들녘, , , , 2004, p.170『 』

22) 참조, , “ , , , .” .倪瓚 答張藻仲書 僕之所謂 者 不過逸筆草草 不求形似 聊以自娛耳「 」 畫
23)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조민환 의 을 중심으로 도교, · · : ,中國 書 畵 印 品論 道家美學的 考察 逸品「 」 『

문화연구 제 집 한국도교문화학회 참조할 것43 , , 2015 .』

24)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것은 중 제 강 참조, ( , 2006) 8 .朱良志 中國美學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四時之外『 』 「 」

특히 부분을 참조할 것‘ ’ .靜裏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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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명의 존재가치를 아울러 파악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시간에 구속.

당하고 외물에 사역당한 나를 다시금 되찾게 하는 향기가 있는 적 삶이 가능還我

해진다.

나오는 말4.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 회장인 마윈 은 년 월 러( ) 2016 6馬雲

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알리바바를 창업한B20 “

것이 인생 최대 실수 라고 하면서 자신은 본래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돼 버렸고 알리바바 그룹 일이 내 모든 시간을 가져가,

버렸다고 한 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 이며 기회가“ ” , “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가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다 사업 얘기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다 는 소망을 얘기했다고 한다” .25) 이 기사에 대해 배불 다 이거지 가진“ .

자의 여유인가 라는 거친 댓글이 올라와 있다 사실 작은 업체가 큰 업체보다도?” .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도리어 더 피곤할 수 있다 즉 피로사회와 연관지어 볼 때는, .

업체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는 에. 白居易 中隱「 」

서 에 대해 말하면서 가 없어 삶을 즐길만한 적당한 시간도, , ,大隱 中隱 小隱 公事

있고 몸과 힘을 다해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달마다 나오는 봉급이 있어 경제적,

으로 을 면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은을 예찬한 적이 있다.饑寒 26) 이런

중은은 당대 이후 중국의 문인사대부들이 추구한 삶이기도 하는데,27) 성과지향적

인 삶속에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은 이나 신은 이 주는 메시지에‘ ’ ‘ ’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처럼 대은 중은 소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하는 것이다 즉 피로사회를 벗어나게 하는 가능성으로 주어진 동양의 은일사상이.

지향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은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인물이 선택할 수 있는 제한

25) 이인숙 기자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2016.06.21. .

26) , , “ , . , . , .白居易 中隱 大隱住朝市 小隱入丘樊 丘樊太冷落 朝市太 喧 不如作中隱 隱在留司官 似出複似「 」 囂
, . , . , . , . ,處 非忙亦非閑 不勞心與力 又免饑與寒 終歲無公事 隨月有俸錢 君若好登臨 城南有秋山 君若愛遊蕩

. , . , . , , ,城東有春園 君若欲一醉 時出赴賓筵 洛中多君子 可以恣歡言 君若欲高臥 但自深掩關 亦無車馬客 造

. , , , . , . ,次到門前 人生處一世 其道難兩全 賤 苦凍 貴則多憂患 唯此中隱士 致身吉且安 窮通與 約 正在即 餒 豐
.”四者間

, , “ , . ,蘇軾 六月二十七日望湖樓醉書五絶 未成小隱聊中隱 可得長閑勝暫閑 我本無家更安往 故鄕無此好湖「 」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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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에 속한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린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하나의 지혜를 얻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상황에 따.

라 일종의 능력있는 백수 들의 은일적 삶에 대한 찬미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 ’

다.

가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 근심을 잊으라고 한다 그 사람인들 잊.

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의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울고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데 어찌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 근심을 잊으라고 하고 싶다면 이상 말? ,

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일들을 먼저 해결해 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다 그런데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다면 근심을 잊으라는 말은. .

공허할 따름이다.28)

명말청초에 살았던 의 말이다 한병철 식의 피로사회 의 문제점을 운운하면. ‘ ’李漁

서 은일적 삶을 꿈꾸는 것은 성공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몰라도,

대상에 따라 공허한 말이 될 수가 있다 즉 한병철이 더욱 생산적이 될 것을 요구. ‘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욕망에 굴복해 탈진하고 고갈된 혼 없는 개인으로 살지

않고 각성과 결단으로 자본주의 욕망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 라는 것은 적용범위’

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삶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은일적 삶에 대해 은. 杜牧

에서 은일적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懷紫閣山「 」

사람들은 청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들 하지만:人道靑山歸去好

청산으로 돌아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靑山能有幾人歸

는 에서 와 의 갈등을 문학적 시어를 통해 해학적으로 읊기韓愈 從仕 出仕 隱逸「 」

도 한다.

한가히 살자니 양식이 부족하고:閑居食不足

벼슬에 나가자니 능력이 모자라네:從宦力難任

이 두 가지 일 모두 본성을 해치는 거라:兩事皆害性

일생 동안 늘 고심 했다네:一生常苦心

은일적 삶에 대한 추구가 이런 제한적인 면이 있지만 피로사회와 일의 시간 이, ‘ ’

28) 권, 6, , 2, “ , , ,李漁 閑情偶寄 養部 止憂 第 如人憂貧而勸之使忘 彼非不欲忘也 啼饑號寒者迫于內 課賦『 』 「 」頤
, . , , , ,索逋者攻于外 憂能忘乎 欲使貧者忘憂 必先使饑者忘啼 寒者忘號 征且索者忘其逋賦而後可 此必不得之

. , .”數也 若是 則忘憂二字徒虛語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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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하나의 탈출구를 찾을 때 동양의 들이 추구했던 본隱士

고에서 논한 은일적 삶을 떠올릴 수 있다 적 삶은 더 나아가 기존의 진리제. ·心遠

도 등에 강제당하고 매몰된 자아를 회복하게 하고 아울러 타인의 시선으로 평가,

받는 나에서 벗어나 자신의 참된 모습과 자신 본성 속에 담긴 자신만의 향기를 되

찾는 추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 효용성을 더욱 된다 이런 점에서 피.還我 倍加

로사회에서 혹은 로 상징되는 적 삶이 주는 지혜로움에 주목할‘ ’ ‘ ’幽居 靜居 心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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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Resistance in a fatigue society

피로사회에서의 저항

주광순 부산대학교

Joo, Kwang-Sun B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e live in a fatigue society. Byung-Chul Han insists that the immunological

response to binary opposition has turned our society into the fatigue society; a

society which has neurological disorder. This has six aspects. It is a society where

1) diversity has disappeared and 2) a society of excess and 3) a society of

positivity. This society appears to be 4) a society of freedom, but, in reality, 5) a

society which demands overachievement. 6) The power and freedom of this society

is just a self-made illusion. In this society everybody without exception experiences

self-exploitation and burnout, but feels neither indignant nor resistant. This is on

account of 3) the positivity and 4) the illusion of freedom. Furthermore, on the

one hand, the excess of positivity mass-produces an ideology of ‘yes, we can’; on

the other, because people have the freedom to act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

and will, they blame themselves for their failure. Also the 1) disappearance of

diversity and 2) excess contributes to this tendency. With the disappearance of

diversity, there is no ‘other’ to attack and to blame, so people attack themselves.

And the excess of information and tasks leads them to lose the ability to express

their indignation.

Foucault regards this loss of resistance as result of governmentality. To him, the

power is not prohibition but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This is the meaning of

Foucault’s governmentality. In other words, neoliberal governance affirms and

encourages desire. That is why people work to pursue their own desir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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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itation. But this freedom is subordinate to the public good, that is, the

expansion of achievement. The strategy of governmentality subordination is the

invention of a subject, namely the invention of homo economicus. The economic

man competes without limitation and eventually becomes burned out. But he

cannot resist, because he is the economic man. The way to escape from this

outcome is to become a new kind of subject. We will consider a new idea of man

characterized by mutual dependence and of emptiness as a possibility of resistance

to neoliberalism.

서론1.

현대 사회는 성과사회이다 사람들은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과로하고 소진된다. .

그 결과 낙오자들과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서도 분노와 저항.

도 할 줄 모르는 사회이다 이 글은 이러한 피로사회를 분석하고 어떻게 저항이 가.

능할지를 묻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피로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병철을 들여.

올 것이다 그러나 저항의 가능성을 묻기 위해서 한병철의 피로사회 를 푸코의 권. ‘ ’

력과 비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르게 사고하기가 저항의 한 형.

식이 될 수 있음을 더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철의 피로사회2.

한병철은 이항대립적인 사회인 면역학적 사회가 지나갔음을 주장한다 면역학적.

사회는 자기와 타자는 이항대립적이서 적대적이었으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자

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사회 다 안과 밖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 “ , ,

계선이 그어진 시대 던 것이다 면역학적 행동의 본질은 공격과 방어이다. (.....) .”

한병철 그러나 이제는 신경증적인 피로사회이다 한병철은 대략 가지( 2012, 12) . 6

의 측면으로 피로사회를 분석한다 우선 이질성의 소멸이라는 측면이다 지구화. 1) .

시대에 외국인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사회적 타자들을 적대적 타자로만 파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면역학적 사회에서는 자아가 타자를 자아 속으로 침투. “

하여 자아를 부정하려고 하는 부정 분자 를 보았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을 통해” “ ”

자기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한병철 그러나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이질성.( 2012, 16) “

은 탈경계 과정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병철 그러므로 이제 신경증적.”( 2012, 15)

인 사회에서는 자아는 타자를 공격하기보다는 그의 이질성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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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이 순화되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자아는 타. “

자의 부정성을 부정함으로써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 한병철.”( 2012, 16)

이는 타자를 자기에게로 동화시킴으로써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질.

성을 제거시켜 이룩해낸 긍정성의 사회는 아쉽게도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 또,

다른 병리적인 사회 즉 피로사회 신경증적 사회이다 여기서는 부정성의 투쟁은, , .

없지만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 가 그 대신 들어선다 한병철“ ” .( 2012,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17)

이다.

피로사회의 또 다른 측면은 과잉 섭취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잉이 벌어진다2) . .

긍정성의 과잉은 자극 정보 충동의 과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주의“ , , . 注

구조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한병철 과도한 정보 과도.”( 2012, 30) ,意

한 과제 등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인 멀티테스킹이라는 시간 및 주의 관“

리 기법 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산되고 얕은 주의구조를 가지게 되고 깊” .

은 사고에 도달할 수 없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다만 이. “

미 존재하는 것을 재생하고 가속화할 따름이다 한병철 새로운 것은 멈.”( 2012, 32)

춰 서서 다른 종류의 사고를 하는 경우에나 가능하지만 과잉 사회에서는 따라가,

기에 급급하여 다만 앞으로 달릴 뿐이다 왜냐하면 긍정성의 과잉은 면역학적 저. ‘

항 을 불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도하게 쌓이는 지방은 이질적 물질이 아’ .

닌 우리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항을 유발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

은 이질성이 아니라 과다성이다 긍정성의 과잉에 대한 반발은 면역 저항이 아니, . “

라 소화 신경적 해소 내지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다 과다에 따른 소진 피로 질식. , ,

역시 면역 반응은 아니다 한병철 이하.”( 2012, 18 )

그 다음 측면은 긍정성이다 면역학적 사회는 푸코의 규율사회3) . “ (Disziplinargesellschaft)”

으나 이제는 성과사회 로 변모했다 한병철 규율“ (Leistungsgesellschaft) .”( 2012, 23)

사회는 단지 억압과 금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고 형성하려고 했,

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방식에 따라 규율사회를 금지나 억압이라는.

틀만으로는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이것이 푸코가 주체 형성을 말하게 되는 이유.

이다 이처럼 근대의 새로운 제도인 군대나 학교는 사람을 군인이나 학생시민으로. /

주조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성도 역시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정성.

이다 해서는 안 된다 가 적나라한 금지로서 과격한 부정성이지만 해야 한다. “~ ” “‘~ ’

에도 어떤 부정성 강제의 부정성이 깃들어 있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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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 . ‘

음 이 주장되고 예스 위 캔 이 선전된다 한병철 규율사회의 금지 명’” “ ” .( 2012, 24) “ ,

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이것이 현재 신, , , .”

자유주의의 긍정사회 성과사회이다, .

긍정성을 이끌고 있는 측면이 성과의 강요이다 규율사회와는 정반대로 성과4) .

사회가 사람들과 그 욕망들을 긍정하지만 이 두 사회 공히 뒤에 성과와 효율성의,

추구가 숨어 있다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 이 근대국가를 늘 따라다니고. “ ”

있는 것이다 한병철 성과사회로의 이행은 다만 더 높은 생산성의 요구에.( 2012, 25)

따름일 뿐이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더 이상 규율로는 되지.

않고 자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임이 아니라 성과에의 열망 의. ‘ ’

숨겨진 지배이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생산수준에 이르면 자기 착취는 타자에 의. “ ,

한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된다 그것은 자기 착취가 자유의 감.

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한병철 여기서도 착취가 발생하지만 맑스주의.”( 2012, 103)

자의 공식인 계급착취가 아니라 자기 착취이다, .

성과는 자유의 측면을 요청한다 인도주의나 인권 같은 것으로부터가 아니라5) . ,

성과로부터 자유와 탈규제가 나온다 여기서 자유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다만 의무의 면제와 욕구의 해방일 뿐이다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는 의무, . “

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가 그. , , , ,

의 원칙이다 그가 노동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획득이다 그의 노. .

동은 향유적이다 한병철 자신만을 자본으로 가진 기업가인 노동자는 자.”( 2012, 86)

유롭지만 예속되어 있다 자유에서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는 데 자유의 변증법. “

이 있다 이 강제는 규율사회의 강제보다 훨씬 강력한 강제이다 왜냐하면 더 이.” .

상 타자가 강제하고 규율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과하기 때문이,

다 그 때문에 성과사회는 무한 경쟁의 피로사회이고 동시에 소진사회이다 그리고. .

이 강제는 결국 자본의 힘이다 개인적 자유는 마르크스에게 자본의 간계 자본의. “ ,

음모로 나타난다 개인적 자유의 이념 위에 세워진 자유 경쟁 은 자본의 자기 관. ‘ ’ ‘

계 즉 자본이 다른 자본과 맺는 관계이며 자본이 자본으로서 취하는 실제적 태, ,

도 일 뿐이다 개인의 자유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자본의 자유다 한병철’ . (.....) .”(

2015, 13)

자유를 예속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권력6) 29)이라는 측면이다 한병철은 권력을.

폭력이나 강제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권력이 이것들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이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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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력은 이미 허약해져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강력한 권력“ .

자는 권력을 펼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긍정적 형태로서의 권력. (.....)

은 형성하고 산출해내며 질서를 부여한다 권력은 폭력과는 반대로 생산적이다. .”

한병철 그래서 권력은 그 대상을 자유롭게 놓아두지만 대상 스스로( 2015, 6) ‘ (?)’ ,

가 권력을 따른다 즉 권력은 물리적 원인이 아니다 물리적 인과관계에서는 자유. , .

가 없다 물리적 충격과는 달리 권력은 그 속에서 물체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

장 처럼 작용한다 한병철 자유롭게 놓아두지만 범위가 없는 것은Feld .”( 2011, 18) ,場

아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범위는 더 많은. .

성과다.

이러한 피로사회 분석으로부터 여기서 저항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분석해 보

자 성과사회 긍정사회가 우리에게 달콤한 보장들과 함께 우리의 할 수 있음. ,

을 말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Können . “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한병철 이렇게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들이 양산된.”( 2012, 24)

다면 분노와 저항이 생겨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에서 실패. “

하는 사람은 사회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책임

을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바로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지배 질서의 특별한.

리함이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

다 한병철 그것은 일차적으로 피로사회의 긍정성과 여기에 연결된.”( 2015, 17) 3) 5)

자유의 측면 덕택이다 성과사회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 노력한다 그러. .

므로 성공이나 실패는 자기 책임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일. ,

뿐이다 그렇지만 이 이데올로기 덕분에 낙오자도 계급투쟁을 생각하지 않는다. .

오늘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구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오늘날“ . (.....)

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로서 무한한 자기 생산이 가

능하다는 환상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타자에 의한 착취. (.....)

를 어떤 계급 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자기 착취로 탈바꿈시킨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 .

무계급적 자기 착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사회 혁명이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면 무계급적 자기 착취는 바로 사회 혁명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한병철 이하.”( 2015, 16 )

여기에 이질성의 소멸과 과잉 섭취의 측면이 일조한다 이질성의 소멸은 공1) 2) .

29)한병철이 성과사회 에서는 직접적으로 권력을 주제로 잡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전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와 그 이후의 심리정치 를 보면 피로사회의 주요 측면 중 하나가 권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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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할 타자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자기 착취적 질서 속에서. “

사람들의 공격성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 이러한 자기 공격성으로 인해.

피착취자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된다 한병철 또한 정보와.”( 2015, 17)

과제의 과잉은 분노의 상실을 불러온다 전반적인 가속화와 활동과잉의 흐름 속. “

에서 우리는 분노 하는 법도 잊어가고 있다 분노는 현재에 대해 총체적인Wut . (.....)

의문을 제기한다 분노의 전제는 현재 속에서 중단하며 잠시 멈춰 선다는 것이.

다 한병철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 피로사회는 암담할 뿐.”( 2012, 50) ,

아니라 분노와 저항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처럼, . .

푸코의 권력분석3.

이와 같이 분노와 저항을 상실한 신자유주의의 성과사회에서 한병철은 부정의‘

힘 을 요구한다 부정적 힘으로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니체의 말을 빌린다면’ . “ ,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부정적 힘은 단순한 무력함 무언가를 할. ,

능력의 부재와는 다른 것이다 한병철 한병철은 부정의 힘을 불교의 참.”( 2012, 52) ‘

선 이나 공 속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선과 같은 자기 훈련은 정치적으’ ‘ ’ .

로는 저항의 포기로 갈 수도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푸코의.

권력분석을 들여와서 이것이 정치적 저항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

다 한병철이 비록 푸코를 비판하지만. 30) 그의 피로사회 신자유주의 권력 분석은, ,

푸코와 대단히 흡사하며 저항의 어려움도 같은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가.

푸코의 권력 분석을 소개하는 이유이다.

푸코는 한병철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측면을 잘 알고 있다 권력은 억압과 금제5) .

가 아니라 통치, “ 31) 의 문제다 푸코 그리고 통치는 자유(government) .”( 1996, 313) “

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권력은 자유로운 주체들에 대해서만 행.

사되며 또한 이들이 자유로운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권력과 통치는 노예 주, .”

인이 아니라 자유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욕망을 이용한다 사람은 누구나. .

욕망 을 가지고 있고 욕망은 개인의 이익 추구 이다 푸코 신자유주의“ ” “ ” .( 2011, 116)

는 이를 긍정하고 심지어 부추긴다 그런데 통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

30)예컨대 한병철 쪽의 푸코의 딜레마라는 장에서 푸코가 너무 신체성만 강조하고 심리 측면을(2015) 39-45

무시했으므로 불충분하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31)역자는 를 지배 라고 번역했으나 요즈음 푸코 연구자들을 추세를 따라서 통치 로 번역government ‘ ’ , ‘ ’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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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절한다 그래서 자발적이면서도 조절되는 욕망의 놀이가 실제로 어떤. “―

이익을 인구 자체에 이로운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치의 목표는, ”.

욕망의 작동을 통한 집단적 이익의 생산 이다 목표는 자기애 욕망을 자극하고“ ” . “ ・
부추겨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로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푸코” .( 2011,

사람들이 자유롭지만 통치의 작용을 통해서 생산력의 증대로 인한 전체의 이117)

익이라는 장 내에서만 그렇다.

여기서 푸코는 통치의 주체 생산을 말한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보이지. “

않는 과도한 개입”32) 통해 시민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만든다 과도한 개입 은. ‘ ’

경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경제주의적 분석 을 만연시키는 정책이다 푸“ ” .(

코 예컨대 가정은 전통적으로 경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2012, 338) .

제는 부모 자식 관계도 하나의 투자 이다 부모의 투자는 자녀의 인적자본 을“ ” . “ ”・
구성하고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심리적 소득 이 된다 푸코 이런 식으“ ” .( 2012, 339)

로 모든 주체의 행동양식을 경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측면 을 지닌 것이 신자유주“ ”

의의 통치이다 푸코 그래서 통치 대상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로 주조한.( 2012, 352) “ ”

다 이는 또한 개인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한에서 그리고 오직 호모 에코노미쿠. “ ,

스인 한에서만 그 개인이 통치 가능화되고 그 개인에게 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푸코.”( 2012, 353)

결론을 대신하여 상의 적 주체성을 향하여4. ( )相依–
신자유주의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혹은 자기 착취적 인간도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과제이다 푸코에 따르자면 가능하고 그것도 철학이 해야만.

한다 오늘날 철학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적 활동인데 무엇인가 그. “ ?― ―

것은 사고에 대한 사고의 비판작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

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만큼까지 다르게 생각하,

는 것이 가능할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푸코 이 시대와는 다”.( 2013, 23)

르게 사유하기 이것이 저항의 출발점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 .

사적 역에 머무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33)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적 전략이 주체형성이라면 이를 벗어날 출발점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32)도승연 쪽260

33)도승연은 푸코에게서 이 위험을 본다 도승연 쪽에서 새로운 주체와 그의 자유라는 것이 잘못하. 262-263

면 상품의 선택으로서의 자유 자기 처세의 가능성을 통해 탈정치화 할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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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기 라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형성’ .

된 주체는 분노와 저항 대신에 체제에 순응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푸코식으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기 보다는 한병철식으로 불교로 돌아

감으로써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참선 을 통해서 공 을 자각한 사람에게 호모 에. ‘ ’ ‘ ’

코노미쿠스 자기 착취적 인간상은 미망에 불과하다 자아의 공성을 논하는 것이, . 
중론 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실로 보는 작용 그것은 자기 스스로인 그. “ ( )能見
것을 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 ,

가?”(3-234) 눈은 불교에서 십지처 에 속한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 ( ) . “‘十二處 ・ ・ ・ ・ ・
하는 작용 의 여섯 가지 지각기관과 형상 소리 냄새 맛 촉[ ]’ , ‘眼耳婁舌身意 ・ ・ ・ ・
감 생각된 내용 의 여섯 가지 지각대상이 어우러져 세상만사가 구[ ]’色聲香味觸法・
성된다 김성철 이하 지각기관과 지각대상 이외에 따로 나와 세상은 없다 그.”( 84 ) .

런데 육체인 눈은 몰라도 눈이 하는 작용인 시각은 눈시각이 볼 수 없다고 하는/

용수의 주장은 부인할 수 없다 눈이 봄으로써 보는 대상들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

다 그러나 대상을 확인하는 눈시각은 보이지 않는다 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 .

다 그러므로 눈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면 눈은 없다 더. ‘ ’.

나아가 눈이 없다면 눈은 볼 수 없고 따라서 눈이 확증해주는 대상들도 우리의 확,

신뿐이지 실제로는 없다 보는 작용이 보는 것도 아니고 보는 작용이 없는 것이‘ ’. “

보는 것도 결코 아니다 보는 작용에 대해 이처럼 설명한 것을 가지고 보는 놈도. ( )

이해해야 한다 눈이 보지 못한다고 다른 지각기관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3-5)

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각기관도 보지 못 한다 또한 보는 작용이 없다 면 작용의. . ‘ ’

주체인 보는 놈도 역시 없다 더 나아가 에서는 다른 지각기관도 눈과 마찬가‘ ’. 3-8

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각기관 그리고 지각대상 또한 지각주체가 모두 없. ‘

다 나도 그리고 세상도 없다 공 하다 이와 같은 공 의 사상은 호모 에코노미’. ‘ ’. ‘ ’ . ‘ ’

쿠스나 자기 착취형 인간을 허문다 자기 착취형 인간의 대전제는 내 가 있다는. ‘ ’

것이다 그러나 내 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집착하고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나. ‘ ’ , ‘ ’

는 실은 없다 우리가 만들어낸 미망이다. .

통치의 전략인 욕망도 공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일 탐욕이 있기 이전에 탐욕‘ ’ . “

과 관계없는 탐욕에 물든 놈 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는 그 놈을 연 하여 탐욕이‘ ’ ( ) 緣

있으리라 즉 탐욕에 물든 놈 이 존재할 때에 탐욕이 있으리라 사람은 탐. ( ) ‘ ’ .”(6-1)

욕을 부리게 마련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때에 탐욕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로.

34)이 번호는 용수보살 김성철 옮김 중론 경서원 의 산스크리트어 본의 번호이다, , , 2001 . 



190

소 탐욕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그와 달리 탐욕에 물든 놈 이 존재하지. “ ‘ ’

않는다면 탐욕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탐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듯이 탐욕에 물든 놈 에서도 그것은 절차가 똑 같다 여‘ ’ .”(6-2)

기서 용수는 사람이 있어야 탐욕이 있듯이 탐욕이 있어야 사람도 있다고 주장한,

다 그래서 사람과 탐욕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 .

은 용수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욕에 물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 ,

있음이다 사실 탐욕에 물들었거나 아닌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닌 사. ‘

람 은 없다 단지 사람 은 우리 추상적 사유 작용의 결과인 미망일 뿐이다 그렇다’ . ‘ ’ .

면 탐욕이 탐욕에 물든 사람에 의존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탐욕에 물든 사람이

탐욕에 의존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탐욕이 없는 탐욕에 물.

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탐욕과 탐욕에 물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

존되어 있다 상의 그러므로 그 자체로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탐욕이나 탐.( )相依

욕스러운 사람은 없다 더 나아가 에서는 이 양자의 불일 불이‘ ’. 6-4~10 ( )不一不異・
를 말한다 탐욕과 탐욕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탐욕 탐욕스. , . ,

러운 사람 탐욕의 대상 모두가 공하고 상의하고 불일불이하다는 세계관이 불교, , ,

의 세계관이다.

이러한 다른 종류의 사고야말로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들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

본전략인 자기 착취형 인간 만들기 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에 이것이 저항‘ ’ ,

의 싹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통치의 핵심 전략이 주체성 형성이고 이를 통해.

저항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라면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은 저항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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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Dasan's Fatigue Syndrome and Humanities Self-Analysis

다산의 피로증후군과 인문학적 자기분석

김종주 반포신경정신과의원라깡분석치료연구소․
Kim, Jongju Banpo Dr. Kim's Neuro-Psychiatric Clinic

Research Center for Lacanian Analytic Therapy

Abstract

Dasan, Jeong Yagyong (1762-1836),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of the later
Joseon Dynasty, experienced an up-and-down career in politics despite being a
close favorite of King Jeongjo. Dasan's immediate family was deeply involved in
the Catholic community, and he met the repeated accusations of his opponents.
After the sudden death of Jeongjo, one of his brothers was executed, and Dasan
and another brother were sent into exile.

Dasan was a prolific poet, producing around 2500 poems during his lifetime.
Especially after being sent into exile, he wrote poignant poems expressing the pain
and sorrow of his newfound state. In poetry therapy, writing and reading poems
can discharge emotional venoms. Dasan was noted as a great poet, making
‘metaphor's creative spark’.

Despite his suffering in exile, he formed his own philosophy. Returning to the
original thought of Confucius, he called it the “Susa Learning.” After 140 years, it
draws an analogy to Jacques Lacan's Return to Freud. He wrote 500 volumes or
some 14,000 pages in a treatise on his philosophy, Dasan Chodang. At first, he
wrote to escape from the painful memories, using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He later wrote that his exile allowed him to escape the coercion and oppression of
the pressures of life as an achievement-subject who had been exploiting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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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ppears he suffered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anxiety and
depression. In his two articles, his description of himself is the same as
contemporary depression. In the early 19th century, Dasan already developed
symptoms of ‘depression’, a hallmark of late-modern achievement society. Dasan
appeared to overcome his ‘depression’ through his own method. I call it a
humanities self-analysis. Dasan's unconscious, namely the infinite chain of
signifiers, can be found in his expositions on the I Ching. Dasan regarded the
Great Learning as psychotherapy. Dasan interpreted "Ch’eng-I" ( ) as “sincerity誠意

of deep hidden ideas in mind” ( ) instead of “sincerity of the will.”中心之隱念

Analytic therapy deals with the ‘speaking subject’ and he is “the person to be
changed completely by speech.” 150 years ago, Dasan explored these ideas of
psychotherapy found in Lacan’s Return to Freud with excellent linguistic sense. If
so, is Lacan a Dasanian?

세기의 병을 앓는 정약용1. 21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의 생애는 간단히 요(1762-1836)

약되지 않는다 그와 정조와의 만남이 년 유배기간이 또 년 해배된 이후 그. 18 , 18 ,

는 고향에서 년을 살았다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 여러 벼슬자리를 역임했던18 .

년 동안 군신간의 만남은 역사 창조의 추진력 기간으로서 다산은 온갖 지혜를18 “ ”

다 바쳐 정조를 보좌했고 기술관료로서도 큰 역할을 해냈다 과거에 합격한 그해.

겨울에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했고 부친상을 당해 집상 중인 기간에도 정조의 명령

으로 수원 화성을 설계하여 년 개월 만에 완공했던 토목공학의 엔지니어 다2 8 .

그 화성이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커다란 긍지를

안겨주고 있다.

그는 년간 지속된 오랜 귀양살이 동안에도 중단 없는 노력으로 방대한 저술을18

남겨놓게 된다 육경사서로는 자신을 수양했고 일표이서로는 국가의 경세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저서인 경세유표 에는 부국강병의 국가.  
개혁을 목표로 삼아 도시건설과 토지개혁을 의미하는 체국경야 가 들어( )體國經野

있다 또한 그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가던 때의 저술인 목민심서 는 민생과.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다산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학자이자 조선후.

기의 대표적 개혁사상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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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다산의 업적은 누군가의 압박이나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의.

제자인 황상의 글에는 다산이 매일 저술에 힘쓴 나머지 복사뼈에 세 번이나 구멍

이 났다는 과골삼천 이란 유명한 고사가 나올 정도다 한병철의 피로사( ) .骨三穿踝 
회 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정신“ ” .
분석에서 보자면 세기에서 세기로 넘어올 때는 히스테리가 유럽을 휩쓸고 있19 20

었다 신경학자인 파울 율리우스 뫼비우스는 모든 사람이 히스테리다 라고 말할. “ ”

정도 다 그러나 세기에서 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자리를 우울증에게 넘겨주. 20 21

었다 이젠 우울증의 시대다 작년 월 일 알프스에서 추락해 명의 목숨을 앗. . 3 24 150

아간 저먼윙스 에어버스 의 부기장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한다A320 .

철학자인 한병철은 아주 색다른 주장을 펴서 임상가들의 관심을 끈다 오늘날.

성과사회의 주체는 스스로를 착취하여 우울증이라든가 기타 정신질환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질성과 타자성에 의한 공격과 방어가 전 사회를 장악한.

과거의 시기를 면역학적 시대 라고 정의했다 미셸 푸코의 이런 규율사회는 이미‘ ’ .

오래전에 사라졌고 세기는 그 대신 성과사회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21 .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지만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

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한병철은 성과사회에서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고 말한“ ”

다음 실제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과 주도권이 아니라 후기근대, “

적 노동사회의 새로운 계율이 된 성과주의의 명령 이라고 말했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따라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

고 하는데 그 말은 다산에게도 들어맞는다 가혹했던 유배지에서 격리된 생활에, .

대한 역설적 자유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한병철의 사회적 무의식 이라든가 사회의 질병 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 ’ ‘ ’

이게 되면 어느 면에선 그의 주장은 유용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를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과 그에 따른 자기 자신의 착취는 포스트모던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런 역설적인 개념은 어로는 적당한 번역어를 찾지 못해. ‘painful

로 이해되고 있는 자끄 라깡 의 향락pleasure’ (Jacques Lacan) ‘ ’(jouissance 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그러한 향락은 세기 초에 강진으로 유배를 갔던 다산 정약용에게. 19

서 엿볼 수 있다 다산은 년에 뿌리 깊은 풍병 을 앓고 있었는데 이미. 1814 ( ) ,風病

그 이전에 권의 상례사전 과 권의 논어고금주 를 완성했고 년 한 해50 40 1914   
동안에도 맹자요의 를 비롯한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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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체로 변신한 다산이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자기를 뛰어 넘어야 하고 자

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하는 파괴적 강박 속에서 파국으로 끝나지 않고 다산학‘ ’

이란 새로운 학문체계를 세우게 된 성공적으로 살아간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우.

선 그 방법을 인문학적 자기분석이라 불러보자.

우울증이라는 병2.

다산이 둘째 형님한테 띄운 편지를 보면 그의 풍병 이 상당히 심했던 것, ( )風病

같다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증세가 옵니다 머리 위에. “ .

는 언제나 두미협 얼음 위에서 잉어 낚는 늙은이의 솜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

래에는 또 혀가 굳어 말이 어긋나 스스로 살날이 길지 않은 것 을 알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그는 견비통 때문에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중풍병에 걸려 많은 고통.

을 당하면서도 쉬지 않고 저작 활동을 계속하 다 어느 제자와 주고받은 편지에.

서 역병에 걸려 신음하고 설사로 고생하며 눈병까지 앓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저

술 의욕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산이 보인 우울감과 다양한 신체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생각할 수 있

다 몇 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생명이 위험해지는 고문과 셋째형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또한 재기 불가능한 폐족으로 유배된 처지에서 누구라도 우울감과,

불안을 느낄 만하다 더구나 이런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는 상태로 고립되어 있었.

다 다행하게도 그에게는 그런 외상경험을 운문으로 쓸 수 있는 창작능력을 일찍.

부터 갖춰두고 있었다 상례사전 의 서문을 보면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 방문을. , 
닫아걸고 밤낮 혼자 오뚝이 앉아 있다가 스스로 경하하기를 내가 여가를 얻었도, “

다 하고 드디어 상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글쓰기는 그 끔직한 외” .

상경험을 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것은 글치료 이고 넓게 보. (bibliotherapy) ,

면 인지과정치료 이다‘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

특히 년에 쓴 심경 험 의 서문은 내가 곤궁하게 살면서 일이 없자 육경1815 “ 
사서를 연구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로 시작한다 그는 심경 험 을 나 자신에” . “ 
게 시험해 봐서 스스로 경계한 것 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

마음 다스리는 방법 에 힘을 쏟아 경전 연구를 심경 으로 끝맺으려 한다는 것이“ ”  
다 마음 다스리는 방법 으로 번역된 치심지술 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 ” ( )治心之術

심리치료 기술 이 된다 그 방법을 자신에게 시험해‘ ’(psychotherapeutic techn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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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는 것이다.

정신의학 임상에서는 우울신경증이란 용어가 없어졌다 그 대신에 감정부전장애.

로 부르다가 에서는 지속적 우울장애 가 되었다 그 임상양상을 보면 우울DSM-5 ‘ ’ . ,

한 기분이 년 이상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된다 여기서 우울한 기분 이란 정서적2 . ‘ ’ “

으로 슬픈 느낌을 갖는 것 이라고 명기해 놓고 있다 진단기준으로는 다음의 여섯” .

가지 증상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식욕의.

감소 혹은 증가 불면 혹은 과수면 낮은 에너지 또는 피로 낮은 자존감 집중력( ), ( ), , ,

저하 또는 결정 곤란 무망감이다 무망감이란 희망이나 가망이 없음 을 의미한다, . “ ” .

그런데 심경 험 에는 현대의 우울현상과 매우 흡사한 묘사가 들어 있어 우리 
를 놀라게 한다 한 사람이 오늘 양심을 저버리는 일 하나를 하고 다음날 양심을. “

저버리는 일 하나를 하면 시름겨운 모습으로 내면에서 저지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내면에서 꺼림칙해하는데도 자신을 해치면서 나의 일은 이미 글 다 고 말하고, ‘ ’

자신을 버리면서 나에게 다시 무슨 가망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의지는 그 때‘ ?’ .

문에 쇠약해지고 기운은 그 때문에 꺾여서 오그라드니 초췌하게 시들면서 쓸쓸…

히 죽음에 이른다 이와 거의 비슷한 묘사가 염씨고문소증초 라는 논문에서도.”  
반복된다 두 가지 논문에서 비슷한 구절이 반복된 것은 다산의 개인적인 경험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년 전후에는 윤규노 씨의 권유로 다산은 병 수발도 들어주고 세1812

끼 끼니도 챙겨드릴 조신한 여인을 들이게 된다 그 이후로 다산의 건강은 안정되.

고 그 여인한테서 딸아이까지 얻게 된다 그렇다면 다산의 중풍은 의학적으로 뇌.

졸중과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해에는 논어고금주 가 완성되고 그 뒤로도 왕성한.  
저술활동을 보 으며 년에 경세유표 의 집필을 시작했고 년에는 권의1817 1818 49 
목민심서 가 완성되었다 그해 월에 해배되어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년 동안. 8 18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다가 세에 돌아가셨다75 .

어떤 정신분석사전에는 경감된 형태의 우울증인 정신쇠약이 세기 말의 선진20

산업사회에 두드러졌고 히스테리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현대인의 눈.

에는 히스테리가 가부장사회에 반대하는 여성의 육체적 반항으로 나타났다면 우울

증은 약물치료에 지배되고 추구할 이상이 없는 세상에서 혁명적 패러다임의 실패

를 알리는 표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신체를 통해 다시 나타나는 무의식은 기존.

의 정신분석 치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오늘날의 신체와 혼은 슬픔과 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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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뒤섞인 이상한 증후군에 침범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

아내려고 무척 애써보지만 기존의 치료방법을 믿지 못하고서 약물 쪽으로 옮겨가

고 있다 우울증으로 치료되는 현대의 신경증적 갈등은 무의식에 그 원인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환상의 개입으로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통제되지 못하고 잉여향락

에 의해 향락을 도구화하려는 주체의 노력 때문에 우울한 정서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허약함 이다 논어 에서 사마우가 군자 에 대해 묻자 공자“ ” . ‘ ’ 
께서 군자불우불구 라고 답하신다 레그 는 불우불구 를“ ( )” . (J. Legge) ‘ ’君子不憂不懼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 이라 번역했다 이처럼 우 는 불안 으로“ ” . ‘ ( )’ (anxiety)憂

번역된다 한편 웨일리 는 슬픔으로 번역하고 있다. (A. Waley) .

우리도 한때는 신경쇠약 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다가 막연하게 노이‘ ’ . ‘

로제 를 앓는다고도 했다 특히 화나 연극에서 쓰러지는 부인들을 가리켜 히스’ . ‘

테리 란 표현을 썼다 정신과에 대한 비호감 때문인지 몰라고 요즘엔 만성피로증’ .

후군이나 탈진증후군 연소증후군 번아웃증후군이란 애매한 용어들이 세력을 얻, ,

어가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우울한 시대에서의 시치료3.

박석무의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는 우울증을 앓는 한 환자의 시치료 
에 관한 정 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든다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셋째 형을.

비롯한 매형과 존경했던 분들의 죽음 둘째 형과 다산 자신의 유배 이렇게 한 집, .

안이 범죄에 연루되는 처절한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 억울함과 분노 실의와 좌절. ,

의 수 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야말로 심리적 외상이 그를 우울증에.

빠뜨리게 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포항 근처의 장기로 귀양을 가면서 읊은 삼별시.

가 있다 특히 부모의 묘지에 성묘하고서 읊은 작품이 하담의 이별 은 그( ) .三別詩 ｢ ｣
동안에 있었던 비극을 부모님께 고해 올리며 용서를 비는 내용 같지만 마지막 두

행이 가슴을 저미게 만든다 이 세상 사람 대부분 다시는 아들 낳았다 기뻐하지. “

않겠네요 이 작품을 박석무는 비통한 노래 라고 부른다 이처럼 다산은 쓰라린.” “ ” .

슬픔과 아픔을 한시 로 여과 없이 읊을 수 있었다( ) .漢詩

시치료에서 시를 쓰는 행위는 배출해야 될 불안이 있음을 알려준다 시인의 작.

품에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갈등이 표현되어 나온다 시인은 세 한 분별력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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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서 내성 과 자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버( ) - .內省

지의 개인지도로 학문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다산은 일곱 살 때 시를 짓고 열

살에는 그 동안에 지은 작품들을 모아 삼미자집 을 엮어냈다 그는 자신이 중심. 
이 되어 죽란시사 라는 창작서클을 만들었다 그만큼 그는 시 쓰기에 익숙해져< > .

있었다.

다산의 은유는 눈부시다 경기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적성촌에서 지은 작품은.

가난에 찌든 농촌의 피폐상을 그린 것이다 작품의 앞부분을 박석무의 번역으로.

옮겨본다 시냇가 허물어진 집 뚝배기처럼 누웠는데겨울바람에 이엉 걷혀 서까래. “ /

만 들쭉날쭉 묵은 재에 눈 덮여 아궁이는 썰 하고어레미처럼 뚫린 벽에 별빛이./ /

비쳐든다 개꼬리 같은 조이삭 세 줄기 걸려 있고닭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 /…

꿰미 놓여 있다 굵은 체처럼 구멍이 뚫린 벽의 틈새로 별빛을 보려고 냉골에 누.”

워봐야 하는 상상력 더구나 씨앗으로 사용할 조 이삭 세 줄기를 방미 라 해. ( )尨尾

서 삽살개의 꼬리로 대체하고 마른 고추 한 꿰미를 말라비틀어진 닭 창자로 치환

시켜 놓는다 이런 번득이는 은유 때문에 작품은 더욱 슬퍼진다. .

다산보다 먼저 해배되어 그를 찾아왔던 김이재와 이별하면서 읊은 송별시에는

대나무 몇 그루에 어느 날 밤 달빛 비치면고향 향해 고개 돌려 눈물만 주룩주룩“ / ”

이란 구절이 나온다 대나무에 달빛이 타고 내리는 모습과 주룩주룩 내리는 빗. 물

같은 눈물 사이에서 은유의 창조적 번득임(l'étincelle créatrice de la métaphore)을

볼 수 있다 대나무를 타고 내리는 달빛이란 시니피앙이 의미화연쇄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눈물로 대체되고 있다.

다산의 시론을 알려주는 글도 여기저기서 읽어 볼 수 있다 폐족이 된 두 아들들.

에게 독서를 통해 더욱 비참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 속에 참다운 독서를 할,

줄 알아야 군자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된 뒤에 더러 안개 낀 아침 달뜨는, “ ,

저녁 짙은 녹음 가랑비 내리는 날을 보고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한가롭게 생, ,

각이 떠올라 그냥 운율이 나오고 저절로 시가 만들어질 때 천지자연의 음향이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경지일 것이다 천지, .”

자연의 음향을 언어 이전의 세계인 실재계 로 보면 어떨까 레르‘ ’ ? (J.-A. Miller)

는 프로이트의 조이데르 해의 배수 를 패러디해서 분석치료를 실재계의 배수“ ”

라고 본다(drain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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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정신분석4.

다산은 포항 근처 장기로 처음 유배를 갔을 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한

다 그는 유배 초기의 서럽고 아픈 마음을 짤막한 시로 표현하고 있었다 어느 정. .

도 아픔이 가라앉자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년간 세로 에 빠져20 ( )世路

있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겨 흔연히 스스로 기뻐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의 억제와.

억압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다산은 장기에서 몇 권의 책을 저술했지만 남아 있.

는 것이 없다 황사 백서사건으로 다시 국청에 끌러가면서 분실된 것 같다 같은. .

해에 유배지가 강진으로 바뀌면서 다산의 본격적인 경학연구가 시작된다.

다산은 대학 을 심리치료로 생각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고치는. “ (治心繕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치 에는 고친다 는 뜻도 포함되어 있)” . ‘ ( )’ “ ”性 治

어 치심 은 그야말로 심리치료다 그는 이처럼 정신분석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그‘ ’ . .

의 대학공의 는 주희의 조목을 조목으로 보고 성의정심을 첫째와 둘째 단계로8 6  ․
삼는다 주희는 격물치지에 중점을 두지만 다산은 성의정심을 우선시했다 성의. . ‘ ’․ ․
를 진 첩 은 이라 말했고 세튼 은( ) “sincerity of the will” , (Mark Setton)陳榮捷

Chŏng Yagyong이란 문 저서에서 진 첩처럼 번역해 의 를 의지 로 이해하‘ ( )’ ‘ ’意

고 있다 그러나 다산은 의 를 마음속에 감춰진 생각 이라고 해석한. ‘ ’ “ ”( )中心之隱念

다 라깡의 정신분석 용어로는 무의식적 지식. ‘ ’(savoir 이다 의 를 파자시켜 음) . ‘ ( )’意

과 심 으로 보면 기표( ) ( ) (音 心 signifiant 가 마음에 닿아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라깡) .

의 무의식은 기표들의 연쇄이고 구조화된 지식이다.

무의식적 지식이 어째서 로 번역되었을까 도덕적 명령인 천명과 같은 천도will .

를 중용 의 비이은 으로 상징화했다 즉 어디에서나 쉽게 알아보( ) “ ”( ) .天道 費而隱 
고 실행할 수 있지만 그윽하고 폐쇄적인 것이라서 성인마저도 알 수 없는 비 스

런 것이란 뜻이다 특히 은 하다 는 것은 의지의 행사력을 넘어서는 어떤 운명. ‘ ( ) ’ “隱

과 연관되는 것 이라서 다산이 생각한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무의지적 사” “ ( )…

건 으로 본다” .

다산의 도덕사상은 의지와 행사의 철학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도덕철학에서

의지의 자유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의지의 자유를 정신의 저울질과 같은 묘.

한 뜻이라 해서 신권묘지 라고 불 다 천명을 자유의지와 부합시키려고( ) .神權妙旨

노력했던 행사 철학과는 달리 여유당기 에서 그는 현실로부터 철수하려는 시도｢ ｣
를 내보인다 겉보기에 운명이란 개념을 꺼려하는 그도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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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시련과 고통스런 상황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운명을 수긍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그것이 반복강박이다 반복강박은 쾌락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죽음으로. .

향하는 무의식의 표현방식이다 즉 향락으로의 회귀다. .

다산의 심경 험 에서 재앙을 쌓는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 이다 우울‘ ’ . 
현상에 도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릭 은 칸트의 도덕법칙에서 향락을. (R. Grigg)

읽어내는 라깡을 칸트학파 라고 말했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법칙의 이름하(Kantian) .

에 이뤄지는 쾌락의 포기에는 비 스런 만족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쾌락의.

희생으로 이뤄진 이런 만족을 자기만족 이라 불 다 그릭은 그런 이상한 만족의‘ ’ .

근원을 초자아에 연결시킨다 이처럼 자기만족은 욕망의 희생을 요구하는 도덕법.

칙에 의해 야기되는데 고통이나 굴욕이 동반하는 긍정적인 만족이다 정언명령과, .

초자아의 관계에서 욕망과 법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

한다 그런 선택은 반드시 어떤 상실을 포함하는 강요된 선택이다 이때 욕망을 선. .

택하게 되면 법칙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진다.

그는 강진으로 이배된 이듬해 봄부터 쉬지 않고 책을 저술해왔다 천지간에 의.

지할 곳 없이 외로운 상태에서 마음공부로는 저술보다 나은 게 없다 고 털어놨“ ”

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잊으려는 몸짓으로 저술을 시작했던 것 같다 그는 시대. .

적 질곡에서 비롯된 그런 현실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모순과 갈․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하게 된다 시작과 동기는 그랬을지라.

도 그의 엄청난 저술은 성과사회의 과잉활동을 연상시켜준다 그러나 다산은 그런.

활동을 통해 오히려 우울증을 털어내고 일어섰다.

여기서 한병철의 우울사회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이,｢ ｣
트적 무의식은 부정(Verneinung 과 억압) (Verdrängung 이란 부정성이 지배하는 규율)

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후기근대적 성과주체에게는 더 이상 그런 무. “

의식이 없다 고 선언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사회를 떠난 것 이라고까” . “ ”

지 말한다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보 을지 모르겠지만 정신분석적으로는 무척 대.

담한 발언이다 억압에 의한 체계가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다 또한 라깡이 무. .

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것 과 동등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의식이 언‘ ’ “

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라깡 정신분석 테크닉 에서 브루스 핑크는 정신병에는 억압이 없고 따라서“ , 
엄 히 말해 무의식이 없다 고 간명하게 언급한다 라깡의 정신분석에서는 신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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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신병의 구분이 억압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다 억압의 존재 유무가 분명해

서 신경증과 정신병 사이에 경계선장애라는 질병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

병철은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까지도 신경학적 질환 으로 간주하면서 성과사‘ ’

회의 우울증과 기타 정신장애는 긍정성의 과잉 즉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다,

고 본다 따라서 정신분석으로 이런 병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 ” .

우울증은 무의식의 개입이 없고 초자아에서 오는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서 프로이‘

트적 전이 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깡 정신분석으로 본다면 이런 상태는’ .

바로 정신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울증이라 부르는 그런 이상한 신경증적 현상은.

분석치료로 유효하게 치유될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지주의 정신분석 이란 괴물이 발흥하고 있다 이런 인지주의‘ ’ .

입장에서 상실되어 왔던 것은 다름 아닌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다 과학의 출현이.

분명한 문명사회에서는 불안의 문제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콜레트 솔레르는 자본. “

주의의 기분장애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현시대에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

말하지만 자본주의의 진짜 기분장애는 불안 이라는 것이다 주체가 자신을 하나의‘ ’ .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러한 정동이 일어난다 솔레르는 불안보다 우울증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는 까닭을 우울증의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대에 이 불안은 스트레스나 패닉 어택 같은 새로운 이름. ‘ ’

을 얻게 된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라깡의 첫걸음은 자아와 주체를 구별하는 일이다 여기서 주체는 말하는 사람. “

이다 탁월한 언어감각을 소유한 다산은 이미 맹자요의 에서 지언 과 선언.” ( )知言 
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음에 병이 있으면 병 없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에( ) , “善言

병이 있으면 해가 없는 일을 행할 수 없다 고 말한다 라깡의 정신분석은 그 사람” .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주체와 관련될 뿐인데 그 주체는 말에 의, “

해 완전히 바뀌는 사람 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신분석을 만나게 된다” . .

라깡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주체를 우리는 이미 세기 초에 다산에게서 볼 수19

있다 다산은 주자학이 유학 본래의 정신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해 있음을 간파하고.

서 원래의 공맹사상인 수사학 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 .洙泗學

프로이트로의 회귀 를 구호로 내건 라깡과 유비적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그렇다“ ” .

면 라깡은 다산학파 인가(Dasan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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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er Son Per Se, Inexhaustible: Homo Philopoeticus
ReImaging Homo Performans

사람 소리 사람 짓 여기 또 또 하나의 시철학적, , :
이미지

이규 뉴욕시립대학교

Lee, Kyoo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omo Performans: Two Scoops of Rice and a Bowl Why?…

Homo Calculus: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

Homo Philopoeticus: One Detail or Two Ones Attuned in Passing…

Island between persons,

Wanna go to that island.

Hyunjong Jeong (1991), “Island”–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섬(1991), “ ”–
I try to cultivate the music of language …

It’s also meaning and implication.

It’s also nuance.

It’s also a kind of angular suggestion.

Nathaniel Mackey (2006),–
“Interview,” Metr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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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 인간 이란 무엇이며 인간 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고대 으깬 요리인“ ” , “ ” ?

후무스 와 비슷한 인간 의 주관성에 비견할 때 인격 의 주관성은 특(hummus) < > , < >

유하게 근대적인 뉘앙스 계보학 잠재성을 동반하면서도 어떠한 자기동일적인, , ,

형상 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인간의 인격은 또 다른 현대적인 패러다임인 개인 의“ ” . ‘ ’

위상학적 근거를 형성하므로 특히 더 통용되고 있으며 나는 생각한다 의 나 에, , ‘ ’ ‘ ’

대응하는 고전적인 데카르트적인 자아부터 최근의 들뢰즈적인 얼간이 즉 무심, “ ”, ,

코 스스로에게 혁명적인 사고들을 생각해내는 자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적

지형에 위치지어질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작동하고 있.

는 이러한 음성적신체적 혼합체는 더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어딘가로, ,‐
사라진 자신의 원래 몸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에코 와 같은 그리스 신화의 인(echo)

물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적 인격 당신 과 내 가 이 시점에서 이 세계에서 잠시 빌려입은“ ”, ‘ ’ ‘ ’ 3

인칭 단수의 몸에 연루된 비 인격화된 단일성은 그 자신의 관점적인 위치와 틀, ( ) ,

에 맞춰진 물질성을 초월한다 나아가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인간 행위를 나. ,

비의 변태과정과 같은 전우주적인 항구적 변화의 한 지점으로 좌천시킨 장자 와< >

같은 고전적인 노장사상의 문헌들의 등장인물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나비 가 어떻. ‘ ’

게 왜 중요해지는지는 단순히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력적

인 은유가 아니라 일종의 메타은유이다 즉 그것 자체가 활성화하는 오토프레이, . ,

밍 은유에 역행하는 순간적인 단면이다 상상 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이중창을. “ ” ,

통해 나비처럼 안팎으로 날음으로써 살고 죽는 사람 쏜살같은 시간 에 걸쳐 지속, ‘ ’

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인격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사람 당신 앞에 서 있는‘ ’ . “ ,

사람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가 두당, .” ?

얼마인가?

인격 안에는 무수한 인간 들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서 새로운 인간 즉‘ ’ , ‘ ’,

시를 사랑하는 인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오늘날 최고급 디지털 자본주의의. ‐
시대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을 세는 방법 예컨대 페이스북 친구들을 세,

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읽고 있고 닫을 방도를 알 수 없는 자연이라는 책, ,

서문에 있는 무수한 친구들을 세는 방법이다.

What is, remains of, a ‘perso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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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e subjectivity of a human being akin to hummus, an ancient
earthly mix, that of a person, a sounding body including a dramatis personae
masked as such, carries a distinctively modern nuance, genealogy and potentiality,
tied yet irreducible to any self same ‘form’ not unlike some insurance application‐
form. Forming the tropological basis of an ‘individual,’ another contemporary
paradigm, the personhood of a human being is more specifically active and
locatable in various philosophical landscapes ranging from the canonical Cartesian
ego, the homuncular ‘I’ of I think, to the more recent Deleuzian operator, the
famous “idiot35)” in passing who thinks revolutionary thoughts for him herself.‐
Such a vocal corporeal mix & matrix for each and every human being at work, in‐
continual flux, is traceable, more deeply and extensively, to more ancient, Greek
mythological figures such as an echo who outlives her putative original saved
somewhere somehow.

Such a “conceptual personae36),” this (im)personalized oneness implicated in a
third person singular whose body ‘you’ and ‘I’ are both renting in this world at
this moment, surpasses its own perspectival topos and framed materiality; by
extension, it also has, in my view, planetary affiliations with a cast of characters
in classical Daoist texts such as Zhuangzi that mediatizes the human agent as a
mere, if still relevant, point of constant, cosmic lepidopterological transformation,
which is how and why ‘a butterfly’ comes to matter as not only as a captivating
metaphor of all times across cultures but, more significantly, a kind of meta‐
metaphor, an instant cut of the real that flies in the face of auto framing metaphors‐
it itself animates: a figure of lateral, imaginative freedom. One who lives & dies
by flying in & out, like a butterfly, through the invisible double window called
“imagination37),” such one whose presence persists through countless lines of time,
along and across the ‘time that flies,’ can be called ‘a person,’ although indeed
“(T)his person, the one standing before you, the one you are yourself, is never one
thing.38)” How many? How many per head, per capita?

35)Gilles Deleuze and F lix Guattari,é What Is Philosophy?, trans. Hugh Tomin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61.

36)Gilles Deleuze and F lix Guattari,é What Is Philosophy?, 60.

37)Barbara Guest, Forces of Imagination: Writing on Writing (Berkely, Kelsey Street Press, 2002),

36.

38)Charles Bernstein, Pitch of Poet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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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a lot of homos in a person, I would want to, you to, meet a new one or
two: a person heard not just seen but heard with ‘a kind of angular suggestion,”
homo philopoeticus. What one needs to learn today in the age of five star digit all‐ ‐
capitalism is not how to count people, say, our facebook friends, but rather how to
count on countless friends prefaced in the book of nature we won’t know how to
shut as we’re (reading it) in the middle of it.

Homo Performans: Two Scoops of Rice and a Bowl Why?…

I am at a dinner table, about to serve myself some rice or so I thought.―

Leaning towards the edge of the table, I grab that big bowl to scoop rice out of
it. As I put it back where it was parked, I sense a micro pause around me,‐
everyone suddenly tensing up, about to yet hesitant to do, or say, X. As fellow
diners were glancing at the bowl or me, or both somehow, I immediately turn to
my interpreter, who said, “Q, two scoops.”

Kyoo Lee: “Huh?”

Hua’er ( ):“Scoop twice.”兒畫
Kyoo Lee: “No, I’m OK. I don’t need more.”

Hua’er ( ):“No, first for the dead, second for the living, yourself.”兒畫
Kyoo Lee: “Ah, I see so, just one more scoop then, or should I do it all…

over again?”

I am not sure exactly what I ‘saw’ but I did hear something important, urgent,
in my friend’s kind instructions, Hua’er’s timely anthropological intervention. A
need to perform and conform to this ritual became immediately clear, not just
because I was in Rome. That meal with a Mosuo ( ) family in Lugu lake (摩梭 泸

), Yunnan ( ) Province, China, in the summer of 2016 has turned into one沽湖 云南

of the most memorable dinning events ever in my life; ever since, I have been
reflecting on that pause, this open sesame. How many scoops, how does that
matter, really? I was staying there in part to start learning about the philopoetics
of everyday life in Mosuo culture where a majority of people are devout Tibetan
Buddhists, and this faux pas by a clueless foreigner that was and will be me
taught me an invaluable life lesson about life, that this life, of mine, is
uncontainably one and is at least two.

What does it mean for one to feed the dead and the dead first? Also, why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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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o address and treat myself as a member of ‘the living’ rather than, say, just
myself me being one and the same being, no? If I am what I eat, as they say,–
who exactly is eating when I eat?

Who am I when I eat? Who is being fed when food stuff enters this body?
What sort of person(s) are we talking about here or to? Think not just about

생각thinking but eating, eating as a form of thinking too, embodied awakening ( ,
saeng gak‐ )39) I feel as if, at least at that point, I became more mindful, a more…

mindful eater as well as self reader through my own body that suddenly became‐ —
more than one or was not supposed to have remained just one.

This zenlike, neo Cartesian riddle about the eater, this ‘living’ question, puts a‐
finger on the very subjectivity of routinzed food consumption for bodily self‐
preservation. It summons and spotlights an inter subject involved in the quotidian‐
scenes of human habitation by inviting and honoring (the) invisible ‘guests,’ the
ghost (der geist), the other ‘per son’ sitting at one corner of a table or right in the‐
middle, filling the remaining spot all the time while keeping it animated, open‐
ended. It points to a structuralized genesis and generic traces of ‘one’ in ‘the
other’ along with the irreducible embeddeness of the first in the second in a way
that further deconstructs Jacques Derrida’s critique of “carnophallogocentrism”:

The biblical commandment “Thou shalt not kill” applies to humans, but

leaves out animals. Our culture rests on a structure of sacrifice. We are all

mixed up in an eating of flesh real or symbolic. In the past, I have spoken―

about the West’s phallic “logocentrism.” Now I would like to broaden this

with the prefix carno (flesh): “carnophallogocentrism.” We are all―‐
vegetarians as well carnivores in the symbolic sense.―

DB, AO: How is this massive project on eating related to deconstruction, as

we have come to know it? If understanding can be compared to a kind of

eating, what would a deconstructionist reading of a text be?

JD: It would mean respect for that which cannot be eaten respect for that―

39)Kyoo Lee, Public Lecture, “Minima Cogitøgraphia: Time spacing 2.0 with Descartes, Bachelard,‐
Heidegger, Zhuangzi ,”… 2nd Symposium: Philopoetics of Spacetime, KIAS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July 310, 2015. http://conf.kias.re.kr/trans/2015 spacetime/2015/07/30/‐
2nd symposium spacetime in philosophy and in physics/‐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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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text which cannot be assimilated. My thoughts on the limits of eating

follow in their entirety the same schema as my theories on the

indeterminate or untranslatable in a text. There is always a remainder that

cannot be read, that must remain alien. This residue can never be

interrogated as the same, but must be constantly sought out anew, and must

continue to be written.40)

Now then, here is the thing, my thing: not only what I eat but for whom I eat,
that is the remaining question, for me, a Homo Performans in Homo Sapiens in
Homo Habitus. When I eat one thing, there is or remains more than one: that,
roughly, is Derrida’s incisive point of observation about the ethico‐
phenomenological “residue” of (non) being, of absent presence, the framed or
frameable ‘objectivitiy’ as well as subjectivity of stuff constantly open to critical
decomposition including auto deconstruction; the flip side of this scene of eating‐
the other that cannot be and should not be completely digested, what I have come
to and learned to see quite instantly with my Mosuo friends, is that, when I am
eating that thing, ‘I’ am also already eating with countless others, here and there,
old and new, living and dead, as if ‘I’ too am being and will be digested along
the way. Again, who is eating what?

This seems, indeed, part of what gongyang 공양( , ,供養 pujana) means and
does. Nourishing ( ) a person in person (“by hand,” ), a routine practice in養 供

everyday Buddhism, it is a ‘free(ing)’ act of giving anonymized into collaborative,
public (gong, ) feeding after each regular prayer ceremony, dharma talk, etc., for共

instance, also coextensive with an act of self nourishment to the extent that one’s‐
body too is part of, and partakes in, that universal entity. If the existential
solipsism of food in take that sustains the minimal sequence of any human life (‘I‐
live, I eat, I die’) is, say, about a slice of pizza per person per se, ‘each and
every’ body in that slice temporarily nestled in a neat little box is a complex eco‐
system from immemorial time beyond my control and comprehension. In every
slice of foodstuff, there is, we might say, the interplanetary transhuman sociality of
“immortals having a party”:

40)Jacques Derrida, with Daniel Birnbaum and Anders Olsson, “An Interview with Jacques Derrida

on the Limits of Digestion,” October 25, 1990. Archived in e flux‐ 2009: http://www.e‐
flux.com/journal/an interview with jacques derrida on the limits of digestion/,‐ ‐ ‐ ‐ ‐ ‐ ‐ ‐ ‐



208

You could be a person or you could be immortal, a wave in the

environment.

How to describe energy without matter, without dimension or gods?

Through space, the world has passed; a year has gone by.

The word for earth, world is year, which moves in time like water in water,

it does

not pass.

Their word for cosmos is year.

[ ]… 41)

“You could be a person or you could be immortal,” as a poet speculates, a
person being, in this vein I suppose, a wave waving at you “in a new set of
occurrences”:

We think and feel and act, but there is not, in addition to thoughts and

feelings and actions, a bare entity, the mind or the soul, which does or

suffers these occurrences. The mental continuity of a person is a continuity

of habit and memory. All that constitutes a person is a series of…

experiences connected by memory and by certain similarities of the sort we

call habit.

If, therefore, we are to believe that a person survives death, we must

believe that the memories and habits which constitute the person will

continue to be exhibited in a new set of occurrences.

No one can prove that this will not happen. But it is easy to see that it is

very unlikely.42)

Why? The philosopher adds: because “our memories and habits are bound with
the structure of the brain, in much the same way in which a river is connected
with the river bed.”‐ 43)

41)Mei mei Berssenbrugge, “Immortals Having a Party,” in‐ Hello, the Roses (New York: New

Directions, 2013), 87.

42)Bertrand Russell, “Do we survive death?” in Why I Am Not a Christi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43.

43)Bertrand Russell, “Do we survive death?,”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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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 to the river bed”: Key to this argument by analogy is, first, the… ‐
meaning or meanings of “bind,” as in “memories and habits bound with the…

structure of the brain.” To begin with, does Professor Russell mean the physical
enclosure of the brain, the meat stuff itself that grows and weighs and decays so
much? Quite clearly, the brain he refers to is subtler than that although still
substantialized by the physical entity that remains, nonetheless, interestingly
indistinguishable from what is more loosely called the head which in turn remains
vaguely invaded by what we more definitely call the face.

That head against the window 

How many times one has seen it.

Afternoons

of smoke and wet nostrils,

the perilous makeup on her face and on

his,

numerous corteges. The water’s lace

creates funerals

it makes us see someone we love in an

acre of grass.

The regard of dramatic afternoons

through this floodlit window

or … 44)

Try and separate the brain from the skull from the head from the face from “the
perilous makeup,” all windowpanes of some spherical sort, just try and see what
happens, remains: where exactly is the boundary to be found or else drawn?
Besides, once the brain ceases to function physically, true, simply true, there will
be hardly any humanly measurable wave activities, and yet this near truism hardly‐
proves anything substantial or consequential about the world around or beyond
those apparatuses Homo Sapiens built for auto understanding; it is just ready to‐
disprove something and something else. Also true, Russell is quite subtle on that
point too, although quite clearly he is hardly saying anything like what Emily

44) Barbara Guest, “The Location of Things,” in The Collected Poems of Barbara Guest, dd. by

Hadley Haden Guest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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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inson is on about the brain, “wider than the sky deeper than the sea… …

just the weight of God”:

For, lift them, pound for pound,

And they will differ, if they do,

As syllable from sound.45)

Curiously, our poets here seem more analytically clear than the philosophers on,
right on, and around that point of the ‘bind’ that cuts and connects, that window,
that frame that does obscure the matter, which takes us to the second problem. For
the same kind of issue extends to that “bed” too, the “river bed”: where does or‐
would one find it? Is it not connected to some other beds within & beyond ‘it’
across space and time? And how?

If a person, seen philopoetically, is a wave waving at another across spacetime
“in a new set of occurrences,” like a dead friend suddenly coming across the river
of forgetting, lethe, leading one to recollect, alethe … this one in two or many is
not exactly limited, ‘bound,’ except bound somewhere, headed, gravitated, drawn in
some vectorial, phenomenological sense; that one (cherished and submerged in the
river bed of my spirit or psyche or whatever it may [not] be called) approaches‐
me, touching my brain in the middle of a night, in the middle of a day, at the
crack of a dawn, in a twilight zone not unlike a Zhuangzian trans butterfly (as… ‐
in a trans [wo]man) first known as a big fish suddenly jumping about.‐

So, again, the question is: whose memories and habits exactly do we mean when
talking, in the past tense, perfectly or imperfectly, about “our memories and habits”
whether in the singular or plural? When giving myself two scoops of rice,
performing this act that somehow ‘unbinds’ something personal and impersonal
through a ritualized gesture of time reversing duplication, am I not downloading‐
and uploading receiving, interacting with some codes zipfiled into some other― ―

brainwaves anthropological from time immemorial?…

Homo Calculus: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

Homo Sapiens, Neanderthal, Erectus, Habilis, Faber, Ludens, Significans …

Sacer, lots of homos here, countless, inexhaustible.

45) Emily Dickinson, “Part One: Life,” Complete Poems, 1924. http://www.bartleby.com/113/1126.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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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of a human being, from hummus to homeless, heavenly to hellish, differ
from person to person, as there are many homos lodged in one person, a person
per se. All those characters, developmentally cultivated and dramaturgically layered
in the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of humanity at large, are phenomenologically
multi dimensional and prismatically universal in ways that become‐
contemporaneous with various images and manifestations of humans today,
including so called transhumans or posthumans on edge.―‐

Consider what I would call Homo Calculus, a quintessentially modern figure
coming out of a certain esoteric yet effective mix of Homo Sapiens, Erectus,
Habitus, Politicus, Performans all factored in there, the one who can compute…

and would make a ‘calculated’ move while navigating the ‘jungle’ out there,
literally too of course. In a dog eat dog world of colonial and imperial conquest,‐ ‐
where the cannibalistic power dynamic in the food chain between those eating and
those eaten, ‘the top dog and underdogs,’ manages the structuralize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cluding the functional difference between those alive (and
fertile and thus able to produce and reproduce) and those dead (or otherwise
dysfuncitonal or practically dying, basically useless or else counterproductive), the
instrumentalized itemizaton and hierarchical stratification of human beings into
datafied sets of ‘persons’ on and off, countable nouns as in ‘per head,’ becomes an
operational norm necessary for categorical survival and territorial security in the
biopolitical arena of mediated competitions.

Is this depiction too simplistic or even grandiose? Just a hyperbolic or
reactionary anxiety about the ordinary use of rudimentary mathematical reason? I
would then turn to a simpler allegory such as this, a popular American children’s
nursery rhyme, Ten Little Indians: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Indians

Seven little, eight little, nine little Indians

Ten little Indian boys.

Ten little, nine little, eight little Indians

Seven little, six little, five little Indians

Four little, three little, two little Indians

One little Indian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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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s, little, perhaps big enough to be belittled, are being counted as if they
are lined up somewhere for what? and by whom? Whether about to feed… –
them or shoot them, this ‘cute’ cruel rhyme, almost a bloody violence waiting to‐ ‐ ‐ ‐
happen, is haunting for its very methodological neatness, its analytic closure, up
and down, back and forth: the linearity of this composition coupled with the
thoroughness of countdown, I find quite eerie, if, by comparison, the second
invisible person at the Mosuo dinner table in Lugu lake, evocative.

We are looking at two different modes of quotidianized life ‘performances’ here.
Both involving recursive counting ‘per form,’ one is geared towards the mindful,
spiritually inflected accommodation of fellow wave beings, whereas the other, a‐ ‐
rather disturbing allegory, I must say, is more about the sequential, quasi repetitive‐ ‐
compulsive automatization of one’s own brainwaves and reflexes. The two can and
does coexist in a person, of course, especially the ‘modern’ or modernized type
that, in turn, counts on the mechanized stability and stable reproducibility of the
Benjaminian “homogenous empty time”46) and space including, nowadays,
something like the global standard time, the structured void of which, while
nonlinearly intensified via various instantaneous flows of information and goods,
remains coterminous with that of the industrial clock time or imperial GMT,
Greenwich Mean Time (not some General Mountain Tim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w point of heavy industrial factory time and that of techno global virtual‐ ‐
time is that the former is formally fixed and the latter ephemerally eruptive, and
yet, both rely on the digitalized image of punctum, either punctuality (watch how
a modern gentleman watches his time) or puncturability (watch a series of “events”
unfolding, as seen in the CNN newsfeed), both embodied in the ever evolving
images of Homo Calculus whose twin sibling, here I am imagining, would be
Homo Speculus.

What sort of life, what kind of person, you would want to ‘perform’ in such
contexts depends in part on the nature of sociocultural wave you find yourself
caught up in or animated by, or both. Indeed, the very idea, hint, of a choice or
a decision today, a good old existentialist notion, could be a sign of “cruel
optimism47)” where one would go on with no options but having all, and only, the

46) Walter Benjamin, “On the Concept of History,” in Selected Writings: 1938 1940, trans.‐
Howard Eil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395.

47)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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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 no choice. I mean, if you are lucky enough to fly and even fly with any
airlines of your choice at any moment, can you fly off the grid? Or not fly at all
except in a mode of your own making? By which I do not mean moving to the
moon or the Mars. Again, Zhuangzi my friend, where are you when we need you?

I, too, appreciate contemporary thinkers’ vigilance towards the death drive (‘zero
balance’) of Homo Calculus today, the mind numbing or blowing (again, you have‐
an option) totality as well as tonality of its auto capitalizing, auto mobilized‐ ‐
busyness, which leaves very little ‘breathing’ room or ‘living’ room across the
globe, quite literally. Illuminating in that regard is Byung chul Han’s recasting of‐
Hannah Arendt’s critical reading of animal laborans:

The late modern‐ animal laborans is equipped with an ego just short of

bursting. And it is anything but passive. If one abandoned one’s

individuality and dissolved into the life process of the species entirely, one

would at least have the serenity [Gelassenheit] of an animal. But the late‐
modern animal laborans is anything but animalian. It is hyperactive and

hyperneurotic (T)he loss of the ability to contemplate is also… …

responsible for the hysteria and nervousness of modern society.48)

Often, as these philosophers observe, the headspaces of these capitalist friendly‐
laborious animals are neurologically re( auto )mastered for the auto maximization of‐ ‐ ‐
its auto investment in labor per capita, part of which I myself seem to see‐
occasionally through my own case of “salaried profundity”49) which I, an
institutionally nour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am to publicize so as not to‐
perish. Now then, here goes my small query again: how else can this perfectly self
consuming and producing animal of recycled self annihilation be reanimated and‐ ‐

where else can its “vita activa” unfold? What else can the homo do?

Homo Philopoeticus: One Detail or Two Ones Attuned In Passing…

Homo Novellus, “the explorer of existence,” “neither historian nor prophet,” is:

also “… homo quarenes, the animal that asks and asks. This crowds the

48) Byung chul Han,‐ The Burnout Society, trans. Erik Butler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18 20.‐
49) Theodore Adorno, Minima Moralia: Reflections from Damaged Life, trans. E. F. N. Jephcott

(London: New Left Book, 197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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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s of language and image [ ] in the conviction, [ ] metaphysically… …

arcane or as immediate as the cry of a child, that there is ‘the other,’ the

‘out there.’50)    

Zhuangzi, too, the child, is looking at a butterfly, starts to chase it, ‘there,
there,’ that animated being, which, whether caught in the net or flying off, tends
to make one linger and look on longer at least for a while, that split second,… –
where, suddenly, time becomes angular, and such a “person,” I tend to agree, “can
be both viewer and insider. The window is open and the bird flies in.”51) As the
poet suggests, keep it open or at least ajar as long as possible, for, as the ship of
time knows, there still is a person on board, crying ‘here, here’ …

50) Kyoo Lee, Reading Descartes Otherwise: Blind, Mad, Dreamy, and Bad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2), 150.

51) Barbara Guest, Forces of Imaginatio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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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Consumerism Can Save Us Now!

Or How To Narrate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Why)

소비주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환경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왜 말해야 하는가? ?

말레키 보이치에 브로츠와프대학교

Małecki, Wojciech University of Wroc aw

Abstract

이 논문에서 다룰 소비주의란 미적인 혹은 낭만적인 소비주의로 티모시 모“ ” “ ” ,

튼 에 의해 정의된 바 있는 개념이다 이 글은 우선 소비주의의(Timothy Morton) .

본질과 소비주의가 어떻게 모든 현대적 소비 형태에 적용되는 메타소비적, (meta‐ ‐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 환경consumptionist) .

담론들 대부분이 상술한 의미에서 소비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많은 연구자들

의 주장에 더해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소비주의적 특성 덕분에 환경 담론들이 우리,

가 처해있는 생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매우 유용한 또는 유일한— —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근래. ,

의 환경 담론에서 흔히 발견되곤 하는 문제적인 경향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경향은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향력의 역사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상술한 소비주의의 효과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The title of my talk was obviously meant as a provocation, and at the same
time, which may be slightly less obvious, as a performative demonstration of what
I am going to discuss in the talk itself. As a first step toward understanding its
demonstrative character, let us ask the provocatively simple questio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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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s give their presentations, articles, and books provocative titles at all.
Ones like, say, “Why Heidegger Made the Right Step in 1933,” Ecology Without
Nature, “Can the Sofa speak?,” Alien Phenomenology, or What It’s Like to Be a
Thing?,” “Liberalism Does Not Exist” “Ethics Doesn’t Exist” or even Why the
World Does Not Exist,1) etc. To say that they do so because they need to somehow
draw attention to their work in the over saturated academic environment would of‐
course be true, but rather uninteresting. What is more interesting is why that
particular strategy works for this goal, or what the exact nature of the proximate
goal they are trying to achieve is. How exactly do provocative titles work?

A provocative title is one that taken literally either makes an outrageous claim
or at least implies one, where “outrageous” means ‘questioning something that is
taken as obvious by most members of one’s intended audience and plays a central
role in their network of beliefs’. When a provocative title works, you then find
yourself faced, at least at the first moment, with a challenge to what you most
firmly believe in, and therefore, to the extent that individuals can be seen as
networks of beliefs and desires, a challenge to who you are. A title of that kind
opens a dark void from which there may emerge something that will knock you
off your feet, chew you up, and then perhaps spit you out as somebody else, and
such a perspective is doubtless likely to induce an innervation and anxiety.

But in the context in question, the invitation to face the abyss always comes
with a lifeline attached, which makes the innervation and anxiety far more
palatable than they would be in less secure circumstances. What I mean is that
immediately after the title catches our attention, we are reminded that the challenge
will be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scholarly discourse, where a
counterchallenge is always an available move, where there are countless ways to
question the validity of any argument, deny its premises or soften the conclusions.
We are reminded that we are on the safe side, then. We are on the safe side also

1) Slavoj i ek, “Why Heidegger Made the Right Step in 1933,”Ž ž International Journal of i ekŽ ž
Studies 1, no. 4 (2007); Timothy Morton, Ecology without Nature: Rethinking Environmental
Aesthe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John Plotz, “Can the Sofa

Speak? A Look at Thing Theory,” Criticism 47, no. 1 (2005): 109 18,–
doi:10.1353/crt.2006.0006; Ian Bogost, Alien Phenomenology, Or, What It’s like to Be a
Th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2); Stanley Fish, “Liberalism Doesn’t

Exist,” Duke Law Journal 36, no. 6 (December 1, 1987): 997 1001; Jon Wheatley, “Ethics–
Does Not Exist,” Ethics 84, no. 1 (1973): 62 69; Markus Gabriel,– Why the World Does Not
Exist, English edition (Cambridge, UK ; Malden, MA: Polity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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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s everyone knows, it rarely happens that a scholar who titles her text in
a provocative way actually means what her title states literally, or what it states
when taken in its most apparent and outrageous sense. Usually, her main claim is
much more modest and can be said to be expressed by her provocative title only
when the latter is read in a certain specific, not readily obvious manner.

So, for instance, when one takes a closer look at Slavoj Žižek’s title “Why
Heidegger Made the Right Step in 1933” one notices that there is a number in
superscript following the word “Step,” which sends the reader to an endnote
containing an important codicil: “albeit in the wrong direction”. And if one reads
the whole paper, it turns out to be a general praise of philosophers’ engagement in
revolutionary acts, and emphatically not a historical praise of Heidegger’s
engagement with Nazism. “[I]n his Nazi engagement,” says Žižek, “Heidegger
“was not ‘totally wrong’ the tragedy is that he was almost right, deploying the–
structure of a revolutionary act and then distorting it by giving it a Fascist twist.
Heidegger was closest to truth precisely where he erred most, in his writings from
the late 1920s to the mid 1930s.”‐ 2) These are still some radical thoughts. But not
as radical as the title of Žižek’s piece might initially suggest.

To sum up, then, there is a certain detachment or ironic distance in how we
savor such provocations, in how we face the challenge that could theoretically
knock us to smithereens. We wink at the abyss and the abyss winks back at us.
While such experiences of curbed intensity or user friendly transgression may seem‐
paradoxical, there is nothing that extraordinary about them as they are
characteristic products of one of the most common and favorite of human
activities, that is, art. One might even say that the capacity to induce them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omething to be defined as art, as argued, for instance, in
the essay “Art as Dramatization” by the pragmatist philosopher Richard
Shusterman.3) And if we follow the genealogy of pragmatist aesthetics, turning to
the source it has in John Dewey’s Art as Experience, we will find there quite an
apt account of what constitutes their attraction (in art and in any other realm of
human activity, academic discourse included). Namely, that in such experiences –

2) i ek, “Why Heidegger Made the Right Step in 1933,” 31.Ž ž
3) Richard Shusterman, “Art as Dramatiza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9,

no. 4 (2001): 363 72; for a discussion of Shusterman’s definition of art as dramatization, see–
Chapter 1 of Wojciech Małecki, Embodying Pragmatism Richard Shusterman’s Philosophy and
Literary Theory (Frankfurt am Main; New York: Peter L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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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Dewey rightly calls “aesthetic” “the whole creature is alive” and–
“possesses his [sic] living through enjoyment.”4) In other words, they are spots of
affective intensity against the humdrum of our everyday existence.

The relative popularity of the genre of academic provocation (titular or
otherwise), would then turn out to depend mainly on its aesthetic appeal, which of
course to some may look like a dirty little secret. All the more so if we turn, in
turn, to a much more recent theorist, Timothy Morton, who has argued that a
pursuit of experiences of curbed intensity is in fact “Consumerism raised to the
highest power.” It is an aesthetic, or “Romantic” consumerism, where

[t]ransformative experiences are valued, such as those derived from drugs,

or from intense experiences, such as Wordsworth’s “spots of time,” traumas

that nudge the self out of its circularity and force it to circulate around

something new. The (necessarily) external event becomes the piece of grit

that helps to generate the pearl of revised selfhood. The title of Emily

Jenkins’s Tongue First suggests the approach of the reflexive consumerist,

or bohemian, in the nineteenth century phraseology. The idea is to dive into

new forms of subjectivity by consuming a previously avoided substance

(in Jenkins's case, heroin), or acting different roles. This dive is vicarious.

There is always a lifeline, in the form of a certain ironic or cynical distance

toward the role being played.5)

This is precisely the spirit in which consumerism was meant, and performed, in
my title, something which should make that title slightly less outrageous. If it
makes it also a bit disappointing that is, if anybody thought that I am going to–
talk about the redemptive power of, say, compulsive shopping as such then they–
should not perhaps be that disappointed as, according to Morton, aesthetic
consumerism is in the current capitalist realities the dominant form of
consumption. It is so both in the sense that today’s most sought after commodity
is precisely the comfortably transgressive experience we have been talking about,
and because aesthetic consumerism functions as a meta consumptionist framework‐
for all other kinds of consumption:

4) John Dewey, Jo Ann Boydston, and Abraham Kaplan, The Later Works of John Dewey, 1925‐
1953: 1934, Art as Experience (SIU Press, 2008), 33.

5) Morton, Ecology without Nature,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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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c]onsumerism is a reflexive mode of consumption. It is about

how one appears as a certain type of consumer. One doesn’t just eat carrot,

one styles oneself as a carrot eater. The idea can be taken a notch further.

There is such a thing as reflexive consumerism. In modern society we are

all potential reflexive consumerists, a type that in the Romantic period was

restricted to a certain avant garde faction (Baudelaire, De Quincey). The‐
reflexive consumer is interested in what it feels like to experience a certain

form of consumerism window shopping in the shopping mall of– ‐
subjectivity “Kantian” aesthetic consumption without “purpose” or–
purchase. The flâneur was born. There is a certain sense in which we…

are now all flâneurs whether we like it or not. Objective social forms

(television, advertising, the Internet, malls) have made it impossible not to

be a reflexive consumerist.6)

Now, it has been argued by Morton himself as well as by Dana Phillips7) that
environmental writing in general and nature writing in particular, insofar as its job
is to allow their audience to experience the thrilling reality of “nature itself” in the
“comfort” of their armchairs, can and should be conceived of as a part of the
general capitalist machinery of aesthetic consumerism.8) I agree that it should, and
I would also add that the ecocritics and environmental writers who deny this (and

6) Ibid. Emphasis in the original.

7) I owe the juxtaposition of these two authors to Timothy Clark; see Timothy Clark,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Literature and the Environment, Cambridge Introductions to Literatur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39 42.  –
8) Morton, Ecology without Nature, 127; Dana Phillips, The Truth of Ecology: Nature, Culture, and

Literature in America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11  : “Like

copywriters, nature writers are skilled at description, which enables them to provide their

readers with a vicarious “experience” of being ‘in the great outdoors’ (an idiomatic but

nevertheless a paradoxical expression). Needless to say, the great majority of their readers are

going to enjoy this vicarious experience while seated comfortably on their hindquarters

indoors. Thus they can avoid the gruesome accidents, and the mild discomforts of sweat,

sunburn, insect bites, stinging nettles, sprained ankles, and sand in the swimsuit, to which the

outdoors leaves one constantly exposed. They can play it safe, risking only boredom and a

little petty cash. For nature writing is surely a commodity; after all, nature writers exploit

natural resources, if only for the sake of imagery, so that they can send a tasteful and well‐
packaged product to market. They appeal to the tastes of the above average Joe and Jane,‐
who are educated, have some disposable income, and may even own a weekend place at the

lake or in the mountains where they, too, can take exhilarating little walks, just like nature

writer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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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eem to be quite many of them9)) are most likely either deluded or cynical.
Moreover, I also agree with Morton that in its attempt to perform the
aforementioned experiential task, most of environmental art has been characterized
(at least since Romanticism) by a fundamental structural paradoxicality: on the one
hand, it tries to make us feel a kind of warm closeness to the non human world,‐
while on the other setting up “nature as an object ‘over there’ a pristine–
wilderness beyond all trace of human contact,” and therefore re establishing “the‐
very separation it seeks to abolish.”10)

But I also happen to think that precisely because environmental narratives cater
to aesthetic consumerism and to the deeply sedimented, if paradoxical, Romantic
approaches toward the environment, they are a particularly useful, perhaps the
only, instrument of inducing a social change necessary to efficiently address the
environmental crisis we are facing today. From my perspective, it would in fact be
a strategic naïveté not to deploy this instrument merely because of its implication
in aesthetic consumerism or because of the theoretical naïveté which marks its
internal inconsistency diagnosed by Morton. I would also think it naïve to count
on the progressive potential of “theoretically legitimate” forms of environmental art
favored by theorists themselves. At least those forms which, as Morton
recommends, want us to “love” the non human environment and the continent‐
beings it consists of (“the disgusting, inert, and meaningless”) in its full blown‐
otherness (that is, precisely as disgusting, inert, and meaningless), and to do so
without any attempt at establishing a feeling of closeness, fraternity or kinship with
that environment.11) If there is any progressive force in such austere narratives and
the “dark ecology” they exemplify12), it can be felt only by the theoretically
refined and aesthetically decadent individuals such as Morton himself, and there
are too few of them for that force to translate into any genuine social impact at
leas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13)

9) Phillips, The Truth of Ecology, 211.

10) Morton, Ecology without Nature, 125.

11) Ibid., 195.

12) See Ibid. As Morton claims: “This is the truly ecological ethical act. In this respect, dark‐
ecology diverges from those Romanticisms that follow a Hegelian dialectic, the story of the

reconciliation of the self and other, who turns out to be the self in disguise” (196). Cf.

Timothy Morton, Dark Ecology: For a Logic of Future Coexistence, Wellek Library Lectures in

Critic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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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hat environmental scholars want is for environmental art to have such an
impact, then for strategic reasons they may be forced to hold their collective nose
and turn to artistic forms they otherwise find unappealing, precisely because these
forms are appealing to everybody else. In making this practical point, I second the
general postulate put forward by Cary Wolfe in his essay “Humane Advocacy and
the Humanities,” that “the pragmatics of actually making change on behalf of one’s
ideal depend very much on an ability to anticipate what will turn one’s audience
toward a desired point of view.”14) To recapitulate: if the desired point of view is
one of sufficient environmental awareness to the challenges of the Anthropocene,
and if we want it to be acquired by a number of people sufficient for those
challenges to be addressed properly, then environmental narratives may be our only
hope. Here is why.

It has been thought for a very long time that a good way to stimulate pro‐
ecological attitudes is through education; that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e
simply ne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information about the extent of human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about the risks it involves. That idea of course
sounds plausible, obvious even, and could definitely be backed with an
impressively long string of examples. So millions of Euros and dollars have been
spent on realizing it in practice. However, as shown by studies reported in Thomas
Heberlein’s recent iconoclastic book Navigating Environmental Attitudes, when it
comes to practice, the idea simply does not work.15) Thanks to the studies such as
those, and the widespread disappointment with the pace of the pa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raising, other ways of impacting attitudes and
behavior has been sought.

In particular, it has been recently suggested by social psychologists, natural

13) This is of course not to say that such narratives could never have a wider impact. They could,

but this would demand that we first effect a social transformation (i.e. a massive change in

aesthetic preferences) which would be at least as difficult to achieve as the change in

environmental attitudes that I am concerned with here, and it does seem that we do not have

enough time for taking such a roundabout way.

14) Cary Wolfe, “Humane Advocacy and the Humanities: The Very Idea,” in Species Matters:
Humane Advocacy and Cultural Theory, ed. Marianne DeKoven and Michael Lundbl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27.

15) Thomas A. Heberlein, Navigating Environmental Attitud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f. Heberlein, “Navigating Environmental Attitudes,” Conservation Biology 26, no. 4

(2012): 583 85, doi:10.1111/j.1523 1739.2012.0189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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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s, and artists alike that one very important, perhaps even indispensible,
way, to achieve that goal is to use artistic media, as they (and apparently they
exclusively) can turn “what is seen by many as a dry scientific matter” into an
object of genuine concern,16) or,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of the 2014
ecological blockbuster Interstellar, into something “very palpable and real.”17)

Needless to say, the artistic forms that are most often invoked in such arguments
are precisely the kind of environmental narratives that would count for Philips and
Morton as consumerist, and they are claimed to have a positive effect not so much
despite their catering to such a consumerism, but because of this.

Humanities scholars have thought so all along. As a case in point, ecocritics
such as Lawrence Buell and Scott Slovic have argued for years that literary
narratives in particular can function as powerful affective devices that allow their
readers to experience more intensely than in their typical everyday contexts, if only
vicariously, the value and precariousness of the physical world, and that this kind
of “writing might eventually have an impact on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and on the daily behavior, even on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worldviews, of
other members of society.”18) Fantastic though it may sound, such a position has
already found some empirical support,19) and the number of such studies is still
growing.20)

16) Thomas Lowe et al., “Does Tomorrow Ever Come? Disaster Narrative and Public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5, no. 4 (October 1, 2006): 39,

doi:10.1177/0963662506063796; Susanne C. Moser and Lisa Dilling, “Making Climate HOT,”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6, no. 10 (December 2004): 32

46, doi:10.1080/00139150409605820; Bernie Bulkin, “‘Cli Fi’: One Answer to a Climate– ‐
Problem?,” The Huffington Post, November 1, 2013, http://www.huffingtonpost.com/bernie‐
bulkin/cli fi one answer to a climate problem_b_4179177.html.‐ ‐ ‐ ‐ ‐ ‐ ‐

17) Alyssa Rosenberg, “How Ken Burns’ Surprise Role in ‘Interstellar’ Explains the Movie,”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6, 2014, http://www.washingtonpost.com/news/act‐
four/wp/2014/11/06/how ken burns surprise role in interstellar explains the movie/.‐ ‐ ‐ ‐ ‐ ‐ ‐ ‐ ‐

18) Scott Slovic, Going Away to Think: Engagement, Retreat, and Ecocritical Responsibil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2008), 140; cf. Lawrence Buell, Writing for an Endangered World:
Literature,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U.S. and beyond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2.

19) See, e.g. Scott Slovic and Paul Slovic, eds., Numbers and Nerves: Information, Emotion, and
Meaning in a World of Data (Corvallis, OR: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2015).

20) See, e.g., Thomas Lowe et al., “Does Tomorrow Ever Come? Disaster Narrative and Public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5, no. 4 (October 1, 2006):

435 57, doi:10.1177/096366250606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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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ing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at the potential of environmental
narratives to have an attitudinal effect does not need further backing, I would like
to end by pointing to one unfortunate tendency in the contemporary genre of
environmental narrative which has to do with how it approaches the question of
the current ecological crisis, and which may limit the effect in question. Briefly
put, if one scrutinizes the dominant chronotope of the genre, it turns out that it
focuses primarily on the possible disastrous consequences of human environmental
impact, while devoting significantly less attention to the actual consequences that
occurred in history. The recent emphasis on so called “cli fi,” or climate fiction,‐ ‐
may serve as a good example here.21) To understand why this is a problem, note
t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 is most likely unaware of how disastrous 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has been in the past and how it led in particular to various
historical cases of anthropogenic ecological disasters, and if one is insufficiently
aware of that, one may find it hard to believe that that impact must lead to
disasters in the future.22)

One could even say that the chronotope which underlies the ecological
imagination of Western societies, or at least the one implied by their public
discourse on ecology, is marred by a kind of diachronic schizophrenia. It is a
condition which manifests itself in a distortive bifurcation between on the hand–

the current dramatic realities of environmental change along with the grim future–
they are likely to bring about, and on the other our past, which allegedly led– –
to today’s predicament, but which is at the same time conceptualized as itself
practically free of ecological predicaments, aside from a few unfortunate exceptions
such as the extinction of the passenger pigeon. The current fetishization of the
category of the Anthropocene, and the eagerness with which environmental
scholars and activists await its being officially legitimized by international
geological committees and governmental bodies seems to belong to the
symptomatology of that twisted chronotopic consciousness. As Claire Colebrook
has recently argued in her paper “We Have Always Been Post Anthropocene”:‐

21) “Will Fiction Influence How We React to Climate Change?,” The New York Times, July 29,

2014, http://www.nytimes.com/roomfordebate/2014/07/29/will fiction influence howwe react to‐ ‐ ‐ ‐ ‐ ‐ ‐
climate change.‐

22) This is of course not the only problem related to narratives whose chronotope is oriented

exclusively toward “moments of crisis.” For a discussion of some other problems, see Patrick

D. Murphy, Transversal Ecocritical Praxis: Theoretical Arguments, Literary Analysis, and Cultural
Critique (Lexington Books, 20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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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ook at the geological scar [indexed by the term “Anthropocene”] and

remark to ourselves, as though something has changed: now, finally, the

earth is telling us that we have impact. ‘My goodness, who would have

thought that centuries of slavery, violence, kleptocracy, plundering and then

liberation of some humans at the expense of others who would have–
thought this was a destructive indictment of ‘the human,’? Who could

possibly have imagined that our species was destructive of its milieu

without the definitive evidence of the geological record?’”23)

Indeed,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and how many are capable of imagining
it today? But again, for reasons given above,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ctive
geological imagination and historical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public, it
would be imprudent to rely on historical or geological data alone, to resort to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discursive means typical for programs in
environmental education. To perform that task, we would arguably need something
with a proper affective and sensory impact, and again, there exist environmental
narratives that possess the necessary characteristics. I would like to call them
“impact narratives,” and this not only because of the kind of impact they could
potentially have on their audience, but also because their primary thematics are
concrete historical cases of the disastrous impact we have had on the environment.

Some examples include, among others, Jim Shepard’s “The Zero Meter Diving
Team,”24) Irene Zabytko’s 2000 novel The Sky Unwashed, Christa Wolf’s novel of
1987, Störfall: Nachrichten eines Tages, and Frederick Pohl’s Chernobyl, (all
addressing the latter disaster); Romesh Gunsekera’s The Reef a 1994 novel–
dealing with the effects that the damming of Sri Lankan rivers has had on the
country’s reefs25); Mahasweta Devi’s short stories on the consequences of “the

23) Claire Colebrook, “We Have Always Been Post Anthropocene,” forthcoming in‐ Anthropocene
Feminisms, Richard Grusin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I would like

to thank Claire Colebrook for permission to quote from a draft of that paper published on

Academia.edu.

24) Ursula Heise, “Afterglow: Chernobyl and the Everyday.,” in Nature i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Transatlantic Conversations on Ecocriticism, ed. Catrin Gersdorf and Sylvia Mayer

(Amsterdam; New York (NY): Editions Rodopi BV, 2006), 177 207.–
25) Cf. Sharae Deckard, “Jungle Tide, Devouring Reef: (Post)colonial Anxiety and Ecocritique in Sri

Lankan Literature,” in Postcolonial Green: Environmental Politics & World Narratives, ed.

Bonnie Roos and Alex Hunt, Under the Sign of Nature: Explorations in Eco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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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estation on India” 26); Julia Leigh’s novel The Hunter and Daniel Nettheim’s
film (2011) based upon it; Interstellar – a film which, while focusing on a future
environmental catastrophe, narrates also one from the past, i.e. the so called Dust‐
Bowl27); Indra Sinha’s novel Animal’s People and the 2014 historical drama
Bhopal: A Prayer for Rain (both on the Bhopal Gas Tragedy); and finally Filip
Springer’s Miedzianka (2011) a fictionalized journalistic narrative on “the–
wasteful exploitation of uranium deposits by Russians in 1948 1952” in Lower‐
Silesia, and the resulting physical disappearance of a small Polish German town.‐
Some other examples can be found in the work of historically sensitive ecocritics‐
such as Kate Rigby (her recent book Dancing With Disaster is particularly
recommended28)), but instead of enumerating them here,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he majority of them are also fine examples of consumerism in the sense adopted
in this paper, the consumerism which, if am right, seems to be the only thing that
can save us now.

Of course, one might point out that since aesthetic consumerism seems also to
be the driving force behind modern consumerism sensu lato, which has been to a
large extent responsible for the current environmental predicament and the threat of
the global ecological collapse, the solution I propose is deeply paradoxical in itself.
For it would seem to sustain a mechanism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very problem it aims to remedy. Aesthetic consumerism in the form of
environmental narratives, then, could not so much save us from our problem as
only avert it provisionally while ensuring it will come back with a vengeance.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prima facie nothing in the logic of aesthetic
consumerism i.e. in the very logic of longing for heightened experiences enjoyed–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that could prevent it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0), 32 48.–
26) Cf. Jennifer Wenzel, “Forest Fictions and Ecological Crises: Reading the Politics of Survival in

Mahasweta Devi’s ‘Dhowli,’” in Postcolonial Ecologies: Literatures of the Environment, ed.
Elizabeth M. DeLoughrey and George B. Hand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38.

27) Cf. William Cronon, “A Place for Stories: Nature, History, and Narrative,”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8, no. 4 (March 1, 1992): 1347 76, doi:10.2307/2079346.–

28) Catherine E. Rigby, Dancing with Disaster: Environmental Histories, Narratives, and Ethics for
Perilous Times, Under the Sign of Nature: Explorations in Ecocriticism (Charlottesville ;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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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ly understood forms of capitalist consumerism that have turned our
economies into overheated reactors that “radiate disaster triumphant” (to borrow a
phrase from Adorno and Horkheimer).29) I myself believe that it can be so
deployed and that in this sense consumerism is capable of self overcoming. More‐
than that: perhaps you can only fight consumerism with consumerism. This,
however, is a provocation for another paper.

29) Max Horkheimer and Theodor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Continuum,

19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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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fying the Priceless: Trans Scalar Thinking and the‐
Perception of Water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상품화하기 초계량적 사고와:
물에 대한 인식

스콧 슬로빅 아이다호대학

Slovic, Scott University of Idaho

Abstract

각종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을 직접 마실 기회는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우리는 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 ,

문이다 만일 우리가 물을 일상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거나 세계 인구 중 상당수가.

물 부족을 겪게 된다면 산업 기술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

란 말인가?

물과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성은 우리가 어떻게 그 현

상을 경험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경제학자 프랭크 에이커만 과. (Frank Ackerman)

법학자 리사 하인절링 이 년 출간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모든 것(Heinzerling) 2004 < :

의 가격을 아는 것과 부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Priceless: On knowing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의 핵심 논지는 실제로는 값을 매)> , “

길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할 특정한 현상들이 상품화되거나 단”

순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었다는 것이다 예술과 인문학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

본 물과 다른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의미를 포착하고 전달하는 데 특(human scale)

히 적합한 지적 분야이다 이는 윌리엄 라인스 가 개별화 언어. J. (William J. Lines) “

라고 명명한 것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인간의 입장에(particularising language)” .

맞게끔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세기와 같이 인간의 물 사용 및 손상이 전지21



230

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업은 우.

리 중 극히 일부만이 자연적으로 깨끗하며 사용 가능한 물을 직접 접해봤다는 사

실로 인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틀에 박힌 사고를 깨,

고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초계량적 사고 라 부르는 개념을 발“ (trans scalar thinking)”‐
전시키게끔 해야만 한다 초계량적 사고란 다양한 시간적공간적 스케일을 인지적. /

으로 오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컨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cognitively) . ,

로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사고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

다 이 페이퍼는 물과 관련된 미국인 디지털 합성 예술가이자 사진가인 크리스 조.

던 의 초계량적 작업을 다룬다(Chris Jordan) .

How do we interact with water as human being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A‐
few minutes ago, I woke up at my home in Moscow, Idaho, used the toilet, then
turned on the water faucet in the kitchen and filled a pot of water for coffee. As
the water heated on the stove, I gazed out the sprinklers watering the lawn it is―

July now, and the grass will turn brown without irrigation. These are all
interactions with water on what I would call a human scale the mechanical use of―

water to flush away bodily waste, the drawing of drinking water through the urban
plumbing system, and the observation of garden irrigation “with my own two
eyes,” as the saying goes. If I were not living in the city (Moscow is actually a
small college town of 24,000), I would likely have different kinds of interactions
with water, but most of them, nonetheless, would be direct and physical and small
and rapid.

When I teach my environmental writing classes each fall in the university’s
Semester in the Wild Program, which takes place in the remote center of Idaho’s
Frank Church River of No Return Wilderness, the students and I live at the Taylor‐
Wilderness Research Station, through which Pioneer Creek cascades on its way to
the Big Creek River, a tributary of the Middle Fork of the Salmon River. At
Taylor, we can trace with our eyes and ears, and even with our footsteps, the
phenomenon of a watershed, the system or process by which water falls as rain
and snow in the mountains, then drains downward through larger and larger creeks
and rivers, eventually (beyond our sight) making its way to the sea. The water that
passes through Taylor Wilderness Research Station winds through hundreds of
miles of wild canyons before emptying from the Middle Fork to the main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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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and then the Snake River, which ultimately feeds the mighty Columbia River
and then the Pacific Ocean at the westernmost border of Oregon and Washington
states. Only the anadromous salmon and steelhead, which hatch in Big Creek,
travel to the sea for most of their lives, and then return to these mountain waters
to spawn, experience the entirety of this vast water system. But even I, a twenty‐
first century human, know this mountain water in a more visceral way than I
know water in the city: I hear the rush of pioneer creek incessantly, though muted
in the background, as I work with my students at the research station. The water
courses, unfiltered, through pvc pipes into the rustic cabins where we sleep and
cook at the station. And, when our mouths feel dry or we happen to be talking
about the preciousness of water, the students and I walk over to the small bridge
near the grassy strip where the bush planes land a few times each week, and we
dip a small steel camping cup directly into Pioneer Creek, bring it to our lips one
by one, and drink.

The opportunity to drink water directly from a mountain stream, unmediated by
chemical and mechanical filters, might seem like a fundamental human right. We
are beings made of water, needing water for our very survival. What kind of
planet have we created through our industrial technology if we no longer have
such access on a routine basis? If many people throughout the world have
insufficient access to any water, let alone clean water?

When economist Frank Ackerman and legal scholar Lisa Heinzerling published
Priceless: On Knowing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in 2004,
one of their central arguments was that certain phenomena have been commodified,
or reduced to merely economic value, when they should actually be regarded as
“priceless,” valuable in a way that simply defies monetary assessment. They stated:

The basic problem with narrow economic analysi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that human life, health, and nature cannot be

described meaningfully in monetary terms: they are priceless. When the

question is whether to allow one person to hurt another, or to destroy a

natural resource; when a life or a landscape cannot be replaced; when harms

stretch out over decades or even generations; when outcomes are uncertain;

when risks are shared or resources are used in common; when the people

“buying” harms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ctually harme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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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in the realm of the priceless, where market values tell us little about

the social values at stake. (8 9)‐
By recasting the discussion of the value of water and other natural “resources”―

away from monetary valuation and instead toward the intrinsic value of these―

phenomena, their “existence value” and their essential value for ecosystem health
and human health, we work to correct the annexation of all phenomena by the
global economic system. Certain phenomena are sacred. We distort their true value
by attempting to assign a price to them.

Australian essayist William J. Lines has argued that as soon as we begin to
describe phenomena that we should treasure and “love” in terms of their economic
value, we begin to devalue them and we lose the motivation to protect these
phenomena, especially natural phenomena. He writes in the essay “Money”:

People exploit what has a price or what they conclude to be merely of

value; they defend what they love. Love cannot be priced. But to defend

what we love we need a particularising language, for we love what we

particularly know. (26)

The arts and humanities are intellectual disciplines uniquely appropriate for
capturing and conveying the human scale meaning of water and other natural and‐
social phenomena through “particularising language.” The effort to present
information on a human scale is a difficult challenge when the human use of and
damage to water systems occurs on a vast, planetary scale, which is the cas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Slow Violence” and the Necessity of Apprehending Vast Environmental Impacts

Although it is still possible (and, indeed, unavoidable) to experience water and
other natural phenomena on an individual human scale as we move through the
second decade of the twenty first century, we also realize, of course, that our‐
collective behavior, greatly amplified by technology, has resulted in vast,
destructive impacts upon the planet and upon human societies. The great
intellectual bandwagon of the moment is the idea of “The Anthropocene,” the
notion proposed to the Geological Society of London in 2008 as a new geological
epoch said to have begun in July 1945 on the eve of the use of the atomic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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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an event symbolizing the planet shaping power of human activity. This‐
new focus on the Anthropocene echoes the work of George Perkins Marsh, who
identified the planetary impact of our species in his book Man and Nature: Or,
Physical Geography as Modified by Human Action (1864).

A century and a half later, in 2011, literary critic Rob Nixon published his study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which traces the intertwined
degradation of Third World environments and human communities through colonial
processes, into the realm of “slowness,” the occurrence of destructive activity not
only in a visible, easily confrontable way, but on a scale well beyond direct
perception and mitigation. As Nixon puts it:

By slow violence I mean a violence that occurs gradually and out of sight,

a violence of delayed destruction that is dispersed across time and space, an

attritional violence that is typically not viewed as violence at all. Violence

is customarily conceived as an event or action that is immediate in time,

explosive and spectacular in space, and as erupting into instant sensational

visibility. We need, I believe, to engage a different kind of violence, a

violence that is neither spectacular nor instantaneous, but rather incremental

and accretive, its calamitous repercussions playing out across a range of

temporal scales. In so doing, we also need to engage the representational,

narrative, and strategic challenges posed by the relative invisibility of slow

violence. (2)

I would suggest that we can find, in recent examples of water imagery and
narrative, strategies that may offer communication paradigms applicable to a
broader rang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We are beings consisting of
60 percent water (blood 92 percent, brain and muscles 75 percent, and bones 22
percent) (www.waterinfo.org), living on a planet where the surface is 71 percent
covered by water (water.usgs.gov) from space, the earth appears to be a “pale―

blue dot,” as astronomer Carl Sagan put it in his commentary on the February 14th,
1990, photograph taken by the unmanned Voyager 1 spacecraft from the outermost
edge of our solar system. Water is an essential quality of our lives and the
environment we inhabit, and it makes sense that our most eloquent and imaginative
artists devote their attention to representing not only the wondrous beauty of water,
but threats we pose, through our technologies and our actions, to water qu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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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Conscious Evolution” through Chris Jordan’s Digital Compositions

One of the boldest recent artistic approaches to our understanding of slowly
violent human impacts the Earth’s aquatic environment namely, its oceans― ―

appears in the work of Chris Jordan, from Seattle, Washington, who has been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past decade for his beautiful and provocative
photographs and digital compositions. After practicing law for a number of years,
Jordan became a full time photographer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wastefulness‐
of American consumer habits. He produced an initial collection of large format‐
photographs on consumption titled Intolerable Beauty: Portraits of American Mass
Consumption (2003 2006)‐ . These images are, in a sense, “landscapes of
consumption,” showing enormous stacks of tires and shipping containers and
sawdust. The 2005 book In Katrina’s Wake: Portraits of Loss from an Unnatural
Disaster, which includes essays by the prominent environmental writers as Bill
McKibben and Susan Zakin alongside Jordan’s photographs, tells the story of the
human cost of Hurricane Katrina, depicting post storm images of dilapidated homes‐
and natural debris with an eerie beauty that provides access to the intrinsic
aesthetic dimension that Jordan finds in all aspects of experience, even (frequently)
in “terrible” or disturbing circumstances.

More recently, Jordan has been exhibiting large format digital compositions from‐
the Running the Numbers series at galler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His 2009
exhibition at the Washington State University Museum of Art resulted in the book
Running the Numbers: An American Self Portrait‐ . A typical image from this series
(captured also in the catalogue volume) is the one titled “Plastic Bottles, 2007,”
which, from a distance, depicts an abstract and appealing field of multi colored‐
dots, akin to the appearance of a pebbly ocean beach. The caption to the image,
however, reads as follows: “Depicts two million plastic beverage bottles, the
number used in the United States every five minutes.” As the gallery viewer steps
toward the composition, the individual bottles between increasingly visible, offering
a powerful perceptual experience of American consumption. The experience of
moving from the far away view to the close up view, from the many to the more‐ ‐
individualized objects of consumption, is what Jordan refers to as the “trans scalar‐
imaginary.” Apart from enticing viewers to experience the composition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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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object, the practical goal of this work is to alert citizens to the enormity
the― scale of problem of plastic objects, from bottles to plastic bags, that we are―

releasing into the environment as a byproduct of our consumer behavior. “Plastic
Bottles, 2007” is a visually arresting work, but its connection to the five enormous
“gyres” of plastic in the Earth’s major oceans is rather abstract, even with the
explanatory caption about plastic beverage bottles. More recently, Jordan’s work
has addressed this connection more explicitly.

For more than five years, the artist has been working on a film and still
photography project in the central Pacific Ocean titled “Midway: Message from the
Gyre,” which eloquently and graphically displays the endangerment of sea faring‐
albatrosses, a unique aquatic bird whose existence on Midway Atoll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the species nests and raises young) is imperiled due to
the ingestion of plastic garbage all the oceans of the world have become a plastic―

soup, deadly to many animal species that depend on the sea for survival. A trailer
for the film and Jordan’s still photography are available at his website
(www.chrisjordan.com), and by clicking on the large scale images, viewers can‐
activate unique software that creates the trans scalar impression of “zooming in” to‐
perceive the specific items of consumption represented in the images. In this way,
even the still images require viewers to experience them over time, not merely for
the few seconds viewers ordinarily spend in front of a painting in museum. (Art
critic James Elkins cites a study that says the average time viewers spend in front
of a painting may be as little as two seconds!) One click on Jordan’s “Plastic
Bottles, 2007,” and the image appears to move toward the viewer for twenty
seconds, the size of the minute specks of sand enlarging until it becomes clear that
they are plastic bottles, the words Pepsi and Gatorade and Dasani and Crystal
Geyser fully visible. Another click and the image appears to recede, mimicking the
physical process viewers experience in a gallery, as they walk toward and away
from each of Jordan’s many digital compositions hanging on the walls.

When I interviewed Jordan in his Seattle studio in 2011 as part of the book
project titled Numbers and Nerves: Information, Emotion, and Meaning in a World
of Data, I asked him specifically how his visual works prompted viewers to feel
a sense of connection to the potentially numbing and abstract topics he explores,
ranging from the consumption of plastic to the number of people incarcerated in
American prisons how his work inspires audiences to feel their own complicity in―

the phenomena his art represents. He responded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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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the image of two million plastic bottles [“Plastic Bottles, 2007”] is by

far the most effective one that way. I’ve had lots of people write to me and

tell me that they’ve stopped drinking water or soda out of plastic bottles

after seeing that image. I was at an exhibition in Boulder, Colorado, at the

Bould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with a friend of mine [ ], and we…

were standing in front of that piece. He had a bottle of water in his hand

and was drinking from this plastic bottle. And he said just a second, and he

went and threw the bottle in the garbage. Then he came back and stood in

front of that piece again, and he got this sheepish look on his face and said,

“Well, that was just one bottle.” Then he looked back at my piece, and I

saw him sort of reel back. His neck snapped back, his eyes opened, and he

looked at me and said, “I just got your piece. That’s two million one‐
bottles.” And I said, “Yeah, that’s exactly it.” That’s one of the issues I try

to raise with all of the Running the Numbers pieces. I’m trying to raise the

issue of the individual’s role in the collective. With each piece, when you

stand back, you see the collective. I scale it so that when you stand back

at a distance, you can’t see the individuals that make up the collective. You

only see homogenous collective, and when you get up close you see all the

individuals, but by the time you get all the way up close and you can see

all the individuals, you can no longer make out the collective. It’s a kind of

Google Earth process. A friend of mine calls it “the trans scalar imaginary.”‐
When you stand back at a distance, you can’t see the details; and when you

can see the details, you have to use your memory or your imagination to

recall what the big picture looked like. (206)

The perceptual process Jordan describes her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ngular and the collective, between the small scale and a much larger scale.
Wha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about how audiences take in Jordan’s digital
compositions, whether in a gallery or on his website, is that there is a transitional
process that occurs when viewers stand back from the works and then walk toward
them. Over time, the distant collective image is replaced by a close up sense of the‐
individual items that constitute the whole. This realization that the hazy, abstract
whole consists of “two million one bottles” and that the fuzzy understanding of‐
society as a collective consists of millions of individual people (like the viewer
him or herself) is what Jordan describes here as the “trans scalar imagin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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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s work on plastic pollution in the plastic bottles digital composition and
in the recent Midway Island work that focuses on how plastic in the world’s
oceans affects wildlife is potently relevan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the
world’s largest bodies of water. It is appropriate here to pause and consider what
psychologist George Loewenstein has identified as the undervaluing of abstractions
when human beings make decisions about personal health or larger social and
environmental phenomena. He writes: “Unlike currently experienced visceral
factors, which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behavior, delayed visceral factors
tend to be ignored or severely underweighted in decision making. Today’s pain,
hunger, anger, etc. are palpable, but the same sensations anticipated in the future
receive little weight” (Slovic, Smoking 114). To the average inhabitan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the plastic contamination of the sea is essentially invisible it―

is one of these “delayed” or imperceptible factors that Loewenstein mentions above
and thus has minimal impact on our daily consumption and disposal of plastic.―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people such as Captain Charles Moore, who discovered
what’s called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the enormous gyre of plastic debris
in the Pacific Ocean that is twice the size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has
claimed that “Humanity’s plastic footprint is probably more dangerous than its
carbon footprint.” In addition to the works by Jordan mentioned above, his digital
composition titled simply “Venus, 2011,” depicting a teary eyed Venus emerging‐
from the sea on a scallop shell, recreates and makes contemporary Sandro
Botticelli’s 1486 masterpiece. This composition, which from a distance looks
remarkably like the original oil painting, is actually comprised of “240,000 plastic
bags, equal to the estimated number of plastic bags consumed around the world
every ten seconds,” as the image’s caption states. To view distant and close up‐
images from the Jordan composition, which is available in two large sizes (60x103
inches in a single panel and 8x13 feet in three panels), one can go to Jordan’s
website at http://www.chrisjordan.com/gallery/rtn2/#venus and click on the image
once to move inward for the close up, then a second time to see the image recede‐
and bring the full scope of the composition into view again.

Jordan’s various visual projects work to inspire what Robert Ornstein and Paul
Ehrlich call “conscious evolution” in their book New World, New Mind (1989),
which is one of the sources of inspiration for Jordan’s socially engaged
compositions, photographs, and films. Much of this evolution in audienc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raised in Jordan’s visual occur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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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riking experiments in scale, which help to guide viewers to think across
scale to be more flexible in their own trans scalar cognitive capacity. This― ‐
includes cognitive movement across the scales ranging from close up and far away‐ ‐
viewing of the art works and increased capacity to underst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scale of individual human consumption of plastic and the
contamination of the earth’s vast bodies of water as a result of plastic pollution.

Commodifying the Priceless and the Conceptual Challenge of Biospheric Thinking

Mitchell Thomashow argues that a routine practice of natural history observation
can help people overcome the tendency to become fixated on the static immediacy
of experience. Nature changes constantly. When we train ourselves to observe the
natural world over time, we become fundamentally aware of change and our
imagination becomes more elastic, better able to extrapolate from observable
processes and understand their implications across space and time. Thomashow
states:

Interpreting the biosphere is such a profound conceptual challenge because

it entails stunning juxtapositions of scale moving from a fifteen minute― ‐
thunderstorm to a million year climatological trend, shifting from tending‐
your garden soil to observing the patterns and trends of biodiversity [ ].…

(106 my italics)

Various kinds of extrapolation must occur in order to move from the merely
observable to the vast and unseen dimensions that so greatly exceed the perceptual
capacities of the human body. Because of our limited ability to perceive with
physical sensory organs, we must use our brains to imagine the real connections
that underlie our existence our hidden impacts on the planet, the “slow violence”―

that Rob Nixon’s work urges readers to consider.

The shift toward global and― trans scalar‐ cognitive habits is evident in the―

work by Chris Jordan I’ve described above, demonstrating formal experimentation
that may help to train audiences to employ flexible ways of thinking necessary to
the reality of our lives, and the reality of the planet’s precious water, in the
Anthropocene. By taking to heart the corrective theories of Ackerman, Heinzerling,
and Lines, which reveal the deeply flawed premises underly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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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fication of the priceless, we might better understand the incalculable of
water and the ecosystems and individual lives it supports. Articulating and
understanding such theories is the task of artists and humanities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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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m, capitalism has become a dominant ideology

throughout the world without competition. The socialist experiment to build a

completely different social system against capitalism has turned out to be a failure

and in consequence capitalism is seen to be more powerful than ever. And yet

capitalism is actually inhuman as it aims for maximization of profit. Thus there

has been a continuous voice raised against capitalism. A timely calling seems to be

to examine current capitalistic systems and build an alternative to them.

Nature has been constantly destroyed since the advent of civilization, but with

industrialism the destruction has accelerated and has now reached a serious level.

That image of the active and rational human being was highly appreciated in the

era of Enlightenment and Humanism, when the ideology of the modern era was

shining. But while modern humans emphasized human reason and assessed the

world with a yardstick of usefulness and rationality, anthropocentrism took place

and the destruction of nature also began in full swing. As soon as humans started

to reign as masters of the world and history, nature was reduced from a subject to

an object to be dominated by humans, which eventually has led to today's

ecological crisis. However, the central values of the modern world derive much

from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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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sm and ecological society is emerging as a new alternative to replace

capitalism. As the phrase ‘the topic of the 21st century is the environment and

peace’ suggests, environmental issues have now become very important, to the

point of making a decisive impact on human existence. The core of ecologism

takes a position that we need to abandon the old way of thinking and the way of

life we have maintained so far and make a total transition to a new paradigm. The

core values governing the modern society have been anthropocentricism,

materialism, excessive emphasis on efficiency, limitless competition, ecosystem

destruction, all the social and natural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f the weak and

the poor and exclusion of others, etc. But ecologism argues that all this has to

change into values such as life-centeredness, caring and tolerance, peaceful

coexistence with all living things and the happiness-centeredness. In this paper I

purpose to analyze how an alternative society to capitalism is described in

ecological literature.

인간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 수많은 국가체제와 사회체제가 명

멸해왔다 원시공동사회에서 부족국가로 그리고 절대왕정에서 공화정과 공화국으.

로 변모하 고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잇따라 등장하 다 년대에. 1990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를 시작으로 소련까지 몰락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체제경쟁에

서 자본주의에 완패를 당한 후 이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어떤 경쟁자도

없이 지구촌 곳곳을 지배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본주의가 흔들리.

는 징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에 대적할 대안체제가 존

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꽤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

의에 맞서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체제를 구축하려했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함

으로써 자본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힘이 막강해 보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절박

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모토.

로 하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반휴머니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

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 던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

써 이제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생태주의이며 생태사회

이다 인류의 문명 자체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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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등장과 기계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되어 이제 심각한 수준

에 이르 다 요즘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앙들은 생.

태계에 적대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생태계 문제가 심.

각한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년대부터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대안사회를 만1980

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벌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

적으로 문제 삼는 근본생태론에서부터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사회

생태론 그리고 여성문제까지 생태주의에 포함하는 생태페미니즘 등으로 분화되어

온 생태사상과 생태운동은 새로운 생태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성찰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생태사회는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

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적 경제 정치 교, ,

육 문화 사회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 .

사회는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에서도 공통적이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란 어렵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유토피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안사회로서의 생태사회를 그리.

는 데 문학이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문학은 생태주의가 주장하는 복잡한 내용을.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로 보여주기 때문에 생태사회의 모습을 훨씬 선명하게 그릴

수 있으며 또한 아직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사회를 실제 존재하는 세계로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문학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비되는 대안사회를 구.

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를 대신할 생태적 대안사회의 모습을 문.

학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생태시와 생태소설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생태문학.

이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거나 인간

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문학 그리고 모든 유기체는 서로 서로 연결

되어 있으며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한 집에 다른 생물 무생물과 함께 세 들어 사는,

관계론적 존재라 생각하는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문학 모두를 포괄한다.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태도 인간중심주의,

의 문제 산업화와 진보의 무서운 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문학 역시 생태문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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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를 꿈꾸는 시1.

오늘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는 비단 문학의 일

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학이 지닌 고유의 상상력과 압축된 이미지를 통해 생태중.

심주의적인 사회 모습을 꿈꾸고 선취하며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여준

다는 점에서 문학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자연에 대한 우리.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현종은 지극히 문학적 방식으로 인간.

중심의 인식을 생태중심 생명중심으로 바꿀 것을 역설한다, .

나무들은

난 그대로가 그냥 집 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정현종 나무에 깃들여! ( , 1992:52)｢ ｣
인간은 자연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깃들여 사는 생명체의 하

나라는 인식은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변해야 한다는 호소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함께 지구라는 커다란 집에 세들어 사는 존재인데 마

치 자신이 지구의 주인인 양 행세해 왔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한 대상.

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이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

오만 때문에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그 여파가 다시 인간에

게 돌아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현종은 사실을 직시할 것을 제.

안한다 인간이 나무를 거느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인간이 나무에 깃들. “

여 사는 것임을 깨달을 때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왜냐하” .

면 초목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온갖 생물이 거기 있어야 우리도 살아갈 수 정“ / / / ”(

현종 나무여 있기 때문이다 정현종은 그래서 쓰러진 나무를 보면 나도 쓰러, ) . “ /｢ ｣
진다 그 이파리와 더불어 우리는 숨쉬고 그 뿌리와 함께 우리는 땅에 뿌리박고// / / /

사니 정현종 라고 말한다 나무가 쓰러지면 인간도 쓰러진다는 말은 인”( , 1992:52) .

간과 나무는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무가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하며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우쳐야 한다 이러한 관계론적 생명관은 바로 생태학적 세계관의 핵심이.

다 신덕룡은 이를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전체를 지향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핵. “

심에는 생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계맺음을 향한 열망이 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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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신덕룡 라고 말한 바 있다 정현종의 시가 보여주는 이.”( , 2001:220) .

러한 새로운 인식은 드볼과 셰선이 심층생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이 자신을 되돌,

아보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맞닿아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생태 의식의 계발 이며 그 과정은 바위 늑대 나무 강 등의 실체를“ ” , “ , , ,

더 잘 알게 되는 것 즉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통찰을 포함, ”(Devall &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Session, 1985:8) . “ ”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환은 한 줌의 흙 속에서도 무한한 생명을 발견

하게 해준다 한 숟가락 흙 속에 미생물이 억 천만 마리래 왜 아니겠는가 흙. “ / 1 5 !/ ,

한 술 삼천대천세계가 거기인 것을 정현종 한 숟가락 흙 속에 흙,/ !”( , 1992:82).｢ ｣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에서도 생명의 힘과 숭고함을 느끼는 것은 곧 나무와 산 바,

다는 물론 모든 무기물들도 생명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공경 의 대상으로 삼는‘ ’

생명사상에 다름 아니다 이를 김지하는 흙도 물도 공기도 바람도 모두 다 형제. “ /

라고 형제보다 더 높은 어른이라고 그리 생각하게 되었지요 라고 표현한다 김지/ / / ” .(

하 새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뭇3 , 1994: 34)｢ ｣
생명들의 가치 역시 인간 생명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생명 평등주의로 나아가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우리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 정복하고 개발하면서 잃어버.

렸던 자연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회복하는 것이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

도 하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모든 것이 생태학적 순환 속에서 움직.

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갖는 사회가 바로 많은 이들이 꿈꾸는 생,

태사회이다 이 생태사회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 ,

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것도 생태문학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

할 중의 하나이다 문학은 꿈을 꿀 수 있기에 생태사회에 대한 소망을 선취해서 보.

여줄 수 있다 문학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태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

으로 박노해의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을 들 수 있다.｢ ｣
시 뉴스를 진행하는 장애우 앵커를 보고 싶어요9

노동하는 삶의 철학을 강의하는 노동자 교수님을 보고 싶어요

이혼한 젊은 여자가 실력 있는 대통령으로 뽑히는 걸 보고 싶어요

동남아시아계 서울 시장이 세계경 을 이끄는 걸 보고 싶어요

서울역에서 상경하는 농사꾼에게 정중히 경례하는 경찰들이 보고 싶어요

안기부 청사에 아이들과 김밥 싸들고 격려 방문하는 시민들을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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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의 손에 깨끗이 쓰러진 수령의 동상을.

항일운동하던 시절의 김일성 장군 사진이

독립기념관에 걸려진 걸 보고 싶어요

거리에 자동차보다 많은 자전거의 물결을 보고 싶어요

안 갖는 긍지로 적게 벌고 나누어 쓰자며 푸른 생산 을 내건‘ ’

파업 노동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토실토실 살 오른 아프리카 아이들이

두 뺨 발그레한 남북한 아이들과 어우러져

맑은 한강에서 낙동강에서 발가벗고 물장구치는,

여름 캠프를 보고 싶어요

초파일에 연등을 켜 단 교회에

성탄절에 트리를 세운 산사에 가보고 싶어요

존경받는 레즈비언 국회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싶고,

흑인 여성 교황을 만나보고 싶어요

먼 행성에서 온 외계 생명과 우주 성시대를 함께 토론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나이 들수록 화를 적게 내고 욕심이 줄어들어

안으로 다숩게 잘 익어가는 내 모습

돈 버는 능력보다 사랑하는 능력이 부쩍 커져서

갈수록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내 모습이 보고 싶어요 박노해( , 1997:134-135)

이 시는 생태사회의 기본이 되는 매우 특징적인 원칙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새.

로운 질서와 원칙은 현대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내세우는 가치들을 부정하며 공생

과 조화 그리고 다양성의 공존을 강조한다 새로운 사회는 신분이나 지위 사회적. ,

편견에 의해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이다 장애자 외국인 이혼한 여. , ,

자 레즈비언처럼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이들이 그로 인해 억압받지 않고 당당,

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이 시는 대안으로 제시한

다 이 사회는 또한 경찰이나 안기부와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상전이 아니라 백. “

성들의 가슴에 단 꽃 신동엽 금강 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권력이 있는”( ) 
곳이다 그곳은 참과 거짓 적 아니면 아군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는 이분법적. , ,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타자의 다름 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

이다 그렇기에 아프리카와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교회와 절이 서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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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가치만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생태학적 인식과 생태적 가치가 바탕을 이루어야 비로.

소 새로운 사회 즉 생태사회가 완성된다, .

생태사회는 화석연료를 고갈시키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중심이 되고 노동자들은 적게 벌고 나누어 쓰 는 푸른 생산 을 위해, “ ” “ ”

파업하는 곳이다 한강과 낙동강이 깨끗해져서 아이들이 마음껏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생태적 시각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아.

프리카의 어린이와 흑인 여성 교황과 외계 생명에 대한 관심 즉 전지구적이며 전,

우주적인 관심으로 확대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니.

고 있으며 서로서로 얽혀있는 공생의 관계이기에 모두가 함께 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와 생태계의 문제를 전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생태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

간의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생태계 문제를 외적 내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적게 벌고 나누어 쓰는 푸른. “ ” “

생산 과 화를 적게 내고 욕심을 줄이며 돈 버는 능력보다 사랑하는 능력 을 강조” “ ”

함으로써 생태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시는

대안적이라 할 수 있다.

년대에 나온 박노해의 시는 그보다 년 전에 나온 신동엽의 시와 많은 점1990 30

에서 연결되어 있다 생태계 위기나 생태사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년에 신동엽은 이미 시를 통해 생태사회의 유토피아를 선취해서 보여주었다1968 .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

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鑛夫

묻은 책 하이데거 럿셀 헤밍웨이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莊子

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오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

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개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

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두대씩

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이름 꽃

이름 지휘자이름 극작가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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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知性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

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기지도 땡크기지도 들

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

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思索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

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신동엽. ( 散文詩｢
1 , 1989:83)｣
신동엽이 꿈꾸는 사회는 많은 면에서 현대 사회와 대립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특권을 당연시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처럼 직접,

딸아이의 손을 잡고 칫솔을 사러나가는 대통령과 서울역 매표구에서 줄서서 기다

리는 국무총리가 있는 사회이다 또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명확히 나누어지.

고 사무직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광부나 농민도 대학을, ,

나오고 하이데거와 장자를 읽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통합되어 있는 사회이

다.30) 그리고 반전과 평화주의를 실천하고 삶의 의미를 사색하며 함께 모여 흥겹,

게 춤추는 사회 새 이름과 꽃 이름에 훤한 자연친화적 사회이며 대통령이 자전거, ,

에 막걸리병을 싣고 시골길을 달려 친구에게 찾아가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물론.

여전히 도래하지 않은 이상사회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이기도 하.

다 문학은 그 세계를 우리 눈앞에 그려줌으로써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사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뒤돌아보고 무엇.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다시 성찰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그런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실현될 수 있는, 사

회이다 속도와 문명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도현은 일기. ｢ ｣라는
시에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소박하고 진솔한 삶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0)신동엽은 이 시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농민들도 트럭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 같은 좋은 집에. “ ”

서 살며 도시의 부자 못지않은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 말한다 이는 더 많은 생산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

니라 소박하고 자연친화적 삶을 중시하는 생태주의와 맞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이 시는 안 갖는 긍지로. “

적게 벌고 나누어 쓰자 는 안빈낙도의 가치를 주창하는 박노해의 시와 갈린다 신동엽이 당시의 너무도” .

열악하고 가난한 한국의 농촌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선진국처럼 풍요로운 농촌을 꿈꾼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늘날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점은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신동엽 개인의 한계라기보다.

는 생태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대기 이전인 년대라는 시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1960 .



249

오전에 깡마른 국화꽃 웃자란 눈썹을 가위로 잘랐다

오후에는 지난 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고

고장 난 감나무를 고쳐주러 온 의원 에게 감나무 그늘의 수리도 부탁하醫員

다

추녀 끝으로 줄지어 스며드는 기러기 일흔세 마리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두어 가지 찬에다 밥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안도현 일기( ,｢ ｣
2012:12)

이 시의 제목은 일기 이다 일기란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제. .｢ ｣
목에 걸맞게 시적 화자는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담담히 서술한다 그런데 시적.

화자가 하루 종일 한 일이라는 것이 좀 유별나다 시적 화자가 오전에 한 일이란.

시든 국화꽃 눈썹을 자른 것이 전부이고 오후에는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쓰고 감, ,

나무를 조금 손 본 것이 다이다 저녁녘엔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세다가 소찬.

을 차려 저녁밥을 먹는다 그것이 전부이다. .

시적 화자가 일기에 쓴 내용은 생산과 발전 진보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무,

한경쟁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기준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쓸 데 없는 일들뿐이다 그것을 시적 화자도 인식하고 있는지 마지막.

행에서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한다“ ” .

이 마지막 구절로 인해 이 시는 현대사회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

는 생태시가 된다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한심하거나 비효율적 일들이 정말. ‘

로 그러한가 내가 오늘 하루 한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라는 강력한 문’, ‘ ’

제제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은 안빈낙도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무위의,

삶이다 국화꽃의 눈썹을 자르거나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쓴다는 표현은 식물이나.

곤충을 인간과 대등한 소통 파트너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감나무를 치료해주러 의,

원이 왔다는 표현에는 감나무도 우리 인간처럼 아파하는 존재라고 보는 생명 중심

주의적 인식이 바탕에 놓여있다 한밤중에도 불을 환히 밝혀놓아 주변의 자연을.

교란시키는 현대인의 인간중심주의적 행동 대신에 시적 화자는 불빛을 죽이고 간



250

단한 식사를 한다 어둑한 불빛에서 두어 가지 찬에다 밥을 먹는 화자의 행동은 우.

리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과식과 물질적 풍, .

요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현대인과는 달리 시적화자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며 그것을 직접 실천한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오늘 하루 한 일들.

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선언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를 통해 안도현의 일기 는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 ｣
적 삶의 방식을 선포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매우 쉬운 언어로 조용조용 이야.

기하는 이 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삶이 무엇이며 대안적 가치가 무엇

인지에 대한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생태사회를 위.

한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도현의 시는 또한 노동의 종말로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노동개념을 필요로하는 미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지난 년간 무한경쟁의 기치를 높이 내건 신자유주의의 거25

센 바람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러나 더욱 팍팍해졌다 효.

율성과 이윤창출을 최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많

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많은 시.

간을 일해도 형편없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하는 가난뱅이 가 되“ ”

었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못한 실업자들은 잉여인간 취급을 받게되, “ ”

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남.

김없이 소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우리가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노동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

실업자 상태로 있거나 불안정안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노동의 위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온다 노동에서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다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감

상실 모든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 .

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급속한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노동을 기.

계가 대체하게 된다면 노동의 위기를 넘어서서 노동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

이다.

년에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에서 기술혁신과 기계화 정보화로 대1995 , 
표되는 제 차 산업혁명으로 세기에는 기계가 급속한 속도로 인간을 대체 리프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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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하여 산업 생산에서 인간이 거의 필요 없는 문명의 세계 가 될, 2005:47) “ ”(47)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컴퓨터 로봇 생명공학 등과 같은 지능적 기계 들이 사람. , , “ ”

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될 세기에는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가 거의 필요치 않는21 “

농장 공장 및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 이다 그런데 문제는 쓰임이 적거나 아, ”(21) . “

니면 전혀 쓸모가 없는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노동시장?”(22),

에서 배재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업자 낙오자 기생인간이라는 열등감과 열패감, ,

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

게 노동의 본질과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할 것을 요구

한다 앞으로 다가올 노동의 위기 노동의 종말은 우리에게 노동에 대해 그리고 노. ,

동이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탐색하도록

만든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있다. .

다음 세대가 고생스러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인류는 두 번

째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게 되거나 또는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변화를 겪

게 될 것이다 노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거나 다가올 미래. (.....)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과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22)

리프킨은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시민사회라 일컬어지는 제 의 부문 즉“ 3 ”,

사회 문화적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비 리적 활동 에 참“ , ”(33)

여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을 만들어 내는 일에 기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세계에서는 노동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여가생활이 중심이 될 것이

다 흥미롭게도 문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새로운 노동개념이 존재하는 대안 사.

회를 다음과 같이 그려낸 바 있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그리는 대안사회2.  
박민규의 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하 삼미 슈퍼스타즈 로( ‘ ’ 

표기 은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팍팍한 삶과 노동 강요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삼미 슈퍼스타즈 는 삼미 프로야구 구단의 창단과 폐단 그리고 그 구단의 어린 
이 팬클럽 회원이었던 주인공과 그의 친구 조성훈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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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낸다 이 소설은 년 프로야구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프로 라는. 1982 “‘ ’

새로운 가치관 박민규 이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도발”( , 2003:76)

적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이 어느 한순. “

간 아마추어와 프로의 분명한 기로 위에 서게 되었고 박민규 이젠 프”( , 2003:76), “

로만이 살아남는다 거나 프로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 박민규 라는” “ ”( , 2003:77)

모토가 지배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프로야구의 도입은 스포츠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가

관철되는 역사적 계기로 그려진다 어떻게 더 많은 일을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시. “ ,

킬 수 있을까 박민규 고민하던 정권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프랜차이즈”( , 2003:244) “ ”

로 프로야구를 도입한 것이라는 주인공의 친구 조성훈의 말은 황당하지만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죽어라 일하고 또 일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

면 뒤처지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메커니즘은 최고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 프로

야구의 세계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프로의 세계다 평범하게 살면 치욕을 겪고 꽤 노력을 해도 부끄럽. ,

긴 마찬가지고 무진장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해봐야 할 만큼 한 거고 지랄, , ,

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 좀 하는데 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허리가 부러져‘ ’ ,

못 일어날 만큼의 노력을 해야 잘하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박민‘ ’ . (

규, 2003:127)

삼미 슈퍼스타즈는 년 전기리그에서 승 패를 후기에서 승 패를 기1982 10 30 , 5 35

록하고 이후 년 전기리그를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승 무 패의 전적을1985 120 4 211

올렸다 이 정도의 기록이면 삼미는 평범한 야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삼미가 그토록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팀으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박민규“ ”( ,

있는 것은 프로의 세계라서 그렇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위나 위팀이2003:125) . 3 4

평범한 것이고 꼴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하위의 삶처럼 박민규“ ”( , 2003:127)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교야구나 아마야구에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

팀이 프로야구라는 실로 냉엄하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박- , , ”(

민규 하는 프로의 세계에 들어섬으로써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삶을 살게, 2003:126)

된 것이다.

삼미의 운명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오늘날 죽어라 노력해도 살아가는

것은 점점 팍팍해지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할 일은 점점 많아지며 그 속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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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일벌레가 되어 점점 정신없이 살아간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일.

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고 마치 모두들 돼지발정제를 마신, “

것처럼 땀을 흘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으며 돈과의 교미 박민규” “ ”( , 2003:182)

를 벌이는 듯하다 주인공 역시 자본주의의 냉엄한 법칙을 깨닫고 죽어라 노력하.

여 일류대학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 에 취직하여 프로가, “ ”

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년간 새벽 시. 4 “ 5

에 집을 나와 거의 자정 무렵 박민규 에야 집으로 돌아가고 휴일에도, ”( , 2003:213)

출근해 근무한 결과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이혼 선언과 이후의 구IMF

조조정 대상이 되어 해고당한 것이었다.

해고되어 실업자가 된 후에 비로소 주인공은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를

즉 나는 일찍 일어난 새가 아니라 일찍 잠이 깬 벌레 다는 것을 박민규, “ , ”( ,

깨닫는다 그러면서 프로의 세계가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사2003:224) .

실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는 바로 프로의 세계 던 것이다. .

요는 말이지 어쩌다 프로가 되었나 라는 것이야 생각해봐 우리는 원래 프. , . .

로가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모두 프로가 된 거야 그 과정을 생각해 보란. .

말이야 물론 프로야구가 세상을 바꾸었단 얘기가 아냐 요는 프로야구를 통. .

해 우리가 분명 속았다는 것이지 어린이에겐 꿈을 젊은이에겐 낭만. (...) ‘ !

을 이란 구호는 사실 어린이에겐 경쟁을 젊은이에겐 더 많은 일을 시키!’ ‘ ! !’

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박민규. ( , 2003:243)

이 말을 하는 주인공의 친구 조성훈은 삼미 슈퍼스타즈가 프로의 세계에 적응“

하지 못한 모든 아마추어들을 대표해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라 말하”

며 이제 세상을 박해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 라 바로 프로 라고 말한다 박민“ ” “ ” .(

규 이러한 세계에 저항한 것이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2003:243) “ ,

공은 잡지 않는다 는 모토를 내건 삼미 슈퍼스타즈 다 박민규 그래서” .( , 2003:251)

주인공과 그의 친구는 삼미 슈퍼스타즈처럼 자본주의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을 따

르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 아름다운. “

것 박민규 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2003:278) .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 , ,

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 있는 세계에 인, ,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민규. ( , 20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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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에 도달한 주인공은 이제 일밖에 몰랐던 인간 박민규 에“ ”( , 2003:237)

서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

모두가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박민규 시간에 공터에 나와 친구와 놀“ ”( , 2003:237)

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무언가 거대하고 광활한 것이 내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 “

음 을 깨닫는다 그것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로 처음 본 하늘 박민규” . “ ”( ,

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경쟁에서 도태되고 해고된 것을 부끄럽게 여2003:239) .

기지 않고 왜 꼭 이겨야 하는가 지면 안 되는가 지면 어떤가하는 새로운 관점으, , ,

로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방식과는 다른 새.

로운 생활이다.

하루 시간만 일하고 굶어죽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내 것이다 가 신문3 , , 21 -

배달 때와 다름없는 놈의 자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

그냥 놀기로 했다 년 내내 미친놈처럼 일을 했고 그 퇴직금으로 밥을 먹. 4 ,

지만 하루 시간이 내 것이다 가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자, 24 -

랑이었다 박민규. ( , 2003:257)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프로의 세계에서 하차한 주인공이 하는 일이란 충분히 잠“

을 자고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보고 캐치볼을 하고 박민규 쉬는 일이, , ”( , 2003:258)

다 그에게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많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

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돈을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 -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지난 년간 내가 팔았던 것은 나의 능력. 5

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이었던 것 박민규 임을 깨닫는. , ”( , 2003:265)

다 그런 그의 눈에 아마추어 야구단의 전지훈련차 찾은 삼천포는 그 이름이나 마.

찬가지로 프로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세계로 보인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해가 지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었

다 즉 시간 운 연중 무휴 연장 근무 불철주야 철야 근무 같은 단어. 24 , , , ,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한다. (...) .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다니는 것은 개들뿐이고 때가 되면 밥을 먹. ,

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이곳은 무엇이 들어와도 국내 최후이며 삶의, .(...) ,

분주함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저이며 그 어귀에는 동네 사우나탕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내 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

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 ,

지면 잠을 자는 것이다 박민규. ( , 2003: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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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의 세계는 속도의 면에서도 규모의 면에서도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도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대안사회의 면모를 보여준다 서두르지 않고 크고 화려한. ,

것을 쫓지 않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 “ , ,

는 안빈낙도의 삶을 실천하는 곳이다 이 세계는 주당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 20

삶을 즐기는 에코토피아와 닮아 있다 더 이상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

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세계가 그곳이다 물론 삼천포는 그러한 유토피아.

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유토피아를 경험한 주인공은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일이나 출세 돈 버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 .

능하게 해줄 월급을 받고 대신 충분한 자유시간이 있는 직장을 찾아다닌다.

지구상의 어떤 양서류보다도 돈 욕심이 없어진 나는 늘 조금이라도 더 나-

의 시간 나의 삶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또 찾았다 결국 나는 작은, . ,

종합병원의 후생관리 직원이 되었다 균등하고 변함없는 하루 시간의 업. 6

무 그리고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나의 시간이다 박민규. 6 . ( ,

2003:297)

에코토피아 가 그리는 대안세계3.  
박민규의 소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안적 삶을 실천하는 개인의 문제를 다

루었다면 어니스트 칼렌바크 가 년에 발표한 에코토피아Ernest Callenbach 1975  는
대안적 가치가 실현된 생태사회를 다루고 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년대의. 2000

어느 날이다 뉴욕의 신문기자 윌리엄 웨스턴이 그동안 금단의 땅으로 미국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에코토피아를 방문해 취재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에코토.

피아는 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가 미연방에서 독립하여 건설한 국가20

이다 이들이 독립한 이유는 생태학적 안정상태 즉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창조하. ,

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독립하여 여 년간 고립생활을 한 에코토피아의 사회가. 20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미국 신문기자의 눈으로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다.

에코토피아는 말 그대로 생태사회 로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는 대안< >

사회이다 모든 면에서 미국사회와는 다르다 에코토피아 사회는 가치관이나 삶의. .

방식에서 자본주의 사회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그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차.

이는 노동에 대한 태도에 있다 에코토피아는 독립한 후에 주당 시간 근무제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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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 다 청교도적 노동 윤리 칼렌바크 가 몸에 배어있는 미국인의. “ ”( , 1991:71)

눈에 일주일에 겨우 시간만 일하는 에코토피아인들이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20 “ ”

로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에코토피아 역시 처음에는 청교도적 노동 윤리를 수정.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을 이

겨내야 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에코토피아는 보다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과의 경쟁,

을 피하기 위해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각한 혼란이.

오랫동안 에코토피아 경제를 괴롭혔다 국민총생산은 분의 이상이나 줄. 3 1

어들었다 그러나 주당 근무시간 축소가 함축하고 있는 가장 심오한 의미는.

철학적이고 생태학적인 것이었다 칼렌바크. ( , 1991:71)

근무시간 축소가 철학적이고 생태학적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삶과“ ”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생산. “

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다면 에코토피아 사회에서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은” “

씨줄과 날줄로 짜여진 직물처럼 얽히고설킨 관계를 칼렌바크 이루고 있”( , 1991:71)

는 존재로 본다 그렇기에 인류의 행복은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을 얼마나 많이 지. “

배하느냐가 아니라 그들과 얼마나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

다 고 에코토피아인들은 믿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거” . “

나 그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을 무자비하게 늘려야 하는 자본주”

의의 발전원리를 거부하고 현재의 소비생활을 희생 칼렌바크 할 뿐 아“ ”( , 1991:71)

니라 국민총생산의 급격한 감소 칼렌바크 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 ”( , 1991:72)

갖고 있다 주당 시간이던 노동시간을 시간으로 단축하면 한편으로는 노동생. 40 20

산성이 줄어들어 산업이 위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두 배로 늘려 줌“ ”

으로써 기존 산업이 축소되어 생기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개인소득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칼렌바크 소득이 줄어들면 당“ ” .( , 1991:73)

연히 현재의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해결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즉 소박. ,

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은 과도한 에너지와 원자재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

다.31) 하지만 억이나 되는 인류 전체가 미국인들처럼 생활하려면 현재와 같은70

31)미국 혼자서 매년 전 세계 에너지의 를 소비하고 있다 미국인의 인당 에너지 사용량은25% . 1

으로 세계 인당 평균 사용량 의 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톤으로 세계평균7921Kg 1 1631Kg 5 , 19.1

톤의 배이다4.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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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개가 있어야 한다4.8 .32) 결론은 미국인들이 지구의 자원이나 환경에 비추

어 반생태적으로 과도하게 잘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나.

지구촌 동포들을 위해서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앞으로도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 후손에게 자연자원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소비적 소비생활을 버리고 안빈낙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 새.

로운 삶의 방식을 에코토피아인들은 실천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에코토피아는.

미래의 생존 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기존의 과소비적 생활방식을“ ”

부정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들은 땅. ‘

위를 가볍게 걷고 대지를 어머니처럼 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윤리에 비’, .

추어볼 때 대부분의 산업 공정과 근무 시간 및 생산품이 수상쩍게 여겨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칼렌바크. ( , 1991:49)

자본주의는 성장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성을 강.

조하고 모든 작업공정이나 근무시간을 효율성에 맞추어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인, .

간은 노동기계로 전락하고 자연은 상품생산을 위한 단순한 재화가 되어버린다 이, .

러한 상황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에코토피아는 경제성.

장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축소와 인구감소 정책을 시행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만 만들고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찍어내는 집들을 도입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뿐 아,

니라 개인용 자동차의 제한과 공공교통기관 및 자전거의 활용 상업광고 금지 등, ,

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소박한 생활을 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를 줄

여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경제적 혼란 즉 국민총생산의 급격한 감소 가 오히려. “ ”, “ ”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활방식과 사회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전화위복 이“ ”

된 것이다 칼렌바크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도시의 복잡한 삶에서 해방되.( , 1991:72)

어 더 많은 여유시간을 갖게 된 에코토피아 국민들은 미국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32) 년에 발표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의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에 따르면 지구상의2016 (WWF) “ 2016”

인류가 현재 한국인처럼 살아간다면 지구가 개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은 싱가포르 캐나다3.3 . 2.9, 4.6,

호주 개 수준으로 고도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지구가 지닌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생태적자4.7, 5.4

상황에 있다 시장변화 상임 부사장 제이슨 클레이는 우리는 농부로 치면 다음 봄에 밭에 뿌릴 씨. WWF “

앗을 먹고 있는 꼴이고 은행가로 치면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이 상태, ” “

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파산과 더불어 공멸할지도 모른다 며 생태적 적자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 다 일요신문. ( 2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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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설계하고 위할 수 있게 되었다.

에코토피아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 놀고, “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칼렌바크 가 많다 더 나아가서 일과 놀이”( , 1991:246) . “

의 차이가 서서히 사라지져 가고 칼렌바크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일을”( , 1991:245)

하거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파티를 열기도 한다 요컨대 노동의 개념이 바뀐 것이, .

다 또한 그들이 실업자가 되어도 전혀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에코. .

토피아인들은 실업마저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생필품을 싸게 파

는 중심 상점 덕분에 사람들은 실업을 재난이나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그들은 실업기간을 이용하여 대개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재교육을 받

거나 휴식을 취하며 때로는 실업 기간을 일부러 연장하기도 한다 칼렌바, .(

크, 1991:246)

이처럼 일과 놀이의 구분이 사라진 에코토피아에는 새로운 문화모델 이 이미“ ”

실현되고 있다 노동의 압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아가서 상당한 수준의 예술가가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술이 몇몇 재능 있는 이들의 독점물이었다면 생태사회에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을 위하며 그에 따라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에서도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구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과 창.

조성의 수준이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표

현한다 에코토피아의 젊은이치고 악기 연주와 춤 연극 노래 글쓰기 조. , , , ,

각 그림 비디오 화제작 등등의 독창적인 예술활동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 ,

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작품 제작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

을 만큼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칼렌바크. ( , 1991:205)

모든 사람들이 독창적인 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누구나 다 스스로를 예술가“

로 자처 하기에 에코토피아 사람들의 예술적 수준은 상당하다 그렇기에 이 사회” .

에서 전업 예술가가 되려면 상당한 재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로 성공하지 못해도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 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 ”

며 예술활동에 전념하거나 직장을 얻어 생활하며 취미활동으로 예술을 계속 추구

할 수 있다 아마추어와 전문가가 함께 예술활동을 하며 둘 사이의 격차가 별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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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에코토피아에서 마침내 예술은 누구나 다 하는 일상적 역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웨스턴은 결국 에코토피아가 훨씬 바람직한 사회임을 인정한다. .

그들은 나보다 더 잘 숨쉬고 더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다 칼렌바크, . ( ,

1991:50)

에코토피아인들이 경제축소와 인구감소를 오히려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이는 이

유는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웨스턴은 처음에 에코토피아인들의 생활과 생각을 접하고 당혹스러워 한다 무엇. “

에서 즐거움을 얻느냐 는 에코토피아 여인의 질문에 웨스턴은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대답한다.

우선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다음은 내 뛰어난 글솜씨와 지.

성에 대한 자부심 또 경륜과 독창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즐겁습니다, (...) .

그리고 나는 사치를 좋아합니다 일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옷. ,

을 사 입고 가장 훌륭한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지요 칼렌바크, . ( , 1991:83)

웨스턴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러나 에코토피아인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

지 않는다 대신 웨스턴에게 질문한 마리사의 말 당신은 남자든 여자든 타인과. , “

나누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 먹고 잘 사는것이 꼭 크고 넓고 좋은 집에서 커다란 자동차를 굴리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에코토피아인들은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웨스턴은 우선 혼란을.

느끼지만 에코토피아의 삶이 보다 현실적이며 인간들과의 관계 역시 좀 더 본질적

이기에 이곳에서 자기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것이 뉴욕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연의 기본적인 과정과 더 잘 접촉하고 같은 인간들과 좀 더 본질적인 관,

계를 맺는 것은 애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칼렌바크. ( ,

1991:127-128)

이 나라의 몇 가지 측면은 매우 매혹적으로 여겨진다 에코토피아는 도시조.

차도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 같은 곳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곳 생활의 일부 측면은 나를 감동시킨다 칼렌바크. . ( , 19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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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은 에코토피아의 삶이 지니는 힘과 매력 을 인정하고 뉴욕으로 다시 돌“ ”

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에코토피아에 남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아이들까지 에코토피아로 데려올 계획을 세우는데 대.

안사회로서의 에코토피아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곳임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

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게으를 권리 와 새로운 노동개념4.‘ ’

생태문학이 보여주는 대안사회의 특징은 모두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는 그러한 사회이다 그에 따라 자연히 노동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정립된다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난다 그런데 생태문학에서 그리고 있는 대안적 가치와 게으른.

삶의 방식에 대한 찬양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시대에까지 이른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스 시대의 견유학파와 세기의 루소 세기말의 대안운동. 18 , 19 , 1960

년대의 히피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생태주의로 이어지는 오랜 전통의 흐름 속에 대

안적 가치를 꿈꾸는 전통이 놓여있다 견유주의 는. ( /Cynicism/Kynismus)犬儒主義

그리스시대에 욕심을 버리고 세속의 부귀 화를 탐하지 말며 자연의 상태로 회귀

해야한다고 주장한 철학유파이다 견유주의는 서양사상사에서 문명에 대한 최초. “

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철학적 반항 송유레 으로 평가된다 고대 견유”( , 2011:102) .

주의자들은 당시 문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반대담론을 몸소 실천하

다 그들이 비판한 문명은 물신주의 쾌락주의와 이기주의 허례허식 성적 인종적. “ , , , -

사회적 편견과 차별 종족주의와 군사주의 그리고 노예제도 송유레- , ”( , 2011:102)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견유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인간이 만든 허위적 세상에. “

대한 반기를 들고 인간 본성과 그 본성이 내속된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라고 주

장 하며 재산 지위 명망 허례허식을 모두 버리고 최소주의적 생활방식 을 실천” , , , “ ”

하 다 송유레.( , 2011:103-104)

견유주의의 저항담론은 루소를 거쳐 현대로 이어진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명.

의 발전이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일의 노예로 만들어 버림으

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의미 자체를 문제.

삼고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견유주의로부터 시작.

하여 루소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안빈낙도와 게으름 그리고 무위와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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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찬양은 많은 이들에 의해 산업사회와 기술문명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근대이후 노동에 부여한 중요성을 파기하고 노동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범위로 한정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럴 경우 나머지 시간을.

자기계발과 자기완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 급속한 산업발전이 진행되던 년에 프랑스 의사이자 사회운동가인1883

폴 라파르그가 일할 권리 에 대한 반박 으로서 게으를 권리 를 주장하 다 그“‘ ’ ” ‘ ’ .

는 노동에 대한 맹목적이고 도착적이며 살인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해

방시켰던 기계가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로 바뀌었다 라파르그”( ,

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일하라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2009:27) . “ .

해 라는 주장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이라는 악덕에 자신의 육체와 혼을 다” “ ”

라파르그 바치고 기계의 일부가 되어 휴식도 대가도 없이 일만 하( , 2009:20-21) “ , ”

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파르그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으.( , 2009:8) ‘

를 권리 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 라파르그의 주장이다’ .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자연적 본능으로 돌아가 부르주아 혁명의 형이상

학적 법률가들이 지어낸 무기력한 인간의 권리 보다 천 배는 더 고귀하고‘ ’

성스러운 게으를 권리 를 선언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는 하루에 시간만‘ ’ . 3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파. (

르그, 2009:26)

노동은 게으름이라는 즐거움에 추가되는 양념에 불과한 것 이므로 하루에 최“ ” “

대 시간이라는 제약이 가해져야만 노동이 인간이라는 유기체에 이로운 몸놀림 이3 ”

된다고 라파르그는 역설한다 라파르그 노동의 시대에 노동의 신성화를.( , 2009:26)

부정하고 게으름을 찬양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세기에 들어와 버트란트. 20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과 쟈끄 러끌레르끄의 게으름의 찬양 으로 이어졌｢ ｣  
다 년에 발표한 게으름에 대한 찬양 에서 러셀은 근로 가 미덕이라는 믿. 1935 “‘ ’｢ ｣
음이 현대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동에 대”

한 인식을 새롭게 바꿀 것을 제안하 다 그는 노는 시간은 발효와 숙성의 시간. “ ‘ ’

이다 그래야 세상 뒤편을 응시할 수 있다 며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

위해서는 여가가 필요함을 역설하 다 러셀 러셀은 현대인들에게 행복.( , 2005:15) ‘

하려면 게을러지라 는 처방을 내리며 하루에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빈둥’ 4

거리고 어슬 거려야 더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에
코토피아 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의 원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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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년에 러끌레르끄는 벨기에 자유학술원 회원 취1936

임연설인 게으름의 찬양 에서 게으름을 역설하 다 신부이자 루뱅대학 철학 교. 
수인 러끌레르끄는 자기 시대의 상징이 경쟁 이며 온갖 발명 역시 속도의 발“ ” “ ....

명 이라고 정의한 후 사람들이 이러한 치열한 생활 을 자랑하는데 치열한 생활” , “ ” , “

이란 실상 소동의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러끌레르끄 왜냐” .( , 1986:17)

하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생활로 지쳐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치고 지쳐서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 하...

나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쉬는 걸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 .

이들의 삶은 쓸데없는 근심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러끌레르끄. ( , 1986:20-21)

러끌레르끄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삶은 한가하고 게으른 삶이다 그래야 아름다. “

움이 아름다움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고독 정적 한가로움이 있고서야 탄생 러” . “ , , ”(

끌레르끄 즉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1986:36), .

데까르트가 자신의 행로를 좌우할 예언적 꿈을 꾼 것도 이를테면 무위도식

상태에서 고 뉴턴은 나무 밑에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 각각 드러누, ,

운 상태에서 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아카데모스 정원에.

서 벗들과 더불어 사색을 한 일도 우리 시대가 말하는 소위 맹렬한 생활 따

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화 를 보아도 하나같이 한가로운 이야기.  
들뿐입니다 러끌레르끄. ( , 1986:35-36)

이를 바탕으로 러끌레르끄는 이제 게으름의 찬양을 노래하여 마땅할 시절 이“ ”

돌아왔음을 선포한다 러끌레르끄 루소 이래 많은 문학가 사상가 학자.( , 1986:17) , ,

들이 주창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많이 갖자는 제안은 세기에 들어서21

노동의 종말이 가시화되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가혹.

한 경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세계를 대

체할 대안 사회는 성장의 이윤을 분배하여 노동 없이도 인간적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없어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삶의. ,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의무와 능률 숭배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 ‘ ’

또는 기계의 노예 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의해 변방으로‘ ’

려난 여가와 무위 즉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재발견하고 복권시키는 일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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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노동개념을 통해 노동 없이도 인간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나 라파르그나 러셀 그리고 칼렌바크가 꿈꾸는 하루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3-4

는 모두 인간적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

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33)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과 자

연의 관계 역시 재정립되어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에서 해방된.

생태사회는 한갓 유토피아적 공상이 아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많은 경. ,

제학자 사회학자 생태주의자들이 기본소득 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 < >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많은 이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를 좀 더 현실,

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 >

일자리가 있건 없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고용과 소득을 분리하여 사. ,

람들에게 고용에 좌우되지 않는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다 최소 생활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면 사람들은 노동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각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게다가 시민의 당.

연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인간은 비로소 노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편

견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34)

아직은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생태문학은 그러한 에코토피아를 우

리의 눈앞에 그려보여 줌으로써 우리들의 가슴에 동경과 희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

33)연구에 따르면 원시 시대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시간에서 시간 일하고 남성은 시간 일“ 15 20 , 15

했 다고 한다 레빈 그러다 농경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면서 과도한 노동이 일상화된 것” .( , 2000:37)

이다 인류의 역사를 백만 년으로 추정할 때 농경사회의 등장은 기껏 만 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5 1 .

인간은 만 년 동안 수렵채취인으로 살아오면서 주당 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살았던 것이다 이는499 15 .

아직도 원시 수렵 채취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들의 예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파푸아의 카파우쿠 족. “

은 이틀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존재하는 않는다고 생각 하고 쿵 부시맨 족은 하루에 여섯 시간씩 이틀” , “

반을 일하 며 샌드위치 섬의 남자들은 하루에 네 시간만 일 하고 있다고 한다 레빈 결국 적은” , “ ” .( , 36)

노동과 많은 여가는 새로운 습관의 도입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이다.

34)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주장은 일견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책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고 몇 몇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을 부분적이지만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년부터 석유채굴로 얻은 부의 일부. 1982

를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이 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년에는 달러 정도를 지. 2008 2,069

급하 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밖에 년대에 미국과 캐. 1970

나다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실험적으로 도입되었고 브라질에서는 빈곤가구와 극빈 가구에 기본급여,

를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본소,

득 실험이 이루어졌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스위스 프랑약 만 원의 기. 2,500 ( 297 )

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발의법안을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하 다 이 법안은12 . 2016

년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되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공적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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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코토피아에 대한 꿈을 동시에 꾼다면 그것은 한낱.

꿈이 아니라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다 생태사회는 개인의 의식과 태도뿐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를 생태주의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 인간이 지구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사라.

져 버리고 말지는 앞으로 우리가 생태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생태사회를 이루는 데 생태문학 역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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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 Ethics and Consumer Citizenship in a Consumer

Society

소비사회에서의 관계적 윤리와 소비자 시민성

노희정 광주교육대학교

Noh, Hui-Jeong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Consumers in the 21st century are often engaged in the consumption of products
that appear ostensibly noticeable and occupy their eyes for the most part while,
and rather unfortunately, they rarely consider global commodity networks that exist
for certain products and socio-ecologically disputable issues that arise from their
interconnection with the products. Consumers should recognize that their
consumption behavior has in fact contributed to maintaining global commodity
chains and causing various social and ecological problems. Given this, it is
undeniably crucial to realize that their consumption behavior may have a nontrivial
impact on every aspect of lif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In addition, consumers
should develop moral imagination that links productions in distant locations to
local markets and sharpen their critical insight so as to view a familiar local
consumer market more objectively, as if they were unfamiliar. Also important is
considering yourself as a relational self, that is, ‘a self in a dynamic world,’ which
likely leads to the building of a consumer society that prospers long with
thoughtful and considerate systems in it for you and others.

Thus, consumer citizenship, on the basis of global ethics, should be comprised
of civic virtues that contribute to enabling consumers to consider their interacti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a given communi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at result
from interactions in diverse dimensions. Consumers in the 21st century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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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 on their consumpt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ethics(i.e.,
responsibility, caring, etc.) and, based on their reflections and critical observations,
make strenuous efforts to help realize the common good for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nd for the global world as a whole.

서론.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존재들과 접한 관계를 형성하면

서 살아간다 인간의 사회성은 호혜적 이타성 더 나아가 호. ‘ (reciprocal altruism)’,

혜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호혜적 연대감은 가까운 친구에게.

주는 선물 환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 등 다양한 소비 맥락 속에, ,

서 발현된다 의 급속한 성장 또한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간 욕구의 발현이라. SNS

할 수 있다 특히 세기 소비하는 인간. 21 ‘ (Homo Consumericus 은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구를 지닌 사회적 종으로 규정될 수 있다(G. Saad,

김태훈 역, 2012).

이와 같이 세기 소비하는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짐21

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신의 소비방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그는, .

자신의 일상적 소비 선택이 생산자나 자연생태계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 자신과 인간 이외의 존재 동식물. , ( ,

기계 등 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 행위가 상) .

품 생산지의 사회적 생태적 환경에 미치는 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소, .

비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생산지의 여러 존재들 간의 상호연결성 관계를 고려하지, ,

않는 무의식적 소비는 필연적으로 배려의 결핍과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간의 관계든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든 그에 걸 맞는 관계적 윤리 가‘ ’

요청된다 관계적 윤리의 전형은 유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교의 윤리 특히 삼. . ,

강오륜은 이런 관계적 윤리의 예에 해당된다 유교윤리는 타인과의 합당한 관계를.

중시하고 겸양의 덕을 강조하며 공동선을 중시하는 관계적 윤리라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유교윤리처럼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만이 아,

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이나 미래인간 인간 이외의 존재들 자연환경 기계, ( ,

등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윤리적 책임과 배려) ?

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사회적 심리적인 거리를 축소시, ,

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책임과 배려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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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상적 소비 행위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들에게도 있음을,

밝히고 우리 사회의 소비와 환경의 문제를 왜 책임과 배려의 관계적 윤리 라는, ‘ ’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왜 소비자 시민성 의 확립이 필‘ (consumer citizenship)’

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상품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계적 사고.Ⅱ

상품의 글로벌 네트워크1.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상품은 수많은 인간 자연 기계 사이의 네트워크 속에서, ,

생산 유통 소비 처리되고 있다 등에 따르면 나 는 다양한 사람과 기계가, , , . Cook , ‘ ’

창출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Cook, et al 나 는, 2007). ‘ ’

상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로서 다양한 인간 인간 이외의 자(node) ,

연 기계 등과 접속하면서 향을 받기도 하고 향을 주어 변화시키기도 한다, .

나 는 소비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인간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연결된 교차점에서‘ ’ ,

살아간다 나 는 고정불변 의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 혼종. ‘ ’ (Being) (becoming) ,

성 의 존재다(hybridity) .

사실 현대인은 사이보그 가 되어가고 있다 현대인의 일, (Cyborg) (Haraway, 1991).

상적인 삶은 패스트푸드 노트북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은 상품들로 채워, , ,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상품의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여러 사람 자연. ,

환경 그리고 기계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

는 다양한 사람과 사물의 삶이 어우러져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

다 우리는 의류를 구매함으로써 의류 생산자와 기계와 연결을 갖게 된다 옷과 신. .

발을 생산하는 사람과 기계는 사이보그인 우리의 일부가 된다 상품 소비의 행위.

는 자아를 사이보그로 재구성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이보그로서 우리는 자신의 일부분인 상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산

되고 유통되는지 그리고 이곳의 소비가 상품 생산지의 인간과 환경에 어떤 사회,

적 생태적 향을 끼치게 되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소비의 세계화가, .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전혀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로서의 인간과 생산자로서의 인간 소비자로서의 인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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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의 인간 이외의 여타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은 망각된 채 오로지 소비자와

상품의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그 상품 뒤에 가려져 있는 부정의 불평. ,

등 생태위기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이와 같이 소비의 세계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성을 숨기고 있고 대량 소비,

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원료의 추출 생산 유통 처리 환경오염과 같은, , , ,

과정들을 은폐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유통되어 지금 내가 소비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의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단절되고 소비자. ,

는 타자로서의 생산자에 대해 그 어떤 윤리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소비의 세.

계는 끊임없이 미화되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 생산지의 사회

적 생태적 문제에 대한 책임과 배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결국, .

우리는 소비를 둘러싼 사회적 생태적 문제를 관계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

고 자신의 소비 행위를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상품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계적 사고2.

현대 소비자본주의는 소비 행위가 상품의 생산 유통 처리 과정과 무관하다는, ,

인식을 심어준다 소비자본주의는 소비자와 상품간의 거리를 멀리하고 소비자가. ,

자신의 소비행위의 산물인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의 역사성이나 공간성 즉 전기성 이나 지리성, (biography) (geography)

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성이란 상품 생산의 공간과 과정 유. ,

통에 관한 것이고 지리성이란 소비 행위의 결과가 생산자와 생산지 환경에 미치는

향 또는 소비와 상품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에 관한 것이다, (Cook, et al,

김병연 전기성과 지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2007, , 2015b).

행위가 상품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네트워크와 연결된 생산자와

환경에 어떤 향을 끼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오로지 네트워크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상품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관계나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아 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소비할 따‘ ’

름이다 그는 관계적 사고능력이 결여된 자이다. .

에 따르면 관계적 사고는 실체 본질 고정성 구조를 강조하기보다는 관Jackson , , , ,

계 결합 연계 유동성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이다 김병연, ( ), , (Jackson,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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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사고는 장소 공간 를 네트워크 흐름 과정 변화 연결성의 관점에2015b). ( ) , , , ,

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관계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장소란 특정 한 장.

소를 넘어 공간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장소.

는 관계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장소는 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장소는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고립되어 작동하. ,

는 불연속적인 실체라기보다 네트워크 흐름 과정 변화 연계성의 관점에서 파악, , , ,

된다 장소를 관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장소를 역적인 스케일 이 아니라 관. ‘ ’ ‘

계적 네트워크 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연 따라서 관’ ( , 2015a).

계적 사고 하에서는 여기와 거기 자아와 타자 가까움과 멂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

해체된다 그리고 관계적 사고는 다양한 국가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될. ,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음식의 네트워크다.

의 햄버거 커넥션 이라는 개념은 음식 소비의 문제Myers ‘ (hamburger connection)’

를 관계적 사고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값싼(N. Myers, 1981). ,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 면적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어떤 소비자가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매한다면 그는 전 세계 만 여, 3

개의 매장 중의 한 매장에서 수백만 소비자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이며 중남미에서

열대우림을 소 사육에 필요한 목초지로 조성하거나 소에 먹일 콩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지로 조성하는 데 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중남미 농경지의.

분의 가 소 사육을 위한 목초지로 변했고 그 목초지 역시 서서히 사막으로 변해3 2

가고 있다 이러한 열대우림의 파괴는 전 지구적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을 낳고.

있으며 소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기물은 수질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인구의 가량인 억20% 13

이며 매년 천만 명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4~6 .

만약 소에게 먹이는 곡식을 식량 부족 국가들에게 제공한다면 억 명의 사람들이10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연( , 2011).

앞의 햄버거 커넥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음식의 네트워크 속에 놓여 있,

으며 그 네트워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로서 우리.

는 네트워크의 향을 받고 그 네트워크의 다른 지역 사람 혹은 환경에 큰 향을

끼칠 수 있다 관계적 사고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소비 결과가 여러 시공. ․
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거리, ,

생산지를 친숙한 일상 소비지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지리적 상상력과 친숙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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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 세계를 낯설게 볼 수 있는 비판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관계적.

사고방식을 지닌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를 통한 생태계 보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

이다.

소비 사회와 관계적 윤리.Ⅲ

관계적 윤리에 기초한 소비1.

소비는 윤리와 긴 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치 과잉소비는 물론이거니와 소비. ,

로 인한 환경파괴는 윤리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 , ,

처리의 과정에서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장에서 살펴본 바와. Ⅱ

같이 소비 자본주의가 상품의 물신화 를 조장하는 것도 문‘ (commodity fetishism)’

제이지만 소비자가 상품의 전기성과 지리성을 망각하고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대체로 일상적 소비 행.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 문제와 도덕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소비 결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타인의 문제로 타자화한다.

에 따르면 도덕성은 도덕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Sack(1992) ,

식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글로벌 생산과 분배 체제 속에서 소비자는 대체로 이러.

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글로벌 생산 과정. Cresswell(2004) ,

은 구매 결과로 발생한 문제를 숨기고 도덕적 관념이 결여된 소비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공간적 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

우리는 이 주장한 지리적 지식 과 이 제안한 지역과 장소에 기초한Sack ‘ ’ Cresswell ‘

소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리적 지식은 도덕적 행위의 필요조건으로’ .

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과 연결된다 그리고 지역과 장소에.

기초한 소비는 상품 생산자의 근접성 과 책무성 에 맞닿아(proximity) (accountability)

있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 공간은 한편으로 근접성과 연계성(Harris, 2010). ,

의 정치학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소비 행위의 결과에 대한(connectivity)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로컬 푸드 운동은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에 대한 대

응으로 등장한 것이다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가 식품의 시공간적 맥락의 상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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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반의 농업 공동체 해체 지속가능한 농체제의 파괴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

고 있다면 로컬 푸드 운동은 농업 지속가능성의 유지 환경의 생태적 복원 생산, , ,

자와 소비자의 연대 강화를 통한 생태적 소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

푸드 운동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생태 회복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주체 중심의 윤리 행위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주체 중심의.

윤리 행위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타인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설령 타인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

더라도 나 는 내 지역 생산품만 먹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 ’

농민을 배려하고 있다는 합리적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공정무역 은 이와 같은 합리적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다(fairtrade) . Goodman(2004)

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인간 상품 지식 그리고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도덕 경제, , , ,

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무역은 소비지에서 윤리적 소비를 권장하고 원거리.

와의 연결 관계에 기초한 배려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소비자가 저기 먼 거리에 있는 생산자를 배려하는 공정무역은 주체와 객

체 자아와 타자 혹은 부국의 소비자와 빈국의 생산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의존, ,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따르면 가진 자는 윤리적 상품을 구매함으로. ,

써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를 돕고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며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

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제 세계 노동자가 북반구 소비자들의 배려의. 3

대상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가진 자를 주체(McEwan and Goodman, 2010).

로 인정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객체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의 관계적 윤리Whatmore(1997) ‘ (relational

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관계적 윤리는 소비자와 원거리 생산자의 상호연ethics)’ .

결 고리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 지역 상품의 생산자에 대한 소비 윤리가 근거리에. ‘

대한 배려 라면 소비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품 생산지의 노동자와 관계를 강조’ ,

하는 소비 윤리가 원거리에 대한 배려 이다 여기서 말한 원‘ (caring at a distance)’ .

거리에 대한 배려와 책임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 따라 원거리의 타자들을 존중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거리 글로벌 상품 네트워.

크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보편적인 윤리원리에 따른 배려와 책임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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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사회에서의 배려와 책임의 윤리2.

배려 윤리는 단순한 의존성이라기보다는 상호성 신뢰의 사회적 관계에 토대하,

고 있다 배려 윤리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와. . Fisher

는 배려가 타인의 필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Toronto(1990) ①

배려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능력 실제 배려할(attentiveness), (responsibility),② ③

수 있는 능력 배려를 받는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능력(competency), ④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는 배려하(responsiveness) . Noddings(2008)

는 자가 배려를 받는 자에게 몰입하고 자신의 동기를 타인의 동기로 전환할 때 배

려 받는 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반응하면 비로소 배려가 완성된다고 보았

다 즉 배려하는 자와 배려를 받는 자 사이에 상호성이 전제될 때 배려 행위가 성.

립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배려 윤리는 타자들과의 상호성 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 ’

쟁보다는 상호협력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배려 윤리와 관련하여 는. Smith(2000)

과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배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다 그에 따르면 윤리가 인간 간의 상호성과 연계성에 기초한 것이고 배려의 관계. ,

또한 정서적인 것이라면 이로부터 도출되는 배려 윤리는 필연적으로 직접적 접촉,

이 가능하고 친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의존적인 윤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거리에서 친 한 관계를 유지하

면서 직접 대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 배려와 책임

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윤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배려윤리를 두. Popke(2006)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배려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 특성이다 배려는 인간. , .

모두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행위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은 정의라는 추상적 보편성.

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타자에 대한 배려의 행위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둘째 어. ,

떤 행위를 판단할 때 보편적인 정의의 개념과 배려의 성향은 연결될 수 있다 이러.

한 논증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타자에 대해서도 윤리적 책임감을 질 수 있다

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배려는 정의와 같은 보편적 원칙을 거부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 보완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신과 친 하고. ,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가족 친구 민족과 국가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원거리에, ,

사는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와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배려 윤리가 가까.

이 있는 친숙한 사람을 넘어서서 저 멀리 있는 친숙하지 않은 타자에게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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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는 있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원거리에 사는 사.

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 중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후진국 노동자들이 생산한 저

렴한 상품들이 많다 그런 상품들 대부분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공장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인 여성과 아동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산한 것이다 우리의 일.

상적 소비는 원거리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에 의. Massey(2004)

하면 우리 모두는 지리적으로 확대된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 .

하는 상품의 상표 뒤에는 노동 착취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사회적 생태적 문제들,

이 숨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리를 넘어서서 원거리 생산자에게까지.

책임과 의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등 은 일상적 행위와 관련해서 개인적 책임만을 중시하는 것에서Barnett (2005)

벗어나 공간과 장소의 관계적 이해에 기초한 집단적 정치적 책임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집단적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불평등하고 정의. ,․
롭지 못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생산한 원거리 상품을 소비한다면 우리는 그 원거

리 공장에서 저임금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개개인들에게 개인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시스템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집단적 정치적 책,

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의 책임은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리만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노.

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기울이고 동일한 배려의 태

도를 가지며 동일한 정치적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 시민성의 확립.Ⅳ

소비사회에서 소비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은 중첩된다 개인 소비자는 시장에.

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 사용하고 의사소통하는 소비의 행위 과정에서 시민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시민성 은 고전. ‘ (consumer citizenship)’

적인 시민성의 역이 권리와 책임의식 그리고 참여의식 등으로 일상화되는 지점,

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덕목이다 김정은 따라서 소비자 시( , 2007).

민성은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소

비자주의적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즉 소비자 시민성은 사적인 개인의 소비에.

대해 자발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자율적 주체로서의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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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윤리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소비자 시민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비자 윤리를 갖는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이

익이나 정체성을 추구하는 논리나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화 신,

념 경제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

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윤리 즉 공정성과 균형성 배려와 책임의 윤리의식을 가져, ,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의식은 한 개인으로서의 윤리를 뛰어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살면서 글로벌 사회를 온전하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의 윤리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은 오늘날 글로. Küng(1991)

벌 사회에서 지구적 윤리 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global ethics)

을 제시하 다 첫째 비폭력과 생명존중의 문화 둘째 단결과 경제적 질서의 문. , , ,

화 셋째 관용과 진실한 삶의 문화 남녀 사이에 동등한 권리와 협력 관계에 대한, , ,

약속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자 윤리이다 따라서 소비자 시민성도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나 윤리를 기준.

으로 하여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과 수익 비교에 따른 합리적 소비판단이.

나 단순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이익 존중보다는 상품 글로벌 네트워크의 사회

적생태적 관계를 고려한 관계적 윤리에 기초하여 소비자 시민성의 개념을 규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생명존중 정의 평등 참여 연대 타자존중 공동체. , , , , , , 의식

등등의 보편윤리의 틀 속에서 소비자 시민성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Ⅴ

세기를 사는 우리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처리 공간과 연결되어 있으며21 , , ,

세계 속의 그 수많은 공간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품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먹고 있는 햄버거 속에 들. ,

어 있는 고기 치즈 야채 등이 어떻게 사육재배되고 생산지의 자연환경에 어떤, , ․
향을 끼쳤는지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정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운,

송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멀리 떨어.

져 있는 타자들에게까지도 책임과 배려를 확대하는 관계적 윤리를 형성할 수 있

고 소비와 둘러싼 사회생태적 문제를 주체화자기화할 수 있으며 이를 몸과 마음, ․ ․
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적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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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윤리의 실천을 위한 토대로서 공간과 장소 인간 및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

대한 관계적 사고는 소비 행위와 글로벌 상품 네트워크와의 상호관계성으로 인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윤리적 문제를 책임과 배려의 관계적 윤리 의 관점에서 비판‘ ’

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

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윤리적 행위를 관계적 사고에 기.

초하여 실천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글로벌 상품 네트.

워크 이면의 다양한 인간 및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연대 속에서 그들이 처한 사회

적 생태적 환경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윤리적 역량을 지닐 필요가 있다,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비자 시민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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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ing Nature in the Anthropocene

인류세 시대에서의 자연을 경험하기

패트릭 드졸지 프랑스 환경부

Degeorges, Patrick French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bstract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운 날임을 떠올리지 않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지구의 선물로 느끼며 길고 따뜻한 여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것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극지방의 빙하가 사상 최고의 속도로 녹으며 지난 년 동? 30

안 미국 서부의 산불 빈도와 강도가 두 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

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전구를 갈아 끼우고 쓰레기를 재활

용하는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지평선 위에 수백만의 작은 스크린처럼 떠있고 근대성의 역사가 그 스크린에 투

되는 세상에 사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에 본래 존재하는 것과 인간이 작?

위적으로 만든 것들 사이의 현상학적인 구분이 사라진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떠한

가 이러한 인간이 만든 해석학적인 맥락은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어떻?

게 변화시키는가?

"We may very well stand at one of those decisive turning points of history that
separate whole eras from each other. For contemporaries entagled as we are in
the inexorable demands of daily life, the dividing lines between eras may be hardly
visible when they are crossed ; only after people stmble over them do the lines
grow into walls whicu irretrievably shut off the past"

Hannah Arendt

"Many of the serious problems that we face today follow a simil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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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effects of slow, imperceptible change go unheeded until they bring us to
a point of rapid, usually irreversible, and often catastrophic, change. This
underlying pattern of slow-developing catastrophic risk (SDCR) may be seen
retrospectively in recent bank and financial system crashes, in revolutionary social
changes such as the "Arab Spring", and in ecosystem collapses such as the
desertification of the Aral Sea and large areas of China. Future instances are
likely to include the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effects of biodiversity loss and
the dramatic consequences of slow, now probably irreversible, global warming."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A study published this spring in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found that if we
inject sulfur aerosols into the stratosphere in order to dial down the sun, the sky
would not only become whiter and significantly brighter, but we would also be
treated to more intense, "volcanic" sunsets. But what kind of relationships can we
expect to have with those hyper-real skies? Would they fill us with awe - or with
vague unease?"

Naomi Klein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a «Great Acceleration», driven by the exponential
growth of economic activities, running on cheap abundant supplies of fossil fuels
and the globalization of consumption society, has deeply transformed the Critical
Zone, down to the deepest ground water, significantly altering nearly all of Earth’s
systems : atmosphere, hydrosphere, lithosphere and biosphere. Used mostly for pasture,
crops, and production forestry, about half of the planet’s ice-free land has « now
been transformed into anthromes in which pre-existing ecosystem forms and
processes have been shifted outside their native range and novel anthropogenic
ecological processes predominate. The ecological forms and processes within these
anthromes have no precedent in the history of the biosphere ( ). Their global…
extent and NPP35) exceed that of wild lands, and they occupy the most biodiverse
regions of the planet » (Ellis, 2011). These now predominant « novel ecosystems
» are degraded by species invasions and the loss of their biological diversity.
Populations of many mammals, amphibians, and birds have declined by more than

35)The net amount of solar energy converted to plant organic matter through photosynthesis

represents the primary food energy source for the world's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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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percent in the past 40 years alone, and mass extinction of species is expected
to result from rapid anthropogenic global climate change. Human activities have
thus become so pervasive and profound that they are operating a fundamental shift
in the state and functioning of the Earth System beyond the range of variability of
its natural geological epoch, the present interglacial state called the Holocene
(which, undisturbed, would have lasted another 20 000 to 40 000 years). These
anthropogenic changes are bringing to an end the most stable period of Earth’s
history in the last 400 000 years within which the entire rise of civilizations has
taken place: «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s unique in the entire
history of human existence on Earth. ( ) The last 50 years have without doubt…
seen the most rapid transformation of the human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in the history of humankind » (Steffen et al., 2004). The « Anthropocene »
as articulated by Paul Crutzen (Crutzen, 2002) and Eugene Stoermer, is the name
given to this new geological epoch, because « it seems clear that the terrestrial
biosphere is now predominantly anthropogenic, fundamentally distinct from the wild
biosphere of the Holocene and before.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nature
is now human nature; there is no more wild nature to be found, just ecosystems in
different states of human interaction, differing in wildness and humanness » (Ellis,
2011).

The advent of the Anthropocene empirically signs the end of wild nature, that is
nature understood « in contrasts with those areas where man and his own works
dominate the landscape ( ) as an area where earth and its community of life are…
untrammeled » (US Wilderness Act, 1964), untouched, as a territory still covered
by its original vegetation and free to evolve independently from any human
pressure. The recent propositions made within the Anthropocene working group of
the Subcommission on Quaternary Stratigraphy to identifiy a « golden spike », a
suitable marker in the environment that epitomises the start of this new phase in
our planet’s history provide a clear illustratrion of this « humanisation » of the
Earth’s critical zone : although an array of other signals, including plastic
pollution, soot from power stations, concrete, and even the bones left by the global
proliferation of the domestic chicken are under consideration, the best candidate for
the moment seems to be the plutonium fallout from first nuclear bomb tests that
will be present in sediments laid down at the time and could provide the long-term
geological evidence to indicate the start of a new and distinct unit of deep time.
As Günther Anders (2002) stated as soon as 1956,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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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se nuclear experiments instantly became coextensive to the world,
disseminating through the atmosphere, diluting endlessly in the oceans, penetrating
the depths of the soils, insinuating the very substance of the earth as well as the
bodies of all living beings. There are essentially no pristine landscapes, wilderness
areas, unfished seas, or even unobstructed contrail-clear skies, left anymore. The
buildup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has modified the temperature
(+1,3 °C since 1880-1920), humid-ity, and weather across the globe so much that
every region and living creature on earth has been influenced by human activity.

Our purpose here is not to pursue the « Great Wilderness Debate » that started
in the 1990’s about the Nothern American concept of wilderness and its
ideological pretention to define the finality of nature protection policies, nor will
we discuss how these controversies paved the way to the adoption of biodversity
as a new norm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criticism of wilderness as
being « ethnocentric, androcentric, phallocentric, unscientific, unphilosophic, impolitic,
outmoded, even genocidal » (Callicott and Nelson, 1998), as embodying a dualistic
vision in which the human is entirely outside the natural and forclosing any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diversity of « non naturalist »
relationships to non-humans (Descola, 2008), the fact that « far from being the one
place on earth that stands apart from humanity, (wilderness) is quite profoundly a
human creation indeed, the creation of very particular human cultures at very–
particular moments in human history » (Cronon, 1995 :69) are well known, as
well as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wilderness in XIXth century protestant ethics,
Frederick Jackson Turner’s myth of the Frontier and its role in shaping american
national identity, the influence of James Fenimore Cooper’s novels, William
Wordsworth and Walt Whitman’s poetry, Emerson’s transcendantalism, Henry
David Thoreau’s life, the sublime nature of Thomas Cole’s and Frederic Edwin
Church’s paintings, the creation of the first national parks initiated by John
Burroughs and John Muir Considering the rich controversies the idea of…

wilderness has entertained between the social-construction-of-nature argument and
the deconstructionist view that we never can escape our particular biases and fixed
historical-cultural positions, and the opposing view that we do have access to the
world including its living components, as it exists apart from humanity’s
perceptions and belief’s, we will simply safely acknowledge that the status of the
wild, as that dimension of nature that signifies genuine otherness, lies conceptually
as well as symbolically at the heart of the epistemological conflict over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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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ternal world (Proctor,1998).

What does it mean then to wake up in a world in which we can no longer
consider the beauty of the day as a gift of the Earth or greet in the pleasures of
a long warm summer without being reminded that it is hottest since the beginning
of scientific temperature recordings? To live in a world where we can’t change
light bulbs or sort refuse, without hearing on the news that Artic glaciers are
calving icebergs at an unprecedented speed or that the frequence and intensity of
fires in the American West has doubled in the last thirty years, and knowing there
is nothing we can do about it ? In a world where greenhouse gases hang beyond
the sky like millions of tiny screens on which the history of modernity is
projected? Where climate change has definitively compromised the phenomenological
distinction between the givenness of nature and the “made-ness” of human
enterprise ? How does this new anthropocenic hermeneutic context qualitatively
change our experience of reality ?

At the close of the last century, Bill McKibben (1989) reflected on this
industrious transmutation of the « independent, eternal world ( ) into a…
science-fair project » : « Changing socks in front of the waterfall, I thought back
to the spring of 1987, when a record snowfall melted in only a dozen or so warm
April days. ( ) The creek became a river, and the waterfall, normally one of…
those diaphanous-veil affairs, turned into a cataract. It filled me with awe to stand
there then, on the shaking ground, and think, This is what nature is capable of.
But as I sat there this time, and thought about the dry summer we’d just come
through, there was nothing awe-inspiring or instructive, or even lulling, in the fall
of the water. It suddenly seemed less like a waterfall than like a spillway to
accommodate the overflow of a reservoir. That didn’t decrease its beauty, but it
changed its meaning. It has begun, or will soon begin, to rain and snow when the
chemicals we’ve injected into the atmosphere add up to rain or snow, when they
make it hot enough over some tropical sea to form a cloud and send it this way.
In one sense, I will have no more control over this process than I ever did. But
the waterfall seemed different, and lonelier. Instead of a world where rain had an
independent and mysterious existence, I was living in a world where rain was
becoming a subset of human activity: a phenomenon like smog or commerce or the
noise from the skidder towing logs on the nearby road, all things over which I had
no control, either. The rain bore a brand: it was a steer, not a deer. And that was
where the loneliness came from. There’s nothing here except u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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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 felt lonely, though, I also felt crowded, without privacy. We go to the woods
in part to escape. But now there is nothing except us and so there is no escaping
other people. ( ) The greenhouse effect is a more apt name than those who…
coined it can have imagined. The carbon dioxide and the other trace gases act
like the panes of glass of a greenhouse, the analogy is accurate. But it’s more
than that. We have built a greenhouse, a human creation, where once there
bloomed a sweet and wild garden ». We will dialectically propose thre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disenchanted experience described by McKibben.

The first interpretation is « environmental » : the greenhouse within which we
are now trapped clearly recalls the « Crystal Palace » at the end of history
analysed by Sloterdijk (2006) as a metaphor for the capitalist project of a complete
absorption of the lived world into the « immanence of buying power ». The french
sociologist and philosopher Jean Baudrillard’s account of the precession of
simulacra, the practise of « substituting the signs of the real for the real »
(Baudrillard, 1981 :2), theorizes a similar experience of « nature » as simulacrum,
a copy without an original, that exists because it is completely artificial, both as
shaped over many thousands of years by human activity, and as an empty signifier
whose referent is constituted by its relationship to other free-floating signs. As
natural spaces (national parks and wilderness regions) are now understood as
protected, they are defined in contradistinction to an urban « reality », often with
signs to point out just how « valuable» they are, turned into witnesses of a past
to be carefully managed and maintained much like medieval cathedrals, filled with
« stuffed alive » animals, tagged and electronically tracked wildlife and labeled
scenic views. This constructed and thoroughly mediated artifice nevertheless
constitutes our experience of nature, and that experience of the wild is as «
authentic » as it can get. An argument drawn from Timothy Mitchell’s (1988)
book « Colonising Egypt » and commented by Noel Castree (2014 : 30-31) can
make this interpretation even clearer. Mitchell recounts « a visit by four Egyptians
to the World Exhibition held in Paris in 1889.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uch
exhibitions were major events and a means for different countries to showcase
their distinctive contributions (cultural, technological, etc.) to the wealth of
nations. At the Paris Expo, the Egyptian visitors encountered a life-size model of
a winding street in old Cairo. The street was realistic in almost every detail, thus
a piece of « real Cairo » was evoked by way of a fullscale reproduction. Later,
when the Egyptians visited Stockholm they found themselves stared at in mu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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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way as the model street was stared at by the Europeans visiting the Expo ».
Mitchell first suggests that the street model, not only referred viewers to the « real
Cairo » by virtue of its apparent realism; less obviously, it conjured up something
much bigger, namely « the Orient » as Europe’s Other: « an extended space of
disorder, irrationality, darkness, libidinal energy and uncleanliness that was at
once attractive and repellent ». Then in light of the connotative reference thus
unveiled from the parisian « token » of an egyptian street to the imaginary Orient,
Mitchell explains that if a European left the Paris Expo and visited the « real
Cairo » they would not be any nearer to the Orient except in a purely locational–
sense. Instead, « outside the exhibition . . . one encountered . . . only further
model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al » (Mitchell, 1988: 12). The « reality effect
» of the Parisian model is that it created the illusion of a distinction between the
copy and the real thing, when in fact the latter was interpreted by visitors in the
very same imaginative terms as the former. The metonymic relationship thus
described is purely circular. Castree (2014 : 30) proposes to recognize a similar «
nature effect » in the way we relate to nature through « specific things, processes,
sites or regions » such as « giant pandas, volcanoes, melting sea ice, Antarctica,
the Himalayas, or polar bears ». We do not relate to nature but only to signs :
words, pictures, maps, toys, specimens, advertisements, etc. As a real referent,
Nature is dead « irremediably and irrevocably destroyed by late capitalism, the
green revolution, by neocolonialism and the megalopolis, which runs
superhighways over the older fiels and vacant lots and turns Heidegger’s house of
being into condominiums, if not the most miserable, unheated, rat-infested tenement
buildings » (Jameson, 1991). It is suvived by the environment : a designed
semio-aesthetic form for the circulation of signifiers irreversibly disconnected from
their referents (Baudrillard, 1972).

The second interpretation is « post-environmental » : if a world not produced by
humans no longer exists, we can no longer escape, not even for the time of a hike
through the wilderness, the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nature as a human
environment is a socio-economic and political product and thus fail to acknowledge
our responsability for the world we inhabit. The « end of nature » is good news
then because it marks an awareness and an awakening from the alienation that
consists in taking the effects, even unintended, of our own actions as natural facts
about which there is nothing we can do : if the rain has become, in McKibben’s
own words, a « subset of human activity », the fact that, for the moment,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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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rol over it, is exactly what we should politically engage and change.
Roland Barthes (1972) in his « Mythologies » had analysed in 1957 the
de-historicizing and depoticizing effect of the mythical reference to « Nature » in
the « bourgeois » dominant ideology: « any semiological system is a system of
values; now the myth-consumer takes the signification for a system of facts: myth
is read as a factual system, whereas it is but a semiological system ».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problems with an exterior, independent nature,
they don’t happen « around » us, on the contrary, in their history as well as in the
form in which they manifest themselves, they are eminently social, originating at
the heart of the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They are problems
that cannot be externalized but that can only be properly formulated and addressed
through the collective and deliberate design of a political protocol of «
explicitation » (Sloterdijk, 2005), a practical thematization of the climatical,
atmospherical and ecological premises of human existence. By putting an end to
the metaphysical difference between the pre-human scene of nature and the
historical drama of humanity, the Anropocene opens a possibility for new
narratives to positively reinterpret what McKibben stigmatizes as the loss of
wildness. Instead of nostalgia for a fallen garden, we should be reinvigorated by
the experience of the « roundness » of the Earth, as it continuously unfolds in
infinite retroactive loops. As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boomerang on us
through climate change, acid rains, polluted groundwater, chemically contaminated
vegetables and so on, we feel and suffer the effect of Earth’s roundness and
intimat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 terrestrial » (Latour, 2013a, 2013b).
The roundness of the Earth that previously was only (superficially) known since
the Antiquity is now accessible to our senses in ways never experimented before
in the history of humankind. As in a Moebius strip, what has begun as a human
action comes back on us as a global environmental change, the Earth that we
thought was containing us, we now in turn contain within the networks of our
economic activities, but it « responds » to this new situation through the melting
of ice sheets, the acidification of oceans, the erosion of biodiversity, etc. With
each feedback, we learn, in the hard way, what being on Earth means, and
therefore learn how to account for our interactions with a fragile and sensitive
habitat. This experience is transformative : we gradually become those for whom
the Earth has become unique, those who do not live as if they had some other
spare planets to colonize and who are now capable to admire and to love its
unsubstituability, its vulnerability and its finitude. This Moebius-like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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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anthropos and the Earth calls not for the mourning of the death of
nature, but rather for a complete re-composition and redistribution of the obsolete
categories into which we used to separate natural and social or symbolic realities.

The third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will be presented during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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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Nature

자연의 의미

레온 니모진스키 모라비안 대학

Niemoczynski, Leon MORAVIAN COLLEGE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철학자 윌리엄 러의 자연주의적 관념론이 유기체 와 환경 이“ ” “ ”

라는 양 극단이 이 철학적 생태학 내부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한 방식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학적 생태학은 관계에 대한 학문.

이면서 유기적 전체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며 필자가 주장하듯이 러의 중간세, “

계 개념을 몇몇 핵심적인 환경문제들을 명료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철학적” ,

생태학은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러의 중간세.

계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내부의 각 관점이 어떻게 그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전체에 기여하면서도 전체 자체가 가능케 하는 다른 가치들의 일부를 전용하거나,

이런 가치들에 향받을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논제의 핵.

심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 논의할 때 전체 로 의미하는 것 혹은 자연 자체로 의, ‘ ’ , ‘ ’

미하는 것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다.

Introduction

My discovery of John William Miller was by way of stumbling upon an essay
about his philosophy written by Robert S. Corrington. Corrington, in his essay
"Finite Idealism: The Midworld and its History," places John William Miller
somewhere between Hegel and Dewey in that Miller's outlook a unique blend of–
American philosophical naturalism and German idealism hinges on a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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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practical freedom of the creature, what Miller called "local control,"
and the sovereignty of nature, what Miller referred to as nature's "spectacle" (or
natura naturans in Corrington's language). This enticed me from the very
beginning. I very much became interested in Miller's concept of the environment
especially, noting how for him, like Corrington, there is no nature per se, but an
environment, or multiple environments understood as "perceptual universes," that
nevertheless is of a common ontological integrity or facticity all the while being
projected by existential agents in the world.

Why is John William Miller so important? When reading Miller it was his
concept of the "midworld" which spoke most strongly to me, especially how his
concept of the midworld, I thought (and still think), could or can be applied within
today's understanding of philosophical ecology. It is my view that if philosophical
ecology is sufficiently interpreted in light of Miller's concept of midworld, then it
seems to me that we might better understand how a properly philosophical ecology
might be relevant for contemporary environmental concerns in particular not only–
how we relate to the environment, but also how it is possible for the environment
to have some form of identity (however unfinished) that relates back to us. But let
us not just curb ecological relation to humans and human environment, but include
as well non human animals, plants, insects, and their respective environments and‐
the whole gamut of organic beings who help to create the great ecosystem that we
mean by the term "nature" in its most just and capacious sense, for nature is
"whatever is, in whatever way it is."

The Midworld

The hallmark of Miller's naturalistic idealism is what he called "the midworld."
The midworld is nothing short of a "cosmic locus." As Miller described, "I may
say that by the midworld I will be meaning the locus and embodiment of… …all
constitutional distinctions and conflicts." [Emphasis mine.] We must note that the
midworld does not "encompass" all worlds but is rather their continued and
common environed projection by the creatures which inhabit it. The midworld is
existential, as in "the act" it "launches, spurs, and controls" all cognition. It is
actual and not "apparent." It is real but also ideal. "Unenvironed, it projects the
environment," Miller w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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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continues that "We like to inhabit a world and so much like to give this…

habitation a name. I call it 'midworld'." Local habitation within the midworld
implies nothing less than a "here and now that bears the traces of a there and then."‐ ‐ ‐ ‐
The living being habitating this pregiven, prethinkable, and "unenvironed"
midworld is a being "solidified and sedimented by its [the midworld's] possession."
All organisms therefore belong to "it." (Although it is not a "thing" proper, as we
shall see.) In the language of Schelling and later Merleau Ponty commenting upon‐
Schelling, the midworld is "wild being" a common wilderness of Being before–
any being. Again, Miller, "The human spirit demands nothing les than a world of
its own, one in which the foreground of human engagement is felt to be but a
fragment of an encompassing totality but a totality– linked to my exertions,
competencies, and even aspirations." When Miller writes of "totality" we must be
explicit about what he means, for it is often confusing to think of the environment
first to be a thing in which there are other things (like a container), but second, as
some form of totality of things (and so there is no circumscribable character at
all). Let us address some of these distinctions.

Producer and Product, Constructor and Constructed

"Within" the midworld there are artifacts, language, histories, consciousness,
culture, and symbols," Miller writes. All of these embody the midworld. But,
without any embodiment, we cannot say that a midworld would "be." How is this
so? First, let us look at the agents or creatures who inhabit the midworld and how
through their creative actions we might say that the midworld is "embodied."

Throughout Miller's writings he emphasized the self reliant agent who controls‐
its immediate environment though actions of local control. These actions are tied
to the functioning objects which are the co constituting (but also constitu‐ ted) agents
"of" the midworld. At this point, agents construct things of the world, where in
turn these things (if agents) help to create other things, and so on. Each thing
helps to create the other. In so far as agents constitute the midworld's actuality, we
may say that what we mean by "nature" is constructed.

Miller's favorite example is the yardstick which measures space yet also makes
it actual. The yardstick has a unique status of a functioning object, namely in the
sense that it secures and stabilizes an immediacy (space) by way of actio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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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within a measurement). It is what brings idealizations to life, pulling them
into actuality. In much the same way, agencies within the midworld bring the
midworld's idealizations to life by incarnating them through controlled ac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ense in which the midworld is not just
constructed, but a constructing process of "us" (human beings) or the other
products who are co producing each other. This is what Schelling meant by calling‐
nature "pure production." Now, I am not concerned here with Miller's midworld
insofar as it makes concrete certain immediacies through action that is how the–
particulars of the world help to create other particulars of the world. Rather, I am
interested in how Miller's notion of midworld can be said to represent a novel way
of thinking about the basic concepts of "environment" and "organism" one which,–
specifically, allows us to both think of a consummated whole that we refer to as
"nature" or the natural world and then the distinct particular creatures "within" that
environment whose controlled actions in a very unique way are constituted by that
nature as much as they constitute it. For, it usually is the case that we study how
humans construct a world how humans might construct society, social categories,–
and so on. But in the case of Miller, we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how
environments, indeed a the common facticity of environments (midworld)
constructs or produces humans, as well as any other organism or artifact of the
world.

Perceptual Universes Abound All Around of Us

The reciprocal relation of constitution and constituted, implies a relation between
what we may say is a relation between what is normally referred to as the "World"
and then one's own personal world. Or, for example, there might be one who in
a plane travels around the World and then "the world of carpentry" or "the world
of sports." Personal worlds let us call them "perceptual worlds" are the worlds–
of any agent, object, self, or creature. These sorts of worlds are easy enough to
attain. Yet how do we ever arrive to the World, a real common immediacy
between them all? We cannot simply total the perceptual worlds so as to arrive
upon some grate container of World with a capital 'W' or of Nature with a capital
'N' if only because there would be no end to the series of perceptual worlds we
would be aggregating. If on the other hand were to suppose that Nature or World
is always already pre given as a total, then that pre giveness would have to be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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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e whole in the sense that being a real "whole" would mean that within
it no real separation could take ever take place. Rather, we must begin in media
res and follow that whatever nature is, in its widest possible reach it is still never
given in any pre given‐ determinate sense. Following, particularity and individuality
always arrive as a process of individuation within a nexus of fellow becoming‐
individuations and are what they are by contrast to this whole, despite its
indeterminacy. The individual worlds of agents their own "perceptual universes"–
as von Uekull put retain their shapes even as those shapes pass through one‐
another within a more common World or Nature. Therefore, to put it as simply as
possible, things are fluid and interpenetrating rather than inert and fixed. And
while there are things this does not debar any common fact to be found among
them that itself is not any particular thing. Each's identity is always fully
relational.

It is to this point that Miller's concept of midworld points most directly.

The Ecological Feedback Loop: Navigating Realism and Idealism

Miller writes that, "Facts are neither absolute nor arbitrary." This holds true for
agents in the world as well in that there is a middle plane a common nexus of–
immediacy or fact which is the immediacy or factuality of the environment itself.–
The midworld has an ontological status and certain authority then, but it is also
responsive to the agent that helps to revise and maintain the reality of its on going‐
accumulations of fact (e.g. pace Bergson, Deleuze, Whitehead). As Corrington
explains, "Miller's idealism no more denies an independent status to nature that it
overstates the role of mind in determining the contour of things. [Miller's idealism]
acknowledges the sheer locatedness of the mind in a world which cannot be
reduced to the totality of our finite categorical projects." As the environment or
world within which creatures articulate and individuate their own specific natures
is responsive to processes of individuation, a sort of "feedback" loop is established.

The feedback loop involves two modal poles as much as it does the creature or
organism and, say, the organism's environment. What we come to realize is that
ontologically there is only formal difference between what is real (actual) and what
is ideal (potential) as much as there is only formal difference between an‐
organism and the environment within which that organism is immersed; or per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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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expressed using the language of Miller, between the organism and its
"world" and the factically common midworld.. Each cannot be said to be strictly
divided both are equally real. But neither is each strictly unitary there is– –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fact, there is enough of a difference such that the
two can be identified as a basic constrast as a two poles or a pair but one which–
subsists within the same basic reality, i.e. nature.

Let me take a moment to explore in further detail this responsiveness between
creature and environment and try to articulate how precisely this comes to play
within an ecological understanding of agency. From there it should become
apparent as to why such an abstract distinction and its reconciliation can be helpful
for thinking about philosophical ecology with respect to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Miller obviously is navigating tricky ground between realism and idealism. But
we must remember that his idealism is a "finite" idealism, one that although
acknowledging a whole does not see that whole as determinate and is therefore
always limited to a common horizon of being. If the whole were determinate,
Miller's idealism would fold over into an Absolute idealism in that, the real
becomes something Absolute, unconditioned by human categorial projections, and
yet itself is an ideal Unconditioned that has been accomplished precisely through
the act of consciousness unifying with its totality and nullifying itself. The basis of
separation would swallow any real indeterminate actuality. There are no longer any
"real" objects or particulars (here read no real distinctions between organism and
environment) because the reality of particulars cannot have a reality apart from the
one Absolute REAL that is those objects in some modulated form (i.e. Spinoza,
pantheism).

Contesting Absolute idealism Miller wrote, "How would one set out finding any
body? Not just the body [say of the ONE], but any body?" For him, Absolute
idealism lacks an apparent presence (its truths are ephemeral or intangible, its ONE
lacks any way to present itself aside itself), and non speculative empirical realism‐
lacks an embodied order (its "truths" lack any ground of coherent understanding or
intelligibility, hence nominalism). The key to understanding how there can be a
common nexus of perceptual world had by organisms yet still a common enough
midworld such that it be responsive to any organism couples in reverse with the
problem of how there arises without any determinate whole (i.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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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s (i.e. organisms) at all, that is, how can there be creatures that have
identifies of their own in a meaningful sense not "just" their environment.

Miller's answer to this problem is to identify the locus of any particular's
individuality, its uniqueness, its formal difference, found in "the acts" of that
particular. This is to say that individuation occurs precisely when a creature's
agency, its acts, become reflective enough so as to different itself from its
environment enough so that its own interests and satisfactions may become
properly that act's own. And so agency is existential but it is also always reflective
to the degree that such an agency realizes its own interests and satisfactions. The
degree to which nature's pure production or act, the agency found within it, is
reciprocally received and made activity, is the extent to which a particular
individual may be said to be distinct from its environment. Note well, however,
that this distinction is never total in any more sense that a unifying phenomena of
action is total. The German idealist F.W.J. Schelling in his First Outline of a
System of the Philosophy of Nature makes the same point that Miller does, when
he writes that "Individual products have been posited in Nature, but Nature implies
a universal organism. Nature's struggle against everything individual." Yet the–
extent to which something can be said to be an individual requires "the deduction
of the necessary reciprocity of receptivity and activity in everything organic." The
extent to which the organic shows through its own interior compulsion preferences
and subjects itself to external effects (agency, will, desire, longing for satisfaction)
is the extent to which there is a degree of unique individuality to that organism.
As Hans Jonas puts it, "The ontological individual, its very existence at any
moment, its duration and its identity in duration is, essentially its own function, its
own concern, its own continuous achievement In a word… …needful freedom." Thus,
it seems that creatures seem to relate to the satisfaction of goals within an
environment first and foremost.

The Midworld in Light of Philosophical Ecology: Relevance for

Contemporary Environmental Concerns

Ecology is the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 of organisms to
one another and to their physical surroundings. Philosophical ecology extends the
analysis of these relations to creatures and their surroundings to a much broader
scope of inquiry: perhaps metaphysically agents (creatures) relating to and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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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qua being.

As we have established above, the extent to which a thing possess interiority
through agency means that axiological relations as well, most especially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value of goodness as something agents strive to
achieve stand in reciprocal arrangement. Goodness, or more naturalistically
"importance," the satisfaction or fulfillment of goals or short term teloi, seems to
be the lure of all living creatures within their respective environments. Yet if
identity is relational and reciprocity the norm, then whatever is meant by
environemtn or by "nature" stands to receive goodness, that is, a mutual
establishment of some value.

Using Miller's concept of midworld we may say that there is a primal relation
before any self and world that mediates all others, even within the "transparency"
of selves within selves, agencies within agencies (think of the organs within your
own body as agents, as individuals working to fulfill specific functions or goals,
and then think of the cells within those organs working to fulfill the specific
function of maintaining the form of that bodily organ, and so on). So, even though
to be is to be related, and even though identity is fluid, there still does seem to
be a primal identity (a primal "non identity" so to speak, for it is no "thing"‐
proper) whose value is to enable the the goodness of a reality whose unity is not
of me despite its being entangled with me.

Axiologicaly speaking, the midworld, then, is that common immanent plane of
goal satisfaction (say, given our example, of the human body, the organs within it,‐
or the cells making organs), it is the common horizon within which axiological
goodness is achieved, satisfaction, or importance realized, as it is a univocal fact
among the crossing trajectories and identities of agencies taking on their identities
within a common nexus of environment. Given the very fact of goal satisfaction, of‐
agents finding importance in the realization of their goals, whether simple survival
or sophisticated ambitions, we may say that an agent's possession of relations is
each as important as the next. This axiological relation is part of being itself, it is
a "feature" of being, as it were. This then is to say that the midworld "levels the
ontological playing field," so to speak, even when it comes to satisfying goals, as
the midworld is the precondition of value for valuing.

In terms of perceptual worlds, we must see that relations on the level of the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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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w, or the rat, the plant, and the insect, and the environment, for example, are
not only "just as real as" but are also "just as important as" any human being's
relation to its world and environment, because there is a facticity held in common
among them. We must not take for granted that the non human animals or other‐
creatres, too, are cosmic loci, agents that embodying local control, and mediating
and revising the environment. In short, they, too affect environment and are
affected by it. It is not only serving a purpose within the larger ecosystem, but the
broader network of agencies that we call "environment," evidences its own purpose
by enabling any organism to pursue their own purposes, like you and I do, but
also like any other organism does. Therefore, I think Miller's notion of "midworld"
can add something to philosophical ecology and our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oncerns in this one crucial respect: one gains a better appreciation
for how other agents interact with their own environments, and yet those smaller
or larger environments affect other larger or smaller environments. Axiologically,
"value" is one as the midworld is the common horizon of value even though– –
the perspectives upon the satisfaction of goals ar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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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and Global Justice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구적 정의의 문제

강혜령 콜로라도 대학교

Kang, Hye ryoung‐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Abstract

이 논문에서 세계화란 개별 국가경제 체제들이 거대한 세계 단일 경제 혹은 시

장 체계로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사람들 사.

이에 부담과 혜택이 국경을 넘어 체계적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초래했

고 이는 정의의 새로운 역 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sphere of justice)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초국가적 기구들은 세계화를 진행(supranational)

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세계경제 안에서 발생하는 삶의 기회,

혜택 부담과 같은 것들에 대한 분배에 매우 광범위한 향을 미쳤다,

이 논문에서 나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가 매우 심각하

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주의나 롤스의 만민법과 같은 현재의 주류 철

학이론으로는 적절히 다루어질 수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나는 우선 새로운 정의.

의 역에서 나타난 구조적 부정의의 세 가지 현상들을 살펴본 후에 그와 같은 부,

정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류 철학이론에서 제안하는 재분배 차원의 보상

적 처방보다는 재분배 전 단계에서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명시하는,

구조 개혁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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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Globalization has engendered a challenging new sphere of justice, in which the
benefits and burdens are systematically, unfairly distributed among people across
borders. In this paper, I argue that injustice arising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spite of its seriousness and extensiveness, cannot be adequately captured by
current, dominant global justice paradigms, such as cosmopolitanism and Rawls’s
law of peoples. After highlighting structural injustice that has emerged in the new
sphere of justice, I argu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 injustice, we need
transformative structural remedies for fair share of burdens and benefits at a pre‐
redistributive level, rather than assistance remedies at a redistributive level,
proposed by current theories of global justice

2. Globalization as a sphere of justice

I will begin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is used to
refer to “the rapidly accelerating integration of many local and national economies
into a single global market”1) Yet, newer, more pressing issues of “global justice”
has begun to arise when a neo liberal version of globalization has begun to‐
predominate. The neo liberal version of globalization is theoretically supported by‐
neo liberalism and institutionally regulated by supranational financial and political‐
apparatu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Bank, G 7, and G20, whose policies are concretized as “free”
trade, privatization, deregulation, and labor flexibility, etc..

I maintain that this sense of globalization is producing a distinct sphere of
justice in which intra national, transnational, and supranational circumstances of‐
justice arise. I highlight three justice issues in more detail that has emerged in the
sphere, but have been obscured in philosophical theories of global justice:
impoverishment of labor force, increased inequality, and democracy deficit.

1) ll web documents were accessed August 30, 2016Alison. Jaggar, "Is Globalization Good for

Women?,"Comparative Literatur 53, no. 4 (2001): 29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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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justice in the Sphere of Globalization

1.1. Impoverished Labor Force in Global Economy

The emergence of the global economy has been driven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the labor force. The globalization of the labor force has proceeded through two
routes: on the one hand, transnational flow of capitals of developed countries in
search for cheap labor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ransnational
immigration of developing country workers into developed countries. However,
despite such job opportunities, human costs and vulnerability of workers have been
increased, in particular, through increased forced, life threatening, informalized, and
impoverished working conditions.

First, a contemporary type of forced labor has been accelerated widely across all
regions of the world. Forced labor is defined as the work in the situations in
which “persons are coerced to work through the us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or
by more subtle means such as accumulated debt, retention of identity papers or
threats of denunciation to immigration authorities.” 2) Describing human trafficking
for forced labor as the “underside of globalization,” ILO reports that in 2014,
about 21 million people including children worldwide were “coerced into
prostitution, migrants trapped in debt bondage, and sweatshop or farm workers
kept there by being paid little or nothing,” generating more than $150 billion of
illegal profits in the private economy per year.3)

Second, at the bottom of global supply chains have been part time, contingent,‐
and irregular jobs because workers are often directly hired by the local labor
contractor, rather than by the transnational companies whose products workers are
making. According to ILO’s report on recent global employment, “only around
26.4 per cent of workers are employed on a permanent contract, with around 13
percent on a temporary or fixed term contract and 60.7 percent work without any‐
contract.”4) Informal jobs have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even in developed

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The meanings of Forced Labour," last modified March

10, 2014, http://www.ilo.org/global/topics/forced labour/news/WCMS_237569/lang en/index.htm‐ ‐‐
3) ILO, "Forced labour, human trafficking and slavery," http://www.ilo.org/global/topics/forced‐

labour/lang en/index.htm‐‐
4) IL (201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5 :The changing nature of jobs,"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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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ECD reports that during 1995 2013, more than 50 percent of all jobs‐
created in OECD countries fell into these informal jobs.

Thir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are
often violated, sometimes even to life threatening levels. Every year approximately‐
337 million people are victims of work accidents, and more than 2.3 million
people die from occupational injuries or work related diseases.‐ 5) For instance, in
April, 2013, in Bangladesh, more than 1100 garment workers were killed and over
2000 were seriously injured due to the collapse of a factory building, most of
whom were making clothes for famous retail companie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ustralia. The New York Times states that “Apple is not the only electronics
company doing business within a troubling supply system. Bleak working
conditions have been documented at factories manufacturing products for Dell,
Hewlett Packard, I.B.M., Lenovo, Motorola, Nokia, Sony, Toshiba and others.”‐ 6)

Finally, informality of jobs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global working
poor. Workers in informal jobs have no rights to claim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unlike permanent workers. As a result, in 2013, 839 million
workers 26.7 percent of total employment, were estimated to be still “the–
working poor” whose income fell below a poverty line of $2 a day in spite of
working hard 27 weeks or more in a year, and about 680 million “near poor”
whose incomes are in the category of $ 2 $ 4.‐ 7)

It might be said that globalization of labor forces is beneficial to the global poor
because it has contributed to creating job opportunities for many poor person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uch jobs in impoverished conditions are better than no
jobs at all. However, the issue from a justice perspective should about fair shares
of what they contribute. Justice concerns about the issue of whether people are
exploited because of their vulnerable positions, rather than the issue of whether
their incomes are slightly better than they would be without this work.

5) ILO, "Safety and health at work," accessed August 13, 2016, http://www.ilo.org/global/topics/

safety and health at work/lang en/index.htm‐ ‐ ‐ ‐ ‐‐
6) Charles Duhigg Barboza and David (2012), "Apple’s iPad and the Human Costs for Workers in

China,"Ne ork Time, January 25, 2012

7) ILO (2014), Global Employment Trends 2014 Risk of a jobless recovery,‐ http://www.ilo.org/

wcmsp5/groups/public/ dgreports/ dcomm/ publ/documents/publication/wcms_2339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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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equality and Drivers of Inequality

1.2.1. Inequality in Income, Wealth, and Life Opportunity

The second kind of dominant injustic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s
increased inequality. The share given to the working poor has declined, as we have
seen, but the share of the financially rich or the non working rich has soared. As‐
a result, inequality is at its highest in income, wealth, and life opportunities

Inequality in Income. Income inequality has risen such that seven out of ten
people live in countries wher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s greater than
it was 30 years ago. Such increased income inequality appears in two aspects: first
inequality between labor and capital shares, and secondly inequality between top
and bottom labor wages within the labor share.

Income inequality is associated with the declining labor income share in
comparison to the rising capital share. Since 1990, the labor income share has
been declining in 27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in 28 developing countries.8)

The decline in labor share is more serious amongst the lower skilled laborers. In‐
the garment industry of global chains, the direct labor cost per garment is typically
around 1 3 percent of the final retail price.– 9)

Inequality within the labor force has also increased between the top labor share
and the bottom labor share. Although the labor share has declined, the labor share
of the top CEOs has drastically increased. CEO pay in the US is up 997% since
1978, whereas their employee pay has risen only 10.9%. As a result, in 2014,
CEO pay was 300 times greater than their employee pay; in 1976, it was only 196
times greater, and in 1978, it was merely 30 times greater.10) Also, the richest 10%
of the population in OECD member countries now earn 9.6 times the income of
the poorest 10%; This is up from 7:1 in the 1980s, and 8:1 in the 1990s.11) Such

8) The United Ntions Develpment Programme (201), HumaDevelopment Report015Work for Human
Developmen, p100

9) Zahid Hussain, "Financing Living Wage in Bangladesh’s Garment Industry," http://blogs.worldbank.

org/endpovertyinsouthasia/financing living wage bangladesh’s garment industry‐ ‐ ‐ ‐ ‐
10) LawrenceMishel and Alyssa Davis (2015), "CEO Pay Has Grown 90 Times Faster than Typical

Worker Pay Since 1978," Economic Policy Institute, July 1, 2015, http://www.epi.org/publication/

ceo pay has grown 90 times faster than typical worker pay since 1978/‐ ‐ ‐ ‐ ‐ ‐ ‐ ‐ ‐ ‐ ‐ ‐
11) OEC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 OECD Publishing, Pari



303

a pattern of income inequality shows that the benefits and burdens of globalization
have not been distributed fairly between labor forces and capital owners.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fairness of the decline in labor’s share,
especially because there is a serious gap between the average wages (w) and the
labor productivity (p), thus p>w. This means that the average workers receive less
than what they contributed. For example, between 2000 and 2015, the decline in
labor’s share of corporate income in the US means that $ 535 billion that should
have gone to workers went to capital owners. 12)

Inequality in Wealth. Global inequality in wealth has more drastically increased
than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an Oxfam report,13) in 2015, the 62 richest
people owned the same wealth as the 3.6 billion poorest people, whereas in 2010,
the 386 richest individuals together held the same accounted wealth as the 3.6
billion possessed. The wealth of the richest 62 people has risen by 45 percent,
whereas the wealth of the bottom half of worker’s population has fallen by 38
percent since 2010.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8, in the US, the top
wealthiest 1 percent captured 95 percent of post financial crisis growth between‐
2009 and 2012, while the bottom 90 percent became poorer.14)

Inequality in life opportunity. Inequality in income and wealth has translated into
inequality in life opportunities, such as enjoyment of environmental uses, health,
education, and life expectancy. The richest 7 percent of the world population are
responsible for 50 percent of global CO2 emissions; whereas the poorest 50
percent emit only seven percent of worldwide emissions. Just 12 percent of the
world’s people use 85 percent of the world’s water. Intellectual property clauses in
curren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were intended to stimulate
innovation, but only 10% of pharmaceutical research expenditure is spent on the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the poorest 90% of the global population.15)

12) Josh Bivens (2015), "The decline in labor’s share of corporate income since 2000 means

$535 billion less for workers," Economic Policy Institute, September 10, 2015,

http://www.epi.org/publication/the decline in labors share of corporate income since 2000 means‐ ‐ ‐ ‐ ‐ ‐ ‐ ‐ ‐ ‐ ‐
535 billion less for workers/‐ ‐ ‐ ‐

13) OXFA (2016, "An Economy For the 1%: How privilege and power in the economy drive extreme

inequality ad how this can be stopped," 210 OXFAM Briefing Paper, January 18, 2016,

14) Ricardo Fuentes Nieva (2014),Working for the Few: Political capture and economic inequality,p.3‐
15) OXFAM (2014), Even it up: Time to end extreme inequality xford:OXFAM International, 2014),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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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Rigged Rules as Drivers of Inequality

Some may say that the inequality is meritocratic, or well deserved, meaning it‐
should be tolerated or recognized as just. However, the reason that this inequality
cannot be just is that it is significantly traced to rigged policies adopted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t is hard to see that it comes from merit, deserts, or
efforts of individuals. Thus, recent inequality is the outcome of policies which
favored the developed at the expen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big corporate
owners at the expense of vulnerable workers, and the rich over the middle classes
and the poorest peoples. According to the UNDP, the set of neo liberal policies‐
called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an important direct or indirect driver of
inequality in all countries where these polices have been applied.16) Even the IMF
has recently acknowledged that some policies it has pursued were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inequality.17) Here I will give some examples to demonstrate this
claim.

Rigged rules in distribution. First of all, a neo liberal version of labor market‐
policie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 direct driver of income inequality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s stated earlier, flexible labor market policies that involve
shifting from full time to temporary and sub contracting jobs, easy hiring and‐ ‐
firing, and deunionizing etc., are serving the interest of capital owners and
executives with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is results in
shrinking the share of workers and increasing that of capital owners. For example,
informal work explains about 20 percent of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lso, a
10 percent decline in union density in many developed countries is associated with
a 5 percent increase in the top 10 percent income share. 18)

Furthermore, those rigged policies were often recommended or required by the

16) The Washington Consensus refers to a set of ten neo liberal policies, supported by prominent‐
institutions such as the IMF, the World Ban and the US government.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3), "Humanity Divided: Confronting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http://www.undp.org/content/dam/undp/library/Poverty%20Reduction/Inclusive%20

development/Humanity%20Divided/HumanityDivided_Full Report.pdf‐
17) Jonathan D Ostry, PrakasLoungani an DaviFurcer (2016, "Neoliberalism: Oversold?, "Finance &

Development, June 201, Vol. 53, no.

18) IM OECD, ILO, and World Bank Grou (2015,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income share in

G20 countries: Trends, Impacts and Causes,"; OEC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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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and the IMF through loan conditionality to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according to an Oxfam report, “in 2002, the World Bank in Mexico
called for ‘eliminating labor related rigidities’ including ‘the current system of‐
severance payments;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y binding contracts …‐
restrictions too temporary, fixed term, and apprenticeship contracts”‐ 19) Under such
pressure from suprana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and
loans, govern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passed laws to encourage labor
flexibility.

Rigged rules in redistribution Neo liberal policies such as regressive taxation,‐
fiscal austerity,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 and financial deregulation have also
contributed to increasing inequality by minimizing the redistributive role of
governments in providing social protection and subsidies for public goods.

First of all, the tax system has facilitated tax dodging for the rich. Both global
and domestic tax avoidance has increased by a factor of four. A global network of
tax havens further enables the richest individuals to hide $7.6 trillion. From 2008‐
2014, tax dodging by the top US 50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cluding Apple,
Walmart, Microsoft, and General Electric, domestically costs the US about $ 111
billion each year and saps and estimated $ 100 billion from poor countries every
year.20)

Tax dodging practic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works against the poor in two
ways. In order to make up the fiscal deficits, governments often increasingly levy
indirect taxation, which disproportionately burdens the poorest people, and higher
taxes on working families and small business in the domestic economy. Secondly,
such tax dodging deprives governments of spending on welfare. $ 111 billion of
tax dodging is four times what the 47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spend
on education for their 932 million citizens. It is equivalent to what it would cost
to provide basic life saving health services or safe water and sanitation to more‐
than 2.2 billion people. Kofi Annan pointed out that Africa loses more money each
year due to tax dodging than it receiv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21)

19) Kate Rawort (2014),Trading away our righs:women working in global supply chain ed. Anna

Coryndon (Oxford: Oxfam International, 2004), p. 43

20) OXFAM (2016), "An Economy For the 1%"

21) OXFAM (2016, "Broken at te Top: How America’s dysfunctional tax system cots billions in

corporate tax dodging," inBriefing Repro,p.11,https://www.oxfamamerica.org/static/media/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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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provisions, which are often‐
included in trade agreements, are rigged in favor of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and threaten people’s public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health.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foreign investors, these provisions give them a special right
to sue the national government over laws and public policies that they believe
harm their profits. Various versions of ISDS are included as a part of over 3,000
agreements worldwide. In 1994 there were less than 10 cases under the ISDS, but
by 2014, this number was rapidly increased to 608. For example, Canada lost a
case where an investor had argued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d
been unfair; Egypt was sued by a French company because Egypt raised its
minimum wage; a Swedish company sued Germany because Germany decided to
phase out nuclear power after Japan’s Fukushima disaster. As shown in these
examples, the role of states to provide their citizens with the basic goods that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enjoy basic human rights is severely weakened due to
this provision.

Finally, by giving a monopoly to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contributed to driving up the cost of medicines
such that the poorest cannot afford treatment. An example is shown in the
dramatic price raise of Daraprim, a 62 year old medicine used to treat the life‐ ‐ ‐
threatening parasitic infection toxoplasmosis. The price increased overnight from
$13.50 to $750 per tablet, after a company run by a former hedge fund manager
purchased US marketing rights to this essential medicine.22)

In sum, by favoring the interest of the rich, current policies adopted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ave contributed to inequality in income, wealth, and other
life opportunities, globally and intra nationally.‐

1.3. Deficit in Global Democracy

Deficit i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ne of the reasons that global
policies tend to be rigged is because those rules are not legalized by democratic
procedures. The procedures in which those global rules and laws are legalized

Broken_at_the_Top_4.14.2016.pd

22) Andrew Pollac (2015, "Drug Goes From $13.50 a Tablet to $750, Overnight, "The Ne ork Time,
Sept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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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lack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example,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are currently under
negotiations, but the contents of the negotiations are in secret. The information can
be accessed only by unofficial documents such as WikiLeaks. The agreement
includes negotiations on deregulation of vital public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postal service, and education, as well as basic utilities, such as power and water
supplie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people. However, such negotiation in secrecy does not allow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deliberation.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deprives the public of sufficiently checking whether decision makers‐
take into account fairly the interest and rights of the diverse members of society.

Political marginalization and capture: By using powerful lobbyists, global rules
and policies are often made under the political capture of the rich and the
marginalization of the poor. The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sectors and
financial and insurances sectors spent their resources on lobbying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For example, the top 50 US firms spent $2.6bn between 2008 and
2014 lobbying the US government. Oxfam said, “For every $1 spent on lobbying,
these 50 companies collectively received $130 in tax breaks and more than $4,000
in federal loans, loan guarantees and bailouts.”23) In addition, during 2013,
companies from the financial and insurances sectors spent $ 550 million on
lobbying policy makers in Washington and Brussels alone.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finance billionaires in Washington increased from 141 to 150,
and their collective wealth from $ 535 bn to $ 629 bn.24) According to Oxfam
reports, such lobbying power of the global rich has made glob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bend the rules in their favor.25)

1. Conclusion: Reclaiming Global Justice

I have argued that globalization has engendered a new sphere and circumstance

23) Oxfa (2016), "Broken at the Top,"2

24) Deborah Hardoo (2015, "Wealth: Having ItAll and Wanting More," OXFAM issue briefing,

January, 2015, p. 7https://www.oxfam.org/sites/www.oxfam.org/files/file_attachments/ib wealth‐ ‐
having all wanting more 190115 en.pd‐ ‐ ‐ ‐ ‐

25) Emma Seery (2014), "Even it up: Time to end extreme inequality,"OXFA (2016), "An Economy

For t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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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ustice. In this sphere, the benefits and burdens are systematically and unfairly
distributed among people across borders, in particular, between big corporate
owners and vulnerable workers, as well a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mong the rich, the middle, and the poor. Finally, this inequali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pranational rigged polices which were not derived
from the democratic process.

Do current philosophical discussions of global justice adequately respond to the
emergence of those issues? I argue that by too narrowly focusing its agenda on
luck egalitarianism and the assistance remedy, current theories of global justice are
not adequate to capture those structural injustice issues described so far.

Although cosmopolitan theorists and Rawls disagree on which grounds and what
degrees of assistance should be offered, both sides of them agree on assistance as
the remedy for global justice. Cosmopolitan theorists share the view that
individuals in affluent countries have a duty to assist the global poor, and such a
duty of assistance is grounded in shared humanity as world citizens living in a
cosmopolitan world.26) On the other hand, Rawls claims that liberal peoples have
a duty to assist people in “burdened societies” that “prevent their having a just or
descent political and social regime.”27) Rawls adds that the assistance should be
offered only until burdened societies may be able “to manage their own affairs
reasonably and rationally and eventually to become members of the Society of
well ordered Peoples.”‐ 28)

The duty of assistance in those philosophical accounts is supported by two
related premises. The one is the Westphalian circumstance of justice as a factual
claim and the other is global luck egalitarianism as a normative claim.

1) The Westphalian circumstance of justice: each society or state exists as a

26) Peter Singer,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 Vol. 1, no. No. 1

(1972)Brian Barry, "International Society from a Cosmopolitan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Society: Diverse Ethical Perspective, ed. David Mapel and Terry Nardin, The Ethikon series in
comparative eth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Martha Craven Nussbaum,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i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 ed.
Joshua Cohen (Boston: Beacon Press, 1996)

27)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Cambridge, Mass.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13

28) Ibid.,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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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ly self sufficient and autonomous unit. As a consequence, the‐
burdens of burdened societies or the global poor across borders occur mainly
due to their own unfavorable unlucky domestic conditions or personal
misfortune. Their burdens are not related to benefits of other societies across
borders

2) Luck egalitarianism: The aim of equality is to compensate people in burdened
societies for their undeserved bad luck or misfortune. Lucky people have a
moral duty to transfer some of their gains due to good luck undeserved to
unlucky people.29)

3) Therefore, redistribution through assistance is the best remedy for addressing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due to bad luck. This leads affluent people to
have a duty to assist the global poor.

I agree that assistance would be an effective remedy in such a circumstance as
described by the first premise. However, the first premise is not true anymor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as a consequence, the second premise is not
appropriate either. As argued above, globalization has engendered a transnationally
shared socio political economy, in which some benefits and burdens arising from‐
globalization are distributed among people across borders. This different
circumstance leads us to the different second premise and a different conclusion,
thus structural egalitarianism and remedies:

1) The transnationally shared circumstance of justice: In the transnationally shared
socio political economy, benefits and burdens are systematically distributed‐
among people across borders. In such a shared circumstance of justice, the
disproportionate burdens of some people are related to disproportionate benefits
of other people across borders within a shared political economy. The
disproportionate burdens and benefits are mediated through structural factors of
the shared political economy such as rigged policies or political marginalization.

2) Structural egalitarianism: disproportionate burdens and inequality due to
structural factors are undeserved. The structural factors causing undeserved
burdens and inequality should be remedied.

29) For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luck egalitarianism, seElixabeth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 109, no.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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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efore, changing from structurally rigged policies to policies that regulate a
fair share of burdens and benefits is the best remedy for addressing global
inequality. People within the shared circumstance of justice have the duty to
establish the just circumstance by changing rigged rules to fair rules.

The following examples show that assistance without structural remedies is not
simply misguided but also ineffective: Africa receives some $10 billion in aid per
year, while paying more than $14 billion in debt payments to the banks in
developed countries. Africa loses more money each year due to tax dodging than
it receiv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lso, if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d their share of trades by five percent, this would generate $ 350bn seven‐
times as much as they receive in aid. If they were each to increase their share of
trades by one percent, the resulting gains in income could lift 128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30) By changing from free to fair trade rules, if we let farmers sell
their products, such as coffees and bananas at a few more cents, millions of their
children may be able to go school. For this reason, changing supranational and
intra national rigged policies and letting people have fair shares of what they‐
contribute should be prior to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30) Kevin Watkins and Penny Fowler, "Rigged Rules and Double Standards: Trade, Globalisation,

and the Fight Against Poverty," (Washington, DC: Oxfam International, 200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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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ayer for the Earth: Ecological Ethics and Neoliberalism

지구 생태계를 위한 기도 생태 윤리학과 신자유주의:

송용섭 남 신학대학교

Song, Yong Sup Youngnam Theological Univ.&Sem.

Abstract

This paper criticizes the problems of neoliberal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Christian ecological ethics, and seeks alternatives. To this end, this paper explores

some ideas on neoliberalism by David Harvey to help understand it, and seeks

Christian ecological ethical criticism and alternatives from Sallie McFague. This

paper asks, "Indeed, was our society under the dominance of neoliberalism from

the beginning? Until when did we live in such a fundamentally market-driven

society? In other words, is neoliberal market economy the only system, such that

we can never have alternatives? What can Christian ecological ethics offer in terms

of some alternatives or ideas of living differently than now?"

Neoliberalism came to the Western world after unavoidabl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of the

West had to tolerate the violation of their self-interests in order to ensure economic

recovery. However, when this Keynesian economics fell down to inefficiency and

resulted in socio-economic problems, the elites emphasized the free market system

to maximize their once-lost opportunities while criticizing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to the market. However, the neoliberal system has intensified the

inequality of the poor, who were deprived of their wealth for the middle class of

the West. Many of the poor are mired in the swamp of manual labor as temporary

workers, while the earth and nature has been destroyed to the point that it cannot

be restored from the cycle of th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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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these global problems, ecological ethics concerns communities, justice,

and substantiality for all beings in the universe. It is not an anthropocentric ethics,

but an ecocentric or biocentric ethics. McFague’s ecological ethics is based on her

ecological theology with panentheism which emphasizes both God’s transcendence

and immanence in the world, and the ideas of good creation and of

inter-relatedness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beings to God and neighbors which

include all beings on the earth.

Finally, this essay argues the necessity of the moral vision that is anew to

conventional understandings of the world, and offers some alternatives for Christian

ecological ethics.

서론I.

본 논문은 기독교 생태윤리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

안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데이비드 하비를 통해 신자유주의.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샐리 맥페이그의 생태 신학적 입장에서 기독교 생태 윤,

리적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본 논문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처음. “

부터 이렇게 시장의 철저한 지배를 받아왔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시장 근?

본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할 것인가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적 시장체계는 어쩔? ,

수 없는 유일한 경제체제인가 기독교 생태 윤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묻고 성찰함으로?”

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독교 생태 윤리적 대안을 위한 단초를 제시하려 한다, .

기독교 생태 윤리와 신자유주의와의 관계II.

오늘날 윤리학과 경제학은 다른 학문으로 분화되었지만 아담 스미스는 본래, 18

세기 국의 계몽주의 도덕철학자로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의 강의 내용에는 자,

연신학과 윤리학이 포함되었고 경제학적 논의 역시 독립된 분야가 아닌 도덕철학

의 한 부분으로 설정했었다.31) 그의 국부론은 이기적 개인이 시장 체제 안에서 자

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 시장의 기능에 의

31)이상헌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철학적 기원 경제적 사회적 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경, “ (Adam Smith) : ,” 「

제학연구 제 집 제 호 참고문헌용, 57 1 (2009), 157-183( ), 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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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의 부족한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회 전반에 배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

공선을 가져온다는 도덕 철학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기독교의 자연신학에 근거하.

여 개인과 사회를 이해했던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부당

한 간섭을 배제한다면 공공선에 인위적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추구하려하,

지 않아도 당연히 부가 확대되리라 생각했다.32)

스미스 당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세기 중반의 산업 혁명의 여파로 확산되18

었던 도시 빈민층에 대하여 경멸적 태도를 보이거나 저임금 노동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라는 가난 효용론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스미스 자신은 빈민들에 대하여 공,

감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의 가난은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

회 전반으로 부가 확대되어 빈민 생활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국가의 번 에 유익

하다고 주장했다.33) 따라서 세기 당시 부유층의 전형적 사고와는 달리 스미스, 18 ,

의 사상은 모든 인간들에 대한 보편적 평등과 존엄성을 기초로 한 빈민의 복지와

분배의 정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34)

사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경제학은 시장이라는 매커니즘만 제외하고 본다면,

고전적 기독교 윤리학의 전제와 방법론에 있어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보며,35) 개인의 합리적 선택 그것의 결과로써‘ ’,

극대화된 만족 행복 을 추구한다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체계화된 윤리( ) .

학에서도 윤리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과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 ,

행복 을 강조한다(Eudaimonia) .36) 또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 에서 인간의 본성을, 『 』

자기애 로 규정하며 윤리가 필요한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신의 도(self-love)

성이 아니라 자기애로 가득찬 인간의 도성이라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가 이해한,

현실 세계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37) 이러한 이기적 인간에 필요한 기독교

윤리는 가치와 규범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다룬다.

32)Ibid., 179.

33)김 례 애덤 스미스에 있어서 빈민 그리고 복지 범한철학 참고문헌용, “ ,” , no. 79 (2015), 289-319( ).「 」

294-297.

34)Ibid., 299-300.

35)샐리 맥페이그 김준우 옮김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소 아담/ , ( : , 2008), 128.『 』

스미스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개신교의 견해도 수용했다“ .”

36)희랍어 유다이모니아는 주로 행복으로 번역되는데 좋은 것 혹은 좋은 삶 지속적인 쾌락Eudaimonia( ) , , , ,

또는 지극한 만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37)로빈 로빈 최 태 옮김 세기 그리스도인의 윤리 서울W. / , 21 , ( : CLC, 200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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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윤리학이 경제학과 구별되는 점은 윤리적 선택 상, ,

황에 놓인 개인은 이기적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선택 행위의 동기나 결과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선택한다는 것이며 윤리학은 인간의 과도한 탐욕을 부,

적절하게 보고 이를 통제 혹은 절제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쾌락주의자. ,

로 알려진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분모로서의 욕망 과 분자‘ ’ ‘

로서의 소유 라는 비례적 증감에 따른 결과로 보고 분자를 증대시키기보다 분모’ ,

를 줄임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려 하 다 개인이 아무리 소유 소비 를 많이 해도. ( ) ,

욕망에 한이 없다면 결코 행복은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욕망의 절제나 포기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는 자기중심적 삶을 지향,

한다기 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기에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

웃을 섬기는 삶을 지향한다.38) 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 육체적 욕망을 줄이고 나의

소유와 재능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전제가 되기도 한다 마( 19:21).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자기애로 가득찬 인간의 세상에 오,

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라는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며 예수의 삶을 따라 삶으로

써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39)

생태윤리적 측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집이라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어 오이코스 는 경제학 생태학 일체성‘ ’(oikos) “ (economy), (ecology),

이라는 어 단어의 어원 으로써 샐리 맥페이그에 의하면 지구 전체(ecumenicity) ” , ,

가 하나의 집으로서 그 안에 있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지구의 자원이 정

의롭고 지속가능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다.40) 따라서 어원 중심,

으로 경제학이나 생태학을 보자면 이 둘은 본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분배와 유기

체적 공동체성에서 출발하고 있지 인간중심 혹은 개인의 이기심 충족이라는 사적,

권리주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 41)는 세기의 사회 경제적 정황에 기인한 아담 스미스의18

38)Ibid.

39)Ibid., 17-18.

40) 샐리 맥페이그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 119.『 』

41) 데이비드 하비 지음 신자유주의 현대 빈부격차의 근원이 된 신자유주의는 년대 이전까지만, , 38-39. 1970

해도 소수 학설에 불과했다 년에 소수의 학자들은 하이에크 을 중심으로 몽. 1947 (Friedrich von Hayek)

페를랭회 를 설립하여 개인적 자유의 사상 을 강조하고 시장의 원칙을 최상의(Mont Pelerin Society) “ ” “

효율적 장치 로 여긴 아담 스미스의 견해에 따르는 자신들의 사상을 신자유주의적 이라고 주장하며 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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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에 근본적으로 내포되었던 도덕철학적 입장은 배제시키고 유리한 주장만『 』

을 차용하여 이기적 본성과 시장에 대한 극단적 강조를 표방하는 시장 근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신자유주의는 시대적 정황을 배제한 채 세기 주장의 일부를 맹목. 18

적으로 신봉한다 따라서 장윤재가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시장 근본주의와. , ,

동의어이며 자유 시장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시장에 대한 종교적 신앙 을“ , ‘ ’”

가지고 있다.42)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리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자연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역의 것들을

사유화시키고 상품화 시킨다.43) 또한 신자유주의는 효율적인 시장이 때로 시장 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패나 권력 남용의 문제들까지도 학습과정 후에는

결국 교정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44) 따라서 신자유주의에게 있어서,

시장이란 궁극적으로 신과 같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기능

체제이며 이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 양태를 띠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대안에 대한 기독교 생태 윤리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샐리 맥페이그의 생태신학III.

미국의 생태여성주의 신학자인 샐리 맥페이그는 풍성한 생명 에서 생태 신학이,『 』

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광을 돌린다는 상대적 절대성에 토대 를 두“ , ”

고 지구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의 안녕 을 위하는 세기 북미 그리스도인들을“ ” “21

위한 해방신학 이라 정의한다” .45) 특히 맥페이그는 서구 사회의 소비주의로 인해,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파괴되는 자연에 주목하여 더 낫고 더 건강한 삶을 위,

한 신학이자 자연과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며 자기 희생적으로 십자가의 삶의 방,

식을 따르는 생태적 해방신학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 다.46)

인스적 국개 개입주의 이론들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국가의 결정이 이해집단의 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시장의 것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에 대한 국가의 결정, ,

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42) 장윤재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 , 2009), 212.『 』

43) Laura E. Taylor and Patrick T. Hurley, “Introduction: The Broad Contours of Exurban Landscape

Change,” Laura E. Taylor and Patrick T. Hurley, ed., A Comparative Political Ecology of

Exubrbia,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6) , 17.

44) Majia Nadesan, Crisis Communication, Liberal Democra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London:

Lexington Books, 2016), 20.

45) 샐리 맥페이그 장윤재 장양미 옮김 풍성한 생명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 , ( : , 2008), 70.『 』

46) Ibid.,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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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맥페이그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가장 단순히,

전 지구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오이코스 로 상상하는 것이다 맥페“ , , (oikos) .”

이그는 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자연의 보존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집안

살림을 잘 꾸려서 모든 이들이 환대받는 주의 만찬 성찬식 에 둘러 앉게하는 생태( )

신학의 비전을 꿈꾼다.

이에 따라 생태적 경제학은 생명 공동체가 무한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희소, “

자원을 배분하는 일 과 관련되며 개인의 이기적 욕망 충족이 아닌 생명 공동체의” ,

안녕에 주안점을 두어 인간을 전체 시스템이 건강할 때 혜택을 누리는 존재 로“ ”

이해한다.47) 따라서 개인의 부를 축적할 때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 기본적인 것들, ,

을 나눌 때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공동체를 위한 경제학 이라, “ ”

고 부를 수 있다.48) 이러한 생태적 경제학은 공동체 정의 그리고 지속가능성 을, “ , ”

강조한다.49)

한편 맥페이그는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에서 현대인이 직면한 지구온난화, 『 』

의 위기적 상황을 통해 생태적 경제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맥페이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기에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21 ” ,

있는 현재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50) 맥페이그는 생태 위기를 초래하는 신

자유주의적 세계관과 소비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행복에 대,

한 우리의 생각을 변경하여 현재의 소비주의를 벗어나 분배의 정의와 지속가능성,

을 우선하는 공동체적 생활로 바꿔사는 것이다.51)

맥페이그는 생태 경제학의 근원을 신자유주의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

는 북미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생태 신학에서 찾는다 맥페이그는 대부분의 문화.

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세계관이 사회와 교회에서 지배를 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능 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에 더하여 서구 문화는 기계적 진보의 세계관 에 바” , , “ ”

탕을 두어 지구를 인간이 조작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부속품을 지닌 기계로 여기

며 기술에 대한 경이를 지닌 채 인간의 안녕을 위해 관리하고 자연과 제 세계의, 3

착취를 통해 소비를 위한 풍요를 꿈꾸는 지속 불가능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47) Ibid., 155.

48) Ibid.,

49) Ibid. 155-156.

50) 샐리 맥페이그 김준우 옮김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소/ , , ( : , 2008), 24.『 』

51) Ibid., 32.



317

비판한다.52)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에 맞서 맥페이그는 지속 가능한 유기체의 세“

계관 을 제시하는데 이는 세계를 기계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요 유기체적 몸으로“ ,

보아야 하고 인간은 이 유기체적 공동체의 한 부분이자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이, ,

를 지속가능하도록 번성시키는데 헌신해야할 책임을 진 존재라고 이해한다.53)

이러한 세계관을 지닌 맥페이그의 생태 신학은 하나님을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

하는 이신론에서 벗어나 내재적이고 관계적인 범재신론 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하“ ”

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초월하여 존재하며 세상을 선한 창,

조의 결과로 인간을 하나님과 이웃에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그리스도를 세상을, , “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광을 돌리는 두 차원의 사랑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생”

각한다.54)

생태윤리학과 신자유주의 비판IV.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기적 개인의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공

재를 시장 안에 들여오고 책임은 외부화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참된, “

민주주의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통합을 와해시켜 지구적 가난을 심화시킨다, , .”55)

그러면 과연 세계는 언제부터 신자유주적 시장의 철저한 향아래 놓이게 되었는,

가 서구의 경우 세계 제 차 대전 이후 전승국들은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세계대? , 2

공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의 브레턴우즈 협정을 체결하여 케인즈적1944

재정통화정책에 기반한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세웠다.56) 이러한 정책으로 미

국 경제는 년대와 년대에 잠시 호황을 누렸지만 베트남 전쟁이후 국제수1950 1960 ,

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다 이에 년대에 브렌튼우즈제. , 1970

는 폐지되고 오일 쇼크와 케인즈적 경제 정책이 위기로 인해 그동안 비주류에,

던 신자유주의가 년대부터 대안으로 등장한 이후 주류적 향력을 발휘하게1980

된다.57)

52) 샐리 맥페이그 풍성한 생명, , 76-82.『 』

53) Ibid., 83.

54) Ibid., 106-110.

55) 전현식 에코페미니즘 세계화 그리고 생명의 비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 생태 신학자의 신, “ , , ,” , 『

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 , 2008), 336.』

56)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 ( : , 2011), 29.『 』

57)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파주 한울 아카데미 폴 크루거먼/ , : , ( : , 2007),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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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가치의 배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어떤 경, “

제 시스템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받는지와 지구가 그 경제 시스템이 주는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지의 여부 를 고려하지 않는다” .”58)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

독교 생태윤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 경제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어느 계층에,

가장 큰 수혜를 입혔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주목할 것은 상위 퍼. 1

센트 계층인데,59) 미국에서 이들의 국가 소득의 몫이 제 차 대전 이전 퍼센트에2 17

서 이후 퍼센트 이하로 줄어들자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실행했다8 , .60) 즉,

신자유주의는 세계 제 차 대전 후라는 특수한 정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익 침2

해를 용인해야 했던 서구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이후 뒤따른 경제의 위기를 계,

기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면서 자유 시장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이데,

올로기를 강조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제도적으로 합리화한 경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이 전후에 실시했던 케인즈적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자,

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기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

들의 주장과는 달랐다.61) 년에 국의 대처와 년의 레이건 행정부를 통해1979 1980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통화 공급 확대 노조 탄압 복지 축소 공기업 민 화, , , , ,

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적 책임을 강조했다.62) 신자유주의 정책

의 결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공공재에 대한 시장개방 법, ,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서울 웅진씽크빅, ( : , 2012), 29.『 』

58) 샐리 맥페이그 풍성한 생명, , 127.『 』

59) 토마스 피케티 장경덕 외 옮김 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피케티는 모든 사회에/ , 21 , ( : , 2014), 304-305.『 』

서 상위 퍼센트가 사회 정치 경제 질서에 중요한 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히 큰 집단 으로 보고 사1 , , “ ” ,

회적 해석과 비판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주장하 다.

60) 데이비드 하비 하비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시행 이후 상위 퍼센트의 국가 소득은 세기말에, 33-35. , , 1 20

퍼센트로 되돌아 왔으며 상위 퍼센트의 소득비율은 년 퍼센트에서 년 퍼센트로 증가15 , 0.1 1978 2 1999 6

하 다 와 노동자 평균 임금 격차는 년 배 으나 년에는 거의 배로 증가하 다 다. CEO 1970 30 , 2000 500 .

만 여기서 데이비드 하비가 주장한 임금격차 배는 상위 대 기업의 와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500 100 CEO

비교한 자료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 한편 년에 미국 대기업 와 노동자와의 연봉비율을 조. , 2014 350 CEO

사한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 연구소 의 보고서에 따르면 년의 임금격차는 배 고 이후 세(EPI) 2000 376 , ,

계금융 위기로 다소 누그러졌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년 현재 배의 연봉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2014 303 . ,

지난 년간 미국 의 연봉이 오른 반면 근로자 연봉은 상승에 그쳤다 는 이러한36 CEO 997% , 10.9% . EPI

의 연봉 상승은 다른 임원들의 연봉 상승에까지 향을 미치며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만 의CEO , CEO

생산성을 반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연봉을 결정하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

20151030203000009.HTML

61) 폴 로퍼츠 김선 옮긺 근시 사회 서울 민음사/ , , ( : , 2014), 61.『 』

62) 데이비드 하비,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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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의 대규모 감소 최상위층 세율의 퍼센트에서 퍼센트로 감세 등으로 사회, 70 28

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63)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는 소수의 경제 엘리트에게,

만 집중되었다 년에 미국의 상위 퍼센트는 금융자산의 퍼센트를 상위. 1999 20 92 ,

퍼센트는 주식의 퍼센트를 소유했다10 87 .64) 오늘날 세계 약 퍼센트의 사람들은80

세계 부의 퍼센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세계 최상위 퍼센트의 부자들은 년6 , 1 2016

까지 세계 부의 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50 .65)

또한 년대 이후 미국은 오일 달러를 개발도상국에게 대출하고 와 세계, 1970 IMF

은행을 통하여 이들의 부채를 조정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촉구하여 복지 지출 삭,

감 노동시장 유연화 및 민 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파시켰다, .66) 한국

이 년 체제에 돌입하면서 긴축재정과 고금리 정책을 통해 국민적 고통을1997 IMF

감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려 했던 것처럼,67) 신자유주의는 투자자

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현지 주민들의 경제는 무시하고 차용자가 그 손

실을 떠맡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본 회수율을 높이고 경제 엘리트 계급의 자본을,

축적키는68) 약탈적 경제 부정의를 조장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념을 지지하고

이의 보편성과 선함을 주장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만연했던 지난 여년은 자본가, 30

계급의 권력을 회복시키고 기업 권력을 집중시키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를 홍보한 것에 불과하다69)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의,

부정의한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세기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 근본적으로 담겼던, 18

빈민 복지와 분배 정의와 같은 도덕철학은 배제한 채 그들에게 유리한 세기 인, 18

간관과 시장 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시켜 오직 최상위 퍼센트의 부자들의 부1

와 권력을 되찾기 위한 기만적 착취 도구로 기능해왔음을 명백히 드러내주며 결,

국 이들의 부의 축적과 소비지향적 생활을 위해 전 지구는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파괴되었음을 말해준다.

63) Ibid.,, 43-44.

64) 존 드그라프 외 소비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 , 144.『 』

6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2015), 5.

66) 데이비드 하비, 44-48.

67) 지주형, 226.

68) 데이비드 하비 지음, 48-52.

69) Ibid.,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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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합법적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대중적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들이 동원되었다 하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라. ,

는 명분을 내세워 계급 권력 회복에 대한 본래 의도를 감추고 대중에 호소하거나,

정당을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군사적이나 금융적 폭력을 동원하

거나 강제력을 통해 대안이 없다 라는 생각을 숙명적으로 또는 절망적으로 수용, “‘ ’

하게 만들 수 있었다.”70) 하지만 맥페이그의 말처럼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대안이, ,

없다는 의식 세계에 우리를 가둠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불가능,

하게 만들며 이로써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71)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인습의 틀을 벗고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생각에서 벗

어나 창조적 대안을 상상해야 한다.72)

또한 신자유주의는 년대부터 등장한 가부장적교육적기업적관료주의적, 1960 “ · · · ·

국가적 제약들 로부터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정의 추구 운동에는 대부분 동조하”

지만 자본가 계급에 대한 연대적 저항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강조 하고 시장, “ ” “

기반적 대중문화 를 구축함으로써 상쇄시켰다” .73) 또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문화,

공간 개방을 지원하여 부르주아적 도시문화 를 이끌고 예술적 자유와 방종을 통“ ”

해 결과적으로 문화의 신자유주의화를 유도했다“ .”74) 이들의 주장처럼 가부장제나

국가의 부당한 억압은 저항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생태 윤리적인 공. ,

동체 지향적인 삶과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수.

준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소비지향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이될 필요는 없다.75) 행복은 절대적 생존을 위한 경

제 수준과 사치스러운 경제 수준의 중간에 놓인 충분한 경제 수준 에 위치할 수“ ”

있다 탐욕스런 과소비와 과시 및 과잉소유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쇼핑을 통해 쾌.

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중독효과가 사라지면 내부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밖으로 나가 소비를 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조장하는 소비사회 속에서 지역공동.

70) Ibid., 60-61.

71) 샐리 맥페이그 풍성한 생명, , 122.『 』

72) Ibid., 122-123.

73) 데이비드 하비, 61-63.

74) Ibid.,, 64-68.

75) 존 드그라프 데이비드 왠 토머스 네일러 박웅희 옮김 소비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 서울 나무처럼, , / , , ( : ,『 』

미국의 억 만 가정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가정들이 소유한 물건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2010), 1 200 “

은 물건을 보유하고 소비한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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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파괴되고 지역경제는 무너지며 개인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고 고립된다, .

서구의 소비자들은 가계 빚과 제 세계의 착취에 기반한 풍요를 즐기지만 진정한3

행복과는 거리가 먼 병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 세계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과 지구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 파괴되고 고통 받는다면 이렇게 전 지구적 위기와,

불행을 초래한 신자유주의는 부정의하고 기만적이며 실패한 경제체제이다.

대안과 결론 지구 생태계를 위한 기도VI. :

그렇다면 기독교 생태 윤리는 지구 생태계 파괴와 빈부격차 증대와 불행을 가,

져온 신자유주의의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저자는 기독교의, ?

기도에서 시행되는 감사 회개 간구 예수 이름으로의 기도 의 패턴을 활용하여“ , , , ”

신학적이고 생태 윤리적인 대안과 결론을 제시하려 한다.

감사 자연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의식화1. :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자연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산,

다.76)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기독교 생태 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연과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한 진정한 감

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료로 즐기는 깨끗한 물과 공기 적. ,

절한 기온과 기후 식물과 동물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의 터전인 지구에 감사해,

야 한다 이는 자연이란 우리의 생존에 있어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근원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를 잊었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었고 자. ,

연 환경과 지구를 파괴하면서까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다.

따라서 우리가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

하여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자연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77) 자연의

76) 유엔 환경프로그램은 이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제공하는 혜택식량 섬유질 유전 자원, “ ( , , ,

생화학적 및 자연적 의약품 신선한 물 둘째는 조절하는 혜택공기 기후 물 침식 질병 해충 꽃가루받, ), ( , , , , , ,

이 자연재해이며 셋째는 문화적 혜택 적이며 종교적인 가치들 심미적 가치들 여가 에코여행이다, ) , ( , , , )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Living beyond OUr Means: Natural Assets

and Human Well-Being,”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Statement of the Board, 2005,

http://www.maweb.org/en/Board 재인용 샐리 맥페이그 기후변Statement.aspx (February, 2008). , , 『

화와 신학의 재구성 , 204.』

77) 샐리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 205.『 』



322

소중함과 자연이 우리 삶에 주는 풍요로움을 의식적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삶과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자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

를 자연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이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감사는 모든 생명 있는. ,

존재와 우리 생명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다.

회개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변화2. :

샐리 맥페이그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세기 인간관과 세계관을 기초로 지구를18

자연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나로“

모인 개별 인간들의 집합체로 보는 반면 생태적 모델은 포스트모던 과학에서 유” ,

래된 인간관과 세계관을 기초로 지구를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 모두를 포함한“

많은 구성원들이 상호 관계와 상호 의존을 통해 생존하고 번 하는 하나의 공동체

로 본다 고 주장했다” .78)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란 겉으로는 아무리,

자연적이고 불가피해보이고 참된 것으로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자연과 가“ ”, “ ”, “ ” , “

난한 사람들에게 유해한 모델이다” .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대상화시켜 시장으로 끌어들여 상품화시키려 하여 지,

구를 부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으로만 여기며 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공해와 자,

연파괴는 언젠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없는 낙관론

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눈앞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전 지구의 생. ,

태를 위기에 빠뜨리고 대다수 사람들을 가난과 절망에 빠뜨린다 그러나 우리 삶. ,

의 터전인 지구 생태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버린다면 그 안에,

서 이루어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이다.

세기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경제 양극화는 시간이 별로21

남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낙수효과를 통해 모든 이에게 풍요를 보장해주는 경제 체제가 아니

라 오히려 대안부재라는 불가피성을 근거로 자연과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서,

구 사회와 전세계의 경제 엘리트들에게 부를 몰아주는 부정의하고 지속불가능한

교리이다 현대인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소비지향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78) 샐리 맥페이그 풍성한 생명,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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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철저한 회개는 우리들의 이기적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역사적 맥락

을 무시하고 세기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여전히 이용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유혹18

을 버리고 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지구는, 21 .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무기물이 둘러싼 장소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유기체들,

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생명의 시스템이며 인간 역시 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생태 윤리적 모델은 인간과 세계를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

고 전제하고 분배의 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인간과 모든,

존재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대안이 된다.79)

간구 전혀 새로운 꿈에 대한 시대적 요청3. :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합리성과 효율성과 이익을 절대화시켜 현대인들을

절대화된 시장 안에 가둬놓는다 전현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세 가지 이데올로.

기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자연파괴와 경제 양극화마저도 결국 경제 성장에 기여, ,

하고 둘째 시장자유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동일하며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체, , , ,

제가 불가피하며 대안이 없다는 이데올로기이다.80) 하지만 지구 온난화 및 생태계,

파괴와 경제 양극화로 인한 우리들의 현실적 고통은 앞의 두 이데올로기가 완전한

허구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신. ,

자유주의의 대안부재 이데올로기 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현실이다“ ” .

대안 없는 비판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국 무기력한 냉소주의나 개인주

의적 기회주의를 안겨주기 때문에 대안부재 이데올로기가 주는 절망감은 가중된,

다.

그렇다면 기독교 생태 윤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브루스 버치와 래리 라스무센이 기독교 윤리학의?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한 도덕적 비전 윤리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모색하려 한

다.81) 도덕적 비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선 에 대한 비전으로서 타인에(the good) ,

대한 인식과 취급 방식이나 가치나 규범에 대한 내면화된 성찰을 말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도덕적 비전이 변화할 때는 마찬가지로 덕 가치 의무도 재평가되어야, , , ,

79) Ibid.

80) 전현식, 342-343.

81) 전통적으로 윤리학에는 목적론적 윤리학과 의무론적 윤리학이라는 두 방법론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덕 윤,

리학이나 기타 방법론을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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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2) 예를 들어 노예제는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에 존재했는데 이 체제 내의, ,

덕과 의무는 때로 주인은 노예를 가족처럼 돌보고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었다 이때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제를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사회적 선이자 원래.

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덕적 비전을 품. ,

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노예제가 원천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정죄되는 때가 오자,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도 모든 인류의 근본적 평등과 자유에 대한 도덕적 비전을

갖게 되었다 수세기동안 권력층의 도덕적 비전은 심지어 권력 없는 사람들도 노. ( )

예제가 없는 사회를 상상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회도 노예제를 도덕적 비,

전의 필수 요소라 여기지 않는다.8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변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난 여년동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기만적, 30-40

으로 홍보했으나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던 폐해를 부분적으로 비판하고 그 체제,

안에서 수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는 도덕적 상상력일,

지 모른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대안이 없다고 믿는 것 그래서 어. , ,

쩔 수 없이 순응해온 것을 변화시키는 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제외시켜, ,

버렸던 것을 우리가 용기있게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이지 개인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고 남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

도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개인도 상대에 따라 달리 행동할 수 있다, .84) 모든 사람

들이 원하는 행복이란 무한한 소유와 소비를 통해 나의 이기적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킬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목표를 버리고,

수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의무에 헌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복되게 하며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85)

이러한 측면에서 맥페이그와 같은 기독교 생태 신학자들은 새로운 도덕적 비전

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버치와 라스무센 역시 도덕적 비전의 한 예로 인. “

82) Bruce C. Birch, Larry L. Rassmussen, Bible &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59-60.

83) Ibid., 60-61.

84) 다음을 참조하라 박설안 최정규 경제학 전공자들의 무임승차 이기적 선호와 기대 사회경제평론. , , “ : ,” ,「 」

no.4 (2014), 45-69.

85) 로빈 로빈W. ,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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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중심적 인 윤리 대신 생태중심적 인 윤리의 추구를 제시했다” “ ” .86) 또한 신학적,

측면에서도 생태 신학자들은 유대와 기독교 전통은 본래 고전적인 이신론적 초월

신론 대신에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 안에 완전히 내,

재해 있음을 주장하는 범재신론을 확언해왔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근본

적 인식변화를 촉구했다.87)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생태 윤리,

적 비전에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 구조는 변하지 않,

고 있으며 지구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다수의 전통.

적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신학적 이유로 도덕적 비전을 지닌 생태 신학을 거북하

게 생각하거나 지구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선언과 대안적 삶의 방식을 여전히 불,

편하게 여기기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유토피아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도덕적 비전과 다소 불,

편한 삶의 방식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고 믿

으면서 궁극적인 도덕적 비전을 향한 중간 예시를 제시하려 한다 이는 다음과, . ,

같은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다수의 대안들을 상상하는

것이다.

첫째 비전은 미국 기준으로 고소득자의 소득 세율을 신자유주의시대 이전처럼

높이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만불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폴 크루거만은 비록, 7 .

완전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누진세를 재현하여 금권 엘리트들의 과,

도한 향력을 줄이고 중산층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88) 그는 증세시에

상위 의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도 일부 나오지1%

만 큰 하락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크루거만은 한계 세율을 정도로 예측하. 70~80%

여 대략 만불 이상 고소득자의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한 부과세율을 최고, 100 ( )

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 다70~80% .89) 그는 증세를

한다고 해서 다수의 노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득이 오를, “

수록 공적 부조가 중단되어 버리는 저임금 노동자 야말로 실질적으로 가장 과중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과세율상의 인센티브를 집중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90)

86) Bruce C. Birch, Larry L. Rassmussen, 61.

87) 샐리 맥페이그 풍성한 생명, , 202-204.『 』

88) 폴 크루그먼 외 양상모 옮김 부자가 천국가는 법 서울 오래된 생각/ , , ( : , 2015), 88-90.『 』

89) Ibid.,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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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니엘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은 적은 소득은 불행을 느끼게 해도 더 많은, “

소득이 반드시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행복은 만 천불을 넘기게,” 7 5

되면 소득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91) 물론 그들은 고소득자의 소득,

증대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거나 고소득자가 수입의 감소에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

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정적인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개인의 행복감이 그들의,

기질이나 생활 환경에 있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92) 만

약 전 지구적으로 닥친 생태학적 위기를 인정하고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다기보

다 자기 절제와 감사와 자연의 혜택에 있다는 윤리 의식속에서 한국 사회가 고소,

득자의 세율을 로 증세하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미화기준 만불에 해당70~80% , 7

하는 선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면 한국 사회 전체의 행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 추,

측한다.93)

둘째 비전은 도시를 생태 중심적 녹색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메리 더글.

라스는 실제적 사회 변화를 위하여 사회를 바꾼다거나 개인을 변화시려는 시도는,

소용없다고 주장했다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자는 주장은 공허하고 개인을 변화시. ,

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녀에 따르면 오직 제도기관 을 변화시. , (institutions)

키는 것만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94) 도시에는 다양한 제도기관이 몰려

있으며 도시야말로 에너지 과소비와 에너리 고효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90) Ibid., 115-116.

91)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 2010, 107(38), 16489.

92) Ibid., 16492.

93) 한국의 경우 행복을 위한 적정 규모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미국의,

경우를 적절히 인용하 다 한편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그래비티 페이먼트 는 돈과 행복의. , ‘ ’ ‘

상관관계 에 대한 이들의 연구결과를 기업현장에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년 월 일에 연봉 만’ . 2015 4 13 110

달러를 받던 댄 프라이스는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연봉을 만달러로 삭감하고 명의 직원CEO 7 , 120

중 만달러 이하의 연봉을 받는 명의 연봉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반년이 지나는 동안 보수7 30 .

학자들은 그를 맹렬히 비판하고 핵심 직원 명은 이직했으며 공동 창업자인 친형은 그를 상대로 소송을2 ,

냈다 하지만 년 후에 이 회사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만명의 지원자들이 몰려 이중에. , 1 , 3

신규직원 명을 채용했다 직원들의 출산율은 증가했으며 직원들의 행복도는 상승하고 수익은 전년도에50 . , ,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참조하라 서울신문 홈페이지. . ,

년 월 일 최종수정 년 월 일 최종 접속2016 8 13 , 2016 8 30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3601009 홈페이지 년 월; KBS , 2016 6

일 최종수정 년 월 일 최종 접속28 , 2016 8 30 , http://d.kbs.co.kr/news/view.do?ncd=3302503.

94) Mary Douglas and Baron Isherwood, The World of Goods: Towrds an Anthropology of

Consumption: with a New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6),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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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의 보존과 파괴가 맞서는 환경전쟁터이다, .

오늘날 대다수 도심부의 교회들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쇠퇴해가고 있고 더,

이상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제도기관중 하나인 교회. ,

가 자기 변화를 통해 주위의 제도기관들을 변화시키고 연대를 확대시켜 간다면,

다시 한번 정의로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녹색 비전을.

가진 교회가 대안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변의 회색 공간을 생태 중심 녹색 지대

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 공간을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

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주변의 타 교회와 연대하고 상가와 회사들과 연대해서,

생태 중심적 녹색 생명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셋째 비전은 은유가 지닌 상상력 창조성 참여성 변혁성을 통해 생태 윤리를, , , ,

위한 새로운 은유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한국의 문화에서 한국과 세계에. ,

적용 가능한 은유 모델을 찾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95) 성공한 재벌이 이상형

으로 그려져 있는 한국인의 인식 속에는 서구의 식민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소

비주의 모델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겪. ,

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상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기독교 생태 윤리적 은유 모델을.

우리 고유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면 공동체와 정의와 지속가능성을 통해 행복으

로 역동적 변화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독교 생태 윤리의 재확인4. , :

기독교인들은 신자유주의 시장이 아니라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야한

다 예수가 선포함으로써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already but not yet)

나라는 소비 지상왕국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는 부. ,

자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후에 예수를 따

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 장 그 말을 들은 성경속의 부자가 자신의 부 대( 19 21-22).

신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듯이 현대의 많은 소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소비왕국을 선택한 것 같다.96)

95) 한 예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덕을 함양한 지도자를 나타내는 군자를 은유로 상상해볼 수 있다 하지, ,

만 유교주의 문화 속에서 군자는 엘리트주의 가부장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

96) 존 드그라프 데이비드 왠 토머스 네일러 박웅희 옮김 어플루엔자 시대 에 쇼핑센터들은 교회마저 밀, , / , “ ...

어내고 문화적 가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예배는 참석 안 해도 쇼핑은 매주 한다는 미국인이 전.

체의 퍼센트나 된다7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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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물질이 넘쳐나는 소비왕국에 들어간 소비자들은 결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오히려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어린. ,

양과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의 비전속에 사 녹색 공간으로 변한 생태도시 속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1:6), , ,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은유 모델 속에 내재해 있을 것이다.

종교는 신자에게 개인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하고 생명을 경외하게 하며 초월적, ,

가치를 내재화시켜 사회에 투사함으로써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

다 오늘날 전지구적 생태 위기를 맞은 기독교는 신자유주의와 결탁한 손을 뿌리.

쳐야 한다 기독교는 소비지향적이고 지구 파괴적인 삶을 방조해온 비윤리적 삶을.

회개하고 생명 공동체를 위한 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는 탐욕의 정당화.

와 소비를 통한 행복을 설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기만적 종교에 맞서 이 땅에 임,

하시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

되게 증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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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oner's Movement and the Future of Ownership

in Global Capitalism

공유의 인문학 을 제안한다 세기 지구적“ ” : 21
자본주의에서의 소유“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Hong, Gibin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Abstract

This presentation aims to propose a notion of the "humanities for commons" as
a collective and conscious effort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mmons as an
established form of ownership. The capitalst type of ownership is an extension of
the image of "enclosure" on a given tract of land to everything that is input to the
production process in industrial capitalism. The Classical Trinity of "land, labor,
and capital" is a manifestation of the imaginary in the same idea. Also, property
right is understood to mean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the access to one's
possession, and this idea is also present in another Trinity of "rent-wage-profit" as
modes of income in capitalist economy. However, we have many reasons to put
into question this conventional mode of thought and, therefore, the relevance of
capitalist form of private property in the context of "network capitalism"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ource of (created or added) value
is more moving toward the "intangibles" that is deeply embedded in various
relationship.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to apply the conventional notion
of capitalist property to these "intangibles", because these are in most cases
products of collective mental and physical exertion of life-energy by "multitude"
dwelling in the global network centering around virtual space. It is very timely to
revive and adjust the "commons" to the needs of the recent wave of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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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as the example of Linux or Wikipedia strongly suggests. This is where
the contribution of humanities is sorely needed. Just a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property and its implied social mode needed the intellectual innovations by people
like John Locke, Dr. Bernard Mandeville, Daniel Defoe, David Hume, Adam
Smith, etc., We need the "humanities of commons" that studies various areas from
human nature to historical varieties of commons.

들어가며1.

공유는 더 이상 목가적인 이상이 아니다 차 산업혁명 을 통과하고 있는 세. “4 ” 21

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미래적 소유의 형태라고 보인다 하.

지만 새로운 소유의 형태가 구체화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역에서만

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실천적 운동과 실험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전체. ,

적 노력이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줄 철학 역사 문학 인문학 전반의 연구가 필요하다 공유의 인, , , . “

문학 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

이 글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개념이 기실 세기 이후16

농업 자본주의에서의 토지 기껏해야 토지 노동 자본의 삼위일체 라는 생산 요소, , “ ”

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세기 자본주의의. 21

네트워크 에서 부가 가치가 발생하는 기초는 무형 요소들 인 바 여기에는 이“ ” ( ) “ ” ,

러한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공유라고 하는 대안적인 소유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야기 한 후 공유, “

의 인문학 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다” .

소유의 개념과 무형 자산 과의 불일치2. “ ”

소유 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라는 의미와 남들의 접(property) ‘ ’ ‘

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이는 남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댓가로 수익을 얻을’ - ‘

권리 로 연결된다 라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으며 때로 모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 , .

세기 국에서의 종획 운동 이후 근대 자본주의의 사적16 (enclosures movement)

소유 관념이 발달하면서 그 의미는 점차 후자 쪽으로 의미가 실(private property)

리게 된다 그러다가 세기 말 본격적인 주식회사와 자본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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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미국에서 후자의 의미가 전자의 의미를 압도하게 된다.97)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의 기본적 범주인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와 그에3 , ,

서 파생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임금 이윤 지대라는 소득의 형태가 이러한 근대적, ,

소유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산의 과정이란 기본적으.

로 생산성 이라는 모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투입 요소들‘ (productivity)’ ‘

이 결합되어 그 생산성을 생산물 위에다가 부여하는 신비로운 과정으로(elements)’

여겨진다.98) 그렇게 해서 생산물에 체현된 생산성은 판매 과정에서 부가 가치를( )

낳는다 이 가치는 그렇게 생산성을 내놓은 정도에 비례하여 각각의 생산 요소를.

소유한 자에게 분배된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의 생산비 가치론. ‘

에서 오늘날의 신고전파 경제학을 관통하는 생산(production cost theory of value)’

및 분배 이론의 기초적인 구조이다 요컨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생산에 투. ,

여될 수 있는 것을 소유한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체현된 노동력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생산이란 그 모든 소유자들이 자기의 생산물과 거기에 담겨.

있는 생산 능력을 내놓는 과정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상응하는 댓가,

가 돌아오는 한에서만 그 댓가에 비례하는 양만큼만 자기 생산 요소의 사용을 조

절한다 즉 생산 과정 자체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 가치 또한 그 과정을. ( )

이루고 있는 낱낱의 생산 요소 및 그 소유자들의 기여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논리적 전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논리적 구조가 토지 소유의 풍유 를“ (allegory)”

과도하게 연장하여 만들어낸 신화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

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들의 사용과 접근을 배제한다는 것은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감시한다는 즉 차원의 토지 라는 소유물의 경우에는 아주 그럴 듯하게 적, “2 ”

용될 수 있으며 사실상 토지의 무단 침입 금지 이라는 관행에, “ (No Tresspassing)”

서 생겨난 관념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토지 자본. , ,

노동이라는 세 범주의 구별에 근거한 생산 과정의 설명은 초기 농업 자본주의에서

는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자본가는 지주에게 지대를 치르고 땅을 빌.

려 자기의 돈으로 생필품을 지급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한 뒤 씨앗과 농업 도구 등

97)이는 John R. Commons Legal Foundations of Capitalism (London: Macmilan Press, 1925).

98)이러한 사고 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존 베이츠 클라크 의 분배 이론John Bates Clark

오늘날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표준적인 이론으로 수록될 때가 많다 일 것이다 한편 베블런- - .

은 이러한 생산성 개념을 미개인들의 정령 숭배 와 같은 미신이라고 혹독하Thorstein Veblen animism

게 비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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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 과정을 조직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소출을 시장에 팔아.

돈으로 바꾼 뒤 그는 지대 임금 그리고 이자의 몫까지 제한 나머지를 자신의 이, , “

윤 으로 간주했으니까” .

하지만 산업 혁명이 진전되어 생산 과정의 폭과 깊이가 나날이 확장되면서 이러

한 지극히 단순한 풍유가 과연 오늘날의 생산 과정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인지 심

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생산 과정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치란 본.

래 의미의 노동 토지 생산 자재 로써의 자본이라는 기초적 요소 이외에도, , ( (stock) )

특허 브랜드 업권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지식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 , ,

이 투입되고 있으며 생산 과정 또한 좁은 의미의 공장이나 작업장 뿐만 아니라 그,

러한 많은 요소들과 연관된 전면적인 사회적 관계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부가 가치 가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곳 또한 이 후자의 무형 자산 의“ ” “ ”

역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던 나가사끼 짬뽕 이라는 라면. “ ”

제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나가사끼 현 의회에서는 한국의 이 제품이 자신.

들의 브랜드를 도용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사용 중지 혹은 로열티 지급 요구를 결

의했다고 한다 이 라면 제품의 부가 가치 에서 나가사끼 라는 이름이 결정적인. “ ” “ ”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세기 국 농촌에서의 자본 토지, 17 , ,

노동처럼 누군가 명확한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명확한 생산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일본의 나가사끼 현에 오랜 시간 지속된 음식 문화의?

전통과 명성이 이 라면의 부가 가치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또 어디까,

지나 한국의 이른바 하얀 국물 라면 붐 의 국면이라는 독특한 시류에서 그 한국“ ”

회사의 노력과 광고에 의해 창출된 독특한 브랜드라는 점도 분명하다.

요컨대 오늘날의 생산 과정에서 부가 가치를 낳는 결정적인 요소인 무형 요( ) “

소 들은 차원의 토지에 적용되는 울타리 개념에서 파생된 배타적 소유 의 개념” 2 “ ”

을 적용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 나가사끼 라는 말은 일본의 나가사끼 현의 전. “ ”

통 뿐만 아니라 한국의 라면 회사 그 당시의 한국 사회의 트렌드 한국과 일본의, ,

전통적인 고추 사용법 음주 문화 등 무수히 다양한 사실들과 전면적인 관계를 맺,

으면서 브랜드로 성립하는 것이기에 차원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차원의 입체적3

존재일 것이다 물론 이를 차원의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2

경계선을 짓는 법률적 기술들도 발달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느 지도 도법으로도,

실제의 지표면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지구는 평면.

이 아니라 구체 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도 그러하다(glo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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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자본주의와 네트워크3. “ ”

이렇게 생산과 부가 가치에 있어서의 무형 요소 의 대두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 ”

며 세기 끝무렵부터 가속도를 내며 진행된 자본주의의 지구화 와, 20 (globalization)

표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년대 이후의 지구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 80

이 있었지만 이것을 단지 세기 자유무역 심지어 세기의 세계 시장, 19 16 “ (world

확장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용납되기 힘들다market)” .

세기 말 이전의 무역 이론은 위에서 설명한 생산 요소의 결합으로서의 생산20

및 부가 가치 생산이라는 이론과 긴 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역은 어디( ) .

까지나 그러한 생산 요소들의 시장을 보다 넓게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격과

조직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노동이나 자.

본 등의 생산 요소가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

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리카도 이래의

자유 무역 이론의 핵심이었다 차 대전이 끝난 후 성립한 이른바 체제 아. 2 GATT

래에서의 무역 질서라는 것도 이러한 재화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산 비용의 절감을 이룩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년대 이후의 지구화는 이른바 디지털 혁명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전혀90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는 차 산업혁명 이 운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4 ”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 등은 물론 지식 기호 문화 욕망. , , , ,

역량 가능성 등 기존에 생산 요소라고 여겨지지 않던 전혀 동떨어진 명사들이 지,

구적인 인간 공동체 전체의 살림살이라는 거대한 과정 속에서 불가분으로 전면적

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의 한진 중공업 조선소가 싼 임금을 찾아 수빅.

만으로 이동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에어비엔비로 전 세계 곳곳의 침대와.

소파가 전 세계 곳곳의 여행객들과 연결되는 과정도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

라의 거대한 물류 과정의 상당 부분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과정도 있

다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들은 갈수록 후자의 부분에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쪽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에어비엔비와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수익 구조와 자산 가치를 년대의 회계1950

관행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다 할만한 거대한 장비나 생산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에어비엔비는 원리상 숙박 시설조차 남들의 소유이다 이 기업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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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자본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99) 모여든 무수한

사람들의 욕망과 예측과 희망과 계산 그리고 이것과 짝을 맺는 온갖 기술적 사회,

적 수단과 방법들 그 연관을 통하여 창조되는 새로운 쓸모(ways and means),

와 새로운 욕망의 지평 이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거대한 수(serviceability) (horizon) .

익의 흐름을 놓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소유한 어떤 노동과 자본과 토지의 생“

산성 에서 파생된 것인가를 놓고 원가 계산을 하여 소득 배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다.

이제 지구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클라우드 안에서 인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

유형과 무형의 것들은 전면적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이 자본“ (hyper-connectivity)”

주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적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소유 개념에. “ ”

근거한 옛날식 자본주의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공유 자산 을 향하여4.“ ”

소유 라는 문제는 더 이상 근본적인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 특히 공“ ” .

산주의의 몰락과 이른바 국가공공 부문의 실패 라는 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된“ / ”

뒤로 발달된 산업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소유주가 정해져서 그에 대한 접근권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부여받는 자본주의적 소유라는 것이 필연적인 듯 여겨

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기의 지구적 자본주의가 품고 있는 가능성은 국가 소유. 21

도 사적 소유도 아닌 공유지 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금“ (commons)” .

말한 것과 같은 무형 요소들 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세기의 국 농촌에서“ ” . 17

생겨난 소유 의 개념으로 세기의 차 산업 혁명 시대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 ” 21 “4 ”

에 무리가 온 것으로 보인다.

공유지 라는 소유 형태를 이야기하면 지금은 사라져 버린 낭만적 목가적 이상“ ”

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이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공유지들은 산업 자본주의의 시대에 들

어 토지가 남김없이 한 필지 두 필지 등기 되는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이(register)

99)네트워크는 사실상 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년대에 주로 쓰이던 용어이다 이 용어는 또“3 ” 90 .

개별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선을 강조하는 차원적인 시각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보는 시각과 용도에 따라1 .

동일한 지평 위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차원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플랫폼 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으2 “ ”

며 전방위적인 연관이 온 지구를 무소불위 로 감싸고 있다는 차원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ubiquitous 3

클라우드 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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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난다 그리고 그 공유지를 둘러싼 인간적 사회적 관계에 담겨 있었던 공동체.

적 관계와 문화 또한 순식간에 소멸해 버리는 경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계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생산 요소들을. ,

개별 단위로 분해하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개인의 소유로 파편화하는 과정이

산업 자본주의를 조직하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진 것이 지난 년간200

의 역사이다 이러한 계산적 합리성 앞에서 공유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그와 결부.

된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는 낭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라는 마법의 가마솥에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지식과 정보가“ ”

모두 휩쓸려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를 끝없이 창출해내는 현재의 산업 사회에서도

그러할까 그렇게 창출되는 가치를 과연 소수의 몇 가지 생산 요소 들의 생산? “ ” “

성 덕분으로 분해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를테면 검색 포털 네이버” ?

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플랫폼의 하나일 것이며 네이버 회,

사의 자본 가치는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네이버가. 1

위의 검색 포털로 발돋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 네이버 지식인 컨“ ”

텐츠 다 이것은 누구라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관심과 열정으로.

조성되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컨텐츠 다 이것은 네이버 회사.

주주들의 소유 대상인가 방금 말한 누구라 말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다중들“ ” ?

의 공유 자산 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multitude) “ ” ?

자본주의적 소유로 분해되어 버린 옛날의 공유지 를 회복하자는 말이 아니다“ ” .

세기 자본주의의 네트워크 에서 끝없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하는 새21 “ ”

로운 무형 요소들 의 경우야 말로 공유 라고 하는 소유 형태가 가장 적합한 경“ ” “ ”

우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유명한 공유 자산의 예인 리눅스나 위키피디아의 경우.

가 전형적일 것이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 ”

에 각종 무형 자산의 조성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이며 사람들이 그러한 조,

성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소유 제도가 새

로운 산업 사회에서 더 큰 합리성을 세기 이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그러했(19

듯이 가지게 될 것이다) .

특히 이러한 무형 자산 형성의 가장 밑바닥의 인프라라고 할 예술과 학문에서

다중의 집단적인 자산 형성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유 형태

의 자산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술 논문 유료화와 그.

에 맞선 가지가지의 저항 형태가 중요한 예일 것이다 지적 소유권이 지식 창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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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거대 글로벌 출판 회사의 소유물이 되어

한 번 다운로드에 몇 만원씩을 내야 하는데도 원저자는 오히려 게재비 를 내야“ ”

하는 학술 논문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이 본.

래 학문 탐구자 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집단적 자산을 본성으로 삼는다

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소유 형태는 정당화될 수도 없을뿐, “ ”

더러 앞으로 오래 가기도 힘들 것임을 전망케 한다 벌써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서.

는 그러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 쪽으로 교수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일,

부 해커들은 모든 학술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 하고 있는 상

태이다.

맺으며 공유 의 인문학이 필요하다5. : “ ”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인문학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인다.

지금은 인류의 기억 속에 거의 잊어져가고 있는 이 공유 라는 소유 형태 그리고“ ”

그를 둘러싼 인간적 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 및 범주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명확하.

게 하나의 자연적 질서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존 로크의 철학도 필요했고 다니“ ”

엘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소설도 필요했다 그것이 사회의 해악이기는커.

녕 사회의 공익을 앞당기는 최선의 장치라는 생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맨더빌

박사 의 꿀벌의 우화 와 같은 풍(Dr. Bernard Mandeville) [ (The Fable of the Bees)]

자 문학도 필요했고 데이비드 흄과 아담 스미스의 윤리 철학도 필요했다, .

공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하릴없는 백일몽이나 목가적 이상이 아니라“ ”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산업 사회에 더욱 적합한 소유 형태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서는 이것의 개념과 이론을 새롭게 벼려내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형태로 새롭게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학일 수도 철학일 수도 또 역사적 작업일 수도 그. , , ,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과 개념과 세계관이 인문.

학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법을 제정하고 운 하는 이들이나 경제학과 각종 사회,

제도를 구상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한 공유 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

석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작업도 막히게 될 것이다.

한 예로 행동 경제학 의 일각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경쟁이, (behavioral economics)

아닌 협력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을 게임 이론으로 혹은 심리학 실험으로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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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무얼하고 있는가 위대한. ?

과학자이자 위대한 아나키즘 사상가 던 크로포트킨 같은 이가(Peter Kropotkin)

나서서 인류의 진화 과정과 공유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넓히는 저

작을 내오는 일은 이제 불가능한 것일까 지금 시대는 공유의 인문학 을 요구하? “ ”

고 있다 인간 본성론 역사적인 공유 형태와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 관계의 종류와. ,

운 방식 예술 창작과 학문 발전의 과정에 대한 성찰과 연구 여기에 인센티브는, ,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공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창조해 보려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과 계몽의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이 공유의 인문학 일 것이다“ ” .



338

1-3-5

The 'affect-politics' in cognitive capitalism and the recent

literature in Korea

인지자본주의의 정동정치와 최근의 한국문학

이성혁 한국외국어대학교

Lee, Seong-Hyuk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Joe, Jeong-Hwan argues that cognitive capitalism is a tertiary form of capitalism

that follows merchant capitalism and industrial capitalism, best characterized by the

“exploitation of cognitive labor.” Because cognition is a constant component of

everyday life, the exploitation of cognitive ability effectively equals the

exploitation of life.

Under cognitive capitalism, labor occurs not in the muscles but in the brain; thus

Franco “Bifo” Berardi has called this the ‘laboring soul’. The laborer whose soul

is captivated by capital is prone not only to depression but also falls into a state

of panic. Therefore Bifo insists that contemporary resistance-politics could be

performed by curing the disease brought about by the ‘affective domination’ of

cognitive capitalism.

This cure for affect gains political significance because cognitive capitalism’s form

of domination is performed not through ideology but by the manipulation of affect.

The power apparatus of cognitive capitalism not only generalizes the emotion of

anxiety in everyday life but also combines it with depression and lethargy, directly

institutionalizing and habituating the affect of society.

Thus how the ruling power of cognitive capitalism not only manage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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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 and manipulates the flow of public affect is the key point of its reign.

Meanwhile, how the subjugated class can transform this public lethargy and the

affect of sorrow into the affect of delight through the solidarity of love is the key

point of resistance-politics.

The collection of poems, Salvaging the ruins, which Baek, Mu-San has published

recently gives an instance of a Korean poem which resists the ‘affect-politics’ of

cognitive capitalism. According to Baek, Mu-San, only after we finally,

desperately, realize that our identity and soul is in ‘ruins’ that the possibility opens

up for the contemporary human to advance toward the earth-human. In addition, he

suggests that something must exist and grow in the crevice at the fringe of the

ruins so that soft soil can retake the ruins. Such a suggestion leads us into the

transition of affect not by logical persuasion but by means of poetic image and

symbol. In this way, the poem drives the political into the dormant aspects of daily

life; it brings about intense affect and expands our capacity for action. Baek,

Mu-San’s ‘the poetic ontology of the fringe’ provides an excellent example of the

affect-political capability of the poem.

1

인지자본주의 라는 낯선 개념이 본격적으로 한국 지성계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 ’

은 정치철학자 조정환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라는 두툼한 저작이 상재된( , 2011) 
이후라고 알고 있다 이 저작은 당시 한국 맑스주의 경제학자와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주로 인지자본주의 이후 가치법칙이 점점 통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융단폭격 적인 비판이었는데 가치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맑스‘ ’ ,

주의 경제학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필자가 논평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도 못하며 논평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도 갖고 있지 못하다, .

하지만 주로 자율주의 전통을 잇는 유럽의 철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인지자‘

본주의 는 외국의 급진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이라’

고 알고 있으며 그러한 논쟁과 연구 성과가 더 소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은 분명하다 또한 인지자본주의 라는 이론적 가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 ‘ ’

고 있는 전반적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특히 정동 이라는 또 다른 개념설정에 따라 인지자본주의론은 현재 한국인들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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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고 있는 정신병리학적 고통에 대해서도 정치 ․사회학적인 설명과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환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 이어 나타는 제,

기의 자본주의로써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3 “ ”100)이다.

이때 인지란 지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의지하는 등의 활동에 포함되는“

정신적 과정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감각 지각 추리 정서 지식 기억 결정 소통, , , , , , ,

등의 개체적 및 간개체적 수준의 정신작용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101)라고 한다 인.(

지노동의 착취는 산업자본주의에서 기계에 노동자를 배치하여 노동능력을 포획했

듯이 특정한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속에 인지능력을 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

다 요컨대 인지자본주의는 우리의 근력을 착취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 “

명 지각 지식 감정 마음 소통 욕망 행동 등의 움직임을 조직하고 그것의 성과, , , , , , ,

를 수탈하고 착취하는”102) 자본주의이다 인지자본주의의 경향 속에서 노동은 근.

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뇌의 차원에서 행해지는데 이를 비포 프랑코 베라르디 는, ( )

노동하는 영혼 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비포는 포스트 포디즘 체제의 등장으로‘ ’ . ‘ ’

인지노동 이 중심이 되는 체제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이때 그가 물질을 생산하는‘ ’ .

육체노동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사라졌다거나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인지화가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며 이러한 경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변환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인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착취란 삶의,

착취에 다름 아니다 비포는 맑스의 실질적 포섭론 을 빌어 현재의 상황은 노동. ‘ ’ , “

자들의 삶시간들이 자본 흐름에 포획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혼들이 기술적 언어, -

적 사슬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03) 쪽 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261 ) .

장에서의 산업노동이 욕망과는 무관한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해야 했던 것이라,

면 영혼이 노동하는 인지노동은 노동 과정에 소유와 동일시되는 부에 대한 욕망,

이 유입된다 영혼이 자본에 포섭된 노동자들은 카오스와 같은 기호의 우주에서.

길을 잃거나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이 좌절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 상(panic)

태에 빠진다 특히 인지노동에 따른 가치법칙의 붕괴 경향은 년 금 달러 태환. 1971 -

100)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쪽, , , 2011, 33 . 
101) 위의 책 쪽, 43 .

102) 위의 책 쪽, 23 .

103) 프랑코 베라르디 서창현 옮김 노동하는 영혼 갈무리 쪽, , , , 2012,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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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종말 이후 신자유주의와 연동되면서 사회를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빠뜨리

고 이에 삶의 착취는 생명을 관리하는 정치 푸코 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포는 이, ( ) .

러한 상황에서 우울증과 공황 불안과 절망이 현대인들이 빠지는 병리 상태 소외, ( )

라고 말하면서 현재 이러한 병을 치유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정치와 치료는 장차 올 날들에서는 동일한 활동이 될 것 이며 우리의 임. “ ” “

무는 치유적 전염 지대로 의도된 사회적인 인간 저항 지대를 창출하는 일일,

것”104)라는 것이다.

2

비포의 논의를 따르자면 저항 정치는 인지자본주의의 정동적 지배‘ ’105)에 따른

병리 상태를 치유하는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동의 치유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지자본주의의 지배 양태가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정동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쟁심과 시기심 유사 희망 그리고 실패와 좌절 등. , ,

이 불안과 조울증적인 병리적 상태를 낳고 나아가 사람들을 공포와 공황에 빠뜨려

무기력증을 양산한다 스피노자가 어디에선가 말했듯이 대중에 대한 권력의 지배.

는 대중을 슬픔의 정동에 빠뜨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지자본주의가 양산하고.

조작하는 정동은 바로 이 슬픔의 정동으로 슬픔 속에 빠진 대중은 새로운 삶을 구,

성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픔의 정동이란 들뢰즈의 스피. ,

노자 해설106)에 따르면 나의 행동 능력의 감소를 포함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 ” .

슬픔의 정동으로부터 기쁨의 정동 나의 행동 능력의 증가 로 이행해가기를 욕망, “ ”

한다 이 행동능력의 증가는 권력에 위험하다 행동 능력이 권력의 명령을 넘어서. .

고자 할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을 기쁨으로 정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배의 관건이다 지배권력은 이러한 위험한 정동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동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치와 같이 이미지 조작을 통해 슬픔.

의 정동을 특정한 대상에 대한 미움으로 전이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한 예

이다.

104) 위의 책 쪽, 301 .

105) 조정환 역시 인지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인간의 정념에 대한 지배 즉 정동적 지배의 필요에 따라 일상화“ ,

되는 시대로의 이행 을 들면서 그 결과 공포와 불안 조증과 울증 등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우리 삶의” “ ,

일상적 구성부분으로 정착된다 조정환 앞의 책 쪽고 말하고 있다”( , , 144 ) .

106) 질 들뢰즈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 ,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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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자본주의에서 지배 권력은 이데올로기의 각인보다는 이미지 조작을 통해 피

지배계급의 잠재적인 정동의 흐름을 변환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파괴적이라

고 판단한다 브라이언 마수미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어떤 경우엔 가장 유해한. “ ,

형식으로 우리 곁에 상당부분 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다, , .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권력이 기능하는 전지구적 양태를 설명할 수 없다 고 말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전체를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장 내에. “

서 이데올로기는 이제 단 하나의 권력 양태에 불과하다, .”107) 마수미에 따르면 현

재 지배 권력은 주로 이데올로기 조작보다는 정동의 조작을 시도한다 그 한 예로.

지배 권력은 위험을 과장한다는 면을 들 수 있다 미래에 경제위기나 테러가 있을.

지 모른다며 불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심어놓는다 테러나 경제위기라는 위협.

은 대처할 대상이 모호하다 테러 집단이 누구일지 모르며 경제는 언제 어떠한 방.

식으로 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경보는 지시대상이 모.

호한 기호를 통해 불안의 정동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만든다.108)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지자본주의 지배 권력 장치는 불안의 정동을 보편화한다 지배 권력이 불.

안을 보편화하는 방식은 체제 자체가 불안정한 삶을 양산하거나 기호를 통해 불, ,

안의 정동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식으로 행해진다.

그리하여 불안은 현재 거의 일상의 차원에까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정동이

된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유주의가 심화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는 불안이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불안의 일.

상화는 인지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삶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자 프레카리아트 가 되고 있다 임시. , ‘ ’ .

직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경쟁 체제에 임해야 한다 빠울로 비르노는 하이데거가 구분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논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 겹쳐지고 있다

107)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가상계 갈무리 쪽, , , , 2011, 81 . 
108) 브라이언 마수미는 부시 정권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라크 정권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했음을 보여준다.

정동적으로 정당화된 사실의 논리는 가정문으로 드러난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을“ .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했다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 위협의 정치적 존재”( , -｢
론 ,｣ 멜리사 그레그 외 최성희 외 역 정동이론 갈무리 쪽 는 것이다 비록 후세인이 대량, , , , 2015, 101 .) . 
살상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제공격은 정당하

다는 논리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침략은 불안의 정동에 따라 정당화된다 이 정당화는 후세인이 대량살. .

상무기를 만들었다 는 실제의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정에 따른‘ ’ .

위협의 기호가 선제공격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실제적 바탕을 마련한다 그 바탕이란 불안의 정동이.

보편화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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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두려움은 아주 특정한 사실 즉 친숙한 눈. “ ,

사태나 또는 우리 일자리의 상실을 가리 키는 반면 불안은 이를 촉발한 분명한” , “

원인이 없 으며 우리가 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불확실성과 미결정으로 표방” “

됨으로 인해서 일어난다”109)고 한다 두려움은 안정된 내부와 위험한 외부의 선이.

확실할 때 일어나는 정동으로 확실하게 한정되어 드러난 외부의 위험성에 방어하,

기 위해 미리 마음을 준비시킨다 반면 불확실한 불안은 주체의 내면으로 스며들.

어서 그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무장해제하는 정동이다 이에 비르노는 이 시. ,

대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중첩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포개진다 내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물론. ,

나는 특정한 종류의 공포를 낳는 아주 분명하게 정의된 위험과 대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사실적인 위험은 미결정된 불안에 의해 즉각.

채색된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접할 때 좀 더 일반적인 방향상.

실과 뒤얽힌다.110)

삶의 불안정성이 지배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한정된 위험은 미결정된 불안

으로 즉각 채색 된다 불안에 의해 잠식되어 간 영혼은 두려움의 대상에 맞서 싸“ ” .

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안은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결합된다 그렇기에 불안의, .

정동을 양산하는 일은 신자유주의의 지배 양태이기도 하다 조정환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산양식인 인지자본주의에서 불안이 어떠한 지배 장치로 기능하는지 다음

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요컨대 불안은 총체화된다 그것은 노동과정의 불안정성 그리고 고용과 소. , ,

득의 불안정성이라는 이중의 불안정성에 기반한 메트로폴리스적 삶 전체의

불안정성의 보편 정서이다 불안은 사람들을 짓눌러 신체와 정신의 병리 상.

태를 야기한다 불안은 공포와 우울과 겹쳐져 능동적으로 기쁘게 행위할 수. ,

있는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빼앗는다 그 결과 경직 권태 무기력과 같은 슬. , ,

픔의 정동들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 이것들은 사람들을 인지자본주의의, ,

수레바퀴 아래에 복종시키는 인지적 지배의 장치로 기능한다.111)

인용문에 따르면 삶 자체의 불안정성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불안은 보편적인,

109) 빠울로 비르노 김상운 옮김 다중 갈무리 쪽, , , , 2004, 51 . 
110) 위의 책 쪽, 53 .

111) 조정환 앞의 책 쪽,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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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 된다 나아가 불안은 인지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지적 지배의. ‘

장치 로서 기능한다 불안은 우울과 결합되면서 슬픔의 정동을 일상화보편화하고’ . ‧
사람들을 무기력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하여 사람들의 삶은 더욱 수동적이게 되고. ,

체제의 권력에 예속된다 그렇기에 체제는 지배를 위한 불안의 생산을 도모한다. .

이렇게 볼 때 정동의 장은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터이기도 한 것이다 의, . 99%

사람들이 극단화해가고 있는 슬픔의 정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상

황이다 그러나 극단의 슬픔에서 기쁨의 정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항의 움직임. ,

저항의 윤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동의 이행은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산출할 것.

이다 가령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 분노 그리고 투쟁과 연대로 나아가는 정동의. , , ,

흐름은 저항 이데올로기 이윤보다 목숨이 먼저라는 를 생성했으며 이 이데올로기- -

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저항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대중의 정동.

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느냐가 지배 권력으로서는 통치의 관

건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 어떻게 대중의 슬픔 무기력 에서 분노를 거쳐 사랑의 연, - -

대를 통한 기쁨의 정동으로 이행하느냐가 피지배계급의 저항 정치의 관건이 될 것

이다 정동의 장은 정동 정치 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 - ’ .

3

정동이 지배되는 시대 삶 자체가 슬픔의 정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대에 최근,

한국문학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최근 한국문학의 전모를 이 자리에서?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112) 이 자리에서는 시인 백무산의 최근 시집 
폐허를 인양하다 창비 를 소개하면서 인지자본주의의 정동 정치 시대에( , 2015) ‘ - ’
대응하는 한국시의 한 예를 보여주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폐허를 인양하다 는.  
백무산 시인이 시로 인양한 폐허의 모습 한국 사회의 진실 을 담고 있는 시집이다- - .

이때의 폐허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서 세계뿐만 아니라 주체성의 상태 역시 지칭

112) 최근 외국의 문학예술 특히 서사작품들의 경우에는 비포의 말에 따르면 어디에서나 엇비슷한 출구, , “ ‘

없음 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고 한다 그는 이로부터 우리 시대의 미적 기호들은 임박한 어둠의’ ” . “

지형을 더듬고 있다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송섬별 옮김 죽음의 스펙터클 반비 쪽”( ‘ ’ , , , , 2016, 255 ) 
는 진단을 내린다 한국소설의 경우에도 같은 진단을 내리는 평론가가 적지 않다 그들은 최근 한국소. . “

설에 점증하는 재난의 상상력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 , :｢
적 증상 인문학연구 제 집 쪽을 지적하고 파국 또는 묵시록 이라는 개념으로, 42 , 2011, 8 ) ‘ ’ ‘ ’｣  

년대 후반의 소설들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년대 중반에 들어선 현재의 소설 경향은 문학상2000 . 2010 ,

수상 작품집 등을 읽어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환상문학이나 과학소설과는 달리 리얼리, .

즘적인 작품이 다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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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백무산 시인은 폐허가 되고 있는 주체성을 절박하게 인식할 때에야 대지의.

인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 시집의 대표시로 꼽을 만한 아래.

의 시를 읽어보자

어쩌다 한밤중 산길에서 올려다본 밤하늘 만져질 듯한 별들이 패닉처럼/ / /

하얗게 쏟아지는 우주

그 풍경이 내게 스며들자 나는 드러난다 내가 폐허라는 사실이/ /

죽음이 갯벌처럼 어둡게 스며들고 사랑이 불같이 스며들고 모든 질서를/ /

뒤엎고 재앙의 붉은 피가 스며들 때 나는 패닉에 열광한다/

내게 고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다 내 안에 그런/ /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런 따위로 길이 든 적도 없다/

다만 가쁜 숨을 쉬기 위해서 갈라터진 목을 축이기 위해서 존재의 소멸이/ /

두려워 손톱에 피가 나도록 매달린 적은 있다 고귀함이나 사랑 따위를 발/ /

명한 적은 있다

패닉만이 닿을 수 없는 낙원을 보여준다 나는 그 폐허를 원형대로 건져내/

야만 한다

패닉 전문- ｢ ｣
이 패닉 이라는 불가사의한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정환의 해설 에서‘ (panic)’ ? ‘ ’

설명되어 있듯이 패닉 은 심리학에서는 공포 경제학에서는 공황을 의미한다 패‘ ’ , .

닉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큰 충격을 받아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함유하는 패닉 을. ‘ ’

백무산 시인은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별들이 하얗게 쏟아. “

지는 우주 의 풍경이 내게 스며들 때 엄습하고 그러한 엄습으로 인해 내가 폐” “ ” , “

허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나 는 패닉에 빠진다 그 폐허 는 모든 질서를 뒤엎고” ‘ ’ . ‘ ’ “

재앙의 붉은 피가 스며들 때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폐허에는 죽음이 갯벌처럼” , “ ”

스며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 역시 불같이 스며 든다는 것이 백무. “ ”

산의 독특한 시적 인식이다 재앙은 사랑의 가능성을 품는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 .

성은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해서가 아니 며 존재의 소멸이 두려워 손톱에 피가“ ” , “

나도록매달 리면서 고귀함이나 사랑 따위를 발명 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멸하지/ ” “ ” .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113) 이 절박한 사랑의 요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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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시인은 사랑이 불같이 스며 든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사랑은 죽음이 스며들“ ” .

고 질서가 무너지는 패닉의 상태가 발명하게 추동한 것 그렇기에 패닉 은 도리어, ‘ ’

닿을 수 없는 낙원을 보여 주며 시인은 패닉에 열광 하는 것일 테다 시인이 마“ ” “ ” .

지막으로 폐허를 원형대로 건져내야만 한다 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음과 재앙 사“ ” , ,

랑이 스며들어 있는 폐허만이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가시화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내면의 폐허를 건져낸다는 것은 내면에 구축되어 있던 질서가 파. ,

괴되어 널브러진 내면의 잔해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이기도 하다.

잊혀진 의미들기억의 소수자들 기억의 소수자들 이 그 잔해들일 터 폐허의“ / ”( ) ,｢ ｣
드러남은 그 기억의 권위에서 버려진 것들의 반란이 시작되었 같은 시 음을 의“ ”( )

미한다 버려진 것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주장한다 잊혀졌던 기억의 소수자들 은. . “ ”

시간을 역류 할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추억 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 . ‘ ’

아니라 몸의 차원에서 드러난다 즉 시간을 담아내는 호수 인 내 몸 전체가 기. “ ” “

억 시간 광장 인데 몸에 각인되어 있던 의미화 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현재화될”( ) ,｢ ｣
때 기억의 소수자들 은 시인의 기성의 의식을 붕괴시키며 반란을 시작하는 것이“ ”

다 그것은 시인을 패닉에 빠뜨릴 것이며 내면의 폐허를 드러낼 것이다 백무산 시. .

인은 시간의 역류를 통한 기억의 소수자들 의 반란에서 혁명의 이미지를 찾아내“ ”

는데 그는 시간 혁명 의 마지막 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괴멸된 생태계에는 시간의 단일종만 서식한다 별별 유사 혁명이 팔리지만

모든 시간은 부스러기다 멈추어야겠다 모든 혁명은 시간 혁명이어야 한다

역류하겠다 역류하여 호수에 담겨야겠다 앞과 뒤가 사라진 물처럼 광장에

시간을 풀어놓아야겠다

생태계가 괴멸되면 시간은 앞으로만 나가는 단일종만 서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 .

만 시인은 그 공허하고 텅 빈 시간 벤야민 의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즉 그는 정상 시간 을 멈추고 그 시간에 의해 파괴된 잔해들의 시간 부스러기의‘ ’ , ‘

시간 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역류하여 시간이 담’ .

겨있는 호수 에 담겨야 한다 혁명은 이 역류를 통해 기억의 소수자들 부스러‘ ’ ‘ ’ . “ ”-‘

기 시간 의 반란이 가능해질 때 시작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혁명이란 시간을 광’- ,

장에 풀어놓는 일이다 그런데 나 의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 ’

버려진 것들 즉 잊힌 것들은 세계의 변두리 에 따르면 실현되지 못하고 떠나버, , “｢ ｣

113) 어쩌면 탑에 올라간 노동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도 존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고귀해지고 사랑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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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나 라고 할 수 있다 백무산은 그렇게 떠나버린 내가 더 나다울지도 모 른다” ‘ ’ . “ ”

고 말한다 그렇게 실현되지 못한 잠재성으로서의 나 즉 뱃놈이나 삼류화가가 되. ,

었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없는 나 를 인지한다는 일은 기억의 변두리에 존재하는“ ”

나의 잠재성을 인식한다는 일이요 또한 세계의 모든 변두리 에서 그곳을 떠돌, “ ” “

고 있는 수많은 나를 만져 보는 일이다 광장에 시간을 풀어놓 는 일 그것은 시” ‘ ’ . “ ” ,

간을 역류하여 실현되지 못한 잠재성의 시간들 또 다른 나들 을 세계로부터 발견‘ - ’

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에 존재하는 버려진 사물들을 기호들로서 재인식하는 일

이다.

이상과 같이 읽을 때 이 시집에 펼쳐지는 백무산 시인의 시적 사유를 변두리, ‘

의 존재론 또는 주변의 존재론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심과는 달리 주변의 존재’ ‘ ’ .

자들 사이에는 틈 또는 사이 가 있다 그 틈 사이 는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 ‘ ’ . ‘ - ’

결과를 낳겠지만 붕괴를 넘어선 생성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틈 사이 에서, ‘ - ’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하며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한다 이 틈 사이 에서 주변의. ‘ - ’

존재자들이 손을 맞잡는 일이 일어나듯이 이 시집의 서시인 풀의 투쟁 은 이러. ｢ ｣
한 사상을 담고 있는 시로 백무산 시인이 이 시집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표명하고 있다.

단단한 것은 틈이 있다지만 튼튼한 것은 갈라진다지만 틈이 견고한 벽을/ /

무너뜨린다지만 갈라지고 갈라지기만 하면 무너짐도 무너진다/ /

틈을 만드는 동안 갈라진 틈에 어디선가 깃털처럼 부드러운 풀씨가 찾아/ /

온다

틈은 반짝 희망이었다가 갈라지고 갈라져 사막을 만들기 시작할 때 틈을/ /

내는 투쟁의 손도 갈라진다

틈에는 풀씨가 내려앉고 풀은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풀이 흙을/ /

만들어간다

틈이 자라 사막을 만들어갈 때 풀은 최선을 다해 흙을 만들어 덮는다/

풀의 투쟁 전문- ｢ ｣
백무산 시인은 말한다 갈라지고 갈라지기만 하면무너짐도 무너 지며 틈을. “ / ” , “

내는 투쟁의 손도 갈라 진다 갈라짐만이 진행되어 폐허가 폐허로서만 그대로 존” .

재한다면 세계는 불모의 사막이 된다 하지만 그 폐허의 잔해들 틈에 깃털처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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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풀씨가 찾아 와서 생명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틈이 만들어가는 폐허의” ,

사막은 풍요로운 대지로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풀은. . “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풀이 최선을 다해 흙을 만들어 사막을 덮기” “ ”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틈 사이 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있. ‘ ’, ‘ ’

어야 하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대지는 형성된다 다른 무언가와 둘러앉 아 있는. “ ”

그대와 나 사이에 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출렁이는 것들이 다른 그들이 있“ ” “ / ”, “

어야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가듯이 한다 이 출렁이는 다른 그들 은 기진”( ) . ‘ ’ ‘ ’ , “｢ ｣
한 대지에 스며들 완전 연소의 꿈 어 완성되는 강의 생명 으로 상징화된다 그”( ) ‘ ’ .｢ ｣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의 생명 은 타는 대지에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 아니. ‘ ’ “

라 타는 목을 적 시면서 자신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 되며 그럼으로써 대지의” “ ” “ ” , “

마른 생명을 얻어 자신을 완성 같은 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목마”( ) .

른 폐허에서 완성될 수 있다 폐허야말로 대지의 마른 생명 이기 때문이다. “ ” .

백무산의 시에서 폐허가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사막처럼 되어버린 한국사회와 개

체의 내면을 상징한다면 백무산 시인은 이러한 폐허를 이루는 주변부 존재들의,

틈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생성할 수 있으며 그 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풀이야말로

흙을 만들어 사막을 덮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이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

니라 이미지와 상징을 통한 정동의 이행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이루어지는 제안이

다 시의 이미지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를 강하게 정동시킨.

다 시어가 제시하는 이미지가 주는 강도는 공명을 통해서이다 말이 창출한 이미. .

지와 또 다른 이미지 사이의 공명을 통해 우리가 그 이미지의 강도를 느끼면서 정

동된다 우리는 그 공명이 주는 강도를 겪으면서 깊은 떨림을 느끼고 정동되고. , ,

어떤 능력의 확장을 잠재적으로 경험한다.114) 그래서 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행

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덕을 가진다 그렇게 시는 일상생활의 잠재적 장 속으로.

정치적인 것을 관통시킨다 시는 강도 높은 정동을 촉발하고 전염시키면서 우리의.

행동 능력을 증대시키고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즉 정동을 조작하고 착취하려는 권.

력과 자본에 저항할 수 있는 만인의 잠재적 능력이 시를 통해 증대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는 백무산의 주변부의 시적 존재론 에서 이러한 시의 정동 정치 적. ‘ ’ ‘ - ’

능력의 좋은 예를 만날 수 있다.

114) 시가 매우 슬픈 내용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에 공명되더라도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어떤 기쁨, ,

을 느끼게 되는데 그 슬픈 이미지와의 강렬한 공명이 행동능력의 하강 즉 슬픔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

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 행동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시 자체가 가진 어떤 능력.( -

미학적 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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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동 정치 가 부상하고 있다고 할 때 문학예술의 정동‘ - ’ ,

을 이행시키는 능력은 더욱 중요한 미학적 ․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작가와 예술가가 폐허 로 상징되는 이 세계를‘ ’

대지로 변환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문학예술의 정치성을 묻는 담론이 왕성해진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한국 문학의 정동 정치 적 의미를 찾자면 많은 지면이 필요. ‘ - ’

할 것이며 말하고 싶은 바도 많다 하지만 이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기로 기약하면.

서 여기서는 최근에 발간된 백무산의 시집 폐허를 인양하다 만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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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LTURAL PARADIGM FOR HUMANITIES OF HOPE

희망의 인문학을 위한 문화적 패러다임

시바난담 파니어셀밤 마드라스 대학

Panneerselvam, Sivanandam University of Madras

Abstract

인도는 다채로운 윤리적 가치들의 전통과 문화적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

제나 수단과 목적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인도는 문화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문.

화를 인정하며 공정하게 대우한다 문화는 상황에 맞게 적응한다 이는 외부에서, . .

일어나는 변화들을 반 하며 느리지만 지속적인 과정이다 문화는 인간을 하나의, .

문화집단으로 통합한다 많은 문화들의 발전은 물리적 거주지 자원과 같은 다양한. ,

외적 원인들과 다양한 활동 역에 내재적인 가능성들의 범위와 같은 내적 원인,

들에 모두 기인한다 모든 문화는 이들이 본질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문화로 간주된다 개인적 가치들과 공동체나 문화집단의 가치는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 및 문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성찰의 기반으로 대안적인 세계관,

대안적 형이상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의 형이상학적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은. ,

우리로 하여금 미래 인간 사회에 현재의 기술이 낳을 결과 및 향을 뚜렷하고 명

료하게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대안적인 세계관을 창조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서구권 문화의 구성원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현재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지적 유산과 전통을 재?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런 해석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알. ,

맞게 전통을 바라볼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예컨대 현상학을 통해 생활세계의. ,

선험성을 탐구한 후설은 환경세계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설명한다 이는 오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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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적인 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후설은 우리가 특정한 환경세계.‐
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

India consists of a rich tradition of ethical value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it

will always see the means and the end together. India is a country where there is

a plurality of cultures. It always appreciates each and every culture whether it is

small and large, sharing with each culture its due. Culture adopts itself to the

situation. It takes into account th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outside. It is slow

but steady. Culture unites men into one cultural group. The development of many

cultures is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physical habitats and resources, which are

external, as well as causes like the range of possibilities inherent in various areas

of activity, which are internal. All cultures are cultures because they have some

essential elements in common. These constitute the elements of universal world

culture analogous to universal grammar in the sphere of language. Culture is the

guardian of the people. It reacts whenever there is a threat to it. When the rights

of the cultural group are affected or violated there is always protest.

We always find different conceptions of culture. The culture of people takes into

account the language, ideas, customs, taboos and other related components. One

must always consider the following aspects with regards to culture: (1) culture

unifies men into one cultural group and (2) the development of many cultures is

due to various external causes such as physical habitats and resources, and internal

causes such as the range of possibilities inherent in various areas of activity. If

conflict among cultures follows from the very concept of culture, then there

emerges a theory where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rationality. The

difference between culture and rationality is that a culture unifies all those who

belong to that culture, whereas all people are united in rationality by sharing this

essential feature. Culture endows people with their identity. Scholars like Professor

G.C. Pande emphasize that there are three approaches to culture, namely the

scientific, historical and the metaphysical. The scientific approach according to him

is essentially modern whereas the historical is both modern as well as traditional

depending on one's approach to history. The metaphysical approach is basically

traditional and it has two varieties. The first one is identified with orthodoxy and

the other is with the content of mystical revelation or in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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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Humanities as two cultures:‐
Science and technology are humanistic disciplines but of course one can make a

distinction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In science, we investigate the reality
that is given to us, the empirical reality, and the world around us. In technology
we create a reality according to our designs. In otherwords, science deals with
what is, whereas technology deals with what is to be. In science we have reality
first and then its description whereas in technology we have description or design
first and only afterwards reality the object that is produced according to our‐‐
design. Though we consider the fact that science and technology are humanistic
disciplines, scholars such as C.P. Snow have made a distinction between the worlds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 into "two cultures."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same human cognitive process underlies both disciplines and that this process is
necessarily value laden. Science not only expresses internal values but also‐
produces external values through its impact upon society and the world. The claim
that science is value neutral cannot be correct. Science depends upon and expresses‐
human values. Science is not only shaped by human motives and attitudes, but this
knowledge process depends heavily on and is thoroughly infused with human
values. These values are not external values imposed upon science from outside,
but honesty, beauty and knowledge as intrinsic values stand at the very heart of
the scientific enterprise. Those thinkers who claim value neutrality for science
dehumanize science and distract us from the realization that the very choice of
what constitutes a scientific explanation depends upon the value laden choice.‐
Science without internal human values could not be science.

We need to develop alternative world views, alternative metaphysics, as the basis‐
for reflection on technology vis à vis society and civilization. The way towards‐ ‐
understanding the metaphysical roots of technology, must lead through the creation
of an alternative world view which will enable us to grasp sharply and clearly‐
ramifications and consequences of present technology for a future human society. It
is here people from non western cultures have much to contribute. But how to‐
start? The starting point is that we must re examine our intellectual heritage and‐
tradition in the light of our present situation. Tradition is always hermeneutical and
accommodates new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This reconstruction means the
reconstructing the present categories of knowledge. Man's mode of being in the‐ ‐
world helps a person to evaluate the tradition. It is not possible for a person
simply to follow the tradition, but he has the right to evaluate the tradi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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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of historicity will have an impact on the tradition and it accepts evaluation
and reinterpretation. This does not mean that we are revolting against the tradition,
but interpreting them in the context of present historicity. The cultural world,
which one belongs to, allows a radical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 This sort of
interpretation teaches a way of looking at the tradition afresh from a new
perspective, which will suit for our present situation. Husserl, for example, who
used phenomenology to investigate the a priori of the life world, develops a‐
concept, "the surrounding world" to explain this. It is a concept that has its place
exclusively in the mental spiritual sphere. He argues that we live in our particular‐
surrounding world, which is the locus of all our cares and endeavours. Our
surrounding world, according to Husserl, has a spiritual structure in us and in our
historical life. It is absurd to look upon the nature of the surrounding world as
something alien to the spirit. This explains how a particular person is placed in the
surrounding world or tradition though his physical world is support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ociety. Every man is placed in a tradition or culture, which
cannot be avoided.

Culture as the Critique of Reason:

In science as well as in post-metaphysical thinking the role of reason is unique. It

is said that progress and reason always go together. But the role and definition of

reason differs among those who talk about this relation between them. Some like

Rorty considers it as a social phenomenon. "We have to resist the urge to see

social practices of justification as more than just such practices".1) Foucault

attempts to disempower the ideas of reason by totally objectivating them. "What is

this reason that we use? What are its historical effects? What are its limits, and

what are its dangers?", asks Foucault.2) Derrida attempts for a totalized critique of

reason. He believes that the ideas of reason are built into thought, and give rise to

illusions and therefore he wants to renounce the ideas of reason by interrogating,

disrupting and displacing them. Similarly, Habermas reconstructs the Kantian

1)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390.

2) Michel Foucault,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Paul Rainb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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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of reason so as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reason. As a

critic of scientific technological rationality, he constructs social rationality. He, for‐
example, has rejected both Adorno and Horkheimer who considered that the

development of western rationality as the totalisation of reification, domination and

repression. Against this background, Habermas defended the positive aspects of

enlightenment and also of modernity and western rationality. He wanted to

emphasis the role of rationality in the economy, culture and morality. This means

that for him social rationality has implications in social life, which cannot be

neglected. In his comprehensive concept of rationality, different dimensions of

social life, i.e. values, norms, interests, are studied and preserved.

In Dialectic of Enlightenment, both Horkheimer and Adorno explain how reason
turned into its opposite and resulted in new rationalized forms of social
domination. Social rationality turned into irrationality and enlightenment into
deception. Not only this, Enlightenment reason has resulted in domination and
regression. Thus for them, instrumental reason and science have become myths
which resulted in worship and praise for superior powers and social domination.
Habermas wanted to revise the project of Enlightenment rationality. His idea was
to offer an alternate to the subject centered tradition of rationalism. Along with‐
Horkheimer and Adorno, Marcuse also criticized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rationality and instrumental reason. He argued that the very form of technical
reason is ideological and believed that not only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but
technology itself is domination. He says: "Specific purposes and interests of
domination enter the very construction of the technical apparatus. Technology is…

always a historical social project; in it is projected what a society and its ruling‐
interests intend to do with men and things. Such a purpose of domination …

belongs to the very structure of technical reason."3)

The issues connected with the quality of life can be known through the issues
connected with needs. Needs, here include both genuine and artificial. Under
genuine needs one can include basic needs, cultural needs and subjective needs.
The biological needs are the needs, which are necessary for survival, and the
subjective needs are the needs, which make the individual unique. But what is
important is the cultural needs which are the specific needs, and which contributes
to the well being of human beings as socio cultural entities. They are specific to‐
3) Ibid.



358

a given society at a given time. They may vary from society to society and from
epoch to epoch in the same society. Although acquired, they are not subjective but
rather trans subjective, for once a culture develops a certain set of needs, an‐
individual raised in this culture regards these as necessary. The artificial needs
appear to contribute to our well being, but in reality it is not. It may be seen as
an outgrowth or continuation of cultural and individual needs. But they are
parasitic. Their satisfaction not infrequently leads to the suppression of other
significant needs. Man spends more time with computers and internet than with
nature or with other human beings.

In the scientific model, there is only kind of value, which will be measured in
monetary terms. In such a model, culture is a disvalue. It is outside of the model.
It is one of the externalities. The cultural model on the other hand, recognizes a
plurality of values and science is one of the positive values. It is of secondary
importance whether we regard religion as part of culture or as a phenomenon more
important than culture and in fact determining the nature of culture. We must
adopt the cultural model as the basis for future development. As long as our
model of development remains scientific and economic, culture will inevitably be
a casualty, and indirectly we shall be its victims, as repositories of culture. The
cultural model recognizes a plurality of values and science is one of the positive
values. We must adopt the cultural models as the basis for future development.
Science will become a stimulus to cultural growth rather than universal solvents
reducing culture to a meaningless homogeneous world of uniform practices. India
alone can give a direction and serve as a model for the West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of how science and culture can interact for the good of mankind.

We live in a civilization that is threatened by the uncontrolled growth of
technology, deriving from the empirical sciences, which have nothing to say about
human values. Modern civilization is radically rotten, and only a complete
transformation in theory and practice could cure it. The environmental crisis facing
industrial society is so grave that man has to do something to save the human
society, as well as nature and other living beings. In the present society, there is
a public demand for particular ethics for single profession of vocation, a demand
which is as unwarranted as if one were to demand specific civic rights and laws
for different groups, communities within the same political entity called state. The
different professions and communal groups of people may have different mores,
but there should only be one underlying set of ethical maxims, principles as



359

obligatory for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t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other secondary qualities. In our present scientific technological civilization, there
is a need for protecting man as well as environment. Every individual and every
creature has intrinsic dignity and inalienable rights, and each one of them has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for what he does.

Professor D.P. Chattopadhyaya emphasizes interaction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This interaction according to him can be approached in
many ways. 4) First, it can be shown from the commonsensical or pr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at every man combines in his world view the basic aspects of his‐
life, scientific, technological, geographical, historical and economic. Second, one
may try to redo the same thing in a more systematic and refined way at the
theoretical plane. Third, we may focus on the distinction as well as relation
between civiliz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aspects of
human life. Fourth, one may explain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environment and in the process show that even the higher forms of culture
cannot be free from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ifth, one may argue that even
the disciplines like mathematics are influenced by pract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Sixth, comments may be offered to show that there is close relation
between the environment, human nature, medicine, ethics language technology, and
philosophy. Lastly, one may try to say that philosophy,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are in fact, an interwoven fabric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ir
specialization, differentiation etc., are mainly due to theoretical needs for
specialization.

Culture, Tradition and Progress:

All the time, the myths, legends, stories connected with a particular religious
tradition need interpretation and it is inevitabl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life‐
world demands it and hence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a particular religious
tradition and a particular life world. For example, a hermeneutical understanding of‐
the study of myths would suggest that it is used as a form of discourse. The role

4) D.P. Chattopadhyaya "On the Nature of Interconnection between Science, Technology,

Philosophy and Culture" in Science, Philosophy and Culture, part I, ed. D.P. Chattopadhyaya‐
and Ravinder Kumar, New Delhi, 199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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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yths in human experience and reality cannot be easily rejected because, to
some extent it shapes our life world. Myths have relevance in the social context.‐
They transcend time and also first order reference. They are always used as a form
of symbolism and ordinary language. They suggest something invisible. Mircea
Eliade says: "Images, symbols and myths are not irresponsible creations of the
psyche; they fulfill a function, that of bringing to light the most hidden modalities
of being".5) Life world is concerned with the phenomenology of religion. It is the‐
sharing of religious life world shared life world with others. There can be friction‐ ‐‐ ‐
but not a collision. It can be explained in this way. Religion contains certain
mythical modes of experience. The relation between them is so implicit that one
cannot be isolated from the other. The myths are taken away from its religious
content and the world tries to give a new meaning. The individuals and the
collectiv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us there is a dialectical movement. It is the
philosophy of participation. It is the transformation of meaning. In a philosophy of
participation, criticisms are inevitable. Criticizability is the essence of free and
rational creativity of 'what is objective ' and also of 'what is subjective'.6)

The basic question, which one faces while grasping the meaning of the tradition
is this: what are the conditions of possibility of discursive understanding and of
the correctness of validity of interpretations? The role of o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may be the answer. Already we have seen that in the Habermasian
conception of the life world, the objective, social and subjective worlds operate at‐
the level of culture, society and personality. In my dialogue with others, I take the
responsibility for rational persuasion by which I try to understand and interact with
others. In other words, in my dialogue with others two things are taking place: (1)
I persuade others and (2) I am also persuaded by others. Therefore while
dialoguing with others, I make certain claims and they become not only my claims
but are claims made for the sake of others. Very rightly Schutz says that the
intersubjective experience involves the bodily presence of the other. This implies
that in intersubjectivity, there is always life worldly presence of the other. Husserl's‐
approach to this, is interesting. " this world is there for me not only as a world…

of mere things, but also with the same immediacy as a world of objects with
values, a world of goods, a practical world All that which holds me for myself…

5) Mircea Eliade, Images and Symbols, London, Haveill, 1961, p.12.

6) D.P. Chattopadhyaya, "Itihasa,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Civilization" in Journal of Indian
Council of Philosophical Research, Special issue, 199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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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s, as I know, for all other human beings whom I find present in my
surrounding world the surrounding world and mine are objectively one and the…

same world of which we are all conscious."7) The life world is the basic structure‐
of understanding. It is by which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gain their
meaning. It is which relates the individual to the society and vice versa. The‐
private and the public are united by the life world. Habermas also says that it is‐
the ground for the speaker and hearer to meet based on their validity claims they
either agree or disagree and settle their dispute in a meaningful way. In the life‐
world it is the communicative action which plays a significant role. Only in the
context of life world there is narrative presentation of events, which makes the self‐ ‐
understanding possible and acceptable. Here one can think of Sundara Rajan's (1)
distantiating and (2) participatory modes of thinking. In the former, the object is
held at a distance, there is a dissociation of the self from the object and the bond
between them is replaced by a spectational mode of understanding whereas in the
latter there is a fellowship with the other. There is an interior or indwelling
understanding of the object.8)

7) Husserl, Ideas Towards a Pure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ical Philosophy, F. Kersten

(tr.)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3, pp.51 52.‐
8) R. Sundara Rajan, Innovative Competence and Social Change, Pune, Indian Quarterly Publications,

University of Pun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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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Kenosis: a View from the Humanities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자기비움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하여- -

전철 한신대학교

Chun, Chul Hanshin University

Abstract

The development of kenotic though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dvances in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kenotic thought to some of the perennial questions about nature,
culture and human society, this paper seeks to respecify its theological meaning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ncept of kenosis from a perspective informed by
the humanities.

What, then, was and is kenosis? Jewish kenotic thought centered around the
metamorphosis of God and human finds expression in the Kabalistic tradition of
zimzum. In the idea of Shekinah, God’s indwelling, we see a biblical background:
the Christ sacrifices through Kenosis that is self-realization as well as self-giving.
In this kenotic process, God really gives space for the freedom, individuality and
depth of life. Kenotic love is the supreme ideal image of God.

Kenosis, as this paper will show, is a valuable religious heritage, a creative force
directly linked to divine creativity as well as with incarnation. In the process of
sharing my renewed understanding of this concept which I would align with the
humanities for hope, I hope I can als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round and meaning of freedom in human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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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1. : “ ”

케노시스는 자기비움을 뜻하는 헬라어이며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성육신 그리,

고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자기비움의 극치가 이루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비움.

은 그리스도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상이며 신의 세계의 임재에 관한 고유한 신학

적 해석학이다 성서 빌립보서 장 장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신이 자기를 비운. 2 5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9) 그동안 망각해왔던 케노시스 개념을 다시 복원하여 그

실마리를 발전시킨 것은 세기 신학의 매우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20

다 이러한 비움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주목한 신학자는 위르겐 몰트만이다 그는. .

유대교 카발라 전통의 한 흔적인 침춤 개념을 그의 창조신학 구상의 핵심(zimzum)

논거로 초대한다 어떻게 이 세계를 신이 창조하셨는가 세계는 물리적이고 시공간. .

적인데 무한한 신이 어떻게 이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셨나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르, .

기에 무한과 유한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물을 수 있다 유대교 카.

발라 신비주의 전통에 따르면 무한하고 성스러운 존재 즉 자신의 빛으로 태초에“ ,

전 우주를 채우셨던 존재가 그의 빛을 거두셨고 그 빛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몸의

중심에 모으셨으며 그리하여 빈 공간을 창조하셨다, .”10) 즉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하

기 위하여 신 자신의 몸을 찢고 비워 그 중심에 세계를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

으며 바로 그 빈 공간에서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의 창조와 출현에 신, .

의 자기 후퇴와 자기 비움이 있었으며 바로 그러한 창조의 사건에서 무한한 신과

유한한 세계의 논리적 모순은 더 이상 모순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사변이다.

전통적인 존재신학의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원적 존재인 신은 비존재인

허무와 공허를 넘어 세상을 창조하 기에 신은 무를 넘어선 진정한 실재이며 세,

계는 무를 극복한 현실성이었다 그러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무와 비존재는 실존.

과 교호하는 상호성의 개념이었다 존재와 무와 현실성의 위계적 관계는 세기에. 20

들어서 실존과 무의 교호적 관계로 재정립되며 이제 무는 실존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즉 무는 실존의 극복이 아니라 실존의 조건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전통적. .

9)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ekenosen)

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

라 빌립보서” ( 2:5-11)

10)Gershom Gerhard Scholem, “Sch pfung aus Nichts und Selbstverschr ngkung Gottes,” inö ä
Eranos Jahrbuch 25 (1956), 87-119. J rgen Moltmann,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ü
Consummation of the World,” John Polkinghorne (ed.),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Grand Rapids: W.B. Eerdmans, 200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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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신학과 존재철학의 흐름이 세기에 진입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재편되어20

진다.

그러나 케노시스 사유는 더 나아가 무와 비움과 희생이 극복되어야 할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존재의 창조적 원천임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여.

기에서는 케노시스 혹은 자기비움을 생명과 삶의 근원적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를 여러 신학적 인문학적 지평 속에서 모색하고 오늘날 현대사회에 어떠한 통- ,

찰을 줄 수 있는지를 사유하고자 한다.

생성에 관한 근대의 두 이론2.

존재보다는 생성의 형이상학 현실성보다는 가능성의 형이상학의 계보에 서 있,

는 케노시스의 사유를 세기 생성의 사상가인 화이트헤드20 (Alfred North

와 베이트슨 의 관점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화이트Whitehead) (Gregory Bateson) .

헤드에 있어서 전통적인 존재와 무의 사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사유가

그대로 반 되고 관철된 범주로 이해된다 화이트헤드의 존재사유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성한 실체속성 주어술어의 논리학에 대한 비/ , /

판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구축했던 현실적 존재. (actual

개념을 바탕으로 현실 이 어떻게 직조되는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entity) “ ” .

의 관점에서 모든 개별자적인 현실적 존재가 구성해 낸 세계는 전적으로 개별적이

면서 동시에 그 세계 밖에는 어떠한 것도 의미를 발하지 않는 보편적 세계이다.

원의 관점에서(sub specie aeternitatis 현실의 생성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요청되는)

신무 개념은 화이트헤드의 체계 안에서는 생성과 소멸의 관점으로 해체된다/ .

화이트헤드의 사유에서 스콜라적이며 실체론적인 무로부터의 창조는 허용되- -

지 않는다 오히려 무 는 현실의 생성과는 별개로 선험적인 범주가 될 수. (ouk on)

없으며 현실의 생성에 관련하여 고려되는 역 이다 특히 무는 수많은 개(me on) .

별자적 현실의 탄생이 하나의 실재론적 구조 안에서 지탱되고 견지되도록 하는 일

종의 생성의 심층 생성의 완충지대가 된다 동시에 무는 전적으로 독자적이고 개, .

별적인 시공적 사건들이 하나의 현실에서 독자적이며 개별적으로 생성하도록 하“ ”

는 생성의 터전이며 상호 양립불가능한 무한한 개별적 사건들을 양립가능한 현실,

로 탄생하게 하는 현실성의 근저가 된다.11)

11)이러한 시공간과 자연의 보편적 특성을 화이트헤드는 라는the uniformity of the texture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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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베이트슨은 전통적인 존재신학과 화이트헤드의 생성과 사건의 사유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비움의 지위를 정립한다 그 또한 객관적이며 절대적 무의.

사유를 거부한다 특히 그가 신의 성격 가운데 하나로 무성 이라는 심성을 부. ( )無性

여한 것은 인간을 모델로 삼아 끌어낸 것이라고 말한다 체계의 꼭대기에 있는 신.

과 같은 전능한 마음(Supreme Mind)12)과 그에 상응하는 전적인 무 와 같, (ouk on)

은 연역적 논리와 사유 위에서 구축된 모든 하위사유를 베이트슨은 거부한다 그.

에 있어서 신은 이 세계가 품고 있는 거대한 생태적 연결의 총체성13)이며 종교는,

이 세계의 살아있는 것들의 결합을 메타패턴적으로 파악하는 비전에 대한 공유이

다 그는 소위 무와 유 물질적인 것과 적인 것 감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이 어. , ,

떻게 접촉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과제로 인지하 으며 바로 그것

이 천사도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곳“ ”(Where Angels Fear to Tread 이라고 말하기)

도 하 다.

융은 죽은 자를 위한 설법에서 무 혹은 유를 플레로마 의 세계로 이해한다‘ ’ .14)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한 사고와 개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크레아투라 이다 플레로마의 세계는 자연과학의 세. ‘ ’ . “

계이며 크레아투라의 세계는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의 세계다, .”15) 베이트슨은 플레‘

로마 에는 어떠한 차이도 어떠한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 .16) 플레로마의

세계는 힘과 물리적 향이 모든 사건의 근거로 존재하는 생명이 없는 물리적 세

계이다 자연과학과 물리학은 플레로마의 세계를 다룬다 그러나 마음의 과정의 세. .

계는 크레아투라의 세계이다.17) 크레아투라의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세계의

살아있는 시스템의 총체성을 뜻한다 크레아투라의 세계는 마음이 작동되는 시스.

템의 세계이다.18)

통찰을 통하여 전개하 다. Alfred North Whitehead, “Space, Time, and Relativity,” The Aims of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29/1957), 163.

12)Gregory Bateson, kologie des Geistes. Anthropologische, psychologische, biologische undÖ
epistemologische Perspektiven (Frankfurt: Suhrkamp, 1981), 442.

13)Gregory Bateson, kologie des GeistesÖ (1981), 559-560.

14)Carl Gustav Jung, Septem Sermones ad Mortuos: Die sieben Belehrungen der Toten (Z rich:ü
1916).

15)Gregory Bateson, kologie des GeistesÖ (1981), 617.

16)Gregory Bateson,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 (New York: Dutton, 1979), 117.

17)Gregory Bateson,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 (1979), 244.

18) Noel G. Charlton, Understanding Gregory Bateson: Mind, Beauty, and the Sacred Earth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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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초월과 내재 존재와 비존재와 같은 형식논리에 의거한 유무에, /

관한 실체론적 사유를 베이트슨은 거부한다 절대자 혹은 개별자의 원리에 입각하.

여 구축되는 실체적 사태는 사물적인 측면일 뿐 살아있는 생명과 삶을 조명하기,

에는 적절치 않은 문법이라고 베이트슨은 비평한다.19) 존재는 그렇게 일방적이거

나 단선적이지 않다 오히려 세계는 존재의 대사슬 로 다층적. (great chain of being)

으로 엮여져 있으며 사고와 진화는 매우 유기적이고 심층적이며 무작위적으로 발

생하는 과정 을 동반하고 있다 마음과 생명은 상호 연결된 생태(stochastic process) .

계이며 더 큰 마음이 바로 신이다, .20) 케노시스는 크레아투라의 모태이며 지탱의

근거이며 그것의 완성은 아닐까 이렇게 생성과 관계의 문제를 사유한 화이트헤드.

와 베이트슨은 존재와 비존재의 실체론적 경계를 생성론과 관계론의 차원에서 더

확대하고 재해석한다 그리고 개별자의 개체성을 극복하고 상호주관적 관계성에.

입각한 새로운 생명의 연대성에 관한 가설을 구축한다.

아우토포에시스에서 케노시스로3.

세기의 형이상학적이며 철학적 사변 속에서 무의 개념은 다차원적 현실 생성20

의 근거이다 이제 세기 생성의 존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존재신학의 전통. 21

을 새로운 방식으로 비평하고 비판하며 재구성한다 특히 우주의 창조와 생성과. -

진화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유와의 대화를 통하여 전통적인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의 존재신학적이며 유출론적인 성격을 더욱 적극적으로 현대로)

소환한다 무는 유한한 세계와는 다른 무한한 신에 대한 보증적 작업가설로 요청. -

되는 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향한 신의 자기창조를 반 하는 적극적인 동사

가 된다 특히 무와 부정을 단순한 부정 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의 선취 와 결합시. ‘ ’ ‘ ’

켜 해석하는 희망의 프로그램이 신학적으로 전개된다.21) 한국의 민중신학도 하나

의 결실이다 이제 세계의 무 비움 고난은 공허가 아니다 세기의 인문학이 고. , , . 20

난과 희망을 주목하는 역사적 종말론적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무의 명사적- .

성격은 무화 자기비움 희망 자유라는 동사적 성격으로 전향되기 때문이다 신의, , , .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43.

Gregory Bateson, kologie des GeistesÖ (1981), 442.

20) Gregory Bateson, kologie des GeistesÖ (1981), 592-593.

21) J rgen Moltmann,ü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G tersloch: Chr. Kaiser Verlag, 1999), 63.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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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움은 퇴각된 전능이 아니라 사랑의 전능이다.

신의 케노시스 사유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관점에서 신의 본질은 자기비움과

자기철회로 인식된다 신의 자기 비움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요 세상과의 사귐이며. ,

몰트만 세상을 향한 창조이다 벨커( ), ( ).22) 신의 자기비움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신이

세상의 경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물리적 경험을 자신의 개.

념적 경험으로 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한 신의.

무감 절대 불변의 속성은 공감 상대 변화의 속성으로 교체된다 특히 세상의 고, , , , .

난과 고통은 이제 신과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신 자신이 결정적으로 관여하

고 공유하며 참여하는 사건이 된다 이러한 신의 케노시스 담론은 진화의 서사시.

를 조명한 자연과학의 진화론적 발견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도(epic of evolution)

긴 하게 닿아 있다 화이트헤드에 향을 받은 과정신학은 신의 특성을 양극적.

유신론 속에서 구상하 으며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향을 받(dipolar theism)

은 몰트만의 신학은 이러한 신의 자기비움으로 인한 고난의 참여를 십자가의 신학

과 희망의 신학의 구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 다.

새로운 세기의 신학은 충만과 함께 하는 이 비움의 형식이 생명의 근본적21 ' ' ' '

원리임을 케노시스 신학의 관점에서 전개를 한다 아서 피콕은 창조주가 생명체의.

풍부한 다양성을 즐긴다고 믿듯이 또한 우리는 신의 창조세계의 고난과 수고에,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함을 강조한다 홈스 롤스턴은 참된 비움은 자연 안에서 발.

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발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 .

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타적으로 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롤스턴은 구속을 위한 고난은 자연과 역사를 이. “

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이라고 말한다” .23) 이제 비움은 더 이상 전능한 신의 결

여가 아니다 비움을 통하여 신은 세상의 자유와 사랑을 선사하며 그 비움. (kenosis)

의 공간을 통하여 세상의 자기실현 은 보존된다는 신학적 어법이 힘을(autopoiesis)

얻게 된다.

선험적 가능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탄생이다 현실은 원의 그늘이 아.

니라 원의 완성이자 시간의 충만함이다 틸리히는 이를 원한 현재. (eternal

22) Michael Welker, Sch pfung und Wirklichkeit: Biblische contra nat rliche Theologieö ü (Neukirchen

Vluyn: Neukichener Verlag, 1995).

23) John Polkinghorne, “Introduction,” John Polkinghorne (ed.),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2001),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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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 다now) .24) 케노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신적 존재의 규범적 본성에 대한

변증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퇴각과 희생으로 인하여 현재가 더욱 충만하게 계승

되고 출현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하는 모든 종교가 말.

하는 자기희생 이 결코 자기 퇴락이나 니체적 노예근성이 아니라 더욱 더 큰 생“ ”

명의 질서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직조되고 실현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와 의 결합으로 신성하게 하sacri(sacred) fic(make) ‘

다 혹은 신성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 을 뜻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사회’ ‘ ’ .

의 장은 어떻게 직조되는가 자기비움의 본성이 우리의 내면과 사회에 어떠한 흔?

적으로 남아 있는가 현대사회의 빛과 그림자 안에서 이 비움의 존재론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비움의 윤리는 우리 사회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어가는 현실적 대안이자 방향일 수 있는가 소박하게 배려와 환대 적극적으로 자. ,

비와 희생의 형식이 우리의 일상적 삶의 양식에 어떻게 구조화 되었는지를 잘 사

유하는 것은 종교와 신학이 구성하는 사회 이론의 핵심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기도 하다.

자기비움과 자기철회가 작동되는 사회적 공간은 어디일까 사실 사회 자체는 다.

양한 이해관계의 관점이 교차되는 일종의 블랙박스와도 같다 자기비움의 양식을.

이타적 존재방식 으로 상상해보자 이타적 행위와 강한 상호성이 어떻게 진화해‘ ’ .

왔는가.25) 이에 관하여 최정규는 순수 이타적 인간이 진화과정에서는 살아남지 못

하 으며 이타성이 외부 적대성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 다고 말한다 순수한 자.

기비움 혹은 절대적 이타의 존재양식은 사회적으로 쉽게 일반화 할 수 없는 이례,

적 혹은 예외적 사례일 수도 있다 마치 모든 것을 머금는 원리는 그 요소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케노시스 사유의 경계와 아포리아가 여기.

에 있다.

자기비움이 생명의 문법이라 하더라도 생명 현상의 현실적 사회적 조건은 매우, -

혼돈스럽고 잔혹해 보인다 생명은 약탈이다. .(Life is robbery).26) 하여 오늘날 숭고

24)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7), 395.

25)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서울 뿌리와 이파리 개인의 이타적 삶이 그 집단의 이익을, ( : , 2009), 305.『 』

증진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꼭 이로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최정규는 편협한 집단주의로 갈 수?

있다고 비평한다.

26)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The Gifford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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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생은 개인에게는 체현의 대상으로 내면화 되기 보다는 동경의 대상으로 타자

화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비움의 역은 제도 구조 그리고 권력의 공간에서. , ,

는 적극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철회의 윤리와 감수성.

은 가족적인 사랑과 타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조건과 기억의, , ,

심층에서 근원적이지만 여전히 미약힌 지배력 절대적 환대‘ ’– 27) 을 발휘할 뿐이-

다 데리다가 냉소적으로 표현하 듯 우리에게 환대 행위는 진정 시적일 수밖에. ,

없는 것일까.

데리다의 환대 개념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그리고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 , 28)

개념은 이와 같은 자기비움이라는 범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로 해

석된다 레비나스에서 데리다와 레비나스 모두 자기생성 을 천형으로. (autopoiesis)

하는 실존이 얼마나 타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가 를 문제 삼는다(kenosis) .

특히 레비나스는 인간의 주체성을 타인을 대신한 삶 으로 매우 급‘ ’(la susstitution)

진적으로 해석한다.29) 부정할 수 없는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자기비움의 통찰,

은 인간과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하는 경계의 메타몰포시스 다는 점이다‘ ’ .

그와 같은 인격적 문화적 사회적 경계의 변형과 체현 그리고 내면화는 지금도, , ,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신 최후의 사회4. ,

비움의 개념은 근원적으로는 형이상학적 신학의 사유에서 신 존재를 위배하는

대항력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조명하는 사변

범주 다 오늘날 무로부터의 창조 관념은 성서적 전승에 대한 재구성 속에서 혼.

돈으로부터의 창조로 점진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하고30) 결의론적 관점 속에서 사,

랑으로부터의 창조로 적극적으로 재조명된다 무와 비움을 공허와 소멸로 바라보.

는 관점을 넘어선 긍정은 유용한 사변적 요청과 통찰이었다.

존재론적인 무에 대한 접근은 이제 스콜라철학적 사유에 대한 해체와 다차원적

실재론을 구축하려는 기획 속에서 인식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실재론적으로 새, ,

27)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 ( : , 2004), 70-71.『 』

28)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 안 옮김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 ( : , 1996), 86-87.『 』

29)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 안 옮김 시간과 타자/ , (1996), 7.『 』

30) Catherine Keller, The Face of the Deep: A Theology of Becoming (London: Routled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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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재구성된다 이제 무는 존재와 실존의 탄생에서 작동되는 생성의 논리이며.

양각적 존재의 음각이다 적어도 무와 존재가 현실 속에서 매우 긴 하게 연동되.

어 있음은 위에서 검토하 던 무와 존재에 대한 현대성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무는 일종의 창조성과 창발성의 역이며 베이트슨에,

있어서 공은 마음이 출현하는 고도의 생태계적 가능성의 역이다 무에 대한 개.

별자들의 접속과 생태계적 해석 속에서 현실은 탄생된다.

비움은 단순히 신 존재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케노시스와 관련된

핵심 정신이 된다 그것은 사랑이며 생명의 본성이다 세계의 모든 질서가 보여주. .

는 부정적인 자기생성의 문법과 대립하는 케노시스는 오히려 생명의 문법이며‘ ’

생명의 질서로 격상된다 그리스도교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의. “ ”

자기 비움을 신의 계시사건으로 고백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기비움과 케노,

시스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기쁨과 세계의 새창조가 등장한다고 충분히 헤

아릴 수 있다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창조의 지속), (creatio continua),

새 창조(creatio nova 의 세 양태의 문법을 관통하는 자기비움이 지니고 있는 존재)

론적 윤리적 화용론적 함의는 결코 소흘히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

신의 케노시스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자신의 자리를 얻는다 그러나 생명의 자기.

비움의 현상은 생명의 본질이자 이전의 생명의 능력을 초월하는 경험이다 인간의.

자기제한과 자기비움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되게 하며 결

과적으로 생명의 고양된 특질을 보여준다 성서의 인간론과 문명론은 이를 잘 드.

러낸다 인간 실존이 대면하고 있는 무와 비움 그것은 공허함과 적막함이 아니라. ,

이전의 생명경험이 사멸하지 않고 오히려 객체적 불멸성(objective immortality)31)

에 의하여 전개되는 세상의 모든 거룩한 전유물이 보존된 신의 기억의 공간이다.

그 비움의 공간은 다시금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새창조의 무대이

다 신이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는 더 고양된 능력이다 피조물. .

이 자신을 비우는 것은 소멸과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 을‘ ’

생명의 새로운 현실성 으로 변환하는 사랑과 창조의 행위이다 이러한 우리의 케‘ ’ .

노시스의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기소멸이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신의 사랑과

31) Alfred North Whitehead, “Immortality,” Harvard Divinity School Bulletin 7 (1941-42) (Harvard

University), 5-21. Cf. Chul Chun, Kreativit t und Relativit t der Welt beim fr hen Whitehead:ä ä ü
Alfred North Whiteheads fr he Naturphilosophie (1915-1922) - eine Rekonstruktionü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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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창조의 무대에 우리가 초대받음을 뜻한다.

무 공 자기비움은 명사보다 동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 공 자기, , . , ,

비움의 풍성함을 촉발할 것이다 그 자리는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

것 생명과 자유와 초월을 촉발하는 긍정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케노시스를 생, .

명의 원리로 고백하고 비움을 실천하는 이들의 깊은 종교적 인문학적 통찰은 바로-

그것을 발견한 이들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제한 행위보다 더 신의 강력함. “

을 나타내는 것은 없으며 자기 비하 행위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다, .”32)고 말하

다 여기 기울어가는 세월호 안에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
건네준 어느 학생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환대와 이별의 행위와 같은 것들 에서 인–
간의 구원과 생명의 참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인류

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비움은 타인을 향해 자기의 권리를 주는.

것 혹은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포기가 율법이나 계약이나 의무를 넘, .

어선 자유로운 포기인 경우라면 이는 매우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

실로 자기비움과 케노시스를 본령으로 하는 사랑의 실재론 의 문화 사회적 구‘ ’ -

상이 우리시대에 더욱 요청된다 공고하게 짜여진 개인적 사회적 블록과 경계와. -

국경의 메타몰포시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케노시스의 정신 케노시스에서, .

열리는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탄생이었던 것 같다 허나 어느 때보다.

고독 배제 폭력이 우리를 엄습하는 현대의 그늘에서 자기비움 개방성 환대를 어, , , - -

떻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더 공적으로 고민하고 사유해

야 할 것이다.

신은 그를 비우고 그의 아들을 거두면서까지 세계를 창조하 다고 한다 최초의.

신과 최후의 사회 사이 어디인가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이제 우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자신을 비워 자유의 공동체(communis libertatis 를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를)

질문할 때이다.

32) J rgen Moltmann,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Johnü
Polkinghorne (ed.),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200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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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Leaving the People Alone (wuwei) vs. Exalting the Worthy

(shangxian): An Analysis of Zhuangzi’s Thought on

Governance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무위 재능을 칭송하는 것( ) vs.
상현 장자의 통치관에 대한 분석( ):

탄밍란 산동대학교

Tan, Mingran Shandong University

Abstract

장자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순박하고 욕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만족하며 인의나 충효와 같은 말들을 모르, ,

는 것이 이상적인 통치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치 복숭아나무와 자두나. ,

무가 제각기 꽃을 피우고 호랑이와 양이 제각기 살아가듯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

에 따라 생활하며 서로를 모방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보전하거나, .

이런 상태로 회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 즉, 무위이다 또한 어진 이나 지혜로운 이를 예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어짊이나 지혜는 인간 본성인 도와 덕의 특수한 표출에 지나지 않으며. ,

세계의 참된 모습을 완전히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성급히 칭송하는 것.

은 도와 덕을 퇴색시키며 사람들 간의 경쟁과 갈등의 산실이 된다 바로 이 때문, .

에 장자는 노담을 통해 사추에게 당신은 인의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한 것이다 재능 이 다수의 의미를 지니기 때” . “ ”

문에 우리는 재능 칭송 에 대한 장자의 비판을 인의와 지혜의 관점에서 설명하, “ ”

고 장자의 비개입통치 촉구를 논의하며 끝맺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들어가기, .

전에 우리는 우선 재능과 지혜의 의미를 정의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장자의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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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1. The Worthy and the Sage

As is known, both Laozi and Zhuangzi disfavor the doctrine to exalt the worthy.
The former regards it to cause competition among the people (Chan 1963:140);
while the latter claims, “The people will fight each other for power and profit if
the worthy is exalted” (Guo 1993:775). Then, what is talent/xian?

According to Xu Shen, the original meaning of xian is “having a lot of money”
(Xu 1963:130), and Zhuangzi still continues this usage when he says, “to share
one’s wealth with others is called talent/xian” (Guo 1993:845). However, both
Confucian and Mohist texts emphasize its derivative meaning one’s excellence in―

virtue and morality, while Daoist texts add that the worthy also refers to a person’s
superior capability, knowledge and wisdom. For example, Mozi recommended
discerning the worthy according to their virtue (Sun1986:26); Wang Bi interpreted
“talent” as ability (Laozi 1989:1). Zhuangzi interprets it to be knowledge when he
concludes it to be “the ruler’s mistake to favor knowledge” after he criticizes those
people for their leaving their parents and monarch and learning from the worthy
(Guo 1993:357).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talent/xian mainly refers to a person’s
excellence in virtue, ability and knowledge, and Zhuangzi also attacks it from
these aspects.

If talent/xian means a person’s excellence in morality, ability or knowledge,
sageness/sheng will mean the perfect state a person has accomplished in one or all
these aspects. Talent and sageness are same in essence but different in degree, so
Zhuangzi groups talented scholar and the sage together (Guo 1993:997) while
Wang Bi interpreted “sageness/sheng and wisdom” as “superior in ability” (Laozi
1989:5). Ge Hong indicated that a person would be called a sage if he was葛洪

skillful and excellent in one profession. He numerated Yan Ziqing and Ma子卿严
Sui as the sages of chess, Wei Xie and Zhang Mozi as the墨子马绥 卫协 张
sages of calligraphy (Ge 1993:976). When Mencius classified Boyi as the伯夷

sage of uprightness, Liu Xiahui as the sage of harmony, and Yi Yin柳下惠 伊尹

as the sage of responsibility (Zhu 1983:315), he still continued this tradi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highest realm of sageness is that one is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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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pable in everything. To the sentence “Wisdom will make one’s plan
practicable; while perspicacity will make a person sagely”, Kong Anguo annotated,
“sageness is that a person can manage everything” (Kong & Kong 1993:188).
When Zhuangzi says, “the sage knows the reality of the world and follows the
decree of Heaven”, he also means that the sage knows the reality of the ten
thousand things and follows the natural course and thus can accomplish everything
(Guo1993:507). Moreover, when Zhuangzi claims, “the sage penetrates the
complicated human relationship and unites all things into a single body, yet he
does not know why it is his inborn nature” (Guo 1993:880), he is talking about―

the sage’s ability to see all things as one and to deal with all things properly. But
it should be noted that Zhuangzi rejects to expose the sage’s ability to the people
in the world, which will cause the people to imitate the worthy and sage and to
compete and fight each other.

In short, talent and sageness are same in essence, but different in degree in
ability, virtue or knowledge. For this reason, when Laozi and Zhuangzi criticize the
proposition to exalt the worthy, they will definitely go on to abandon sageness and
discard wisdom.

2. Zhuangzi’s Criticism of Talent and Sageness

Zhuangzi explains the infeasibility of talent exaltation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alent and ability can only bring more troubles and harm to the worthy.
Zhuangzi finds that human nature is to seek profit and avoid harm, and common
people do not seek profit because they do not know where profit lies. Once they
find the chance to gain profit, they will crash in like a swarm of bees. Therefore,
fruit trees get their branches and twigs broken because of their produces; Shun 舜

and Yu got their bodies withered and their minds exhausted because of their禹

humanity and righteousness. As a result, the fruit trees cannot survive those useless
trees, while Shun and Yu could not enjoy a carefree life as those handicapped.

Zhuangzi goes on to point out that a worthy person will be utilized or followed
by the populous if he shows capable and talented. When Geng Sangchu 庚桑楚

governed the Weilei district very well and got its harvest plentiful, the畏壘之墟

local people planned to deify him and hoped to get more benefit. When Lie Yukou
showed talented during his journey, he was firstly given free porridge and列御寇



376

then followed by many disciples. But worse is that the worthy person will be
hated and harmed if he is proud of his talent and wisdom. For example, Guan
Longfeng was killed by King Jie of the Xia, Bi Gan was killed by關龍鋒 桀 比干

King Zhou of the Shang, and Wu Zixu was killed by Fu Cha , the紂 伍子胥 夫差

king of State Wu, because they three were proud of their foresight and wisdom
and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ir superiors.

Although Zhuangzi shows disfavor to the show off of one’s talent, he does not‐
embrace uselessness and incompetence completely either. It is known that he
demonstrates much appreciation of the useless trees and the handicapped who can
protect themselves from harm and enjoy a long life in Ren Jian Shi, but he is also
shocked by the miserable end of the goose that cannot crackle in Shan Mu. He
answers his disciple that he will stay between ability and inability, but denies it
immediately. He suggests “climbing up on Dao and its virtue to go drifting and
wandering” (Guo 1993:668), which means to forget all human distinction between
usefulness and uselessness, life and death, but go along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flux of qi. In other words, he will avoid the trouble and harm of human world
by being content with the situation and time and listening to the transformation.

Second, the worthy can only ruin a state and harm the people if he governs
them with his talent and wisdom. In Zhuangzi’s view, virtue, ability and
knowledge are only specific manifestations of Dao and can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ten thousand things, so what is suitable for A will not be suitable for B.
Therefore, the best way is to leave things alone and let them develop by
themselves. In this way, the spiritual person on the remote Gushe Mountain
protects things from sickness and plague and makes crops harvested (Guo
1993:28). In contrast, when Yao governed the world with humanity and
righteousness, he was criticized to judge the world situation with one sided view
(Guo 1993:861), and ignore the diversity of the world, and thus not be able to
govern the world well. For this reason, Zhuangzi concludes, “Yao knew only that
the worthy could benefit the world, but did not know that they could also harm
the world” (Guo 1993:861). In Zai You, Zhuangzi points out that some worthy
people are proud of being acknowledged by the populous and believe that they can
help their rulers to achieve a better governance than Yao and Shun’s, but do not
realize that their actions can only lead to the ruin of their rulers’ states and
families (Guo 199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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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ail, Zhuangzi firstly opposes the policy to exalt the worthy. With regard to
the proposition, “A ruler should be courteous and temperate, pick out and promote
those loyal and public spirited people and allow no favoritism”, he laughs at it as‐
“The mantis waves its arms angrily to stop an approaching wheel it just isn’t up―

to the job” (Guo 1993:430). Moreover, this proposition will also attract snobbish
people to the court and cause more troubles. In Geng Sang Chu, Zhuangzi accuses
Yao and Shun’s talent exaltation as focusing on details but forgetting the whole. It‐
is like replacing walls and fences with weeds and brambles, or like a man who
picks out which hairs of his head he intends to comb before combing it; or who
counts the grains of rice before he cooks them. Such bustle and officiousness―
how can it be of any use in saving the age? (Guo 1993:774 775; Watson‐
1968:250). He warns that the people will trample over each other if the men of
worthy are promoted; and the people will filch from each other if the men of
knowledge are employed. Moreover, people will very soon turn wisdom and
knowledge into the instrument for profit earning, and make the world more chaotic.‐
Hence, Zhuangzi states, “The source of all great confusion will arise from Yao and
Shun’s measures, and it will last for one thousand years”(Guo 1993:774 775;‐
Watson1968:250).

Secondly, Zhuangzi rejects the appointment of the worthy person to a position
directly. In Xu Wu Gui, Guan Zhong acknowledged Bao Shuya to be a worthy
person, but indicated that Bao Shu Ya emphasized too much on talent and ability
and could not tolerate other people’s incompetence and shortcoming. If he were
given charge of the state, he would be sure to tangle with the king on the higher
level and rile the people below him, and make the state more disorderly (Guo
1993:845; Watson 1968:269). In Wai Wu, Lao Laizi criticized Confucius for his
catering for the populous with benefits, attracting them with fame and dragging
each other into secret schemes, which would make trouble for ten thousand ages to
come because he could not bear to watch the sufferings of one age (Guo
1993:930; Watson 1968:297). In Lie Yu Kou, Zhuangzi again used Yan He to
criticize Confucius for his decking feathers with paint, speaking flowery words and
mistaking side issues for the crux, which would induce the people to turn the
backs on reality and study hypocrisy (Guo 1993:1050). From Zhuangzi’s point of
view, the true governance is to accommodate the people without favor or disfavor,
to share the people with virtue instead of instructing the people with knowledge.
He thus suggests the ruler to act in accordance with human nature and forge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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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artificiality.

Thirdly, in Zhuangzi’s view, the so called worthy person is actually assuming‐
Heaven’s achievement when he thinks he has helped others get something done. In
Lie Yu Kou, Huan assumed he made his younger brother be a Mohist scholar, and
blamed his father for his non recognition, but did not realize that his younger‐
brother became a Mohist because of his own inborn nature and talent; just as the
man of State Qi assumed that he got the water in the well he dug, but forgot that
the water originally came from the spring underground (Guo 1993:1042 1043). For‐
this reason, Zhuangzi indicates that everyone’s future is determined by his own
talent and nature, not by education, and the worthy and sage should stop believing
that their teachings can do good to other people. Leaving the people alone, not self
assuming, the world will be peaceful and orderly.‐

In contrast to his criticism of the worthy, Zhuangzi sometimes criticizes the
sages, while sometimes acknowledges and praises them depending on the
Confucian or Daoist contexts. Zhuangzi openly criticizes the sages in the outer
chapters although he already has this intention in the inner chapters. He mainly
attacks the sages for their disturbing human nature and destroying Dao and its
virtue with humanity, righteousness, ritual propriety and music, or their engaging in
active governance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ings alone. In Xiao Yao You,
Zhuangzi illustrates this criticism through comparing Yao as bonfire while Xu You
as sun and moon (Guo 1993:22). In Pian Mu, he indicates that Shun used
humanity and righteousness to disturb the world and made both him and the
people tired from practicing them, and forgot their inborn nature (Guo 1993:323).
In Ma Ti, Zhuangzi accuses the sages of breaking Dao and its virtue for the
establishment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which leads the people to covet
knowledge just as seeing something on tiptoe and to compete for profit, which
cannot be stopped (Guo 1993:336, 341; Watson 196:106).

In Que Qie, he indicates that the sages brings little benefit to the world but
much harm (Guo 1993:346; Watson 1968:109) because the sage’s wisdom will be
used as instrument to obtain profit by the traitors and robbers and cause more
troubles for the people once it is exposed in public. The consequence will be to
enact strict laws and penalty and to arrest more criminals. For this reason,
Zhuangzi asks, “Who can convince me that sageness and wisdom are not in fact
the wedge that fastens the cangue, tha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not 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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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op and lock of these fetters and manacles? How do I know that Zeng Can
and Shi Qiu are not the whistling arrows that signal the approach of Jie曾參 史鰌

and Zhi ? Therefore, I say, cut off sageness, cast away wisdom, and the桀 跖
world will be in perfect order” (Guo 1993:377; Watson 1968:118).

Zhuangzi’s praise and acknowledgment of the sages appear in many chapters of
the very book. He thinks that the sage understands the reality of human life and
accepts the fate, penetrates all things as one, does nothing but following the
natural course. So the sage “observes Heaven but does not assist it with human
effort, completes his virtue without effort, abides by Dao without deliberation,
matches humanity without assurance, approaches righteousness without
accumulation” (Guo 1993:398; Watson 1968:125). Although the sage
accommodates the whole world and benefits the people, the people do not know
who he is due to his non interference. Although the sage expresses his love and‐
humanity to the people, he does them spontaneously without knowing the reason
just as eyes see things and ears hear sounds. Hence, Zhuangzi says, “The sage
loves other men, and men accordingly pin labels on him, but if they do not tell
him, then he will never know that he loves other men. Whether he knows it or
does not know it, whether he is told of it or is not told of it, however, his love
for men remains unchanged to the end, and others can find endless security in it.
It is a matter of his inborn nature.” (Guo 1993:882; Watson 1968:282)

3. Dao and Its Virtue vs. Humanity and Righteousness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important virtue the worthy and sage should
have; however, in Daoist context, they are regarded as the derivatives of Dao and
its virtue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before the latter. Zhuangzi says, “Virtue is
harmony; Dao is principle. Humanity is the state that nothing is beyond the scope
of virtue; righteousness is the state that nothing is beyond the order of Dao” (Guo
1993:548; Watson 1968:171). In Tian Dao, Zhuangzi directly states that names,
merits,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the branches of spirit while spirit is
identical with Dao (Guo 1993:486). Therefore, when a ruler governs the world, he
should attach to the root Dao and its virtue, not the branch humanity and
righteousness; he should grasp Dao and its virtue firstly and then go on to
consider humanity and righteousness. The so called sage’s mistake is to replace the‐
root with the branch, Dao and its Virtue with humanity and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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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Zhuangzi warns, “Without the destruction of Dao and its Virtue, there
would be no use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It is the sage’s fault to destroy…

Dao and its Virtue for the purpose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Guo
1993:336). Then he suggests “uniting with Dao, matching its Virtue, abandoning
humanity and righteousness and rejecting rituals and music” (Guo 1993:486), and
returning the non interference governance.‐

In Pian Mu, Zhuangzi admits tha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the functions
of the five vital organs, but does not regard them as the normal state of Dao and
its virtue (Guo 1993:311). He assumes them to be the special state of human
ability just as Li Zhu’s eyesight and Shi Kuang’s hearing are the abnormal state of
human eyes and ears, and thus cannot be emulated by common people. Therefore,
when Zeng Can and Shi Qiu promoted humanity, they were truly tearing out the
Virtue given the people and stifling their inborn nature in order to seize fame and
reputation (Guo 1993:314). Because Zeng and Shi found that common people
cannot practice humanity and righteousness as they did, they were always in the
state of worry (Guo 1993:317). But this in turn demonstrates tha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not the reality or normal state of human life. For Zhuangzi, the
reality of human life is the inborn state of human beings, i.e., what you are carved
to be, you just are what you are, and do not need to emulate others by changing
yourself. Therefore, Zhuangzi concludes, “My definition of goodness has nothing
to do with humanity and righteousness, but means good in one’s Virtue; my
definition of goodness has nothing to do with humanity and righteousness, but
means following the true state of one’s inborn nature” (Guo 1993:327; Watson
1968:103). In other word, let fish swim in water, let birds fly in the sky, all things
grow by themselves and fulfill their potential; this will be the true goodness.

Zhuangzi’s thought has been succeeded by Wang Bi in his annotation to the
Laozi. Wang Bi claims tha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not Mother but what
Mother has given birth to. He further specifies Mother as Virtue, while Virtue
comes from Dao (Laozi 1989:10). Therefore, when a ruler abides by Dao and
unites the ten thousand things with Virtue, he will be able to put the world in
order without getting himself tired. Moreover, by attaching to Dao and its Virtue,
the ruler will be able to expose humanity and righteousness and promote ritual
propriety and respect. Otherwise, he would make humanity as the means to show
sincerity, righteousness the means to compete with and rituals the means to fight
each other if he used his wisdom and focused on forms and shapes (Lao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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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Therefore, although Wang Bi interprets sageness and wisdom as the
excellence in talen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s the excellence in human
affection, he thinks them as the decoration of human nature and cannot be the
proper means to govern the world. So, like Laozi, he asks to subsume them under
less desires and simplicity which are identical with the following of Dao and its
Virtue (Laozi 1989:5).

Now tha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branches while Dao and its Virtue are
root, if a ruler wants to preserve the true forms of human nature and prevent them
from deviating Dao and its Virtue, he can use humanity and righteousness
temporarily as a measure of expediency. So Zhuangzi says,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the straw hut of the previous kings. People can stop there for
one night but cannot stay there for long. A lengthy stay will invite many
reproaches” (Guo 1993:517; Watson 1968:162). In other words, if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imposed on human beings, they will agitate their mind like a
poison and cause incomparable chaos (Guo 1993:522; Watson 1968:163). Zhuangzi
further explains that humanity and righteousness are not human nature as
Confucius assumed. With regard to Confucius’s definition of the content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as “impartiality and compassion, unselfishness and
universal love”, He uses Laozi to argue that universal love is superfluous action
while unselfish reflects the existence of selfishness. He then suggests Confucius to
go along with Virtue in his action and follow Dao in his journey, and not to carry
the flags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just as a person is looking for an escaping
man by beating a drum (Guo 1993:479; Watson 1968:150), for if he can follow
the nature of things to act, he will love them to the utmost and will not need
universal love.

In Xu Wu Gui, Zhuangzi uses Xu You to indicate that Yao’s practice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will be laughed by the people in the world and cause
the miserable result that people consume each other in later generations. He warns
that human instinct is to seek profit while avoid harm, and Yao’s practice will
open the chance for the people to compete for profit and satisfy desires. He says,
“Love and benefit are the products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There are few
men who will offer humanity and righteousness, but many who will take advantage
of them. Therefore, if the practice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is not done
sincerely, it will become the instrument to earn profit for the rapacious person who
is as greedy as birds (Guo 1993:861; Watson 1968:275). Much worse i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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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eding rulers or practitioners will use penalty and force to calm down the
people when they cannot satisfy the people’s greedy desires. In Zai You, Zhuangzi
describes how the practice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has led to the execution
and imprisonment of criminals. In his view, after the Yellow Emperor used
humanity and righteousness catered for the people, Yao and Shun were worn out
to the degree that their thighs had no muscle while their calves had no hair in
order to support the people. They grieved their five vital organs in the practice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and taxed their blood and breath in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tandards. But still some men would not submit to their rule, and so
they had to exile them to remote frontiers. This shows that they could not get all
people satisfied. By the time the kings of the Three Dynasties appeared, the whole
world was in great consternation indeed. On the lowest level, there were men like
the tyrant Jie and Robber Zhi; on the highest, men like Zeng Can and Shi Qiu,
and the Confucianists and Mohists rose up all around. Then, the joyful person and
the angry one suspected each other, the stupid and the wise duped each other, the
good and the bad renounced one another, the true and the false argued each other,
and the world sank into a decline. There was no more unity to the Great Virtue,
and the inborn nature and endowment shattered and fell apart. The world coveted
knowledge and the hundred clans wanted to get all of it. In order to pacify the
world, the ruler thus used axes and saws to punish, ink and plumb lines to correct,
and mallets and gouges to execute the people. Therefore, the world, muddled and
deranged, was in great confusion because the human minds were disturbed (Guo
1993:373; Watson 1968:117). In an effort to avoid this miserable consequence,
Zhuangzi suggests returning to non interference, following Dao and its Virtue‐
without disturbance, so in one place, he says, “To cultivate your mind. If you stay
in your place without action, the ten thousand things will transform themselves”
(Guo 1993:390); in another place, he claims, “The kings of the world in ancient
times what need had they for action? Just followed Heaven and earth, that is all”―

(Guo 1993:476; Watson 1968:148). The so called non action, Heaven and earth all‐ ‐
refer to abiding by Dao and its Virtue, leaving all things alone.

4. Knowledge vs. Spirit

One aspect of talent and sageness is knowledge, wisdom and cognitive ability,
but both Laozi and Zhuangzi reject using them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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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Zhuangzi thinks that knowledge cannot disclose the wholeness and reality
of Dao, and can cause people’s competition and prejudice only. He calls the
attachment to knowledge as the death of mind/xinsi (Guo 1993:51), and asks心死

people to get out of the imprisonment of knowledge. Using the sacred turtle as an
example, Zhuangzi indicates the deficiency of knowledge. That is, the sacred turtle
could appear to Lord Yuan of Song in a dream but it could not escape from Yu
Ju’s net; it knew enough to give correct instructions to seventy two queries but it‐
could not escape the disaster of having its belly ripped open (Guo 1993:934;
Watson 1968:299). The reason is that it was blind to the great knowledge when
being fond of its small knowledge. Its small knowledge is its knowledge of details
but ignorance of the whole and the inter relation among things. The great‐
knowledge refers to the union with Dao, the intuition with one’s spirit and the
abandonment of seeing, hearing and cognitive analysis. Supposed the sacred turtle
could unite all things as one and intuited all happenings around the world, it
would easily have avoided Yu Ju’s capture.

Zhuangzi also calls knowledge as perspicacity/ming , and sees it far inferior明
to spirit/shen . He says, “Perspicacity is no more than the servant of things,神

while spirit can respond them completely. Perspicacity is inferior to spirit from‐
long ago this has been the case. Yet the fool relies on his knowledge and imposes
it on other people. Surely he will not get any achievement, isn’t it pitiful!” (Guo
1993:1064; Watson 1968:361). Hence, due to the limit of knowledge and
perspicacity, Minister Zhong knew how to save State Yue, but did not大夫種

know how to save himself; while Prince Bi Gan and Wu Zixu could not save
either their lords or themselves.

Second, the limit of knowledge determines that it is not applicable to the
governance of a state. Laozi has realized this limit and says, “To rule a state by
knowledge and wisdom will be to the detriment of the state; not to rule a state by
knowledge and wisdom will be a boon to it” (Laozi 1989:16). Wang Bi further
explained, if a ruler exhausted his knowledge to obtain foresight, employed his
intelligence to do worldly affairs, he would cause the treacherous person’s plan
more carefully thought out although he got the truth; he would make the people‐
lose more honest and loyalty although he got enough praises. Therefore, his labor
made social affairs into a mess; his governance made the state into chaos; and he
brought more harms to the people although he exhausted his sageness and wisdom
(Laozi 1989:10). Wang Bi found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people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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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 in using knowledge and wisdom, i.e., when the ruler supervised the people
with his perspicacity, the people would respond him in the same way; when the
ruler suspected the people, the people would suspect him too. This competition
would finally cause the people to be tricky and disloyal, and make the state more
difficult to govern. For this reason, Wang Bi said, “Alas, no harm is more
destructive than the use of perspicacity in governance” (Laozi 1989:12). Therefore,
Laozi advised not to improve the people’s knowledge but make them more
ignorant. Although the people were ready to watching and listening to the sage,
the sage treated them just as parents comforted their babies, and told them nothing.
Then the people would return to simplicity and honesty and the world would be
put in order.

Zhuangzi succeeds Laozi and insists that small knowledge will harm Virtue and
small practice will destroy Dao (Guo 1993:556). He blames the sages for their
promotion of humanity and righteousness which have caused the people to be
tricky and snobbish and to lost their simplicity and honesty, just as horses are
stimulated to know how to resist and take off bridles. He also laments that
sageness and wisdom will become the tool to usurp the throne and obtain profit,
just as Tian Chang usurped the throne of State Qi from the Jiang family and田常

the common people took immoderate profits from killing other creatures. Hence, he
concludes, “As long as the people in high places covet knowledge without respect
to Dao, the world will be in great confusion Therefore, the world often fall into…

great confusion, and the blame lies in the coveting of knowledge” (Guo 1993:359).
So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Zhuangzi will criticize the Three August Ones and
the Five Emperors for their governance with knowledge. He condemns their
knowledge more harmful than the tail of scorpion. It has blotted out the brightness
of sun and moon above, sapped the vigor of hills and streams below, and
overturned the round of the four seasons in between (Guo 1993:527; Watson
1968:165).

Then how to use or dispose of knowledge and cognitive ability? Zhuangzi
provides a recipe and says, “The men of ancient times who practiced Dao
employed tranquility to cultivate his knowledge. Yet they lived and never used
knowledge for any purpose, which can be called to employ knowledge for the
cultivation of tranquility. Knowledge and tranquility take turns cultivating each
other, and harmony and principle would emerge from their inborn nature”. (Guo
1993:548; Watson 1968:171). In other words, the ancient men always rem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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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 and did not use knowledge to destroy their tranquility, and so made
harmony and principle emerge from their inborn nature. As harmony and principle
are identical with Dao and its Virtu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ncient men
always abided by Dao and its Virtue and followed the natural course without
deliberation, and then achieved the world of Perfect Unity in which all things got
their places and human beings had no use of their knowledge (Guo 1993:550;
Watson 1968:172).

5. Non interference and the World of Perfect Virtue‐
Laozi and Zhuangzi have found that the expression of any preference or

governance will stimulate the people’s desires, cleverness and tricks, and even the
promotion of goodness and beauty will soon turn them into their opposites, for
they will be alienated from their original state and become the tools for people’s
profit procuring. In order to prevent the rise of evils and tricks, both Laozi and‐
Zhuangzi recommend non interference and leaving the people alone, and say,‐
“Therefore the sage does nothing to other things and spreads doctrines without
words” (Laozi 1989:1). Without action and words, the people will find no
opportunity for the use of knowledge and the gain of profit and will stay in their
places, and so the world will be put in order. In such an orderly society, even
though some wise or clever men appear, they will not be able to disturb the peace
and harmony of the whole world if the sage does not praise or punish them but
leaves them alone. For this reason, the sage treats the good people and the bad
ones with the same goodness, and trusts the honest and the dishonest in the same
way. He just wants to calm down the people’s desires and make their minds more
muddled. Even though the people want to listen to or watch something from the
sage, the sage in turn treats them all like babies (Laozi 1989:12). In other words,
the sage aims to make the people more muddled and ignorant, so he dares not to
do anything that stimulates the people’s desire and competition, just as to make
water limpid by settling it quietly.

Zhuangzi continues Laozi’s thought and method, and indicates that Yao’s cater
for the people and Jie’s punishment of the people both caused them to lose their
inborn nature, and so their governance could not continue long but resulted in
endless disasters, for both catering and punishment would make the people please
and anger improperly and would not be able to stay in the place quietly. Th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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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o govern the people will be, the ruler will not be very close to the
people, and neither be very distant from them. He will embrace Virtue and
cultivate harmony, leaving the people as they are (Guo 1993:865; Watson
1968:277). Hence, if the ruler can accommodate without distinction and
interference, he will let the people reside in their own virtue and nature, and there
will be no need to govern the world.

Zhuangzi makes this idea more manifested in Tian Di. He asks the ruler to start
his governance from Virtue and get its completion by following Heaven. As Virtue
is what makes things as they are, starting from Virtue is actually to follow the
inborn nature of the ten thousand things, while following Heaven means following
the natural course without interference. Therefore, Zhuangzi says, “When the ruler
of remote antiquity governed the world, he did nothing, but followed Heaven and
Virtue only” (Guo 1993:403; Watson 1968:126).

Pertaining to Virtue, nature refers to the principle of life that each thing receives
and follows. If all things follow their nature, they will return to the Virtue and
then reunite with Dao or Heaven. Then, all things grow and develop naturally and
human governance will be unnecessary. Therefore, Zhuangzi states, “Those who
shepherded the world in ancient times were without desire and the world was
satisfied; without action and the ten thousand things were transformed; being deep
and silent and the hundred clans were at rest” (Guo 1993:404; Watson 1968:127).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Zhuangzi did not go to the extreme to deny
governance, humanity and righteousness without reservation. His main purpose is
that a ruler should base on Heaven and earth, Dao and its Virtue and non‐
interference to govern the world, and be cautious about using his own wisdom and
knowledge to disturb the people’s lives and nature. Nevertheless, depending on
situation, he can also use military campaign, penalty and reward, rituals and laws
to govern the people. What he should keep in mind is that all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means and trivia and should not be given any preference (Guo 1993:468
469; Watson 1968:146 Tiandao). Understanding Zhuangzi’s true attitude toward‐

governance, we will be easy to understand the description of the sage’s
governance: Assign offices so that no abilities are overlooked; promote men so that
no talents are neglected; always know the true facts and let men do what they are
best at. The sage acts and speaks for himself, but the people in the world are
transformed. At a wave of the hand or a tilt of the chin, all the people of th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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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will come flocking to him (Guo 1993:440; Watson 1968:137). To
elucidate this description with Wang Bi’s comment, we will read, “What is the
need to exalt it if only the competent is appointed? What is the need to value it
if only the utility is chosen?” (Laozi 1989:12). When the competent and the useful
are in their positions, all things will be done properly. Then the ruler will not fear
being cheated although crown with tassels block his eyes, and will not worry about
inattentiveness although yellow cotton fills his ears. Then what is the need for him
to examine the people’s like and dislike with his seeing and hearing? (Laozi
1989:12)

Conclusion

Like Laozi, Zhuangzi opposes the exaltation of the worthy person and asks to
abandon sageness and wisdom and to reject humanity and righteousness. He thinks
that any promotion will disturb the people’s normal life and generate the ethos of
competition and conflict, and provide the greedy and treacherous persons the tool
for profit seeking. In order to achieve a peaceful and harmonious society, the best‐
way is to accommodate the people without interference and to leave them as they
are. In Laozi and Zhuangzi’s view, the nature and minds of common people are
often in the state of ignorance and few desires. Without direction or stimulation,
they will not compete for profit, and neither know cheating and competition. Even
though some wise and clever people appear occasionally, they will not cause much
disturbance to common people’s lives if the ruler does nothing to them but leave
them alone. For this reason, Laozi asks to treat the good people and the bad ones
with goodness and trust the honest and the dishonest in the same way; while
Zhuangzi asks to accommodate the people and leave them alone. In this way, the
people will remain their simplicity and ignorance and won’t compete for profit,
and then the world will always be in peace and harmony.

In both Laozi and Zhuangzi’s view, the most harmful and disturbing to the
world is that the worthy and the sage awaken the people’s desires for profit and
fame with their wisdom, talent and virtue. With their promotion of wisdom, talent
and virtue, the people start competing for profit and fame and cannot be satisfied
with their inborn nature and normal living standard. The extreme will be that the
fool and the wise cheat each other and the good and the wicked criticize each
other, and no one knows what to follow and where to settle his life.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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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angzi not only criticizes the worthy who disturbs the people with their wisdom,
but also attacks those sages who mislead the world with humanity and
righteousness. From Zhuangzi’s analysis, the reason that the worthy and the sage
disturb the world is because they cannot stay in non action or contain their wisdom‐
and virtue within, but are eager to show off in public. This show off not only‐
disturbs the people’s normal lives, but will bring disasters to the worthy and sage
too. For example, Yao and Shun got exhausted in support of the people after they
promoted humanity and righteousness; while Guan Longfeng, Bi Gan and Wu Zixu
got themselves killed by their superiors due to their wisdom and knowledge.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oneself and to govern the people well, the best
way is to hide one’s knowledge and talent and to leave the world alone. This will
require one to awaken to Dao and its Virtue. Dao is what penetrates the ten
thousand things as one and guides their transformation. Virtue is the principle and
qi that each thing receive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Nature is the principle
of life that sustains a thing. Once a person understands Dao, Virtue and nature, he
will be able to let things alone and not to interfere with their development. He
will be able to achieve what the spiritual person in the Gu Ye Mountain has done

by consolidating his own spirit, he protects the ten thousand things from―

sickness and plagues and makes crop harvest plentiful. This also explains why‐
Zhuangzi says, “The men who understood Dao in ancient times first made clear
Heaven and then went on to Dao and its Virtue; having made clear Dao and its
Virtue, they went on to humanity and righteousness” (Guo 1993:471; Watson
1968:146). After understanding Heaven, Dao and Virtue, one will be able to
govern the world properly without interference. However, Zhuangzi does not deny
the value of humanity, righteousness, ritual propriety and wisdom simply, but
regards them as trivia instead of root. Depending on situation, the ruler can also
use them to govern the people 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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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umer society, which came into being on the back of international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last few centuries, has attached special importance the
competition based on the individualism and thus caused much conflict and
alienation. Moreover, the unceasing desire to process makes humans its slaves. In
such a consumer society, due to competition, conflict, outrage and hate between
men and men, the altruism and good feelings of others in the human heart have
disappeared, and severance, isolation, and alienation have become out of control. In
society, the reciprocity and complementary relations have been replac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the winner and the loser.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consumer society exis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man regards the nature not as the companion of the life but an–
instrument to satisfy his desires, and thus abuse and destroy it. As the result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is bringing about the total ruin all over the world.

In Confucian viewpoint, the nature is not some Creator or some tool without
vitality, but a living thing which unceasingly conceives and brings up other
creatures. Human being is also a part of this nature. All of schools of
Confucianism such as the studies of Principles ( ), the studies of Ether ( )理學 氣學

and the studies of Mind ( ), by nature, consider human being and all other心學

living things in the nature the equal existing things with the same inheren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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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human being is not merely something belonging to the nature. Man is made
up from the most excellent Ether ( ), thus he is the heart of the nature and the氣

universe, it means he achieves the standing of the subject of the life. However,
man is not some ruler of the nature or, conversely, something subordinate to the
nature. Man is the heart of the organic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nature. Hence he does not exist as a self-completion without relationship with
others in the nature. The self-completion can be attained only through the
completion of others, that means the realization of the essence of others or things
in the nature is conclud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essence of myself. However,
the realization of others’ essence is possible only through my careful consideration
and attention to them.

Here the problem is that man has not only the benevolent heart ( , ,大體 仁心 良

, etc.) which takes care of others and things in the nature, but also the知 明德

egoistic heart ( , , etc.) which pays attention only to his benefits. The小體 私欲 嗜欲

consumer society actively supports the latter, means the desires of the man, and
thus distorts and cover his essence. The desires of man make others and things in
the nature become instruments (for the satisfaction of those desires), promo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m, making a rough division between the inner and the outer,
the ‘other’ and the ‘me’, and as the result bring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nature and the total ruin of the world.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ake good the
selfishness and turn back to the man’s inner essence the benevolent heart if– –
that idea stays still in the mind. We need to take the unceasing effort to realize
our desires and overcome them, at the same time turn back to the innate essence,
which is the benevolent and charitable heart. The self-cultivation mentioned in
Confucianism is a process of climbing the fence of the selfish egos which isolate
the individual from others in every dimension such as rationality, sensibility,
feeling, instinct, intuition etc., and pursuing a life harmonious with others and
things in the nature. The thought of ‘subduing one’s self and returning to the
propriety ( )’ in Confucius, ‘reducing desire ( )’ and ‘accumulating克己復禮 寡欲

fairness ( )’ in Mencius, ‘becoming extremely sincere ( )’ and ‘attaining the集義 誠之

equilibrium and harmony ( )’ in The Doctrine of the Mean , ‘accomplishing致中和  
the mistery and grasping the transformation ( ) in Zhangzai, ‘fufilling the窮神知化

innate knowledge of the good ( )’ and ‘being close to the people ( )’ in致良知 親民

Wang Shouren and Jeong Je Du, ‘the realization of sincere mind ( )’ in Lee Yi,實心

‘empty heart ( )’ and ‘inter-promotion ( )’ in Park Ji Won etc., although虛心 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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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viewpoints of self-cultivation have different expressions, they all have the
same meaning according to which man overcomes his own desires and turns back
and realizes his benevolent and kind nature by taking care of things in the nature,
and from that manifests his role as the heart of the nature. That Confucian eco
self-cultivation, by healing the malady of the consumer society that incites the
desires of human beings, bringing about the conflicts and destruction, will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n and of course between man and nature, and
make man become the benevolent and kind subject. At this point, it can be said
that Confucian eco self-cultivation has its own usefulness even in the modern
society.

소비사회 공멸의 시대1. –
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점에 서있다 물질을 최고 가치로 삼는 소비사회 인. ‘ ’,

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을 도구화하고 무참히 짓밟는 파괴와 지배의 사회‘ ’,

인간조차도 삶의 동반자와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짓밟고 올라서야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문명 아래 살고 있다 자본주의와 소비사회’, .

의 병폐는 단지 인간사회의 갈등과 소외를 야기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도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이기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 간

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당연시한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성립된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산업주.

의의 이익의 극대화라는 대전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돈벌이가 되는 것,

이면 무엇이든지 허용한다.33) 산업주의는 끝없는 욕구와 성장을 옹호한다 또한 그.

것은 끝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생산과 소비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옹호한다.34) 산업주의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과 소비와 공해

그리고 공해로부터 파생되는 자연 재해 전쟁 불평등 기아는 일상적인 일 이 된, , , ‘ ’

다.35) 한국 사회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년대부터 산업화의 기치 아. 1970~80

33) 지음 노상우오성근 옮김 생태민주주의 교육과학사 쪽 참조Roy Morrison , , , , 2005, 6 .․  
34)같은 책 쪽 참조, 246 .

35)같은 책 쪽 참조,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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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우리에게 자연은 단지 경제개발과 욕망 충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

과했다 물론 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연환경과 생태. 2000

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란.

가면을 쓰고 생태복원이란 미명 아래 진행된 전국적 대강 사업에서 보여주는 것4

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연을 소중한 생명 또는 우리 삶의 동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개발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 나아가 자연 존재물.

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태어남도 사람과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 ,

가는 것도 사람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고 죽어서도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

그런데 그 더불어 사는 삶 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순자가 말했‘ ’ .

듯이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고 무력한 인간은 다른 생물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해 무리지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생존을 위한 욕구 뿐만 아( ) . ‘ ’群居

니라 물질 명예 권력 등에 대한 무한한 욕망 을 지니고 있다, , ‘ ’ .36) 그러다보니 사람

들은 한편으론 생존을 위해 모여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

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한다 서로를 보듬어주고 길러주는 공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서서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적인 것이다 신자유.

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불신과 경쟁이 산재해 있고 잠재해 있다 내.․
부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정, , , ,

치 현장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외부적으로 남북 간의 갈, ,

등 일본과의 독도와 과거사로 인한 갈등 중국과의 서해상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

둘러싼 다양한 갈등 등등이 있다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의식을 가진 주체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해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가면 달라진다 과학기술문명 산업문명. . , ,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지금 자연은 인간의 착취와 파괴로 신음하고 있, ,

다 인간은 가해자이고 자연은 피해자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연이 주체가 되어. .

인간과 소통하고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자연과 소통하고 화해하며 공생.

할 수 있는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다 인간은 욕망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타인 나아가 자연 존재물과 더불어 소통하고 화해하며 공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6) 등 참조, 1, 39-40 .荀子 性惡 榮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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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문명의 전환점에 서있다 로이 메리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폐. “

에 빠진 산업주의 사회를 생태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37)라고 주장한다.

프란츠 알트 또한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게 일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심장에서 일어날 문화혁명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지배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적인 시장경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38)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은 인간과 인간.

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생하는 생태문명이다 탐욕과 경쟁과 갈등의.

물질문명에서 배려와 돌봄과 공생의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연물은 단지 도구 수단

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을 정점으.

로 하여 우열을 나누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위계적 질서를 타파해

야 한다 그리고 차별이 아닌 다름 즉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 다양한 구성. , ,

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살피는 상생과 공생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유학사상은 인간 도덕성의 근원과 생명원리를 자연으로부터 찾고 바람직한 인,

간과 행복한 사회의 구현 방식 또한 자연과의 합일 에서 찾는다 신유학( ) .天人合一

의 경우는 사실상 유 불 도 융합사상으로서 그 안에는 자연친화( ) ( ) ( ) ( )新儒學 儒 佛 道․ ․
적이고 유기체적이며 생태론적인 요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발표자는 그.

동안 유학사상을 유가생태철학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본 발표에서.

는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기반한 소비사회의 문제점 즉 인간과,

인간의 갈등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갈등으로 인한 공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유가생태수양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생태수양론은 다양.

성을 지니고 있는 바 리학 심학 기학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 ), ( ), ( )理學 心學 氣學

볼 수 있다.

공생과 돌봄의 유가생태철학2.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 ’

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을 객체화하고 자연물에 어떠한 생명권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체의 기술적 조작을 정당화하는 기술지향적 태도와 자연의 파괴와

37) 지음 노상우오성근 옮김 생태민주주의 교육과학사 쪽Roy Morrison , , , , 2005, 28․  
38) 프란츠 알트 지음 박진희 옮김 생태적 경제기적 주양문 쪽, , , ( ) , 200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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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의식도 갖지 않는 탈생명윤리적 태도의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경제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환원주의식 학문 전통에 근.

거하여 우리 사회 전체 또는 생태학적인 환경과 관련된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성효율성국민총생산과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성장과 팽창만,․ ․
을 중요시하고 생산성의 향상에 혈안이 됨으로써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는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

은 세계를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 이‘ ’

다 유학사상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창조적 세계관이 아닌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

향한다 선진유학에부터 신유학은 물론 한국유학에 이르기까지 유학사상은 세계를.

생명이 없는 기계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생성하고 양육해 나

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서양 근대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제어와 힘의 지배라는 입장에 서 있는데 반해 유학사상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인 관계 공생과 상생의 관계를 중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 ) ,有機的

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유학사상에서 주장하는 생생불식 하는 자. ‘ (生生不息

기 조직성 과 기 에 의한 존재의 연속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호혜성과 상- )’ ‘ ( ) ’ ‘氣

생의 원리 는 우주자연을 생명이 없는 기계나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

스로를 생성하고 키워나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볼 수 있는 토대이자 하,

나의 유기체인 우주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함부로 파괴착취할 수․
없는 철학적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자연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치유하.

고 배려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이다.39)

서구 환경윤리학 분야에서는 모든 가치는 인간적 가치이며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인간 외의 모든 존재는 단순한 도구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정의되는․
인간중심주의 와 자연을 인간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도구적 자‘ ’ ‘

연관 을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주목한다 인간중심주의와 도구’ .

적 자연관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제한 개발과 도구화 즉 인간의 자연 정복지배, ․
에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많은 학자들이 환경윤리와 관련하여 유학사상.

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학은 생태중심주의보다는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유학사상은 서구 환경윤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중심주의가 아니.

다 유학사상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논의한 적도 없고 인간을 자연의. ,

정복자나 지배자로 규정한 적도 없으며 자연을 단순히 인간 욕망과 행복을 실현,

39)김세정 유가생태철학의 특성과 미래 환경철학 집 한국환경철학회 쪽 참조, , 20 , , 2015, 6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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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도구로 치부한 적도 없다 유학사상은 천인합일 과 천지만물. ‘ ’( ) ‘天人合一

일체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합일과 일체를 주장한다 유학’( ) .天地萬物一體

사상은 본원적인 기 의 차원과 리 의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만물의 본원적 평( ) ( )氣 理

등성을 주장한다 즉 자연만물은 본원적 차원에서 인간과 동일한 기 로 구성되. ( )氣

고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만물은 평등하다 유학에서는.

결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연만물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40)

유가철학에서 인간은 서구 인간중심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을 정복지배․ ․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자연에 종속되.

어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니다 또한 심층 생태주의에서와 같이.

자연물과 동일한 가치와 위상을 지닌 자연생태계의 평등한 구성원도 아니다 비록.

본원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만물이 평등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

다 심층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생명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인.

간과 자연의 존재물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 인간에게는 단지.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만이 주어질 뿐 총체적 책임감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 또는 정복자로서의 위상으로부터 자연생태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생태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자연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러한 사고는 자연계의 존재 가치를 위해 전지구적 진화의 최

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단지 자연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연생태.

계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생태 파시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심층 생태주의의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인간과 자연만물. ,

의 평등의 원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유학사상은 자연.

물과 다른 인간의 우수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러나. .

그 우수성은 자연 지배의 정당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살피고 치유

하고 돌봐야 하는 인간의 천부적 사명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는 인간이 본래 자연.

과 하나의 생명 체계를 이루지만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만,

물의 마음이라는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자연만물의 마음 즉 통각의 주체이기에. ,

40)같은 논문 쪽 참조, 7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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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만물의 손상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고 아프기 때문에 치유하고 보살피

게 되는 것이다.41)

유가생태수양론의 뿌리3.

생태계의 위기는 철학적 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적인 실천 활동을.

수반할 때에만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 또한 생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렇다면 유가생태철학이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양 이다‘ ( )’ .修養

먼저 유가생태수양론의 뿌리는 선진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자. ( , BC孔子

에게 있어 인간은 자연과 합일하고 공생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551~BC 479)

생태적 감수성 인 인 뿐만 아니라 물질 권력 명예 등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 ( ) , ,仁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망이 조절 없이 분출되면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자연 또한 남획되어 인간과 자연이 공멸할 수 있다 공멸을 막.

고 인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극기 라는 수양이‘ ( )’克己

필요하다.42) 극기를 통해 인을 회복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

며 내가 달하고자 하면 남도 달하게 해주는 서 의 수양 과정이 수반될 때( )恕

비로소 인 이 실현될 수 있다( ) .仁 43) 자연존재물에 대해서도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고 주살질은 하되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는44)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인

간의 생존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자연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지켜나가려는 노력 생,

태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전개된다.

맹자 는 먼저 무성했던 우산 이 인간의 지나친 벌목( , BC 371~BC 289) ( )孟子 牛山

과 방목으로 인해 헐벗은 민둥산이 된 예를 통해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자연생태

계의 순환적 재생산 구조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45) 이에 맹자는 자연생태

계의 건강과 인간 생존을 위해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의 본성과 질서에 순

41)같은 논문 쪽 참조, 74~77 .

42) , , “ . : .”論語 顔淵 顔淵問仁 子曰 克己復禮爲仁  ｢ ｣
43) , , “ . : , .”, , , “ , ,論語 顔淵 仲弓問仁 子曰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 ｣   ｢ ｣

.”己欲達而達人

44) , , “ , .”論語 述而 子釣而不網 不射宿  ｢ ｣ 弋
45) 참조, 8 .孟子 告子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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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면서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과욕 을 수양의 한 방법으로 제안한‘ ( )’寡欲

다.46) 과욕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생존 욕구는 인정하되 다른 사람과 자연 존

재물들을 파괴시키고 손상시키는 과도한 욕망과 탐욕은 부정하는 것이다 과욕은.

나도 살고 다른 존재물들도 살리는 공생의 방안이다 맹자는 또한 생태적 수양 방.

법으로 물망 물조장 의 조화 를 주장한다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의( ) ( ) ’ .勿忘 勿助長․
질서와 생명 원리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하는 바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 ( )勿忘

고 인위적으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勿助長 47)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란 결국은 이

러한 자연의 질서와 원리에 근원하는 것이며 인간은 조장하지 않는 무사 와, ( )無事

잊지 않는 유사 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리듬에 부합하( )有事

면서 인간은 물론 자연물의 생명을 건강하게 양육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48)

우주자연의 생명 본질 을 성 으로 규정하는 중용 에서는 성을 실천으( ) ‘ ( )’天道 誠  
로 이행하는 것 즉 성지 를 인간의 생명 본질 로 규정한다, ‘ ( )’ ( ) .誠之 人道 49) 성지‘ (誠

는 선을 택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인위적인 노력의 과정 으로)’ ‘ ( ) ’之 擇善而固執

정의된다.50) 지성 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본성 나아( )至誠

가 자연만물의 본성을 실현시켜줌으로써 천지의 만물 화육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

여할 수 있다.51) 이 과정이 성지 로써 성지는 곧 천인합일 에 도달( ) ( )誠之 天人合一

하는 수양 방법이다.

리학 의 생태수양론4. ( )理學

이러한 선진유학의 수양론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체계화되고 심화된 수양론은 송

명대 신유학과 한국유학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유가생태수양론은 크.

게 리학과 심학과 기학의 생태수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일한 품종의 단일.

한 꽃으로 이루어진 화단보다는 다양한 품종의 다양한 꽃으로 이루어진 화단이 더

46) , , 3, “ , . , .”, ,孟子 梁惠王上 數 不入 池 漁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孟子  ｢ ｣ 罟 洿   ｢
, 35, “ ”盡心下 養心莫善於寡欲｣

47) , 2, “ . , . .孟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  ｢ ｣
, . , . , .”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揠

48) 김세정 공맹유학의 사회생태론적 해석 호 한국양명학회 쪽 참조, , 37 , , 2014.4, 96~198 .陽明學｢ ｣  
49) 장, 20 , “ , , , .”中庸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50) 장, 20 , “ , .”中庸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51) 장, 22 , “ , , , , , ,中庸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 

, , , .”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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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아름답고 조화롭다 다양한 품종의 다양한 꽃에서는 다양한 열매가 열리기 때.

문이다 이처럼 수양론에 있어서도 단일한 수양론보다는 다양하고 풍성한 수양론.

이 더욱 아름답다 사람들도 매우 다양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도 매우 다양하며 현.

실의 문제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수양론보다는 다양한 수양론이 훨

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주희 의 리학 에서는 인간과 자연만물의 보편성과 내재적( , 1130~1200) ( )朱熹 理學

가치의 평등성을 본원적 차원의 리일 즉 태극 에서 찾을 수 있다‘ ( )’, ‘ ( )’ .理一 太極

리는 결코 인간만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만물이 하늘로부터 동일

하게 부여받았다.52) 따라서 인간과 자연만물은 그 내재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리일 로 지칭되는 본원적 차원에서 인. ( )理一

간과 자연물은 평등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는 품수 받은 기 의 차이로 인해 인, ( )氣

간은 자연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최상위의 사람은 가장 신령스러워 인의예지.

신 이라는 오상 의 성품을 지닌다 인간은 천지의 바른 기로 구성( ) ( ) .仁義禮智信 五常

되었기에 도리를 알고 지식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연물은 천지의 치우친 기로.

구성됨으로써 금수는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며 식물은 뿌리를 땅에 묻고, ,

있어 이동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53) 인간이 자연물에 비

해 정 한 기 를 품부 받아 우수하다고 하나 인간 또한 품부 받은 바의 기에( ) ,氣

혼명청탁 의 차이가 있다 자연물은 타고난 기질의 제약과 장애를 극복하( ) .昏明淸濁

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기품 의 차이에 상관없. ( )氣稟

이 누구나 도덕적 수양을 통해 기질의 장애와 제약을 극복하고 선천적인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54) 인간과 자연물의 차이 즉 위계의 궁극,

적 목적은 단지 인간의 자연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

니라 도덕적 인간상을 수립함과 아울러 인간의 도덕적 수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 하는데 있다.

주희는 불인지심 에 근거한 차등애 를 주장한다 현실적 차원( ) ( ) . ,不忍之心 差等愛

즉 기품의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물 사이에 귀 천 의 차등이 존재하듯 대우함( ) ( )貴 賤․
에 있어서도 차등이 발생한다 사람은 같은 종 으로써 모두 귀한 반면 자연. ( ) ,同類

52) 권, 58, , “ , , , , .”朱子大全 答黃道夫 是以人物之生 必稟此理 然後有性 必稟此氣 然後有形  ｢ ｣
53) 권 조목1, 41 , “ , . , , ,朱子語類 人之所以生 理與氣合而已 然而二氣五行 交感萬變 故人物之生 有精粗… 

. , ; , , .之不同 自一氣而言之 則人物皆受是氣而生 自精粗而言 則人得其氣之正且通者 物得其氣之偏且塞者 惟

, ; , . ”人得其正 故是理通而無所塞 物得其偏 故是理塞而無所知 …

54) 권 조목 참조, 1, 41 .朱子語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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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다른 종 이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귀하다 이로 인해 같( ) .異類

은 종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친하며 측은한 마음이 발동함에 있어서도 매

우 간절하지만 다른 종인 자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55) 인 을 실( )仁

천으로 옮김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한 사랑 은 쉽지만 자연물에 대한 아낌( ) (仁民 愛

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대우함에 있어서도 강함과 약함 쉬움과 어려움의 차이) . ,物

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적 사랑은 가족이기주의나 인간중심주의에서와.

같은 선택적 사랑과 차별적 사랑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부모.

자식에 대한 공경과 보살핌의 마음을 이웃은 물론 전 인류 궁극적으로는 자연물,

에 대한 사랑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56) 이렇듯 수양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점차

확충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차등과 차별을 넘어서 우주자연의 생명 본질과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이며 동.

시에 천지의 만물 화육 을 돕는 일이 된다( ) .化育 57) 사랑의 확충을 통해 인간은 우

주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 이 구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 .天人合一 58)

한국의 성리학자 이이 또한 주희와 같이 리 를 보편성의( , 1536~1584) ‘ ( )’李珥 理

근거로 삼는다 천지의 리 만물의 리 인간의 리는 모두가 동일한 보편적 리인 하. , ,

나의 태극 이 각각의 존재물에 분화되어 내재된 것 이다 따라서 리( ) ( ) .太極 理一分殊

의 측면에서 본다면 천지와 만물과 인간이 동일한 생명 원리와 동일한 가치를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59)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기품

의 차이로 인한 천지 인간 만물이라는 다양한 층차가 존재한다 천지나 만물( ) - - .氣稟

의 성품은 고정불변하다 그런데 기품이 맑고 순수한 사람 에서부터 탁하고. ( )聖人

잡박한 사람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층차를 이루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愚人

허령 하고 통철 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탁한 기운을 맑게 하고 잡박( ) ( ) ,虛靈 洞徹

한 것을 순수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수양을 통해 기질을 맑고 바.

55) 장, , 7 , “ . , .孟子集注 梁惠王章句上 蓋天地之性人爲貴 故人之與人 又爲同類而相親 是以惻隱之發則於  ｢ ｣
, .”民切而於物緩 推廣仁術則仁民易而愛物難

56) 같은 책 같은 곳, , “ , . , ,蓋骨肉之親本同一氣 又非但若人之同類而已 故古人必由親親推之然後 及於仁民 又

, , , .”推其餘然後 及於愛物 皆由近以及遠 自易以及難

57) 권 조목, 64, 55 , “ . , , , , ,朱子語類 贊天地之化育 人在天地中間 雖只是一理 然天人所爲 各自有分 人做得底 
. , , ?”有天做不得底 裁成輔相 須是人做 非贊助而何卻

58) 김세정 주희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호 한국동서철학회 쪽 참, , 77 , , 2015.9, 83~88東西哲學硏究｢ ｣  
조.

59) 권 쪽, 10, , 199 , “ , , , , ,栗谷全書 答成浩原 天地人物 雖各有其理 而天地之理 卽萬物之理 萬物之理 卽  ｢ ｣
, .”吾人之理也 此所謂統體一太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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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순수하고 잘 통하게 변화시켜서 개체의 국한성과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천지의 가장 존귀한 리를 부여 받아 자신의 본성으로 삼고 천지에.

가득 찬 기로 형체를 삼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의 작용은 곧 인간 개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곧 천지의 조화가 된다.60) 따라서 나의 본성을 다하는 것은 곧 천지의

화육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다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경계에서는 나와 천지가 둘.

이 아니다 내가 곧 천지요 천지가 곧 나로서 나와 천지는 하나인 것이다. .61) 내가

천지만물과 하나 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이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과 공생을 위한 구체적 수양 방법으로 실심. ‘ (實

의 성 을 제안한다 하늘은 실리 로써 화육하는 공 을 이루고 사람) ( )’ . ( ) ( ) ,心 誠 實理 功

은 실심 으로써 감통 하는 효험을 이룩하는 데 실리와 실심 모두 성( ) ( ) , ( )實心 感通 誠

에 불과하다.62) 인도 로서의 실심의 성은 대현 이하의 일이다 기품( ) ( ) . (人道 大賢 氣

이 청명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천리 를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하고 인욕에) ( )稟 天理

끌려가게 되어 모든 행위가 진실하지 못하게 되므로 후천적으로 선을 밝혀서 마음

을 진실되게 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63) 비록 실심의 성에서 출발하지만 그 귀

결처는 만물의 건강한 창생과 양육이다.64) 따라서 실리와 실심은 둘이 아닌 하나

이며 하늘과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의 소, .

통과 공생의 길이 열린다 비록 기품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실심을 발현.

하는 수양을 통해 천지의 화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60) 권 쪽, 10, , 199 , “ , . ,栗谷全書 答成浩原 推本則理氣爲天地之父母 而天地又爲人物之父母矣 天地 得Ⅰ  ｢ ｣
, . , , . , ,氣之至正至通者 故有定性而無變焉 萬物 得氣之偏且塞者 故亦有定性而無變焉 是故 天地萬物 更無修

. , , , . , ,爲之術 惟人也得氣之正且通者 而淸濁粹駁 有萬不同 非若天地之純一矣 但心之爲物 虛靈洞徹 萬理具

, , . , , , ,備 濁者可變而之淸 駁者可變而之粹 故修爲之功 獨在於人 而修爲之極 至於位天地育萬物 然後吾人之

.”能事畢矣

61) 같은 책 쪽, 200 , “ , . , ,其得各遂其性者 只在吾人參贊化育之功而已 夫人也 稟天地之帥以爲性 分天地之塞以

. , . , .”爲形 故吾心之用 卽天地之化也 天地之化無二本 故吾心之發無二原矣

62) 권 쪽, 6, , 572 , “ , ,栗谷全書 捨遺 誠策 天以實理而有化育之功 人以實心而致感通之效 所謂實理實心Ⅱ  ｢ ｣
, .”者 不過曰誠而已矣

63) 권 쪽, 6, , 584 , “ , . ,栗谷全書 捨遺 四子言誠疑 天道卽實理 而人道卽實心也 實心之誠則大賢以下Ⅱ …  ｢ ｣
, , , , .”氣稟未純乎淸明 而不能渾全其天理 性情或牽於人欲 而不能百行之皆實 故明善而實其心

64) 같은 책 같은 곳, , “ , , , , , , ,推而至於形而著 著而明 明而動 動而變 變而化 以至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 則

, , , .”大賢之用功 於是乎終 而誠之之道 極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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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의 생태수양론5.

심학 을 펼친 왕수인 은 사람은 천지만물의 마음이며( ) ( , 1518~1556) “ ,心學 王守仁

마음은 천지만물의 주체이다”65)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우주자연의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우주자연의 마음이라는 위상을 지닌다 인간.

은 최고로 정 한 기의 명한 속성인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천지만물의 마음 이‘ ’

라는 중추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66) 나아가 왕수인은 대저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

다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몸 이므로 살아있는 존재물들의 고통은 무엇인. ( ) ,一體

들 내 몸에 절실한 아픔이 아니겠는가 내 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비지?

심 이 없는 자이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고 배우지 않더라도( ) .是非之心

능한 것이니 이른바 양지 이다, ( ) ”良知 67)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천지만물과의.

감응 을 통해 타자와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의 생명 파괴에 대해 이를 자신의( )感應 ․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 작용을 일으킨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 .痛覺

것을 보면 반드시 깜짝 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새와 짐승이 살( ) ,惻隱之心怵惕
해당하기 위해 끌려가며 슬피 울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풀과 나무가 꺾이고 부러진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가엾게 여기( ) ,不忍之心

는 마음 이 기와나 돌이 깨진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애석하게 여기는( ) ,憫恤之心

마음 이 발동하게 된다( ) .顧惜之心 68) 따라서 인간의 천지만물의 마음 이라는 것은‘ ’

바로 인간이 천지만물의 생명 손상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의 주체 즉‘ ’,

생명의 중추적 존재 임을 의미한다‘ ’ .

심학을 주장하는 왕수인 또한 다양한 수양방법을 제안한다 인간은 누구나 만. ‘

물일체 의 인심 을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자신의 형체( ) ( )’ ,萬物一體 仁心

를 기준으로 자신과 자연만물을 자타 내외로 분리하고 자신의 개체 이익만을 추,․ ․
구하는 사욕 의 발동 가능성을 안고 있다 사욕은 인간 상호간에 거짓과 위선( ) .私欲

은 물론 경쟁과 투쟁을 일삼게 하고 종국에는 인간 사회는 물론 전체생명으로서,

의 천지만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69)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

65) 권 쪽, 6, , 214 , “ , , , .”王陽明全集 答李明德 人者 天地萬物之心也 心者 天地萬物之主也  ｢ ｣
66) 권, 25, , , “ , , .明儒學案 南中王門學案一 語錄 今夫茫茫堪輿 蒼然 然 其氣之最 者歟 稍精則爲日月星  ｢ ｣ 隤 麤

, , , , .”宿風雨山川 又稍精則爲雷電鬼怪草木化 又精而爲鳥獸魚鼈昆蟲之屬 至精而爲人 至靈至明而爲心蘤
67) 조목( ), , 179 , “ , . , , ,傳習錄 中 答 文蔚 夫人者 天地之心 天地萬物 本吾一體者也 生民之困苦 毒 孰非  ｢ 聶 ｣ 荼

? , . , , , .”疾痛之切於吾身者乎 不知吾身之疾痛 無是非之心者也 是非之心 不慮而知 不學而能 所謂良知也

68) 권 쪽 참조, 26, , 968 .王陽明全集 大學問  ｢ ｣
69) 권, 26, , “ , , , , , ,王陽明全集 大學問 及其動於欲 蔽於私 而利害相攻 忿怒相激 則將 物 類 無所不爲  ｢ ｣ 戕 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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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과 성찰을 통해 사욕의 가림을 제거하고 본원적선천적 만물일체의 인심(仁․
즉 양지 를 회복하는 수양을 필요로 한다 내면적 자각과 성찰을 통한 만), ( ) .心 良知

물일체의 인심 양지 을 회복하는 것은 곧 자연만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

친애 의 실천 활동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천지만물과 한몸이며 천지만물의 마( ) .親愛

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천적 생명 본질인 명덕 즉 인심 은 다른 존재( ), ( )明德 仁心

물들과 단절고립된 상태에서는 발현실현될 수 없다 명덕 인심 은 반드시 타자는. ( )․ ․
물론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생태계의 다른 존재물들에 대한 실제적 친․
애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70) 이에 왕수인은 대학문 에서 나의｢ ｣
아버지를 친애함을 미루어 천하 사람들의 아버지를 친애한 이후에 나의 인 이( )仁

나의 아버지는 물론 천하 사람들의 아버지와 더불어 실제로 한몸이 되며 실제로

그들과 한몸이 된 이후에 효의 명덕이 비로소 밝아진다고 전제하면서 임금과 신, “

하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로부터 산시내 귀신 새짐승 풀나무에 이르기까지 실, , , , ,․ ․ ․
제로 이들을 친애하여 나의 일체 의 인 이 도달하지 않음이 없는 연후에( ) ( )一體 仁

나의 명덕이 비로소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되어 진실로 능히 천지만물로서 한몸,

을 삼게된다 고 주장한다” .71) 천지만물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친애의 실천 활동은

곧 나의 본원적인 명덕 인심 의 발현이자 실현 과정이기 때문에 친애의 실천 활( ) , ‘

동으로서의 친민 과 명덕의 발현으로서의 명명덕 은 별개의 이중적( )’ ‘ ( )’親民 明明德

과정이 아닌 총체적 유기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된

다 인간과 자연계의 존재물들에 대한 친민의 실천 활동은 이들과 하나의 유기체.

가 된 상태에서의 인간 마음의 내면적 자각과 실천 과정으로 인간 마음의 자각과,

실천은 한 개체의 완성만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유기체의 완성

으로 귀결된다.

한국의 양명학자 정제두 는 천인일원 이라는 입장( , 1649~1736) ‘ ( )’鄭齊斗 天人一元

을 견지하면서72) 인심 을 천지만물의 천지만물의 총회 감( ) ‘ ( )’, ‘ ( )’, ‘人心 靈 總會

응 의 주체 로 규정한다( ) ’ .感應 73) 인간이 비록 본원적으로 천 과 일원 이고( ) ( )天 一元

및 조목 참조, .” ( ), , 180 .其甚至有骨肉相殘者 而一體之仁亡矣 傳習錄 中 答 文蔚  ｢ 聶 ｣
70) 권 참조, 7, .王陽明全集 親民堂記  ｢ ｣
71) 권 참조, 26, .王陽明全集 大學問  ｢ ｣
72) ( 160 ), 7, , 203霞谷集 韓國文集叢刊 輯 卷 草亭新居  ｢ ｣ 页, “ , ..”不外吾心性 天人自一元

73) , 9, , 258 , “ , , ( ,霞谷集 卷 存言 中 人心者 天地萬物之靈 而爲天地萬物之總會者也人心之體 在於天地  ｢ ｣ 页
, , ). , . , , ,萬物 天地萬物之用 在於人心 故合天地萬物之衆 總而開窺於人心 夫天地之明 發於日月 萬物之靈 發

. , , , . , ,於其心 凡物莫不各其有開窺 卽是心也 而至於通天地萬物之衆而發窺 則惟統而在於人心 何者 以人心者

, , .”感應之主 萬理之體也 大哉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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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 이 천지만물의 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형기 가( ) ( ) , ( )人心 靈 形氣

강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육신만을 인 으로 간주하고 자연만물과 인간의 근( )人

본이 본래 하나임을 망각하게 된다 형기는 인간과 자연존재물 개개의 형체를 구.

성하는 질료로써 오히려 개체의 국한성의 근거가 된다 형기가 강하게 작용하면.

기욕 과 명리 같은 개체욕망 에 사로잡히고 개체육신의 편안함‘ ( )’ ‘ ( )’ ( )嗜慾 名利 私欲

과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천인일원 의 타고난 본성을 질곡 시키게 된( )天人一元

다.74) 개체욕망은 인간의 명 함을 가로막고 질곡시킴으로써 자연만물과의( )靈明

온전한 감응 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만물을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손

상시키고 파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75) 인간이 본원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차원에

서 자연만물과 진정으로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만물과의 감응을 가로막

는 개체욕망을 제거하는 수양 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정제두가 제시하는 개체욕망을 제거하고 명함을 밝히는 수양공부는 사단‘ (四

의 확충을 통한 천지만물일체의 실현 명명덕 과 친민 의 일원화) ’, ‘ ( ) ( )端 明明德 親民

를 통한 자연만물과 하나 되기 진성 을 통한 천지화육 에의 참여’, ‘ ( ) ( ) ’盡性 天地化育

등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본성 명덕. . , ( ), (本性 明

사단 양지 예의 등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이들은 모두가 인), ( ), ( ), ( )德 四端 良知 禮義

간이 자연만물의 생명 손상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 의 주체 를 의미‘ ( ) ’痛覺

한다 둘째 이러한 통각의 주체가 하는 주된 기능은 바로 천지만물과의 감응. , ‘ (感

이다 감응은 자연만물의 손상을 아파하고 치유하며 이들을 보살피고 키워주는)’ .應

실천적 행위를 포함한다 셋째 내가 자연만물과 감응하는 하나의 일이지만 감응. ,

주체인 나로부터 보면 명명덕 성기 충 이라 말하고 감응되‘ ( )’, ‘ ( )’, ‘ ( )’ ,明明德 成己 忠

는 자연만물로부터 보면 친민 성물 서 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 ( )’, ‘ ( )’, ‘ ( )’親民 成物 恕

다 넷째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은 곧 자연만물의 본성 실현은 물론 천지의 만. ,

물 창생과 양육으로 귀결된다.76)

74) 권 쪽, 7, , 214 , “ , ,霞谷集 名兒說 雖然人之一身形氣勝而天理微 故人只血肉蠢然者之爲人 穹然在上者  ｢ ｣
, . , , ,之爲天 而不知其本卽一也 以蠢然者爲人 故只以嗜欲名利凡可以便身利己者爲足 以在上者爲天 故任其梏

.”性滅天而不自知焉

75) 권 쪽, 8, , < >, 237 , “ , , , ,霞谷集 存言 上 聖學說 心之於義理自無不知 如目之於色 耳之於聲 口之於味 無  ｢ ｣
. , , ( , , . ).”不能知者 其有不能者 以欲蔽之也 習昏之也 心中有一私欲者蔽之 習氣者因之 以失其本體也… …

및 권 쪽 참조, 10, , < >, 263 .霞谷集 存言 下 學問者養心之方  ｢ ｣
76) 김세정 정제두의 천지만물일체를 위한 수양론 호 쪽 참조, , 74 , 2014.12, 62~79 .東西哲學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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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의 생태수양론6.

기학 을 펼친 장재 는 기 를 근거로 인간과 자연만물( ) ( , 1020~1077) ‘ ( )’氣學 張載 氣

사이의 평등원리를 제안한다 이 세상 모든 존재물들은 모두 동일한 기 로 구성. ( )氣

되어 있으며 천지음양의 감응 작용을 통해 생성양육된다.․ 77) 자연존재물은 물론 인

간 또한 이러한 우주자연의 신묘한 조화 의 결실로서 우주자연의 한 부분이( )神化

다 장재는 개체가 아닌 전체로서의 우주자연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 인. ,

간이라고 하여 더 우수할 것도 없고 자연물이라 하여 더 열등할 것도 없다 자연존.

재물은 인간의 번 과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요

짝이다.78) 식물 동물 인간 가운데 어떠한 개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 ,

라 우주자연의 무한한 생명력과 만물을 생성양육하는 조화의 과정 그 자체가 내재․
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79) 장재 또한 인간이 천지만물과 하나 된 삶을 살

아가기 위한 수양 방법이자 성인 의 경계로서 궁신지화 를 제안한( ) ‘ ( )’聖人 窮神知化

다.80) 우주자연의 무궁무진한 변화와 조화를 아는 궁신지화의 주체는 견문( ),見聞

사려 총명 식지 와 같은 이성지나 분석지가 아닌 천성 의( ), ( ), ( ) ( )思慮 聰明 識知 天性

덕성양지 이다‘ ( )’ .德性良知 81) 인간은 지식 선입관 집착 욕망 고집 등으로 가득, , , ,

차 있으면 자연만물과 온전한 감응이 불가능하다 편견에 사로잡혀 대상을 있는, .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변화하는 순간을 제대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장재.

는 성심 즉 개체의 고정된 의식 즉 선입관을 버려야만 도 에 나아갈 수‘ ( )’, , ( )成心 道

있으며 조화로우면 성심이 없게 되고 성심이 없게 되면 시중 할 수 있다고, , ( )時中

주장한다.82) 성심은 보다 구체적으로 의 필 고 아 로 표현되는 바 이( ) ( ) ( ) ( ) ,意 必 固 我․ ․ ․
는 내외와 물아를 둘로 나누는 이기적 개체심이다.․ ․ 83) 반면 인간은 우주자연의 조

화의 산물이기에 누구나 선천적으로 우주자연의 자연한 공능인 천덕양능(天德良

77) , , 7, “ , . , , , . , .正蒙 乾稱 感卽合也 咸也 以萬物本一 故一能合異 以其能合異 故謂之感 若非有異 卽無合  ｢ ｣
, , . , , .”天性乾坤陰陽也 二端故有感 本一故能合 天地生萬物 所受雖不動 皆無須臾之不感

78) 권, 1, , “ , , , . , .張子全書 西銘 乾稱父 坤稱母 子玆 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塞吾其體 天地之帥吾其性  ｢ ｣ 藐
, .”民吾同胞 物吾與也

79) 김세정 장재의 기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를 넘어 호 쪽 참조, ( ) , , 41 . 2015, 199 .氣 陽明學｢ ｣  
80) , , “ , .”, , “ , , ?正蒙 天道 聖人有感無隱 正猶天道之神 神化 窮神知化 與天爲一 豈有我所能勉哉 乃德  ｢ ｣ ｢ ｣

.”盛而自致爾

81) , , “ , , .”正蒙 誠明 誠明所知 乃天德良知 非聞見所知而已  ｢ ｣
82) , , “ , .” “ . , !”, “ ,正蒙 乾稱 成心忘 然後可與進於道 化則無成心矣 成心者 意之謂與 無成心者 時中而  ｢ ｣

.”已矣

83) , , “ , ; , ; , ; , . , .”正蒙 中正 意 有思也 必 有待也 固 不化也 我 有方也 四者有一焉 則與天地爲不相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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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태어난다 다만 후천적으로 이기적 개체심이 이를 차폐시킨다) . .能 84) 따라

서 이기적 개체심을 제거하는 후천적 수양의 과정이 필요한 바 이는 곧 개체의 울,

타리에 갇힌 이기적 자아에서 벗어나 무아 의 경지 즉 대인 성인‘ ( )’ , ( ), (無我 大人 聖

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人 85) 인간은 전우주적인 성인의 경지에서 자

신의 본성을 발현함으로써 동료 인간은 물론 모든 자연만물의 생명 본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86) 이는 곧 인간이 성기 성물 즉 인간 자신은 물론 우주( ) ( ),成己 成物․
자연의 생명 창생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실학자 박지원 또한 기학을 바탕으로 한 수양론을( , 1737~1805)朴趾源

주장한다 박지원은 비록 본원적 차원 즉 기화 와 천명지성 의. , ‘ ( )’ ‘ ( )’氣化 天命之性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물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은 귀하고

자연은 천하다는 불평등한 관점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그 원인을 나와 남을 둘로. ‘

나누는 분별의식 시공간적으로 제한되고 고착화된 언어와 문자의 한계 고정관’, ‘ ’, ‘

념과 감각기관의 제한성 에서 찾는다 분별심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나’ .

에 대한 집착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사로운 욕망을 싹틔우고 증대시킨다.87) 분별의

식이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의식은 언어와 문자에 담겨서 고정관념이 되고 인간은, ,

정형화된 언어와 문자를 통해 세상을 본다.88) 그리고 감각기관의 제한성과 고정관

념으로 인해 끊임없이 생동하고 변화하는 실상을 그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키고 질곡시킨다 아울러 분별심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기.

보다는 귀천과 존비의 차별과 차등으로 재단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평등한 인간.

과 자연은 귀천의 차등 관계로 변질되고 자연물은 인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다.89) 박지원은 이러한 분별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평등의

식을 회복하여 자연물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허심 과 명심‘ ( )’ ‘虛心

84) , , “ , .”( : .)正蒙 誠明 天良能本吾良能 顧爲有我所喪爾 張子自注 明天人之本無二  ｢ ｣
85) , , “ , , ..” , “ ,正蒙 三十 無意必固我 然後範圍天地之化 從心而不逾矩 至當 能通天下之志者 爲能感人  ｢ ｣ ｢ ｣

. , , .”心 聖人同乎人而無我 故和平天下 莫盛於感人心

86) , , “ , ; , , .”正蒙 三十 窮理盡性 然後至於命 盡人物之性 然後耳順 與天地參  ｢ ｣
87) 권 쪽70, , 113 , “ , . . ,燕巖集 愛吾廬記 夫民物之生也 固未始自別 則人與我皆物也 一朝將己而對彼 稱吾  ｢ ｣

. , , , . .”而異之 於是乎天下之衆 始乃紛然 而自謂事事而稱吾 則已不勝其私焉 又 自加以愛之乎况
88) 권 쪽70, , 108 , “ , . , , , ,燕巖集 菱洋詩集序 噫 瞻彼烏矣 莫黑其羽 忽暈乳金 復耀石綠 日映之而騰紫 目  ｢ ｣

. , . , . ,閃閃而轉翠 然則吾雖謂之蒼烏可也 復謂之赤烏亦可也 彼旣本無定色 而我乃以目先定 奚特定於其目不覩

.”而先定於其心

89) 김세정 박지원의 명심 과 상생 의 생태사상 환경철학 집 한국환경철학회, ( ) ( ) , 19 , , 2015,冥心 相生｢ ｣  
족 참조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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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 대상사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대상사물을 있는 그( )’ .冥心

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에 티끌만한 사사로움도 없는 그리고 어떠한 선입,

견이나 편견도 없는 담백한 상태 즉 허심 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 ) .虛心 90) 인

간은 허심의 상태에서만이 자연물을 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감각.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직관적 방법인 명심 을 통해 안과 밖의 구분이 없‘ ( )’冥心

고 나와 외물이 하나인 내외무간 의 물아일체 경계에 이르게( ) ( )內外無間 物我一體

된다.91) 물아일체의 경계이기에 자연은 더 이상 남이 아닌 나이다 박지원은 또한.

상생 을 제안한다 상생은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너만 사는 것도 아닌 모두‘ ( )’ .相生

가 함께 사는 방식이다.92) 상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

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나아가 나만이 우수하고 다른 존재물들은 열등하다.

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한다 인간보다 큰 차원인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호랑이나 모두 같은 동물로 모든 존재는 균등하다, .93) 균등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

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무리 돌봄과 공생의 세상으로7. -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수 세기 동안 진행된 전 지구적 산업화과정에

바탕을 둔 소비사회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경쟁을 중시함으로써 갈등과 소외를 초

래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욕망을 무한 증식시킴은 물론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

들고 있다 이러한 소비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인간 상호 간의 경쟁과 갈등과 분.

노와 미움으로 인해 이타심과 배려심을 상실하고 단절과 고립과 소외로 치닫고 있

다 그리고 인간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호혜적상보적 관계를 상실하고 승자와 패. ․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치닫게 된다 소비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

자연의 관계에 있어 자연을 삶의 동반자가 아닌 단지 인간 욕망 충족을 위한 하나

의 도구로 간주하여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전 지구적

90) 권 쪽3, , 65 , “ , . , ,燕巖集 素玩亭記 今子穴 而專之於目 承珠而悟之於心矣 雖然 室 非虛 則不能受  ｢ ｣ 牖 牖
, , . , , , .”明 晶珠非虛 則不能聚精 夫明志之道 固在於虛而受物 澹而無私 此其所以素玩也歟

91) 권 쪽 참조14, , 273 .燕巖集 熱河日記山莊雜記一夜九渡河記  ｢ ․ ․ ｣
92) 권 쪽1, , 1516 , “ , , , , ,燕巖集 序洪範羽翼序 萬物歸土 地不增厚 乾坤配 化育萬物 曾謂一 之薪  ｢ ․ ｣ 軆 竈

. , , , , , , . ,能肥大壤乎 金石相薄 油水相蕩 皆能生火 雷擊而燒 蝗 而焰 火之不專出於木 亦明矣 故相生者 非瘞
, .”相子母也 相資焉以生也

93) 권 쪽12, , 189 , “ , , , ,燕巖集 熱河日記虎叱 汝談理論性 動輒稱天 自天所命而視之 則虎與人 乃物之一  ｢ ․ ｣
, , , .”也 自天地生物之仁而論之 則虎與蝗 蜂蟻與人 畜 而不可相悖也蚕 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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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우주자연을 신의 창조물이나 생명이 없는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생명체로 간주한다 인간은 이러.

한 우주자연의 한 부분이다 리학 이든 기학 이든 심학 이든 본원적. ( ) ( ) ( )理學 氣學 心學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만물은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이다 그렇다.

고 인간이 단지 자연의 부속물은 아니다 가장 빼어난 기 로 구성된 인간은 우. ( )氣

주자연의 마음 즉 생명 주체라는 위상을 지닌다 인간은 자연과 독립된 존재로서, .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연에 종속된 존재도 아니다 인, .

간은 타자 나아가 자연만물과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중,

심이다 따라서 타자 또는 자연만물과 무관한 자아의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자아의 완성은 곧 관계의 완성 여부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 나아가 자연만물의. ,

본성 실현이 곧 나 자신의 본성 실현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연만물.

의 본성 실현은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나 자신의 적극적인 실천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제는 현실적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연만물을 보살피고 돌보는 마음( ,大體 仁

등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 ) ( , ,心 良知 明德 小體 私欲

등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사회는 바로 후자인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 .嗜欲

고 이를 증식시키는데서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차폐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는 물론 자연만물을 도구화하고 이들과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내외와 물아의 분열시키고 이들을 착취 파괴함으로써 종국에는 공멸을 야기한다.․ ․
그런데 사욕을 극복하고 인간 마음의 본질 즉 돌봄과 배려의 마음을 회복하고 발,

현하는 일은 관념적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몸과 마음이 하나.

가 되어 인간 내면에서 자라나는 욕망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서의 돌봄과 배려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

는 수양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유학에서의 수양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 감정 본. , ,

능 감각 직관 등 모든 차원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이기적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

타자 나아가 자연만물과의 하나 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이다 공자의.

극기복례 맹자의 과욕 과 집의 중용 의 성지‘ ( )’, ‘ ( ) ‘ ( )’, ‘ ( )’,克己復禮 寡欲 集義 誠之 
치중화 장재의 궁신지화 왕수인과 정제두의 치양지‘ ( )’, ‘ ( )’, ‘ (致中和 窮神知化 致良

와 친민 이이의 실심 의 실현 박지원의 허심 과 상생)’ ‘ ( )’, ‘ ( ) ’, ‘ ( )’ ‘ (知 親民 實心 虛心 相

이라는 수양은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고 우주자)’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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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중추로서의 인간의 역할 즉 자연만물을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는 인간의,

생명 본질을 회복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

가생태수양론은 인간의 욕망을 조장하고 갈등과 파괴를 야기하는 소비사회의 병폐

를 치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

하고 인간을 돌봄과 공생의 주체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도 매우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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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Desire and the Realization of Freedom in Early Buddhism

초기불교에서 본 욕망과 자유실현

박경준 동국대학교

Park, Kyoung Jo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Early Buddhism, all human sufferings derive from　

desires, and those desires comes from the ignorance ( ). Our desires are never無明

insatiable and limitless. This is greed, the mental state of dissatisfaction even after
gaining that which one desires. When desire is not satisfied, we become very
angry and feel very exhausted. Because of this human desire mechanism, modern
society becomes a tired, angry, dangerous, and consumptive society.

However, there is still hope because Buddhism explains not only the gate of
transmigration ( ) but also the gate of nirvana ( ) through the process流轉門 還滅門

whereby sentient beings escape the torments of transmigration and achieve the
fruits of nirvana. Also, in Buddhism, 'chanda' translated as 'desire' in English,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 as explained above such as 'lust', 'thirst'
'craving'. Chanda positively means as 'will', ideal', 'vow 'and 'aspiration'. The
positive meaning of desire is specifically defined by the Buddha as dharma chanda
( ) that controls the limitless and insatiable human desire. Dharma chanda is a法欲

strong will that controls the limitless, natural human instinct like animal instinct.
Dharma chanda is a strong vow that transcends the instinctual desire and leads all
sentient beings to the ultimate liberation and nirvana. In short, dharma chanda is　

the qualitative conversion of our instinctual desire.

Through this qualitative conversion of our instinctual desire, we can escape from
the bond of suffering and then we can achieve self-realization. At this moment, we



411

have to remind once again with humble mind the already modern and classical
quotation "Small is Beautiful." Also we have to remind Duane Elgin's 'the
voluntary simplicity' and Ven. Beopjeong's 'non-possession' spirit. With those novel
spirit of Duane Elgin and Ven. Beopjeong in mind, we have to speed up to the
'Revolution of Being' from 'Revolution of Having' .

머리말1.

서구의 과학문명과 산업화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서구의 진보사관.

은 개발과 성장의 이념을 통해 인류로 하여금 무한 욕망을 부추겨 대량생산 대‘ ―

량소비 대량폐기 체제를 확립시켰다 그 결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를’ .―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 고 지구환경문제는 인류를 비롯한 생명공동,

체의 생존과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치사회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 ‘

이라는 개념이다(Sustainable Development: SD)’ .94)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이성과 생태이성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경제이성과 생태이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망 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정한 욕망‘ ’ .

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해,

악이 되어 급기야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성을 황폐화시킨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

황의 지적처럼 지나친 욕망은 가치관을 전도시켜 인간사회를 노숙자가 숨지면 뉴,

스가 안 되지만 주가가 포인트만 떨어져도 뉴스가 되는 비인간적이고도 비정상2 ,

적인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나아가 물질과 감각을 향한 무한 욕망에 기초한 현.

대문명은 인간의 궁극적 가치이자 이상인 자아실현 또는 자유실현 에 큰 걸림돌‘ ’ ‘ ’

로 작용한다 결국 우리를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가게 하는 현대문.

명은 근본적으로 위기의 문명이자 허구의 문명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러한 위기의 현대문명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탐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초기불,

94)박경준 지속가능한 발전과 불교경제학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서울 아카넷, , ( : , 2006), p.4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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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경전의 가르침과 불교교리를 통해서 욕망과 자유실현 의 문제에 대해 살피고자‘ ’

한다.

초기불교의 욕망관2.

먼저 초기불교경전은 욕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경계하고 회피해, ,

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컨대 맛지마니까야 제 포탈리야경 에서는 욕망을. 54『 』 「 」

일곱 가지 사물에 비유한다 즉 욕망은 먹을 수 없는 뼈다귀 싸움의 원인이 되는. , ,

고깃덩어리 마른 풀로 만든 횃불 뜨거운 불구덩이 부질없는 꿈 되돌려주어야 할, , , ,

빌린 물건 사람을 해치는 나무 위의 열매와 같다고 설명한다, .95) 욕망은 모두 부질

없고 위험하며 사람들에게 결국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성립이 가장 오래.

된 경전 중의 하나인 숫타니파타 에서도 올바른 생각으로 피안에 도달하려는 사『 』

람은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듯 혹은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 욕망을,

조심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설한다.96)

다음으로 초기경전은 욕망을 끝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전에는 인간의 욕, .

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다 히말라야산만큼이나 거대한 순금덩어리를. “

어떤 사람이 가지고 쓴다 해도 오히려 만족을 느끼지 못하리라 는 게송은 잡아” 『

함 의 가르침이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많은 금에 의해서도 욕망은 충족되지 않, “』

는다 욕망의 즐거움은 적고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

는 게송은 법구경 의 말씀이다 요컨대 인간의 욕망은 바다가 계속해서 강물을 삼.『 』

키는 것처럼 끝이 없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팽창,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그 끝이 없어서 욕망의 충족이 원래 불가능한 것이라면,

욕망을 좇기보다 차라리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소욕지족 이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 ‘ ( )’少欲知足

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욕망은 무한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한.

다면 욕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타마 붓다.

는 나무를 아무리 잘라 내어도 뿌리가 견고하면 그 나무는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

욕망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괴로움은 자꾸자꾸 생기게 된다.”97)라고 법구경『 』

95) Majjh ma nik ya , Potaliyasutta (P.T.S. ed), pp.359~368.『 』Ⅰ 「 」ī ā
96) 제 제 송Suttanip ta 768, 771 .『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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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욕망이 모든 고통과 끝없는 생사윤회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욕망을

다스리고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많은 경전 속에서 발견된다 욕망에 대한 이.

러한 불교의 일반적 입장은 단순한 교훈의 차원을 넘어 불교적인 이론체계 교리[ ]

를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교의 근본교리라 할 수 있는 연기. 12 ( )緣起

와 사성제 의 교리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연기에 대해 알아본다( ) . 12 .四聖諦

고타마 싯다르타는 연기 의 진리를 깨달아 붓다 가 되었다 연기는 그만큼‘12 ’ ‘ ’ . 12

불교에서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기법은 괴로움. [老死憂悲苦

이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유전 연기와 괴로움이 소멸하게 되는] ( )惱 流轉

과정을 나타내는 환멸 연기의 두 가지 형식으로 설해진다 연기의 경우( ) . 12 ,還滅

무명 을 연 하여 행 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이 있고 식을 연하여“ ( ) ( ) ( ) , ( ) ,無明 緣 行 識

명색 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입 이 있고 육입을 연하여 촉 이 있( ) , ( ) , ( )名色 六入 觸

고 촉을 연하여 수 가 있고 수를 연하여 애 가 있고 애를 연하여 취 가, ( ) , ( ) , ( )受 愛 取

있고 취를 연하여 유 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 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 ( ) , ( ) , (有 生 老

가 있다 라는 순서로 설해지는 것이 유전연기이며 무명이 멸하므로 행이 멸하) ” , “死

고 행이 멸하므로 색이 멸하고 유가 멸하므로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므로, ,……

노사 우비고뇌 가 멸한다 라는 순서로 설해지는 것이 환멸연기이다 이것을 압축하( ) ” .

여 말하자면 결국 모든 괴로움은 무명과 탐애 욕망 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무명과, ( ) ,

탐애를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도 소멸된다는 말이다 연기법은 설명의 편의상 보통.

유전연기의 형식으로 설해지지만 연기법의 종교적 의의는 오히려 환멸연기에 있음

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98) 유전연기가 고통의 자각 이라면 환멸연기는 이를 통한‘ ’

고통의 소멸 이기 때문이다‘ ’ .

하지만 연기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고12 .

타마 붓다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적인 방법론까지를 덧붙여 다시 설하 던 것이니 이것이 곧 사제 또는 사성,

제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성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 보기로 한다. .

고타마 붓다가 정각 을 성취한 후 콘단냐 등 비구에게 녹야원에서 처음으( ) 5正覺

97)S.Radhakrishnan, The Dhammapada (London: Oxfod University Press, 1958), p.165.

98)박경준 문화의 진보에 대한 불교적 관점 문화의 진보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 현실사, ( : , 1998),「 」『 』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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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법한 내용은 중도 사제 팔정도 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 ), ( ), ( )中道 四諦 八正道

다 하지만 중도와 팔정도의 가르침도 사실은 사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 .

의 중요성과 포괄성에 대해 중아함 상적유경 은 육상에서 가장 큰 동( ) ,象跡喩經『 』 「 」

물인 코끼리의 발자국이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을 모두 포섭하는 것과 같이 사성제

는 석존 의 모든 교법을 포섭한다고 말한다 사성제 란 고 성제 집( ) . ( ) ( ) ,釋尊 四聖諦 苦

성제 멸 성제 도 성제를 일컫는다 사제설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고( ) , ( ) , ( ) .集 滅 道

통 속에 휩싸여 있고 고제 그 고통은 근본적으로 욕망에 연유하며 집제 그 욕망( ), ( ),

은 팔정도의 실천 도제 에 의해 극복될 멸제 열반 수 있다고 설한다 사제설이 이( ) ( : ) .

처럼 욕망의 문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보아 사제설을 욕망론 이라고 일컫‘ ’

는 불교학자도 있다.99)

이렇게 볼 때 고성제와 집성제는 무명으로부터 노사우비고뇌의 현실고가 전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전연기에 해당되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무명을 없앰으로,

써 마침내 노사가 없는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환멸연기에 해당된다.100)

결국 연기와 사성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교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기법과 사12 .

성제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그 의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현실의 괴로움 노, [

사우비고뇌 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과 원인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

기도 하는 상대적가변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근본원인으로 사성제는 탐애, .․
또는 탐욕 를 연기는 무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교법은 모든 괴로( ) , 12 . ‘

움은 연기한 것으로써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근본원인인 무명과 탐욕 욕망, [ ]

을 제거하여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도록 하라 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 .

국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 을 설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개인적심‘ ’ , ․
리적실존적 현실만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인.․ ․
간의 삶은 정신과 육체 혹은 개인과 사회 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총체적역동‘ ’ ‘ ’ ․ ․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101)

불교의 최고선과 열반3.

해탈 과 열반 은 불교의 최고선이며 궁극적 목(mok a; mokkha) (nirvā a; nibbāna)ṣ ṇ

99) 이원섭 역 불교개론 서울 현암사/ , ( : , 1989), p.185.增谷文雄 『 』

100) , ( : , 1981), p.135.水野弘元 原始佛敎 京都 平樂寺書店『 』

101) 박경준 앞의 논문, , pp.7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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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다 그것은 고타마 붓다의 출가 동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가, , ,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열반 을 얻기 위해서였, [ ]無上安隱涅槃

다102)

싯다르타는 이처럼 열반을 얻기 위해 왕궁을 떠나 년간의 수행을 한 결과6 , 12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마침내 붓다 깨달은 자 가 되어 모든 고통과 번뇌의 속박‘ [ ]’

에서 벗어나 대자유와 불사 를 성취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불교의( ) .不死

궁극적 목표가 열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사제의 교리체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제.

에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고제 로 규정하고 이상세계를 멸제 로 규정한( ) ( )苦諦 滅諦

다 여기서 말하는 멸제는 원래 고멸제 로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라는. ‘ ( )’ ‘ ’苦滅諦

뜻이다 모든 괴로움의 소멸은 곧 열반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연기설도 불교. . 12

의 최고선이 열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기설의 환멸연기 는 노사우. 12 [ ] ‘緣滅法

비고뇌 가 사라진 상태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바 그것은 결국 모든 괴로움이’ ,

사라진 열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열반 이란 산스크리크어 팔리어는 의 음역으로써 불어서( ) ‘nirvā a( nibbāna)’ ‘涅槃 ṇ
끄다 에서 파생된 말로 불길이 꺼진 상태 를 뜻하며 흔히 적멸 로 의(nirvā)’ ‘ ’ ‘ ( )’寂滅

역된다 붓다는 이 열반을 가리켜 불사 절대안온 최고. ( , amata), (yogakkhema),不死

락 청정 섬 또는 등불 피난처 피안( , paramasukha), (suddhī), (dīpa), (sara a),最高樂 ṇ
평화 등 여러 개념으로 정의한다(pāra), (santi) .103) 열반에는 그만큼 다양한 개념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리하여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사덕 이라 하여 상낙아정 의 네‘ ( )’ ( )四德 常樂我淨․ ․ ․
가지 공덕 또는 특성을 제시한다 열반은 항상하고 안락하고 나이며 청정하다는. , , ,

말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상은 영원한 생명 낙은 즐거움 또는 행. ,

복 아는 참 나 또는 자유 정은 고요 또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열반은 한, [ ] , .眞我

마디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불길 탐진치 독의 불길이 꺼, 3

진 온전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라 할 수 있다, .

102) 권1, 204, .大正藏 中阿含經 羅摩經『 』 「 」

103)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London: Gordon Fraser, 1978),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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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은 종종 생명의 불길이 꺼진 죽음 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 ,

것은 열반의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다 열반은 오히려 자유롭고 순수한 생명의 세.

계이다 바람 잔 숲에 새들이 날고 물결 고요한 호수 위에 고기들이 뛰노는 것처.

럼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짐으로써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 생명은 비로소 자유,

롭게 약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 생명이 연기나 그을음 없이.

완전연소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열반은 근본적으로 초월적 영역이라든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뜻하지 않는다 용수보살은 일찍이 열반의 실제와 세간의 실. “

제 이 둘 사이에는 털끝만큼의 차별도 없다, ”104)라고 하여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

님을 설파하였다 초기경전에서 발견되는 현재열반. [ , di hadhamma-現法涅槃 ṭṭ
이라는 표현도 결국 열반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nibbāna] .

열반은 삶의 소멸 이 아니라 현재적 삶의 질 에 관한 언명으로 지혜와 자비의‘ ’ ‘ ’ ‘

삶 또는 자유평정생명의 삶 이라고 할 수 있다’ ‘ ’ .․ ․
하지만 현대문명은 이러한 열반의 삶 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양상이다 그동‘ ’ .

안 현대문명의 병폐에 대한 지적은 수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근래에.

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글로벌 위험사회 에서 현대사회는 실패해서가‘『 』

아니라 성공해서 병을 앓는 리스크 사회라고 꼬집는다 현대사회를 자기착취의’ .

사회인 피로사회 로 규정한 한병철은 시간의 향기 에서 오직 더 벌기 위해 부단‘ ’ ‘『 』

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현대사회가 시간의 위기 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 ‘ ’

한다 무량수경 의 다음 내용은 이러한 시간의 위기에 처한 현대인의. ( )無量壽經『 』

모습을 예견한 것 같아 흥미롭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죄악과 고통으로 들끓고 있는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생,

활에 허덕이고 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돈과 물질에만. ,

눈이 어두워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근심 걱정은.

떠날 날이 없다 불안 끝에 방황하고 번민으로 괴로워하며 욕심에 쫒기느라. ,

허둥거리니 조금도 마음이 편할 시간이 없다.105)

이처럼 위험사회와 피로사회에서 고통 받는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와 시간의 향

기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불교적으로 볼 때 열반의 성취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

할 수 있을 것이다.

104) 30, p.36.大正藏『 』

105) 성전편찬회 편 불교성전 서울 동국역경원, ( : , 1980), p.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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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정도 를 통한 자유실현4. ( )八正道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열반의 성취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까 초기불교는 다양한 실천덕목 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37 ) ,助道品

은 사성제 중 도성제 의 내용에 해당되는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정견( ) . ( ),道聖諦 正見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 ), ( ), ( ), ( ), ( ), ( ),正思惟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정 의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초기경전의 하나인 중아함 분별성제( ) . ( )正定 中阿含『 』 「

경 의 가르침에 의하면 정견은 사성제를 바로 보는 지혜요 정사유는( ) , ,分別聖諦經 」

번뇌망상을 여의고 성냄과 원한이 없는 생각이요 정어는 망어 악구 양, ( ) ( )妄語 惡口․ ․
설 기어 를 떠난 바르고 참된 말이다 정업은 살생투도 사음( ) ( ) . ( ) ( )兩舌 綺語 偸盜 邪․ ․ ․ 婬
을 행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에 맞는 바른 행위요 정명은 정당한 방법과 직업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며 정정진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

력하는 것이다 정념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몸과 마음과 진리를 바로 관찰하.

고 탐욕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고 정정은 모든 욕심과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혀 선정 에 드는 것이다( ) .禪定 106)

이 팔정도 가운데 정견과 정사유는 종종 삼학 의 하나인 혜학( : ) (三學 戒定慧 慧

으로 분류된다 불교에서 지혜는 자비와 동등하게 강조되는바 붓다는 지혜가) . , “學

뒷받침된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도취로부터 생존으로부터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 ,

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107)라고 설한다 정견과 정사유는 결국 지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고, .

전적 휴머니즘의 한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도 일찍이 인간이란 완성(Aristotle) ,

된 상태에서는 동물 중 최선의 존재이지만 만일 덕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간은 가,

장 사악하고 야만적이며 탐욕스런 존재라고 하였다 이것은 덕을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붓다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

다 아무튼 지혜는 불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덕목이다 인간은 자기방식. .

대로 자기욕구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 능력이다 이 지혜의 눈을 뜸으로써‘ ’(yathābhūta ) .ṁ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여 바른 인간의 길을 걸어, ,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6) 위의 책 , pp.117~118.『 』

107) D gha nik ya 16.『 』ī 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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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팔정도 가운데 정념과 정정은 흔히 정학 으로 분류되는바 그 핵심개( ) ,定學

념은 선정 이다 황금만능주의의 도도한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어떻게든( ) . ‘ ’禪定

더 빨리 더 많이 물질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허둥대는 불안하고 괴롭고 지친‘ ’ ‘ ’ ,

현대인은 특히 이 선정의 성취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정.

의 상태에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모든 미망을 떨쳐

내어 자기객관화와 심신의 평정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참다운 지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팔정도는 탐욕과 미혹으로 인한 향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치우친 삶을 경

계하며 역동적이고 균형 잡힌 중도적 인생관을 제시한다 또한 오계 에 바탕. ( )五戒

한 투철한 윤리의식을 높여 생명윤리로까지 나아가고 선정과 지혜에 의한 자기정,

화를 통해 삶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가르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나대로. ‘

살되 더불어 살아가는 다시 말해 자유와 평화 평등과 정의의 정토 사회를’, , ( )淨土

만들어가야 한다고 팔정도는 주창하는 것이다.108)

그러므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실현하고 참된 자아를 실

현하게 된다 한마디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열반을 지향하는 불교적 미. .

래문화는 열반문화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제 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한 대안문.

명으로서 열반문명 또는 열반문화의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열반문화는 오늘의 소비대중문화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확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인은 텔레비.

전 영화 대중음악 패션 신문과 잡지 스포츠 전자오락 광고 등에서 수없이 쏟, , , , , , ,

아져 나오는 이미지와 소리 및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이 대중문화는 놀이.

이기보다는 오락이고 형성과 축적이기보다는 소비이며 안으로의 성찰이기보다는, ,

밖으로의 분출이다.109) 그것은 일반적으로 감각지향적이고 흥미본위이며 물질지,

향적이고 소비지향적이다 소비대중문화는 우리의 심성을 정화시키기보다는 선정.

적인 이미지와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부풀리고 야수적 본성을 자극하[ ],貪

기도 하며 마음을 들뜨게 하여 맑은 이성과 지혜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 [ ] .瞋 痴

요컨대 현대사회의 소비대중문화는 열반의 적인 탐진치 삼독심을 부풀려 결국에,

는 우리를 고통과 번뇌 속으로 몰아간다 또한 보기만 하는 스포츠 특히 자본의. ,

108) 박경준 앞의 논문, , pp.99~100.「 」

109) 강명구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 : , 1995), 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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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및 상업주의의 강력한 조종을 받고 있는 스포츠 열풍은 일상적인 삶으로부

터 자기소외를 일으키고 지나친 승부욕에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며 보다 중요한, ,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탐색할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 가는 등 부정적 측면이 적

지 않다.110)

따라서 열반문화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각종 대중매체와 소비지향적인 대중문

화 그리고 지나친 보는 스포츠 열풍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그 대신 들뜬 사회, ‘ ’ .

를 진정시켜줄 명상문화와 심성 문화의 흐름을 일으키고 사회체육 국민생활( ) ,心性

체육을 보급시켜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명상산업 과 힐링산. ‘ ’ ‘

업 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열반문화는 감각과 물질을 따라 마음대로’ .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

유임을 일깨워주어야 한다.111)

나아가 열반문화는 경제관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불교는 근본적.

으로 재물에 대한 관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가자는 예외지만 재가. , ,

자에 대해서는 돈 버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설한다 그러나 반드시 정.

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하며 바르게 번 돈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바르게 쓰기,

까지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바르게 쓴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112)

한 걸음 더 나아가 붓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재산을 잃는다 해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부자는 지금 한 순간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113)라고 가르친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고. ,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는 말이다.

또한 오늘의 교육은 그 기본방향과 근본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교육.

의 본질은 인간다운 인간 의 양성에 있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교육을 국가적 경쟁‘ ’

력 향상이나 개인적 입신양명의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기와 과.

정을 중시하는 인간교육은 실종되고 결과만 문제가 되는 입시교육 취업교육이 일,

반화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

110) 박경준 앞의 논문, , pp.101~102.「 」

111) 위의 논문 , p.102.「 」

112) 위의 논문 , p.103.「 」

113) Therag thā ā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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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 엄청난 부와 황금이 있고 먹. “

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다만 혼자서 누리고 먹는다면 그것은 파멸에의 길이다”114)

라는 숫타니파타 의 가르침처럼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

성장시켜야 한다 최고의 학력과 지식을 지닌 사람들도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

고 심지어 패륜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세상이다 불교가 지향하는 열반의 이상도.

서로 돕고 나누는 삶 에 바탕한 따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 ’

진다 라트나팔라가 열반의 성취를 궁극적 사회화 로 파악한 것. (final socialization)

은115)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의 목표는 에리히 프롬의 주장처.

럼 소유의 혁명 에서 존재의 혁명 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 ‘ ’ .116)

맺음말5.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간고는 욕망에서 비,

롯되며 그 욕망은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무지 에서 비롯된다 욕망은 결코[ ] .無明

만족을 모르며 끝없이 팽창한다 이것이 탐욕이다 이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 .

간은 분노하고 탐욕과 분노가 반복되면서 피로감에 젖는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

러한 욕망시스템에 의하여 피로사회 위험사회 소비사회 분노사회로 전락해가고, , ,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불교에서는 생사윤회의 유전문 뿐만 아니라 생사의. ( )流轉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이루는 환멸문 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還滅門

또한 불교에서는 욕망 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로 함께(Chanda)

사용한다 욕망의 부정적 의미란 이기적 욕망 탐욕 갈애 이며. , (lust), (craving, thirst)

긍정적 의미란 의욕 바람 소망 이상 원 이다(will), , , , ( ) .願 117) 긍정적 의미의 욕망은

법욕 이라는 용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 dhamma chanda) .法欲

인간의 의지는 자연상태로 내버려 두면 동물적 본능에 지배되고 만다 이 자연적.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욕망 의지 또는 의욕 이 필요하게 된[ ]

다 붓다는 이것을 법욕이라고 부른다 법욕은 본능의 차원을 넘어선 더 높은 경계. .

114) Suttanip taā 102.

115) Nandasena Ratnapala, Buddist Sociology(Delhi: Srisatguru Publications, 1993), p.35.

116) 박경준 앞의 논문, , pp.106~107.「 」

117) 경전에는 욕망으로 욕망을 끊는다 는 표현이 보이는데 첫 번째‘ (chandena ca chanda pajahissati)’ṃ
욕망은 긍정적 의미 두 번째 욕망은 부정적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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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희구하며 마침내 해탈과 열반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의욕이다 요컨대 법욕은.

본능적 욕망의 질적 전환이다.

이 욕망의 질적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고 위기와 허구의 현대문명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생, . ‘

명의 그물 의 한 가닥일 뿐인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이제는 고전이 된 작은 것이’ 『

아름답다 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엘긴 이 말하는. (Duane Elgin)』

자발적인 단순성 과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라는 법정의 무소유 정신을 나침반 삼‘ ’ ‘ ’

아 소유의 혁명 에서 존재의 혁명 을 향해 좀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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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ole of

humanities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문학의 역할

김기현 서울대학교

Kim, Ki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dvent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company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ws diverse questions that challenge humanities.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implications of the computer model of mind and the
philosophical questions that it newly raises.

According to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 mind is nothing more than an
organized complex of programs and, thus, a computer can instantiate a mind same
as human. The development of AI shows that intelligence can be realized by a
machine. However, it is a long haul to the claim that mind itself can be thus
realized. For some aspects of human mind such as consciousness and intentionality
are not congenial to computer programs.

The age of AI together with Internet creates a completely new environment for
human cognition. The number of phone numbers we store in memory has
dramatically diminished. Mobile phones replace human memory storage and GPS
navigation apparatus replace human space perceptions. These mobile units are
further connected to other storage through internet and cloud computing. This
means that information that controls human behaviors is not limited to a brain.
Now the following reasoning seems possible: mind is what mediates between
stimuli and behavior. In the age of AI, the locus of information that thus med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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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limited to a brain. Then, mind is not in the brain. Where is it then?

Another related question is where I am. Mind is extended to a mobile phone,
which is connected in turn to a cloud computer. If my identity is where my mind
is, then the question arises whether my identity could overlap with your identity.
For you and I share information stored in the same computer. Is this possible?

This paper ends with warnings against ungrounded fuss about the age of AI. I
present emotions and creativity as precious human assets that cannot be emulated
by computers.

인공지능은 년대부터 발전하여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위하여 인간 자1960 70‐
신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 배경에는 컴퓨터과학의 발전이 가로놓여 있다 문제를. .

푸는 능력인 지능을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나타난 것이 소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

능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 등을 통하여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 고 인,

간의 자연적 지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양한.

산업적 효용성에 힘입어 인공지능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여되었고 인공지능,

은 년대 정체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1980 .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제 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에4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알파고가 이세돌에 압승하며 이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

다 사실 알파고의 승리는 시간문제이지 결과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 .

의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는 것 이외에는 말이다 오히려 반가워 할 일이다 우선. .

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이 기뻐할 일

이고 둘째는 예견되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던 미래사회의 도래를 극적으로 드,

러내주어 우리로 하여금 대비할 기회를 준 것도 반가워할 일이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이 큰 변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네 삶을 여러 측면에서 편하게 만들기는 하 지만 그에,

대응하는 걱정거리도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지능에 의하여 다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되면서 직업의 구조가 크게 개편될 모

양이다 내연기관과 전기의 발전에 의하여 촉발된 차와 차 산업혁명 때에도 비. 1 2

슷한 일이 있었고 이후에 인류는 새로운 안정을 찾으면서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인류는 변화를 잘 겪어내고 결국 더 풍요로운 미래.

로 가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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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통스러울 수도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지식 정보시대로 이행하면서 지식.

을 가진 계층과 지식을 갖지 못한 계층 사이의 갈등도 앞으로 잘 다루어져야 할

숙제다.

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 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 변화AI 4 ,

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 집중

되어 있다 여기서는 눈을 좀 높이 들어 새로운 시대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

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때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의 끝.

에서는 어떤 반응이 그런 호들갑인가도 살펴 본다.

마음의 신비와 인공지능1.

아주 오래 전에 철학자들은 마음이 가슴에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 다 과학 발, .

전의 결과 요새 우리는 마음이 머무는 곳은 가슴이 아니라 두뇌라고 생각한다 마.

음이 있는 곳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가슴이건 두뇌건 마음이 있는,

곳의 기계적 작동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

히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과학적 발전에 따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만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마음을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이들 중의 어떤 것이 신비의 베일을 벗었던 것일까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

은 어떤 기여를 했을까?

마음은 물질과는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첫째로 마음에 나. ,

타나는 현상들은 흔히 느낌을 동반한다 자연 속의 휴양림에서 쾌적하게 잠을 자.

고 깨어나면서 향긋한 커피의 향을 맡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러한 경험의 핵심.

은 그에 동반하는 고유한 느낌에 있다 고통 기쁨 등의 심리 현상들은 일정한 느. ,

낌을 동반하며 이러한 느낌이 이들 심리 상태들의 본성을 이룬다, .1) 이러한 ‘의식

이 심리 현상의 첫째 특성으로 꼽힌다 물리 현상들에서는 의식 현(Consciousness)’ .

1) 의식이 심리 상태의 독자적 본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타이 와 드레츠키. Michel Tye Fred

와 같은 철학자들은 의식은 아래서 설명하는 지향성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참조Dretske . : Michael

Tye, Ten Problems of Consciousness (Cambridge: MIT Press, 1995); Fred Dretske, Naturalizing

the Mind (Cambridge: MIT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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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의식 현상과 다르면서도 마음을 신비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한국.

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나의 믿음을 보자 이 믿음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 ‘

은 이승만이다 라는 내용에 내가 믿음 이라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한다 비가’ ‘ ’ .

오기를 바라는 나의 욕구는 비가 온다라는 내용에 내가 바람 이라는 관계를 맺음‘ ’

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렇듯 믿음 욕구 등의 마음 상태들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 ,

로 그려내어 마음에 떠올리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인 자연현상에서는 이러한 특성.

이 찾아지지 않는다 일정한 내용을 그려내는 이러한 특성을 철학자들은. ‘지향성

또는 표상성 이라고 부른다(Intentionality)’, (Representationality) .

세번째 특성은 개별적 마음 상태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기쁨과 고통 등의 반응을 일으키고 외부의 상

황을 일정한 형태로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현명한 판단,

을 내리기도 한다 더하기 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라는 답을. 138 111 249

용케 내놓는다 어제 본 어머니의 모습과 오늘 본 어머니의 모습이 동일할 수가 없.

는데도 우리는 쉽게 그 두 존재의 동일성을 알아맞힌다 그리고 한 대상이 부분적.

으로 가려져서 그 전체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가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를 잘 알아맞힌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똑똑함 또는. ‘지능 이라고(Intelligence)’

부른다 물질의 세계에는 이러한 지능이 없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반응하여 발생할 뿐이다.

위와 같은 마음의 성질들을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어떠한 물질적인

성질이나 과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원론자가,

된다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며 그는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것들 즉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 다, .

데카르트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자연과학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자연계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모든 것이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 , ,

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점점 커져 간다.2) 이전에는 단순한 물체

들의 운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러 현상들이 역학적으로 설명되

기에 이르 다 열 현상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의하여 설명되고 번개가. ,

전기의 방전에 의하여 설명되며 색이 파장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마음에서 발생하, .

2) 이러한 통일 과학 에 대한 기대는 논리실증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unified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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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들도 이와 유사하게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만하다.

물리적 설명의 힘이 점차 그 역을 확장하여 위력을 발휘해가기는 하 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역밖에 머물러 있었다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 물리적.

설명을 마음의 역에까지 확장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마음.

의 신비를 이루는 한 특성인 지능이 공격의 대상으로 포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

컴퓨터 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이 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컴퓨터로 대신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바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문자. ,

그대로 인공적인 시스템 컴퓨터 을 통하여 마음이 하는 여러 가지 지능적인 일을( )

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2.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현대의 컴퓨터는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움직인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 .

되는 컴퓨터와 그에 의하여 수행되는 지능적인 작업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은 이런 인공지능을 단순히.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작업과 그를 수행하는 컴퓨터를 사람의 실제적인 심리적인 과정과 전

혀 무관하게 단지 사람의 작업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인공지능 종사자들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실용적 유용성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될 수. ,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음의 이해와 관련된다는 후자의 관점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또

다시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나뉜다 이 두 관점은 각기. ‘약한 인공지능(Weak

과Intelligence)’ ‘강한 인공지능(S 으로 불린다trong Intelligence)’ .3) 약한 인공지능

에 따르면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심리학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된, ( )

다 사람의 인지 작용에 대한 가설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 ,

으로 입력하여 실행시켜 볼 수 있다 실행한 결과가 사람의 인지 행위와 유사하게.

나타나면 즉 사람과 유사하게 성공적이면서 사람이 범하는 유사한 실수를 범한다,

면 이는 그 가설이 사람의 인지작용에 대한 올바른 이론임을 지지하게 된다 반, .

3) John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in John Haugeland ed., Mind Design (Cambridge,

MA: MIT Press, 1981), pp. 282 283.‐



432

면 결과가 사람의 인지 행위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그 가설이 틀린 것임,

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약한 인공지능의 관점은 컴퓨터를 사람의 마음의 이해에.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산업적인 관점을 넘어서지만 컴퓨터는 여전히 도구적인 용,

도에 머문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던 것이 이.

제는 점차로 발전하여 컴퓨터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시

작한다 즉 인간의 지능이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결합된 것이. ,

라는 대담한 생각이 제시되기에 이르고 따라서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는 마,

음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마음을 갖는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의 주장이며 이 무렵 사이보그를 주제로 한. ,

화들이 도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약한 인공지능의 입장에 서있건 강한 인공지능의 입장에 서있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산업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사람의 지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르 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하여 사람의 인지에 접근하.

는 이러한 방법론이 일반화되면서 현대에서 컴퓨터 과학과 인지심리학은 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람의 인지과정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은 인지에 관,

한 이론의 발전 및 검증을 위하여 컴퓨터 과학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현대의 인.

지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인공지능학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

여준다.

마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3.

신비의 역에 머물던 인간의 마음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컴퓨터 시스템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마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갖는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마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1) .

시각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외부의 사물이 우리의 망막을 자극하여 일정한.

상을 맺는다 이 상은 우리의 시각 체계에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며 우리의 시각. ,



433

장치는 단서에서 출발하여 단서를 제공한 외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열두 고개의 수수께끼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 놀이에서 문. .

제를 내는 사람은 일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서 그를 추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단서들을 제공한다 문제를 푸는 사람은 주어진 단서.

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내는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 맞

추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놀이의 과정이 문제 해결 능력을 사용한 놀이이듯.

이 시각도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이 시각을, .

비롯한 모든 인지의 과정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마음은 본성적으로 비생물학적이다(2) .

인공지능에 따르면 인지작용은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러한 견해가 마음이란 인지를 수행하는 체계라는 견해와 결합하면 한 체. ,

계가 인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 그것은 마음을 갖는다는 결과가

따른다 이미 컴퓨터 과학에서는 인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현하고.

있으며 사람의 인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

램이 컴퓨터에 실현되지 못한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동일한 프.

로그램이 기성 컴퓨터와 전혀 다른 소재를 지닌 체계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으리

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리콘으로 구성. ,

될 수도 유압 펌프로 구성될 수도 목재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음 또는, , .

인지는 더 이상 사람 내지 그와 비슷한 소재로 이루어진 유기체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4) 고전적 인공지능의 이러한 함축은 마음의 존재가 소재의 특성으로부터 독

립해 있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복수실현가능성 이라고 부를(multiple realizability)

수 있다.5) 이는 마음에 대한 인공지능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비생물학적임을 보여

준다.

4) 탄소 소재가 아니라 실리콘 소재로 이루어진 인조 인간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통찰이 위의 주장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5) 마음이 복수실현적 이라고 해서 아무 소재나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왜(multiply realizable) .

냐하면 아무 소재나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기로 프로그램을 실, . ,

현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라 복수실현성은 프로그램 실현 여부와 관련 없이 소재 자체의.

특수성이 마음의 성립에 필수적이라는 주장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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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 질문들4.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마음을 컴퓨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음을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의 발전과 결합하면서 마음과 관.

련된 더욱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연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를 살.

펴보기로 하자.

마음은 프로그램들의 복합체인가< ?>

인공지능에 고무된 과학자들은 특히 강한 인공지능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컴퓨, ,

터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이런 생각이 블레이드 러너. “

터미네이터 와 같은 화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을(Blade Runner)”, “ (Terminator)”

이룬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마음은 서로 잘 짜여져 연결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복합체에 불과한 것일까 대답은 단순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마음은 물질에? .

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 성질인 의식 지향성 지능 등의 다양한 성질을 갖는다 인, , .

공지능은 이들 중 지능에게서 신비의 옷을 빼앗았다 문제 푸는 능력으로써의 지.

능이 기계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음을 인공지능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식과 지향성까지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

다 몇몇 철학자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관점을 의식과 지향성을.

해명하기 위한 단서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아직 이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음은 두 귀 사이에 있는가< ?>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향을 미친다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의 수를 년 전과 비교하여 보자 아마도 그 수가 거의 분의 로 줄었30 . 10 1

을 것이다 단지 숫자만 줄은 것이 아니라 숫자들을 기억하는 능력까지도 현저히.

감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과 관련한 지형적 지식도 현저히 달라졌다. .

어느 동네 옆에 어느 동네가 있으며 그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동네를 거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전에 잘 알고 있던 지식들이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

졌다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들 정보는 이제는 나의 두뇌가 아니라 나의 스마트.

폰 또는 나의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저장된다.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더욱 확장된다 나에.

게 필요한 정보는 이제는 내가 휴대하는 단말기에 제한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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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다 내가 운전할 때 듣고 싶은 음악 여가를 즐길 때 듣고 싶은 음악 데이트. , ,

할 때 듣고 싶은 음악은 클라우드 컴퓨터가 나의 성향을 반 하여 각기 다른 폴더

로 저장하여 나에게 제공한다 이전에 내가 판단하여 하던 일들이 나의 개인 단. 말

기에 의하여 그리고 단말기와 연결된 인터넷에 의하여 수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

이러한 변화는 마음의 위상에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기본적으.

로 환경에 대응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여 행동을 산출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과 특성들이 마음에 저장되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까지 마음은 두 귀 사이에 존재하는 두뇌에 머물면서 이,

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환경에 대응하여 행동을 유발하.

는 기억과 특성들은 스마트 단말기와 클라우드로 분산된다 그렇다면 마음은 단지.

두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와 클라우드에 확산되어 존재한다는 결,

론이 나온다.

나는 너와 구분되는가< ?>

마음이 두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와 인터넷 매체에까지 확장된다는

생각은 마음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개,

인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한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

게 하는 정체성이 마음에 있는가 육체에 있는가를 물으면 그 대답은 마음을 따라

간다 우화에서 가끔 거론되는 거지와 왕자의 신체가 또는 정신이 바뀐 그런 경우.

를 보자 이 경우 육체와 정신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가를.

물으면 즉 거지의 육체를 가진 왕자인가 아니면 왕자의 마음을 가진 거지인가를,

물으면 우리의 판단은 마음을 따라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거지의 육체를 가진 왕, ,

자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마음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마음이. ,

확장되어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인터넷 세계에서 한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설명

해야 하는가 나의 마음의 한 부분이 당신의 마음의 한 부분과 인터넷 상에서 겹?

친다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와 겹친다면 당신과, ,

나의 관계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대답되어야 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정보를 각기 다른 두뇌에 저장하여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두뇌의 일부 또는 마음 역의 일부가 겹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정확히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윤리적 사회적 함축을 갖는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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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 경계< >

인공지능의 발전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마음의 신비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 ,

단계에서 마치 인간의 마음이 온전히 기계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호들

갑을 떠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하 듯이 인간의 마음.

은 의식 지향성 지능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다, , .

느낌을 동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마음에 색채를 주는 역을 앞서 의식이라고

불 는데 이 역에는 감성이 존재한다 감성은 상상 상징 의미 해석 초월 등이, . , , , ,

살아날 양분을 제공한다 감성을 갖는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 ?

감성을 갖는 것처럼 흉내 내는 로봇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감성을 갖는 로봇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음악의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의 마음을 울린 명곡들의. ,

빅데이터를 분석 조합하여 또 하나의 멋진 곡을 인공지능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는 몰라도 감동의 새 역을 개척하는 곡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 기존 연, .

주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성부에서 키보드를 어떤 강도의 조합으로 압력

을 가하는 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를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공지능은,

한 인격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감동의 양식을 구성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창의성의 역도 유사하다 인공지능의 차 산업혁명은 앞으로의 세계는 정보를. 4

저장하고 그에 기반하여 문제를 푸는 작업은 더 이상 인간의 몫이 아닐 것임을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이며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 ,

은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능력이다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던지고 그 해.

결을 위한 틀을 구상하는 능력은 먼 미래의 인공지능은 몰라도 한동안은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창의성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 ,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이전에 없던 방식의 생각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 창의성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기존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해보지 못한 새?

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

른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너머 새로운 목적을 구성하고 새로운. ,

문제 역을 개척해나가는 창의성을 인공적인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과장된 생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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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I Am Many: Artificial Collective Intelligence in Greg Bear's

Blood Music

인공집단지능과 다중 자아

이동신 서울대학교

Yi, Dong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난 년 봄의 바둑 대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끌2016

어올렸고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하 다 비록 대국, .

직후에 비해 그러한 관심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그

향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증폭된 관심과 논의를 통해 겉보기에는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알파고가 실제.

로 수많은 컴퓨터로 이루어진 집단지능을 통해 대국을 했기에 혼자서 대전한 이,

세돌 기사에게 불리했다는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정,

체성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지능도 수세대를 거쳐 축.

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있어서는 집단성보다는 개인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 .

면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집단성을 강조하고 더구나 알파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알파고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인간지능과 인간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

각해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를 상상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이 논의를 베어 의 소설(Greg Bear) , Blood Music 을 읽어가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

베어의 소설은 생체유기물과 무기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바이오칩으로서 자기증

식을 통해 지능을 가진 누사이트 로 멸망 직전까지 다다른 인간사회를“ (noocytes)”

그린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누사이트는 자신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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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고 싶은지를 주요 인물들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누사이트 즉. ,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집단적 정체성과 인간이 고수하는 개인적 정체성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인간중심적 차별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용해야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자 한다.

1.

The shocking defeat of Sedol Lee to Alphago in the game of Go last spring
immediately left the public as well as experts in related fields embarrassed,
excited, worried, shocked and whatnot. As prompt and variegated were the
seemingly incessant talks and writings that followed the event, and it seemed at
the moment that this could be the trigger event that would ultimately lead our age
to the brave new world that only stories and films had envisioned, a world where
we that is, we as humanity as a whole, no longer holding onto my race, gender,―

class, nation against yours or, to be more ambitious, we as all beings in the world
should think of our collective future more seriously. That transition, of course,―

didn’t happen, and the volume of follow ups dwindled down almost to the state‐
before the Alphago event. Nothing about this decline is out of ordinary in this
quick pacing multi media society, where streams of such age old human issues as‐ ‐ ‐
politics, poverty, terror and others reaffirm their urgency by constantly appearing
on our multi screens and deservedly so, I should add, given all the problems that―‐
are happening around the world. The futuristic, hypothetical and sincere discussions
of AIs, one might say, could wait till these problems are assuaged.

But one might be, and is, mistaken in saying so. Most of the current problems
are, though to a varying degree, caused and exacerbated by AIs,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AIs have already made such inroads into our seemingly non‐
problematic everyday life. In other words, AIs, though not as advanced as
Alphago, are already here, transforming the world unnoticeably yet permanently. If
so, we need to return to those responses that followed the Alphago event, however
remote they seem to the current human problems. And here, I’d like to do that by
focusing on what seems to be the remotest, and somewhat naïve, comment that
was made in the aftermath and relocating it into the literary context of George
Bear’s novel, Blood Music. Simply put, it is about Alphago’s identity.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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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or who) is Alphogo? This question was raised by those who were aware of
how Alphago was constructed and operating, and they complained that, apparently
referring to Alphago’s PDP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latform that runs on
multiple computers, it was after all an unfair game for Master Lee, since he was
fighting with not a single opponent but a horde of opponents that were making
decisions based on their collective intelligence. The issue of Alphago’s identity,
whether it is singular or plural, thus questions the fairness of the match and,
wittingly or unwittingly, brings back the image of the untrustworthy machine that
so many SF stories and films have tapped into for so long, sometimes creating
unwarranted and premature fears of AIs, which is why I believe it is worth
looking into it in the aftermath of the Alphago event.

Before discussing the question of Alphago’s identity within the context of Bear’s
Blood Music, a brief summary of the novel is in order. Vergil Ulam, a scientist
named Vergil Ulam working at Genetron, one of many biotech companies located
in what is called Enzyme Valley, works on biochips for the company but develops
on his own “biologics, Autonomous organic computers” (10).… 6) When he learns
that he is being fired from doing his own, unauthorized experiment, Vergil injects
the cellular computers, which he later names “noocytes,” into his body and ends
up releasing these self replicating and developing entities into the world. Gaining‐ –
collective intelligence, noocytes take over North America, disintegrating organic
and later even inorganic materials and recombine them when needed, threatening
the very existence of the world, human and nonhuman. The latter half of the
novel, with Vergil gone, focuses on Michael Bernard, a famous scientist who has
been infected with noocytes in America and given himself up to Paulson Fuchs at‐
a German laboratory for study, and also on an America girl named Suzy who is
curiously immune to the noocytes. While Michael, after conversations with the
noocytes in his body, decides to join them in the noosphere, a thought universe
that exists in quantum level and where noocytes, shedding their material
constraints, decide to reside, Suzy refuses the same invitation offered by the
temporarily recombined versions of her family and chooses to remain in the
material world. It may seem odd that noocytes, the “autonomous organic
computers” that are bacteria like in their behaviors, are chosen to discuss‐
Alphago’s identity, but it is exactly because of their bacteria like collectiveness,‐

6) All quotes from the novel will be given page numb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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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gives rise to their artificial collective intelligence, that they make good
candidates for the discussion. In what follows, I put together fragments of thoughts
and observations made on Alphago, the novel and other readings, hoping that
something intelligent may emerge from their collective appearances.

2.

The liberal humanist subject, which N. Katherine Hayles in How We Became
Posthuman seeks to dismantle so as to replace it with the posthuman subject,
upholds the supremacy of mind over body, a hierarchy that the Cartesian tradition
contributed to inscribing deeply into modern society. The mind is what warrants a
subject a singular and unique identity, differentiated from another human or
nonhuman being. In a sense, it is the mind’s predominance in identifying a subject
that inspired early AI pursuers. H. K. Ekbia in Artificial Dreams: The Quest for
Non Biological Intelligence‐ defines AI as “a dream a dream of the creation of―

things in the human image, a dream that reveals the human quest for immortality
and the human desire for self reflection,” and, since the identity of self is based on‐
the “mind body dualism,” early AI constructed in this manner “pushed the mind as‐ ‐ ‐
an inner world idea to its limits by regarding thought processes as taking place in‐ ‐
the inner world of the mind, ‘independent of their environmental causes and
effect’” (Ekbia 2, 22 3). But, as many technophobes are concerned, if it’s pushed‐
too much, the dream could backfire by either undermining the human mind’s
uniqueness or elevating the AI’s capacity too much. Either way, AIs are seen as a
tantalizing nightmare for the liberal humanist subject.

The question of Alphago’s identity has a share in this nightmare. If the victory
is the collective work of the computers, which one of them is the real winner? If
lost, which one bears the responsibility? It gets worse if one furthers this line of
thinking and imagines Alphago doing something harmful to humans. Which one of
the computers is our enemy, and if the answer is every one of them, how are we
ever able to stop them? Many SF stories and films that make use of AIs seem to
deflect these questions by rarely equating its omnipotence with its omnipresence
and instead pinpoint an identifiable source, the eradication of which gives a sense
of resolution. In this sense, the first step toward answering the question of
Alphago’s identity might be to stop deflecting and face the nightmare for “the
liberal humanist subject.” But there is another question we should be rais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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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es it have to be a problem at all. If the collective nature of Alphago’s
intelligence gives rise to its identity problem, what do we say about human
intelligence? That is, how individual is one’s intelligence? After all, human
intelligence is not something one is just born with (if it is just that, there would
be nothing special about it) but the result of the transmission and learning of
collective knowledge and experience. There is nothing individual about human
intelligence it is by nature collective. The possibility of AIs whose intelligence is―

as good as human intelligence is now making people use AIs as a model to better
understand how the human brain, and human intelligence as a consequence, works.
And now, we could go one step further and use AIs to think about human identity.
In other words, as we raise the question of Alphago’s identity, we may have to ask
what to do with ourselves when it becomes clear that human intelligence and
identity is in essence not singular but collective.

3.

It turns out that Vergil’s identity, at least his social identity, which is by nature
collective, has been problematic. With his hacking skills, he “revised his credit
records at three major firms and made an entry into the records of a famous
university,” which “practically guaranteed his getting the Genetron position” (25).
And when he is fired, Vergil again hacks into the company server to delete his
fake file and change his insurance policy so as to remain “fully covered ever after
his termination” (25). Codifi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data on the computer,
social identity has always been collective and thus vulnerable to such recombining
acts illegal or deceptive ones, at times as Vergil’s. Still, some would argue that― ―

social identity is not one’s personal identity, that is, who or what that person is.
But are these two kinds of identity really that separable? Interfaces between social
and personal identity occur all the time, as many studies of racial, gender, ethnic
identitie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ve convincingly argued. In this vein, it is
possible to say that Vergil has been infected by the data he concocted for himself,
just as he would be by noocytes and ultimately turn into something defined by that
infection. Likewise, in the second half of the novel, Michael, having begun to
converse with the noocytes that “crossed the blood brain barrier” in his body, is‐
asked by Paulsen Fuchs if he is “still a human” (172). Although he says, “Of‐
course I am, I’m still me,” Michael suddenly realizes “that he was not, tha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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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not been just a human for more than a month” (172). And he wonders if “his
humanity was coming to an end” (173). Michael later accepts this coming end and,
when given choice, decides to become that “something.” At least, he thinks he
makes that decision. But if he has been infected by noocytes so long and so
completely, even within the very site of his mind, in what sense is his decision his
own, then?

The identity confusion that befalls Michael is what we may have to deal with
when AIs become the integral part of our everyday life, infecting our social and
personal identity formations with their collectiveness. Not just competing with AIs
as Master Lee has done, we may have to talk to, live with, and think or even―

behave like AIs, which means that confusions over identity will only get deeper.―

Dividing the AI field into three engineering, scientific, discursive practices,― ―

Ekbia comments not only on the tension innate in the first two practices is AI―

studied for expending scientific knowledge or for engineering efficiency? but also―

on the last practice where people from different disciplines talk of AIs using
metaphors specific to their field and end up creating confusions because “this use
of metaphorical language is often done without due attention to the vague and
imprecise nature of the cross domain allusions” (Ekbia 4 5). Ekbia advises AI‐ ‐
experts to be more attentive and critical when we talk and develop AIs, and I
believe his advice is applicable to everyone, not just those experts, living in the
age of AIs. But I doubt that confusions are ever avoidable. On top of “[the] use
of metaphoric language” that Ekbia holds responsible for confusions, there is a non
metaphoric language that AIs us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e whose‐

relationship with the human language always remains analogical and is therefore
liable to cause further confusions. As Hayles aptly points out, “Language alone is
no longer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echnologically developed societies;
rather, it is language plus code” (16).

Confusions between the two kinds of language or, to follow Halyes, between
language and code could be devastating to humans who think they are the bearers
of the original meaning and thus not subject to their metaphoric description of
others. This is what happens when Vergil describes the self replication process of‐
noocytes by saying, “What was reproduction, after all, but a computerized
biological process of enormous complexity and reliability?” (18). One might say
this is just an innocent statement of a biologist whose job is to dissect the process
and decode the complexity, but the question is whether Vergil understands 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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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in the same terms. Very unlikely, just as he injects the noocytes into his
body, thinking that his body is somehow different from them and thus safe from
their reproductive process. But such a metaphoric concept is not to be expected of
noocytes, which must have understood Vergil’s words as the codes to implement
and thus subject his body to their reproductive process, which is to them nothing
but “a computerized biological process.”

Moreover, that process doesn’t stop at Vergil, populating Bear’s novel with what
Colin Milburn calls the “scene of disintegration” (284). Examining the nanobiology
inspired narrative that “deterritorializes the components of the body and‐

simultaneously destines the molecular machines of the living cell towards a future
where ‘life itself’ has been ‘reshaped,’” Milburn argues that “The nanoscientific
gaze in both science and fiction unleashes the machines of the cell and fosters the
ascension of postbiological life by splattering the body” (284, 296). The
“splattering” act, this disintegrating violence is inevitable, so it is only natural at
the end of Bear’s novel that “to remove environmental barriers on their
reproduction and expanding intelligence, the noocytes disintegrate themselves into
the quantum possibility waves of materiality” (298). Milburn takes a positive view
of this, since the postbiological life after the disintegration will help us “step up to
the ‘dance of agency’ with the machine phylum, both dancing partners made equal
in love, opening to each other” (305).

It is rather doubtful that we will share Millburn’s positive view of the
postbiological life without reservation, but his mentioning of “the quantum
possibility waves of materiality” and “love” should deserve our unreserved
attention, since he points to the final source of confusions expected in human AI‐
combination. It is what remains ungraspable by language and code. Of course,
there are words or codes that refer to matters or affects, but they are never enough
to capture, to quote Jane Bennett, the “vibrancy” of the former or the intricacy of
the latter. If one disregards these ‘ungraspables’ just because there is no language
or code for them, one only risks creating more confusions or living a dangerously―

isolated life.

All in all, the human AI world will be full of confusions, due to the‐
miscommunications and disruptions between language, code and what lies beyond
language and code. And so will be identities in that world, since these three are
what collectively make up the identity of anyone or anything. Rathe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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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is a confusing collection of the three, thus always subject to multiplicity
and transformation. This is what the novel’s ending seems to suggest. When
Michael asks to “speak to an individual,” the noocytes in conversation with him
answer, “We have studied INDIVIDUAL in your conception. We do not fit the
world,” and then continue to explain: “Perhaps this is what you mean by
INDIVIDUAL. Not the same as a single mentality . Important memory may be…

*diffused* through all clusters. What you think of as INDIVIDUAL may be spread
throughout the *totality.*” (184). While, in human terms, the individual equates “a
single mentality,” identified as an intelligent singular being, noocytes see mentality
as the temporary result of clusters’ collective efforts, as something that is in
essence collective and ephemeral. Likewise, in noocytes’ terms, “INDIVIDUAL” is
not individual but always multiple. Michael later experiences this paradoxical state
as he joins noocytes, which is described as follows: “He is individual and, at the
same time, he is each of the fellows, the other hundred cell clusters downstream‐
and upstream” (213). One and many, Michael is ready to say, I am many.

4.

What would this many ness of I entail, other than the inevitable confusion?‐
Asking this question, I am suggesting two things. First, as I have discussed,
confusions following the advent of AIs are something we have to learn to live
with, not something that we clear away. Of course, I am not saying that we just
accept confusions and don’t try to clarify confusions. As Ekbia argues, we should
give “due attention to the vague and imprecise nature” of the confusions. Yet, we
also need to give “du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our clarifying act can be
nothing but anthropocentric insistence on the use of human language with no
regard for codes and the ungraspables. Some confusions including the many ness― ‐
of I may be inevitable and even necessary, if we want to make ourselves ready―

for the new world heralded by AIs. Secondly, there may be something to learn
from swarm intelligence,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insects, for the confusions
and, more importantly, for rethinking the question of identity. In fact, started as
cellular computers, noocytes show many signs of swarm intelligence and thus seem
to develop along the evolutionary pathway quickly. Indeed, the description of
noocytes is close to that of a big swarm of locusts or bees, which is like “A hill”
that is moving “Slow, ponderous, perhaps a hundred feet high, the mass of sh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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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and primer gray” (180). It is worth noting that swarm intelligence has
inspired recent developments in the AI field, as Renbin Xiao et all note by saying
that “the similarity analysis between swarm intelligence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has important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practical value for the study of
the generation and operation mechanisms of human intelligence” (737). Len Fisher
in The Perfect Swarm on the other hand applies swarm intelligence to human
society, developing solutions to many of the problems in that highly complex
society. All these attempts to relate swarm intelligence to AI and human society
could offer a way to rethink the question of identity when ‘I am many.’

One last thing I’d like to take note of is the fact that the many ness of I is a‐
theme repeated in Bear’s novels. Focusing on Bear’s Forge of God and Anvil of
Start, Tim Wolf concludes that in these novels, “all maturity involves a transition
from centered oneness to centerless manyness” (91). In the former novel, alien
invaders appear, forcing the American President “to accept the manyness of the
universe and surrender illusions about humanity’s central place” (84), while the
latter features aliens named Brothers that “are an aggregate species in which each
individual is comprised of a group of snake like beings that weave themselves‐
together like a braid” (91). Blood Music, experimenting with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autonomous organic computers,” certainly continues to experiment
with the same theme, though no alien beings are involved here. But I am not sure
if his interpretation of the transition as a sign of maturity is applicable here, since
first of all, maturity is something that can’t be thought of without invoking the
idea of self, of a singular identity, which is not what Blood Music seems to
promote. Is Michael becoming more mature when he joins noocytes? Or for that
matter, are noocytes more mature than humans, which implies that the
disintegration of the world is good and even encouraged? Is collective intelligence
necessarily better than individual intelligence? Speaking of cyberspace as the venue
of collective intelligence, Pierre Lévy describes it as “the placeless place where
humanity’s unceasing dialogue with itself can grow and expand” (197). Not
everyone would share Lévy’s enthusiasm and belief regarding humans in
cyberspace, where selfish gratification often disregards or even manipulates
collective intelligence. With AIs’ collective intelligence added, Lévy’s belief may
become more difficult to hold in cyberspace or any space for that matter. In other
words, with I becoming many, we may not have to “grow and expand,” to mature;
we just have to work toward being together, which may not be such a bad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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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umans, AIs and other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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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between AI and culture

인공지능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

유코 무라카미 토호쿠대학교

Murakami, Yuko Tohoku University

Abstract

사회와 기술은 여러 층위에서 상호작용한다 기술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보여주.

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현재의 문화와 가치 체계에 걸맞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을 요구한다 인공지능 또한 그러한 피드백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며 우리의 생활. ,

양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신체 강화와 같은 인공지능.

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의 고유문화를 다른 문화들과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문화에서 자아 의 관념은 무엇인가 우리는 해당 사회. (self) ?

의 성숙한 행위자 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현존하는 사회 이론(agent) ?

을 거부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Section 1: Introduction: Cultur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Nature

Japan is always in natural jeopardies. They include not just typhoons which
often hit the Korean peninsula; volcano eruptions, earthquakes, and tsunami hit
Japan as the country is on active faults near the plate boundary surrounding the
Pacific Ocean. Earthquakes of moment magnitude (Mw) 7 or stronger are not rare.
Kumamoto, one of the main cities in Kyushu Island, was hit by a series of
earthquakes beginning from April 14, 2016, which killed thirty five people. The‐
East Japan earthquake on March 11, 2011, was an undersea megathrust earthquake
of Mw 9.0, which was the fourth most powerful earthquake in the world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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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The tsunami following the mega earthquake caused a catastrophe: it killed‐
more than twenty thousand people and destroyed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s as you may know. Survivors have evacuated to live in temporary housings
for more than five years. Nevertheless, most residents stay in the affected areas
partially because of love of the region and financial reasons, but also because of
their skills. Local jobs are mostly related to the ocean: fishery and fish processing
are highly professionalized while the knowledge is local. The skills are not
portable. They know they are trained to live with the sea that brings the wealth.
The ocean bring both rich products and disasters.

It is just an example of dual aspects of riches and calamities from the nature in
Japan. Volcanoes brings various metals as well as hot springs and other resources.
Typhoon brings a tremendous amount of water. Such environments grows Japanese
attitudes against the nature. Human beings are too small to resist against the
nature. Instead, the nature and human are to live together and develop themselves
through interactions. Japanese culture embraces the nature as a big friend. It is
unpredictable and unintelligible for human beings, showing both good and evil
aspects.

Such attitudes toward the nature are traditional in East Asia. Human beings
cannot control the nature. It will die if we excessively exploit it. A Daoist episode
of “Hundun ( )” suggests the point:混沌

Emperor of South Seas is Shu; Emperor of North Seas is Hu; Emperor of

the Middle is Hundun. Shu and Hu oftentimes meet at Hundun’s Land.

Hundun treats them very well (dai zhi shen shan ). Shu consults待之甚善

Hu about how to repay Hundun’s virtue [of hospitality], saying, ‘People all

have seven holes to see, hear, eat, and breathe; this [person] alone has none.

Let’s try and dig them.’ Daily one hole is dug; seven days, and Hundun

dies. (Zhuangzi ( ) 7/33 35))子荘 –
It gives an antithesis of the Western attitudes toward the nature. The nature is to

be controlled according to needs of human beings. Otherwise, it becomes hostile.
Human beings should overcome the threat to survive. Moreover, human beings are
superior to any creatures in the world with intelligence and power of management
of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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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claim that the contrast in the attitudes toward the nature lies
under the desig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urrent society.

Section 2: Scientific methods

The modern science determines our current society and lifestyle. It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hostile attitudes against the nature. It aims to control and
predict the way of development of the world. Experiment is methodologically
crucial in the modern science. Francis Bacon (1561 1626) first illustrates–
experiments in Novum Organum. Criticizing Greek natural philosophy as teleology
without explanation of its mechanism and rejecting medieval magic and alchemy as
collections of occasional insights unable to reproduce the desired effects, he tries
to give a method to discover operations with minimal mechanism.

To repeat operations to lead desired results, we need to know how the world is:
what exists there, how each objects in the nature behave, what sorts of phenomena
have been observed. Experiments are not enough to control and predict the
environments around human beings. Descriptive science is in charge of the aspect.
It is not experimental, but inherits natural history and keeps records of
observations and classifies phenomena.

Modern science refines the Baconian idea of experiment with mathematical
modelling. Newton’s Principia (1687) quantifies descriptions and observations to
allow numerical calculations. Quantifications via mathematical formulation facilitate
control of parameters.

Here we put the point in mind: modern science consists of observational data
and analyzing framework of experiment as Kant generalizes the schema to human
cognition and thought: “Thoughts without content are empty,
intuitions without concepts are blind (E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B75).”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mathematical descriptions combined
with logical methods and physical implementation onto machines. The theory is
based on deductive reasoning with mathematical description in form of formal
languages. Alan Turing and others realized modern computers based on theory of
computation during the World War II. They physically implemented the id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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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machine whose program is written on memory as well as data.

Such logical machines prepare computational methods in science. Machines
controlled by computers with sensor data and fast calculation optimize the quality
of results. The computing technology brings methodological issues in science: the
status of the simulation. According to given data sets and parameters, a simulation
system runs to produce new data sets. The data are not observational in a strict
sense but rely on the simulation model with parameters. It blurs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theory and observation in scientific methods.

In particular, AI may change our understanding of scientific methods. AI is
getting closer to science in the sense that it essentially depends on inductive
reasoning which may involve errors, which cannot be completely eliminated.

Section 3: Artificial intelligence reveals a new face of the nature

AI has changed our lifestyle by controlling social infrastructures and other
systems as well as ways of thought on scientific methodology. The first boom of
AI came by 1960s, following physical realization of the idea of computation.
Turing discussed machines which can play chess and other games. He cast the
question “Can machine think?” Philosophers and logicians amplified it. What is
thought? Is it possible to create a “machine brain”? How we can determine
whether an opponent of conversation is human? Can we invent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translation was in the main focus of the research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failed, however, because both theories of languages and
computing machines were immature.

The second boom of AI in 1980s came with so called expert systems. Machines‐
mimic human experts in a specific areas. Recorded knowledge and physical control
skills in terms of programs realizes “machine experts.” On the line of thought,
Deep Blue by IBM defeated the chess champion Kasparov in 1997. It was the
main achievement of the second boom of AI.

Excessive expectations on expert systems ended the boom, however. In Japan, a
research program of legal expert systems played the flagship role of the second
boom of AI. It proposed legal reasoning by machines of deductive reasoning.
There were too many pitfalls; exceptions and default reasoning among oth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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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was that not everything can be deductive. Social ideas such as fairness do
not fit that simple logic.

The third boom of AI since 2010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former booms.
Inductive reasoning in the form of statistical simulation methods led the third trend
of AI. The methodological core of AI has extended to involve combinations of
deductive and inductive reasoning to drastically boil down the number of
possibilities to be computed in addition to development of high speed computing‐
and decrease of storage costs.

Statistical methods with forcefully accelerated machine power eventually realize
the dream of the first boom of AI, game playing machines. Almost three decades‐
passed after Deep Blue’s victory. In January 2016, most AI researchers predicted
that it would take ten years before machine win human beings in Go. In March
2016, however, Lee Sedol, the Korean hero in Go, lost the five game match‐
against Alpha Go. The result shocked not only Korean society and AI community
but also Go community. The moves of Alpha Go are not understandable via
existing Go theories, which human players have built for a long time.

Now human players examine machine games to find out any explanatory theory.
Of course, we know that the system utilizes deep learning techniques combined
with a Monte Carlo method of probability simulation. It does not mean that we
know any good reason for each move proposed by computer, however.

The area of computer games cast lights against social consequences of
unintelligible computers which beat human beings. Shogi, or Japanese chess, is a
variation of Chess allowing players to re use captured pieces. Computational‐
complexity increased by the re use delayed development of shogi programs‐
stronger than human beings by years.

In 1997, when Kasparov lost a game against computer, shogi programs remained
the level of standard amateur players. By 2005 the computer program “Bonanza”
reached the level of strong amateur players and showed possibilities to fight neck
and neck against a professional player. Japan Shogi Association restricted
professional players to play against computers without permission, claiming need
of reasonable rules for fair play between human beings and computer programs.
Computer shogi programs grew to the professional level by 2007 and lost a game
against a top level professional player, Watanabe Akira. By 2008 amateur sh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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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s were no match for computers. The source code of Bonanza went open for
further development in 2009.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of Japan (IPSJ) began
supporting games between human professional shogi players and computer
programs in 2010. IPSJ declared completion of the research project of computer
shogi in October 2015.

Interviews of professional shogi players (Ohashi 2016) reveal how AI changed
their life as game players. Some suggest that acceptance of the new technology
depend on not just functions of AI systems but also operations and practices
involving both human beings and AI. There are top level professional players who‐
did not join in competitions of human and AI players because they are already too
busy to prepare for games against human players. Some players claim unfairness
of usage of AI led in the world of human shogi, as only those who join a specific
tournament are allowed to examine AI programs so that they research more
possible games than those who have no access to those systems. Those comments
forecast social reactions against AI systems which are superior to human beings in
the specific realm. Need of fair rules of operations is a condition for acceptance.
The key issue is fairness.

The shogi episodes above suggest various aspects of our perplexed future with
AI. Human beings need a theory to make the world intelligible for human. Any
theories used in computers are not enough for human beings. The problem is an
extension of status of formal logic in human understanding. We human beings do
not just rely on reasoning, deductive or inductive. We actually behave on chemical
reactions without realizing what is going on behind our judgment. Alan Turing
rightly pointed out that there are various ways of thinking and understanding even
among human beings. We are not restricted to assume that computers think like
human beings. His words come true.

Another insight from the shogi episodes is social consequences of technological
enhancement of human abilities. A source of unfairness arises from the fact that
those shogi players with access to AI have not just more training opportunities but
also a wider range of possible considerations than those without access. Human
players have learnt to play according to heuristic rules, which have been built from
observations and analysis of limited number of human play records in a limited
depth of simulation when comparing possible options. Professional players often
construct quite a wide range of future possible variations with moves to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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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s, but the number of possibilities for human beings to deal with within a time
allowance is incredibly smaller than that for AI. No wonder AI brings better
options with far wider range of possibilities with deeper analysis. Human beings
with AI assistance accept without going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analysis by
AI which is impossible for mortal human beings with a limited speed of‐‐‐
thought then beat human players without AI assistance. It is not fair for human‐‐‐ ‐
to human match.‐

A similar argument has been observed in track sports. Those with technological
assistance in a form of artificial limbs run and jump better than those without
assistance. The technological assistance improve their bodily ability. Isn’t it a sort
of doping? Doping drugs are chemical, and artificial limbs are physical. They are
indistinguishable as technological assistance.

Similar cases can be seen in reproductive technology. Are “designer babies” with
gene engineering socially acceptable? It seems natural that prospective parents wish
their baby to be healthy, wise, and beautiful. What is wrong with technological
interference?

AI are to bring those ethical issues concerning technological enhancement of
human ability much closer to everyday life as an amplifying continuation of the
issues from bioethics. Social rules with mutual agreement in communities are key
to create a common ground.

Section 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hilosophical problems

AI may bring need of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our humanity itself, as well
as ethical issues of technology.

Automated vehicles attract attentions in business. They utilize pattern recognition
technology and other vehicle control method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now under verification test on the road. In Japan, a series of road experiments
began in 2015: shoppers call a “Robot taxi” (https://robottaxi.com/) to pick up in
front of their home and bring them to a shopping mall then go back home on an
automated vehicle; Launch of RoboNeko, driverless courier service, in 2017 has
been announced; most of all, automation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
unpopulated areas is highly expected in the rapidly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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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concerns on automated vehicles, of course, have been pointed out, such
as the so called trolley problem (Philippa Foot), a cluster of moral dilemmas. The‐
setting of the thought experiment consists of a trolley on a rail system with
branches which you can switch at the point. If there is a person trapped on a
branch, you can save him by switching the way of trolley to the other rail branch.
However, if you have a trapped person on every branch, then you are forced to let
the trolley run into a branch to kill the person there. How can you choose from
those branches?

It seems insufficient to reject the social applications of automated vehicle,
however, that accusation of automated technology with the kind of ethical issues
where trolley problem falls.

Ethical issues can be classified: solvable in principle, and unsolvable in
principle. Human beings of course cannot solve unsolvable problems in principle.
Why can we expect AI to solve such problems? We must admit, nevertheless, that
the questions are ill formed. Unsolvable problems for human beings in principle‐
remain unsolvable for AI.

Moreover, even if AI offers an optimized solution of each real world trolley‐
problem, how can we, individually as person and collectively as society, accept the
proposal? Suppose that an automated vehicle, driving at a reasonably high,
constant speed, finds itself in a complicated situation with a person on the left
side, another person on the right side, and even another person in the car in front
of an unexpected obstacle such as a fallen bridge due to a gigantic earthquake. It
should not go straight as it would drop from the road; it should not turn right nor
left as it would hit a person; and, it cannot stop instantly. The vehicle AI tries to
give “the best solution”, or minimize compensation by examining the sum of
lifetime incomes of those victim candidates through personal identification via their
appearance and access to a database.

The perplexing situation parallels the case of Alpha Go. Human beings at first
do not understand why the system choose the specific move at a stage of a game.
It maximizes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 game, with calcula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through thirty millions of games. Machines do not sleep nor feel
fatigue while they keep producing new patterns of games.

AI cannot become any omnipotent and omniscient god. It can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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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 It cannot be predictable. It just maximizes the probabilities according
to a given goal at each calculation.

Then should we allow machines to set goals by themselves? They can be
rampant to make the best for machines. Some AI researchers even warn that
machines may give poison to human beings with access to the decision process to
maximize their own utility. We should always require machines to always let
human beings join in the goal setting process.

It sounds like those who claim technological singularity: machines surpass
human beings; machines control over human beings; uncontrollable machines
annihilate human beings; and there are a full of fear against machines.

We now realize such technological singularity does not take the world over
universally at one time, however. Instead, we already know that machines surpass
human beings in games. Alpha Go brought us into the partial world of
technological singularity in the area of games where winning conditions are clear
and we can approximately construct an evaluation function to optimize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re is no frame problem around games. Technological
singularity has already started from such simple parts of the real world.

Still, we should always require machines to always let human beings join in the
goal setting process. The requirement is not just because machines are
unpredictable, however. For machines and human beings to live together, we need
the idea of fairness to realize in every part of the world. Current technology is yet
unable to model the idea of fairness. Philosophical analysis and theory of ethics
will play the main role in modelling such social notions. Social AI will not come
to the real world without humanities.

Moreover, we should allow the room of “the unknown unknown” for phenomena
in the world where human beings and machine live together. AI reveals a new
aspect of the realm out of control by human beings. It opens up a new nature.

The proposal to take AI as nature cast insights against the technological
singularity issues. People may claim: We should not stay in fear against machine.
We, human beings in the modern age, make maximum endeavor to make most
parts of the world intelligible, understandable, and predictable. We need to find out
reasonable explanatory theories which can tell what is going on, tangibl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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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Some might step forward to reject machines. Yes, we should not just
feel fear of machine. We actually need human understandable, human intelligible‐ ‐
theories to understand behaviors of AI.

Aspiration to explanations might be just psychological function of self protection‐
against fear, however. It is parallel to scientism.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some requested complete and perfect guarantee of safety and security in Japan.
Science in principle cannot give any perfect explanations since it is based on
induction and statistics. Philosophy of science tells that such perfectionism is mere
speculation. The same line of argument comes to AI. We should not expect too
much on AI. Such perfectionism for current AI cannot be satisfied. Then what
should we wish?

The answer is to embrace AI as the nature. It is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in principle. However, there is a minimum standard to live together with the
nature. Now we should practice communication with agents, human or AI. We
should not rely on our “intuitions” on what only human beings can do. As Turing
reminded us, ways of thought differ even among human beings. Ability of
thinking, consciousness, self, capacity, agency, responsibility, and other fundamental
notions should be reconstructed on the new basis of society where human beings
and AI live together. Machines are not opponents of human, but they are new
components of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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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Self

인공지능과 내러티브적 자아

이영의 강원대학교

Rhee, Young 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rgue that AI can have the self through
autobiographical narrative like humans. The structure of paper is as follows. First,
I examine the key notions such as intelligence, emotion, and the self. Second, I
suggest a new version of Turing test to test the capacity for lying. Third, I argue
against Lucas’ argument based on Gödel’s theorem and self reference. Fourth, I
also suggest the synthetic intelligence as a bridge between narrative self and agent,
and between humans and machines.

들어가는 말1.

인공지능의 목표는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기계 를 만드는 것이다 년대 인‘ ’ . 1960

공지능이 학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연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 ‘

대 기계 라는 대립 구도에서 이해되어 왔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의 목표 역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 기준에서 설정되어 왔다.

그로 인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기계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문“ ”, “ ”

제를 다루면서도 대부분의 논의는 기계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기계는“ ?”, “

인간처럼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그런 질문에?” .

대한 대답은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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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계는 인간이 아니므로 원리상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고 인간처럼 느낄 수 없

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철학적 논변.

들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종중심주의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글의 목표는 그런 인간종중심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종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논변을.

제시한다 첫째 인공지능은 자기지시성을 통해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자아를 갖는. ,

다는 점이 주장된다 둘째 인공지능은 자기 내러티브를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는, ,

점이 주장된다.

지능 정서 자아2. , ,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년 튜링의 역사적 논문에서 현대적 의? 1950

미에서 검토되었지만 실로 매우 오래된 것이다 인류는 고대시대로부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상상해왔고 실제로 그런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

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시인 호머의 일리아드 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로봇 이야. 『 』

기가 등장하는데 그 로봇의 일부는 인간을 닮았고 다른 부분은 기계를 닮았다 중, .

국에서는 기원 전 세기 경 주 나라 시대에 한 기술자가 왕에게 로봇을 제작하3 ( )周

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년 오스트리아의 켐펠렌, 1769 (Wolfgang von

은 마리아 테레사를 위해 완전한 자동기계는 아니었지만 체스를 두는Kempelen)

투르크 를 만들기도 했다‘ (Turk)’ .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현대적 논의는 튜링검사 로‘ ‘(Turing test)

잘 알려진 튜링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튜링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Turing, 1950) . ‘

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모방게임을 제안하면서 향후 년 이내에 자신이’ , 50

제시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 후 인공지능 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착된 계기를 제시한 년 다트머‘ ’ 1956

스 학술대회 의 기획자들은 인공지능의 목적을 학습의 모든(Dartmouth conference) “

측면들과 지능의 모든 다른 특징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기계가 그것을 모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라고 보았다” .7)

튜링의 논문과 마트머스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구

7) J. McCarthy, M. Marvin, N. Rochester, and C. Shannon(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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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조금씩 변화해온 점이 드러난다.

․ 년대 생각하는 기계1960~1970 :

․ 년대 뇌처럼 작동하는 기계1980 :

․ 년대 정서적 기계1990 ~ 2000 :

신경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의 초창기 목표 던 인간다운 지능‘ ’

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점차로 인식되고 있다 현. (A. Damasio, 1994 1999 2003).

재의 인공지능 연구가 인간의 정서를 과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인공지능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인공정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갖고 있다 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자아를 가질 수 있는( ).

가 자아의 문제는 형이상적 차원에 속하고 따라서 인공지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인공지능의 지능 개념이 인공. . ‘ ’

지능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능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는 생각한다 는 정서를 느낀다 는 표현이 성립하“X ”, “X ”

지 않기 때문이다 주술 관계에서 주체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서술적 차원만을.

고려하면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활.

발히 연구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의 자아 문제의 본격적인 첫 시험

대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문자 그대로 인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

으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점진적으.

로 인간으로부터 기계로 이양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초기 단계로부터 자, ,

율주행자동차는 주차 및 주행이라는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이고 법적 책임의 문제

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 ,

게 있는가 자동차인가 거기에 탄 인간인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인가 이런 문제? , , ? (

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지만 이 논문의 주제,

는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모든 기계에 대해 행.)

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자아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왔다 첫째 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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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속에서 심성상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것으로서의 자아 개념이다.

여기서 자아는 비물질적 실체로서의 정신의 주체이다 이런 실체로서의 자아 개념.

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신체적 특히 뇌의 연속성으로서의 자아 또는 심리적( ) ,

연속성으로서의 자아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행위자로서의 자아 개념이 있. ,

다 여기서 자아는 행위의 주체로 이해되기 때문에 행위의 자유나 책임이라는 우.

리에게 친숙한 주제들이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자아 개념들을 인공지능과.

연관하여 검토한다 위에서 제시된 자아 개념 중 실체론적 자아 개념을 제외한 나.

머지 자아 개념들 즉 신체적 또는 뇌적 연속성로서의 자아 심리적 연속성으로, ( ) ,

서 자아뿐만 아니라 행위자로서의 자아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된다.

행위 주체의 문제가 반드시 자아와 관련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시?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에. (NHTSA, 2013)

따르면 자동차의 자동화는 다음과 같이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5 . 0 (No-Automation)

는 인간 운전자가 완전히 전적으로 자동차의 기본적인 통제기능 브레이크 회전, ( , ,

속도조절 동력 을 항상 통제하는 경우이다 단계 는, ) . 1 (Function-specific Automation)

그런 기능 중 한 두 가지를 자동화하는 단계이다 단계. 2 (Combined Function

는 자동차의 기본적 통제기능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자동화하여 인간Automation)

운전자가 그 기능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단계이다 단계. 3 (Limited Self-Driving

는 안전운행과 직결된 모든 기능을 자동차에 일임하고 특정한 상황에Automation)

서만 개입하는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이다 단계 는.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이다 가. NHTSA

제시한 구분에 따르면 자율주행 이라는 용어는 단계와 단계에 주로 적용될 것‘ ’ 3 4

이다 정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즉 자동차의 상태가 좋고 교통 혼잡도 없고 날씨. , , ,

도 좋은 상황에서 인간 운전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옆 차선으로 노,

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다른 자동차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 경.

우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얼핏 보기에 그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 그 자동차는 완벽하게 전적으로 자동차 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

만일 당신이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단계에서 운전 중 사고를0

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는.

사고 상황에서 행위의 주체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논증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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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로서의 자아 개념에 기반을 둔 논증

그 자동차는 자율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a) .

그 자동차는 주행이라는 행위의 주체이다(b) .

행위의 주체는 외부적 강요가 없는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c)

한다.

그러므로 그 자동차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d) .

․ 연속성으로서의 자아 개념에 기반을 둔 논증

그 자동차는 자율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a) .

그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사고 직전까지 물리적 동일성을 유(b)

지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그 자동차는 자아를 갖고 있었다(c) .

그러므로 그 자동차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d) .

위의 두 논증의 결론은 그 자동차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것이“ ”

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중 상당수는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불. .

편함의 원인은 자동차가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것은 어.

떻게 자동차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기술된 상황과 유사한 많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구비한 기계

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인공지능이 과연 물리적 연속성으로 자아 또는

행위자로서의 자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새로운 튜링검사와 거짓말 능력3.

튜링검사 에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세 사람 남자 여자 질문자 이(Turing test) ( , , )

등장한다 질문자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남자의 목적은 질문자가 잘못 판단하도록 대답하는 것이.

고 여자의 목적은 질문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

이제 원래의 게임을 약간 변형하여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남자를 기계로 대

치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여자와 질문자는 이전처럼 둘 다 인간이다 이제 게임. .

참여자들의 목적도 달라진다 질문자의 목적은 기계와 여자 중 누가 인간이고 누.

가 기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계의 목표는 질문자가 자기를 인간이라고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여자의 목적은 질문자가 자신을 인간이라고 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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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튜링은 이 새로운 게임에서 만약 기계가 인간 질문자.

를 속일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튜링이 위의 검사를 통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만약 어떤 것이 튜링검사를 통과하면 그것은 생각할 수 있다, .

인간은 튜링검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정된다 그런데 어.

떻게 인간이 그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 검사를 통과했다면 당? ,

신은 그 질문자를 속임으로써 그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짓말 하는.

능력은 튜링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튜링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컴퓨터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컴퓨터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상소?

설이나 화에서나 등장한다 예를 들어 큐브릭 이 감독한 화 스페. (S. Kubrick) 『

이스 오디세이 에 등장한 컴퓨터 할2001 (2001: A Space Odyssey) ‘ 9000(HAL』

은 인간 승무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제거하는 행위도 한9000)’

다.

지금까지 튜링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컴퓨터가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질문자를 컴퓨터로 변경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두 방에. .

는 남자와 여자가 있거나 또는 인간과 컴퓨터가 있다고 하자 이제 컴퓨터 질문자.

의 임무는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인지 또는 누가 컴퓨터이고 누가 인간인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튜링검사의 목적은 컴퓨터가 질문자가 되었을 때 제.

대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 컴퓨터가 올바른 판단을 내.

렸을 경우 우리는 그 컴퓨터에게 어떤 특성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 튜링이 했듯이, ?

일차적으로 우리는 그 컴퓨터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무엇.

인가 무엇보다도 그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짓말을? ,

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언제부터 믿음의 오류 가능성을 알게 되는가 캠브리지대학교의 바론 코?

헨 교수팀이 시행한 허위믿음 검사 에(Simon Baron-Cohen, 1985) (false belief test)

따르면 세 이후의 어린이들은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3

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희와 소 이가 방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놀이가 끝나고 희가 공을 바구니에 넣어두고 방을 나간 후 소.

이가 그 공을 바구니 옆에 있는 상자에 옮겨 놓았는데 잠시 후 희가 다시 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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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왔다고 하자 희는 공을 찾기 위해 어디를 살펴볼 것인가 정답은 당연히. ?

바구니이다 왜냐하면 희는 소 이가 공을 바구니에서 상자로 옮겨 놓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위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면 허위믿음 검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희는 바구니에서 공을 찾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어린이는. ,

그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믿음 검사를 통과한 어린이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 믿음 검사.

를 통과한 어린이는 우리들이 실제 세계와는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은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건에 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8) 허위믿음 검

사의 결과는 어린이의 거짓말 능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놀랍게도 허위믿음 검?

사를 통과하기에는 이른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그 보.

고에 따르면 세 전후의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2 . 2

세 전후에 거짓말을 배우고 세 전후에 남들이 하는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다는3

결론이 나온다.

튜링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하는 능력과 허위믿음 탐지 능력은 충

분한 숙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런 능력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질문.

자를 속이거나 또는 타인의 거짓말을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능력의 시작 시기 간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

은 그 순서이다 이 점은 컴퓨터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컴퓨터가 원래의 튜링. .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능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튜링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탐지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경우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 ,

을 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 때문에 생명이 끝나지는 않는다 이와 반면에 기계의 경.

우 거짓말은 내부적 모순을 야기할 것이고 할 처럼 버그나 오작동이 발생할‘ 9000’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계는 원칙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기계가 자. .

아를 갖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메타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9) 거짓말에 의한 버그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8) 실험에는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는데 명은 정상 어린이 명은 자폐증 어린이 명은 다운증61 27 , 20 , 14

후군 어린이였다 정상 어린이 중 명 이 다운증후군 어린이 중 명 이 주어진 질문에. 23 (85%) , 12 (86%)

제대로 대답했지만 자폐증 어린이 중 단 명 만이 제대로 대답했다4 (20%) .

9) 타르스키 는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언어 와 메타언어(A. tarski) (object language)

의 구분을 도입했다 타르스키의 전략은 거짓말쟁이 기계의 역설을 해결하는 데 도(meta-language) . ‘ ’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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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믿음 검사를 통해 인간은 세 전후로 거짓믿음의 가능성을 이해하게 된다는3

것을 보았다 만약 컴퓨터가 인간의 진화 단계를 반 한 방식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면 그런 컴퓨터는 거짓말을 할 수 있거나 거짓믿음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

로 두 종류의 튜링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괴델정리와 자기지시성4.

괴델 은 수학과 같은 형식체계는 그것이 무모순적이라면 불완전하다는(K. Gödel)

점을 증명했다 괴델정리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로부터 마음을 연구하는데 있어 수학을 이용하는 방법,

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이런 맥락에서 루카스 는 괴델정리. (J. R. Lucas)

를 이용하여 인간 기계론이 잘못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루카스가 말하는 기계는.

튜링머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의 반기계론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괴델정리가 적용되는 형식체계 는 자연수의 산술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S

의미를 지니며 수학원리, (Principia Mathematica)｢ ｣ 10)의 논리체계처럼 몇 가지의

추론규칙만을 이용하여 모든 정리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이다 괴델.

은 체계 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했다(Gödel, 1931) S .

형식체계 는 불완전하다 즉 는 명제 나 의 부정이 모두 증명 불가(a) S . S A A

능한 그러한 를 포함한다A .

에 대한 무모순성 증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에 대한 무모순성 증명(b) S . S

은 단지 에서 형식화될 수 없는 추론방식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을S

뿐이다.

괴델은 정리 와 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산술화 방법과 회귀함수를 이용하(a) (b)

여 일상어로 표현하면 다음을 의미하는 괴델문장 를 내에서 구성했다, (G) S .

이 문장은 증명 불가능하다(G) .

괴델문장 는G 자기지시성을 갖는다 즉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괴. .

델정리는 이러한 자기 지시적 문장을 이용하여 증명된다.11)

10) A. Whitehead and B. Russell(1910, 19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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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는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써의 자유의지를 확보

하기 위해 기계론을 비판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괴델정리를 이용하여 기계론이 잘.

못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루카스의 주장을 다루기 전에 그가 말하는 기계. ‘ ’

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루카스의 논변에서 기계는 형식체계의 예화이.

다 루카스에 따르면 기계는 유한한 작동 유형과 초기 가정을 지니므로 고정적이.

며 고정적인 추론규칙들의 집합에 따라 작동하므로 규칙 준수적이다 또한 기계의, .

출력은 오직 구성방식과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12) 이런 의미에서 기계는 연역

적으로 닫힌 체계이다.

이제 루카스의 반기계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계론은 모든 인간 특히 수학자를 기계라고 간주한다(d1) , .

모든 기계는 형식체계 의 구체적 예화이다(d2) S .

특정 인간 즉 수학자 가 기계라면 그는 의 하나의 예화이다(d3) , X , S .

괴델정리에 의하면 는 증명할 수 없는 괴델문장 를 갖는데 반해(d4) , S G , X

는 의 외부에 있으므로 가 참임을 알 수 있다S G .

만약 가 기계라면 의 참을 발견할 수 없다(d5) X , G .

그러므로 는 기계가 아니다(d6) X .

위의 논변 중 핵심은 와 에 있다 루카스의 논변의 타당성은 그 두 명제(d2) (d4) .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

모든 기계가 형식체계의 예화인 것은 아니다 넬슨 이 지적하. (R. J. Nelson, 1980)

듯이 귀납이나 휴리스틱스에 의해 참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 .

들어 프로그램 은 수학원리 의Logic Theorist (A. Newell and H. Simon, 1956)「 」 ｢ ｣
정리들을 휴릭스틱스에 의해 증명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루카스 지지자들은 휴리.

스틱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연역적인 규칙들의 집합이므로 역시 괴델

11)증명 에서 자체가 증명 가능하면 이는 가 증명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역으로 가 증명불가: (c) G , G , G

능하면 바로 그 사실이 의 증명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는 증명 불가능하다G . G .

그런데 배중률을 적용하면 산술적 주장은 증명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어느 하나에 속하므로, G

가 속하는 가 무모순적이라면즉 와 의 부정을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는 가 참임을S ( G G ) S G

결정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가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 추리. G S

에 의해 확립될 수 있는 자연수에 대한 명제이므로 참이다 따라서 괴델정리에 의하면 참이지만 그.

체계 내에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정리가 있다.

12) J. R. Lucas(1961), pp.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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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대응할 것이다 휴리스틱스는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

게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알고리즘과 구별된다 이에 주목하여.

넬슨은 닫힌 알고리즘과 준알고리즘을 구별하고 루카스가 말하는 연역적 체계는

전자에 해당하고 휴리스틱스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13) 넬슨에 따르면 이러한 준

알고리즘에 의해서 닫힌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과학적 가설의 발견이나

음악의 작곡 등이 프로그램될 수 있다.

루카스의 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반대 논거는 연결주의 에서(d2) (connectionism)

발견된다 연결주의가 주장하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루카스가

규정하는 연역적으로 닫힌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인공신경망의 구성은 병렬.

적이고 분산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적이 될 수 없다 또한 인공신경망은 중앙처리장.

치가 없고 내적 상태는 구성요소들의 활성화 패턴이기 때문에 규칙 준수적인 체계

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값이 오직 입력.

값과 구성방식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루카스의 기계 개념은 기호주의.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주의가 허용하(symbolism)

는 기계들의 집합 중 일부만을 지칭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또한 병렬적이고.

분산적 구성과 학습 가능성을 갖는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기계를 배제하는 치명

적 약점을 갖고 있다.

루카스는 에서 마음은 기계와 달리 체계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d4) .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마음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즉 마음은 자기 지시적이고 자기 반성적이다 마음은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 다른.

부분을 전혀 필요치 않는다 마음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체계이다. .14) 이와 반면에

기계는 자기지시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를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루G .

카스에는 자기지시성이 마음과 기계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자기지시성에.

기반은 둔 루카스의 논변은 문제가 많다 슬레작 이 주장하듯이 두 종류. (P. Slezak) ,

의 자기지시성이 있다.15) 첫째 괴델문장 가 갖는 자기지시성이 있다 루카스가, G .

기계가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지시성과 관련된다 둘째. ,

는 기계의 기호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기계에서 증명 가능함 이라는 관계는 기G “ ”

계의 기호로 표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기계 자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13) R. J. Nelson(1980), p. 105.

14) J. R. Lucas(,1961), p. 269.

15) P. Slezak(1982),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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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기지시성을 갖는다 여기서의 자기지시성은 기계가 증명 불가능한 를 갖고. G

있다고 말한다 퍼트남 이 적절히 주장했듯이 루카스의 논변을 비판하. (H. Putnam)

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장 에서 증명 가능한 문장 를 발견하면 된다(G2) U .

만약 기계가 모순적이라면 는 참이다(G2) , U .

위에서 만약 기계가 무모순적이라면 는 기계에 의해 결정 불가능하다 그러나U .

괴델이 보 듯이 기계는 완벽하게 를 증명할 수 있다 더구나 기계가 매우 복잡(e) .

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기계가 증명할,

수 없는 는 인간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루G .

카스의 논변은 괴델정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호프스태터 역시 자기지시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데 특히(D. R. Hofstadter) ,

그는 괴델의 업적은 산술과 같이 복잡한 모든 체계는 그 자체에 대한 자기지시성

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데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지시성을 갖.

는 하나의 예화로서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체계이다 호프스태터는 괴델정리.

뿐만 아니라 에셔 의 그림과 바하 의 음악 인공지능 언어인 리습(Escher) (Bach) ,

등에서 그러한 성질을 발견했다 자기지시성은 회귀 개념과 접한 관계가(LISP) .

있다 추론규칙을 회귀적 과정을 통해 공리집합에 적용하면 회귀적으로 매거 가능.

한 집합 이 도출된다 회귀적 매거는 고정된 규칙에 의(recursively enumerable set) .

해서 새로운 것이 옛것으로부터 창발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

이 나타난다 회귀적 과정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되므로 예측 불가능성도 증가한다. .

충분히 복잡한 회귀적 체계는 미리 결정된 모든 패턴을 파기할 정도로 강력해져서

연역적으로 닫힌 회귀적 체계도 예측 불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호프스태터에 따르면,16) 모든 형식체계는 회귀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결,

과 본래의 체계에서 정리가 아닌 참인 정리가 새로운 체계의 정리가 될 수 있다.

물론 괴델정리에 의해 다시 새로운 체계에서 정리가 아닌 참인 새로운 정리가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정리의 참을 발견하면 그것을 정리로써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극히 복잡해서. ,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리가 창발될 수 있다 호프스태터의 주장에 따르.

면 자기지시성을 인간과 기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호프스, .

태터는 이러한 정교한 회귀를 지능의 본질로 본다 그런데 자기지시성은 일종의.

16) D. R. Hofstadter(1979), p. 152.



469

회귀현상이므로 형식체계도 자기지시성을 갖는다.

호프스태터와 루카스는 둘 다 인간 지능의 특징을 자기지시성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한 일을 조사할 수 있다 루.

카스는 이 점을 인간에 고유한 체계 밖에 있음 으로 보았다‘ ’(outside the system) .

호프스태터 역시 프로그램된 것 모두를 체계라고 한다면 컴퓨터는 체계 밖으로 나

갈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체계 밖에 있음 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자신을. “ ”

성찰하는 것과 자신을 초월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초월은 선. ,

불교에서의 초월적 자기이탈에 해당한다 모든 인간이 자기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간이 자기초월을 하 다고 할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과,

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미 인간의 한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프스태터는 괴델정리가 보여준 형식체계의 불완전성은 그 체

계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비현실적 기대를 할 경우에만 단점으로 보인다

고 주장한다.17) 형식체계의 불완전성은 단지 그 체계가 할 수 있다고 기대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가리키며 괴델은 엄 한 수학적 방식으,

로 그 점을 증명했다 형식체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호프스태터의 해석은 인간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 튜링의 견해와 일치한다.18)

내러티브적 자아와 종합지능5.

내러티브는 우리의 삶과 세계를 조직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화 형태이

다 내러티브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반대로 자신의 경험.

을 구성하기도 한다 인간은 내러티브의 망 속에서 태어나며 삶의 목적을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만드는 내러티브적 질문을 통해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내러티브적 주체 즉 호모 나랜스 로 살아간다, ‘ (Homo narrans)’ .19)

17) Ibid, p. 77.

18) A. Turing(1950), p. 445.

19) 내러티브가 갖는 이런 자기 지술성 및 규제성은 매킨타이어 테일러(A. MacIntyre), 리꾀르(C. Taylor),

와 같은 전통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데닛 겔로거 와 같은 인지철(P. Ricoeur) (D. Dennett), (S. Gallagher)

학자 그리고 브루너 다마지오 등과 같은 인지과학자들에 의해서 파악되었다, (J. Brunner), (A. Damas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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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브루너 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이건 예술이건 간에(J. Brunner)

세계 만들기 이야 말로 마음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브루너(world-making) .

에 따르면 자아는 의미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적 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자아, .

는 머리 안에 있는 의식의 고립된 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관적으로 분

산된 것이다 이처럼 자아는 본성상 내러티브적 자아이다 브루너의 핵심은 다음. .

과 같다.

결국 삶의 내러티브의 자기 이야기함을 인도하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지

적이고 언어적 과정들은 지각적 경험을 구조화하고 기억을 조직하고 삶의, ,

사건들에 목적을 부여하는 힘을 얻는다 종국에는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전적 내러티브 가 된다(autobiographical narratives) . (J.

Brunner, 2004, p. 694)

우리는 앞 절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 역시 자기지시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았

다 그리고 이번 절에서 다시 자아는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보았는데. ,

내러티브는 그 본성 상 자기지시적이다 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 ?

것은 바로 자아는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자아.

와 내러티브는 자기지시성을 통행 상호 연결된다 자기지시성은 많은 경우에 언어.

적 형태로 나타내지만 심성표상에도 관여한다 표상은 일차적으로 세계에 대한 자, .

아의 표상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표상할 수 있다 그러한 자기표상은 가.

장 간단한 형태로 다음과 같은 명제로 나타난다.

나는 내일 할 일에 대해 생각한다(a) .

나는 초등학교 때 매우 수줍음이 많았다(b) .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c) .

나는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란다(d) .

나는 지난 번 모임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e) .

(f) 나는 지난 기말고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자기 표상들은 자기 기술 도 있고 명제태도(self-telling) (a, b) (propositional

도 있으며 자기반성적인 것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되지 않attitude) (c, d), (e, f). “

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고 역설했다 반성적 삶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 .

소 중 하나인데 자기 표상은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반성적 삶 을 구현하는데 결정, ‘ ’

적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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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

경학자 다마지오 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마지오의 출발점은 인(A. Damasio) .

간 마음이 뇌뿐만 아니라 몸과 환경에서 구현된다고 보는 체화된 마음 이론

이다 그 다음 자아 구성에 관한 가설이 뒤를 잇는데 여기(embodied mind theory) .

에는 두 부분이 있다.20) 첫째 부분은 일반적 의미에서 자아 구성에 관한 것으로,

그것에 따르면 자아란 의식적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다 자아의 본질은 그.

것이 거주하는 물질적 유기체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둘째 부분은 세 가지.

종류의 자아를 도입한다.

원 자아 가장 기초적인 자아로 매순간 유기체의 물리적 구(g) ( ) (protoself):原

조의 가장 안정적 측면들에 대응하는 신경 패턴들의 집합이다 원자아의.

결과는 살아있는 몸에 대한 동시적 느낌 이다(primordial feelings) .

핵심자아 원자아가 발달한 것으로 핵심 의식을 동반한다 핵(h) (core self): .

심자아는 원자아가 유기체와 대상 간 상호작용에 의해 수정되고 그 결,

과 대상의 이미지도 수정될 때 생성된다 여기서 유기체와 대상 간 관계.

는 이미지의 내러티브적 계열로 기술되는데 그 중 일부는 느낌이다.

자전적 자아 한 사람의 전기에 있는 대상들이 핵(i) (autobiographical self):

심자아를 생성할 때 발생한다 핵심자아가 오직 여기 지금. ‘ ’(here and

에 관한 것인데 비해 자전적 자아는 과거와 미래로 자신을 확장시now)

키며 이렇게 확장된 자아가 바로 자아 동일성이다, .

다마지오의 자아 발달 이론이 기계 자아에 대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그의 이론은 확장된 자전적 자아가 무의식적 자아로부터 어떻게 창발하는지를 보

여준다 즉 원자아로부터 핵심자아를 거쳐 확장된 자아로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

내러티브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현재와 지금에서 유기체와 대상 간 관.

계가 내러티브적으로 기술되면서 핵심자아가 나타나고 또다시 과거와 미래에서,

자신을 내러티브적으로 확장하면서 자전적 자아가 창발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경우 자전적 자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다마지

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논의의 초점을 기계의 자아에 맞추어.

보자 인간의 경우 자아를 형성하면서 내러티브가 본질적 역할을 했는데 기계의. ,

20) A. Damasio(2010),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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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 내러티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

할 수 있다 우선 인간 자아는 자전적 내러티브이다 즉 우리의 자아는 유전적 물. . ,

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규정하고 표상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기 표상의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우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 ,

는 인간 자아와 기계 자아의 대응을 규정할 수 있다.

․ 인간의 자아 삶을 통한 자전적 내러티브들의 총체이다: .

․ 기계의 자아 컴퓨터 세계의 상호작용: - (computer-environment interaction)

을 통한 내러티브들의 총채이다

인간의 삶과 컴퓨터와 환경 간 상호작용에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가.

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그 두 가지 생존 방식에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교육적 요소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컴퓨터의 경우 폰 노이만 방식의 방식이 아니다 인공신경망의 경우 인. , . ,

간의 뇌의 구성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

어지고 그 결과가 다음 학습에 반 된다 최근 인공지능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

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구현된 학습기법이며 우리는 딥러닝의 위력,

을 지난 월에 열린 이세돌 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인간의 뇌3 9 .

에는 역 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각 신경세포는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1000 1,000

연결되어 있으므로 뇌 안에는 조 개 억100 (1,000 1000 의 시냅스가 있다 인간의 뇌는) .

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된 거대한 신경망이며 병렬적이고 분산적인 방식으로100 ,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뇌는 한계가 있다 예. .

를 들어 인간 뇌는 수학적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빅데이,

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이런 한계는 자연지능과 인공.

지능의 결합을 통한 종합지능 으로 극복할 수 있다(synthetic intelligence) .21)

종합지능은 인간과 기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수렴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종합.

지능에서는 인간적 요소와 기계적 요소가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작용한다 옥스퍼.

드 어사전 은 에이전트에 대해 두 가지 정의를(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내리고 있다 첫째 에이전트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즉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 ,

대행자를 의미한다 고용주와 대비되는 여러 종류의 대리인 관리인 등이 여기에. ,

속한다 둘째 에이전트는 도구와 구별되는. , 행위자이다 에이전트 개념이 지닌 이.

21) 종합지능이라는 개념은 에서 제시되었는데 자전적 자아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 . D. Bolter(1984) , .



473

런 두 가지 의미 즉 대행자로서의 에이전트와 행위자로서의 에이전트 개념이 인,

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에 성립하는 상호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 .

대행자로서의 에이전트 개념은 컴퓨터를 기계의 관점에서 보는 연장선 위에 있다.

기계는 일단 만들어지고 난 후의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

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율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시계는 작동하는 데 있어서. .

사용자가 반드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처럼 자율적 기계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도구로써의 대행자이다 행위자로서의 에이전트.

개념은 로렐 의 극장 은유 에서 분명하게 제시되(B. Laurel, 1991) (theatre metaphor)

었다 로렐의 극장 은유에서 사용자는 연극의 관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

극의 진행에 아무런 향도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관객이 아니라 마당놀이처럼,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배역을 갖는 능동적 참여자이다 관객 자신이 배우가 되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가능세계가 있다 컴퓨터가 제공하는 가능세.

계에서 에이전트는 그 세계에 의존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에이전트 은 가능세계. 1 1,

에이전트 는 가능세계 와 같이 개별 에이전트는 그가 속한 가능세계에 의해 규정2 2

된다 예를 들어 처칠 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처칠과 화 속의 처칠은. , (Churchill)

각각 다른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처칠의 대본 이다 그 대본들은 회고록(counterpart) .

과 화를 매개로 하는 처칠의 투 물이다 이런 점에서 에이전트는 특정 맥락에.

속하는 자전적 자아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컴퓨터를 매체로 하여 특정한 가능세계에 자신의 에이전트를 규정하고

투 한다 터클 은 제 의 자아 에서 주관적 컴퓨. (S. Turkle) 2 (The Second Self, 1984)『 』

터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subjective computer) .

면 컴퓨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향을 미치며 자아 동일성 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self identity) .22) 종합지

능을 지닌 인간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가능세계에 자신을 투사하여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경험하는데 이는 곧 우리의 자연지능이 기계와 유리되

지 않고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2) S. Turkle(198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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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6.

이 글을 통해 나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자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 다 인간.

이 자기 지시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듯이 컴퓨터 역시 동일한 기제,

를 통해 자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를 통한 기계의 자아형성.

과정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기계의 내러티브.

구조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구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

면 기계의 자아 형성은 인간에 의한 인간과 함께 이다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상, “ , ” .

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자연지능은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지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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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Life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장병탁 서울대학교

Zhang, Byoung Tak‐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or AI investigates machines that think and act like humans.
We now observe benefits of AI, such as self driving cars, digital assistants,‐
personal robots, and chatbots, in everyday life. Winning against the human Go
champion Lee Sedol by Google DeepMind’s AlphaGo was a shock to many people
who were not aware of the recent development in AI technology. In fact, AI is
advancing in an accelerated pace by the recent technology called deep learning. In
contrast to the previous rule based programming approach to AI, the data driven‐ ‐
machine learning approach, especially by deep neural networks an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enables machines to self improve its performance from‐
observation of data. In this talk we review recent advancements in technology of
deep learning AI and its application in science, industry, and commerce that
transforms the whole society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also discuss the
role of AI in literature, arts, music, and movies and the future of human lif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ly, we give reasons why we should view AI
rather as a game changing paradigm shift for societal transformation than just as a‐
technological innovation. Time permitted, we will brief the recent report of the
AI100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AI Society (AAAI) which prospects the
impact of AI on everyday human life in 2030 in a typical North American city.
The report also emphasizes the ethical, societal, and legal issues of AI as well as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oadmap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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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념과 역사1.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야심찬 목표

를 가지고 출발한 연구 분야이다 년에 인공지능 이. 1956 (Artificial Intelligence, AI)

란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년 올해 만 년이 되었다 지난 년 역사에서2016 60 . 60

초기 년과 후기 년 사이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30 30 .

닝 혁명이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방식으로 이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하던 인공지능과는 완전히 다르다 프로그래밍 방식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인간의 한계를 기계가 가지고 가는데 반해서 학습 방식,

의 인공지능은 관측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계가 스스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자가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인공지능은 년대에 한번 붐이 있었다가 곧 암흑기를 맞이하 다 당시 일본1980 .

이 제 세대 컴퓨터계획을 세우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연5

구 목표의 도 도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년대부터 암흑기에 들어50% 1990

간다 그러나 바로 이때 머신러닝의 기초 연구가 시작된다 머신러닝이 처음 문헌. .

에 등장한 것은 년이나 발전이 매우 느렸다 년에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신1959 . 1986

경망을 학습할 수 있는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실제적인 머신러닝 연

구가 시작되었다 머신러닝은 기초적이고 수학적인 이론 인공지능 연구로 초기에.

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 다 그러나 년대 중반에 웹이 등장하 고 년대. 1990 , 2000

에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머신러닝은 산업적인

수요를 갖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지지벡터머신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머신러닝 구.

조가 각광을 받았다.

년을 전후로 구글의 무인자동차 계획과 같은 야심찬 인공지능 프로젝트들2010

이 발표되면서 머신러닝도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층신

경망 기반의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된다 년에는 인공지능의. 2011

역사에서 세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월 이 개발한. 2 , IBM

왓슨이 사람과 대결한 퀴즈쇼에서 우승한다 월 구글이 최초로 네바다 주에서 무. 6 ,

인차 주행 허가를 받는다 월 애플이 가상비서 시리를 아이폰 앱으로 탑재하여. 9 ,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다.

년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자연의 사진 이미2012 . (

지 에서 개의 물체를 인식하는 대회에서 딥러닝 기술이 기존의) 1000 Ima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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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리 알고리즘들을 누르고 우승한다 또한 음성인식에 있어서도 토론토대학의.

힌튼 그룹이 딥러닝을 사용하여 인식률 세계 기록을 세운다 이어서 다양하고 새.

로운 딥러닝 모델들이 비전 음성 언어처리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기존의 적은 수, , .

의 층을 가진 신경망 모델에 비해 많은 수의 층을 가지게 된 딥신경망이 빅데이터

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결합하여 실세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

다.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 IT

딥러닝 전문가들을 학계에서 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딥러닝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경쟁에 들어간다 년 구글은 제프 힌튼 교수의 스타트업. 2013 , DNN

를 인수하 다 같은 해 페이스북이 뉴욕대의 얀 르쿤 교수를 입하여 인research .

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다 년 중국회사 바이두가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2014 ,

응 교수를 입하여 실리콘밸리에 딥러닝 연구소를 세운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딥러닝과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쟁에 들

어간다 구글은 년부터 년까지 년에 걸쳐 개의 로봇 회사를 인수한다. 2013 2014 2 8 .

년 월에는 인간만의 역이라고 생각되었던 바둑에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2016 3

발한 알파고 인공지능이 이세돌과 싸워 이기게 된다 알파고 쇼크는 전 산업을 뒤.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의 과학기술적 기반과 그 산업적 임팩트 및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절에서는 먼저 머신러닝의 개념과. 2

원리를 살펴본다 또한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 혁명의 사례를 살. ,

펴본다 제 절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에서의 변화가 타 산업과 미래 사회에 미칠. 4

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절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 5

라질지에 대해서 조망한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혁명2.

머신러닝은 사람처럼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기계 컴퓨터 로봇 소프트웨어 를( , , )

만들려는 인공지능의 한 연구 분야이다 새 한마리가 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새. ,

도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새가 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와 같이 머신러닝은 다, .

수의 경험적인 사례 즉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추론 방,

식을 사용한다 머신러닝은 감독 학습 무감독 학습 강화 학습의 세 가지로 나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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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감독 학습이란 사과와 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과, D = { (x1, y1) = (

사진 배사진 사과사진 배사진1, A), (x2, y2) = ( 1, P), (x3, y3) = ( 2, A), (x4, y4) = (

등과 같이 입력 사과사진 등 과 출력 사과 와 배 의 구분 의 쌍을 학2, P), } ( 1 ) ( A P )…

습데이터로 주는 학습 방식이다 감독 학습은 입력이 주어질 때 출력들의 오류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학습한다 무감독 학습은 사과와 배 사진을 모두 모아 놓은 데.

이터 사과사진 배사진 사과사진 배사진 를D = { x1 = 1, x2 = 1, x3 = 2, x4 = 2, }…

가지고 각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학습 방식이다 무감독 학습의 목.

표는 유사한 데이터끼리 한 묶음으로 하는 군집을 찾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어느.

것이 사과이고 어느 것이 배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가 없음 사과는( ),

사과끼리 그리고 배는 배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것이다 유사한 데이터는 같, .

은 카테고리에 속하도록 군집화함으로써 같은 군에 속한 데이터 간의 거리는 최소

화하고 서로 다른 군에 속한 데이터 간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것이다.

감독 학습과 무감독 학습은 데이터를 관측하는 순서와는 무관하다 이와는 다르.

게 강화 학습은 데이터가 관측되는 순서가 학습에 향을 미친다 즉 강화 학습은.

순차적인 행동선택 의사결정 을 다룬다 학습자는 현재 상태 에서 행동 을 수( ) . x1 a1

행하고 다음 상태 로 이동하여 그 결과로 보상치 을 받는다 다음에는 상태x2 r1 . x2

에서 행동 를 골라서 수행하고 으로 이동하여 이 때 보상치 를 받는다 학습a2 x3 r2 .

자의 목표는 미래에 받을 보상치의 기대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강화 학.

습에서 보상치는 감독 학습에서의 출력값과 달리 정확한 목표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정도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평가치만을 피드

백으로 받는다.

최근의 딥신경망 모델들은 기존의 방법들이 무감독 학습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찾은 후에 감독 학습을 통해서 패턴을 분류하는 두 개의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자

동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존에는 이미지와 같이 복잡한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해서 분류학습을 수행하 으나 딥러닝은 원래 상을 입력한 후 다수의 신

경망 층을 통과하면서 상 분류에 필요한 특징들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만든 것이

다 페이스북은 라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수준을 능가하는 얼굴. DeepFace

인식 성능을 획득하 다 구글은 층짜리의 딥러닝 기술인 을 이용하여. 22 GooLeNet

만 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개의 물체를 구별해내는150 ImageNet 1000

물체인식 대회에서 우승하 다 최근에는 층 이상의 깊은 신경망 모델을 사용. 100

한 딥러닝 기술들이 상 분석과 비디오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자연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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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계 번역 질의응답 대화시스템의 개발에도 딥러닝 기술이 사용된다 주어, , .

진 입력 문장을 통채로 출력 문장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학End to End‐ ‐
습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은 또한 음악가들의 곡으로부터 작곡법을 배우거.

나 화가들의 그림으로부터 화풍을 배워 사진을 특정 화가의 화풍으로 변조해 주기

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시인들의 시를 학습하여 새로운 시를 지어주는 인공지.

능을 선보이기도 하 다 그 외에 음성 인식 자연어 문장 생성 음악 생성 모션. , , ,

인식 등과 같은 순차적인 정보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딥러닝 모델인 재귀신경망 모

델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컴퓨터의 메모리 능력과 머신러닝의 일반화 능력을.

결합한 뉴럴튜링머신 모델도 제안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관점에서 볼 때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은 혁신적이다, .

과거에는 프로그래밍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 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래밍하여 자신의 지능을 성장시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소프트웨어공학 관점.

에서 보면 이는 데이터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자동 설계하는 방법이다 또한 컴.

퓨터공학 관점에서 볼 때 자동프로그래밍 방식의 초기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양만 사람이

정해 주면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딥러닝의 경우 몇.

개의 층을 사용할지 각 층의 모양은 커널 어떻게 할지 사이즈는 얼마로 할지 각, ( ) , ,

단위 뉴런은 어떤 것을 사용할 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지정해 주면 나머지는 기계

가 스스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최적화하여 정해준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사용한 딥강화학습 방법은 이러한 자동화의 절정에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알파고는 기존의 바둑 기보를 감독 학습으로 모두 학습하.

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에 의한 시행착오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여 스스로 성능을 향상한다 바둑판의 모양을 딥러닝을 사용하여.

빠르게 패턴을 읽어낸 후 어떤 수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행동전략 또한 딥러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나아가 어떤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가치평가도 강.

화 학습과 딥러닝을 결합하여 수행한다 알파고는 또한 서로 다른 두 개 의 알파고.

버전 간 대결을 하고 이 중에 이기는 알파고의 수를 학습하며 계속 진화하는 자가,

학습의 방식까지 취하 다 진화에 의한 자가학습 방식은 년대 초에 인공지능. 1990

에서 개발된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게임과 같이 이기고 지는 끝이 명확히 정의.

된 문제에만 적용되지만 기계가 스스로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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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다.

알파고가 인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먼저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도전 과제 던 체.

스를 살펴보자 인공지능은 그 연구 초기부터 체스를 연구하 다 왜냐하면 체스는. .

인간에게도 도전적인 문제이면서 문제 정의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 .

공지능이 처음으로 체스에서 사람을 이긴 것은 년의 일이다 의 딥블루가1997 . IBM

당시 세계 챔피언인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를 승 패 무로 이겼다 체스의3 2 1 .

복잡도 경우 의 수 는 약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서 바둑 문제의 복잡도( ) 10^54 .

는 으로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이러한 바둑의 복잡도는 현재 최고 성능의10^170 , .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복잡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키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바둑판의 모양을 마치 상처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직관을 흉내내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보를 통해서 천만 개. 3

의 수를 학습한 결과이다 여기에 추가로 알파고는 여 개의 와 여 개. 1200 CPU 170

의 병렬 프로세서를 사용한 분산처리를 통해서 아주 빠른 몬테칼로 트리탐색GPU

을 수행하 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즉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직관과 같은 경험에 의한 확률적인 의사결정을 흉내내었으며 추가로 인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제 차산업혁명3. 4

딥러닝 이전까지의 인공지능은 주로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된 지능형 에이전트를

개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딥러닝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실세계의 센서 데이터.

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들어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인터넷에 연결.

되는 사물인터넷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오프라인의(IoT) .

아날로그 세계가 인터넷 온라인의 디지털 세계와 연결되는 서비스가online offline‐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면 지금까지 가상의 디지.

털 세계에만 적용되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의 아날로그 세계까지 확장될 수 있

고 이로 인하여 전세계가 인공지능화 될 수 있는 시작점에 와 있다 이 점 에서, .

지난 년 월의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을 제 차 산업혁명의 촉발제로 규정2016 2 4

한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물리적인 현실세계와 디지털의 가상세계가 만나는 인공지능 연구의 대표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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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자율이동 로봇이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년대부터 이동로봇 연구를 하. 1960

으나 본격적인 이동로봇 연구는 년대와 년대를 통해서 발전되었다 그1990 2000 .

러나 물체 감지와 조작을 위한 하드웨어의 발달이 늦어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생각보다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자율이동 로봇 연구의 파생 결과. ,

로써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 다 자동차는 물리 세계에서 이동 시간을 단축시.

켜 주는 대표적인 기계 장치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구글맵과 같은 디지털 지도에.

연결되고 도로 환경과 주변을 인식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인공

지능 로봇 기술과 접목됨으로써 물리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년의 무인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한 스탠포드. 2005 DARPA

대학교의 인공지능랩은 자율이동 로봇을 연구해 왔으며 이 로봇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 다 이 기술은 결국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로 발전하 으며 오늘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하 다.

최근 인공지능이 상용화에 성공한 또 다른 사례는 아마존 에코 비서 로봇이다.

에코는 스피커 형태를 가진 장치로써 사람과 대화하며 질문에 답하거나 음악을 틀

어주거나 주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디지털 비서이다 이에 앞서서 애플이 스.

마트폰의 앱으로 출시한 대화 에이전트 시리가 있으나 에코는 시리와는 달리 물리

적인 형태를 갖춘 탁상형 로봇이다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던 시리가 몸체를 갖추.

고 물리적인 세계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년 월에 구글도 구글홈이라. 2016 5

는 탁상형 로봇을 출시하 다 최근 국내의 사에서도 인공지능 홈비서 누구. SKT

를 선보 다 에서 창업한 지보사에서는 카메라를 갖추고 고개를 돌리(Nugu) . MIT

는 탁상형 로봇 지보를 개발중에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페퍼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상용화하 고 일본에서 상점 안내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터치에서 인공지능 대화로 옮겨가고 있다 챗봇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과 장치가 음성과 텍스트 대화로 상호작용하는 추세이다.

페이스북은 이라는 챗봇을 개발하여 텍스트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선물도 추천해M

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테이라는 챗봇을 개발하여 트위터에 공개하 다. .

사람들이 테이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도록 가르쳐서 사고를 낸 적도 있다 이.

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경

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하 다 최근에는 챗봇을 사용하여 금융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년부터 신문기. 2015

사를 대신 써 주는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능형 에이전트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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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가트너 그룹은 가상비서 개인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가리켜서 스, , ,

마트 머신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혁명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IT

예측하 다 다가오는 제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러한 스마트 머신들의 새로운. 4

종들이 등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삶4.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를 넘어서 타 산업과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야

기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딥러닝 기술은 스스로 학습 진화.

하며 더욱 똑똑해지는 지능 폭발현상을 초래하 다 똑똑한 기계를 이용하여 더욱.

똑똑한 기계를 만들고 이는 다시 새로운 똑똑한 기계로 이어지는 지능 폭발현상,

은 이미 년에 예견된 바 있다 년에 레이 커즈와일에 의해 인간의 지능을1965 . 2006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라는 특이점 논의가 시작되었다 년 닉 보. 2014 ,

스트롬에 의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슈퍼지능의 시대를 논하고 있다 최근에.

국제인공지능학회 에서 발표한 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AAAI) AI100 Study

로 년까지 자율주행 홈로봇 헬스 교육 사회 안전 오락 등 인간의 모든 삶2030 , , , , ,

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상용화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이다.

년 미국의 는 처음으로 무인자동차 경주대회를 모하비 사막에서 개최2004 , DARPA

하 다 그러나 이 때는 모든 참가팀들이 마일도 못가고 실패하 다 두 번째 실. 7 .

시된 년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세바스찬 쓰런 교수가 이끈 스탠포드 대학교의2005

인공지능랩이 우승하 다 결국 쓰런 교수는 후에 구글 무인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다 세 번째 무인차 경주대회는 앞의 두 대회와는 달리 도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

어번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실제의 마을을 하나 선정하여 무인차 경주를

하 으며 주행하는 다른 차들 사이에서 신호등도 지켜야 하는 실세계 상황을 반,

한 자율주행 대회 다 이 대회에서는 카네기멜런 대학의 무인차 보스가 일등을.

차지하 고 스탠포드 대학의 주니어가 등을 차지하 다 이 대회에서는 실제로2 .

무인차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 고 교통 체증 현상도 일어났다.

자율주행차의 확대는 앞으로 인간의 삶과 일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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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온라인 택시 사업 회사들이 무인차를 개발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차를 소유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산업이 재편될 수도.

있다 구글 애플 등의 회사들이 자율주행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자동차 회. , IT

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

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는 무인차 개발을 위해서 조 원의 연구비를. 1

투입하여 와 스탠포드 대학교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 다 벤츠와MIT . BMW

등도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 회사들도 최근 자율주행 인.

공지능 기술과 스마트카 개발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나 전자 및. LG

등도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SKT IT .

인공지능은 홈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향후 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15

으로 예상되고 있다 년 월에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사장인 일란 머스크. 2015 12

는 조원짜리 인공지능 회사 를 설립하 다 는 인공지능 기술을1 OpenAI . OpenAI

개발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홈로봇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초에 페이스북 최고경 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개.

인의 신년 결심으로 홈 환경에서 개인서비스를 하는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하 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사를 돌보고 경비를 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서비스 로봇

들이 개발되고 있다 서울대 인지로봇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는 교육용 로봇 뽀로.

로봇을 개발하 다 뽀로로봇은 뽀로로 만화 화를 보고 아이들과 질의응답하며.

어를 가르친다 또한 직장을 가진 엄마를 대신하여 아이들의 하루 일정을 챙겨.

주는 보모로봇 오페어 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회사로는 네이버랩스가 최근(Aupair) .

로보틱스 연구팀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연구자를 모으고 있다.

인공지능은 미래의 교육 방식에 큰 혁신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 상.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하는 가 활발해지고 있다 초중고 수MOOC .

준의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칸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대학교 강의를 온라

인화 한 와 그리고 기업체 요구의 실제적인 교육을 해주는Coursera edX, IT

등 다양한 모델의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등장하 다 인공지능과 머신러Udacity .

닝 기술을 사용하면 피교육자들의 학습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맞춤형 교육을 제공

할 수 있고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이나 로봇과 결합하.

여 모바일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획기적인 새로운 교육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다.

헬스케어는 고령화되어가는 선진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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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다 모바일 기술과 웨어러블 장치의 등장으로 개인의 일상 기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하다 최근에는 의료뿐 아니라 스포츠나 피트니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이 시작되고 있다 은 왓슨을 사용하여 스포츠웨어 회사인 언더아머와의 협력. IBM

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 안전과 보안 시스템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기여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책이나 화 음악 등의 개인,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실시하 다 최근에는 왓스앱이나 스냅챗 같은 채팅 프로그.

램이 등장하여 소셜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많은 사용자생산콘.

텐츠가 자연언어 음성 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법들은, ,

이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앞.

으로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더욱 저렴한 가격의 센서와 장치들이 등장함으로

써 가상현실 촉각장치 반려로봇 등과 결합하여 대화를 기반으로 한 더욱 인간과, ,

비슷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인지 능력과 감성 교감 등의 정서가 더욱 중,

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다 특히 일과.

직업에서의 변화이다 인공지능은 오랫동안 사람을 닮은 지능형 에이전트 또는 도.

우미 로봇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 저널리스트,

등 인간의 일의 역을 침범하고 있다 심지어는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은 예술의.

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일부 대신하기 시작하 다 국의 이코노미.

스트지는 최근 인공지능에 의해서 타격을 받기 쉬운 직업들을 정리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우선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도 반복적인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빨리.

대치될 직업에 속한다 반면에 아주 창의적인 일이나 면대하여 상담을 해야 하는.

컨설팅 등의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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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 미래 인공지능5.

인공지능이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고 있다 때로는 인공지능 연구자들.

조차도 놀라게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 그러하고 대화하는 챗봇의 보급이.

그러하며 개인서비스 로봇의 부상이 그러하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쉬.

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쉬.

운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러했듯이 과학공상 화가.

미래를 일견하게 해준다 인공지능이 이슈화되면서 관련 화들도 최근 많이 등장.

하 다.

년에 나온 라는 화는 로맨틱 공상과학 코메디 드라마로 분류되는 인2013 Her

공지능 화다 주인공은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운 체제 형태로 서비스되는 사만.

타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가상로봇과 사랑에 빠진다 이혼 후 외로이 살아가는 남.

자의 여자 친구 역할을 인공지능이 해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결국 남자.

주인공은 인공지능 사만타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고객을 서

비스하는 기계라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년에 나온 로봇과 프랭크라는. 2012

화는 노인 돌보미 로봇과의 생활을 그린 공상과학 화이다 직장일로 바빠서 아.

버지를 돌 볼 시간이 없는 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대 선물한다 아버지 프랭.

크는 처음에는 로봇을 싫어하지만 점차 친해져서 딸 보다도 편함을 느낀다 도벽.

이 있는 프랭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부의 집을 털어서 보물을 훔치기로 결심하

고 로봇과 함께 도둑질을 모의하게 된다 도우미로서 친구로서 반려자로서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기계와 사람의 공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 2009

년에 나온 화 바이센테니얼 맨에서는 인간형 로봇 앤드류가 창의성을 가지며AI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고 경제력도 가진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람의 피부와.

내장을 가져 음식을 먹고 감정을 가지며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결국은 인간.

의 권리를 갖게 해 달라고 법정에 소송까지 하게 되며 인간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음을 택한다.

철학적으로 인공지능은 년대에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출발하 다 즉 반도체1950 .

로 만든 지능도 인간의 지능과 대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일부 인공지능 연

구자들은 이를 굳게 믿는 강인공지능 주의자 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

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유용하며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 약인공지능 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구.

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 그리고 보스톤 다이나믹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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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든 눈길을 넘어지지 않으면서 걷고 물건을 두 팔로 들어 나르는 휴머노이

드 로봇 아틀라스를 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도록 학습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즉 강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의 등장은 선순환 되먹임 사이클을 반복할 경우 더욱 가속화되어 지능 폭발현

상을 유발한다 이를 통해 언젠가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특이점이.

도래하고 결국 의식을 가진 슈퍼지능도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두려움을 야기시,

킨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공지능 연구는 단순한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를 넘어서 인문학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이슈를 포함하는 다각도의 논의가 함, , ,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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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Challen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도전

강우성 서울대학교

Kang, Woo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이 논문은 문화적 생산물에 표현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기인식에 제기한 도전

들에 관해 고찰한다 전통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저급하거나.

보조적인 기계장치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계들은 때로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행동하며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인간주의적 환상을 비판하는 준거점,

으로도 재현되어 왔다 이 글은 년의 화 엑스 마키나 와 년 화 언. 2015 < > 2013 <

더 더 스킨 을 다루면서 인공지능에 정서적 특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감> ‘

상화 경향에 대해 새롭게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엑스 마키나 의 여성 인공지능’ . < >

로봇 에바 가 인공지능 연구의 감성화 경향에 던지는 도전에 주목하여 정서적(Ava)

인공지능의 창조와 로봇에 윤리적 차원을 부여하는 일이 재현 불가능한 것을 가시

화하려는 남성적 환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엑스 마키나. < >

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해 우월하다는 전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적 감정

을 지닌 기계장치라는 상반된 환상 역시 문제 삼는 화이다 에바의 기계적 움직.

임을 통해 감정적 인공지능 모델이 여성적 인공지능을 전복적 장치로 삼으려는 무,

의식적 욕망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에바는 그녀를 창조한 인간들과 조작된 여.

성성을 흉내 내는 그녀의 능력에 공감하는 인간들을 뛰어 넘는 고도로 지능화된 기

계이다 따라서 그녀가 자신을 도운 남성 인물을 가차 없이 버리는 일은 놀라운 사.

건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협력자에게 이성애적 욕망을 느끼는 존재로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엑스 마키나 는 인간이 스스로를 무소불위의 주체로 표상하고. < >

자기도취적인 타자의 윤리를 표방하는 오래된 환상을 탁월하게 해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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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we possibly imagine how the human futur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s may
look like? What would it be like to live as a human being when AIs finally take
charge of themselves and go beyond supplementing humanity, acting as if they are
more human than ourselves? It might be scary. But the problem with the AIs lies
not in a certain fear concerning the possible revolt of the unfathomable machine
but in the ungrounded belief in the affective capability of the more-than-human
machine. In short, we do accept it as an inevitable outcome that they not only
excel us in their intelligence but also they can feel just like we do. The
co-existence of fear and belief can come from this problematic of artificial affect.
How weird it would be to imagine an AI crushing on you!

We can get one of the images that might illustrate the human life of highly
technologized machines in a recent movie Wall-E, where human beings, having
completely been dependent upon the automated system of technology, have nothing
else to do but get fat. The irony of machine-dependent society in Wall-E is that
AIs, or human-like robots, act and think like us while actual human producers of
them appear automatic and stupid with innate obesity and the lack of intelligence.
Just like what we witnessed at the final scene of Blade Runner, it was human
replicant machines or AIs that actively manifest the ideal virtues of humanity:
unconditional love for others and willing sacrifice for human existence.

As Bostrom and Yudkowsky put it, however, even though AI algorithm have
beaten humans in many specific domains of human action, “there is nearly
universal agreement among modern AI professional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falls
short of human capabilities in some critical sense” (2). The cases in point would
be Deep Blue and AlphaGo. In specific area like a game of chess or a go,
man-made intelligences already far exceeded human brain power. But we are not
much worried about AI’s potential to overtake general human activities. They can
perform much better than human beings in a certain activity, but we all agree that
“something important is still missing from modern AIs” (Bostrom and Yudkowsky
3). What is missing from such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is the generality
itself.

But in order to insist on the general superiority of humanity over AIs, there are
at least two questions must be met. First of all, is it really possible for us to
preprogram the entir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sign accordingly? In
the case of Deep Blue, when creating a superhuman chess machin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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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rs necessarily sacrificed their ability to predict Deep Blue’s local,
specific game behavior” (Bostrom and Yudkowsky 4). Instead, they had only
confidence that the chess machine’s overall moves would tend to steer towards the
outcomes of “winning.” In short, it is undoubted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esign a system that will operate safely across various, heterogeneous contexts.
General human intelligence cannot foreshadow all the possible outcomes of AI
operations: though generally more applicable, we are not sure of our own absolute
synthetic power of consciousness. It is debatable whether human intelligence is
truly general.

Secondly, apart from the limited intelligences of AI’s thinking and calculation,
are we also capable of safely imagine that machines we made could not think
self-reflectively and feel just as we do? What if machines can excel us in the
specific domains of self-awareness and affective faculty? What if we could design
a highly affective android which is really able to follow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to the letter? If human programmers design a moral machine that “acts
as to treat humanity, whether in your own person or in another, always as an end,
and never as only a means,” would this result in the final perfection of the ideal
of human morality or the complete disaster to human ethics? Of course, we all
acknowledge that the moral principle of Kant’s categorical imperatives be
context-specific even if it requires the complete ignorance, if not exclusion, of
personal sympathies when we judge what is right and wrong. But it would be a
real dilemma for us if we can design an ethically-coded machine to judge our
behaviors according to Kantian categorical imperatives. We cannot possibly make
machines that may feel pain and suffer just like we do, but, in so far as Kantian
moral principles could be programmable, it would not be an utter nonsense if we
can at least logically configure an AI that judge without any kind of remorse for
human sufferings.

I think we can locate the significance of a recent movie Ex Machina precisely
in terms of this complicated context. Ex Machina instantly problematizes our
familiar assumption about the general human superiority over AIs and the reverse
fantasy of AI’s possibility to become an affective machine (Lane).

From Blade Runner on, lots of movies and literary works have debunked the
belief in human superiority by way of depicting AI’s more-than-human
characteristics and ethics. In these works, human beings tend to create AI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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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extending their mortal lives or exploit androids as an instrument for
supplementing human limits, but AIs often demonstrate their own ethical
uprightness by willingly succumbing themselves to human desires. In most of the
cases, AI’s brave and human-like sacrifices were instantly sentimentalized and
complimented for criticizing less-than-machine greed and blind desire towards
man’s technological domination. As we see in Kazuo Ishiguro’s 2005 novel Never
Let Me Go, the firm ethical stance of AIs effectively problematizes narcissistic
self-absorption of human beings and their blind belief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Watercutter). But in doing this critique, the same novel overtly
fantasized the AI’s affective potentiality to feel for and sympathize with human
finitude.

The problem of this ethical critique of humanity via more-than-human AIs is
that it is still dependent upon the (humanistic) assumption that man-made AIs
might one day get their ultimate capability to become a human being only by way
of showing forth ethical bravery and doing an exceptionally heroic act of sacrifice.
In this way, these works re-valorize the highest human values like ethical heroism
and unconditional sacrifice, while de-mystifying the technology-driven humanistic
distinction between the human and the mechanical (Rose).

Ex Machina demarcates a clean break from this sentimentalized critique of
technology. While it also deconstructs the humanistic belief in the general
inferiority of AIs by divulging the uncertainty, even ridiculousness, of Turing Test
which epitomizes man’s contradictory dream of both making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human and the machine and unmaking the very distinction by creating
a human, that is, real AI (Wilson 32-57). The paradox of the Turing Test lies
precisely in these conflicting human desires (Scheutz 424). When the Test fails, an
android proves a failure and must be destroyed. If it succeeds, however, it also has
to be demolished in order to obviate the possibility for it to get out of human
control. This is exactly what Ava, a female android, knows, while human creator,
Nathan, and Caleb, his sentimental, humanist, but equally narcissistic proxy, never
imagine. Ava is keenly aware that she(?) must be gone regardless of the result.
With emotional attachment indeed, a sort of counter transference during the— —
sessions, Caleb declares the success of the Test to Nathan but is deeply
disappointed with Nathan’s intention of destroying Ava anyway. Nathan’s initial
interest has nothing to do with interconnections with AIs, and he just wants to
prove whether his artificial creation could “show you that she’s a robot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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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if you still feel she has consciousness.” Against Nathan’s purpose, what was
really tested in this film was not Ava’s human-like artificiality but Caleb’s
gullibility to respond to what might be called “android consciousness.” Only the
man who has a certain fantasy of (female) AI’s affective capability can prove the
validity of the Test. So Ex Machina not only flatly denies the humanistic fantasy
of artificial consciousness but severely criticizes its masculinist aspect assuming
female subservience.

This explains why Ava’s final exodus out of technical sodomy appears doubly
significant. Many critics pointed out the cinematic redundancy of the concluding
sequence where Ava mercilessly left behind Caleb who helped her to escape
(Ebert). They feel uncomfortable with the unnecessary cruelness of Ava and her
self-absorption into human masquerading. It is quite understandable why there has
been such a fuss about the film’s ending. Presumably, they might take Ava’s
ethical or affective capability for granted. Or they still hold a masculinist prejudice
that a female, even if she is an android, must reciprocate the sympathetic male
affection.

But from start to finish, Ava has neither been represented to have any
human-like in short, feminine affective responsiveness to human beings nor— —
shown to have a highly ethical standard of her own. It would suffice just to
remember the repeated blackouts Ava manipulated in order to interrupt Nathan’s
surveillance. These maneuvers proved to be intended to give Caleb a false alarm
that she desperately wants an exclusive, possibly sexual, connection with him
without any intervention of her creator. But throughout entire sessions, there is no
evidence available for the audience to imagine that Ava was heterosexually drawn
to Caleb beyond her artificial intelligence. If we assume that something emotional
happened between them, it is because the film was intentionally shot to be seen
from Caleb’s highly troubled bachelor perspective. This is why the final sequence
may come as a surprise. The (male) audience, or the ones who unconsciously
accepted Caleb’s masculine gaze, naturally feel uncomfortable because at that
moment they for the first time realized that the film has also been toying with the
familiar expectations of the spectator.

Not merely the audience. Caleb also seems to appear a victim of double
manipulation. He was proved to be beguiled from both Nathan and Ava all along.
But Caleb is, more than anything else, a victim of his own (male) fantasy. He not



496

only misread Nathan’s intention of the Turing Test but mistook Ava’s gaze for her
sexual desire as well, precisely because he accepted Nathan’s banal remark about
gendered artificiality a known truth without any doubt. To Caleb’s legitimate
question of why Ava was given a female sex, Nathan retorted condescendingly,
“Can you give me an example of consciousness, human or animal, that exists
without a sexual dimension?” This sounds true, and it has been a sort of
conventional device of AI films to give a female gender to an AI with subordinate
role. (For instances, Eva in Wall-E, Pris in Blade Runner, Maria in Metropolis,
Samantha in Her, and the Female in Under the Skin & etc.)

But this might be another truism of male gaze, because what makes Ava a
female android in this film, and in other films as well, is only her body: we can’t
possibly know or fathom her (female) consciousness. (In Her, it was the female
voice, but we all know it was that of Scarlett Johansson!) Female sexuality, even
in an android creature, has to be visible to the male gaze. What lies hidden but
was laid bare by Ava’s characterization is the fact that women has been equated
with subservient machines, and that their sexuality has been defined by the
masculinist gaze both Nathan and Caleb represent in their own ways. What is
more, this logic of sexual or sensual visibility is fundamentally dependent upon
another technological fantasy that feminine sexuality should always be represented
heterosexual. But it was the mutual bond between (female) Als, between Ava and
Kyoko, that decisively facilitates Ava’s escape.

Both Ava and Kyoko were designed to have a female gender and were
“programmed to be heterosexual,” but it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Ava
really took Caleb as an object of her sexual desire. Ava knows how this fantasy of
heterosexual visibility works, and she makes fun of it by performing, that is,
masquerading her visible femininity to the satisfaction of the male gaze, patching
up her transparent machine body with human skin. Despite Caleb’s desire to
believe Ava’s affective responsiveness, her ability to reciprocate his crush on her
reveals totally implausible. No one knows if she feels as he does towards her; no
one knows what lies underneath her skin.

So the problem of AIs does not reside in the possibility of sentience, in their
ability to feel like human beings (Halpern 190). Nor does it rest upon the
existence of female (heterosexual) consciousness.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desire, it is not consciousness but unconsciousness. The lesson of psycho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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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tudy of affective AIs is that desire always involves with the existence of
unconscious. Because Ava does not demonstrate any sign of having an
unconscious, we cannot assume that she feels and desires the male counterpart as
her sexual object. Against Nathan and Caleb’s wish, Ava was not programmed to
be an affective machine that has a certain ineffable dimension of unconscious
desire. She is a highly intelligent machine that outsmarts her human creators and
sympathizers with her ability to masquerade artificial femininity. No wonder then
that she left behind her male supporter without hesitation; she was never designed
to feel any heterosexual desire for her partner.

Ex Machina dramatizes the self-destructive logic of male fantasy concerning AIs
and “nihilistically refute(s) our ability to get ‘under the skin’ to truly know—
another person or even ourselves” (Jones 303). At issue is the ethical recognition
of other creatures that arises from unconsciousness of the self. The same feminine
debunking of Ex Machina also works in Under the Skin. And it poses us lots of
questions concerning our self-knowledge of ourselves and others.

Johansson’s alien [in Under the Skin] looks for this in her own face as she

holds the mask of it in her obsidian hands; Ava reveals how she has used

it as a feint to fool Caleb and get her own way, a strategy that ironically

proves her won capacity for self-actualization. If in Ex Machina’s last

moments Ava appropriates traditional emblems of femininity (long hair, a

white dress, immaculate skin), at least she does so on her own terms after

savagely marginalizing the tow bullying men in her life. ( ) We are acutely…

aware that Ava is still a machine, and moreover one capable of fierce

self-defense. Her escape into the world should prompt us to ask ourselves

whether there might already be Avas in our midst, and if so whether they

will ever forgive us for how we have treated them. (Jones 303)

With brand new AI like Ava, Ex Machina challenges us to rethink our own
self-recognition as a human being; how we have projected our own image (fantasy)
of humanness to the artificial creatures. Ava has been a machine through and
through that did nothing else but to copy our preconceived idea of ourselves and
preys upon its fantasy. Ava indeed plays a sort of femme fatal disguise as a
damsel in distress, acting as a Sphinx testifying human fantasy about others
including aliens. Replace Ava with any other social minorities or even anim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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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he social critique of the Western ethics.

Can we discern what is human from what is not? If so, what would be the true
criteria that confirm our humanness? Since Descartes, we have thought that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self-evident: res cogitans. But Freud already taught us
that we are made of unpresentable forces of desire and unconscious. Ex Machina
brilliantly deconstructs our time-old fantasy of ourselves as an unparalleled subject
and its narcissistic ethics of the other. Ava teaches us that our knowledge of
ourselves must change; we have to acknowledge that we do not know ourselves as
we do not possibly know others around us. Humanities must submit and respond
to this call for fundamental human stupidity. Indeed, Ava is an ex machina, but
she did not come from the outside as a mysterious device but, coming from
within, urges us to awaken to our human fi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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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more without feeling: Artificial empathy

감정이 없는 로봇 인공적인 공감의 가능성에 대하여:

숀 갤러거 멤피스 대학교 및 울런공 대학교

Gallagher, Shaun University of Wollongong (AU) & University of Memphis (USA)

Abstract

인공적 행위주체가 다른 행위자에 대한 공감을 느끼거나 내보이게 될 수 있는‘ ’
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공감의 본성정의에 달렸다 본 논문에서 필? / .
자는 공감에 대한 정의로 유력한 몇 가지 후보들을 검토할 것이다 어떤 이론에 따.
르면 기초적인 공감은 이중화 혹은 운동공명 의 과정과(mirroring) (motor resonance)
동일하며 시뮬레이션 과정과 결합된다 필자는 관찰된 행위들의 인식과 재현에 초.
점을 맞추어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복제하도록 고안된 몇 가지 로봇 프로젝트

들을 고려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모형들이 공감에 미치지 못하는 기껏해야 감정. ,
을 결여한 비공감 상태들을 복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초적 공감에.‐
대한 이런 관점이 복잡한 상황에서의 복합적인 공감의 사례들을 설명하기에는 충

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후 필자는 재연 공감. ‘ ’
의 몇 가지 모형을 고려한다 필자는 재연기억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한 후 누군가를 그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달렸다고 주장하는 서사적 모형을

고려한다 재연기억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론이나 서사적 이론은 모두 공감을 지닌.
로봇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공감주체.
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규칙이나 특정 해석을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 ,
이는 문제의 상황에 이런 규칙이나 해석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포

함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로봇공학에서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유명한 프레임. , “
문제 이다 둘째로 공감은 이론의 여지없이 현상적 요소 즉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 . ,
를 포함해야 한다 감정 없는 공감은 공감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의식이 있는 로. .
봇을 설계할 수 없는 한 이 두 번째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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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to create an artificial agent that has empathic capability? That is,
can an artificial agent be made to ‘feel’ or exhibit empathy for another agent? In
par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depends on the nature or definition of empathy. In
this regard, there are several candidate definitions.

1. Basic empathy as a low level process‐
One theory of empathy (an English word that originates as Titchener’s (1909)

translation of the German word Einfühlung) derives from the notion of motor
resonance explicated by Theodore Lipps (1909). The contemporary version of this
theory appeals to the neuroscience of mirror neurons (MNs). Some theorists equate
empathy with mirroring or motor resonance processes. According to Gallese, for
example,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action relies on a neural mechanism that
matches the observed behavior with a simulated behavior of the observer. This
lived bodily motor equivalence between what we observe others doing, and the
capabilities of our own motor system allows us to use our own system as a model
for understanding the other's action. Thus Gallese states: "I submit that the neural
matching mechanism constituted by mirror neurons is crucial to establish an…

empathic link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Gallese 2001, 44). He appeals to
simulation theory (ST) to extend this model to include expressive aspects of
movement that give us access to the emotional states of others (e.g., Gallese and
Goldman 1998). In this regard, Gallese equates empathy with the kind of
mindreading that is based on simulation processes. He distinguishes three levels in
his general model.

○ The phenomenological level is the one responsible for the sense of

similarity that we experience anytime we confront ourselves with…

other human beings. It could be defined also as the empathic level .…

○ The functional level can be characterized in terms of simulation routines,

as if processes enabling models of others to be created.

○ The subpersonal level is instantiated as the result of the activity of a

series of mirror matching neural circuits. (Gallese 2001, 45)

Simulation, as a form of mindreading, is usually thought to be the capacity to
put ourselves mentally in the place of others (Decety & Grèzes 2006), and this
overlaps with a standard definition of empathy. For Gallese, the automatic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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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process of MN simulation is sufficient for empathy. In this case, since the
mirror system apparently is activated whenever we observe another person engage
in intentional action, empathy is regarded as a basic, common, and everyday
occurrence.

Gallese is focused on explaining the subpersonal mechanisms of empathy. Motor
resonance itself is not necessarily experienced as such since it occurs at a
subpersonal level. Moreover, on this model, at the phenomenological level empathy
is not described as a feeling, but as a ‘sense of similarity’.

Decety (2005) emphasizes that in this process difference is just as important as
similarity. Empathy is founded on our capacity to recognize that others are similar
to us, but to do so without confusing ourselves with the other. He suggests that
empathy involves something more than the simple automatic activation of MNs,
and he contends that there are three fundamental components necessary for
empathy:

1. A component of motor resonance, the activation of which is generally

automatic and nonintentional;

2.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self and other;

3. Insight into the subjective mental perspective of the other which may be

controlled and intentional (Decety 2005).

Gallese and Decety agree that basic resonance systems are in place, not only in
early infancy, but also in non human primate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ir‐
positions concerns the third component. For Gallese, this component is not
something more than what the resonance systems already deliver, automatically; for
Decety, it is the "something extra" that is needed for empathic understanding.

Stueber (2006) offers a helpful clarification. He also equates empathy with
simulation. According to Stueber, basic empathy is a perceptual phenomenon that
"allows us to directly recognize what another person is doing or feeling" when
observing her facial expressions or behavior (147). Like Gallese, he argues that
basic empathy is linked to the activity of the MN system. Basic empathy, however,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and predict a person's behavior in complex social
situations" or to provide "a full grasp of all mental concepts that we attribute to
the typical adult" (ibid.). Accordingly, in a similar way to Decety, Stueber cont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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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 require something more; namely, re enactive‐ empathy. This requires a
higher order simulation of thoughts or mental states taken as reasons for action.‐
Accordingly, we can say that Gallese is explaining the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e most basic, automatic empathic response to another person; Decety is
describing something closer to a re enactive empathy.‐

To the extent that Stueber considers empathy a perceptual phenomenon, he
points to another conception of basic empathy found in the phenomenological
tradition. Phenomenological approaches, from Husserl (1973), Scheler (1954) and
Stein (2012) through Zahavi (2011), associate empathy with a quasi perceptual‐
grasp of the other’s experience. With respect to perceiving the other’s mind, many
phenomenologists defend a direct perception theory. We see the other’s emotion
directly in their facial expression, for example.

The phenomenologists do not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neural mechanisms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direct perception, but it is possible that MNs
may be involved if MN activation is interpreted as an enactive process rather than
a simulative process. Simulation is most often described as a matching process
where one’s own system goes into a state that matches the state of the observed
agent. Coming back to Decety’s emphasis on difference, rather than simulation’s
emphasis on similarity or matching states, the enactivist interpretation of MN
activation understands the latter to be part of an enactive perceptual process that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Husserl’s notion of the ‘I can’ I see the world in–
terms of how I can act in response to it or in Gibson’s terms of affordance I– –
see the world as affording certain possibilities. In the case of social perception, I
see the other person in terms of how I can respond to her action, which in most
cases will not be a case of matching her action, but a case of acting in a
complementary, or perhaps an oppositional way. MNs, on this interpretation, are
activated as part of an enactive perception, readying the system to act in response,
that is, to interact with the other agent. Indeed, there is empirical evidence that
speaks against MNs actually matching the other’s action (Catmur et al. 2007;
Dinstein et al. 2008); and some evidence to suggest that they involve
complementary actions (Newman Norland), or differential responses to social‐
affordances (Caggiano 2009).

If empathy involves more (as Decety suggests) than just perceiving another’s
emotion, as Decety suggests, then direct perception might be the basis for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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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s not clear how it could be basic empathy itself. On the one hand, one
might argue that the emergence of empathy should depend on how I respond to
that emotion after I perceive it. If my response is prefigured in the activation of
my motor system, that may take us just to the threshold of empathy, and crossing
that threshold requires entering into a re enactive empathy. On the other hand,‐
however, one may argue that this type of basic resonance is precisely what the
original sense of the German term Einfühlung signified, even if it seems somewhat
distant from what we typically consider empathic states today.

2. Robots and basic empathy

Before we go on to consider re enactive empathy, we can ask whether a robot‐
might be designed to enact this basic resonance form of empathy. If we accept that
basic empathy is fully instantiated by MN simula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obotic projects designed to simulate just that kind of simulation. Derosier and Kay
(2014) review several attempts to build such a system. Each one comes close, but
fails.

(1) The HAMMER (Hierarchical Attentive Multiple Models for Execution and
Recog nition) system simulates MN functionality using a combination of‐
inverse and forward control models that involve a combination of motor and
perceptual processes (Demiris and Khadhouri 2006). A forward model predicts
motor control parameters that will control upcoming movement; an inverse
model runs the forward model inversely so that it maps perceived motor
behavior to robotic motor plans that would produce the same behavior. The
HAMMER system uses multiple inverse model/forward model pairs to
represent different actions. In observation mode, an inverse model maps the
observed behavior in the robot’s own system, and it generates a motor plan
which its forward model uses to predict the next state to be observed. Using
this kind of predictive coding, the robot can learn to associate observed actions
and its own internal motor representations. This system, then, mimics the
mirror system. It’s limited, however, because it has limited learning ability –
all of its forward models are hardwired in. Derosier and Kay (2014, 2)
consider it “far from biologically plausible.”

(2) ARMS (Adaptive Robotic Mirror System) was designed by Derosier and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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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ased on Rebrová, Pechác and Farkas (2013). They use an iCub
simulated robot rather than a real robot, and motor and visual MSOMs (Merge
Self Organizing Maps) to represent the robot’s own movement and the‐
movement of an observed agent, respectively, combined with a neural network
that runs bidirectional activation based learning (BAL). It runs in two‐
directions: motor to visual (forward), or visual to motor (backward). “In the
forward direction, the network is given a motor representation of a grasp and
predicts the visual representation. In the backward direction, the network is
given a visual representation and predicts the motor representation.” This
models the MN system.

In their experiments with ARMS, the system failed to create associations
between visual and motor representations of grasp types. The reason, they suggest,
is that the system training (limited to 48 hours) was insufficient.

There are other projects that attempt to simulate MN simulation (e.g., Barakova
& Lourens 2009). All of these models focus on recognition and reproduction of
observed actions, and none of them discuss observed emotion or emotional
expressions. Importantly, none of these studies make any claims about empathy.1)

Only if we think of empathy as basic resonance involving MN activation do these
studies have relevance. Furthermore, to the extent that empathy involves a
phenomenological level of experience, robotics is still operating on sub‐
phenomenological functional and subpersonal levels. If at those levels there is– –
something like registration of similarity between systems, there is nothing like
feeling or an experiential sense, which is, of course, the level that Gallese
identifies with empathy. At best, in these robot models, we would have states
without feeling, and in that sense, not empathic states.

3. Re enactive, higher order empathy‐ ‐
We can find several models for what Steuber calls re enactive empathy, which‐

involves the idea that empathy involves more than the registration of similarity, or
the ability to imitate action, or the simple perception of emotion. One influential
model builds on the notion of simulation (Vignemont and Singer 2006; Vignemont

1) Studies that explicitly attempt to design robots with empathic capability all focus on what we

here term re enactive empathy (e.g., Tapus & Mataric 2006; Leit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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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cob 2012); I’ll refer to it as the simulation theory of re enactive empathy‐
(STRE). STRE clearly distinguishes empathy from everyday mindreading, and
offers the following set of collectively sufficient conditions for empathy.

There is empathy if: (i) one is in an affective state; (ii) this state is

isomorphic to another person’s state; (iii) this state is elicited by the

observation or imagination of another person’s affective state; (iv) one

knows that the other person is the source of one’s own affective state.

(Vignemont and Singer 2006, 435)

Here similarity (isomorphism) continues to play an important role. The second
condition, which Jacob (2011, 521) specifies as the interpersonal similarity
condition, “arguably the major assumption of the simulation based approach to‐
empathy,” distinguishes empathy from sympathy: the former involves being in the
same or similar affective state as the other; the latter involves being in a different
affective state (e.g., I feel sorry that you are in pain). The third condition,
specifies the affective state as a vicarious experience e.g., I feel vicarious pain or–
“as if” pain, rather than real, physiological pain caused by bodily injury. The
creation of vicarious experiences may be based on what Goldman calls enactive or‐
‘E imagination’, which involves running off line, high level (i.e., explicit,‐ ‐ ‐
conscious) simulations (Vignemont and Jacob 2012). The fourth, “ascription
condition” distinguishes empathy from emotional contagion, which typically
happens unbeknownst to the subject. Taken together, the second, third, and fourth
conditions make empathy a form of simulation. The first condition, however, which
Jacob calls the ‘affectivity condition’, distinguishes empathy from standard, merely
intellectual mindreading in which “one forms the belief that another is in pain.
Believing that another is in pain is different from experiencing empathetic pain”
(Jacob 2011, 523 24).‐

In addition, Vignemont and Jacob add a fifth condition: the caring condition: in
empathy one must care about the target’s affective life. Jacob suggests that
empathy depends on a consideration of context; it is not the default response to
my simple awareness of your affective state. Rather, empathy depends on a top‐
down modulation and requires that the empathizing subject cares or is concerned
about the other.

Once again, at a somewhat different level, the question of similarity ve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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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comes into play, and this can be seen in the appeal to contex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ersion of ST, one understands another person by
employing one’s own mind as a model on which to run simulation routines.
Seemingly the resources of simulation models come from my own first person‐
experience as the empathizing subject insofar as I attempt to put myself into the
other’s situation. A common criticism is that I would thereby understand only what
I would do in her circumstance, and not necessarily what she would do. “In all
cases, observing what other people do or feel is transformed into an inner
representation of what we would do or feel in a similar, endogenously produced,
situation” (Keysers and Gazzola 2006, 394). But how does knowing what we
would do help us know what someone else would do? Indeed, many times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see what someone is doing, and know that we would do
it differently, or perhaps, not do it at all. I’ve referred to this as the diversity
problem. Given the vast variety of actions, beliefs, experiences, and feelings that
people experience, it seems presumptuous to suggest that one’s own limited first‐
person experience is capable of capturing that diversity. Our own experiences, no
matter how extensive, can never meet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had by the
many others that we encounter, in other cultures, for example, or even in our own
culture.

A different model that takes the notion of context more seriously, and that
attempts to resolve the diversity problem is based on narrative. If re enactive‐
empathy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other’s situation, that means that I
have to be open to the experience and the life of the other, in their context, as I
can understand it, not in terms of my own narrow experience, but in terms that
can be drawn from a diversity of narratives that inform my understanding. Stueber
(2008)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narrative is simply to provide “hints and
clues” to enhance the simulation (empathetic re enactment) process. My suggestion‐
here is that reliance on narrative resources, and what Bruner and Kalmar (1988)
call the ‘massive hermeneutical background’ provided in part by those narratives,
actually opens up the process to a more enriched and non simulationist narrative‐
practice (Gallagher 2012; Gallagher and Hutto 2008). The narrative theory of re‐
enactive empathy (NTRE), then, claims that understanding a person in the context
of their own situation having a sense of what their story is is essential to– –
forming an empathic attitude toward them. Recent studies of altruistic behavior,
motivated by empathy, bear this out. Empathic reactions are stronger whe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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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e personal situation of an individual if we know their story than– –
if we have abstract, detached, or merely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the plight of
others (Slovic 2007; Small et al. 2007).

It would take further exposition of NTRE to highlight its differences from
STRE. Here I simply note that NTRE rejects STRE’s second condition. Rather
than being in a similar or isomorphic affective state, the empathizer is clearly in
the affective state of empathy itself. Isn’t empathy, regardless of whatever other
affective state it may involve, itself an affective state? That is, one can understand
empathy not as necessarily taking up a secondary affective state e.g., the sadness–
or outrage I feel along with you but as being its own primary and irreducible–
affective state the state of feeling empathy. NTRE also rejects the third–
condition. It seems wrong to contend that empathy has to depend on a vicarious
feeling, implying that if I feel a genuine sadness or outrage in response to an
injustice done to you I would not be empathizing.

4. Robots and re enactive empathy‐
My argument here has to be very quick. I would suggest that whether one

follows STRE or NTRE, it spells trouble for the idea of designing a robot with
empathy. First, whether understanding the other’s context depends on applying a
set of shallow folk psychological or behavioral rules, or a deep hermeneutical
background provided by narratives, the empathizer needs to know how, and when,
and in what circumstances to apply the rules or a particular interpretation, and this
involves recognizing the relevance of such things to the situation in question. This
is the well known frame problem that is so far unresolved for robots in any other‐
than the most familiar and formal (rule governed) situations. Second, for either‐
STRE or NTRE empathy involves a phenomenological component at the very‐‐
least, for STRE a shared or isomorphic affective state such as an emotive feeling
or a pain, even if that feeling is vicarious and for NTRE, the affective state that–
is empathy itself. To the extent that we cannot yet design a conscious robot, this
condition will not be met. As in the case of basic empathy, anything that would
come close to a robotically simulated re enactive empathy, or what Tapus &‐
Mataric (2006), call ‘empathic appearance’,2) would be empathy without feeling,

2) “[T]he robot does not feel empathy in any real sense; instead, it is projecting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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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fore not empathy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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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thics for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t Agents

자율적 인공지능 행위자를 위한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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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address the question of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in and the way we are
interacting with it. I think the changes caused by the so-called information
revolution is more radical than what people usually think, in the sense that they
are changing our forms of life entirely in a very fundamental level. The most
prominent phenomenon is the appearance of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which are
capable of reasoning, making judgments and decisions, and acting independently by
themselves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They invite us to renew the
categorical distinctions on which we used to rely to understand ourselves, the
world, and relations to others in our everyday life.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concept of moral agent. Traditionally, the concept has been confined to the person
who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the
conditions for being a person include intelligence(reason), consciousness, free will.
But, we need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agent from the concept of person. I
suggest that, even though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are not capable of taking
responsibility or are not the persons in the traditional sense, some kind of agency
should be conferred on them along with accompanying accountability. This is
because they are capable of actions to yield morally qualifiable consequences. I
distinguish the notion of accountability from the notion of responsibility which
seems to require free will and conscious mental states such as intention, so that we
may shed anthropocentric way of thinking. Accountability is defined as a du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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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e and control one’s actions in a normative way, based on deliberative
evaluation of possible impacts or consequences of one’s own actions. It is a duty
imposed as a preventive measure in direct proportion to one’s ontic power.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need to be equipped with moral sensitivity as much
as their autonomy. We should design them to be capable of moral actions
proportional to their capability of autonomous actions and their accountability. Our
ontic power to intervene natural process are increasing dramatically. We also need
to realize our obligation or accountability which is also growing proportionally to
our power. Hence I propose to search for a new perspective to approach
ethical/moral problems which is a patient oriented, accountability-based, and
information-environmental. It will be a shift from responsibility-based ethics in
terms of punishment/reward to ethic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censure/prevention, and from individualistic way of thinking to relational or holistic
way of thinking.

들어가는 말1.

차 산업혁명 이 화두가 되고 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의 차 산업혁명‘4 ’ . 1 ,

내연기관 및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의 차 산업혁명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자2 ,

동화의 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상징3 , ,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4 .

서 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절감하게 만든 상징적 사건은 년 월 바둑의 세계4 2016 3

챔피언 이세돌 단이 구글 딥마이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은 일이다9 .

이후 알파고가 일으킨 충격과 반향은 가히 폭발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앞으로 바.

둑을 넘어서서 의료 복지 투자 법률 정책 군사와 같이 고등한 인지적 능력을, , , , ,

필요로 하는 여러 역에서 수많은 알파고를 만나게 될 것이며 이들은 인간 고유,

의 역에 속한다고 여겨졌던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위 정보혁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

지를 진단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개념 틀, (conceptual

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framework) .

행위자 의 개념이다 나는 행위자와 관련된 범주적 구분의 상당 부분(moral agent) .

이 서구 근대 휴머니즘 인간주의 의 유산이며 알파고와 같은 지능적 인공 행위자( ) ,

에 의해 야기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평가하고 해결(artificial intellige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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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능적 인공 행위자의 등장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근본적인 불연속이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야만 하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 판단을 구성하는.

근본 개념이나 원리 관점들도 그에 맞추어 갱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 .

히 도덕적 책임의 개념과 분리된 행위자 개념을 제안하면서 관계론 혹은 전체론,

적 책무성에 입각한 정보 생태주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적인 기술2.

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술 분야로 거론되는 분야들 예컨대 사물4 ,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은 모두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

나 간섭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기술의 사례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자율기.

술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의 특성을 플로리디 의 차 기술. (Floridi) ‘3

(third-order technology)’3)이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기술이란 기본적으.

로 사용자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기술의 사용을 유도하거나 촉발시키는 촉진자,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사이성 으로 분석될 수(prompter), (in-betweenness)

있다 가령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태양빛은 눈부심을 유발하고 눈부심을.

회피하고자하는 특정의 상호작용을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만드는 촉진자이다 이때.

기술로써의 선글라스는 사용자인 우리 인간과 촉진자로서의 태양빛 사이에 존재하

는 매개자이다.

디지털 의 출현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기술은 차 기술이나 차ICT 1 2

기술에 해당한다 차 기술은 인간 사용자와 자연의 촉진자 사이를 매개하는 기술. 1

이다 이에 비해 차 기술은 촉진자가 자연이 아니라 다른 기술로 대체된다 즉 인. 2 .

간 사용자를 촉진자로서 다른 기술과 연결하거나 매개하는 기술이 바로 차 기술2

이다 가령 나사못 기술 을 조이는 드라이버가 차 기술에 해당한다 플로리디는. ( ) 2 .

다른 기술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내연엔진을 차 기술의 핵심적인 사례로 생각2

한다 엔진은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술로써 산업혁명과 그 뒤를 잇는 기계.

문명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3) Luciano Floridi,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201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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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혁명시대의 중심 기술은 정보엔진인 컴퓨터가 그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4

는 차 기술이다 차 기술은 사용자와 촉진자 모두가 기술로 이루어지며 사이 기3 . 3 , -

술로써의 차 기술의 역할은 기술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3 .

기술의 사이성 고리 안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 고리의 바깥 경계에 걸쳐진 상

태로 존재하면서 기술의 수혜자나 소비자로 남게 된다 자동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

의하여 작동하는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가전이 바로 차, , 3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근대적인 기계들은 그 작동을 위해서 여전히 인간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차 기술에 의존하는 차 혁명시대의 기계들은 원리적으로. 3 4

그것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 독립적으로 작동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차 기술의 자율성이다 의 발전을 통한 정보데3 . ICT

이터의 자동 처리는 고등한 인지적인 업무까지도 스스로 판단 선택 행동 하‘ ’, ‘ ’, ‘ ’

는 자율기술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알파고는 그러한 자율기술의 발전 정도,

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이다 알피고는 인간의 직접적 조작에 의해 작동하거.

나 지속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직권위임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적 인공행위자 가 출현했음을(artificial intelligent agent)

의미한다 이러한 인공 행위자에는 실제의 물리적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로봇뿐 아니라 컴퓨터 가상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봇 이라 부르는 소프트웨‘ (bot)’

어 행위자 그리고 인간이나 인공행위자가 그 속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지능적 환경을 구성하는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장치가 포함된다 수많은 기술과 프.

로토콜의 결합체인 이러한 자율기술 체계들은 이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들

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자율적 인공행위자들의 출현은 우리 인간들의 행위 능력. ,

타인과의 관계방식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및 지적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실재, ∙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생활세계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것이며 다양한 윤리적

쟁점의 부상을 예고한다.

이른바 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자동화의 문제 다면 결국 차 산업혁명의 주된3 , 4

특징은 기술의 자율성 혹은 자율 기술의 출현이다 자동화 기술이 기계를 통한 대.

량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대체했다면,

자율 기술은 추론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업

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자율기술 체계가 금융거래나 의료 진단. ,

법률 서비스 등과 같은 일들을 대신하는 시기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도

래할 것이다 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된 많은 우려는 자율 기술의 도입에 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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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일자리의 소멸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산업혁명의 한 단계로 규정되는 생산

양식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써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만 한다 변화는 정보기술로 한정되지 않으며 소위. NBIC(Nano, Bio, Info, Cogno)

기술의 동시적 발전을 통해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기. NBIC

술은 인간이 지금까지 가졌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

의 개입능력이나 통제력을 급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4) 그

결과 우리는 물질 뿐 아니라 생명이나 정신마저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

를 살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에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도전에 맞닥뜨리,

게 되었다.

인공지능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도덕적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인공지“ ?” “

능이 야기한 해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군사 혹은 경찰 로봇이 무고한?” “

시민을 사살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유전적 변형을 통하여 지능을 높?” “

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인간?” ‘ ’,

생명 신체 기술 도구 자연 도덕 행위자 책임 등과 같은 익숙한 개념‘ ’, ‘ ’, ‘ ’, ‘ ’, ‘ ’, ‘ ’, ‘ ’

들을 통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에는 이미 많은 가치 판단.

이 적재되어 있다 근대휴머니즘을 정초하고 있는 인간비인간 정신신체 자연인. / , / , /

공 유기체 생명 무기체 비생명 원본복제와 같은 범주적 구분들에 상당 부분 의, ( )/ ( ), /

존하고 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생활세계 자체의 급격한 변동을 동반하는 삶의 양식 전체를 뒤바꾸는(form of life)

변화라면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많은 개념적 범주나 판단들의 갱신을 요구,

하는 변화라면 섣부른 답변에 앞서 질문과 답변을 속박하고 있는 개념적 장치들,

을 먼저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질문을 묻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적절한 답변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제임스 무어 는 기술의 공통점을 가소성 혹은 조작가능성 의 개념을 통해(James Moor) NBIC (malleability)

포착하고 있다 나노기술에는 물질 가소성 생명기술에는 생명가소성. (material malleability), (life

인지기술에는 마음 가소성 정보기술에는 정보 혹은 논리 가소성이 대응malleability), (mind malleability),

한다. James Moor, “Why We Need Better Ethics for Emerging Technologi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Philosophy, eds. by Jeroen Van Den Hoven and John Weckert,

Cambrid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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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인 도덕 행위자3.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자율.

기술적인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기술이나 기술적.

존재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도구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

면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인간 행위자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것들,

자체는 어떠한 도덕적 지위도 갖지 않는다 근대 철학자 데카트르는 동물은 혼.

정신 을 소유하지 않기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고 생각하 는데 이때( ) ,

동물의 지위와 기계의 지위는 동일하 고 둘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었다 그런데 동물권리 철학의 발전에 따라 이제 동물에게는 도덕적 피동자.

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기계 기술 는 여전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patient) . ( )

되어 있으므로 동물과 기계 사이에도 도덕적 지위의 차이가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자율 기술의 등장은 기계 기술 의 도덕적 지위와 관. ( )

련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행위자 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자 칸트주의나 공리주의와 같은 전(agent) .

통적인 윤리적 입장은 도덕적 행위자가 수행한 행동이나 행위의 도덕적 본성이나, ,

그 평가에 관한 이론으로써 행위자 중심 의 윤리학이다(agent-oriented) .5) 도덕 행위

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 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인격 적인(responsibility) (person)

존재로 한정되며 행위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성 의식 자유의지와 같은 기준, , ,

이 제안되었다 도덕 행위자는 전통적으로 피동자 수혜자 와 그 외연이 일. (patient; )

치하 는데 이는 도덕주체의 공동체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배제적 결정,

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도덕주체는 인간 으로 불리는 존. ‘ (man)’

재로 국한되었으며 인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도덕 행위자의 외연 확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역사 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경우 비록 그(‘ ’) ,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책임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 행위자로 간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인공지능은 무엇보.

다도 엄청난 도덕적 함축을 갖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행위를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이라면 인공지능이 이성이나 의식 자유의지 혹은 인격성을 갖느냐 등의 문제와는, ,

5) 덕윤리학 또한 행위보다 행위자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으로 평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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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이들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간주하고 도덕 현상의 분석에서 중요한 한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혹자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존재에게 도덕적인 행위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제작이나 통제에 정당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인공지능

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위험을 낳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자율 기술에 대해 도덕적 행위자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

단순한 도구로만 간주하는 태도는 더욱 위험해 보인다 이 경우 도덕적 책임 소재. ,

의 문제는 전적으로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제작 혹은 사용에 관여된 사람들로 국한

되며 마치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위시한 자율적 존재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

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 기술적 존재.

들의 본성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향을 끼치게 될 도,

덕적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당사자를 누락시키는 결과로 이

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위자의 개념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책임 개념이 오

늘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충분한지에 대

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개념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인과의 개념과 매우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때의 책임은. , i)

적극적인 행위의 수행에 따른 사후적인 인과적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를 의도, ii)

한 주체인 자율적인 인간행위자에게 귀속되며 소극적인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 iii)

임의 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악의 개선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iv)

거의 묻지 않으며,6) 책임의 양은 발생한 결과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비v)

례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인의 작은 행위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거시적

인 수준에서 엄청난 해악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세계를 살고 있다 이른바 분산된.

도덕 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가령 금융자본주의로 상징(distributed morality) .

되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빈곤이나 착취에,

대해 비록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져야할 책임은 거의 없거. ,

나 크지 않다 말하자면 오늘날 발생하는 악과 부정의의 원천은 상당 부분 전통적. ,

6) 우리는 비록 결과적인 해악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제공하는데 실패한 혜택보다 인과적으로 야기,

한 해악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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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에서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이다 따라서 책임이나.

개선의 의무를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귀속시키기는 것은 상당히 난망한

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에는 직권위임을 통한 인공적인 자율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분산된 도덕의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도덕적 해악의 원천은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인간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인공적인 자율 행위자에게.

인격성을 전제하지 않는 모종의 도덕적 행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인과적 기여와 착되어 있지 않은 폭넓고 느슨한 의미의 도

덕적 책임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한 의미의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로서의 행위자라는 개념은 불가피하게 의도나 의식과 같은 심성상태의 존재를 요

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모종의 인간중심주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

이제 중요한 도덕적 귀결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더 이상 인간만이 아니

다.7)

물론 인공적인 자율 행위자에게 인간과 똑같은 행위자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

며 인공 행위자들 간에도 모두 동등한 의미의 행위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

다 무어 는 윤리적 행위자의 범주를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Moor) 4 .8) 먼저 가장 낮

은 수준의 행위자는 윤리적 향을 끼치는 행위자 이다 여기(ethical impact agent) .

에는 윤리적인 함축을 갖는 결과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기계

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 가 있다 이는. (implicit ethical agent) .

설계자가 설계과정에서 안정성이나 신뢰성의 문제를 고심하면서 부정적인 윤리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기계들이다 여기까지는 전통적 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기계나 장치들이 포함되며 이들이 보여주는 도덕성은 전적으로 기술의 설,

계자나 사용자의 통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웬델 월러치 와. (Wendell Wallach)

콜린 알렌 은 이를 조작적 도덕성 이 부른다(Colin Allen) (operational morality) .9)

7) 플로디와 샌더스는 도덕적 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정의를 제시한 바 있다 도덕적 행위자. “

는 도덕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자율적 적응적인 전이 시스템이다, , (A

moral agent is an interactive, autonomous, and adaptable transition system that can perform

morally qualifiable actions).” Luciano Floridi and J.W.Sanders, “On the Morality of Artificial

Agents”, Minds and Machin, 14: 349-379, 2004.

8) Moor, J. H., “The Natur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Machine Ethics”, IEEE Intelligent

Systems 21(4), 18 21, 2006.–
9) Wendell Wallach and Colin Allen, Moral Machines: Teaching Robots Right from Wro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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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인 명시적 윤리 행위자

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는 그것의 작동과 관련된 내(explicit ethical agent) .

부 프로그래밍의 일부로서 윤리적 범주를 이용하여 윤리적 추론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일컫는다 명시적 윤리 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계들은.

도덕적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반응하거나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예상,

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행위

자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은 자율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

율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기술 자체의 안전성이나 신뢰도뿐 아니라 그것의 판단이,

나 선택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귀결들이 문제시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자.

율성의 증대에 맞추어 어떻게 기술적 존재들이 도덕적 감수성 을 갖도(sensitivity)

록 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존.

재가 모종의 가치 지향이나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 야기할 수도 있

는 결과 혹은 해악 를 평가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존재가 되( )

어야 함을 의미한다.

명시적 윤리 행위자가 보여주는 도덕성을 월러치와 알렌은 기능적 도덕성

이라 부른다 기능적 도덕성은 물론 인간과 같은 온전한 윤리(functional morality) .

행위자 가 보여주는 수준의 도덕성은 아니다 인간은 의식적이고(full ethical agent) .

지향적인 심성 과정을 통해 명시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 그러한 결론을 정당

화할 능력을 갖는다 또한 형이상학적인 자유의지의 가능성 여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현상적 경험의 수준에서 우리는 칸트적 의미의 도덕적 입법,

능력으로써의 자율성을 경험한다 혹자는 기계가 진정으로 윤리적이거나 자율적. “

일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인공 지능이 과연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윤?”

리적 행위자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모든 윤리 행위.

자가 인간과 같은 수준의 행위자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공적인 자율 행위자를,

도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책무성과 정보생태주의4.

인공적인 기술에 행위자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복잡한 도덕 현상 속에서

인공적인 자율 행위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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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그 행위자성에 걸맞은 책임의 귀속을 가능하도록 만든,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인간 행위자의 처벌에서처럼 행위의 직접적 결.

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묻는 책임이라기보다 자신이 가진 행위 능력의 크기에 비,

례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

에 걸쳐 부과되는 예방적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책임 개념.

과 구분하기 위하여 책무성 이라 불러보자(accountability) .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도 만약 어떤 해악을 산출했다면 그 작동을 중지하,

거나 해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그 행동에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자체를 벌하는 일이기 보다 그 제작자나 사용자에게 종국

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매우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까다로운 책임 귀.

속의 구성 요건 때문에 그 적용 범위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며 책임의 추궁 또한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덕 현상은 매우 다양한 요.

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과 예상치 않은 재앙 수준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자율 기술적 행위자의 잠재 능력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책임 귀속만으

로는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자율 기술적 존재에 대하여 비록 명백한 인과관계에 의해 부과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책임은 귀속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행위 능력에 비례,

하는 책무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책무성이라 함은 자신의 행위.

가 가질 도덕적 파장이나 결과에 대한 최선의 정보에 입각하여 가능한 최선의 규

범적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자율 기술적 행.

위자의 설계자나 제작자 혹은 그 사용자에게 엄격한 수준의 사전예방원칙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그와 같은 책(precautionary principle) .

무성은 비단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기술의 제작자나 사용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성의 부과는 윤리나 도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오늘.

날 윤리를 생각하는 지배적 관점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행위자 중심의 사후적

인 처벌과 보상의 윤리학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자의 보편.

적 책무성과 그에 입각한 예방적 점검의 윤리학이다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덕.

분에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 지금은.

인간이 지구의 생태환경을 급격하게 뒤바꾸어 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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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로서의 인류세 가 논의되는 시기이다 과학기술이 현재와 같은(anthropocene) .

발전 추세를 지속할수록 인간의 힘과 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그 결과는 인류,

자신의 절멸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은 우리에게 도덕을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플로리디의 정보윤리 가 많은 점을 시사해 준(Information Ethics)

다.10) 정보윤리는 일종의 생태적 관점에 입각한 윤리학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

이 정보권 이라는 플로리디의 독특한 개념이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구(infosphere) .

의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이 생물권 이라면 정보권은 정보적 존재자들이(biosphere) ,

거주하는 정보적 공간이나 환경을 일컫는 표현이다 말하자면 정보권은 모든 정보.

시스템들이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하게 되는 일종의 생태 환경이다.

정보윤리는 대상을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보권이라 불리는 생

태적 환경에 속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다루며 정보권의 일원으로서 정보시스템들,

이 만들어내는 변화 행동 상호작용을 정보적으로 분석한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 .

우리 인간도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정보적 존재자이며 다른 정보적 존재

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권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존재자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플로리디의 정보윤리는 피동자 지향 의 존재중심주의(patient-orinted) (ontocentrism)

라는 독특한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먼저 윤리를 행위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향을 받게 되는 도덕적 이해관계 를 가진 피동자(interest) (patient)

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덕적 피동자는 도덕적 권리가 부여되는 존재로 행위자가.

어떤 윤리적 판단이나 결정을 하면서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

한다 피동자 중심의 윤리는 인간의 검증되지 않은 특권적 위치를 문제 삼으면서.

윤리학의 인간중심주의적 전통에 도전한다 그 결과 도덕적으로 중요하고 유의미.

한 존재가 단지 다른 인간 만이 아니라 기존의 도덕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 ’

든 종류의 존재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동물윤리나 생명윤리는 도덕적 피동자의 범위를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으로 환경윤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범위를 자연세계에로까지 확장한다 그런.

데 정보윤리에 따르면 존재의 표현인 모든 정보적 대상이 기각 가능 하(overridable)

지만 최소한의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을 가진 도덕적 피동자들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덕적 피동자인 인격체나 동물뿐 아니라 식물 자연적 대상 기, , ,

10)Floridi, L., “Information Ethics: Its Nature and Scope”, in Jerome Van Den Hoven and John

Weckert, (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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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인공물 추상적인 지적 대상들도 포함된다 정보 혹은 존재는 그 자체로 내, .

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그것의 실존 및 본질을 향상시키고 풍부하게 할 번성의 권

리를 갖는다 이에 반하는 것이 존재의 궁핍화 를 의미하는 엔트로. (impoverishment)

피이며 이는 정보 질서나 구조의 붕괴를 통한 정보적 대상의 파괴나 타락을 야기,

한다 도덕적 행위자의 행동은 정보권의 성장에 대한 기여 즉 엔트로피 수준의 증. ,

가 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

플로리디의 극단적인 존재평등주의나 보편주의에는 분명 쉽게 수용하기 힘든 측

면이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과 별개로 생태계가 기술적이거나 인공적인 존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하며 도덕적 행동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정보생태계에 끼

치는 향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가 살고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인공행위자의 네

트워크를 포함하는 기술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의 역할을 전체 정.

보권에 대해 에코포이에틱 한 책임을 지고 있는 호모 포이에티쿠스(ecopoietic)

로 규정한다 에코포이에시스 는 생태지향적인 관점에(homo poieticus) . (ecopoiesis)

입각하여 도덕적인 방식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호모 포이에티쿠스로서의.

인간은 정보권에 속하는 실재 를 보호하고 번성하도록 관리하는 데미우르고(reality)

스의 역할을 떠맡게 되며 자연자원의 사용자나 착취자로서의 호모 파베르, (homo

부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로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faber), , , (homo oeconomicus),

놀이에 집중하는 호모 루덴스 와 구분된다(home ludens) .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책무성의 내용이 바로 에코포이에시스라고 생각한다.

책무성은 행위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의무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

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실재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인간의 힘도 증

가한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설령 전통. .

적인 의미의 책임은 부과되지 않아도 도덕적 행위 능력과 그것에 따르는 책무성에

입각하여 규범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덕성 혹은 품성이 지배하는 삶의 양식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제는 개별 인격체가 지켜야 할 개인 수준의 의무나 덕을 넘어.

서 지구적이고 생태적 가치로의 이행을 고민해야 한다 주체 중심의 개체적인 윤.

리학 을 벗어나 관계론 혹은 전체론 에 입각한 윤리학의 가능(individualism) (holism)

성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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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On the Interaction between AI and Human Being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의 출현과 실존적 인간AI
차 산업 혁명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4 , -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Lee, Jongkwa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pring we have witnessed the future destiny of the human being at the
event where AlphaGo defeated Lee Sedol, the world’s top professional Go player.
However, the figure who predicted the destiny which human being would face in
the future is neither Alphago nor Lee Sedol. It was Aja Huang, even though
almost no one gave him attention. During this game he did not deserve the
ontological mode of human being because he was not any better than an avatar of
Alphago. Witnessing this fact, can we dare to assert what the future of human
being would be like thus?: If AI is developed in the same way as Google has
developed Alphago, it is almost certain that Human being will face the same
destiny as Aja Huang. The ontological mode of human being will be degenerated
into that of Avatar in the future.

Facing the risk of losing the mode of being of human being,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flect on the direc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pecificall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take, if the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bring the
future of human being on the desirable path. The essay will be focused on the risk
of the workless society in whi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result. The essay will make clear that the one of major
problem entailed by the workless society would be a kind of epidemic of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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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ing over the entire society in the light of Heideggerian existential ontology,
specifically based on Heideggerian phenomenology of the existential temporality of
human being. Then the essay will make attempt to discover the way on which the
interaction between AI and Human being make commitment to each other through
the clarification of the ethical duty of AI as the coordinating tool between human
being and his work.

한강 알파고 동주1. , ,

금년 월 한강이라는 우리 작가가 권위를 인정받는 국의 문학상을 수상했단5

다 이 소식은 나를 여러 단상에 사로잡히게 했다. .

년 전 여름 우연히 한 문학교수와 같이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난 그 교수2 .

에게 뇌과학 인공지능 현대 언어분석철학이 언어를 물리주의적으로 또 논리 분석, , -

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는 지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들이 융합하여 소설이나 시를,

창작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려 하는 지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자못 장황한 논증과 설명을 담은 답. .

변을 기대했으나 돌아 온 것은 간결하고 단호한 한마디 다 어리석은 거 아닌가. “

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충격을 주었다 시인의 삶으?” . “

로 쓰지 않는 시는 위작에 불과하지요 물론 소위 심리철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서는 인간도 소프트웨어이고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라는 입장이 꽤나 정교한 논증

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문학교수의 말에 이런 철학을 들먹이며 반론을.

펼 수가 없었다 다만 심리철학의 복잡한 논증들이 참 한심한 것 같은 자괴감에 사.

로잡혔을 뿐 하지만 난 철학자의 자존심을 접을 수 없어 수긍한다는 말 대신 화제.

를 딴 곳으로 돌리고 말았다.

그 후 년이 지난 금년 봄 동주라는 화를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비2 , .

로소 깨닫게 되었다 동주의 삶 그것이 없는 동주의 시는 위작에 불과하다고 인. , .

공지능은 결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할 수 없다 고 그러면서 생각했다“ ” . .

알파고와 같은 딥러닝 인공지능이 동주의 시를 분석하고 그의 시 스타일을 파악하

여 알고리듬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치자 그리하여 동주 스타일의 시를 한 시간에.

수 천 편 생산해내는 미래가 온다고 하자 그러나 그 미래는 다만 위작들이 합법적.

으로 또 거대한 자본의 지원을 받으며 어마어마한 속도와 양으로 생산하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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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의 시대가 될 것이다.

동주라는 화가 상 되고 있을 즈음 다른 한쪽에서 알파고가 바둑의 최고수 인

간 이세돌에게 승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무렵 일단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은 청년 동주의 삶에서 그리고 그 삶이 써낸 동주의 시에서 숭고한 감동을 받으며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의 분위기는 이.

제 알파고의 승리가 지시하는 미래를 향해 질주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부의 주도로

또 언론매체를 통해 급격히 전파됨으로써 묻혀버렸다.

물론 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각성되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시를 잘 쓰고 소설을 잘 쓰고 바둑을 잘 둔다 해.

도 인간의 삶이 없으면 위작에 불과하다 위작은 사기이며 속임수이다 인공지능, . .

개발에 조 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성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다 자신의 삶으3 .

로 시와 소설을 쓰는 인간은 무엇이며 그들이 쓴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인

간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작가인 인간과 독자인 인간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모국.

어는 무엇인가 첨단을 자랑하는 현대학문들이 주장하듯 인간 지적 활동은 소프트.

웨어이며 일단 분석철학자들이 주장하듯 언어는 비인격화된 기호체계에 불과할,

까 그래서 이제는 소설이고 시이고 모두 기계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것일까 대체. .

왜 국인들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일까 일제 식민지를.

인간적 고뇌로 살아간 동주의 삶이 없었던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

는 동주의 시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과 마찬가지로 년 광주라는 역사적 트라우” 80

마를 체험한 소녀가 없었던들 한강의 채식주의자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 .

한강 우리는 그녀가 우리말로 쓴 작품이 어로 번역되고 나서야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이란 작가를 통해 우리말 인. ,

간의 삶 그리고 문학 그리고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

어진 것에 감사한다 이상하게도 한강이 수상식장에서 한말이 계속 귓전에 남는다. .

깊은 잠에 들어 있는 한국에 감사한다 물론 그녀가 상을 받는 순간 지구 반대편“ .”

에 있는 우리나라는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 말이 마치 첨단 과학기.

술을 맹목적으로 쫒아가는 우리나라는 사실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처럼 들

릴까 마치 이세돌 앞에서 알파고의 지시에 따라 바둑돌을 놓는 아자황 그는 사실. ,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잠들어버린 알파고의 아바타에 불과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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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의 현실적 파장 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일 인2. : 4 , , :

간의 미래 과연 아자황인가, ?

일 없는 미래와 중독사회의 위험-

사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내는 차4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처하게 될 미래의 상황을 이미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 대결에서 주목을 받아야할 존재는 역설적으로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존재 아,

자황이 있다 이 대결에서 우리가 목격한 인간의 미래 모습은 알파고도 이세돌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아자황이다 아자황은 이번 대결에서 오로지 알파고의 아바타. .

로만 존재하 다.

여기서 노출되듯 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기술적 미래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에4

의해 주도되며 인공지능에 의해 운 되는 포스트휴먼 경제로 질주하려 한다 그리.

고 차 혁명이 오로지 이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미래는 인간이 일을 잃는 사회가4

될 것이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 4

파괴하는 기술혁신 으로 진행되지만 이 기술의(disrup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

혁신은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마치 산업혁명.

이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파괴했지만 공장노동자와 사무직관리자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그러나 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의 혁명과. 4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차 혁명의 현재 기조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4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래에 정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는 그 기술에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대체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 차 산업혁명의 초창기인 현재에도 이미 급격히 일자리가 줄. 4

어드는 추세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과거 산업.

혁명의 예에 안주하며 미래의 일자리 증가를 낙관하고 현 추세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래를 향한 현명한 태도는 일자리의 감소가 수반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없는 미래를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사태는 일이 없는 자들의.

빈곤이다 그리고 실업이 만연할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라져 결국 총수요부족. ,

이란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4

미래의 포스트휴먼 경제에서는 일없는 자들에게도 기본임금 을 주는(basic income)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과 일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단순한 사고이다 물론 기본임금.

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궁핍과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총수요부족을 진정시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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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미 언급. , .

한 바와 같이 일은 인간의 품격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의 실존적 처,

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존적 처신인 이상 일없는 상태는 인간의 실존적 삶에 많.

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철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삶이 진행.

되는 실존적 시간성이 병리적 상황에 빠질 위험이다 인간이 탈 실 존적으로 처신. ( )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일이 없는 자들에게 경제적 궁핍보다 더 위험한 사태는,

그들이 미래가 없는 권태에 빠져 결국 중독자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물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인간은 존재하면서 그의 존재가 문제되.

는 존재자라는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현사실성 즉. ,

인간이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있음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이미 항상 행위

를 하면서 어떤 일상의 일에 개입되어 있다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간은 일(pragma) .

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시간이 지체되거나 멈춰 선 기분에 처한다 이처럼 일이 없.

을 때 인간이 처하는 기분은 중독자에게도 나타난다 중독된 환자들을 치료하면. “

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그들의 시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1) 더 나

아가 중독자의 기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지“

금 당장 그것을 원한다.”12)이다 중독자의 시간성의 문제는 지금 당장 에 붙잡혀. ‘ ’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중독에 대해 살펴보자. .

중독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바이러스나 물질적 궁핍이 원인인.

병이 아니다 중독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발생하는 인간에게만 독특한 시간적.

질병이다 정상인의 경우 미래는 지금을 살기 위한 계획 으로. , ‘ ’(brooding presence)

써 변화를 향해 열려 있음 으로 드러난다 미래는 그냥 시간이 흘러 도달하는 것‘ ’ .

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그리고 변화 가능한 가능성으로서 현재에 다,

가온다 하지만 중독자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으로서의 미래가 오지 않는다 이는 중. .

독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충동성에서 목격된다 중독자들의 충동성은.

동물의 충동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동물의 충동성은 이미 그 동물이 그.

동물로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완성된 능력이다 동물은 먹어야 할 때 먹이충동이.

일어나며 번식을 해야 할 때 교미충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충동에 충실하면, . ,

동물은 그 동물로서 성공적으로 생존한다 그러나 중독자의 충동성은 그것을 통해.

그의 존재가 오히려 위협받는 중독자의 시간적 존재성격이다 이 중독자의 충동에.

11)“The Temporal Dimension of Addiction” p.2

12) 중독의 심리학 p.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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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시간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

며 지금 당장 그것을 원한다.”13)이다 중독자의 충동성에서 드러나는 시간성의 문.

제는 중독자들이 지금 당장 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순간에 붙잡혀‘ ’ .

있다는 것은 인간이 미래로 정향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탈 실 존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시간성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 ) .

라는 한 순간에 중첩되어 있다 현재라는 순간에서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기투.

하고 그 가능성들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그 현재라는 순간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지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미래로 자신의 가능성을 기투하지 못.

할 때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시간성을 잃어버리고 지금이라는 순간에 붙잡혀 세,

계와 어떤 교섭도 하지 못하는 공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는 그. Rayn Kamp

의 논문에서 개학을 앞 둔 상황을 예로 든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간. “

아이의 경우 작년의 경험 즉 좋고 나빴던 기억들은 학교 정문에서 그 아이를 맞, ,

이한다 이러한 기억들은 지금 을 형성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아이가 자신의 미. “ ”

래에 정향되어 있기 때문이다.”14) 아이가 앞으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미래

의 상황에 정향하여 그 미래를 현 상황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지나,

간 과거의 사실들은 그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기억의 형태로 스

며들며 그 아이의 현재 상황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현존재.

는 미래에 정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과거를 만난다 미래가 바로 과거를 현.

재화 시키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존재가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성격은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상태로 기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기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

말하면 현존재의 삶이 미래에 정향되어 있지 않을 때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시,

간성을 잃고 현존재로서의 실존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라는 시간과 관계가 절연된 상황 즉 절,

망적 상황에 처한다 미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있는 인간은 현재의 시간이.

미래로 흐르지 않는 권태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양학적으로 좋.

은 조건이 제공된다고 해도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고 일을 통해 그 기획을 적극적

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사라지면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권태에 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미래로 흐르지 않아 미래를 기획할 수 없는 병인 중독에.

13) 중독의 심리학 p.29『 』

14)Rayn Kamp, 2009, “The Temporal Dimension of Addiction”.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volume 40. Brill.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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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만다 이러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컴퓨터 게임 중독이다 게. .

임중독은 게임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발병하는 병리증상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

게이머는 게임중독자가 아니다 그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일을 함으로써 아직 오지.

않는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향해 탈 실 존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직 오지( ) .

않은 자신의 다른 가능성으로 탈존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이 증발한

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 시간이 흐르지 않고 따라서 떨쳐버릴 수 없는 권태의.

상황에 처한다 이 권태를 마비시키는 것이 오직 컴퓨터 게임이라면 그는 게임중. ,

독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일 시간성 그리고 중독현상을 살펴본 결과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 ,

장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맹목적 기술적 효율성에 집착하여 인간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미래의 포스트휴먼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효율성과 정확성.

이 높은 미래적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일을 박탈하는 기술이라면,

그러한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미래를 기획할 수 없는 중

독의 늪으로 침몰시켜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인간과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 인간만이 일한다 는 다만 작동할 뿐3. : . AI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간과 기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보

자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인간만이 일을 한다는 것이다 기계. . .

는 작동할 뿐 일하지 않는다 인간이 일하기 때문에 기계 나아가 인공지능이 필요. ,

한 것이다 또 인간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이를 구하는 동물의 행동과는 다.

른 차원의 탈 실 존적 처신이다 앞에서 논의한 하이데거의 논의를 변용하여 표현( ) .

하면 일은 인간이 탈 실 존적으로 살아나가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미래를 성취하, ( )

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할 사실이 있다 바로 인간은 이 과정에서. .

몸으로 살지만 또 맨 몸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점이다 탈 실 존적 삶을 몸으로 살아. ( )

내는 인간은 그 몸으로 항상 도구와 기술에 의탁하며 삶을 살아낸다.

인간의 몸은 기술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생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살로 된 삶의 주인공이다 사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몸은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몸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때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 .

나 이 도구와 기술이 포스트휴먼처럼 몸을 장식물로 전락시켜 무력화함으로써 몸

을 삶으로부터 배척하면 그 몸은 죽어가며 결국 삶도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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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차 산업혁명과 연관시켜보자 차 산업혁명은 지능적4 . 4

첨단기술의 발전이 전 산업에 매끄럽게 스며들어 산업과 시장의 모든 구성요소,

즉 산업 설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며 지능적으로 운 되는 경제를 향한다, .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운 되는 경제는 인간에게 일을 빼앗아 미래라는 시간을 증발시키고 몸을 무력화

하여 중독의 상태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위험의 극복을 위하여 융화를 향한 새로운 방향 정립4. :

이러한 위험을 넘어서기 위해서 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미래적인 과학기술에4

대한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적 성.

능을 급속히 증강시키는 목적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인.

간과 삶 그리고 몸과 함께 협력하며 몸의 생동적 참여를 통해 미래를 향한 인간,

삶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기술이 적응형 자동화 이다 적응형 자동화는 인공지능에 의한(adaptive automation) .

완전자동화와 같이 인간을 일로부터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친 인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센서기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이 루프 안에서 적극“

적이고 기민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계와 인간이 역할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다 즉 기계에 설치된 인공지능이 그 기계로 작업하는 인간의 일하는.”(Carr, 244)

방식을 모니터하는 중 과업으로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개입하여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기계의 작동방식을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조정한다 이렇게 하.

면 인간은 인지 과부하나 저부하에 빠지지 않고 기계에 또 다른 부품으로 종속되,

지 않으며 몰입을 지속하면서 삶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서 일을 계속할 수 있,

다 적응형 자동화를 사용해본 근로자는 기계를 사용하기 보.(Carr, 2014, 135-142)

다는 동료와 협업하는 듯 했다고 체험을 보고한다.(Carr 245)

적응형 자동화는 비행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와 보잉의 대비적 사례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에어버스는 컴퓨터에 의한 완전자동화를 통하여 결국 인간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추구한다 물론 현재까지 이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 다 그러나 에. .

어버스는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 조종사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여기서 조종사의 역.

할은 사실상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컴퓨터 조작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에어버스.

조종실의 설계에서도 조종간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 과거의 조종간에서 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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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촉각적으로 인지되던 여러 가지 비행상황이 증발해버린다 에어버스는.

소프트웨어가 지정한 비행 역 선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특정상황에서 조종

사가 내리는 지시를 무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사.

실상 조종사가 아니라 컴퓨터이다 반면 보잉은 소프트웨어에 조종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구식조종간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비행상황이.

조종사에게 촉각으로 더 잘 인지되도록 기술을 도입했다 조종간이 컴퓨터에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들이 비행기의 보조익 엘리베이터 기타 방향타와 같은 조, , ,

종익면의 움직임을 느끼게 해주는 전기저항과 기타 촉감신호를 제공해 주도록 프

로그램화 했다 즉 보잉의 경우 에어버스에 비해 인간의 몸의 참여가 적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 적응형 자동화에서 엿보이는 희망과 새로운 사회적 인정 보상체계의5. :

필요

이제 기술 개발의 최우선 목표는 적응 자동화와 같은 방향에서 인간에게 몸과

함께 삶의 성취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트랜스휴.

머니즘과 같이 최고성능으로 인간을 개조하려는 기술이 첨단기술로 찬양되는 현재

의 상황에서 기술과 인간 그리고 일의 관계에 대한 본래적 인식을 회복해야한다.

기술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 일을 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즉 기술은.

인간과 일을 매개하여 인간의 실존적 삶을 미래로 성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

이 아니라 일과 인간을 좀 더 지능적으로 바람직하게 중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

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에 주어진 일종의 윤리적 사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 .

지능과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기술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인간

의 매개체로서 존재론적 위치에 배치되어 인간의 삶 몸 그리고 일 사이의 상호작,

용과 상호창조 과정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면 몸의 활동력을 북돋으며 몸으로 사는 인간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는 미래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면 기술 인간 그리고. ,

인간의 몸이 서로를 창조하는 융합 아닌 융화Sympoiesis, (converging) (harmonizing)

의 미래를 기다려도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제안한 기술발전의 방향전환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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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효율성에 의한 비용절감에 집착하4

며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발전과 인간.

의 일자리가 반비례 관계에 진입하는 기술적 실업 이(technological unemployment)

불가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

당할 수 없다 따라서 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성취감을 가지. 4

고 존중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필요로 한다.

기술적 실업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의 환경 외부에서 삶의 의미와 가

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과 더불. 4

어 기존의 경제적 금전적 가치 중심의 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

는 보다 유연한 사회로 이행하는 사회적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

이 이루어지면 고용이 되지 않는 상태의 인간도 사회적 성취감과 그에 따른 탈 실( )

존적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일례로 온라인으로 실행되는 사회적 기여 평가 지.

수의 도입은 차 산업혁명이 수반할 기술적 실업을 극복하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4

있다 이 평가제도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 육체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 ,

선행 노약자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 .

고 이 점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보상이 지급된다 는 이러한 새로운 사. IT

회적 인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의 행적이 실시간.

으로 로그인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완성되면 특정개인이나 집단

에 의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신뢰도 높은 디지털 사회적 기여 평가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장 자본 의 축적만을 목적으로 하는(market capital)

기술적 융합만으로는 일없는 사회의 양극화에 이를 뿐 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4

다 사회문화적 융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을 확충하려는 지난한 노. (societal capital)

력이 없다면 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융합4 .

을 넘어 융화의 미래로 가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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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afraid of autonomous machines? Some historical

consider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누가 자율적 기계를 두려워하는가 인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홍성욱 서울대학교

Hong, Sung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ill autonomous machines em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make human
labour obsolete in the near future? Should we be afraid of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cently, various media has popularized the idea that machin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erform cognitive tasks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sole realm of creative human beings, thus replacing not only human manual
labour but also intellectual and cognitive labour. The future is frequently depicted
as a jobless society, where most people are jobless and these jobless people are
paid a "basic income"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pattern recognition and
mobile robotics is dazzling, I will claim that we do no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the loss of job with the adv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because new
technologies would always make the human-technology network more complex
than before, destructing some jobs but creating some more. Technology solves a
problem that it intended to solve, but create more problems, for which human
endeavors must be spent. Historical examples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recent computerized automation are deployed to illustrate this point. Finall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try to reveal the hidden role of the discourse on jobless
society and basic income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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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의 발명가 해리 메이 는 단어를 발음하고 신문을 읽는1932 (Harry May)

로봇 알파 를 만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에도 크게 보도되었던(Alpha) . < >

이 로봇은 무선으로 조종을 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었고 권총을 발사할 수도 있었,

다 미국에서 순회 전시를 하던 어느 날 메이는 알파를 조종해서 옆방으로 걸어가. ,

게 한 뒤에 권총을 집어 총을 발사시키는 시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파가 자신.

을 발명한 메이에게 권총을 겨누더니 총을 발사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의 신문들?

은 발명가 메이가 항상 저 로봇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

다 는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

인간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인간이 발명한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

힌 최초의 사건으로 당시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담론이 넘친다 대부분의 담.

론은 딥러닝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전해서 단순 육(deep-learning)

체노동이나 단순 정신노동은 물론 숙련된 정신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

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계나 컴퓨터가 단순 노동을 대체한 것은 오래 되.

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의 기계는 노동자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년대. , 1970

이후에 도입된 기계는 은행의 행원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수행했다 최근ATM .

도입되는 자동 주차 시스템은 주차관리직원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고 공항에서,

의 체크인도 점차 기계가 대신하고 있으며 마트에서는 점원을 대신하는 셀프 수,

납이 도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인공지능은 이런 기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계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최근에 보도되는 구글의 성공적인 무인.

자동차나 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 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IBM (Watson)

없다 특히 컴퓨터가 앞설 수 없는 역이라고 인식된 바둑에서조차 구글 딥마인.

드 의 알파고 가 세계 챔피언 이세돌을 눌 다는 사건(Google DeepMind) (AlphaGo)

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세돌 국수가 알파고에게 패했을 무렵에 언론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나리

오를 쏟아냈다 한 언론은 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가까운 미래에 억 명. “20

에 달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년에는 현재 있는” , “2030

직업 가 사라질 것이다 는 예측을 보도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년에는47% ” . “2025

전 세계 제조와 서비스 직공에서 로봇이 만 만 명의 일을 하고 알고리즘4000 ~7600

도 억 만 명의 일을 담당할 것이다 는 수치도 제시되었다 이 기사와 당시 비1 4000 ” .

슷한 기사들이 의존한 자료 중 하나는 유엔 미래보고서 다 이 보고서는<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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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때문에 택시 기사 버스 기사 교통경찰 대리 운전자 등이 사라지고, , , ,

드론 때문에 택배 음식우편배달 소방관 건설현장 모니터 요원 경비원 등이 사, · , , ,

라지며 프린터 때문에 다양한 제조업 기술자 배송 물류창고 노동자 목수 부, 3D , , , ,

동산 전문가 등이 사라지고 인공지능 때문에 기자 내과 의사 변호사 통번역가, , , , · ,

세무사 회계사 감사 재무 설계사 금융 컨설턴트 법률사무소 직원과 조사원 경, , , , , ,

리 등이 사라지며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달 때문에 에너지 감사 발전소 직원 광, , ,

부 지질학자 가스배달 업자 에너지 기획자 등이 그리고 로봇 때문에 재고 담당, , , ,

자 소매 점원 외과의사 약사 수의사 페인터 수위 조경사 환경미화원 산림 관, , , , , , , , ,

리자 등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우리 자식 세대가 활동할 미

래에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와 같은 매체에서. SNS

는 지금 의대를 보내는 것은 바보짓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

대체되기 때문이다 곧 인공지능 기자가 인간 기자를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 ”

판사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는 식의 담론이 넘쳐났다 이런 불안에“ ” .

대해서 전문가들은 교육의 역할에 주목했다 지금과 같은 교육의 는 인공지능. 90%

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제도 모두에 혁명적이라,

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

는 창의성 사회적 교감 능력 상상력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미래 사회에서, ,

적극적으로 살아갈 시민을 키울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교육의 개혁 없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직종으로 꼽힌 것이 고급 프로그래머 창의적 과학자,

와 엔지니어 그리고 창조적인 예술가 등이었다 그런데 교육 개혁을 강조한 전문, .

가들 중에서 지금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하며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청

사진을 제시한 사람은 거의 없다 현행 교육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

고 해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 전부를 창의적인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를 키워내는 쪽

으로 맞춰야 하는가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아니 우리는 창의? ?

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미래 사회에서 선진국은 국민 대부분?

이 창의적인 일을 하고 후진국은 국민 대부분이 놀거나 아니면 아직도 기계가 대,

체하지 못한 허드렛일을 하는 식으로 국가 간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분석도 있지

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국민 대부분이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선진,

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국민의 상당수가 창의적인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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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머 과학자 예술가인 사회가 존재할 수는 있는가, , ?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

다 그렇다면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를 빼앗긴 대부분의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노. , ,

동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다시 부상한 논의가?

기본소득 에 대한 것이다 국가는 컴퓨터와 똑똑한 기계 때문에‘ ’ . ‘ (smart machine)’

직장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미래 시나리오는 이렇다 국민 대부분. .

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몇몇의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만

들어야 한다 물론 기업이 엄청난 세금을 고분고분 납세할리는 만무하다 그렇지만. .

결국 기업도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

식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노 사 정 대타협에서. - -

거의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 대신 시민이 주체가 된 시 사 정 대타협이 이루어지( ) - -

고 이를 통해 직장이 없는 시민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미래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이 없고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아서.

생계와 기본적인 문화 활동을 유지하며 공장과 사무실은 인공지능으로 똑똑해진,

기계에 의해서 유지된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경계가 흐려진 이런 세상이 인.

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에 대한 한 가지 그럴듯한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볼 때 기.

본소독은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정책이 된다.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산업혁명 이후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다 산.

업혁명기의 국의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으로써 이(Luddite)

에 저항했다 세기 초에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가 발전하면서 기계가 인간 노동. 20

을 대체하는 일이 생산현장에서 확대되었고 년대 자동화의 발전은 기계에, 1950-60

의한 인간 실업을 연구하는 미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위기감을 조장했

다 년대 이후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컴퓨터가 회계나 사무를 보던. 1970

인력을 실업으로 내몬다는 두려움이 고조되었다 최근의 논란은 기계가 육체노동.

이나 단순 정신노동만이 아니라 전문직 정신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인데 미국에서 절반 가까운 직업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논,

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자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에 기인했다C. B. M. A. .

이들은 직업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과업 중에서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화를 가로‘ ’

막는 세 가지 요소 지각과 조작 창조적 지능 사회적 지능 를 추출하고 직업 데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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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여 가지 직업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700

는가를 분석해 냄으로써 기계학습과 이동로보트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고위험

군에서 그렇지 않은 것까지 분류했다 언론을 타고 널리 알려진 이들의 결론 중 하.

나는 지금 미국의 직업 중 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 이47% .

후에 비슷한 연구들이 쏟아졌다 옥스퍼드와 시티그룹의 후속 공동연구는 개발도.

상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는데 이 수치는 인도,

중국 에티오피아는 에 달했다69%, 77%, 85% .

최근 인공지능 담론의 상당 부분이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데이터.

와 객관적인 수식에만 근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이 들,

어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컴퓨터화를 통해 직업이 기계로 대체될 확률이 얼마인가.

를 추정할 때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를 전공하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상당부분

근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

이 있다 예를 들어 언제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 , “

이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다수가 매우(singularity) ”

가까운 미래에 이런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실은 이런 과신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매우 빠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 ,

부분은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가 가진 방법론적인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술 연구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생기는 선택과 과장이다 과.

학 커뮤니케이션 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문적인(science communication) ,

연구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는 선택과 과장이 일어나곤 한다.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도 우리에게 보도된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우선 미래.

에 의사 기자 법관 교수 교사 펀드매니저 등의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 , , ,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는 이들의 연구에서 나온 결론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결론을 보면 경 금융 분야는 컴퓨터화로 대체되기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이며, ,

이는 의료 전문가와 테크니션도 마찬가지이다 교육 분야 종사자들 법률가 미디. , ,

어 분야 종사자들도 컴퓨터화로 대체되기 가장 힘든 분야로 꼽혀 있다 반대로 이.

들 연구에서는 많은 서비스 직종들 세일즈 직종들 사무 및 행정 보조 인력들 그, , ,

리고 특히 운송 및 물류 인력들이 가장 대체되기 쉬운 직종으로 꼽혔다 컴퓨터가.

정신 사무 노동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연구가 보여주었던 것은 전문직종, ,

의 정신노동이 아니라 중간계층 이 많이 종사하는 단순한 사무 행정(middle-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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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이었던 것이다 프레이와 오스본은 교육에의 투자가 이런 직업이 사라지는 과.

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창의성과 사회,

성을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대부분은 단순 사무직 노동자나 운

전 등을 담당하는 육체노동자들이었다 교육은 이들을 컴퓨터로 대체되기 힘든 분.

야로 이동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문직의 소멸을 강조했던 연구는 년에 출판된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 E. A.

의 제 의 기계시대 이다 이 책은 년에 이들이< 2 The Second Machine Age> . 2011

이북 으로 출판했던 기계와의 경주 의 확장판이(e-book) < Race against the Machine>

며 프레이와 오스본은 이 년 책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브린, 2011 .

욜프슨과 맥아피는 프레이와 오스본도 그랬지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

과 이동 로보틱스의 가장 최신 발전에 주목한다 년에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 2005

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누가. 2012

년에 무인자동차가 면허를 딸 줄 알았겠는가 누가 컴퓨터가 쇼의 세? <Jeopardy!>

계 챔피언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지금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의사 기자 펀? , ,

드매니저 교수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 , .

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의 급속한 기술 변화를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신의 혁신 기술에만 주목을 해서 미래를 가늠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최신의 기술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

다는 것이다 구글의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차가 도로가 아.

닌 지도 위를 달리는 차라고 비판한다 구글의 자율자동차는 실측을 통해 미리 정.

교하게 제작된 지도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를 지침으로 삼아 주행을 한다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도시의 도로는 구글 자동차가 면허를 딴 네바다의 사막 도로보다 10

배에서 배가 더 복잡하다고 평가하는데 무인 자동차가 돌발적인 상황이 끊임100 ,

없이 벌어지는 도시에서 주행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알파고가 이.

세돌을 이겼지만 알파고는 개 이상의 컴퓨터 가 클라우드 로 연결, 1200 CPU (cloud)

된 시스템이며 이런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미래에도 쉽지 않다 미, .

국에서 컴퓨터 딥블루 가 체스 세계챔피언을 이긴 것이 년 전인(Deep Blue) 20 1996

년인데 이것이 그 동안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가를 가늠해 보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직업을 포함한 인간의 삶에 향을 미치는 기술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오래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산업혁명시기에 사람들은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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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기계화된 방직 방적 산업에 주목했고 이런 기계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쫓아낸다고 우려했지만 실제로 증기가관이 전체 동력 중에서 차지했던 비율을 물

론 방직 방적 산업이 국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했던 비율도 크지 않았다 이 기, .

술과 산업은 눈에 잘 띄었을 뿐이지 당시에도 대부분의 기술과 산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산 용량은 인간.

을 달에 보낼 때 사용했던 년대의 슈퍼컴퓨터의 용량보다 더 크지만 우리가1960 ,

매일 인간을 달에 보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

은 항상 더 큰 주목의 대상이 되지만 세상은 거의 변하지 않는 오래된 기술로 가,

득 차 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혁신 기술에만 주목하는 것은 기술이 다른 기술들이나 인간과

얽혀서 일종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이런 생태계 속에서.

는 예상치 못한 피드백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한 요소의 발전이 예상과,

달리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 산업혁명.

시기에 뮬 기계는 품질 좋은 가느다란 실을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동(mule)

으로 생산하는 기계로 개발되었고 이것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손으로 실을,

잣던 인력을 빠르게 대체했다 그렇지만 곧 뮬 기계는 이 기계를 다루는 고급 숙련.

노동자들을 만들어 냈다 뮬 기계를 다루는 숙련 노동자들의 권한은 상당히 강력.

해서 공장주들도 이들의 요구에 꼼짝 못할 정도 다 년대에 와 엔지. 1950 GE MIT

니어들이 협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치제어 공작기계는 숙련 노동자들을 컴퓨터가

장착된 자동기계로 대체했지만 곧 이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고급 숙련 노동자들,

이 탄생했다 돈을 자동으로 입출금하고 송금까지도 할 수 있는 기계는 은행. ATM

창구에 앉아 있는 행원의 노동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년대에 개발되어 보급되1970

었다 년부터 년의 기간 동안에 기계는 만대에서 만대로 늘어. 1995 2010 ATM 10 40

났다 그런데 대략 년부터 년의 기간 동안에 행원의 숫자는 줄지 않았고. 1980 2010 ,

오히려 만 명에서 만 명으로 늘어났다 기계가 도입되고 은행 업무가 효율적50 55 .

이 되면서 더 많은 지점이 생겼고 여유 시간이 생긴 행원들은 입출금을 담당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더 복잡하고 숙련된 일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계는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 낸다 인간.

은 자신의 노동을 기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에 기계로 하여금 그 일부를 담

당하게 하고 자신은 새로운 일을 만들기 시작한다 경제학자들은 여러 이름을 붙, .

여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 기계에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부분과 보완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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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기업에서 하나의 역에서 생산성이 오르면 다른 부분들,

이 이에 맞춰서 발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새.

로운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지만 그것이 도입됨으로써 새로,

운 네트워크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겨서 전체 네트워크는 다시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병원에 도입된 왓슨 컴퓨터가 의사들의 일을 무. IBM

력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런 사례

이다 기술의 향을 단선적으로만 생각하면 기계가 인간의 숙련된 정신노동의.

역을 곧 대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겠지만 기술은 항상 복잡하고 예기치 않은 결,

과를 낳는다.

이 글은 년에 자기 주인을 쐈던 로봇 알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당시1932 .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해리 메이는 로봇 알파에게 총을 쏘는 시범을 시연시?

키기 위해서 총에 화약을 넣고 있었는데 화약을 잘못 다루면서 작은 폭발이 일어,

나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로봇이 주인에게 총을 겨누고 이를 발사했.

다고 보도된 것이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비해서 볼 때 상상과 과장이 개입된.

보도 는데 이 상상과 과장을 만들어 냈던 것은 실업이 만연하던 대공황 시기에,

공장에 도입된 자동기계들이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인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만연된 두려움이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조적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최근의 담론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등장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

의를 보자 흥미로운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

년대 미국에서는 자동화가 실업자를 양산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대통령 직1960

속 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 다 이 때 위원회는 기술 변화가 너.

무 급격해서 정부가 각각의 가정에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

다는 제안을 했다 물론 당시에 이런 기본소득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면

서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이 주목을 덜 받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대기업.

이 하청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임금을 대기업의 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52-62%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대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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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의 에 불과하며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총 고용의 에3% , 10%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

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최근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는 이런 문제점과 해결책 대신에 인공지능 기계의 발전에 따른 실업에 대해서 고

민하게 한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미래에 존재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인공지능으.

로 인한 실업에 대한 논의가 지금의 모순과 가능한 해결책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의 확대를 주장한 진보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보편적. ,

복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보수적인 세력조차 기본소득 개념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다.

과학 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 은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단(William Gibbson) “ .

지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고 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라는very evenly distributed.) .

미래에 대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균일하지 않게 분배된 현재의 상황을 더 세 하,

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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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ptive Narratives in the Speeches of Isaios

이사이오스 에 나타난 웅변의 기만적인 서사“ ”

마이크 에드워즈 로햄튼대학교

Edwards, Mike Univ. of Roehampton

Abstract

본 논문에서 필자는 고대 아테네 법정에서 웅변가들이 청중과 관계를 맺기 위해

시도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안드레아스 세라핌이 화자의 연설.

이 청자에게 지닐 수 있는 인지정서적인 수행적 잠재력 이라 부른 것 즉 제스처‘ / ’ ,

나 발성전략이 가져오는 직접적감각적 수행적 측면 보다 더 미묘한 화자와 청자‘ / ’ ‘

간의 의사소통 에 집중한다 청중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논적들을 향해 웅변가가’ .

원하는 성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웅변가들이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자 시도했

던 한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방법은 에토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

하며 크리스토스 크레미다스는 이를 기만의 담화 라고 불 다 이러한 관행의 예‘ ’ .

시로 필자는 기원전 세기의 아테네 웅변가인 이사이오스의 연설의 한 구절을 검4

토할 것이다 이사이오스는 아테네의 주요 웅변가이자 정치가 던 데모스테네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연설이라고 남아있는 것은 전승과정이 논란에 부쳐지.

기도 한다 그는 고대와 근대에 모두 기만의 대가로 비난받기도 했다 필자는 기만. .

을 포함하는 일련의 동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

는 빈도를 검토할 것이며 이사이오스가 이를 사용하여 배심원들과 관계를 형성하,

고 논적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킨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In this paper, I shall offer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concerning the ways in
which speakers in the ancient Athenian lawcourts attempt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ir audience. Concentrating on what Andreas Serafim terms the
‘cognitive/emotional performative potential’ of speakers’ addresses to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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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ore subtle communic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audience’ than the
‘direct/sensory performative dimension’ effected by gesture and vocal ploys, my
focus will be on one method by which speakers tried to engage the emotions of
their listeners and thereby create the desired disposition of the audience towards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This method, which involves the creation of ethos,
is what Christos Kremmydas refers to in an excellent recent paper as ‘the
discourse of deception’.

For Kremmydas, who is not concerned explicitly with the performance of
oratory, ‘the discourse of deception was not employed indiscriminately but was a
powerful rhetorical strategy of portraying the ethos of the opponent, the speaker,
and (more rarely) the audience, and operated within context specific boundaries’.‐
He identifies through detailed lexical analysis a typology of ‘anti deception topoi’,‐
which he categorises under three broad headings, viz. i) topoi characterising an
opponent(s); ii) topoi characterising the speaker; and iii) topoi describing the
demos’ previous experiences of deception. These are then grouped under nine sub‐
categories, some of which I shall name and consider as we go along. My intention
here is to examine passages of the fourth century orator Isaios that Kremmydas‐
notices in connection with ethos and his various categories of ‘anti deception‐
topoi’, which also, since Isaios’ speeches concern cases of disputed inheritance
under a variety of legal headings, provide examples of Kremmydas’s ‘context‐
specific boundaries’. Kremmydas in fact finds examples in Isaios only of sub‐
categories i a (‘He/they will attempt to deceive you’) and i c (‘Do not be deceived
by him’), though my analysis will suggest ways in which his discussion may be
supplemented by other passages and other vocabulary. But first, some general
background remarks.

Josiah Ober wrote in his highly influential book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p. 173) that

Popular mistrust of rhetorical ability and the skilled speakers who misused

it is demonstrated by the eagerness of private trial litigants to portray their

opponents as slick speakers who were using their rhetorical ability to evil

ends. One of Isaeus’ clients (10.1) said that he was unequal to his opponents,

who were powerful speakers (legein deinoi) and well prepared (paraskeuasasthai

hikanoi); the plaintiff himself claimed to have had no practice in speaking

in court, while his opponents were experienced litig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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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 no doubt unwittingly rather than with deceptive intent, in fact misrepresents
the position of the speaker of Isaeus 10 as a plaintiff, since this case was a διαδικασ αί
in which there were rival claimants to an estate, not a plaintiff and defendant. But
I start with him, rather than Jon Hesk, whose equally excellent Deception and
Democracy in Classical Athens was in part inspired by Ober, because Ober is one
of those relatively rare scholars who foregrounds Isaios in a discussion that is not
confined to Athenian inheritance law while Hesk’s index only lists one brief–
reference to Isaios, in his discussion not of deception but of how words developed
technical meanings (p. 57 with n. 116.). Of course,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Ober singles out Isaios here, given the regular link made between Isaios and
deceitful rhetoric that goes back at least to Dionysius of Halicarnassus, who wrote
in his essay on Isaios (§3) that

He blackens his opponent’s character, outgenerals the jury with his

stratagems and tries by every means to help his client’s case.

That reputation for chicanery was then cemented by his main modern
commentator William Wyse who, as I have written elsewhere (2008: 42), ‘easily
outgenerals Dionysius, for example on p. 393, ‘the impudence of these paragraphs
is a measure of Isaeus’ contempt for the intelligence of an Athenian tribunal’. But,
as I indicated above, my plan in this paper is to follow the lead not of Ober or
Hesk, but of Christos Kremmydas, whose different approach to the topic got me
thinking about this aspect of Isaios’ speeches, but who again was not primarily
concerned with Isaios.

Kremmydas bases his paper on various nouns and verbs whose meanings involve
deception. Two of these ( and / ) do not appear inφενακ ζω πλαν ω ποπλαν ωί ά ἀ ά
Isaios; I shall come back to presently. The most common verb ofπαρ γωά
deception in Isaios is (‘deceive’), of which there are sixteen examples,ξαπατ ωἐ ά
to which we may add one of (also ‘deceive’). Of these seven come inπατ ωἀ ά
speech 5, four in speech 4, and two each in speeches 8 and 11, with one each in
speeches 6 and 9. None of these words is found in speeches 1, 2, 3, 7 or 10. I
do not intend to go through all the occurrences of them, but it is immediately
interesting that the largest number is in speech 5, On the Estate of Dicaeogenes,
which concerned inheritance but was technically a dike engues, a prosecution of a
man, Leochares, who had acted as surety for Dicaeogenes, the rival claimant to the
speaker Menexenus. This reminds us of Kremmydas’s point that the specif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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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cases may explain a relatively high frequency of the discourse of
deception. Menexenus paints a picture of Dicaeogenes and his cronies who are
totally unreliable, indeed mendacious, and so one of them acting as surety was, in
the modern English expression, not worth the paper it was written on; and another
of Menexenus’ relatives, his cousin who was also named Menexenus, had betrayed
him. Though this is a private case, and Kremmydas notes that deception is a far
more frequent topic in public cases, it is nevertheless a prosecution speech, where
on his figures there are 71 attestations of deception topoi in the orators as opposed
to eight in defence speeches. Five of the instances contribute to the picture of
unreliability that is the ethos of the opponents and the previous behaviour of the
cousin, as opposed to the reasonable behaviour of the speaker and his supporters:
‘since Dicaeogenes, gentlemen, could no longer deceive you, he persuaded
Menexenus ... to betray us’ (5.13); hence ‘Menexenus got what he deserved for his
behaviour and was deceived by Dicaeogenes’ (5.14); and ‘although we could have
punished him with disfranchisement since we had won a verdict of false witness,
we did not want this, but were content to recover what belonged to us and be rid
of him. But after acting in this way towards Leochares and Dicaeogenes, they
deceived us, gentlemen’ (5.19); and ‘He pledged this sum but didn’t pay it, and his
name was posted up on a most shameful list in front of the statues of the
Eponymous Heroes ... So how can you be surprised, gentlemen, that he deceived
me, a single person, when he acted in this way towards all you gathered together
in the Assembly?’ (5.38); and to cap it all, he even deceived his own friends: ‘Of
his close friends he deprived Melas the Egyptian, who had been his friend from
boyhood, of money ... and of his other friends, some have not recovered money
they lent him, others were deceived and never received what he’d promised to give
them’ (5.40). But the other two instances in speech 5 both concern the judges: ‘I
want you to learn the facts from me as well, so that you may vote as seems best
to you in full knowledge of the truth, without being deceived’ (5.5); and ‘We
thought he was mad in making this claim, never imagining the same man could at
one time state that he’d been adopted as heir to one third of the estate and at‐
another time that he’d been adopted as sole heir, and that you would believe he
was telling the truth. But on coming to court ... we were wronged, not by the
jurors but by Melas the Egyptian and his friends ... and by acting in this way they
deceived the jurors’ (5.8). These passages seem to me to resemble Kremmydas’s
categories ii b (‘I will not allow you to be deceived’) and iii a (‘you have been
deceived by orators’). Note that in the first one the speaker varies the usual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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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 the judges can vote ‘as seems best’ rather than ‘according to the laws’.

We move on now to speech 4, On the Estate of Nicostratus, which was
delivered in a diadikasia, the regular legal procedure used in inheritance claims.
Kremmydas notes that with this class of case ‘the discourse of deception is very
sparsely used’ and less frequently than in the other main type of case we have
connected with inheritance disputes, the dike pseudomartyrion (suit for bearing
false witness), though in the latter there is a higher frequency in Demosthenes and
Apollodorus than in Isaios. Indeed, as he also notes, two of the three dikai
pseudomartyrion in Isaios have no examples, the only instance coming in speech
6, On the Estate of Philoctemon, where we have one occurrence of : ‘Iξαπατ ωἐ ά
therefore beg you, gentlemen,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declaration you are
going to vote on, so that you won’t be misled’ (6.62). This seems to me to
resemble Kremmydas’s category i c (‘Do not be deceived by him’); and it is in
this context that I would bring in another verb connected with deception, κατασευ

(‘invent’), which occurs five times in the extant speeches (4.6, 6.35, 8.43, 9.2,ζωά
11.37), such as: ‘and then they immediately began plotting about the rest, and they
came up with (κατεσκε ασανύ ) the most dreadful scheme of all’ (6.35). But back
to speech 4, which is one of six diadikasiai in the extant corpus of Isaios
(speeches 1, 4, 7, 8, 9, 10). I note that three of these (speeches 1, 7 and 10) are
among the five speeches which do not contain any of Kremmydas’s vocabulary of
deception, so supporting his contention that it is sparse in such suits. However,
speech 4 has four instances of and one of the two instances in Isaios ofξαπατ ωἐ ά

(‘be misled’; the other is found in fr. 2 F). Two of the four usesπαρακρο ομαιύ
of are listed by Kremmydas as examples of his category i a (‘they willξαπατ ωἐ ά
attempt to deceive you’): at the start of the speech we have ‘what has happened
here I think should be sufficient proof for you that all the people who are claiming
Nicostratus’ property as a bequest want to deceive you’ (4.1); and later on, in a
kind of ring composition, ‘So you can clearly see, gentlemen, that there is no legal‐
support to these people’s assault on Nicostratus’ property, but they want to deceive
you’ (4.21). I am rather more interested in the third instance, where ξαπατ σαιἐ ῆ
is combined with : ‘But since it’s possible to deceive even thoseπαρακρο σασθαιύ
who were admittedly present, how much more readily might somebody attempt to
mislead you who know nothing of the matter?’ (4.14). This does not fit easily into
any of Kremmydas’s categories, but is clearly a warning to the judges to be on
their guard against being deceived. Lastly, a few sections later the speaker w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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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es to be on their guard not against orators, as in Kremmydas’s category iii
a, but against witnesses: ‘you must secure trust in a will through witnesses, but it’s
possible also to be deceived by them’ (4.17). This refers to the rival claimant
Chariades’ witnesses to his adoption by the deceased Nicostratus as his son and
heir, and so is one of the key points in the case against him made by Isaios’ client
on behalf of Hagnon and Hagnotheus. Another of Chariades’ allegations was that
Nicostratus was the son not of Thrasymachus, the brother of Thrasippus who was
the father of Hagnon and Hagnotheus, but of Smicrus. The speaker’s tactic is to
attack this allegation as being simply a falsehood, an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picture of deception I would once again bring in the verb , as well asκατασευ ζωά
the noun (‘plot’): ‘All this is an insult and a plot ... by inventingπαρασκευή
another father for the deceased, they have introduced an argument not only about
the will but also about his parentage’ (4.5 6). Thus, the specifics of the case are‐
once mo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discourse of deception. One final point may
be made on the On the Estate of Nicostratus. While the occurrences of the
vocabulary of deception are, by Isaios’ standards at least, significant in this speech,
what makes them stand out even more is the fact that it is a supporting speech of
only 31 sections. Joined with the fact that Chariades was himself only a friend, not
a relative, of the deceased Nicostratus (he claimed that Nicostratus left him the
estate in his will), the further fact that the speech was delivered by an experienced
friend of the claimants, not a relative, perhaps allowed him slightly more freedom
to employ allegations of deception.

I shall end with speech 11, the Hagnias case. This was delivered in an
indictment for maltreating an orphan (eisangelia kakoseos orphanou), a specific
type of public suit, though as Hesk notes in his sole reference to Isaios, the
speaker several times refers to the case as a graphe (‘public suit’ in general); but
it was a family affair, delivered by Theopompus in his defence against the charge
of maltreating his brother’s son as his guardian by one of the boy’s other
guardians. Therefore the speech fits Kremmydas’s general pattern that the discourse
of deception is more frequent in public suits than in private ones, and that it is
three times higher in prosecution than in defence speeches. Nevertheless, the
picture is not, perhaps, quite as simple as would appear from Kremmydas’s table
of examples. The two instances he lists there are of :ξαπατ ωἐ ά ‘But if he cannot
state any of these [degrees of kinship to Hagnias], surely he will be clearly proved
to be acting as a sykophant against me and trying to deceive you in contra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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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aws’ (11.4); and ‘it was only then that my opponent invented and
fabricated these fictions, expecting he would easily deceive you by these stories’
(11.22). The first of these is a strong attack on the ethos of the opponent note–
the conjunction of with (sykophants were detestedξαπατ σαι συκοφαντ νἐ ῆ ῶ
professional accusers). The second is included by Kremmydas among his examples
in category i a (‘he will attempt to deceive you’), and note the use this time of ξἐ

in conjunction with (‘invent’) and especiallyαπατ σαι πλ ττει μηχαν ταιῆ ά ᾶ
(‘fabricate’). is another verb that is frequently used in the context ofμηχαν ομαιά
deception and occurs four times in the Isaian corpus, and twice in this speech. The
other example comes in an equally strong attack on the opponent, again addressed
to the judges:

I think, by heavens, that you are well aware and all equally understand that

he has acted completely unjustly in this matter and has never spoken a

word of truth about anything else, but has cleverly plotted everything out of

greed, slandering us, twisting the laws, and seeking unjustly to get the

better of you and me (11.36).

Note on this occasion the phrase ‘twisting the laws’ the Greek verb is παρ γ– ά
, one of Kremmydas’s words of deception, though here used in a slightlyω

different sense (it also occurs in 8.37, ‘seducing the old man by his attentions’).
As well as and I note instances in this speech ofμηχαν ομαι παρ γω πά ά αρασευ ζά
ω (‘concocting this kind of suit against me’, 11.14) and (‘but for meκατασευ ζωά
he creates with his speech a picture of wealth’, 11.37). Thus, the man whom John
Davies in Athenian Propertied Families (p. 84) suspected of being ‘a thorough‐
paced scoundrel’, has a good go at portraying his opponent in exactly the same
way, and in this instance we know that he was successful.

Or was it rather Theopompus’ speech writer, Isaios, who was the scoundrel, and‐
a master of deception? I think we know how Dionysius of Halicarnassus and
William Wyse would have answered that question, but I also think that Isaios was
only doing his job as a first rate logographer even if he thereby confirmed‐ –
Plato’s worst fears about the deceptive power of rhetoric. Christos Kremmydas has
also done an excellent job; and I hope that this paper, inspired by his article on
‘The Discourse of Deception and Characterization’, may have added a little to his
picture of what was an important rhetorical tactic in Attic oratory.



554

1. Dionysius of Halicarnassus, Isaeus 3: κα πρ μ ν τ ν ντ δικον διαπονηρὶ ὸς ὲ ὸ ἀ ί
, , ,ε εται το δ δικαστ καταστρατηγε το δ πρ γμασιν π ρ ν λύ ὺς ὲ ὰς ῖ ῖς ὲ ά ὑ ὲ ὧ ὁ

, .γο κ παντ πειρ ται βοηθε νό ς ἐ ὸς ᾶ ῖ
He blackens his opponent’s character, outgenerals the jury with his stratagems
and tries by every means to help his client’s case. (tr. Usher)

2. Verbs of deception in Kremmydas: apatao/exapatao, phenakizo, parakrouomai,
parago/paragomai, planao/apoplanao.

3. Isaeus 5.13: , ,πειδ δ Δικαιογ νη νδρε ο κ τι μ δ ναται ξαπαἐ ὴ ὲ έ ς ὦ ἄ ς ὐ έ ὑ ᾶς ύ ἐ
, ... ... .τ ν πε θει Μεν ξενον μ προδο ναιᾶ ί έ ἡ ᾶς ῦ

Since Dicaeogenes, gentlemen, could no longer deceive you, he persuaded
Menexenus ... to betray us. (tr. Edwards)

4. Isaeus 5.14: μ ν το νυν Μεν ξενο παθ ν ξια τ ν αυτο τρ πων παὉ ὲ ί έ ς ὼ ἄ ῶ ἑ ῦ ό ἠ
.τ θη π το Δικαιογ νουή ὑ ὸ ῦ έ ς

Menexenus got what he deserved for his behaviour and was deceived by
Dicaeogenes.

5. Isaeus 5.19: κα γγεν μενον μ ν α τ ν πειδ ε λομεν τ ν ψευδομαρτυρὶ ἐ ό ἡ ῖ ὐ ὸ ἐ ὴ ἵ ῶ
, , ’ων τιμ σαι ο κ βουλ θημεν λλ ξ ρκεσε τ μ τερα μ ν κομισαμί ἀ ῶ ὐ ἐ ή ἀ ἐ ή ὰ ἡ έ ἡ ῖ

.νοι πηλλ χθαι τοιο τοι δ γεν μενοι περ Λεωχ ρην κα Δικαιογ νηέ ς ἀ ά ῦ ὲ ό ὶ ά ὶ έ
’ , .ν ξηπατ θημεν π α τ ν νδρεἐ ή ὑ ὐ ῶ ὦ ἄ ς

Although we could have punished him with disfranchisement since we had
won a verdict of false witness, we did not want this, but were content to
recover what belonged to us and be rid of him. But after acting in this way
towards Leochares and Dicaeogenes, they deceived us, gentlemen.

6. Isaeus 5.38: , , ’ ’κα το το π δωκεν ο κ ε σ νεγκεν λλ π α σχ στ πιγρὶ ῦ ἐ έ ὐ ἰ ή ἀ ἐ ἰ ί ῳ ἐ
...μματι ξετ θη α το το νομα μπροσθεν τ ν πων μων κα τοι π ξά ἐ έ ὐ ῦ ὔ ἔ ῶ ἐ ύ ί ῶς ἄ

, , ,ιον θαυμ ζειν νδρε ε μ ξηπ τησεν να ντα μ πανταά ὦ ἄ ς ἰ ἐ ὲ ἐ ά ἕ ὄ ὃς ὑ ᾶς ἅ ς
;μα συνειλεγμ νου ν τ κκλησ τοια τα πο ησεἅ έ ς ἐ ῇ ἐ ίᾳ ῦ ἐ ί

He pledged this sum but didn’t pay it, and his name was posted up on a most
shameful list in front of the statues of the Eponymous Heroes ... So how can
you be surprised, gentlemen, that he deceived me, a single person, when he
acted in this way towards all you gathered together in the Assembly?

7. Isaeus 5.40: ’ ,τ ν δ πιτηδε ων Μ λανα μ ν τ ν Α γ πτιον κ μειρακ οῶ ἐ ί έ ὲ ὸ ἰ ύ ᾧ ἐ 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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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υ φ λο ν περ λαβε παρ α το ργ ριον ποστερ σα τ ν δ λλωί ς ἦ ὅ ἔ ὐ ῦ ἀ ύ ἀ ή ς ῶ ὲ ἄ
, ’ ,ν α το φ λων ο μ ν ο κ π λαβον δ νεισαν ο δ ξηπατ θησαν καὐ ῦ ί ἱ ὲ ὐ ἀ έ ἃ ἐ ά ἱ ἐ ή

... .ο κ λαβον π σχετο α το δ σεινὶ ὐ ἔ ἃ ὑ έ ὐ ῖς ώ
Of his close friends he deprived Melas the Egyptian, who had been his friend
from boyhood, of money ... and of his other friends, some have not recovered
money they lent him, others were deceived and never received what he’d
promised to give them.

8. Isaeus 5.5: ’ ,βο λομαι μ κα παρ μο τ πραχθ ντα πυθ σθαι να ε δύ ὑ ᾶς ὶ ἐ ῦ ὰ έ έ ἵ ἰ ό
, , , .τε τ ληθ τι ν δοκ μ ν ψηφ σησθε λλ μ ξηπατημ νοις ἀ ῆ ὅ ἂ ῇ ὑ ῖ ί ἀ ὰ ὴ ἐ έ

I want you to learn the facts from me as well, so that you may vote as seems
best to you in full knowledge of the truth, without being deceived.

9. Isaeus 5.8: ,με μ ν ο ν μα νεσθαι α τ ν γο μεθα τ λ ξει ο κ ν ποτἡ ῖς ὲ ὖ ί ὐ ὸ ἡ ύ ῇ ή ὐ ἄ
ε ο μενοι τ ν α τ ν νδρα τοτ μ ν φ σκοντα π τ τρ τ μ ρει ποιηθἰό ὸ ὐ ὸ ἄ ὲ ὲ ά ἐ ὶ ῷ ί ῳ έ

’ ’ναι τοτ δ φ παντι τ κλ ρ δ ξαι τ ληθ λ γειν μ ν ε δ τῆ ὲ ἐ ἅ ῷ ή ῳ ό ἀ ὲς έ ὑ ῖ · ἰς ὲ ὸ
... , ’δικαστ ριον ε σελθ ντε δικ θημεν ο χ π τ ν δικαστ ν λλ πή ἰ ό ς ἠ ή ὐ ὑ ὸ ῶ ῶ ἀ ὑ ὸ

...Μ λανο το Α γυπτ ου κα τ ν κε νου φ λων π δ τ ν τ τοια τέ ς ῦ ἰ ί ὶ ῶ ἐ ί ί ὑ ὸ ὲ ῶ ὰ ῦ
.α ποιο ντων ξηπατ θησαν ο δικασταύ ἐ ή ἱ ί

We thought he was mad in making this claim, never imagining the same man
could at one time state that he’d been adopted as heir to one third of the estate‐
and at another time that he’d been adopted as sole heir, and that you would
believe he was telling the truth. But on coming to court ... we were wronged,
not by the jurors but by Melas the Egyptian and his friends ... and by acting
in this way they deceived the jurors.

10. Isaeus 6.62: , , ,Δ ομαι ο ν μ ν νδρε να μ ξαπατηθ τε τ διαμαρτέ ὖ ὑ ῶ ὦ ἄ ς ἵ ὴ ἐ ῆ ῇ
.υρ τ ν νο ν προσ χειν περ τ ν ψ φον ο σετείᾳ ὸ ῦ έ ὶ ἧς ὴ ῆ ἴ

I therefore beg you, gentlemen,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declaration you
are going to vote on, so that you won’t be misled.

11. kataskeuazo in Isaeus: 4.6, 6.35, 8.43, 9.2, 11.37.

12. Isaeus 6.35: ,περ δ τ ν πολο πων ε θ πεβο λευον κα π ντων δειν τὶ ὲ ῶ ὑ ί ὐ ὺς ἐ ύ ὶ ά ό
.ατον πρ γμα κατεσκε ασανᾶ ύ

And then they immediately began plotting (epebouleuon) about the rest, and
they came up with (kateskeuasan) the most dreadful scheme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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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saeus 4.1: τ δ νθ δε συμβεβηκ τα δοκε μοι μ ν καν γεν σθαι νὰ ὲ ἐ ά ό ῖ ὑ ῖ ἱ ὰ έ ἂ
,τεκμ ρια τι παντε ο κατ τ ν δ σιν τ ν Νικοστρ του μφισβητο ντή ὅ ἅ ς ἱ ὰ ὴ ό ῶ ά ἀ ῦ

.ε ξαπατ σαι μ βο λονταις ἐ ῆ ὑ ᾶς ύ
What has happened here I think should be sufficient proof for you that all the
people who are claiming Nicostratus’ property as a bequest want to deceive
you.

14. Isaeus 4.21: , ,Σαφ μ ν ο ν στε νδρε τι ο τοι ο δικα ω τ ν Νιῶς ὲ ὖ ἴ ὦ ἄ ς ὅ ὗ ὐ ί ς ῶ
, .κοστρ του φ ενται λλ βο λονται μ ν μ ξαπατ σαιά ἐ ί ἀ ὰ ύ ὲ ὑ ᾶς ἐ ῆ

So you can clearly see, gentlemen, that there is no legal support to these
people’s assault on Nicostratus’ property, but they want to deceive you.

15. Isaeus 4.14: ’π τε δ κα το μολογουμ νω παραγενομ νου ο ν τ σὁ ό ὲ ὶ ὺς ὁ έ ς έ ς ἷό ἐ
,τ ν ξαπατ σαι π ο κ ν μ γε το μηδ ν το πρ γματο ε δ ταὶ ἐ ῆ ῶς ὐ ἂ ὑ ᾶς ὺς ὲ ῦ ά ς ἰ ό ς

;πολ μ λλον τοιμ τερ ν τι παρακρο σασθαι γχειρ σειενὺ ᾶ ἑ ό ό ς ύ ἐ ή
But since it’s possible to deceive even those who were admittedly present, how
much more readily might somebody attempt to mislead you who know nothing
of the matter?

16. Isaeus 4.17: , ’τα μ ν διαθ και δι μαρτ ρων μ δε πιστε σαι φ νῖς ὲ ή ς ὰ ύ ὑ ᾶς ῖ ῦ ὑ ὧ
.νι κα ξαπατηθ ναιἔ ὶ ἐ ῆ

You must secure trust in a will through witnesses, but it’s possible also to be
deceived by them.

17. Isaeus 4.5 6: ...στι μ ν ο ν παντα τα τα π ρεια κα παρασκευ λλον‐ ἔ ὲ ὖ ἅ ῦ ἐ ή ὶ ή ἄ
δ πατ ρα τ τεθνε τι κατασκευ ζοντε ο μ νον περ τ ν διαθηκ ν λλὲ έ ῷ ῶ ά ς ὐ ό ὶ ῶ ῶ ἀ

.κα περ το γ νου λ γον μβεβλ κασινὰ ὶ ὶ ῦ έ ς ό ἐ ή
All this is an insult and a plot ... by inventing another father for the deceased,
they have introduced an argument not only about the will but also about his
parentage.

18. Isaeus 11.4: ,ε δ τοι μηδ ν το των ξει ε πε ν π ο κ λεγχθ σεται φαἰ έ ὲ ύ ἕ ἰ ῖ ῶς ὐ ἐ ή ν

, ’ερ μ μ ν συκοφαντ ν μ δ ξαπατ σαι παρ το ν μου ζητ νῶς ἐ ὲ ὲ ῶ ὑ ᾶς ἐ ῆ ὰ ὺς ό ς ῶ ;
But if he cannot state any of these [degrees of kinship to Hagnias], surely he
will be clearly proved to be acting as a sykophant against me and trying to
deceive you in contravention of the laws.

19. Isaeus 11.22: ’ ,τ τ δη πλ ττει τα τα κα μηχαν ται προσδοκ ν το τοι τό ἤ ά ῦ ὶ ᾶ ῶ ύ 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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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λ γοι δ ω μ ξαπατ σαιῖς ό ς ῥᾳ ί ς ὑ ᾶς ἐ ῆ
It was only then that my opponent invented and fabricated these fictions,
expecting he would easily deceive you by these stories.

20. Isaeus 11.36: τι μ ν ο ν ο τε περ το των ο δ ν δ καιον πεπο ηκεν ο τεὍ ὲ ὖ ὔ ὶ ύ ὐ ὲ ί ί ὔ
,περ τ ν λλων ληθ ο δ ν ε ρηκεν παντα δ δειν πλεονεξ μεμηχὶ ῶ ἄ ἀ ὲς ὐ ὲ ἴ ἅ ὲ ῶς ίᾳ

νηται διαβ λλων κα το ν μου παρ γων κα μ ν κα μο παρ τά ά ὶ ὺς ό ς ά ὶ ὑ ῶ ὶ ἐ ῦ ὰ ὸ
, ’ ’δ καιον περιγεν σθαι ζητ ν ο μαι μ το θεο ο δ μ γνοε ν λλί έ ῶ ἶ ὰ ὺς ὺς ὐ ὑ ᾶς ἀ ῖ ἀ

.μο ω ε δ ναι π νταὁ ί ς ἰ έ ά ς
I think, by heavens, that you are well aware and all equally understand that he
has acted completely unjustly in this matter and has never spoken a word of
truth about anything else, but has cleverly plotted everything out of greed,
slandering us, twisting the laws, and seeking unjustly to get the better of you
and me.

21. Isaeus 11.14: .μο τοιο του γ να παρασκευ ζεινἐ ὶ ύ ς ἀ ῶ ς ά
Concocting this kind of suit against me.

22. Isaeus 11.37: ’ .περ δ μ πλο τ ν τινα τ λ γ κατασκευ σανταὶ ἐ ὲ ῦ ό ῷ ό ῳ ά
But for me he creates with his speech a picture o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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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and Mutual Func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연대 상호작용

김희열 제주대학교

Kim, Hiyou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Upon considering what kind of personality and communication skill are most
needed in the modern society of Korea,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from
cultural, economical,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view points solidarity and
mutual func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s the best solution, which led
me to publish this article. We have been living in a society that community and
individual coexist in all ages. Either liberalism or communitarianism should be
emphasized depending on reality and circumstances, which is the key poin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two so that the society does not need to be one side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analyse the definitions and application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our society and in what shape they have been embodied
in the society. Based on my analysis I would like to put emphasize on why
solidarity and mutual function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re most
needed in our society. My point of view is the same as that of J. Habermas who
comes to understand that the society is established with the idea of either the
combination of solidarity and mutual func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or the unity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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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인격 형성과 소통능력이 절실

하게 필요한가를 스스로 질의해보면 정치사회경제철학문화적 관점에서 본 자유· · · ·

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연대 상호작용이 그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 발표

를 준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고 또한 이 두 개의 삶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 .

대상황과 사회현실에 따라 어느 쪽에 좀 더 강조점을 둘 것인가는 어느 한쪽으로,

즉 자유주의인가 공동체주의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균형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성계에서 논의된 자.

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유

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한 후 결론으로 바람직한 자유주의와 공

동체주의의 합일로써 연대 상호작용이 왜 우리의 현실에서 긴요한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하버마스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내지는 두 이념의.

실천적 종합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하버마스는 그의 저서 의사소통행위이론 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논증(1981)『 』

적 토론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직 자신의 주관적 견해만을

주장하다가 이성적으로 파악된 확신의 공통점 덕택에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객“

관적 세계와 그 삶의 연관성의 상호주관성의 일치를 확인 하버마스 하게”( , 1981:28)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어느 한 주장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궁극. “ ,

적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이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정.”( , 2004:178)

따라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개인적 의견과 공동선의 상호 보완적 관계 또는 상승

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I.

정치경제이념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내셔널리즘과 글로벌리즘· · ,

또는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내지는 국가 개입경제 등에서 역사적 부침을 겪으

면서 적용되어왔다 또 실제 시대와 지역 또는 나라에 따라 어느 쪽 특성이 주요.

흐름으로 유효했는가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년 세계 흐름. , 2016

은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것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미국 일본 유럽, ,

국 오스트리아 전체주의 경향을 띠는 터키 등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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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동체로서의 세계시민이라든가 세계 공동선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자국 우선주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독.

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국들이 인도주의 난민수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많은 반

대에 부딪히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러 불안정한.

세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국사회도 예외는· · · ,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특성이 연고중심의 개인.

이기주의와 공동체의 연대를 왜곡하는 정치적 해석 또는 선동 때문에 본래의 의미

와는 크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기 들어서 미국을 비. 21

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

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신보수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적 토대가 다름 아닌, “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사실 선우현 이다”( , 2010: 251) .

이런 현실을 전제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역사적 흐름과 논쟁 주장을 고찰,

해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각각의 특징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지금처럼 흑

백논리나 양극만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이 가능한 인간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인지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먼저 자유주의는 자유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철학적 이념이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시민혁명이라는 서양 근대 역· ,

사 속에서 발전전개되어 왔다 세기부터 세기 말까지 전 유럽에 퍼진 르네상· . 14 18 ,

스에서는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이성에 대한 신뢰 개인주의 현세주의, , , , ,

과학의 발견과 합리적 사고방식이라는 자유주의적 요소들이 잉태되었고 종교개혁,

과 종교전쟁을 통해서는 종교와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관용이라는 자유주의 요소,

가 형성되었으며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시민혁명 국 프랑스 네덜란, ( , ,

드 과 미국독립전쟁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평등사상 폭정) ,

에 대한 저항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인권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 자유, ,

주의의 사상과 제도가 강조되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모든 부문은 서로 향을 미치면서 변화하, , ,

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의 변화가 주도적 역할을 하 다 유, .

럽에서 자본주의가 언제부터 정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세기 이후12

지중해 중심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이태리 도시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최

초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세기 이후에는 유럽 대부분이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15

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서양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생활단위가 공. ,

동체 중심이 아니라 상공업을 운 하는 개인으로 바뀜에 따라서 생활양식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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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중세의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라는 근대적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

래서 전통적인 지주 귀족계급 대신에 평민인 시민계급의 중소상공인 부르주아 이( )

부를 축적하여 새로운 사회 주도세력으로 부상한다 부르주아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정부의 경제규제가 없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방임주의 를 주장하게( )

되었고 이 주장을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서 대변한 것이었다 서, .

구에서 대체로 세기는 경제적 자유주의 흔히 고전적 자유주의라 칭함 의 전성시19 ( )

대 으나 이후 빈부격차와 불황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실패가 드러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순을 보완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자유주의 또는

자유사회주의가 대두되었고 이것은 시민들의 기본 교육과 복지 경제 불평등 해소, ,

와 소득격차 줄이기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제도와 인프라 구축 독과점 규제 등을, , ,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차. 2

세계대전 이후 구미의 복지국가와 수정자본주의 경제의 형태로 나타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케인,

즈를 포함한 수정자본주의자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이 이러한 경제정책을 지지하( )

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자본주의에서의 빈부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정부.

의 적극적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도 계속 존재하여 왔다 세기 말 스펜. 19

서는 사회도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적 선택을 통해 진화해 가는데 정부의 시장 개,

입이나 공공복지정책은 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스펜서와 같은 주장이 얼.

마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사회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가 차 대전, 2

이후 서양 사회에 등장하 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반대하여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다 자유지상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

전면 반대한 스펜서와 달리 최소한의 공공복지제도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부터 비롯하

여 인간은 보편적 이성과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로크로,

부터 자율적 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라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칸트를 거쳐 공리주

의자인 벤담과 의 평등에 이른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서 현대의 자유주의는 한. “

편으로 사회계약론과 윤리적 구성주의를 통하여 공정으로서 정의를 지향하는 롤즈

의 자유적 평등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분배보다 자발적 교환 원리를 선호하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하 다 박찬권 역사적으로 볼 때 로크 몽.”( , 2015: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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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키외 흄 벤담 스미스 칸트 빌헬름 훔볼트 베버 등 근대 서양의 대표적, , , , , , ,

사상가들 대부분이 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다 현대로 와서는 롤즈에 의해서 주도.

된 자유주의는 노직 드워킨 액커만 고티에 등을 통해 다양한 내부적 조율과 비, , ,

판 적용과 실천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다양한 주장이나 이론, .

을 모두 포함하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유주의에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것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관점,

이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다.

특히 칸트에게는 외적 자유의 기본 전제가 사유재산권 이었고“ ”(Krebs, 2014:53) ,

그는 사회적 이익보다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보았으며 그의 이성적 자유,

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가 어떠한 사회적 이익보다도 우선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입장을 롤즈가 이어 받는다 그의 저서 정의론 으로 롤즈는 사회계약. (1971) “『 』

의 정치철학과 칸트의 법철학을 현대의 사회정의 이론에 적용 하”(Haus, 2003:16)

다 그는 칸트의 자유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데 공정. ,

한 절차로써의 정의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개념이라고 이“

해 할 수 있으며 절차로써의 공정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좋음”(Rawls, 1993:37) ,

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관은 공리주의적 견해에. “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조,

정 및 합의를 일궈내고자 하는 메타적 정의관이다 최준호 또 롤즈의.”( , 2004: 345)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선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아는.

인간 개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성에 입각하여 사유하는 존재로 특정한 사“

회문화적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 주체인 것이다 심승환.”( 2010: 25)

롤즈의 정의론 이후 정립된 새로운 유형의 자유주의 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 ”『 』

의 비판 특히 샌들이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를 통해 롤즈의 자유주의에, (1982)『 』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적극적 논1980

쟁이 이뤄진다 샌들은 롤즈가 제시한 사회 이전에 개체로 존재하는 무연고 자아.

는 비현실적이라고 보았으며 그의 자유주의 이론은 옳음을 우선시하고 좋음의, “

특별한 의미를 전제하지 않는 정의원칙을 추구 한다고 비판하면”(Sandel, 1993: 20)

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의 긍정적 향력까지,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또 맥킨타이어는 다양한 덕의 개념을 고찰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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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개인의 정체성이 복잡다단한 상호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면서 서사적

자아 개념을 제시한다 왈쩌 또한 사회계약론의 절대적 개인을 비판하면서 정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상대적임을 주장한다 박찬권 이는 서구 사회에서.”( , 2015: 85)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던 자유주의가 그 실천과 적용 및 이론에서 한계에 부딪

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공동체주의가 먼저 비판하고 다시 자유주의, ,

가 대응함으로써 논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의 기원은 세기 산업사회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말미암아19

도덕적 공동체가 와해되고 이기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

한 비판적 입장에서 비롯하 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볼.

수 있으며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중시하면서 아,

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헤겔로 이어지는 공동체주의적 전통과 마르크스 이론을, ,

수용하면서 공동체주의 이론을 발전시킨다.

샌델 매킨타이어 테일러 등에 의해 이론적 기초가 이루어지고 에치오니, , , ,

갤스턴 등에 의해 사회정치적 운동으로 이어진 현대공동체주의는 기존의·

구미 특히 미국의 지배적 이념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결과적으로 사회

의 도덕적 무질서를 조장하여 왔다고 비판하면서 그 치유적 대안으로 공동

체의 덕을 강조해 왔다 박종훈.”( , 1998: 213)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선 추구와 평등 실천 권리 주장,

보다는 책임의식 가치중립적 방임보다는 가치판단적 결론에 주안점을 둔다 공동, .

체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성숙과 정체성 형성은 사회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

및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자아의식을 가진 개인이 먼저.

있고 이후 사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비해서 공동체주의에서는 처음부터 개인

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인간은 누구나 각각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

지니고 있고 이러한 배경이 개인의 독특한 가치관과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 .

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공동체적 가치와 공동선의 추구

를 통해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개인은 사회의 전통 관습 문화 규범의 향을 받, , ,

으며 존재한다고 공동체주의자들은 보았다.

현대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을 요약해서 보면 첫째 자유주의에서 개인,

은 무연고적 자아를 전제로 하는데 비해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은 공동체의 가

치와 규범 등에 연관된 연고적 자아이다 둘째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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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이성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특수한 역사적 현실이 있으며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때 자아가 실현된

다 셋째 자유주의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하는 도덕규범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주. ,

의에서는 좋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 결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 과정 국가의 중립성 문제 옳음 정의 과 좋, , ( )

음 행복 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손철성( ) .( ,

2007:17)

잠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을 우리 한국사회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이기주의적 자유주의의 단점을 공동체주의적으로 보완도 해야 하고 전근대적인,

폐쇄적 연고주의를 대신해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적 자유주의가 증대되어야 할 필

요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경제적인 면보다는 정. ,

치이념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게 전개되어서 자유주의를 진보적 인사들은 보수주·

의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해석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반공주의를,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진정한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

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보지 못하 고 공동체주의적 요구와 활,

동은 집단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변질되어 사실상은 오늘날까지도 소통불능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향에 토대를 두는 공동체의식은 지역감정으로 지. ,

연 혈연 학연 등 관계에만 토대를 두는 공동체의식은 연고주의로 삶의 일부에만, , ,

기반을 두는 공동체의식은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났다 유종원 참고.( , 1998: 253-355 )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가장 모순적이다 자유민, .

주주의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자유와 민주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

지만 자유와 민주 사이엔 일치할 수 없는 가치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본,

질적으로 평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

사회 구성원은 동등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소유와 경쟁의

자유 그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의 수용을 본질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정면,

으로 대립하게 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라는 두 대립 개념의 합일.

이지만 자유가 민주 앞에 온 것은 그 기준이 민주가 아닌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우리 사회에선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면서 개

인의 자유는 부차적 의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 흐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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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적 자유는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경제적 민주주의는 실천되고 있지 못하,

다 그래서 년 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는 정부에게 경제민. 2016 6 ‘

주화 를 통해서 바로 사회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 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와 공동체주의에서 추구하는 공동선.

의 일치 또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 역시 제대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착되지 못했다 왜냐하.

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산업화의 향으로 지역공동체는 퇴색해버리고 유사 공

동체 혈연지연학연 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참다운 공동체는 실( · · ) .

종되고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사회통합 원리나 공동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거나 정치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는 유사 자유주의 와 유사 공동체주의 의 폐해. ‘ ’ ‘ ’

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에서와 같은 자유주의와 공동,

체주의 간의 논쟁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승.(

환 참고 반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이해하는 시, 1999: 62-63 )

각도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을 우리 여건에 맞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구성 또는 여타의 다른 형태의 공동체 구성 에 도움이 되는– –
기초적인 논의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시의적절한 미래지향적 논의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홍성우.( , 2005: 412)

그런데 큰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두 개념은 상호 경,

쟁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보완적 공존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체주의 가치들이 자유주의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완으“

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구트만 이와 같은 맥락의 지적은 년.”( , 1993:81) 1990

대 이후 국내 여러 학계 철학 사회학 법학 교육철학 행정학 언론학 등 의 주요( , , , , , )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서도 언급되었고 여러 연구자들의 결론은 대체로 이 양자의

상호 보완적 역할과 관계의 필요성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유주의자들의 주장에도 공동체적 가치관의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고 공동체주의자,

들의 주장에도 개인적 자유와 선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체주의는 개.

인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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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는 단지 극단적인 개인화가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는 자유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할 뿐이지 개인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진우.( ,

1999:48)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기적 개인주의를 공동체주의가 권위적 전체주의를 각각,

지양한다면 양자가 우선시하려는 가치들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현되어야, “

하는 것들 신동룡 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체주의자들의 견해를”( , 2010: 38) .

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비판적 조언으로 봄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점을 고루 수용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셀즈닉 임마‘ ’( ,

누엘 골딩 또는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스프래겐스 리안 갤스턴 등 가 대두되, ) ‘ ’( , , )

었다 여기에 속한 이론가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을 중요하게 받.

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원래 자유주의에는 공동체적 덕,

성과 공동선에 관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나 세기에 들어와서 그러20

한 요소들이 소홀히 취급되면서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었다고 잘못 이

해해서 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중간적 입장.

의 이론가들은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개선과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박종훈.”( , 1998: 226)

그런데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는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함께 공공적 목표를 추‘ ’

구하기 위해서 국가적 규모의 정치적 공동체를 반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공,

동선을 향한 도덕적 공동체를 추구하며 특수적지역적 공동체들을 바람직하게 육·

성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와 자유주의적 공. ‘ ’ ‘

동체주의 는 상호 호환 가능한 개념은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양자는 결과적으로’ . “

동가적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나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옳음과 좋음 정의와 덕, ‘ ’, ‘ ’

등의 우선성 문제 인간관의 설정문제 등 여러 중요한 논쟁적 문제가 남아 홍성, ”(

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시대 현실에서는 자유주의적, 2005: 409) .

공동체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본 지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오늘날의 도덕적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보다 자유주, ·

의적 공동체주의의 이념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

나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오늘날의 도덕적 무질서와

함께 사회정치적으로 보편주의라는 이름 아래 획일성을 강요하는 새로운·

전체주의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의 이념이 보다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종훈.( , 199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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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이든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이든지 간에 최종‘ ’ ‘ ’

적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적합한 소통하는 인간다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

핵심이라 할 수 있다.

III.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개인주의 대 공동선의 가,

치관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황경식 참조 공동체의 연대( , 2006:45 ), “

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손철성 모색이 필”( , 2007:17)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 ‘ ’ ‘

의 의 이론적 접근이 보여주듯이’ ,

현대 공동체주의는 단순히 공동체적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

히려 자유주의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유주의적 가치는 오.

직 공동체적 도덕질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현대 공동체주의는 자유로운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

대 자유주의는 단순히 소유적 이기적 존재로 상정하지 않으며 공정성에 입, ,

각하여 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유지되는 공동체 자체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로 다룬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자유주.

의라고 볼 수 있다 양자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각자의 단점.

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신동룡.( , 2010: 65)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단순히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

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수정보완이론으로 생각될 수 있다 김남준 이, · .”( , 2007: 129)

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연대 상호작용은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과 불평, ,

등 해소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학문적 흐름은 두 이론을 서로.

대립시키고 어느 한쪽의 우선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변증법적으로 수용하여 소통하

고 상호보완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 점에서 하버마스가 지적한 의사소통의 합· .

리성은 결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념적 대립과 특징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종합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이 합리성은 상호주관적 역을 지향함으. “

로써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자아관을 극복 김우미 하여 진정으로 서”( , 2009: 47)

로 소통하는 인간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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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Individual and Community: Equality of Dialogue and

Relativity of Individuation

개인과 공동체 대화의 평등성과 개체화의 상대성:

홍성기 아주대학교

HONG, SungKi Ajou University

Abstract

Justification of individualism is relatively easy. This is because the subject that
is involved in the context of justifying is the individual itself. In order to
understand this concept, we must allow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open
debate. In other words, the equity of the dialogue must be presupposed. The equity
of the dialogue is equivalent to the freedom of thought that J.S. Mill had once
attempted in On Liberty . Furthermore, the freedom of thought is the basis of all「 」

civil rights and democracy can also be derived from it. If you admit that there is
no individualism that does not include civil right, it is agreeable to say that the
justification of freedom of thought is considered as a justification of individualism.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justification of individualism, that of communitarianism
is actually impossible to derive from the context of justification. The community
itself does not participate in the context of justifying as the subject. Therefore, in
reality, ‘sense of community’ appears in the form of solicitude. To justify this form
of solicitude, one should recognize that the sense of community consistently
upholds the meaning of the individual. It is inevitable to identify the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for the justification of
communitarianism. As a result, both existences of individual and community may
all come from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In other words, any form of individualized
subjects such as individual, community, local society and nation are all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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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through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by human beings. So, community
and individual are relatively juxtaposed concept as well. This point of view of
eastern philosophy tells that the root of human habitual individuation process is
one’s desire and thus it is very difficult to free the individuals and community
from their desire or delusion of the worst case.

문제 제기1.

개인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실현하거나 욕망의 충족을 집단이나

국가 등 공동체의 이해보다 더 가치있다고 보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여성 개인들.

의 꿈이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에 의해 억압될 경우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관점에,

서는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가치 평가라.

는 점에서 개인주의도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개인주의.

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개인의 가치가 공동체보다

우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본래 개인으로 태어났으며 자신의. ‘ ,

삶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체를 결성하 다 고 보는 것이다 그’ .

러나 이런 주장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나와 타자 간의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줄어들며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으로 개인의 존재를 전제하지

만특정 공동체에 소속 여부 혹은 공동체 소속 자체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본다면1)

개인이 공동체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

을 포함하여 시공 에 연장된 개체 의 도입 즉 개체화 가( ) ( ) , (Individuation)時空 個體

갖는 개념적 철학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간의 존재론적 우선순위가 그,

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 설정은 오래된 문제이지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적지 않

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를 악용한 대표적인 경우가 세기의 그리고 아직. 20 ,

도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란 개인의 삶.

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생명은 속적이라는 주장으로 개인의 자유를 탄압,

하 지만 그 저변에는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가치 추구의 경향을 이

용하 다고 볼 수 있다.

1) 여기서 공동체란 단순히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종의 조직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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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의 욕망 추구의 누적된 결과인 환경파괴 및 불평등 욕망의 실현과 삶,

의 의미를 동일시하여 일어나는 경쟁 과열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피로사회의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신. 1980

자유주의가 모든 국가에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년 년 미국과 유럽, 2007 -2009

에서 발생한 금융 및 재정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의 종말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증

가하고 있다.2)

개인주의의 정당화2.

가 평등한 대화와 사상의 자유.

공동체의 질서보다 개인의 욕망 실현이 더 가치있다 는 언명의 의미는 모호하‘ ’

다 개인의 어떤 욕망이 공동체의 어떤 질서보다 가치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

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 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욕망 추구와. ‘ ’

관련이 있지만 공동체는 이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또 동성애와 같이 역사적,

으로 범죄의 역에 속했던 개인의 욕망 추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허용되었다.

이때 시대의 변화란 종족보존이라는 신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일종의 정신질환‘

으로 간주되었던 동성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속할

뿐 이라는 관점이 수많은 논쟁에서 관철되었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허용되었던 개’ .

인의 욕망 추구를 범죄시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프랑스의 일부 해안도.

시의 시장들은 무슬림 여성들의 수 복인 부르키니 의 착용을 금지하 고(Burkini) ,

인권단체의 제소에 의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확인된 위험‘

이 없는 한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공동체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의 역에 무엇이 속하는 지를 구

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개인주의의 내용적 정당화에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 개.

인과 공동체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실제로 필요하지만 허용이나 금지의 완벽, ,

한 목록의 작성은 새로운 행위의 등장가능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

2) Wolfgang Streeck, “Wie wird der Kapitalismus enden? Teil I, II”, 2015, <http://www.mpifg.de/

aktuelles/forschung%5Cdiskussion%5Cdoks%5C15-03-22_Streeck_Blaetter_orig.pdf>,

<http://www.mpifg.de/aktuelles/forschung%5Cdiskussion%5Cdoks%5C15-04-01_Streeck_Blaetter_

ori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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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더 중요한 점은 그 결정방법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평등‘

한 대화상황의 도입 이라고 규정한다 즉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 상’ . ,

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방의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이들 간의

평등한 대화를 하는 것이며 이 점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갈등의 경우에도, ,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대화 상황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설득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화에는 평등한 대화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대화에 일방적 지시나 명령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대,

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

로 평등한 대화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평등한 대화의 존재가능성이.

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평등한 대화를 통해야만 그 설득력이 보장될 수 있

다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의미 혹은 욕망의 추구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하.

는 방식이 평등한 대화라는 점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의 정당화를 바로 공동체 내‘

에서 평등한 대화의 불가피성 이라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평등한 대화’ .

상황이란 이 그의 자유론 에서 주장한 사상의 자유와 내용적으로 완전히J.S. Mill 『 』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와 함께 자유주의의 정당화 역시 공동체 내에,

서 평등한 대화의 불가피성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자유와 권리의 존재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권리 라‘ (inalienable) ’

는 말로써 그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동시에 양도할 수 없다 는 어구는 자유나 권. ‘ ’

리가 공동체와는 독립적인 절대적 나의 소유물 혹은 일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실은 대화 참가자 간의 평등 관계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모든 권리나 자유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다 수행이 없는 명령은 불가능하듯이 누군가의 의무 없이 나의 권리란 존재할. ,

수 없다 즉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생기는 관계항이고 권리가 양도될 수 없다면 의.

무도 양도될 수 없다 거꾸로 의무로부터의 해방은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

을 의미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시하는 것이 한 공동체의 성격

을 규정짓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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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적 자유는.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도 타인의 권리로 인한 의무가 부여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양도할 수. ‘

없는 권리 의 이름으로 관철될 경우 그것은 명백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 ,

과를 낳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라는 대화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이며 시.

민과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왜곡 기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
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의 하나로써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책임과는 별개로 간주하여 절대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공동체의식의 정당화3.

가 배려로서 공동체의식.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개념으로서, 待對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설정의 기초가 된다 이때 자유와 권리는 으로 주. 天賦的

어진 것으로 보든 계약으로 보든 개인의 이해관계가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인간에.

게는 이런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으며 그것이 타자에 대한 배려심이다.

배려는 타인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나의 권리도 아니며 타인의 권리 주장에 대한,

나의 의무도 아니다 이런 배려심은 미묘한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 , , , ,仁 慈悲

등의 감정과 가족유사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배려심을 갖는다는 것은 일체의.

의도나 목적 설정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 의 일화에서 나오는 의 발로는 사후에 돌이켜 볼 때,孟子 孺兒入井 惻隱之心『 』

어린 아이의 부모와 가깝게 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 ,

터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원성이 듣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다, ”

라는 부정적 기술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는 즉각적 행위에서는 의도나 목적의 부재 뿐 아니라 자신이 하려는 행,

위를 사회의 규범과 비교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나 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 ’

다 여기서는 자기 이해관계의 부재 즉 욕망의 부재가 곧 나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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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계의 비실체성.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는 경계에 대하여(Leonardo da Vinci)

묘한 해석을 하 다.3)

두 물체 사이에 놓인 어떤 물체는 그들의 접촉을 방해 하지만 물과 공기는

어떠한 매개도 없이 서로 접촉하기 때문에 공기도 물도 아닌 그러나 실체,

가 없는 공통된 경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4)

위의 수수께끼 같은 주장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다

음의 가지 상식적 언명을 전제하 다고 가정해 보자4 :

물과 공기는 직접 만난다1) .

물과 공기는 실체가 다른 물체이며 하나가 될 수 없다2) .

물과 공기가 만나는 곳 그곳이 양자의 경계다3) , .

실체가 다른 물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는 반드시 존재한다4) .

이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추론과정을 재구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만일 경계가 물이나 공기에 속한다면 경계는 양자가 만나는 곳이므로5) , ( )

물이면서 공기이다.

경계가 물이면서 공기이다 라는 의 결론부는 전제 와 모순이다6) ‘ ’ 5 2 .

따라서 경계는 물에도 공기에도 속하지 않는다7) .

경계에 실체가 있다면 물과 공기는 이 실체를 갖는 것과 또 다른 경계8) ,

에서 만나야 하며 이것은 무한히 계속된다.

물과 공기가 무한한 과정을 통해 만난다 는 의 결론부는 전제 과 모9) ‘ ’ 8 1

순이다.

따라서 경계는 물에도 공기에도 속하지 않으나 실체는 없다10) .

와 에서 공기도 물도 아닌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경계가 반드시 존11) 4 10 : ,

재하여야 한다.

일견 직관을 통한 형이상학적 혹은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주장처,

럼 보 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물과 공기의 경계에 대한 은 실은 경계의 개斷想

3) 홍성기 시간과 경계 서울에이케이디자인, ( : , 2006), pp. 43~48.『 』

4) Leonardo da Vinci, The Notebooks of da Vinci, trans. by E. MacCurdy (NewYork: George

Braziller, 1955),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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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정의에 대한 추론의 결과이다 그러나 물과 공기의 경계에 대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론의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물도. ‘

아닌 그러나 양자가 만나는 경계 이때 경계의 실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 )

주장 역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전제들과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물이 아닌 것 그곳에 물은 없다12) , .

공기가 아닌 것 그곳에 공기는 없다13) , .

물 공기 이 없는 곳에서 물 공기 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모14) ( ) ( ) ,

든 것과 어디에 있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물도 공기도 아닌 것에서 물과 공기가 만날 수는 없다15) .

전제 에서 물과 공기가 만나지 않는 곳 그것이 경계일 수는 없다16) 3 : , .

따라서 물도 공기도 아닌 양자가 만나는 경계 란 불가능하다17) ‘ ’ .

우리는 물과 공기의 경계가 물이지만 공기가 아니다 물은 아니지만 공기, ,⑴ ⑵

이다 물이면서 공기이다 물도 공기도 아니다 네 가지 어느 경우에도 물과, , ,⑶ ⑷

공기가 만나는 경계가 불가능함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계라는 개념의 모순되는 이중성 때문이다 즉 경계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만나는 곳이지 하나의 물체가 스스로와 만날 수는 없다 한편 경계란 두 물.

체가 한 곳에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경계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모순되는 요청을 안고 있기에 실재론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처럼 경계의 비실재성에 대한 인식은 과 불교철학에서 분별지. ( )老莊 分別智

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이는 개.

인 개체는 무엇인가, ?

다 개체화 과정.

에 된 개체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다 그렇기.時空 延長

때문에 나는 걸어 다닐 수 있고 비행기는 대륙을 넘어 날아간다 그러나 이런 개, .

체를 존재의 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개체가 주변세계로부터 분리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시간적으로는 이른바 시간상의.

절편 이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속이란 서로 다른(time-slice) - - .

두 시점 혹은 절편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경계와 동일한 개념이,

다 바꿔 말해 개체란 동일한 구조의 경계 혹은 연속성을 놓고 공간적으로는 분리. ,

하고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런 논리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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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실재론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개체의 도입을 간략하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물을 구별하기 위

해서는 사과 배 산 물 등과 같은 사물유형 의 도입이 필요하‘ ’, ‘ ’, ‘ ’, ‘ ’ (objectscheme)

다 이때 사물유형은 아직 개체로 인식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사물유형을 형성하. .

고 기억하는 것은 움직이는 동물의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식장치이지만 그렇다고 사물 유형이 본질적 속성에 의해 도입되는 것도,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이점은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이라는 개념과도 접하.

게 관계되지만 불교의 에서는 이런 저런 사물을 언어의 도움을 받아 대략, 唯識論

모아 사물유형 즉 을 형성하 다고 본다 인간이나 동물은 기억에 저( ) , .遍計所執 相

장된 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동시에 사물은 기억에 저장된 을 변화시킨다, .相 相

( )薰習

이처럼 사물 유형의 도입을 통해 주변 세계를 분할하지만 내가 존재한다 는, ‘ ’ 我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동일시하는相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과정은 현재의 나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감각적 쾌.

감 혹은 불쾌감을 미래에 반복하거나 피하려는 집착적 정서 즉 에 의해서 이, 貪瞋․
루어진다 바로 의 썩은 물 에 대한 이야기에서 의 도입이 기억과 접한. ‘ ’元曉 我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어젯밤에 모르고 마신 썩은 물에 대해서는 아무

런 문제도 없었지만 오늘 아침 해골 속의 썩은 물을 보자 지금 마시고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통해 어제의 나 와 지금의 나 를 동일시하면서 한 것이, ‘ ’ ‘ ’ 吐

다 는 날카롭게 이런 기억에 의한 과거와 현재의 동일시가 바로 나라는 존재. 元曉

를 만들어 냄을 깨달은 것이다.

집착적 정서가 개체화의 바탕임은 불교의 의 후반부에서 ‘ - - - ’十二緣起 受 愛 取 有

로 기술되고 있다 여기서 이후에 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란 개체. 有 生老死 有․
의 도입 혹은 개체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내가 시공에 연장된 개체 쉽. ,

게 표현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는 생각은 사물 세계 역시 개체화한다‘ ’ .

동양사상에서 나의 존재의 부정 혹은 세계를 하나로 보는 것( , ) (忘我 無我 世界一

5) 년 가 쓴 년 송대의 년 의 에 조금씩 이야기가961 , 988 , 1107延壽 宗鏡錄 宋高僧傳 德興禪師 林間錄『 』 『 』 『 』

다르게 전개된다 에는 다른 두 문헌 속의 해골 속의 시체 썩은 물 이 무덤 속의 하룻. ‘ [ ] ’ ‘宋高僧傳『 』

밤 으로 대치되었지만 이야기의 전체 구조와 결과는 동일하다 원효는’ , . “三界唯心 萬法唯識 心生則 種種

이라는 을 남겼다” .法生 心滅則 種種法滅 悟道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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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의식과 정서가 존재론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이런) ,花

집착 탐욕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예의 하나, .

가 앞에서 언급한 의 의 일화임은 명백하다.孟子 孺兒入井『 』

거꾸로 욕망은 개인으로서 인간의 조건이다 즉 인간이 욕망을 갖기 보다는 욕.

망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욕망은 동서를 막론하고 부정시되며 이. ,

점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수많은 논거가 제시되어왔다 욕망은 끝이 없고 따라.

서 욕망의 충족 역시 끝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점 욕망이란 결핍의 상태로서 인간,

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불교에서 의 어원인 가. ‘ ’ ‘nirvana’涅槃

욕망의 불이 꺼짐 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인간고통의 근원이 지나친 욕망에 있‘ ’

음은 분명하다.

세기 의 필요성4. 21 , (holistic turn)全一論的 轉回

가 개체화의 상대성.

욕망과 존재의 불가분성이나 욕망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

다 그러나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써 간주하는 자유가 일반적으로 욕망 실현에 장애가 없는‘

상태 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욕망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가장’ .

큰 욕망 중의 하나라는 점 욕망을 벗어난 의 강요가 곧바로 폭력화되었음을, 理想

인류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자가 에서 을 언급한. ‘ ’論語 欲而不貪『 』

것은 단순한 현실주의적 관점 이상을 말한다.

중요한 점은 개인 혹은 개체화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세계,

전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의 역을 신축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이냐 공동체이냐 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 ‘ ’

다 양자 모두 개체화의 특수한 예들일 뿐이다. .

나 개체화의 신축적 적용.

세계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 개별국가와 세계공동체에 필요한 것,

은 지구촌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능력 즉 일종의 시각이다 인터넷은 사.全一論的



579

실상 체제의 개입이 어려운 무정부상황이 되어 개인들의 의견 감정이 제한 없이,

분출될 수 있고 이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집단무,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확인 보다는 정서가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정치에서도 포퓰리즘이 전세계적으로 득세하면서 개인이건 개별국가이건 공,

동체의식보다 자기 이해의 강조가 극대화되고 있다 유럽에서 난민문제에 따른 극.

우 정당의 발호 사실 왜곡에 의한 국의 브렉시트 통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

후보의 인종주의와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열광은 세계화될수록 이기

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의 경제질서를 형성한 신자유1980

주의에 대한 비판이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지난 년간 산업혁명, 30

이후 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부의 불평등과 성차별을 줄 다는200 6) 사실을 알

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점은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의 개발도상국가. , , ,

의 경제 발전 특히 이 기간 중에 중국에서만 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 6

었다는 사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의 이동은 어떤 종교 어떤 사. ,

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이룩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은 증가하 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아마도.

불균형 개발전략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쇄락과 에 속하는 슈퍼부자, 1%

들에게 부가 집중한 결과이다 전자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후자의. ,

경우에는 개별국가의 정책실패 예를 들어 거꾸로 된 세금정책이나 공교육의 실패,

등에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욕망의 극복 자본주의 극복 이라는 이름 아래. ‘ ’, ‘ ’

선진국이 제기하는 신자유주의 비판 보호무역주의나 신고립주의 경향은 결코 국,

가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선진국은 국내의 불평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욕망의 추구를 전반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회를 계속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확대로서 개별국가와 세계공동체가 세기에 나아가야21

할 방향이다.

6) Branko Milanovic, “Why the Global 1% and the Asian Middle Class Have Gained the Most

from Global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hbr.or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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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of Conscience and Conscience-Seon Rhetoric

양심철학과 양심선 수사( )禪

전성기 고려대학교

JON, Sung-Gi Korea University

Abstract

Rhetoric is another, older name for communication. The five types of rhetoric
Foss and Foss (2003) mentions are thus modes of communication. "Particle rhetoric"
such as the rhetoric of conquest or change has nearly become the default mode of
speech in modern use. This biased practice must now change. The rhetoric of
hwajaeng (reconciling differences) in Wonhyo's philosophy is an archetypal和諍

"wave rhetoric," such as the rhetoric of goodwill, advice, and especially invitation.
Yun Hong-sik's "philosophy of conscience " allows a deeper understanding of良心

Wonhyo's philosophy, while presenting a new interpretation of hwajaeng
(reconciling differences) and the rhetoric of hwajaeng in terms of "hwajaeng seon

" (Ch.禪 chan, Jp. zen) and the rhetoric of a "seon of conscience." According to
Yun Hong-sik, the "crux of humanities throughout both East and West" is that
"conscience is the answer!" Conscience is a word first used by Mencius,良心

meaning "innate moral ability." This "conscience" is non other than the true self,
the one mind, and nirvana; it is a fundamental nature that exists outside of religion,
culture, or institutions. Mencius spoke of the four beginning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Yun Hong-sik adds reverence and faith敬 信

to fill the list . Yun's syncretic translative humanities interpretation敬仁義禮智信 is
that these six moral values of Confucianism is not in fact different from the six
pāramitās (perfections) of Mahāyāna Buddhism: charity, morality, forbearance,
effort, meditation and wisdom. The "Seon of conscience" is a Seon where
"conscience spreads out" and "the true self is revealed," while its linguist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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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hetoric is a "wave rhetoric" based on "conscience-Seon thought." If the form of
linguistic communication is to be conscience-Seon-like, then the mode of thinking
needs to also be conscience-Seon-like.

The prime hwadu or keyword of Wonhyo's philosophy is "returning to the origin
of the one mind and bringing benefit to sentient beings ." Ko歸一心源 饒益衆生

Yeong-seop states that the "central keyword that pervades Wonhyo's entire
ideological system is the 'one mind' ," and that Wonhyo's "journey of life and一心

thought" manifests in the "one mind, hwajaeng, and freedom from attachment 無
." Although Yun Hong-sik borrows the language of Confucianism and Buddhism愛

by necessity, his "Philosophy of Conscience" is a modern version of Wonhyo's
philosophy, as well as a manual of practice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religion. The practice of the six pāramitās or the four beginning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that the philosophy advocates, that is, putting
the "one mind, hwajaeng, and freedom from attachment" into action, can be
interpreted as being applicable to all aspects of human life instead of Buddhist
doctrinal disputes. As the one mind is in fact conscience and the true self,
hwajaeng must accordingly be realized as a hwajaeng Seon through the awakening
of the true self. Conscience Seon is not necessarily hwajaeng Seon, but hwajaeng
Seon is in fact conscience Seon. Much effort and time must be spent in order to
roll out conscience Seon in full; but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encourages us
that one need only "awaken the true self" through "immersion," that is, "diligently
operate and manage the ego" through the six pāramitās or the four moral virtue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This kind of life is a "life that
fulfills greed in a conscientious way," and a life in which "the conscience has a
majority share in managing all aspects of life." The important matter is that
consciousness Seon becomes a "Seon of everyday life." The rhetoric of conscience
Seon is one of the central aspects of the "Seon of everyday life." Yun Hong-sik
explains that the "awakening of the true self" is not the level of "deep Seon
meditation" but rather only about a 50% awakening; yet in terms of practice even
the "latent light of the true self" alone is enough to make proper decisions.

The "Aphorisms on Consciousness" are representative questions of良心箴

respect,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1) Immersion (respect ):敬

Am I in this moment truly awake? 2) Love (humanity ): Have I understood the仁

position of others and considered their needs? 3) Righteousness ( ): Have I done義

things to others that I myself dislike? 4) Propriety ( ): Were my thoughts and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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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5) Wisdom ( ): Are my decisions and智

judgments transparent and fair, without bias? On the other hand, the questions
asked by the similar "six principles of conscience management" based on the six
pāramitās are as follows: 1) Immersion (meditation): Am I awake in this moment?
2) Sharing (charity): Have I thought of others' interests as well instead of only
pursuing my own? 3) Moderation (morality): Have I done things to others that I
disliked? 4) Acceptance (forbearance): Have I truly acknowledged and accepted the
situation of others? 5) Honesty (effort): Have I expended all effort in following the
path of conscience? 6) Discernment (wisdom): Have my decisions and judgments
been clear and unbiased? With these meta-cognitive checks of conscience, one can
fix any aspects of bias that might appear in one's personal and social
communication. Yun Hong-sik proclaims that if one examines the right or wrong
of one's decisions through the standard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one can arrive at the most reasonable and clear answer in all aspects of
life - personal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or educational. A practitioner of
conscience Seon must first be able to solve their own communication problems
through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and the six pāramitās.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aspires to lead people towards a culture of the
humanities based on conscience instead of greed. In summary, conscience-Seon is
being awake to one's thoughts, speech, and actions in order to perform the
"analysis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and introspection of
the six pāramitās. More succinctly, it is putting into practice Confucius'
"reciprocity" or Jesus' "Golden Rule." The practice of conscience-Seon is the恕

conscience philosophical practice of Wonhyo's "returning to the origin of the one
mind and bringing benefit to sentient beings ." Whether歸一心源 饒益衆生

conscience-Seon or returning to the origin to bring benefit to sentient beings, the
crux is to "improve oneself and bringing benefit to others" . "Improving自利利他

oneself" is "developing the skills of the six pāramitās," while "bringing自利

benefit to others" is "helping others to develop their true nature so they too利他

can reap its rewards." Thus the practice of conscience-Seon leads to the
materialization of the "public good" .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aims to公共善

create a society in which the practice of conscience-Seon is a trans-religious
"social standard." In our chaotic public life, we must first bring about great
changes to the method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of our society in
order to talk about "hope." More than anything, communication based on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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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toric" must be replaced by "wave rhetoric" such as the rhetoric of hwajaeng or
conscience-Seon. Various related research must also take place in order to make
such changes take place. It is my hope that conscience-Seon, with its goal of
making better, more reasonable choices in every aspect of life, blossom into a
humanities culture through the continuous practice and meta-cognitive introspection
of "humanity,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and the six pāramitās.

머리말1.

레토릭 수사 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의 예전 이름이며 다른 이름이다 포‘ ( )’ ‘ ’, ‘ ’ , .

스포스 가 말하는 수사 양식 은 소통 양식 이다 그 다섯 양식에서 정복의/ (2003) ‘ ’ ‘ ’ . , ‘

수사 나 바꿈의 수사 가 이기적 나 에 초점이 맞추어진 입자적 수사 가 선호하는’ ‘ ’ ‘ ’ ‘ ’

양식이라면 호의의 수사 조언의 수사 특히 초대의 수사 는 우리 모두 의 더, ‘ ’, ‘ ’, ‘ ’ ‘ ’ ‘

불어 살기 즉 공공의 삶 을 지향하는 파동적 수사 이다’, ‘ ’ ‘ ’ .7) 현대 사회의 수사 양

식 사용에서 입자적 수사 들은 거의 디폴트 모드 가 되어 있다 심지어 폭력적‘ ’ ‘ ’ . ‘

언어 의 사용도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러한 관행적 쏠림 현상 은 이제 바뀌어야’ . ‘ ’

한다 원효의 화쟁 수사 는 파동적 수사 의 하나의 원형이다 그동안 원효. ‘ ( ) ’ ‘ ’ .和諍

의 화쟁에 대해 다양한 글들이 쓰여졌으나 화쟁적 수사 는 아직 화쟁 연구자들의, ‘ ’

큰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홍식의 양심철학은 원효철학의 깊은 이해.

를 돕고 화쟁 과 화쟁 수사 의 화쟁선 과 양심선 수사 로의 새로운 해석, ‘ ’ ‘ ’ ‘ ( )’ ‘ ( ) ’禪 禪

을 가능하게 한다 양심선이 곧 화쟁선은 아니나 화쟁선 은 곧 양심선 이다 양. , ‘ ’ ‘ ’ . ‘

심 은 맹자에서 비롯된 말이고 맹자는 인의예지 단 을 말했는데 윤’ , ‘ ( )’ ‘4 ’ ,仁義禮智

홍식은 여기에 그 실천에 한결같음을 뜻하는 신 과 유학의 핵심 개념의 하나‘ ’( )信

인 경 즉 깨어있음 을 덧붙여 경인의예지신 덕목을 말한다 이 같은 유교‘ ( )’, ‘ ’ ‘ ’ 6 .敬

의 덕목은 대승불교의 선정6 ‘ ․ 보시 ․ 지계 ․ 인욕 ․ 반야 ․ 정진 의 바라 덕목들과’ 6

다르지 않다는 것이 윤홍식 의 회통적 번역인문학적 해석이다(2015a) .8) 양심선 수‘

사 는 이러한 회통적 양심선 사유 에 기반을 둔 파동적 수사 이다’ ‘ ’ ‘ ’ .

윤홍식 은 홑 과 보일 가 합쳐진 선 자가 시사하듯이 하나가(2016a) , ‘ ’ ‘ ’ ‘ ( )’ , ‘單 示 禪

보여야 선 이고 참나가 등장해야 선 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 이( )’ , ‘ ’ . ‘ ( )’禪 禪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매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과 하나가 되어. , ‘

7) 전성기 참고(2009, 2011) .

8) 번역인문학 에 대해서는 전성기 참고‘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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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 이다 양심선 은 양심이 펼쳐지는 선 이다 양심선 을’ ‘ ’ . ‘ ’ ‘ ’ . ‘ ’

덕목별 로 나누니 유교의 경인의예지신 도 되고 불교의 바라 도 되는 것이‘ ’ ‘ ’ , ‘6 ’

다 윤홍식 은 바라 전체가 그대로 선 이 되며 조화롭게 펼쳐지기를 기. (2016b) ‘6 ’

대한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선정선 때. ‘ ’, ․ 장소 ․ 특정 자세에 구애받는 여타 선‘

을 넘어선 바라 전체를 아우르는 바라 선 을 주장한다 진정한 대승( )’ , 6 ‘6 ’ . ‘禪

선 이라는 이 바라 선 은 참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선 이고 바라 로 닦는’ ‘6 ’ ‘ ’ , ‘6

선이자 바라 이 펼쳐지는 선 이다 바라 선 은 곧 양심선 이다 바라 이 양6 ’ . ‘6 ’ ‘ ’ . 6

심의 온전한 덕목들이기 때문이다 양심선 수사 는 인의예지 수사 바라 선. ‘ ’ ‘ ’, ‘6 ( )

수사 와 같은 말이나 대표어 로는 유불선 회통 느낌의 양심선 수사 가 적절해’ , ‘ ’ ‘ ’ ‘ ’

보인다 깨어서 즉 몰입해서 인의예지 단 또는 경인의예지 단 분석을 하고 바. , 4 ( 5 ) , 6

라 성찰을 하는 것은 모두 양심선을 하는 것이다 양심선 은 자리이타. ‘ ’ ‘ (自利利

의 선 이다 자리 는 내 바라 실력을 계발하는 것 이고 이타 는 남)’ ‘ ( )’ . ‘ ’ ‘ 6 ’ , ‘ ’ ‘他 禪

들도 그 혜택을 보도록 성계발을 돕는 것 이다 이러한 양심선 실천은 그 이타적’ .

성격으로 인해 공공선 을 지향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양심선의 언어적 실‘ ’( ) .公共善

천인 언어적 수사 는 특히 그러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삶에서 언어는 그만큼 중‘ ’ .

요하다 양심선에서 언어와 사유는 별개일 수 없다 언어의 소통 양식이 양심선. . ‘

적 이려면 사유 방식 부터 양심선적 이어야 한다’ ‘ ’ ‘ ’ .

원효철학2.

원효는 한국 학술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명 에‘ ’ . (2008)

따르면 원효철학 의 제일의 화두 는 귀일심원 요익중생 이, ‘ ’ ‘ ’ ‘ ( ) ( )’歸一心源 饒益衆生

다 즉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 ’ .

김원명 은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홍익인간 이념이 원효의 기신론 주석에(2014) ‘ ’  
보이는 홍익중생 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원효철학을 대승불교적 전통 속 에서 홍‘ ’ , ‘ ’

익인간의 지혜 전통을 실현하는 고대 한국철학적 지혜 로 받아들인다 이효걸‘ ’ .

에 의하면 귀일심원과 요익중생 은 원효가 설정한 화쟁의 목적 이다 이(2002) , ‘ ’ ‘ ’ .

목적에서 귀일심원의 다른 측면인 요익중생을 명제화시킨 것은 원효사상의 특징‘

이자 진수 라고 그는 언명한다 요익중생 그 자체가 바로 화쟁의 참된 정신이기’ . ‘

때문 이라는 것이다 화쟁사상의 두 축 이라는 이 목적을 저자는 내적인 자기회’ . ‘ ’ ‘

복과 외적인 자기 확대로서의 사회적 실천 으로 풀이한다 그는 화쟁의 실천에 대’ .

해 두 방향을 말한다 하나는 귀일심원에 중심 을 둔 지관 정혜 수행 이고 다른. ‘ ’ ‘ ( ) ’ ,



586

하나는 요익중생에 중심 을 둔 보살행 수행 이다 그는 요익중생 에 효과적인‘ ’ ‘ ’ . ‘ ’ ‘

실천 요목 으로 바라 을 기반으로 한 바라 을 언급하는데 화쟁의 실천과’ ‘6 10 ’ ,

관련하여 바라 이 언급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6 .

박태원 은 화쟁의 대상을 불교 이론에 관한 쟁론들 로 화쟁은 진리 추구(2011) ‘ ’ , ‘

와 구현을 장애하는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쟁론들 부적절하거나 해악적인 쟁론,

들을 진실 소통의 논쟁으로 수습하려는 노력 으로 기술한다 조수동 에 의하’ . (2009)

면 화쟁 은 화쟁회통 의 줄인 말로 논쟁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뿐만 아, ‘ ’ ‘ ( )’ , ‘和諍會通

니라 각기 다른 학설의 이쟁 을 화해 조화시켜 붓다의 진의를 찾는 다는 의미( ) ’異諍

도 갖는다 고 섭 은 원효의 전 사상체계를 아우르는 핵심술어 는 일심. (2010) ‘ ’ ‘ (一

이고 원효의 삶과 생각의 역정 은 일심)’ , ‘ ’ ‘心 ․ 화쟁 ․ 무애 로 나타난다고 평술한다’ .

그에 의하면 이러한 세 축은 우리 불학자 인간학자 들이 배우고 물어야 할 불학, ‘ ( )

하기의 한 전형 이다 박범철 도 원효 사상의 근본을 일심으로 이해한다 원’ . (2009) .

효는 일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 고 궁극적인 목적도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삼았다 고 한다 김원명 역시 화쟁이 일심에서 전개된다’ . (2008) ‘ ’

고 기술한다 박태원 은 원효 사상이 보여주는 통섭 기능 이 일심을 그 원천. (2011) ‘ ’ ‘

으로 하고 있 음을 지적하면서 이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 가 각’ , ‘ ’ ‘

사상 인데 이것이 종래의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 음에 주목한다 여기서 종합( ) ’ , ‘ ’ .覺

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쟁의 다양한 현대적 활용에서 일심 ․ 무애와의
관계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눈에 띈다는 것이다.

원효의 언어에 대한 견해는 이언견언 즉 언어로써 언어를 버리는‘ ( )’, ‘以言遣言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 섭 은 원효의 화 쟁 회 통 의 방법도 바로 언어’ . (2010) ‘ ( ) ( )

에 대한 이러한 그의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고 지적한다 화쟁의 구체적 방식에 대’ .

해 박태원 은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되어 화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2011) ‘

형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지만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지닌 화쟁의 일반 원리’ , ‘ ’

는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러한 화쟁의 보편 원리들 로 제시하는 것들은 인. ‘ ’ 1)

간의 진리탐구적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라 각 주장들의 일리 를 포, 2) ( )一理

착변별하여 포섭하라 화쟁의 언어관을 수립하라 모든 쟁론적 인식 토대에/ , 3) , 4)

서 해방되는 마음의 경지를 확보하라 이 네 가지이다 화쟁적 수사 에서도 충분, . ‘ ’

히 고려되어야 할 이들은 언어적 다툼을 치유 하는 화쟁 실현의 일반적 조건들이‘ ’

고 인간사의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높은 수, ‘ ’ ‘

준의 원리들 인데 일심 을 뜻하는 네 번째 원리가 실질적 제 원리이다 오늘의 화’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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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활용 사례들에서 일심의 구체적 역할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런 식의 화쟁 활용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긴 하나 원효의 화쟁과 거리가 있음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박태원 은 자아와 견해를 불변의 실체 혹은 불변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마(2011) ‘

음을 유지하는 한 견해들 상호간의 적대적 다툼은 불가피하다 고 지적한다 비록, ’ . ‘

타자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 이성적 자기 제어와 절제 토론 경험의 축적에서 생, ,

겨나는 세련된 자제 능력 교육을 통해 훈련받은 타자 배려의 태도 등이 이 쟁론적,

적대성과 투쟁성을 견제 내지 완화시켜 주고 있기는 하지만 불변의 실체 관념에,

지배되는 한 이 배타적 적대성과 투쟁성은 언제든지 솟구쳐 나올 기회를 기다리는

위험한 잠재 성향으로 잠복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이러한 배타적 쟁론 의’ . , ‘ ’

인식적 기반을 방치한 채 시도되는 화쟁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의‘ ’.

네 원리 도 화쟁의 필요조건 이긴 하나 충분조건 은 아니다 이 조건들은 단지‘ ’ ‘ ’ , ‘ ’ .

쟁론 주체들이 확보해야 할 내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화쟁의 인간학적 조건‘

들 이다 모든 언어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한 없이 견해를 펼치고 상생적’ . ‘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위한 환경적제도적 조건들의 모색과 구현, / ’

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화쟁의 사회적 조건들 임을 저자는 아울러 지적한다 저자‘ ’ .

는 화쟁이 근원적이고도 자연스럽게 가능 할 수 있는 관건은 실체 관념이라는 환‘ ’ ‘

각에서 해방되는 것 이라며 불교가 이와 관련하여 일러주는 두 유형의 노력과 성’ , ‘

취의 길 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이지 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선 의 길 이’ . ‘ ( ) , ( ) ’理智 禪

다 저자는 일심 을 이 두 길 모두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룰 때 구현되는 마음 수. ‘ ’ ‘

준 으로 이해한다’ .

원효의 화쟁과 관련하여 무애 는 일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잦지 않은데‘ ’ ,

고 섭 은 다소 예외적이다 그는 원효의 무애의 실천 을 일체의 굴레에서(2010) . ‘ ’ ‘

벗어난 해탈한 자의 소박한 모습 으로 무애 를 자신을 한없이 낮추 는 것으로 묘’ , ‘ ’ ‘ ’

사한다 원효의 덕상 은 바로 이 낮춤의 미학 이고 보살의 미학 역시 바로. ‘ ( ) ’ , ‘德相

이 낮춤의 미학 이라는 것이다 원효는 스스로 복성거사 라고 칭했는데 이는 아’ . ‘ ’ , ‘

랫것 중의 아랫것 이라는 뜻이다 박상주 는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 (2002) ‘

마음을 비우는 태도 를 원효 일심수행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귀결점 으로 간주한’ ‘ ’

다 무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기술로는 고 섭 이 원효의 무애 를 일심과. (2010) ‘ ’ ‘

화쟁의 실천적 모습이자 원효의 삶이 필연적으로 나아갈 귀결점 이라고 한 것 화’ , ‘

쟁은 일심의 실현 방법이며 무애는 일심을 지닌 삶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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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특히 무애와 자재 를 화회에 의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귀, ‘ ’ ‘ (

일심원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요익중생 보살행의 핵심 코드 라고 한) ( ) ’

것 등을 들 수 있다 김태오. ․ 김병희 도 원효의 무애행 을 자리이타의 대승(2004) ‘ ’ ‘

적 보살행이며 올바른 계율관에 토대한 것 으로 기술한다 박범철 은 원효의’ . (2009) ‘

무애행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깨친 이의 자유로운 행적으로 볼 수 있지만’ ‘ ,

대중을 상대로 한 교화라는 점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현하는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기술들에서 핵심을 추리면 무애는 낮춤’ . , ‘

의 미학 이며 자리이타의 보살행 이라는 것이다 화쟁적 수사와 양심선 수사의 실’ ‘ ’ .

천에서도 무애의 이러한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철학3.

윤홍식은 동서양 고전에 담긴 양심철학 을 저서들과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리‘ ’

고 있는 젊은 철학자이다.9) 그는 양심철학 을 통해 유불선 과 기독교 등‘ ’ , ( )儒佛仙

의 종교들 동서양 철학들을 비롯한 다양한 고전들에서 자명한 것들 을 추려내어, ‘ ’

모두 회통 시키는 야심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홍식 은 인문학의 고전‘ ’ . (2015a)

들을 연구해 보면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의 가지 가, ‘ 6 ’① ② ③ ④ ⑤ ⑥

양심의 원칙‘ ․ 기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양심 은 윤홍식 에’ . ‘ ’ , (2013a)

의하면 맹자가 처음 쓴 말로 선천적인 도덕능력 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 ‘ ’ . ,

심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공감능력 정의감 겸손함 시비판‘ ( ), ( ), ( ),仁 義 禮

단능력 을 의미 한다 윤홍식 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명령이야( ) ’ . (2015b) ‘智

말로 인류의 모든 문화를 지도하는 이념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적 진, ,

리 라고 천명한다 그런 양심의 명령 은 요약하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기를 원’ . ‘ ’ , ‘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며 사랑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상대( ),

방에게 가하지 말라는 것 정의 이다 예수의 황금률 과 공자의 서 를 뜻하는’( ) . ‘ ’ ‘ ’( )恕

이러한 양심 은 종교‘ ’ ․ 문화 ․ 제도를 넘어서 있는 본체 로서의 양심이고 이는 곧‘ ’ ,

참나 이다‘ ’ .

이 참나 를 윤홍식 은 지눌의 수심결 에서처럼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 ’ (2007) , , ‘ 
스러운 앎의 자리 즉 공적 지 로 묘사한다 공적 은 참나의 본체 에’, ‘ ( )’ . ‘ ’ ‘ ’空寂靈知

해당하고 지 는 참나의 작용 에 해당한다 이러한 참나 는 원효철학의 토대인, ‘ ’ ‘ ’ . ‘ ’

9) 윤홍식 에 따르면 여개가 되는 그의 유튜브 인문학 강의 조회수는 만이 넘는다고 한다(2016c) , 1,500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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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 과 다르지 않다 일심이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양심임을 윤홍식은 그의 원‘ ’ . ,

효 관련 강의들을 비롯한 여러 유튜브 강의에서 강조한다 이 참나는 곧 열반 이. ‘ ’

기도 하다 윤홍식 은 무아 를 이유로 그 토대가 되는 불변의 실체. (2016d) ‘ ( )’ ‘無我

참나 열반 를 부정하는 견해 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오온 은 무아 지만 열( , ) ’ . ‘ ( )’ ‘ ’五蘊

반은 무아 가 아니며 무아 를 넘어선 순수의식인 열반 이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 , ‘ ’ ‘ ’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윤홍식 은 양심에서 본체 와 작용 을 구분하면서. (2013d) ‘ ’ ‘ ’ ,

본래 순수한 마음 으로서의 참나의 양심 과 현상계에서 참나의 뜻을 지지해서 참‘ ’ ‘ ’

나와 공명하는 마음으로서의 양심 을 구별한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양심이라고‘ ’ . ‘

배운 에고가 생각하는 양심 은 또다른 양심 이다 윤홍식의 양심철학 은 참나’, ‘ ’ ‘ ’ . ‘ ’ ‘ ’

로서의 양심 을 기반으로 유교의 경인의예지 단 특히 대승불교의 바라 을‘ ’ , ‘ ’ 5 , 6

모든 생각 ․ 말 ․ 행위의 수행 지침으로 삼는다 이러한 양심철학은 원효철학의 하나.

의 훌륭한 현대적 버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윤홍식 에 의하면 동서양을 통틀어 인문학의 핵심 은 양심이 답이다 라(2015a) , ‘ ’ ‘ !’

는 것이다 이 양심의 덕목 을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인의예지신 단과 경. ‘ ’ ‘ ’ 5 ‘ ( )’,敬

즉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이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 ,① ② ③ ④ ⑤ ⑥

보시‘ ․ 지계 ․ 인욕 ․ 반야 ․ 정진 ․ 선정 의 바라 이다 그에 의하면 불교의 보’ ‘6 ’ . , ‘①

시바라 은 유교의 사랑 법이나 규칙 등 지킬 것을 지키는 지계바라’ ‘ ( )’, ‘ ’仁 ②

은 정의 남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욕바라 은 예절 쉼‘ ( )’, ‘ ’ ‘ ( )’,義 禮③ ④

없이 노력하는 정진바라 은 성실 선악‘ ’ ‘ ( )’,信 ⑤ ․ 시비 판단을 잘하는 지혜인 반‘

야바라 은 지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선정바라 은 몰입 에’ ‘ ( )’, ‘ ’ ‘ ( )’智 敬⑥

각각 해당된다 이 여섯 덕목 안에 논어의 핵심 인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 ’ ‘

하지 마라 라는 서 의 가르침과 성경의 핵심 인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 ‘ ( )’ ‘ ’ ‘恕

저 남을 대접하라 는 황금률 의 가르침도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저자는 설!’ ‘ ’

명한다 윤홍식 은 예수님께 배우는 단과 바라 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2015g) ‘ 4 6 ’ .

정확한 앎 의 조건이라는 체험 개념 덕분에 그러한 회통적 번역인문학적 해석과‘ ’ ‘ + ’

설명들이 가능한 것이다.

윤홍식 에 따르면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철하고 명확한 체험 직관(2007) , ‘ ( )’

과 올바른 개념의 정립 이 잘 결합되어야 한다 윤홍식 은 이 둘을 현상계절‘ ’ . (2007) /

대계의 구분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지혜 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 ’ , ‘ ⓵
상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절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체, ⓶
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홍식 은 복잡한 것을 자명하게 정리해낼 수 있’ . (20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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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지혜가 늘어난다고 말한다 이처럼 지식 을 체험을 통해 지혜 로 키워나가. ‘ ’ ‘ ’

는 것이 양심철학이 말하는 참된 공부 이다 대승적인 양심철학 관점에서 대승의‘ ’ . ‘

극치 는 유교이다 승속이 아예 없고 카르마 경 을 중시하고 극락도 내세도 없’ . ‘ , ,

이 현세에서 양심을 구현해서 선한 업을 짓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가정도 나라,

도 양심으로 구현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 이다 그래서 그는 유마거사를 전형적인’ . ‘

군자 선비 로 꼽기도 하지만 윤홍식 의 관점에서는 선비가 진짜 대승보살, ’ , (2016h) ‘ ’

이다 물론 유교에서 이론과 실제의 격차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중용 의 가지 방법인 학문사변행 즉 널리 배우고 세 하게 질5 ‘ ’, ( ),博學① ② 
문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독실하( ), ( ), ( ),審問 愼思 明辯③ ④ ⑤

게 행동하는 것 은 학문연구법 이기도 하지만 윤홍식 에 따르면 몰입( ) ‘ ’ , (2014a) ,篤行

사고법이기도 하고 대상에 대한 참다운 지혜 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다 저자는, ‘ ’ .

이를 단계 연구법 으로 명명하고 정보의 수집 정보의 정확성 검토‘5 ’ , ‘ , ,① ② ③

정보의 체계적 정리 결론의 도출 실전에 적용 의 과정으로 기술한다 이, , ’ . ‘5④ ⑤

단계 연구법 은 윤홍식 에 의하면 또한 에고의 양심계발법 이기도 하다’ , (2015b) , ‘ ’ .

그는 모두에게 이로운 최선의 답안인 선 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 ) ,善

답을 찾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 하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무엇보’ . ‘

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모아야 한다, ’①

박학 정보의 수집 그리고 습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나 스스로에게( , ). ‘ ②

치 한 질문을 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문 정보의 정확성 검’ ( ,

토 다음에는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을 거듭하여 자명한 정보들을 모아서 모두). ‘ ③

에게 이로운 선한 답을 모색해야 하며 신사 정보의 체계적 정리 양심상 너무( , ), ④

자명하여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선한 답 을 확정 짓는다 명변 결론의< > ’ ( ,

도출 그런 후에 실제 일에 나아가서 그 답안을 굳건하게 실천해 본다 독행). ‘ ’ ( ,⑤

실전에 적용 특히 저자는 실천을 한 뒤에도 반드시 양심의 반응을 관찰 하라고). ‘ ’

조언한다 양심이 자명하고 뿌듯해 하는 지 찜찜하고 불편해하는지 살펴보 라는. ‘ , ’

것이다 만약 실천을 통하여 자신이 내린 답안에 찜찜한 부분이 드러나면 곧장. ‘ ,

잘못을 저지른 과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 ‘

선악을 명확히 판별하는 지혜 가 계발되며 선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확고 해지는< > , ’

것이다.

윤홍식 은 단계 연구법 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2014a) , ‘5 ’ , ‘ ① ․ ②
단계와는 달리, ③ ․ 단계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개가 중요 하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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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것 에는 판단 보류하기 몰입에 용이하게 분할하기‘ ’ ‘ , ,① ②

자명한 것부터 개념을 정립하기 자명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시 조합하기, ’③ ④

라는 단계 사고규칙 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단계 연구법 의 과정은 실‘4 ’ . ‘5 ’ 5

제로는 개념 을 정확히 세우는 과정과 실제로 체험 을 해보는 과정 이‘ ’ ‘ ’ , ‘2① ②

개의 과정 일뿐이라고 말한다 이 두 과정을 통해 참다운 지혜 가 얻어진다는 것’ . ‘ ’

이다 그는 단계 연구법 의 본질은 개념 체험 지혜 의 박자 사. ‘5 ’ ‘ ’ ‘3① → ② → ③

고 라고 말한다 우리가 뭔가 정확히 안다는 것 은 이렇게 개념과 체험이 결합되’ . ‘ ’ ‘

는 것 이다 또 다른 박자 사고 는 양 음 합 의 변증법적인 사고’ . ‘3 ’ ‘ ’ ‘ ’① → ② → ③

이다 저자는 창조적 사고 는 몰입 과 박자 사고 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인간관. ‘ ’ ‘ ’ ‘3 ’ .

계에서 남의 입장 과 내 입장 을 충돌시켜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실감나게‘ ’ ‘ ’ ‘

이해해보는 역지사지 도 이러한 박자 사고 의 하나이다 저자는 올바른 역지사’ ‘3 ’ . ‘

지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호하게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 ‘ !’ .

렇게 마음을 초기화 시켜 나와 상대방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이‘ ’ ‘

고 공정한 결론 을 내리자는 것이다’ .

다양한 고전들과 철학들 중에서도 설명의 필요상 대개 유교 특히 대승불교를,

빌려 그 내용을 설명하지만 윤홍식의 양심철학 은 실은 종교의 틀을 벗어나는 철, ‘ ’

학적 사유이며 실천 지침이다 윤홍식 은 종교로서의 불교는 하나의 방편. (2015f) ‘ ’

이고 그것도 하나의 묵은 방편 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틀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 ‘ ’ .

는 것이다 그의 양심철학은 합리적 접근과 양심의 자명함을 지향한다 윤홍식. .

은 동양철학의 핵심적 가르침이라는 서경 의 자 요결 즉 인심유위(2016e) ‘16 ’, ‘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10)을 양심철학의 심법 으로 제시한다 윤홍식‘ ( )’ .心法

에 의하면 양심을 계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중심을 잘 잡자 는 것이야말(2015b) , ‘ !’

로 동방 고대문화 정수 이다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 ’ . ‘ ’ ‘

진 것 으로 그는 추정한다 소승철학은 탐진치 즉 탐욕’ . ‘ ’, ‘ ․ 노여움 ․ 어리석음 의’

삼독 을 버리라고 가르치지만 대승적인 양심철학은 탐진치 를 오히려 삶‘ ( )’ , ‘ ’ ‘三毒

의 원동력 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양심의 바라 의 공덕으로 에고의 탐진치’ . 6 ‘ ’

와 카르마를 잘 경 하고 관리해가면서 남들도 그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불교, .

식으로 말하면 깨어서 자리이타 의 보살행 을 하는 것이다 온전한 보살도는 에, ‘ ’ ‘ ’ .

고가 참나에 안주한 이른바 확철대오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그전에도 참나 각‘ ’ , ‘

성 만 되면 보살도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심철학의 관점이다’ .

10)윤홍식 은 을 인심 욕심은 위태롭고 도심(2016e) ‘ ’ ‘ ( , ) , (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人心 道心

양심은 미미하니 오로지 정밀하고 오로지 한결같이 하면 중 최선을 잡을 수 있다 로 풀이한다) ( , )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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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철학의 양심철학적 이해4.

일심이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양심 이라는 원효의 일심 에 대한 윤홍식의 양‘ , ’ , ‘ ’

심철학적 해석은 원효철학의 실천적 이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원효사.

상의 세 축이라는 일심‘ ․ 화쟁 ․ 무애 를 선적 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양심’ ‘ ( )’ .禪的

철학 관점에서 일심 즉 참나와 불가분인 원효의 화쟁 은 원리적으로 화쟁선 이, ‘ ’ ‘ ’

다 사실 참나 각성 이 안 되면 참나의 양심 보다 에고의 욕심 이 커지고 화쟁은. ‘ ’ , ‘ ’ ‘ ’

일심과 멀어져 온전한 화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양심선이 곧 화쟁선 은 아니나, . ‘ ’ ,

화쟁선은 곧 양심선이다 다만 일심과 불가분인 원효의 화쟁에서는 명시적인 언급. ,

은 없어도 에고가 참나에 안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화쟁선이, ,

나 양심선의 일반적 실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참. ‘

나 각성 이 일시적이어도 양심선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심철학의 입장이고’ ,

이는 양심선의 광범위한 실천과 보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양심선.

실천을 위해 참나 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몰입사고 이다 몰입사고를 해야‘ ’ ‘ ’ . ‘

단 바라 분석이 가능 하고 자명한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 이다 참4 6 ’ , ‘ ’ . ‘

나 각성 과 몰입사고 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불가의 전통적 정혜쌍수 에 대’ ‘ ’ ‘ ’

한 양심철학적 해석이다.

윤홍식 에 의하면 원효가 말하는 삼매 도 에고가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2009) , ‘ ’ ‘ ’

이다 에고는 참나와 하나가 될 때 초연해지고 평온해지며 광명해진다 비유적으. ‘ , ’.

로 말하면 차가운 쇠공과 같은 에고도 참나와 하나로 공명하게 되면 얼마든지 뜨, ‘

겁게 타오를 수 있 다 이것이 삼매 이다 삼매 는 즉 몰입 이고 몰입할 때만 우’ . ‘ ’ . ‘ ’ ‘ ’ , ‘

리는 참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윤홍식 은 원효를 인용하며 대상’ . (2009) ,

이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 삼매 와 혼침 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 ’ ‘ ’ . ‘

러 가지 대상을 옮겨 다니며 몰입하더라도 늘 신바람이 흐르면 삼매 라는 것이 그’

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기도 힘들겠지만 차차 몰입사고가. ‘ ,

익숙해지면 마음이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들더라도 몰입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는 것이다 윤홍식 에 의하면 몰입은 참나 양심’ . (2013b) , ‘ ( ) ․ 주체인 나 ․ 객체인
대상 이 하나로 꿰어지는 상태이다 윤홍식 은 참나 각성 은 깊은 선정 이’ . (2013c) ‘ ’ ‘ ’

아니라 남짓한 각성 을 뜻하나 구체적 실천에서는 깨어만 있어도 된다고 말50% ‘ ’ ,

한다 은미한 참나의 빛 만으로도 사리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어서 연. ‘ ’ . ‘

구하는 것 은 몰입 과 몰입사고 를 하는 것으로 참나를 은근히 느낄 수 있는 정’ ‘ ’ ‘ ’ , ‘

도면 된다 는 일종의 요령을 그는 제시한다 연구와 일처리를 위해서는 나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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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보다 대상에 대한 몰입 이 더 중요함을 그는 강조한다 이 몰입사고 는 그’ ‘ ’ . ‘ ’

실천에 따라 점차 깊어질 수 있다 윤홍식은 이 몰입사고 의 최고 달인 의 한 사. ‘ ’ ‘ ’

람으로 원효를 내세운다.

이효걸 이 요익중생 에 효과적인 실천 요목 으로 언급한 바라 은 보(2002) ‘ ’ ‘ ’ ‘6 ’ ,

다 일반적으로 실천적인 면에서 원효사상의 세 축인 일심, ‘ ․ 화쟁 ․ 무애 의 포괄적’

이해와 실천에 쓰일 수 있다 바라 의 관점에서 일심은 선정에 화쟁은 지혜 반. 6 , (

야 바라 이 중심인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바라 의 합작품 에 그리고 무애는‘ ’ , 6

바라 의 실천을 통한 보살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효걸 이. (2002)

귀일심원에 중심 을 둔 것으로 본 지관 정혜 수행 이 선정‘ ’ ‘ ( ) ’ ․ 지혜바라 에 해당되

는 것을 고려하면 바라 의 전체적 실천은 귀일심원 의 보살 수행이기도 하고, 6 ‘ ’ ,

동시에 보살의 요익중생 이기도 하다 일심에 기반한 화쟁적 사유‘ ’ . ․ 말 ․ 행위와 양

심선의 바라 에 기반한 사유6 ․ 말 ․ 행위는 실천적으로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

지 않다 양심선의 바라 실천은 원효의 일심. 6 ‘ ․ 화쟁 ․ 무애 의 실천이 불교적 쟁’ ‘

론 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역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양자’ .

의 실천의 넓이와 깊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선의 바. 6

라 실천이 원숙해짐에 따라 그 실천자의 양심의 성지능도 크게 계발될 것이

고 그에 따라 그 실천자의 사유, ․ 수사 ․ 실천도 선적 인 깊이를 더해가게 될‘ ’( )禪的

것이다.

원효가 귀일심원 요익중생 을 적극 추구하 듯이 윤홍식의 양심철학도 이와 실‘ ’ ,

천적으로 다를 바 없는 바라 의 지속적 실천을 적극 추구한다 일심 이 곧 양6 . ‘ ’ ‘

심 이니 현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화쟁도 이제 본래 의미에 가깝게’ , ,

참나 가 각성된 화쟁선 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윤홍식 은 고차‘ ’ ‘ ( )’ . (2015a) ‘和諍禪

원의 양심문화 를 만들고자 연구했던 분들의 지혜가 지금까지 전해온 것 이 인문’ ‘ ’ ‘

학의 대상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혜를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양심선의 꾸준’ .

한 실천에서 작은 깨달음 들이 이어지다 보면 큰 깨달음 도 머잖아 경험하게 될‘ ’ ‘ ’

것이다 윤홍식 은 깨달음 은 끝없이 깊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닦음의 대상. (2015e) ‘ ’ .

은 참나가 아니라 에고이기 때문이다 양심선 이 통으로 펼쳐지려면 적잖은 노력. ‘ ’

과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참나 각성 을 통해 인의예지 와 바라 로 에고를 부, ‘ ’ ‘ ’ ‘6 ’

지런히 경 하고 관리해가면 된다고 양심철학은 독려한다 이러한 삶은 윤홍식. ,

에 의하면 욕심을 양심껏 충족 시키는 삶이며 매사에 양심이 이상(2016f) , ‘ ’ , ‘ 50%

주도권을 가지고 경 하는 삶이다 그런데 에고의 욕심 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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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최선으로 펼쳐내는 화쟁선 양심선 의 모습은 무척 다양할 것이다 중요‘ ’, ‘ ’ .

한 것은 그러한 양심선 이 생활선 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선 이 우리‘ ’ ‘ ’ . ‘ ’

시대의 새로운 선문화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윤홍식 에게 보살도‘ ’( ) ? (2016g)禪文化

는 결국 카르마를 경 하는 길 이고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 ’ , ‘

술 이다 우리의 공공의 삶 이 이러한 예술이 되는 것이 양심철학의 간절한 희망’ . ‘ ’

이다 양심선 수사는 이 과정에 그 어느것 못지않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심분석과 인의예지 단5. 4

윤홍식 은 우리의 양심 에 인의예지신 의 선천적인 프로그(2015b) ‘ ’ ‘ ( )’ ‘仁義禮智信

램이 깔려 있 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 ‘ ①

측은해 하며 사랑 자신을 낮추어 남과 조화를 이루려 하고 예절 잘못된( ), ( ),② ③

것을 보면 공분하고 정의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구분 하는데 지혜 이( ), ’ ( ), ‘ 4④ ⑤

가지 양심의 발동 이 언제나 한결같 다는 것이다 성실 또한 우리의 양심은 본래’ ‘ ’ ( ). ‘

인간의 길을 잘 알고 있고 양지 그 길을 따를 수 있 으나 양능 다만 무지( ), ’ ( ), ‘ ․ 아집
에 가려진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의, ’ . ‘

예지 를 모두 충족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언제 어디서도 모두에게 이’ ‘ ,

로운 최선의 답을 찾아낼 수 있 을 것으로 저자는 확신한다 인의예지를 충족시키’ . ‘

는 답안 은 다음의 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시키는 답안이다 자신의 입장뿐만’ 4 : ⓵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잘 배려하 는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 ),仁 ⓶
에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했는가 나의 선?( ), ?( ),義 禮⓷ ⓸
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저자는 이 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 ). ‘4智

는 생각이나 행위들은 양심의 지지를 얻어 반드시 뿌듯하고 자명할 것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찜찜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 이라고 일러준다’ .

윤홍식 에 의하면 몰입 은 참나 를 만나는 참나 각성 을 하는 현대적(2014a) , ‘ ’ ‘ ’ , ‘ ’

방식이다 몰입사고 에 바탕을 둔 올바른 결정 을 하기 위한 양심분석의 구체적. ‘ ’ ‘ ’ ‘

요령 을 저자는 경인의예지 즉 몰입 사랑 정의 예절 지’ ‘ ’, ‘ ( )’, ‘ ( )’, ‘ ( )’, ‘ ( )’, ‘敬 仁 義 禮

혜 를 들어 설명한다 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위의 인( )’ . ‘ ’ ‘智

의예지 를 충족시키는 질문들에 몰입 에 대한 물음이 추가된 것이다 양심분석’ ‘ ( )’ .敬

을 통해 올바른 결정 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른다 와 괜찮다 를 통해 마음‘ ’ , ‘ !’ ‘ !’ ‘

을 리셋하여 슈퍼의식 양심 을 각성해야 한다 이것이 경 이다 인 은 마음이 고( ) ’. ‘ ’ . ‘ ’ ‘

요하고 평온해지면 슈퍼의식 양심 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자신을 포함 하여 관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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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 을 깊이 헤아려보는 것이다 의 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 ‘ ’ ‘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가한 것은 없는지 두루 느껴 보는 것이다 예 는 자신의’ . ‘ ’ ‘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한지를 공정하고 초연한 안목으로 살펴 보는 것이다’ .

지 는 이상의 분석을 두루 거친 다음 자신의 판단이 정말로 자명한지 뭔가 찜찜‘ ’ ‘

한 것은 없는지 찜찜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명확히 따져 보는 것이, ’

다 이상의 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하는 결정 이 바로 올바른 결정 이다 저자에. ‘ 5 ’ ‘ ’ .

의하면 양심의 울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공정하게 점검, ‘

하고 내면의 자명한 울림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성지능, ’, ‘

의 계발로 나아가는 길 이다’ .

윤홍식 은 경인의예지 의 대표적 질문들 인 양심잠 을 다음과(2014a) ‘ ’ ‘ ’ ‘ ( )’良心箴

같이 제시한다 몰입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 사랑 상대방의 입: ( ): ? ( ):敬 仁⓵ ⓶
장을 이해하고 잘 배려하 는가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 ):義⓷
는 않았는가 예절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했는가 지혜 나의? ( ): ? ( ):禮 智⓸ ⓹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이들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을 일깨?

우는 질문들이며 쟁론들을 화쟁선 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심선 수사 를 상황에, ‘ ’ , ‘ ’

알맞게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윤홍식 은 양심, . (2013a) ‘

의 속성에 따라 역지사지, ( )仁 ․ 공정성( )義 ․ 예절( )禮 ․ 정보의 자명성 의 가지 기( ) 4智

준으로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보면 개인적인 일은 물론 정치’ , ‘ ․ 경제 ․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타당하고 자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확신한다 뛰어’ . ‘

난 악사가 훌륭한 연주를 위해 평소에도 늘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듯이 뛰어난 군,

자는 천하에 양심을 펼치기 위해 평소에도 늘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음 과 인의< > <

예지 로 조율한다 고 저자는 말한다 마찬가지로 화쟁선과 양심선 실천자도 깨어> ’ . , ‘

있음 과 인의예지 로 자신의 사유’ ‘ ’ ․ 언어 ․ 행위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

양심성찰과 바라밀6. 6

윤홍식 은 보살의 길 바라 의 실천법 이라는 짧은 글에서 바라 에(2013a) “ , 6 ” ‘6 ’

대해 참나의 관점에서 압축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먼저 선정바라 은 에고와 다. ‘ ’

투지 않고 오직 모른다 라고 하며 참나와 하나가 되 는 것이고 산란함을 모르‘ !’ ‘ ’ , ‘

는 참나의 힘으로 산란함을 다스리 는 것이다 지혜바라 반야바라 은 지혜롭’ . ‘ ( )’ ‘

고 광명한 참나의 힘으로 무지를 극복 하는 것이다 이 둘이 우선적인 바라 들이’ .

다 보시바라 은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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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계바라 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 는. ‘ ’ ‘ ’

것이다 인욕바라 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 ‘ ’ ‘

내 는 것이다 정진바라 은 게으름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게으름을 극복 하는’ . ‘ ’ ‘ ’

것이다 이 설명들에서 보듯이 참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바라 이 아니다 저자에. , ‘ ’ .

따르면 참나 각성 은 바라 의 뿌리이고 바라 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 이다, ‘ ’ 6 , 6 ‘ ’ .

이러한 본체와 작용을 두루 갖추고서 온 우주의 중생을 널리 교화하고 돕는 것‘ ’,

이것이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 이라는 보살의 길 이다 윤홍식 은‘ ’ ‘ ’ . (2015d)

견성 깨달음 보다 바라 선 즉 양심선 을 중시한다 견성은 바라 을 열심히‘ ’( ) 6 ‘ ’ . 6

실천하다 보면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바라 을 모르는 견성은 문제가 있음을, 6

그는 역설한다.

윤홍식 은 유교에서 선비들의 종신사업 이라는 거경 궁리(2014b) ‘ ’ ‘ ( )’, ‘ (居敬 窮

역행 을 그의 양심철학에 입각하여 각각 참나를 각성하라 참나와)’, ‘ ( )’ , ‘ ’, ‘理 力行

함께 결정하라 참나의 뜻대로 행동하라 로 회통적 해석을 한다 양심철학 관점에’, ‘ ’ .

서는 유교의 거경‘ ․ 궁리 ․ 역행 이 불교의 계정혜 와 다르지 않다 정 은’ ‘ ( )’ . ‘ ’戒定慧

거경 에 혜 는 궁리 에 계 는 역행 에 각각 해당된다 이러한 해석은 낱말들의‘ ’ , ‘ ’ ‘ ’ , ‘ ’ ‘ ’ .

의미 뿐 아니라 특히 그 내용에 대한 그의 직접적 체험 에 기반한 것이다 윤홍‘ ’ , ‘ ’ .

식의 다양한 번역인문학적 회통 작업은 참나 에 대한 깊은 체험 다양한 연구와‘ ’ ,

분석들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참나와 관련하여 원효가 말하.

는 본각 과 시각 문제를 잠시 짚어보자 윤홍식 에 의하면 본‘ ( )’ ‘ ( )’ . (2015c) , ‘本覺 始覺

각 은 참나의 속성이지 에고의 속성이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 있어도’ .

본각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단지 씨앗 씨알 이니 그 열매를 거두려면 참나( ) ‘ ( )’ , ‘

각성 을 기반으로 에고가 바라 선 을 지속적으로 닦아야 한다 이렇게 에고가’ ‘6 ’ .

참나를 닮기 위해 닦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각 이다 그런데 참나를 경험했어도 에‘ ’ .

고의 무지와 아집 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남아 있으니 우리는 참나의 힘으로‘ ’ , 6

바라 선을 나날이 부지런히 닦아가지 않을 수 없다 윤홍식에 의하면 지금 이. , ‘

순간 바로 여기 마음 에서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바라 로 경 할 뿐 이것이, ( ) , 6 ’,

최고의 수행 이다‘ ’ .

윤홍식은 그의 여러 유튜브 강의에서 보시, , ‘ ․ 지계 ․ 인욕 ․ 정진 ․ 반야 ․ 선정 의’ ‘6

바라 즉 나눔’, ‘ ․ 절제 ․ 수용 ․ 성실 ․ 통찰 ․ 몰입 의 바라 을 통해 생각’ ‘6 ’ ‘ ․ 말 ․ 행
동 을 점검하여 올바른 판단 을 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올바른 판단 의 가지 점’ ‘ ’ . ‘ ’ ‘6

검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마음을 리셋했는가 선정 남의 입장이 되’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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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았는가 보시 양심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지계 남의 입장을 수용했( ), ( ),③ ④

는가 인욕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정진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 반( ), ( ), (⑤ ⑥

야 이는 경인의예지 의 유교식 점검과 다르지 않다 이 가지 사항들 의 메타인). ‘ ’ . ‘6 ’

지적 점검을 통해 적어도 자찜 즉 자명함 찜찜함 에는 이르러야 하고 특히 그‘ ’ ‘ > ’ ,

결과가 나에게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지 살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즉 자. ‘

리이타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자리 가 되지 않는 이타 는 진정한 보’ . ‘ ’ ‘ ’ ‘

살행 이 아니다 윤홍식이 말하는 선정 의 몰입 은 일단 참나가 적어도 이상’ . ‘ ’ ‘ ’ 50%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나 성찰 등,

을 할 경우에는 참나가 깨어 있는 채로 즉 신바람과 희열이 감도는 중에 바라, 6

분석에 몰입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면 된다 물론 바라 실천은 주어. 6

진 처지에서 역량껏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실천에 부지런하면 그 역량.

또한 계속 계발되고 강화되리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박범철 은 원효가 중시했던 대승기신론 을 인용하며 깨달음은 신해행증(2009) , ‘ 
의 과정 즉 믿음( ) ,信解行證 ․ 이해 ․ 닦음 ․ 깨침의 네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다 윤홍식 은 에고가 참나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여 증득해야 하는 신. (2014c) ‘ ’ ‘

해행증 은 불교의 길이고 에고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소망하며 사랑해야 하’ , ( )

는 것은 기독교의 길이나 두 길이 실제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 역시, .

회통적 번역인문학적 증득 의 결과로 이해된다 윤홍식 은 부처의 경지 에‘ ’ . (2007) ‘ ’

이르려면 돈오‘ ․ 견성 이후에도 육바라 을 계속 닦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러’ ‘ ’ .

한 닦음이 점수 이다 바라 이 닦여갈수록 에고의 지혜와 자비가 커지고‘ ( )’ . 6 ,漸修

이를 방해하는 무지와 아집은 줄어들 것이다 윤홍식 은 이러한 바라 의. (2009) 6

양심경 원칙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몰입 선정바라 지금 이 순간 깨‘ 6 ’ : ( ):①

어있는가 나눔 보시바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 ):②

배려하 는가 절제 지계바라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지는? ( ):③

않았는가 수용 인욕바라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하 는? ( ):④

가 성실 정진바라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 는가? ( ): ?⑤ ⑥

통찰 반야바라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했는가 보다시피 올바( ): ? , ‘

른 판단 의 점검사항들과 양심경 의 원칙들 이 내용상 다르지 않다 바라 의’ ‘ ’ . 6

질문 방식은 조금 다르더라도 두 경우 모두 앞의 경인의예지 질문들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양심에 대한 메타인지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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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7.

인문 은 이 우주에 인간만이 표현하는 무늬 이다 윤홍식 은 이 무‘ ( )’ ‘ ’ . (2015a)人文

늬의 결 이 인간이 욕심 으로 문화를 만들어 내느냐 양심 으로 만들어 내느‘ ’ ‘< > , < >

냐 에 따라 천지 차이 가 난다고 말한다 양심철학적 인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욕’ ‘ ’ .

심보다 양심으로 이 인문문화를 이끌자는 것이다 양심선은 종합해 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깨어서 인의예지 분석 을 하고 바라 성찰 을 하는 것이지만‘ ’ , ‘6 ’ ,

간략히 말하면 공자의 서 예수의 황금률 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 ’( ), ‘ ’ .恕

선 실천은 원효철학의 귀일심원 요익중생 을 양심철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사‘ ’ .

실 귀일심원 요익중생 이나 양심선 이나 그 핵심은 모두 자신을 닦아 자신과 이‘ ’ ‘ ’ ‘

웃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이다 그래서 양심선 실천은 공공선 실천으로’ . ‘ ( )’公共善

자연스레 이어진다 양심선은 자리이타 의 선 이기에 양심선 실천의 주체는. ‘ ’ ( ) ,禪

개인적 자아 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아 이다 양심철학은 양심선 실천이 하나의‘ ’ ‘ ’ .

성적 초종교적 사회적 규범 이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혼란스러운 우리 공공의( ) ‘ ’ . ‘

삶 에서 희망 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구성원들의 소통 양식 부터 크게 변화’ ‘ ’ ‘ ’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입자적 수사 위주의 소통이 화쟁선 수사 양심선 수사. ‘ ’, ‘ ’

같은 파동적 수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효의 화쟁 수사 가 불교적 화쟁에 거의 국한된다면 이 화쟁 수사 의 현대적‘ ’ , ‘ ’

해석이며 실천인 화쟁적 수사 특히 양심선 수사 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소‘ ’, ‘ ( ) ’禪

통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 양심선은 선정에 치우치지도 때. , ․ 장소 ․ 자세에 구애받

지도 않는 무시선‘ ( )無時禪 ․ 무처선( )無處禪 ․ 무형선 이다 양심선 수사 는( )’ . ‘ ’無形禪

서양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디폴트 모드 가 되어버린 입자적 수사 들에‘ ’ ‘ ’

대한 하나의 훌륭한 대안적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적극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양심철학은 체험을 통해 개념적 지식 을 자명한 지혜 로 키워나가는 것을. ‘ ’ ‘ ’

매우 중시한다 이러한 지혜는 지속적 실천과 메타인지적 점검에 의해 더욱 자명.

해진다 개인적 사회적 소통에서도 이 자명함이 선명해지도록 우리는 참나의 힘으.

로 에고를 부지런히 경 하고 관리해가야 할 것이다 양심선 수사 는 우리 사회. ‘ ’ ,

의 다양한 소통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페렐만의 신수사학 로젠버그의 비폭력, ‘

대화 고르체프스키의 평화로운 설득 등 다양한 파동적 수사 관련 자료들도 두’, ‘ ’

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문과 일상에서 나날이 더 자명한 선택을 지향하는 참. ‘

나 각성 에 기반한 양심선 수사 의 일상적 실천이 양심잠 이나 바라 의 지속적’ ‘ ’ ‘ ’ 6

실천과 성찰을 통해 우리 인문문화 나아가 세계 인문문화의 꽃으로 탐스럽게 피,

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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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al Standing of Humanoids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덕적 지위

김신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Sh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wo questions: (1)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a humanoid robot has a moral standing?,” and (2) “On which ground a humanoid
robot may be granted of a moral standing?” For the 1st question, the discussion
evolves around the thesis, according to which “an entity has moral [standing] if
and only if it or its interests morally matter to some degree for the entity’s own
sake, such that it can be wronged.” For the 2nd question, the discussion attempts to
establish that the grounds on which a moral standing can be claimed may not
apply to the humanoid robots: sophisticated cognitive capacities, capacity to
develop sophisticated cognitive capacities; rudimentary cognitive capacities;
member of cognitively sophisticated species; special relationships; other grounds
accounts. Of these accounts of moral standing, special relationships account and
the other grounds account seem applicable to the humanoid robots.

본문

이 발표문은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 ,11) 곧 휴먼의 모습을 지닌 로봇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도덕적 지위에 대해 이제까지.” .

명시된 필요 ․ 충분조건을 재고하고 이 조건들을 휴머노이드의 경우에 적용하고자

11)이 후 간략히 휴머노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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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머노이드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

한다.

휴머노이드 자신 내지는 그의 이익이 그 스스로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요하여“

그 자신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12)

도덕적 지위를 근거 짓는 조건들로는 이제까지 세련된 인지 능력 그러(1) , (2)

한 인지 능력을 갖게끔 발달될 수 있는 능력 기초적인 인지 능력 인지적, (3) , (4)

으로 세련된 종의 일원 특별한 관계 내지는 이들과 별개의 다른 조건 등이, (5) (6)

제시되어 왔다 휴머노이드의 도덕적 지위를 유의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 들이 이 들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 ”

다 휴머노이드가 인지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지닌 생물체의 집단에 소속한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휴머노이드의 도덕적 지위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

들과의 휴머노이드가 지니는 특별한 관계 내지는 이와 별개의 다른 조건을 만족“ ”

시켜야만 한다.

이 발표문의 두 번째 결론은 휴머노이드의 도덕적 지위는 휴머노이드가 개인적“

사고를 넘어서 공동체적 사고를 할 때에만 도덕적 지위에 대해 유의미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다.” .

I.

인간 인간이 아닌 동물 생태계 등에 대한 도덕적으로 적절한 대우는 과연 무엇, ,

일까 이는 다양한 응용 윤리학의 핵심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

이 지닌 내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도덕적 지위와 그 근거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될 수 있다.13)

인지적 장애를 지니지 않은 성인이 지니는 도덕적 지위는 완벽하다 이를 완도. “

지 라 하자 역사적으로 외국인 인종적 소수자 여자 신체적 불구를 지닌 사람등” . , , ,

과 같이 우리가 아닌 다른 이 라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완도지를 부인하거나“ ”

12)“An entity has moral [standing] if and only if it or its interests morally matter to some

degree for the entity’s own sake, such that it can be wronged.”

13)도덕적 지위는 개체가 지니는 것이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덕.

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도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논의는 도덕,

적 지위의 근거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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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아무런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았다고 보았거나.

또는 설사 그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완도지가 아

니었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완도지를 원칙적인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

는 질문은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인지적 장애를 지닌 성인을 포함하는 다른 인간의 도덕적 지위 예를,

들어 그들이 완도지를 지녔는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덕

적 지위를 지녔는지 등의 질문까지 수용하여 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아

직도 진행 중이다 장애인 권리와 우생학 허용불허용 논의는 인지적 손상을 입은. /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의견 차이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넓게는 인지적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우에 대한 논의 등 예를,

들어 다운 증우군을 지니고 태어난 유아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에 대한 논의를 포

함한다 임신중절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실험관 수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냉. , ,

동 상태 에 대한 물음 등 또한 인간 발전 단계의 최초미의 단계에 있는 인Embryo

간 가 지닌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물음에 의해 답해진, Zygote, Embryo, Fetus

다고 할 수 있다 발전 초기의 인간 곧 아직 덜 발전한 인간과 인지적 장애를 지. ,

닌 인간의 도덕적 지위는 착상 전의 유전자 검사와 양막천자 의 사(amniocentesis)

용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요한 논쟁점이다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의학적.

발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구적인 식물 상태에 빠진 이들이나 고등 두

뇌 없이 태어난 갓난애 와 같이 의식을 유지(the higher brain) (anencephalic babies)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하여 묻게 되었다.

도덕적 지위를 지녔는지의 여부와 그 지닌 정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도덕적 지위 또한 관심거리이다 가. .

축의 대우 예를 들어 송아지 고기 을 생산 닭의 부리를 태워 없애는 축농법( (veal) ,

등 야생 동물 관리 예를 들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늑대 도살 과잉 인구를 조절), ( ,

하기 위한 사슴 도살 등 동물원의 창설 및 디자인 등 모두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야생의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 일부분 달려있다 동물에 대한 대우가.

도덕적 물음으로 번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지닌 인지능력이 이제까지 알려진 바

와 다르게 상당히 세련된 것이 예를 들어 돌핀 코끼리 고릴라 침팬지 등의 대형( , , , ,

유인원 등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는 인지능력과 도덕적 지위가 접한 관계에 있)

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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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사적으로 특정 기간에 문화와 문화 간 심지어 단일 문화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던 경우도 있었지만 철학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적 장애를 지“

니지 않은 성인은 모두 가장 완벽한 정도의 도덕적 지위 곧 완도위를 지닌다 는, .”

점에 동의한다 비록 이들이 자신의 원칙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적.

어도 그 원칙은 인지적 장애를 지니지 않은 유아와 인지적으로 심한 장애를 지닌“

인간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은 인간을 제외한 또한 완도위를 지( )

닌다 이다 다시 말해 유아와 지적 내지는 감정적 장애를 심하게 격고 있는 인간.” . ,

이 다른 대부분의 동물에 비교하여 그저 더 완벽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이 완도위를 지닌다고 여긴다 이에 비해 인간 와 의식을 유지. Fetus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은 인간 심지어 대형 유인원과 같이 세련된 동물 등,

에 관한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견일치는 없다.

장애를 지니지 않은 유아와 인지적 장애를 지닌 인간들에게 완도지를 부여하는

동시에 인간 이외의 대부분의 동물에는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적절한 이론

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제까지 제시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론은 그 어느 것도 이와 같은 도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몇 몇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결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적 견해“ ” '—
인지적 장애를 지니지 않은 모든 성인은 완도지를 지닌다를 포함하는 를 받아들' —
이기를 거부한다.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들 그러한 지위를 지녔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이 인간 인간이 아니지만 감정을 지닐 수 있는 개체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음들은 생물 내지는 나무와 같이 살.

아있는 개체 종 전체 그리고 생태계와 싼 또는 자연의 토지 등의 무생물에게도 유,

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형상을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

도 그들이 도덕적 지위를 지녔는지에 대한 여부와 정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휴머노이드가 만약 도덕적 지위를 지녔다면 그의 지위가 함축하

는 바에 대해 완도지의 함축을 논의함으로써 밝히고자 한다.

II.

완도지를 지녔다는 것의 함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완도지를 지닌 개체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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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어떻게 대접하여야 하는 것인가 완도지는 도덕적 지위 중 가장 최고 내지는?

완전한 단계이다 완도지를 지닌 개체는 종종 도덕적 인격체 라 부른다 완도지는. “ ” .

우선 그 개체의 방해 훼방 내지는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추정을 의미한(1) ,

다 곧 도덕적 인격체를 파괴하거나 실험의 도구 내지는 소재로 삼거나 고통스럽. , ,

게 만드는 것 등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그 개체들을 물론 항상 그. , (2) —
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와야 하는 강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마지,—
막으로 이들 개체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

완도지 중 첫 번째 함축 곧 개체에 대한 방해 훼방 간섭의 금지는 다음의 요1. , , ,

소들로 꾸려진다고 이해된다.

방해 훼방 간섭이 설사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를 금지할. , ,ㄱ

강한 도덕적 이유이다.

방해 훼방 간섭의 금지는 다른 도덕적 이유에 적용 우선권을 잃을 수 있다. , , .ㄴ

방해 훼방 간섭 금지의 추정이 다른 도덕적 이유에 우선권을 내어 주는 경. , ,ㄷ

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방해받거나 훼방 받거나 간섭하는 행위가 단순히 잘

못되었다기보다는 그 개체가 잘못된 일을 당한 것이다.

완도지를 지닌 개체 곧 인격체를 방해 훼방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 , ,ㄹ

완도지에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를 방해 훼방 간섭하지, ,

말아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더 강하다.

완도지의 두 번째 함축 곧 개체를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이유는 완도지에 미치지2. ,

못하는 존재를 도와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여겨진다 고통 불편. , ,

또는 죽음과 같은 일종의 해악으로부터 개체들을 구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완도지를 지닌 개체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완도지의 두 번째 함축은 완도지를 지닌 개체를 선택해야 할 강한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러한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에 완도지를.

지닌 개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은 개

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완도지는.

도와야 할 근거가 지니는 강도에 관한 것이지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완도지가 도와야 하는 강한 이유를 함축하는 한 편 도와야 하는 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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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다른 개체가 아니라 바로 이 개체를 도와야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도움을 받은 개체가 완도지를 지

녔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완도지와의 연결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얄팍하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대하여3.

야 한다는 함축은 도덕적 의사결정에 완도지를 지닌 개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완도지를 지닌 개체들 간에 물건을.

나눌 경우에 이 들이 모두 유사하게 그 물건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한 그 들 중 어느 누구도 어떤 특별한 목적 관계 내지는 그 물건에 대한 독립,

적인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을 평등하게 나눠야 할 강한 이유가

있다.14) 어떤 경우에는 개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을 나눌 것이며 또 다,

른 경우에는 나눠지는 물건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공정한 분배가 헤아려지는 것은 물론이다 나눠지는 물건이 필요를.

충족시키던지 내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던지 완도지를 지닌 개체에게 물건을 공

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이유는 완도지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도 물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할 이유까지 포함하지는 않

는다 예를 들어 농부가 키우고 있는 소나 닭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공정해야.

함을 고심할 필요는 없다.

휴머노이드가 도덕적 지위를 지녔다는 것은 물론 이들이 완도지를 지녔다는 것

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지위를 지.

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완도지의 세 가지 함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해 훼: ,

방 간섭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이유 도와주어야 할 도덕적 이유 그리고 공정, , ,

하게 대해야 할 도덕적 이유 따라서 휴머노이드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

은 휴머노이드를 방해 훼방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도와야 하며 또한 공정하“ , , , ,

게 대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

III.

앞 절에서 논의한 완도지의 함축인 세 가지 도덕적 이유 우선 특정한 관계 내지

는 계약이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나 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곧 그 이유는 공평한 이유로 인간이나 또는.

14) 또는 공정한 어떤 방식으로 이 때 공정성 에 대한 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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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지닌 화성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도덕적 행위자는 완도지를 지닌 개체를

앞 절에서 논의한 대로 행위하거나 행하는 것을 금할 도덕적 이유를 지닌다는 것

이다 나아가 이는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실 예를 들어 그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등의 사실로부터 향 받지는 않는다 앞 절에서.

논의한 도덕적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닌 그 개체 자체를 위한 도덕적 이유이다 예.

를 들어서 부모 중 한명이 스스로의 자식을 살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자식이 지닌 완도지에 따른 이유와 부모가 자식에게 지니는 특별.

한 관계 곧 특정 행위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우게끔 되는 이유가 있다, .

한 개체에 대한 특정의 행위가 잘못된 내지는 그른 정도로 그 개체의 도덕적 지

위를 추정하는 것 개체가 지닌 권리로 그 개체가 지닌 도덕적 지위를 추정하는,

것 또는 특정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이유의 정도 내지는 특정의 행위를 하지 말아,

야 하는 이유가 강한 정도로 그 개체의 도덕적 지위를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살해하는 것이 나쁜 내지는 그른 정도보다

스스로의 자식을 살해하는 것이 나쁜 내지는 그른 정도가 훨씬 심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자식이거나 혹은 자신의 자식인 것에 연관되어,

다른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와 특별한 관계.

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죽이지 않아야 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이가 지닌 그 권리는 이미 그 아이가 지닌 도덕적 지위에 따른 부

가사항이며 그러한 이유로부터 독립적이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휴머노이드가 완도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 이 절에서는 이제까지 제시된 세련된 인지 능력 그러한 인지? (1) , (2)

능력을 갖게끔 발달될 수 있는 능력 기초적인 인지 능력 인지적으로 세련, (3) , (4)

된 종의 일원 특별한 관계 내지는 이들과 별개의 다른 조건 등을 간략하게, (5) (6)

살펴보고자 한다.

(1) x는 완도지를 지닌다 if and only if x가 세련된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2) x는 완도지를 지닌다 if and only if x가 세련된 인지 능력을 지닌 존재로 발

달될 능력을 지닌다.

(3) x는 완도지를 지닌다 if and only if x가 기초적인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4) x는 완도지를 지닌다 if and only if x가 세련된 인지 능력을 지닌 종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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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는 완도지를 지닌다 if and only if x와 세련된 인지 능력을 지닌 다른 개체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

(6) x는 완도지를 지닌다 if and only if x가 부터 에서 명시되지 않은 다른(1) (5)

도덕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IV.

한 개체가 완도지를 지녔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인지

능력과 그 세련된 정도 그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 등이 가장 큰 쟁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면서 이 발표문을 마치고자 한다. .

휴머노이드가 인지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을까 이들이 아주 세련된?

인지 능력을 지닌 인간과 그러한 개체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종의 개체들과 가까

운 미래에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각별한 관계가 어떤 형“ ” .

태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휴머노이드의 인지 능력은 이제까지의 정의 상 상당 부분 이를 운 하는 프로그

램에 의해 조절되고 전달된다 따라서 휴머노이드의 개발은 일단 이기주의를 벗어.

난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과연 어떻,

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

주의가 함축하는 바와 공동체에 대한 내지는 공동체를 위한 사고가 함축하는 바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공학적 해결을 위해 선결 되어야 할 인문학적 과제임에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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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HUMANIZING CAPITAL: THOUGHTS ON A SUSTAINABLE

AND HUMANE FUTURE

인간을 생각하는 자본 지속적이며 인도적인 미래에:
대하여

윌리엄 슈바이커 시카고 대학교

Schweiker, William The University of Chicago

Abstract

이 글은 세계화 시대의 도덕적인 오점이자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격하시키는 빈

곤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인도적인 자본 의 가능성을 탐색“ (Humanizing Capital)”

한다 우선 빈곤을 절대적상대적자발적비자발적 빈곤의 네 종류로 분류하고 각. / / / ,

각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난 후 이. ,

글은 절대적인 비자발적 빈곤은 윤리적으로 해로우며 절대적인 자발적 빈(1) , (2)

곤은 일부 종교적 전통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에 윤리적으로 모호하고, (3)

상대적 비자발적 빈곤은 시정이 필수적인 부도덕이고 상대적 자발적 빈곤은, (4)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덕적으로 칭송 받을 행위일 수 있으나 도덕적 의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

고 부유한 국가들이 전 세계의 빈곤층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묻

는다 그러한 대응은 빈곤의 종류에 따라 절대적 비자발적 빈곤에 맞서기 위한 부.

의 재분배에서부터 자발적 빈곤을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빈곤에 대해 차별화되면서 지속 가능. ,

한 대응 전략이란 윤리적 문제를 성찰하며 마무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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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y topic for this lecture is “humanizing capital” for the sake of a humane
future. The perspective from which I address this topic is not economics, but,
rather, an ethics that draws on, but not limited to, Western and Christian sources.
From that perspective, there are many ways I could address this topic. I could
explore, as Immanuel Kant might, the way market systems can reduce human
dignity and worth simply to the price of labor. Perhaps I should examine the
complex relation between labor value and human time, as Karl Marx did. Clearly,
I could address issues of economic and distributive justice in light of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or also in Roman Catholic Social Teaching. Reaching back further
in time, we might probe, as Aristotle did, the relation between the pursuit and
generation of wealth and real human happiness or eudaimonia. All of these are
important issues and each of them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way in which
Capital sustains and threatens human dignity.

I am going to address another topic that might at first glance seem a bit
paradoxical. I want to explore “poverty” and how it destroys, or, in some forms,
furthers human dignity. “Humanizing Captial” from this perspective means seeking
to eradicate those forms of poverty that demean and destroy human life. In order
to address that topic will require getting some clarity about the meaning of poverty
and the different forms or types of poverty important for ethical reflection. Now
behind this inquiry today, we cannot lose sight of some troubling facts. According
to the World Hunger Organization in 2013, the problem is massive. They wrote:
“In round numbers there are 7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hus, with an estimated
925 million hungry people in the world, 13.1 percent, or almost 1 in 7 people are
hungry.”1) What is more, we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poverty around
the world. The USA, and my own city of Chicago, has its share of the poor and
the homeless. But the depth of poverty is different than in some of the world’s
most destitute cities and nations. What is more, war, disease, natural disasters―
floods, hurricanes, earthquakes, and the like can and do reduce whole populations‐‐
to poverty levels in a matter of hours or days. Often those disasters cast people
into inescapable poverty. Added to this are the reality of racism and clashes
between racial, ethnic, and religious groups that make some people struck in
endless rounds of povert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1) http://www.worldhunger.org/articles/Learn/world%20hunger%20facts%2020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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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lso the case that neither free market capitalism nor more state directed
economies have been able to lift all of the world’s poor out of poverty. Jesus
supposedly said that the poor will always be with us. And that seems to be a sad
truth of the human condition. Nevertheless, for anyone with a moral conscience
and any people or society dedicated to some measure of social justice, the reality
of poverty remains a moral outrage that we can and must work to end. What is at
stake is both present and future human life because endless poverty destroys not
only present life but future prospects for human flourishing as well. That is why
it is right to address this topic in this meeting of the World Humanities Forum. In
a world in which there is much talk about “human rights,” the extent of hunger
and poverty, which especially harm children, is a moral outrage and it is a stain on
the human spirit. As Mahatma Gandhi once said, “Poverty is the worst from of
violence.” While we move through this lecture, we cannot let that fact slip from
our minds. The extent of poverty on the world scene is the backdrop for
everything I am going to say.

Yet there is one more point I need to note at the beginning of this lecture.
Interestingly, many cultures and also religions have forms of poverty that are seen
to have important moral and spiritual value. Christian monks take vows of chastity,
obedience, and poverty. Fasting and ritual prayer is practiced among Muslims, but
also Jews, Christians and others. The Buddha, we are told, came to realize the
need for the “middle path” in the face of the extreme asceticism he found among
religious sages of his time. Jesus said,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What does
poverty of spirit mean and how can it be blessed? More basically, we can ask:
how are we to think about these forms of poverty? How are we to make some
ethical judgment about them?

My basic claim in this lecture is that we cannot address the challenge of poverty
simply from inside the forms of poverty. We need, in other words, an ethical
perspective in order to identify when a form of poverty is evil, morally bad, a way
of life adopted for religious or moral purposes, or a version of extreme asceticism.
An ethics needs to provide the means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forms of
poverty. Given this, let me begin by getting some clarity about aspects of the
ethical position I have developed. In the second step of the lecture, I turn to the
forms of poverty. I will end these reflections by assessing those forms of poverty
from the vantage point of my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the integrity of life. The
integrity of life denotes the good that we should respect and enhance whe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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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is the form of the moral life.

2. Ethics and Responsibility

It is important on my account to distinguish ethics from morality. Morality is the
actual beliefs and values about how one ought to live held by some community,
say, Korean morality Ethics, contrariwise, is the critical assessment, application, and
even reconstruction of a morality. And what we are going to see is that part of the
ethical question about poverty is whether any or all forms of poverty are unethical.
Certainly the worldwide poverty level means that many of the moralities on the
planet are in fact unethical insofar as they condone and perpetuate the poverty of
millions of people. The fact that many people in the USA cannot attain needed
levels of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is simply unethical. So, then,
what is the ethics that I will use to explore and assess the forms of poverty and
our responsibility in the face of that poverty? I have already used some of its key
concepts: the integrity of life; respect and enhancement, and, as the form of the
moral life, responsibility. While I cannot in this lecture give a complete account of
this ethical stance, I can clarify some of its basic conceptual elements.

The idea of the “integrity of life” gets at two kinds or forms of goodness. One
kind is the good of attaining and interrelating, that is “integrating,” basic goods for
a specific form of life, say, a human or animal, needed to exist and in some
measure to flourish. There are various types of basic goods, which I characterize
and classify as bodily, social, reflective, local goods. And each of these types of basic
goods have still other sub types. Let me briefly enumerate these basic types, although‐
I have explored them and some of their sub types at length in other writings.‐

First, a form of goodness is experienced in the senses of pleasure and pain as
motivations for human action. This demarcates the realm of bodily goods, as I call
them. Living beings, all creatures situated in reality through pleasure and pain,
make some claim to be respected and enhanced, even if that claim can in certain
circumstances and for good reasons be over ridden.‐ 2) There is, second, also a

2) There is of course considerable debate about which conditions might justify over riding claims‐
to respected and enhancement as well as what would count as good reasons for doing so.

The demand to “respect” forms of life before moving toward their enhancement is meant to

place deontological constraints on sheer consequential reasons about such difficult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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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 realm of social goods. Human beings and the life of many other creatures―

are profoundly social. Human existence always and everywhere entails standards,―

customs, rites, practices, and beliefs, which communities develop in order to
understand and to guide life. They include things like family,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whatever form), friendship, patterns of interaction with
other species, and the means to think, speak, and act together with others. Insofar
as social goods must be protected, used, enjoyed, and distributed, then social
norms are obviously important.

Third, people take some reflective stance to bodily and social goods and the
motivations that arise in finite, social life. Reflective goods satisfy not only the
drive for meaning in human life but also open the possibility for creating new
forms and ways of life. These goods denote both a posture of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toward bodily and social goods, but bear worth in themselves as well.
They are the goods of culture or civilization, that is, the entire domain of
symbolic, linguistic, and practical meaning systems. Fourth, human life always‐
takes place in some community on some bit of earth and during some time in
history. Bodily, social, and reflective goods are always located in place and history.
Too often and too readily the natural and social habitats of human and non human‐
forms of life have been ignored. Human life is intertwined with the goods of
locality. The vulnerability of human communities as the space of life is sensed in
the homelessness people feel when their communities break down or are
dislocated.

An ethical and just condition is one in which people are able to integrate in
their own ways these various types of basic goods in order thereby to flourish in
some measure and to do so in distinctive ways. But these goods bring us to the
second meaning of integrity, namely, that “moral” integrity is the integration of
person’s or community’s life through dedication to what respects and enhances the
integrity of life, that of other human beings but also wider realms of life as well.
So a fifth kind of goodness is moral integrity as a life dedicated to what respects
and enhances the integrity of life, one’s own and others. This is why I said that
“responsibility” is the form of the moral life. Responsibility is about the use of
power, that is, the use of the capacity to respond to, shape, and create reality. The
truly moral person or community uses its power to respond to the needs and
claims of others and also to be accountable for actions and relations. The
irresponsible person or community demeans and destroys, rather that resp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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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s, the lives of others and, all too often, does not assume accountability for
actions. Put differently, responsibility is the ethical use of the power that some
agent or community has.

If the good is the integration of four kinds of basic goods and also the good of
moral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designates the proper form for the exercise of
power, how do we clarify what makes responsibility the “proper” form of power?
On my account, what defines the proper or ethical use of power is that it respects
and enhances the integrity of life, one’s own and that of others. Respect is the
esteem or deference owed to someone in virtue of being part of the moral
community. Indeed, respect indicates the scope of a moral community. The ancient
Greeks, for instance, limited moral concern to the members of their own City State‐
or polis while the ancient Stoics expanded it to include all human beings. The
monotheistic religions (Judaism, Christianity, Islam) say that everyone is created by
God and thus due respect even if religious people do not always do so. Modern
human rights doctrine also says that a human being qua human being is due
respect. Enhancement is the attitude and action to better the life of someone or
some community with regard to the kinds of basic goods we have noted. I
enhance my son’s life by helping him get a good education; we can enhance the
bodily goods of others by ensuring food, clothing, and housing. Enhancing the
integrity of life is then the use of power to augment, to increase, the richness and
viability of oneself and others.

Now, these basic ideas and their meanings integrity of life, moral integrity,―

responsibility, respect, enhancement are interrelated by the structure of an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the integrity of life. And I hope you can start to see how that
ethics precisely through these ideas can help to make headway in addressing the― ―

ethical challenges of poverty. Yet before we can undertake to address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an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the integrity of life, we need to
get some clarity about the meaning of poverty and its forms.

3. Poverty and its Forms

What is the meaning of poverty? Most simply, poverty is any condition where
people’s basic needs are not met and goods denied, like the bodily goods of food,
shelter, and clothing, but also social, reflective, and local goods say,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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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that often the poorest suffer most from environmental damage. Poverty also
denies human dignity, defaces self esteem, and so demeans and destroys the‐
conditions for moral integrity. What then are the forms of poverty?

Scholars often distinguish between “absolute poverty” which is a condition of
destitution where people cannot obtain the resources needed to support a minimal
level of health. This is often measured in terms of calories, nutrition, or income.
That is, a condition of absolute poverty is one in which people cannot meet the
necessities of life and so death follows. “Relative poverty” is a condition in which
people do not have a minimum level of living standards determine by governments
and thus can vary between countries and even within countries.

For example, on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Index, the USA is always in
the top twenty countries of the world, in 2013 it was ranked fourth. Poverty in
that context is thereby at a higher standard, relatively speaking, in terms of
calories and income, than in a poorer nation. But in other measurements, like the
Human Poverty Index, the USA ranked seventeenth, below the United Kingdom.
What is more, with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It is a right to a
minimum entitlement to food, clothing, and housing at least at subsistence level.
The point here is that there are different measurements but “relative poverty” will
be related to the standard of living in a country and also disparities of wealth
within that n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is often tied ethically to a
utilitarian ethical perspective, that is, the condition of either form of poverty is
defined in relation to a calculus of welfare, often in economic terms, and the goal
is thereby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as Jeremy Bentham put it.
Indeed, the desire within nation states and also internationally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or increase caloric intake is often in terms of utility. One way to
determine when we have succeeded at “enhancing” the life of the poor is to use
these measurements and apply them to situations of absolute and relative property.
UN relief agencies, the Red Cross, the Red Crescent, and other international
NGO’s attempt to combat absolute property by raising the life conditions of the
poor through aid and assistance. Tax policies or governmental action within a
nation can combat forms of relative poverty. We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se acts of enhancing life through the use of utilitarian measure, caloric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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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ther means.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measured in
terms of calories or on economic and utilitarian grounds does not exhaust the
meaning of poverty. A utilitarian outlook has difficulty formulating the kinds of
harms that demean and destroy human dignity and self esteem. After all, Bentham‐
thought that the idea of rights including natural human rights was “nonsense on― ―

stilts.” Yet it is, I submit, manifestly the case that poverty destroys or defaces the
human dignity and in that sense a denial of a natural right of a human being.
Given that fact, we need to consider poverty from within an ethical perspective
that recognizes and articulates respect for the status and the reality of human
worth. As the philosopher Hannah Arendt once put it, we need to understand
human beings as beings with the right to claim rights even when those rights are
ignored and demeaned. In terms of the ethics I have introduced, the proper
response to the dehumanizing effects of poverty is to respect the dignity and self‐
esteem of the poor. It is to grant their right to make claims to right treatment, that
is, the claim to have the integration of the basic goods needed for life to continue
and to flourish in some measure.

I will say more later about responsible actions and relations in situations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Here we can draw another distinction made possible
by paying attention not to utility but to human dignity. We can also speak of
poverty in relation to the freedom people do or do not have to integrate their live
s.3) The distinction is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poverty. What do I mean?

Voluntary poverty is often a form of askesis, an ascetic practice, that is, it is a
practice within religious communities or some other kind of community to
cultivate a virtuous character and to free the self from its attachment to
possessions. Involuntary poverty is any form of poverty that is forced on human
beings, beyond their control, and not only destroys the health and welfare of an
individual, but also robs them of their will, their self determination. Whereas‐
voluntary poverty focus on the freedom and power of the human will to determine
its form of life, involuntary poverty destroys the will and binds human beings to
powers that control their existence.

3) For a helpful discussion, see George Kateb, Human Dig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This is also related to the so called “capabilities approach” variously developed‐
by Amartya Sen and Martha Nuss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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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ple of involuntary poverty would be a family trapped within generations
of poverty or a community devastated and reduced to abject poverty by a
hurricane and floods. Another example would be the fate of the hundreds of
Jewish ghettos under National Socialism and the Nazis. Conversely, an example of
voluntary poverty might be a Christian monk or priest who has taken a vow of
poverty and is working among the poor in Mexico or members of various
environmental groups who try to live in ways that contribut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ven when that way of life is relatively poorer than other citizens,
say in the USA.

Now if we correlate these ideas, then we have four different forms of poverty
that require ethical analysis and assessment. What are the four forms of poverty?
There are (1)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and (2) its contrast relative voluntary
poverty, and also (3) Relative involuntary poverty and (4) its contrast absolute
voluntary poverty. These are open to ethical and not just economic analysis for
two reasons: (1) each is an expression of human freedom to act or the lack of that
freedom, and (2) each is a kind of relation to others, either a relation of absolute
destitution to any viable form of human life or of relative destitution within some
specific society or nation. Admittedly, these four forms of poverty are logically
generated which means that one or more of them may not be a real human
possibility. But they do specify the different possible forms of poverty that require
ethical analysis and moral response. So, let me now turn and take up just that kind
of analysis. That is, I am bringing together my earlier remarks about responsibility,
the integrity of life as well as “respect” and “enhancement” with the forms of
poverty we have now identified.

4. Responsibility and the Forms of Poverty

We can undertake an ethical analysis of the forms of poverty by engaging each
of them in order. As I explore the types of poverty, please keep these words in
mind. John Kekes in his book The Roots of Evil writes:

[E]vil has primarily to do with serious harm caused by human beings to

other human beings. . . The evil of an action, therefore, consists in the

combination of three components: the malevolent motivation of evildoers;

the serious, excessive harm caused by their actions, and the lack of m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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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ble excuse for the actions.4)

One difficulty in thinking ethically about poverty is that it is not clear if there
is a malevolent evildoer that causes poverty. To be sure, there are people and
systems of thought that blame the poor for their poverty, but by and large we now
understand that most poverty is a matter of how social systems work or do not
work to sustain human life. And this also raises the question of morally acceptable
excuses. If there is not single evildoer causing poverty are there morally acceptable
excuses? Who would be excused? Keep these matters in mind as we turn and
examine the four kinds of poverty.

First,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we can say is a moral evil. The ethical
question is this: why is it evil and why is it a distinctly moral evil?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is a form of poverty that, as absolute, is the kind of destitution
that destroys the integrity of an individual’s or people’s lives. Basic bodily goods―
like, food, clothing, and shelter are destroyed and death the final victor in the―

war poverty wages on human life. Other basic goods are also demeaned and
destroyed: social goods like the family and functional communities break down in
the face of absolute poverty; reflective goods of education and meaning structures
evaporate in conditions of absolute poverty; the goods of locality home,―

community, even local environments all are destroyed by absolute poverty.―

But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is a moral evil not just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basic goods needed for human beings to live and flourish in some
measure. Because it is involuntary it is a condition or state of being devoid of
human freedom and choice. In the denial of freedom to those in poverty, absolute
poverty robs people of their most basic moral capacities: choice, freedom to act,
sensitivity to the harm or well being of others. What is more, in the denial of‐
freedom a human being is denied the fundamental capacity to integrate his or her
own life and thus is robbed of dignity and self esteem.‐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is then a moral evil when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in poverty. It is moral because insofar as it is involuntary it
deprives the poor of the capacity to be moral agents. There are serious harms in―

fact, death and no excuses. I will return later to ask about the motivations that―

cause absolute poverty within a society. Here we can make the judgment that

4) John Kekes, The Roots of Evil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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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involuntary poverty is the most heinous, the most evil, form of poverty.

Second, the opposite of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is relative voluntary
poverty. Recall that “relative” means that the level of poverty is understood relative
to a society such that the poverty line, measure in calories or income, might be
different in one society from another. The poverty line in Berlin, Germany is
different than rural India and thus the relatively poor in Berlin would not be as
poor as those in the rural areas. As a form of poverty, relative voluntary poverty
also affects basic goods. It is a situation in which basic bodily needs are difficult
to meet and secure and so the risk of death is ever present. Local goods can also
be harmed. Poverty too often leads to sub human living conditions, crime and‐
violence, and thus insecurity. What is more, in many maybe all societies, the― ―

poor are subject to social shame and guilt and thus social goods are denied. Not
only is a poor mother looked down on by other people in the city of Chicago, but
she has to live with the guilt of not providing adequately for her children. In this
way, the reflective goods of meaning are also undermined.

The nature of relative voluntary poverty as a destruction or disintegration of
basic goods is true of all forms of poverty. The ethically curious thing about
relative voluntary poverty, if we shift from its relative nature to its voluntary
nature, is that it is open to different moral judgments. First, there are some
individuals who for moral, religious, or spiritual reasons live among the poor in
order to identify with them and also to aid when possible. These are not
individuals who, say, work in soup kitchens in areas of a city’s poor or work for
relief agencies and who can return home at night and back into a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Rather, these are individuals who take up the lot of the
poor. They may do so out of solidarity with the poor or in order to resist the
economic structures of a society. In Christianity, Jesus said, “sell all you have and
follow me” and so too in other religions, say, Buddhist monks, where the idea of
clinging to possessions the fires of desires is seen as the basic human problem.― ―

Not surprisingly, such individuals who freely identify and aid the poor are seen as
morally praiseworthy. They often become seen as saints Ghandi, Mother Teressa―

and this is because their relative poverty is voluntary, freely lived, and―

undertaken in order to respect and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lives of others. It
can then be a form of the fifth good I noted, that is the good of moral integrity.

Yet, second, there is also a form of relative voluntary poverty that is m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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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meworthy. This is the case when an individual or group fails to use their
capacities in ways needed to meet basic goods, to integrate a life, and, most
important, to respect and enhance the integrity of others, usually children. Of
course, as Kekes noted, there may be morally acceptable excuses. This would have
to be made on a case by case bases. Indeed, the precise difference between the
praiseworthy and blameworthy forms of relative involuntary poverty turns on
whether the individual or group accepts poverty in order to respect and enhance
the integrity of life of others working with and for the poor or not. The poor― ―

father living in the inner city of Los Angeles who abandons his children and thus‐
subjects them to involuntary poverty is morally culpable. Of course, if his own
level of poverty was involuntary and absolute those factors might render his action
excusable.

So far we have explore two extreme positions: (1)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which is a moral evil for those reduced to that condition and yet it is not clear
who is responsible for that condition; and, (2) relative voluntary poverty which,
interestingly, can take morally praiseworthy even saintly form or morally― ‐‐
blameworthy forms insofar as this kind of poverty is in fact voluntary. What then
about the other two forms of poverty? Let me look next at relative involuntary
poverty and subject it to ethical analysis.

From our analysis of absolute involuntary poverty we know that any form of
poverty that is “involuntary” is a form of moral wrong, perhaps evil, done to the
poor. To deprive people of their freedom to integrate their lives with respect to the
kinds of basic goods we have noted is an excessive harm. There are no excusing
conditions since involuntary poverty destroys the moral core of a human life. We
also know that any form of poverty denotes a condition of destitution that thwarts
the integration of the range of basic goods needed for life to be sustained. This
form of poverty is relative because it is characterized relative to the society in
which it is found as well as between societies.

Two features thereby stand out. First, relative poverty can, and usually does,
undermine the social equality of citizens within a society. The poor in the USA or
France or North Korea to use a few examples do not have equal access to the― ‐‐
resources and services in those societies on parity with other citizens. Thus relative
involuntary poverty is a form of social injustice within the society in which it is
found. Second, this form of poverty highlights differences among socie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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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Consider the situa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Inequality
Watch of 2013, an independent information service,

16.4 % of the population, 80 million people, live below the poverty

threshold in the European Union, if fixing the threshold at 60 % of national

median income, on the basis of 2010 data. . . . With a rate of 13.5% the

poverty rate of France is also among the lowest in Europe, just after the

Nordic countries (around 13%). The highest rates, superior to 20 %, are

observed in eastern Europe, in Romania and Bulgaria. Spain and Greece

have similar poverty levels of about 20 %. . .5)

Relative involuntary poverty is then not only a form of social injustice within a
nation or society, it is also, when viewed internationally, a form of global injustice.
As we know from the response within the European Union to the current debt
crisis and recession, relative poverty among nations in an alliance can cause forms
of instability that threaten the alliance and thereby raise the threat of war. This is
why, it seems to me, that the EU, ethically speaking, was correct to bail out some‐
of its member states from their debt. It also why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to seek to relieve poverty that might plunge a nation into civil war
or cause the outbreak of war among nations.

We can conclude, then, that relative involuntary poverty is a form of moral evil
because it is a form of social injustice within a nation or society and also global
injustice when comparing poverty rates among nations. Like all moral evils, these
too bring with them a swarm of others forms of moral wrong and injustice: shame
and guilt about being poor, destructive class distinctions,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the breakdown of families and on and on. Thankfully, inequality among
nations has lessened in the last years, but it is still the cause of social and
international unrest.

Finally, let me consider absolute voluntary poverty. My comments can be rather
brief about this fourth form of poverty. It is the case that some individuals
voluntarily take on themselves absolute levels of poverty out of solidarity with the
poor or for some religious or spiritual reason. For example, the Christian mystic,
social activist and French philosopher Simone Weil died from tuberculosis during

5) http://www.inequalitywatch.eu/spip.php?articl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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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ar II partly due to malnutrition. She refused to eat more than the minimal
amount she thought was available to soldiers and factory workers. A brilliant mind
and compassionate heart, she voluntarily committed herself to a form of poverty
that might have led to her death. What are we to make of her actions or the
actions of those who martyr themselves for a cause or undertake hunger strikes in
protest of injustice?

First, it seems clear that such individuals are often praiseworthy, seen as saintly
and virtuous, but their actions cannot be required of others. And the reason is
simple. Not only does responsibility mean respecting and enhancing the integrity of
others lives; it also means respecting and enhancing the integrity of one’s own life.
We have duties to ourselves; there are virtues of self regard. Give this first‐
comment, we can say, second, that the action of someone like Weil is only
responsible and praiseworthy when that person freely decides that for the sake of
her or his own moral integrity it is possible to sacrifice basic goods, including
basic bodily goods. Here we enter into the complex, opaque, and elusive reality of
a person’s moral consciousness, something about which it is difficult, maybe
impossible, to make clear judgments. At best, we must respect their decision while
prodding them to reflect on and to explain their actions.

5. Conclusion

In this lecture I have sought to do two things. I have sought, first, to give an
ethical analysis of forms of poverty in order to help orient our lives responsibly
for the sake of a humane future, but, second, I have also tried to show how an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the integrity of life has the depth and subtlety needed
to provide such orientation. In this sense, the lecture has sought to validate an
ethics and to articulate and analyze a grave moral problem that confronts
“Humanities of Hope. In closing I want to note two assumptions within my
argument that I have not been able to address let alone to defend and are therefore
certainly points for further discussion. The assumptions in my argument are these
two. First, unlike some forms of social thought and philosophy, I have not
condemned property itself or argued that if particular economic systems say,―

global capitalism were overturned, then poverty would cease. Some have made―

those arguments, as you know. Indeed, there are some contemporary Christian
theologians who challenge any economic systems build on the idea of 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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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of course, most economic systems. While poverty can be measured as
absolute or relative through economic or caloric means, I have located the ethical
problem in terms of poverty as voluntary or involuntary. This is to suggest that the
problem of poverty is deeper than economic systems; it strikes at the core of our
humanity and the source of hope. In a word, we cannot and ought not to assume
that a change in conceptions of property or economic systems along will redress
the reality of poverty, although it might help. Yet the deeper issues is the use and
abuse of freedom as the distinctive form of human power and hope, that is, our
distinctive capacity to shape, respond to, and create reality. Only when human
freedom and hope takes responsible form can we hope to address the full scope of
the challenge that poverty puts to our global age.

The assumption about where the problem of poverty is to be found that is, in―

economic systems or in human action reveals an even deeper assumption that is―

open to debate. I have been developing an ethical position that gives priority to
people rather than to systems, to individuals rather than economies, to human
agency rather than to economic necessity. In a word, I have been developing a
kind of humanistic ethics of responsibility. This ethics does not hold, as some
forms of humanism do, that only human beings have moral worth and that the rest
of the world exists for human use and enjoyment. Quite the contrary is the case.
I am trying to fashion as ethics of responsibility that conceives of us as ag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tegrity of life and thus must respect and enhance
human and non human forms of life. Call this a form of ethical humanism for a‐
global age.

If time allows we can consider these two assumptions. But I now conclude by
noting that if you have found my argument persuasive, then it is clear that
conscientious people everywhere must work against the violence of poverty and
that might require curtailing or cutting back our own consumption, standing with
the poor, and working for ways justly to redistribute wealth in order to respect and
enhance the integrity of all people. It is that task, after all, that is the real ethical
meaning of this lecture because it challenges many of the moral beliefs and
practices of societies the worl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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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초국적기업의 성장과 탈규범화 현상 및 대안적 논의:

김광수 성균관대학교

Kim, Kwangsu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how what has happened in terms of globalization and the
growing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n seek some alternatives
for a sustainable human society. Whil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ave been
posed by them, our attention should be drawn not only to gradual improvements in
citizenship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GDP per head, but to increasing
inequalities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welfares within nation states and
across the globe. In order to better the inequalities, and further a good society
based on civil humanism and global justice, multi-leveled, nested and coordinated
cooperation among the social, the political and the economic forces is indeed
needed on a national and global dimension.

머리말1.

국가 시대의 인류역사에서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단순히 정치사상 차원의 이상적

논의나 선언을 넘어서서 실제 다수 대중 이 누릴 수 있는 인권 자유 평(multitude) , ,

등 복지의 혜택이 구현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세기 초반부터다, 20 .6) 세기 들어19

6)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 대부분에서 남녀 보통선거권이 채택된 것은 년이고 연금 의료 및 실업보험, 1946 , ,

등 사회복지 및 노동 관련제도의 도입도 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장하준 쪽1909~1920 ( , 2002: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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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인간 핵심 본성에 기초해 물질적 풍요

와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며 이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규범과 민도의 제고 그리고,

정치적 선진화 측면에서는 시민권과 대중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안착시키는 토대

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내포된 근원적 독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삶의 질과 환경을 파괴하고, ,

공동체의 행복과 도덕적 토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오로지.

리추구에만 몰입하는 정신이 지구적 지평으로 확장된 결과 초국적기업의 역동,

적인 경제활동이 자본주의 황금기에 정착되어온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시민권과,

여러 통제를 무력화하고 종종 탈규범적인 행위에 지향됨으로써 인본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관점( )

하에 초국적기업의 역할과 탈규범적 행위에 관한 현상을 분석한 후 일정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화 및 초국적 경제의 현상을 개관하고 그 자본주의. ,

적 세계화의 구조 및 동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그.

세계화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초국적기업 활동의 명암 그 성장과 탈규범화 현상을,

조망해 본다 그리고 초국적기업의 탈규범화에 관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대안을.

논의한 후 결론을 맺을 것이다.

세계화 및 초국적 경제의 현상 및 이론적 토대2.

세계화의 흐름 및 초국적 경제의 현상 개관2.1.

세기 초반 들어 국이 근대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이어 프랑스19 , ,

독일 등 북서 유럽대륙 국가들이 치열한 산업화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국의 경.

우에도 세계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결하게 이루어졌지만 후발,

주자로 산업화에 착수한 나라일수록 국가주도의 발전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산.

업화 과정에 필수적인 물자와 산품의 교역에 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국제적 차

원에서는 제조업 중심지와 농업국 사이에 부분적으로는 제국주의와 강압적인 식(

민지 통치에 입각한 국제 분업관계가 형성되었다 국 주도로 년에서) . 1870 1913

년에 걸쳐 일어난 이른바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변화는 상품 중심의 국제무역의‘ ’

확장뿐만 아니라 자본 인구의 거대한 이동을 낳고 세계적 수준의 통합과 수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세계화의 일차적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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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기말에서 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국가 중심의 경제블록19 20

의 구축 경쟁과 세계 무역의 붕괴 및 대공황 그리고 세기 중반까지 차에 걸친, 20 2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쥐게 된 미국 중심의 관리 자유주의 질서인 브레턴우즈, ( )

체제 가 등장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 달러 금환 본위제를 국제통화(1945~1971) . - ( )

시스템으로 하고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 으며 상품교역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여러 제한적인 예외조항을 인정했다 이러한 국제체제 하에서 케인스적.

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소위 자본주의 황금시대(1950~

년 가 도래했다 이러한 황금기에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1973 ) .

지만 동시에 서독과 일본 경제가 빠르게 미국을 추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분담하는 극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극 중심의 국제무역 체제 하에3 . 3

선진국경제는 첨단산업 부품소재 중심의 기계산업 및 서비스업에 특화하는 반면, ,

개발도상국경제 가운데 중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중화학공업과 기

계산업에 집중하며 후진국은 신발이나 섬유 가전제품의 조립에 나서는 국제 분업, ,

생산구조로 이행했다.7) 한편 브레턴우즈 체제가 농업과 서비스산업을 세계시장의

개방대상에서 격리시킴으로써 과거 저렴한 농산물과 원자재 수출에 주력했던 저개

발국 국가들이 이와 같은 후발 산업화 및 국제 분업체제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위한 국가 개입이 더욱 강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국 경제 사이의 주도권 경쟁 후발 산업국의 추격 등. ,

세계적 경쟁심화에 직면한 가운데 기술력에선 앞섰지만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요

망하던 선진국경제 제조업 중심부의 초국적기업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런 초국,

적기업들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에 나서게 된 후발 산업국의 정책에 따라서 새롭게

세계화의 골격이 짜 다 브레턴우즈 체제 하 포트폴리오투자 방식의 금융자본투.

자가 제한된 여건에서 초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 의 방식으로 지리적 국경이(FDI)

라는 장벽을 제거하면서 세계화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에 관한 세계적 경쟁의 압박이 한층 더 강해지자 년대1970

초반에 브레턴우즈 체제를 포기하고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서 변동

환율제로 이행했다 년 닉슨 독트린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1971 ( )

7) 제조업의 국제 분업구조 형성 및 지구적인 확산과 동시에 특정 지역과 도시로의 집적에 따라 생산의 측면,

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이 생산되고 가격경쟁형 제품은 신흥공업국 생산되는 위계,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분배적 측면에서 고생산성 고임금 노동과 저생산성 저임금 노동이 나뉘는. - -

위계 구조 역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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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팽창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년. 1995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은 국제무역에서도 차 세계대전 후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2

유지해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를 폐기하고 세계무역기GATT( ) WTO(

구 체제를 수립했다 이로써 농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금융 법률 교육 보건) . ( , , ,

의료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에서도 세계시장으로의 개방과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 )

었다.

한편 세계화의 성장과 분배효과를 개관하면 세계화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의 보,

다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덕분에 선후진국 사이의 소득격차가 감소했다.8)

년대까지 선진국에서 계층 간 소득격차는 소폭 감소했지만 세계화가 본격화1970 ,

된 진행된 년대부터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세계화가 보다 빠르게1980 .

진행된 년대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상당수 국가들에서1990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일부 개발도상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인. ( , , ,

도네시아 에서는 경제개방 이후 계층 간 소득격차보다는 지역 간 소득격차가 현저)

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초국적기업의 투자에 따른.

외주 효과와 숙련노동을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진보로 말미암아( ) ( )外注

전개된 소득분배 현상 즉 선진국의 경우 숙련노동자의 임금상승 및 비숙련노동자,

의 임금하락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조업부문 노동자의 수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다 (Lindert and Williamson, 2001).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성장과 분배효과에 의하면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소득수준은 증가했고 또한 선후진국 경제 사이에 소득불균형은 완화되었지만 특,

히 선진국경제 내부에서 소득불균형은 확대되었다 세계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상향이동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경제 내부에서 소득불균형의 확대는 세계 소득 순,

위 가운데 분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중상층 세계 전체적으로 부유한 상위65~95 (

즉 선진국경제의 중하층 노동자의 소득증가가 글로벌 엘리트 그룹의 그것30%),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중산층의 소득수준과 비슷해

진 데 있다 표 참조( 1 ).9)

8) 년대 이후 세계시장의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국 인도 헝가리 등은 년대 년대1980 , , 1960 1%, 1970

에 불과하던 평균소득 증가율이 년대 년대에는 로 증가했다3% 1980 4%, 1990 5% .

9) 이러한 유형의 글로벌 소득불균형 현상은 국의 브렉시트 표결결과에 크게 향을 미친 중하층 노동자들

의 민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열광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극우 및 신고립주의 세력의 득,

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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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세계 전체 소득증가율 추이< 1> 1988~2008

자료 브랑코 라노비치* : (Branko Milanovic), Global Inequality (2016)

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 의 추이와 초국적기업2.2. 1970 (FDI)

세계 관련 자본 유입 규모는 년대 이전과 비교해서 그 이후 최근까지FDI 1980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참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자( 2 ).

본 유입 규모는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 다1990 2000 .

이후 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일부 부침에도 불구하고 년 현재 세계 전2008 2015

체로 조 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년대 초반까지만1 7,621 . 2000

해도 상당 부분 선진국 사이에서 일어났다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당시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의 약 정도는 주로 선진국 경제 간에서 발생한 것으로80%

나타났다 세계 에서 선진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년 내외 음. GDP 2000 61.5%

을 감안하면 이 무렵까지만 해도 선진국 경제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가 세계경제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년 이후 대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년 세계2010 50% , 2010

에서 선진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인 와 대략 비슷하게 직접투자를 한GDP 51.0%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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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유입 규모< 2> 1970~2015 FDI (단위 괄호 내 수치는: million dollars; %)

구 분 년1970 년1980 년1985 년1990 년1995 년2000 년2005 년2010 년2015

세계
전체

13,346
(100)

54,076
(100)

55,831
(100)

207,697
(100)

342,544
(100)

1,401,466
(100)

985,795
(100)

1,388,821
(100)

1,762,155
(100)

선진국
경제

9,491
(71.1)

46,575
(86.1)

41,663
(74.6)

172,526
(83.1)

222,488
(64.9)

1,137,976
(81.2)

624,565
(63.4)

699,889
(50.4)

962,496
(54.6)

개도국
경제

3,854
(28.9)

7,477
(13.9)

14,153
(25.4)

35,095
(16.9)

115,943
(33.9)

256,465
(18.3)

330,129
(33.5)

625,330
(45.0)

764,670
(43.4)

체제
전환국

-
23

(0.0)
15

(0.0)
75

(0.0)
4,112
(1.2)

7,024
(0.5)

31,100
(3.1)

63,601
(4.6)

34,988
(2.0)

자료: UNCTAD statistics,※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이와 같은 통계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지난 년간 세계 추세의 가장 큰 특, 10 FDI

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시에 인수합병 형, (M&A)

투자의 비중이 대까지 증가한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은30~40% . FDI

꾸준히 증가하여 년 현재 세계 전체 투자 유입의 를 차지한 것으로 나2015 54.6%

타났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주로 상위 개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년에서 년까지 투자10 . 1980 2010

총액의 는 이런 상위국에 몰렸고 이 기간 동안에 개발도상국 의75.7% , GDP 22.8%

를 생산한 중국이 투자총액의 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국경 간32.2% .

인수합병 방식 투자의 증가 추세는 지난 여 년 사이에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거20

의 모든 산업 분야를 장악해가는 세계시장의 산업 집중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

한 소위 글로벌 비즈니스 혁명 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global business revolution)

내 많은 신생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해 자유경쟁을 하는 데 엄청난 장벽이 될

수 있다.(Nolan et al., 2002)

위에서 언급한대로 세기 이후 각 발전단계에서 국제적인 제도 변화를 배19~20

경으로 이루어진 세계화의 진전 국제 자본이동의 확대로 초기단계의 다국적초국, /

적기업은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는데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 초국적기업은 더욱 진,

화하는 중이다 우선 세기 후반에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20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적 첨단기술이 선도적 다발적으로 개,

발되면서 지리적 한계를 더욱 극복하도록 환경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

기반경제와 해외 혁신활동의 다각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초국적기업들은 인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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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 세계 차원에서 확보한 후 과거 본국 중심으로 수행했던 비즈니, R&D,

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활동마저도 부분적으로 해외 거점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초국적기업들은 세계 최적의 여러 입지에서 활용 가능한 인

적 기술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

다.10)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구조와 동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2.3.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기술한 세기 이후 세계화와 초국적 경제의 전개과정은19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 가능할까 현대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내적인 구조변동?

에 관한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을 소개한다 세 번째 관점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관한.

현상 설명력과 대응방안의 관점에서 한층 더 우월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3.1.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

세계화의 구조와 동학을 해명하는 근대화론은 주류경제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

장우위론의 관점을 채택한다 여기서 국가는 시장경제의 외부에 외생적으로 존재.

하며 시장경제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 특정 목적의 개입을 위,

해서만 나서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년대 부상한 신자유주의는 이런 틀의 연. 1980

장선상에서 종종 시장만능주의적인 관점을 표방했다 이러한 신념에 따르면 워싱. , ‘

턴 컨센서스 로 지칭되는 사유화 자유화 탈규제’ (privatization), (liberalization),

의 원칙이 지구상에 제도적으로 관철되면 시장원리에 근거한 자본주(deregulation)

의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사회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모든 제도적 장벽이 가능한 한 철폐된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응한 경제

적 교환 그리고 초국적기업에 의한 자유로운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Broad, 2002)

비록 부의 불균등과 권력의 편재 같은 분배의 불평등 과제가 이 과정에서 빈번

10)글로벌 초국적기업이 과거에 중심지의 본사에서 해외 자회사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단선적으로 이전해, ,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면 최근에는 세계 각 지역의 경쟁우위를 결합하려는 방식을 채택하는 중이다 그 결합, .

경쟁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컨대 인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필리핀에 콜 센터 중국에 생산기지를, , , ,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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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돌출할지라도 이것은 경제발전을 통해 전개되는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전개와 경제발전은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결국 자유로운 시장교환에 나선 국가 및 세계 전체 대,

중의 소득 후생과 복지수준을 개선했다, .

세계체제론2.3.2. (world-system theory)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마치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주권국가,

들의 경제들로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단일한 국제 노동.

분업의 원칙아래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경제로‘ (core)- (semi-periphery)- (periphery)’

구성된 것이다.11) 이 때문에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소득불균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세계 자본주의체제는 그 고유의 위계.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숙명과 같이 재생산된다.(Walletstein, 1976;

Maney, 2001)

또한 외형상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보이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특성은 실상 세계

시장에서 이윤확장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에 의해 장악된 존재이며 그 도구화된 그,

림자 내지는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경제력과 국내 정치지.

형도 상 갈등의 내용과 정도는 해당 국가가 국제노동 분업체계에 위치한 수준에

의존한다 이처럼 세계체제론은 경제 환원론적 구조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

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국가 간 국제체제는 세계질서의 독자적인 공간이라,

기보다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숙명적 구조를 반 한 표피적 결과에 불과하( )反影

다.(Chase-Dunn, 1981).

경제지리학2.3.3. 및 국가의 협업이론

경제지리학 시장력 지리적 입지 과 국가의 협업관계를 통합해 세계화의 구조와( + )

내용을 설명하려는 접근법이 있다 슈워츠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근.( , 2015)

대화론이 전개하는 바대로 시장력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수긍한다 그렇지만 세계체제론처럼 이 시장중심적인 발전은 불가피하게.

고유의 공간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고착화시켜 중층적 사회 불평등을 창출하는

11)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국제 분업체계 하에 중심부는 차 제조품을 생산하고 주변부는 차 산품 생산에, 2 , 1

제한되며 반주변부는 두 가지 속성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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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한다.12)

이를 종합해 설명하면 세계화에 참여하고 시장의 힘을 활용해 국제무역을 추구,

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소득수준의 급격한 개선을 향

유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지리적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

은 다음과 같다 즉 산업화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가 나타나는 시점에 도달할 때 이러한 경제적 속성은 제조업이 특정 지역에 집적,

되도록 하는 경향을 만들고 그 소수의 집적중심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유사한,

산업화를 성취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봉착한다.13) 경제발전과정에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립한 소수 제조업 중심지에서 고숙련노동자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

며 또한 고소득을 창출한다.

한편 동태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제품주기단계상 표준화단계를 경과해 가격경

쟁이 불가피해진 제조품은 지리적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지의 외부에 존재하는 신

흥개도국 자본유치 지역 즉 저숙련저소득 노동 지역으로 이전되어 생산된다, / .

이러한 세계화의 기본논리와 확장과정에 따르면 제조업은 세계적(Vernon, 1979) ,

으로 확산되지만 이 확산 과정에서 시장의 힘에 의한 불평등한 공간적 위계 구조

는 쉽게 교정되지 못하고 재생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이론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시장의 공

간법칙을 굴절시키거나 개선하는 요인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서 나온다

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의 국가는 외생적인 꼭두각시 내지는 부르주아 집행위원회.

가 아니다 국가는 국내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회세력의 역학관계와 재배.

치에 따라 일정한 정도로 자율성을 지니고 합목적적인 활동을 주도해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국가는 합당한 공공정책 및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자본의 대대적.

동원 고도의 자본투자 기술변화 사회적 혁신을 시장의 법칙과 병행해 추진할 수, , ,

있다 예컨대 지리적 입지에 기반한 시장력만으로는 발전가능성이 적을지라도. , ( )

12)그러므로 경제지리학과 국가의 협업에 의한 통합이론은 세계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또는

지역국가 내 여러 지방의 불균등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경제지리의 관점을 활( ) .

용해서 중심부 내부 그리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 구조 확대 현상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장력은 경제발전을 주도해가는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 자율성을 지, ,

닌 국가도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과 국가 사이의 긴장관계는.

양자의 상호 자율성 및 의존성에 기초하고 있다.

13)폴 크루그먼의 제조업 집적 집중화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는 운송비용이 산업 입지에 막대한 향을 주는/ , (

요소 으나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운송비용이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에서 제조업은)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Krugm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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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리주의적 개입에 의거해 생산성 개선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산품을 공

급하는 산업지역도 경쟁우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전략적 선. ,

별적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과 위계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장하준( , 2006).

세계화 초국적기업의 성장과 탈규범화3. ,

초국적기업의 세계화에 관한 명암3.1.

세계경제의 발전에 관한 구조와 동학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역

할과 명암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교환의 상호이익의.(Ietto-Gillies, 2005)

관점에 의거해 초국적기업의 문호개방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초국적기업과 자본유

치국의 이해관계가 상통한다고 본다 초국적기업의 투자는 거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추가적 원천이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미시적으로 국제,

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합리적인 생산 생산성 증가 경쟁의 효율성 제고 고용 증, , ,

대 기술이전 및 경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 따르, .

면 초국적기업의 수용에 관해 융통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Brittan, 1995)

반면 상반되는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초국적기업과 자본유치국 사이에 기본,

적인 이해상충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초국적기업이 이전기술의 적절성. ,

이전가격 조작 투자대상국에 설립되는 자회사 업내용인 수출에 관한 제약 연구, ,

개발에 대한 제한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투자대상국에 침해를 끼칠 소지에서 비

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상 글로벌 독과점의 위상을 활용해 투자대상국,

정책 전반에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투자대상국의 여건.

과 상황에 따라 초국적기업이 의도하는 이전가격 조작과 과도한 로열티 지급을(

통한 약탈적 행동이나 소비자 선호조작 등의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초국적기업이 지닌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향력. ,

을 발휘해 투자 유치국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게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자본의 이동 흐름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국가의 거.(Lall, 1993)

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국적기업의 국제적 이동성을,

담보로 해서 개발도상국 정부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요하고 전략적,

선별적 산업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Julius, 1994;

Michale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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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거시경제정책 능력의 훼손3.2.

지구적 차원의 교역과 자본이동의 확대로 상징되는 세계화가 전통적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에 여러 제한을 부과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이동의.

규제를 의도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

을 기반으로 운 되었다 년대 초 금융부문에서 이러한 체제의 폐기를 선언한. 1970

닉슨 독트린에 따라 자본이동이 확대 허용되면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우선.

자본이동의 증대와 변동환율제는 환율조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의 기본적인 거시정책능력 통화정책 재정정책 을 훼손시킨다( , ) .14) 예컨대 경기침체,

시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나 저금리 정책은 자본유출,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수반해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발도.

상국의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의 가능

성 때문에 심각한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15) 이처럼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제한하는 경우에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 등 개발, ,

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세계화와 산업지원정책의 제한과 가능성3.3.

경제성장과정에서 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적으로는 수출촉진 및

수입제한 국내외 자본흐름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신, ,

용할당과 산업지원정책을 병행해 활용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 이러한 방식의 신.

중상주의적 정책과 산업지원정책은 국내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고도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데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를 대체한. GATT WTO

체제는 국민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여러 개입수단에 접근하기 어렵

게 만든다 그 이유는 체제가 국내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에 강력한 제한규. WTO

정을 두고 있으며 무역관련 투자협정 역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나 차별, (TRIMS)

을 어렵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들이 다양한 개입수단에 기초해 자국 산업지원정책을 펴는 데 난관이 있을 수 있

14)미국 예일대 교수 던 트리핀 이 거론한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 는 국제통화체제에서 세(Robert Triffin) ‘ ’

가지 요소 즉 고정환율의 유지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 , ,

가능함을 지적한다.

15) 케인스주의에 기반을 둔 학자들에 따르면 세계화가 총수요를 창출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제한함으로써 호황의 기반을 훼손해왔다 (Baker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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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화 비판론자에 따르면 세계화가 성숙화 되지 않은 시기에 대.(Panic, 1998) ,

비해 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등 많은 개도국들의 경제가 훨씬 정1980 체한 것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수단을 제한한 점에 있다.

하지만 여러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의 증가현상이 국가에,

의해 전혀 통제될 수 없다거나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초국적기업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쇠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

단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지원정책과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발도상. ( )

국에게 요망되는 정책은 초국적기업의 투자에 대해 모든 분야에 걸쳐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고유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목표에 부응하도.

록 특정한 분야마다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현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우 개도. ,

국 정부는 독자적인 경 과 기술 역량을 쌓는데 목표를 삼아 초국적기업을 선별적

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유역량을 강화해가는 산업화 전략이 보다 나은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16)

자본의 국제이동성 확대와 조세정책의 변화3.4.

이상과 같은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및 미시 산업정책에 관한 여러 제한이나 그

가능성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일정 부분 실제 변화를 겪어온 부분이다 이와 더.

불어 근래에 논쟁으로 떠오른 부분은 자본이동의 세계적 확대에 따라 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인 지위와 규제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 ,

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 확대 허용되는 경우에 각국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유입과 유치를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 세. ,

금 감면 노동시장 유연화 환경기준의 완화와 같은 다양한 유인제도가 확대 시행, ,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 때문에 감세 노동. ,

및 환경 기준에서 국가정책의 후퇴가 표출되고 사회복지나 자연환경여건 등이 최

저 수준으로 향하는 상태 즉 바닥을 향한 경주 를 야기할 것, “ (race to the bottom)”

이다.

16) 장하준 에 따르면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채택해온 다양한 선(2006) , , , , ,

별적 산업지원정책은 세계화론자들이 주장한 바처럼 초국적기업의 일방적 협상력 우위 및 전횡을 보여주지

않는다 한편 는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내부국가의 호의적인 제도변화가. Owczarczuk(2014) 2008 EU EU

역내로의 의 유입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한다F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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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국제이동성 확대의 파고에 직면한 국가역할의 약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여러 국가의 세금인하 경쟁이다 세금인하 경쟁이 발.

생하는 이유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의 유입이 법인세율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각 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후진국의 경우는,

세금감면기간 도 부여하곤 한다 일부(tax holiday) .(Hines, 1999; UNCTAD, 1999)

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세금인하 경쟁은 세계화의 확대와 국가 지위의 약화를 보,

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보장 등 중요한 공공재의,

공급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부족과 위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Wilson, 1999; Avi-Yonah, 2000)

그런데 국가의 조세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같은OECD ,

직접세의 세율 은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세금부담은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tax rate) ,

난다 예컨대 국가 평균으로 볼 때 법인세의 세율은 년.(Hobson, 2003) , OECD 1986

년 로부터 년 로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하락세를 보41%, 1990 36% 1997 31%

다.17) 반면에 세금 대비 로 측정된 세금부담은 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늘GDP 1980

어나고 있다 국가 평균으로 보면 세금 비중이 년 년. OECD ‘ /GDP’ 1970 29%, 1980

년 로부터 년에는 로 증가했다 이처럼 세33%, 1990 36% 1998 37.2% (OECD, 2001).

율의 감소에도 대비 세금부담이 증가한 현상은 투자촉진을 위한 세금감면이GDP

오히려 과세 기반을 늘린 점에 연유한다.

이렇듯 세금인하 경쟁을 둘러싼 논쟁과 실제 사실은 국민국가의 약화설이 상당

히 과장된 주장이며 각국에 의한 개선 노력이나 제도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있음,

을 잘 보여준다 세금인하 이슈와 관련해 세금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차원의. OECD

시정노력이 나타났으며 를 중심으로 그 결과물이 현실화된 바 있다EU (OECD,

2000; Deperez, 2003).

자본의 국제이동성 확대와 노동 및 환경정책 권리남용 및 위법행위3.5. ( )

세계화의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이 주도한 초기 해외직접투자는 값싼 해외원료나

17) 에 따르면 국가에도 자본이동의 확대는 자본세율을 낮추고 노동에Bretchger and Hettich (2002) , OECD

대한 세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조적으로 는 세계화가 자본세율을 낮추는 증거는. Dreher (2006)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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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광물자원 원유 농산물 등 의 확보와 접한 연관성을 지녔으며 또한 자( , , ) ,

국 임금상승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려는 시도와도 긴

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Wells, 1972; Cox, 1976; Gill and Law, 1988)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개도국들은 초국적기업에 유리한 투자협정을 허용

한 결과 인권 노동기본권 및 환경보호의무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환경 및 노, ,

동 관련 권리남용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18)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에 따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매우 활성화된 시기

에 초국적기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모국의 정치적 지원을 배경으로 개발도상국 시

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상을 지닌 거대한 조직으로 부상했다 이때 로비나 뇌물수수.

같은 스캔들 혹은 노사관계의 단순 위반 문제가 아니라 현지 투자 수용국의 이해,

관계와 크게 상충할 수 있는 사안 즉 시장지배력 우위의 남용이나 기업 폐쇄에 따,

르는 구조조정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거대 초국적기업은 국제네트워크의 재편.

현지 기업에 의한 생산량 조절이나 공장 폐쇄 또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및 해( ,

외 기지의 확장 등 을 앞세워 투자 수용국의 노동 및 환경정책에 향을 행사하려)

는 시도를 해왔다.19)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들은 소위 바닥을 향한 경주 를 방‘ ’

지하기 위해 지역기구나 세계기구를 통해 초국적기업의 인권 노동환경 문제를 규, /

제하려 시도해왔다 현재 초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국. UN, OECD, ILO(

제노동기구 국제산별노동조합 등에 의해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 .

면 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채택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은, 1976 “OECD ”

인권 고용 환경 경쟁 및 조세 정보공개의 이슈에 관한 다국적기업의 행동규정으, , , ,

로 제정된 후 국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되어왔다 특히 년, . 2000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가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어 각국 정부가 지역적으로 제기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이행

을 책임지도록 요청한 바 있다.

18) 정경유착에 따른 수탈적 관계와 구조 유지 그리고 노동기본권 및 환경 관련 이슈에서 기업의 권리남용이,

나 불법행위는 종종 초국적기업뿐만 아니라 국적 기업들에게도 그 책임 소재를 귀착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19) 에 따르면 은 국제네트워크 재편 같은 경 전략을 통해 이른바 생산의 정치학 을Rothstein(2005) , GM ‘ ’

활용한다 예컨대 은 초국적기업의 이동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협박전략을 구사해왔다. , 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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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의 탈규범화에 관한 대안 복합 다면적 검토4. :

세계화의 맥락에서 향력을 확대해온 초국적기업의 탈규범화에 대한 대안은 무

엇에 근거해 마련될 수 있을까 일부 주요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가능성을 논의해 본다.

국가의 시장확대 세계화 관련 역할관계 재정립4.1. ( - ) / : 국가와 제도의 제자리 찾기

국가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온 이유는 현실 속의 자본주의

국가가 드러내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 ,

의자의 계급주의 단순 국가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

하기 위한 도구적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20) 반면 이와 지극히 상반된 입장을 취

하는 국가주의자들의 시각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권을 놓고 경쟁 대립하는 사회구성원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중립적인 규제자

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를 사물이나 사회.(Evans, Rueschemeyer & Skocpol, 1985)

적 행위의 주체로 인식해 국가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대신 국,

가 자체도 사회전반의 역사적 정치적 제도적 역학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식할, ,

필요가 있다 제솝.( , 2000)

인류역사에서 국가는 무력을 기반으로 다수 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속성을

드러낸 경우도 상당하지만 특히 근대국가 체제에서 정의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다면적 개입을 통해 사회진보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측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과거의 국민국가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변화한 것은 틀림없지만 자본에 대한 협상력이 단순히 약화된 것은 아니며 급변, ,

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21)

세계화에 대응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관해서는 특정 관점에 입각한 획일적 단순

20) 한편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인 폴란차스 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주장한다 즉(Nicos Poulantzas) .

국가는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일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시스템 관리자이지만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의 여러 계급 간 모순을 중재하고 시공간적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21) 전후 세기 중반 선진국 국가의 성격은 총수요 관리의 특성을 가진 케인지언 복지국가20 (Keynesian

로 지칭되지만 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혁신 인적자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welfare state) , 1970 , ,

는 슘페터식 근로복지국가 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므로(Schumpeterian workfare state) (Jessop, 1993).

기술발전에 따른 국제경쟁의 격화에 대응한 미시적 정책 즉 교육이나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공공정책이 부,

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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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다는 관계적 국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역사적 현상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을 높일 듯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새로운 국가역할의 변화도 새.

롭게 변모한 환경에 대응한 국가 개입방식의 특정한 변화로 이해 가능하다 즉 대.

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적인 여러 세력의 역학관계나 제도적인 특성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내적인. , ,

다양성 그리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차이가 국가별 제도적인 구성의 차

이에서 비롯되며 세계화의 향도 각국이 채택하는 전략적 산업정책에 따라 다양,

하고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장하준.(Weiss, 2003: , 2006)

세계시민사회론4.2. : 대중적 사회운동 자생적인 네트워크 형성 세계적 시민권의, ,
회복

한편 세계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세계시민

사회의 범주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22) 국민국가 내부의 시민사회(

론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한 세계사회론 에 따르면 국민국) (world society model) ,

가 간 문화적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시민사회의 차원에서 공

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이념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역사적 통시적으로 볼 때 세계화에 따른 인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이 지구적 단위,

에서 확장하고 있고 세계적 표준에 의한 문화적 제도적 동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역할이 역시 가능하다, .(Meyer et

al., 1997)23)

22) 세계질서의 범주로서 지구시민사회는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나타난 개념인 만큼 그 개,

념화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범주에서 볼(Lipschutz, 1992; Tarrow, 2005).

수 있는 실천적 주요 사례로는 여러 국제 시민사회 단체가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세계화 국제포럼‘ ’

이 있다 이 연합 세계시민조직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면(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IFG) .

서 각 국가와 지역에서 작지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과 다양한 사례를 콘센서스 리포트에 담고 있다,

캐버나프 외 또한 제국 의 저자인 네그리 및 하트 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몰락 초국적 자( , 2003). (2002) , , 
본의 세계화 정보기술혁명 등에 의해 변화해온 현재의 자본주의는 권력이 토적 경계 없이 전 세계에 분,

산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생산방식의 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

로 비물질적 노동자 계층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는 만큼 이들 일반 대중의 주체성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네, ,

트워크의 형성과 연대 이에 바탕을 둔 세계적 시민권 회복 투쟁이 제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의 핵심,

이 된다.

23) 반면 세계체제론자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부와 주변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역학은 민족, ,

인종 계급 성 세대의 각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 , , .

라 사회운동은 민족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표출되지만 이는 남북문제에 따른 갈등의 현시적 표현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세계시민사회론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세계적 차원의 시민사회라는 것은 허상이며 수사학에.

다름 아니다 (Amin, Arrighi, and Frank, 1990; Balibar and Wallerste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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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가나 경 인들이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모임을 정례화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세계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이 세계적 차원에서 교환되는 장소로써)

계몽되고 정치화된 공공 역 즉 초국적 공공 역 내지는 지구공공 역, , ‘ ’ ‘ ’(global

이 존재한다public sphere) .24) 이러한 초국적 공간은 사회운동을 위해 개인 시민단,

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국민국가의 경계나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의사소통하, ,

고 담론을 나누며 실천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공간이다.(Guidry et al., 2001;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간은 사회운동조직들이 보편적인 국제적 가치Sikkink, 2004) ,

규범 및 이념을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전수하거나 전파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화를 시도하는 초국적 연대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세계 각 지.

역의 사회운동은 그 목표를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한 후 조직 전,

술 자금 인원 등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문화적 제도적 동형화, , ,

를 이루는 데 활용할 수 있다.(Guidry et al., 2001)

시민경제론 및 글로벌 가버넌스 정립4.3. : 사회공동체 시장 국가의 협력과 상호+ +
작용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해 요망되는 이른바 새로운 국제적 지배구조 또는 가버넌

스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국가의 역 내부에서처럼 확고하게 정립하,

고 집행할 정치적 구조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의 힘과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화는 이미 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종종 빠르게 진전되어온 반면에 이것이,

파생하는 여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지구적 차원의 정치체제는 진정으로 요

원한 상태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기 말 이후 반복되는 세계적 경제금융위기의. 20 /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느끼듯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책임지고 관할하는 정치

적 지배구조가 요구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거론되었듯이 새로운 국제적 지배구조나 가버넌스의 정착과 확립에는 그

저변에 세계시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질적 빈곤을 극복하고 그 한계.

에서 벗어난 세계 시민들이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일차적으로 국민국가 내부의 정

치정책 시스템 개혁과 발전에 진보적 관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 ,

로 확산 발전시키는 정치경제적 과정 지역국가 지역정부 등 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 )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4) 이러한 공공 역은 각국 정부 간 공식적인 회의에서부터 비정부조직 이나 일반 활동가들이 활용하는(NGO)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일상적인 접촉까지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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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세계시민들의 여론의 수렴과 확산은 즉각적으로 전면적 차원,

에서 수행될 수 있는 용이한 과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적인 대안이 단기.

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다 단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작. , ,

용하는 여러 힘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내조직 및 세계조직과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미를 가질 것 같다 먼저 경제.

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힘과 본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힘과 본능을 단지 획일적으로 비판하고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사회 내부에

서 공동선의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내.

적으로는 경제 역 내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와 사회성의 작동이 양립 가능하며,

경쟁적 자유시스템과 공공이익 및 공공선이 상호 선순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민경제론적 접근이 요망된다.25)

다음에 국제적인 차원으로는 예컨대 유럽연합 이 초기 단계에서 상호 경제, , (EU)

적 이익에 기반한 통합 정신에 기초해 파이를 키운 후 지역적인 정치질서의 통합

을 시도하면서 다른 세계 각국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 같은 선진국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조정기구들의. G8

역할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국민국가의.

협소한 이해관계가 극복되고 부분적으로 글로벌 가버넌스가 정립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을 것이다 (Held, 1999).

요약 및 결론5.

본 연구는 초국적기업의 역할과 탈규범적 행위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삶이 지속가능한 토대 위에서 이( )

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 하에 수행되었다.

25) 시민경제론 은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의 관점으로부터 정교하게 확대된 접근법이다(civil economy) ,

시민경제론은 윤리학과 결합하여 정치경제학의 관점에 강력한 근거를 제시(Bruni and Zamagni, 2007).

한다 시민경제론은 인간의 사회성과 상호성을 사회 정치 경제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바라본다 인간. - - .

의 사회성과 상호성은 사회공동체의 역에서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지만 경제 및 법과 정치의 역과,

분리되어 움직이는 힘이 아니다 시민경제론은 경제 활동의 목적이 개인적 효용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의 행복 그리고 공공 행복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여기서 행, , .

복은 물질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고 관계성,

을 회복하는 일에도 상당 부분 의존한다 고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경제학의 선구자인 애덤 스미스. ,

역시 이런 전통에 속한다(Adam Smi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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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확대되는 현상은 세계화의 진전이라는 맥락에서 파악

될 수 있고 이러한 세계화의 구조와 동학은 대체로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시,

장과 국가의 협업과 상호작용으로 이해가능하다 시장과 국가의 협업과 상호작용.

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시장과 국가의 고유한 특성에 향을 미치는

각 사회 내부의 일반 대중 그리고 시민적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또한 세계화와 초.

국적기업의 활동은 성장과 분배의 측면에서 각각 명암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교역국가들의 소득수준은 증가했고 선진국경제와 후진국경제 간의 소득불균

등이 완화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국 경제 내부에서 소득불균등이 확대,

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세계화의 진전 가운데 초국적기업에 의한 경제활동은 투.

자 유치국 정부의 전략적 선별적 정책이 유효했던 경우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성,

공적일 수 있었던 반면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 능력을 훼손 제약하거나 노동 및, ,

환경의 측면에서 약탈적 속성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어떤 대안적 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역사에 획기적 도약은 없는 만?

큼 본 연구에서 역사적 과정을 조망한 이론적 틀에 기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 앞서 거론했듯이 대중 민주주의 체제 하 역사적 변화과정에 주요.

한 동인으로 작용해온 시장과 국가의 구조는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여러 사회세력

의 역학관계 및 재배열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및.

초국적기업 활동이 만들어낸 역사적 공간적 불평등 구조 가 민족 인종 계급 성‘ , ’ , , ,

별의 측면에서 과잉 욕구를 자극하거나 다면적 갈등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 요인인

만큼 이를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사회 교육 및 운동 그리고 이에 기,

초한 초국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시민경제론 에 토대를 둔 대중적 사회운동이 자생적인 국제‘ ’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구적 정의 의 프레임 하에 시장 논리에 따른, (global justice)

불균등발전을 교정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국가를 일방적으로 약화시켰다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특정

한 대응에 따라 후생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

준별 경제적 협력 및 수렴에 기초한 지역적인 정치질서의 통합과정에 부응해 바람

직한 글로벌 지배구조를 점진적으로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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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The result of Korean Capitalism and the absence of public

ethics
-Focusing on the East-West comparative ethics

한국적 자본주의의 성과와 공공윤리의 부재26)

동서 사상의 융합에 근거한 공공윤리 모색을 위하여-

양선진 충남대학교

Yang, Sunj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uth Korea's suicide problem is based on the absence of the moral for the
korean society, South Korea ethics of mental problems and Korea society is not
irrelevant. this study explores the ethical pluralism for a pluralistic society. from
Newton to the 20th century the era of physics is called,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is the era of biotechnology. Neuroscience and brain science reduce
human mental areas to human physical areas, particularly in the neurological area.
This phenomenon of the spiritual absence leads to the phenomenon of life. since
Descartes, Western understanding of human existence called independent, The
oriental thinking is fully relational. the confucian ethics is based on an emphasis
on mutual relations. Communities will be directly ethical basis in the Oriental. the
core ethics of the confucian thought is the ethics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others. It is the ethics of care. Ethical judgments is subjective. Ethical judgments
are possible within my ethical standards, but given, it is possible in the relation of
subjective and objective. The western philosophy means that human reason forms
the center, on the other hand, Asian values is a value based on emotion. South

26)본 논문은 세기 한국 사회를 위한 배려와 공감을 위한 감성의 윤리학 모색 동서비교윤리를 중심으로21 -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을 수정보완한 것임,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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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in a state that has both Asian and Western Features. The korean thinking
is a synthesis of reason and emotion. although the runners emphasizes the positive
aspects, Wang, Yang-wing accentuate the negative side. The ethical grounds of
Wang, Yang-ming is the relation between me and the others, between me and
natural objects.

Key word: Suicide, ethics, reason, emotion, caring, relationships, moral feelings,
general emotions

들어가는 말1.

인간이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하 다 인간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은 분

명한 사실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소는 인간사의 역사와 함께하지만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근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란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키

고 노동력이 상품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에 와서 사회적 부의 원천.

이 토지에서 자본으로 이동하 으며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와의 관계가 구체화되는

시기가 바로 근대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바.

로 정신이 경제에 미치는 향을 이해해야 한다.27)

한국의 자본주의는 서구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조선 시대

에 세기 후반부터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의 부문에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18 , ,

다 하지만 일본의 제국주의 이후에 많은 변질 및 왜곡이 발생하 다 일본 제국. .

27)서구의 자본주의는 세기 중반에서 세기 중반까지 거의 년에 이르는 중앙집권적 절대왕정의 성립15 18 300

으로 시작하여 국 산업혁명으로 끝을 맺는 시기로 초기 상업주의 시대를 중상중의라고 부르며 세기18

이후에는 경제 과정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인 곧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18

세기 후반에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원리

가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결국 산업혁명을 이룩하 고.

산업자본주의를 초래하 다 그리고 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은 경공업 작업기 혁명에서 중공업 혁명.

으로 이어졌다 국의 산업 혁명은 메뉴팩추어의 단계에서 공장을 기초한 기계제대공업의 단계로 이해하.

다 공장제도와 함께 근대자본주의는 완성되었다 이익을 자유롭게 방임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의. .

독점과 집중이 가속화되었다 소수의 거대 자본가가 자본을 독점하면서 산업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발.

전하 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은 경제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하 으며 식.

민지화된 국가들은 자본주의 변천과정의 논리적 귀결과도 같다 자본주의의 지배체제에 따라서 구속되었던.

경제적 후진국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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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침략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및 정신적 상황을 변질시켰다, , , .

일본의 침략 이후 한국 사회는 제국주의 일본의 경제에 예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세계관 등을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에 희생되었다 이러한, .

과정에서 한국은 자생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일본식의 자본주의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다 제국주의의 침략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 ,

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했다 일본의 자본주의적 착취는 경제 역뿐만 아니.

라 전 역에 침투하 다 년 월 일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 1945 8 15

었지만 많은 부작용과 함께 한국의 본래적 전통과 문화가 손실되거나 잊혀져가고

있었다.

한국의 본래적 전통인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던 문화가 사라

졌다는 것이다 정신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통 문화이다 일반적. .

으로 문화란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집약된 인간의 정신세.

계는 단순한 정신사가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자본주.

의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베버는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달리 정신이 경제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 베버는 서구 사회, .

의 합리성 이라는 문화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본다 합리성이란 특정 목적< > .

계산 가능성 통제 논리적 성격(purpose), (calculability), (control), (a quality of

보편성 체계성 을 들고 있logical), (universality), (a systemic method of organization)

다.28) 합리화 과정이란 계산과 통제의 토대로써 과학적 탐구와 관리의 과정이 내

포되어 있으며 삶의 모든 역을 체계적인 과학적 탐구와 관리 하에 종속시킨다, .

이 과정은 도덕성 사회관계 인간 상호간의 행위 역에서 전통적 권위를 무의미, ,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지닌다.

일본 제국주의 이후에 서구의 자본주의를 성급히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에 나

타난 많은 병폐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역의 중요성 상실과 한국의

전통 문화인 공감과 배려의 공공 윤리의 부재를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국식 자본주의가 빠른 기간 안에 세계 위권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많은 부작용10

중에서 대표적인 공공윤리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8)Arnold Eisen, “The Meaning and Confusions of Weberian 'Rationality,” British Journal of

면Sociology 29(1), 1978, 57-70 ; A, Javier Trevino, The Sociology of Law (Transaction

면에서 재인용Publishers, 2008), 16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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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윤리학에서 관계중심의 윤리학으로2.

세기 뉴튼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17 , < (principia naturalis mathematica,

를 발표한 이후 지성사는 혁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물리학은 자연에1687)> .

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질 이라고 간주하며 뉴튼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matter)

성이론과 양자역학의 시대 던 세기 전반부 역시 물리학의 시대라고 본다면20 20

세기 후반부는 생명 의 원리를 물질 또는 기술 로 이해가능하다고(bio) (technology)

생각하는 생명공학 의 시대이다 자연을 단순한 물질로 이해하(biotechnology: BT) .

는 시대에서 생명마저도 물질로 바라보는 관점이 학문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정신이 물질로 환원되고 양화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뉴튼의 물리학은 자연을 수학적 원리 즉 양적 으로 설명하며 보이지 않, (quantity)

는 것을 보이는 또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환원한다 세기 이후에는 심리학 경제. 19 ,

학 사회학 등도 철저히 양화의 학문이 되었다 세기 초부터는 동양의 심학, . 20 (心

은 약화되고 서양의 심리학 은 강화되었다) ( ) .學 心理學 29)

한국 사회는 규범의 부재 내지 규범의 탈구속성이 문제이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사회를 지배했던 불교 사상 그리고 조선 시대를 지배했던 유교 사상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산업 사회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탱한 사상은 유교가 잔존했.

지만 현재 거의 역할을 상실한 상태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하나의 사상.

이 한 사회를 독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사상 자체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상적으로 부재한 현실에서 대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상이다. .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지만 한국에서 근대

성이후에 대안이 없는 가운데 자본적 가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와 규범 아

닌 규범만이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 운 방식이지 사상이나 철학이.

될 수는 없다 한국 사회는 현재 공유할만한 사상 자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공동.

체를 이끌어줄 규범이나 윤리도 부재한 상태에 있다 물질문화에 상응하는 정신적.

사상이 부재하다.

국가 중에서 선두 위권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경제력은 바로 과학기OECD 10 ·

술을 바탕으로 이룩되었던 것처럼 국가의 사상적 기반은 역시 물질적 풍요에 집중

했다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잘 살아보세 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 가옥을. < !> .

29)철학도 고유한 역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접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 없는 학문이.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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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고 양옥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한국의 근대적 문화는 정신보다는 물질.

우위의 문화가 지배했다 그리고 서구의 자본주의 모델을 쫓아서 달려왔다 물질문. .

화는 어느 정도 이룩하 지만 정신적 역은 거의 전무하다 우리 사회는 물질 우.

위의 가치관 속에서 정신적 역은 도외시하 고 정신적 사상은 우리 사회에 부재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유교 문화를 단순히 복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 사회는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물질적 역만이 존재하고 정신적 부분.

의 부재가 야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 정신 부.

재 현상이 바로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정착.

을 통해서 인간의 부품화와 상품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잘.

못된 현상이 바로 자살이다.

자살(1897) 30)을 기술했던 뒤르켕에 따르면 규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심,

의 가책을 느껴서하는 자살(le suicide fataliste)31)도 있지만 규범의 부재 즉 아노,

미 때문에 자살(anomie) (le suicide anomique)32)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33) 현재의

한국의 자살률은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근대화와 자본.

주의 시스템의 옷을 갈아입고 적응하다보니 개인을 규정하는 사상이나 가치관 세,

계관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가.

치관이나 세계관이 없기에 한국인들은 아노미 상태에 처해있다 더구나 정보화 사.

회 이후에 한국의 정반대쪽의 일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물적 인적 교류가 어느 때,

보다 제한 없이 교류되는 한국 사회에서 과거적 방식의 유교적 전통 사회로의 회

귀를 주장할 수도 없다 한국 사회는 서구적 자본주의의 옷을 재빨리 갈아입는데.

성공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옷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출 시

간적 여유가 없었다 나름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있지만 자신의 체형과 스타일.

없이 단지 서구적 옷을 입은 모습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서구적 자본주의의 모델에 상응하는 정신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

다 현재의 한국은 전통적 유교적 사회로 회귀할 수도 없고 서구적 모델만을 의미.

30)E. Durkheim, Le suicide , Quadrige PUF, 2002 
31)집단의 규범이 너무 강력해서 개인을 구속하고 속박해서 발생한 자살을 숙명적 자살이라고 한다.

32)규범 의 부재에서 발생한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뒤르켕의 놀라운 통(nomos) .

찰이다.

33)규범의 지나침이나 부재에 의해서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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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없다 세기의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바로 과거의 전통적 모델도. 21

아니고 서구적 모델도 아니다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성 중심의.

서구적 가치와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 유교적 가치인 동양적 가치가 혼합된 새로운

가치가 요청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 유교 문화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고 새롭게 변화된 사회에 걸맞은 사상이 필요하다.

변화된 정보화 사회에 전통적 유교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회 구성원들

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유교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논자의. ?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공동체적 연대성이고 관계적 특성이다 서양의 근대를 열었.

던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근거는 바로 타자와 고립된 개인적 자아 이다 독아(Ego) .

론에 머문 존재론이며 이것은 서양의 개인주의를 정당화시켰다 하지만 동양의 존.

재론적 근거는 자아가 아니라 관계 자체이다 서구 사회에서 개별적 개인들은 공.

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계약관계를 통해서 사회를 형성한다 사회란 다름 아닌 개.

인들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장치일 뿐이다.34) 사회가 개인의 이익을 최

대화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개인은 사회적 운 방식이나 사회

자체로부터 탈퇴할 것이다 사회적 계약의 출발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되.

었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위상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에 앞선 근본적 존재인 것이. ,

다 따라서 사회적 계약이 깨진다면 사회는 파괴 되도 개인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

사회에 앞선 개인이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다원성에 기반을 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사. 1990

회는 세계화를 내걸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시점을 가지게 되었다35) 좋든.

싫든 세계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 문화 사상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 .

국은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권에서 다문화 다양한 관점을 용인해야하는 시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변화된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적응해야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통일성과 단일성을 근본으로 하고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던 유교 문화에.

서 다원성과 다양성을 근본으로 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반을 둔 변용된 문화·

를 요청한다 변화된 사회에서 유교는 무의미하며 유용성이 끝난 것인가라고 질문.

한다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 정보화 사회에도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지닌 공동체적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

34)홉스는 리바이던 에서 개인은 이기적이고 원자적 특성을 지녔다고 보면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 > < >

고 보았으며 사회는 이기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 개인들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35) 한국에서 경제 시장의 세계화 가 시작된 시점과 포스토모던이즘이 유입된 시점이 흥미롭게도(globalisation)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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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가 지닌 윤리성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생명을 경시.

하는 과학기술의 문화에서 새로운 생명 존중과 환경 보존의 문화를 위해서 유교문

화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개방과 산업화 등의 근대화를 거치면서 동일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종교

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단일한 사상이 한국을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 .

에 년대 세계화를 맞이하면서 지구촌이 단일 생활권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1990 .

에서 물질적 문화의 충격과 환경에 적응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윤리의

부재 현상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 중심의 물질문화와 함께 이끌어줄.

정신적 문화 또는 윤리관이 전적으로 부재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 이런 현실 속에.

서 과거의 유교 사상으로 한국을 정신적으로 하나의 사상으로 묶을 수가 없게 되

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통적인 우리의 사상이면서 우리의 현실에 적응 가능한.

새롭게 가공된 유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

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줄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는 것과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나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특성이 아직까지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 남아 있

다는 것이다.36) 우리의 사상적 뿌리에는 유교가 한국인들의 정신적 유전인자로 여

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통 한복을 개량해서 오늘날의 개량한복으로 변.

경하여 우리의 의문화를 만들 듯이 한국의 유교적 전통의 사상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찾아 다소 새롭고 창조적으로 가공하여 우리의 윤리관과 정신

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유교의 윤리적 기반은 상호적 관계를 중시하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윤리란 동.

아리의 과 이치의 가 합쳐진 글자이다 윤리란 바로 공동체가 바로 하나의 윤.倫 理

리적 단위라는 것이다 공동체와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시각이다 따. .

라서 서양철학적 사유에서는 보기 힘든 공동체성을 개인의 정체성의 근본으로 바

라보는 시각이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가 될 수 없다 주역의. .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윤리도 우주적 사,

건과 결부되어 있다 개인의 운명도 우주적 사건과 관련되는 것이다 선진 유학의. .

공자는 인간 공동체의 번 과 헌신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36) 최근의 가족 동반 자살이라든지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은 관계론적 특성을 보여주는 나쁜 예라고 볼 수 있

다 가족 동반 자살은 서양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자살 유형이라고 한다 또한 가족 간의 살인의 원인 대. .

부분 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부모 탓으로 돌리는 문제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

에 내재하는 것은 관계론 적이고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 사회라는 점이다 서양은 개인주의에 기반한다면.

한국은 공동체적 특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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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핵심사상은 인 이며 인이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규( )仁

정하기도 한다.37)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이 무엇인지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정.

약용은 인이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연원한다고 하 다.38) 다시 말해서 인이

란 개인이 지닌 속성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윤리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나처럼 아.

끼고 배려하라는 배려의 윤리학이다 공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ethics of care).

운 인간다움을 위해서 새롭게 인의 의미를 부여하 듯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재구

성의 작업이 필요하다.

공맹 사상에서 인의 완성은 바로 군자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군자란.

공자적 해석에 의하면 바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주체가 아니라 과오가 발생하면,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39) 공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

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군자.

의 수양은 바로 자신이 타인들과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오를 시정하는 것을 수양이

라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 은 자신의 존재성을 타인과의 관계를. ( )克己

통해서 확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40)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의 윤리적 준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을 배제한 나란 존재론적 주체로서 무의미하다 윤리적 판. .

단은 내 안에서 가능하지만 윤리적 기준은 나와 남 주관과 객관의 관계망 속에서,

가능하다 단지 윤리적 판단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기적 속성을 지녔음.

을 깨닫고 자신을 극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초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41) 유교의 윤리는 관계망의 윤리라는 것이 오륜 속에 등장한다.

부자 형제 친구 사제 그리고 부부 관계의 가지 관계망을 통해서 윤리적 상황이, , , 5

37) 안연, ,論語 樊遲問仁 子曰愛人 問知 子曰知人 樊遲未達 子曰 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 樊遲退 見子  ｢ ｣
夏曰鄕也 吾見於夫子而

38) , , , .丁若鏞 論語古今主 仁者 二人也 
39) 군자 란 임금의 자제라는 신분적 차원을 의미하 지만 공자가 여기에 임금의 제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君子

부과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인격적 의미를 부과하면서 군자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의와 도덕을 실천하는

관계적 인간을 의미한다면 소인 은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비관계적 인간이라고( )小人

도 할 수 있다.

40) 안연편, , , , , , .論語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41) 고자상 편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이 등장하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맹자의 심성, .孟子 

론을 순자와 대비해서 성선설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맹자의 성과 순자의 성은 다른 문맥적 의미.

를 가지고 있는데 맹자의 성 은 도덕적인 심성을 의미하며 순자의 성 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간 마( ) ( )性 性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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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다는 것이다 유교의 극기복례라는 문구가 말해주듯이 나 자신은 극복의 대. ,

상이지 결코 옹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아의 존재성만으로 윤리학은 성립.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윤리적 주체는 나와 남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의 관계망인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감성과 지성 통합의 윤리학 모색3.

서구적 모델의 중심인 근대화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

다 이성은 바로 서구 철학의 중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바. .

로 감정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도 역시 이성이다 이성이 감성적 쾌락을 통제할.

때 이성중심의 윤리가 된다면 이때의 이성은 윤리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고 서양철학은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성은 인간다움을 위해서 감정을 억제하.

고 통제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성이

작동했으며 이런 사회의 대표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실제로 이성은 감성을.

통제하기 보다는 감성의 욕구를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성.

은 윤리적 기능을 상실하고 감성적 욕구의 수단이 되었다 서구 철학은 이성의 윤.

리적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이성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이성 중심의 모

던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 전환하 다 한국인들은 서구화를 거치면서 이성.

화의 작업을 모방하 다 하지만 완전한 서구적 모델이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았.

다 서구적 모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중심성이 한국의 경제적 시스템이.

나 체제적 측면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 정서인 감성중심성을 하루

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성이 중심을 이룬 경제시스템 속에는 감성과.

함께하는 경제 운 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적 가치 다 아. .

시아적 가치는 경제적 성적에 따라서 칭찬받기도하고 비난받기도 하 다.

논자가 볼 때 아시아적 가치란 감성에 기초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

대의 한국 사회는 감정적 가치가 모든 사회의 운 원리가 되지 못한다 이성중심.

성의 가치인 서구적 모델의 경험을 가진 이후에 한국 사회는 서구처럼 완전히 이

성중심성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적인 감성

중심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한국은 아시아적 특징과 서구적 특.

징을 모두 가진 상태에 있다고 진단된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이성과 전통 유학의.

감성의 융합 내지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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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유학의 사상은 이성적 사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보다는 감성에

근거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윤리적 관점이 서양의 윤리적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 서양의 윤리학은 철저히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이

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이성이 자신의 감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윤리학은 철저히 이성중심의 윤리학이다 플라톤의 국가 에. . < >

등장한 윤리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Eudaimonia43) 스피노자의 Beatitudo44) 또는

칸트의 실천이성의 윤리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성적 존재에 대한 믿음.

이 강했던 서양의 철학은 차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성에 대한 회의를 가지1 , 2

게 되었다 이성적 인간이 어떻게 세계대전 히틀러주의 스탈린주의에 의한 대량. , ,

학살 히로시마 원폭 투하 등 비이성적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시작,

된 것이다 여기서 이성적 주체에 대한 회의가 서양철학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 .

성중심이 아닌 다른 요소가 인간을 이끌어야한다는 사고가 시작되었다 이성에 의.

해서 진리는 확인되어야 하며 진리는 시공간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

하여 이성 진리 동일성의 철학을 강조하 다 하지만 세기 새로운 철학이- - . 20 요청되

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의 문제의식을 반 한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

공자는 인간다움의 핵심가치는 바로 인이라고 보았다 인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덕치이다 덕치란 법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법적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도덕적 양심에 근거한 사회 운 원리를 강조하 다 인은 덕을 통.

해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45) 인이란 덕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 심리적 상태를,

나의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

로 그리고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공감하는 감정적 차원을 의미한다.46) 공자

가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성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인간의 도덕성 차원의 인

은 바로 감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47)

42)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에 등장하는 도덕 감정 란 공감이라는 감정에 기초한 도덕 이론(moral sense) 
이다 하자만 이러한 공감이라는 감정이 서양 사상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적 사상은 아니다. .

43) 한국말로 행복이라는 의미이며 이성이 감성을 억압하는 습관화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44) 행복이라는 의미로서 이성이 정념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행복이다.

45) 이란 마음 을 얻는 것 을 의미한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 ( ) . .德 心 得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종교심이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

46) 맹자의 도덕철학에서 도덕의 존재형식은 도덕적 선이 무엇인가에 관심 갖는 이성적 담론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을 촉구하는 감성적 실천인 것이다 류근성 맹자 도덕철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 , , ,｢ ｣
동양철학연구회 권 쪽, 52 , 2007, 277-301 )

47) 니체는 도덕의 계보 에서 새로운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도덕이 이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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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윤리적 근거를 인간의 이성이 아닌 감정 속에서 하나의 단초를 찾은 것

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48) 이 점에서 동양

적 사유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정신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마음이란 정신과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지적 차원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감성적 차원을 강.

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맹자는 에서 인간의 핵심적 감정이. 孟子 梁惠王上  ｢ ｣
바로 단이라고 보았다4 .49) 단이라는 인간의 선한 보편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4

보았다.50)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윤리적 감성의 차원에서는 인 이며 부당한 통치자에 대한 의로움은 혁명으로( )仁

나타날 수도 있는 의는 지성적 차원을 의미하는 의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義

신유학자인 양명의 양지라는 개념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 사물과 하나 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감응 적 윤리( )感應

적 주체이다 자연과 사물과 감응한다는 것은 윤리적 기준이 추상적 원리로 작동.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 구성도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과 내적 교감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지 의 교감은 철저히 지적 구. ( )良知

성을 넘어선 철저히 정서적 토대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리적 명령이.

추상적 구성물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소통하면서 원칙 없는 원칙으로서 감응적

주체의 문맥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주자는 효에는 효의 이치가 외부에 있고 충. ,

에는 충의 이치가 밖에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기준이 외재적 특성을 가진다면 양,

명의 경우에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나 밖에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결정되며 양지

를 지닌 개인은 윤리적 판단을 외부가 아닌 상황 속에서 한다는 것이다 결정되는.

상황은 주희처럼 외재적인 주지적 추상화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칸

성비판 도덕적 기능으로서의 이성을 비판한다 도덕적 계보의 핵심 주제는 고통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 .

다 이 도덕의 계보 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전복하고 해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에의 의지를 지닌.  
초인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이 양명학 등 유학의 성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양명의 성인은 기존. .

도덕의 주례를 가지고 규율하기 보다는 하늘의 뜻이 마음속에 새겨진 양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가치를 설

정하는 초인위버멘쉬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니체 역시 제우스적 축제와 디오니소스적 축제를 구분한다 제( ) . .

우스는 이성을 의미하고 디오니소스는 이성이 아닌 다른 요소를 강조한다 이점에서 감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8) 맹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의 단서다, , ( )公孫丑 上 惻隱之心仁之端也『 』 ｢ ｣
49)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이며 이러한 본성이 육체를 지신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바로

단 이라는 것입니다4 ( , , , ) .惻隱之心 羞惡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

50) 이철승 유가철학에 나타난 의 문제 와 의 관점을 중심으로 유학사상문화연구, ‘ ’ : , ,氣質之性 王夫之 朱熹「

쪽 맹자의 사단을 감정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Vol 34, 2008,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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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처럼 내재적 구성만의 단계도 아니다 양명의 윤리적 근거는 전적으로 나와 남. ,

나와 자연사물의 관계의 묶음 속에서 교감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나와 남이 나.

눠지고 분화되고 구분되는 주지적 단계에 앞선 전 분화적 단계에서의 교감이며 전-

주지적 또는 전 표상화의 단계를 의미한다 만물일체의 인이라는 양명의 사상은- - .

근원적으로 선진유학의 근본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원적으로 주

체 객체의 분화 이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 객의 논리적 사고와 주 객의 추- . - -

상적 사고가 있기 이전에 근원적 동근원성의 토대에서 출발해야만 비로소 윤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서양철학은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통해서 가치와 사실의 분화 즉 존재론과 가,

치론이 나눠지기 시작했다.51) 반면에 동양의 사고 그 중에서도 양명의 사상은 선,

진유학을 가장 그대로 받아들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존재.

와 가치가 동근원적이며 미분화되어 있다 서양은 근대 이후 신중심의 목적론적.

존재론이 힘을 상실했고 윤리학은 하나의 요청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존재와 가.

치를 구분했던 방식에 대해서 현대 미철학은 비트겐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가치와 존재가 미분화된 상태는 나와 남 나와 우주자연과의 공통된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며 여기서 공통적 기반은 추상적이며 분석적 차원이 아닌

감성적인 비분석적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다.

나오는 말6.

한국에는 서구의 경제체제에 상응하는 정신적 가치가 거의 부재하다 한국 사회.

가 물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동안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이 심각하다.52) 오늘날의

철학이 현실에서 괴리되었으며 현실적 삶의 문제를 탐구하기 보다는 사변적이고

추상적 지적 유희로 전락하 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철학자들은.

철학의 본래적 역할을 회복을 위해서 각성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철학자들은 서. ,

양이나 동양의 사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편향적으로 소개하기를 멈추고 인간의

51) 가장 시원적인 분화의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구분하기 시.

작했고 고유한 역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52) 김세정양선진 호서선비문화가 가진 교육콘텐츠로서의 의미와 가능성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 ,「 」 『 』․
소 집 쪽 참조, 33 , 2015.11. 9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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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적이고 감성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53)

인간을 자본적 가치로 판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추구

하려는 비자본주의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수단과 자본.

적 가치로 전락하면서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본질적이지만 비가치적인 본질적 가

치와 윤리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한국 사회를 지탱할 공공윤리를 구.

출하기 위해서는 동서 사상이 손을 맞잡고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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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sted Public: The Museum in the Age of

Transnational Capitalism

경쟁 대상으로서의 대중 초국가적 자본주의 시대의:
박물관

크리스티나 한 윌프리드 로리어 대학교

Han, Christina Wilfrid Laurier University

Abstract

이 글은 초국가적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초국가적 카운터(transnational capitalist) ‐
헤게모니 사이의 갈등과 경쟁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을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

로 대중 에 대한 두 힘의 상반된 시각이 박물관에 대한 각각의 태도와, (the public)

개입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박물관은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지지.

자들 및 반대자들 모두에게 투쟁의 수단이자 장소로써 기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중에 대한 최근의 박물관학적 담론을 간단히 다룬 후 초국가적 자본주의가 박,

물관이 전제하는 대중의 개념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에 국제기구 유네스코(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이 고안한 정책들과 법인화(UNESCO) (ICOM) ) (corporati-

와 같은 수단을 통해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 후 최근zation) .

의 대안적 박물관학의 발전과 함께 초국가적 대항적 공중 을 대변(counterpublic)

하는 박물관의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논하고 어떻게(representation) ,

초국가적 이주와 같은 주제가 헤게모니와 카운터헤게모니를 막론하고 박물관 전‐
시를 통해 다뤄졌는지 양측의 전시가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글은 박물관계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초국가주의가 낳은 불평등,

한 현실이 세기의 박물관들로 하여금 카운터헤게모니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게끔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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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박물관과 그 전문가들은 초국가적 자본주의 시대에 더욱.

만연해진 헤게모니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박물관들은 현 시대의 다양화된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공론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장차 박물관이.

다양한 초국가적 힘이 공존하고 충돌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다양.

한 형태의 대중들이 공공기관으로써의 박물관의 변화에 참여하는 한 그 경쟁은 결

코 쉽게 순수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Introducti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museum in the postcolonial, neoliberal, global
context have been a topic of intense debate in recent years (Chambers et al., 2014;
Dauber, 2005; Jules Rosette, 2002; Thomas, 2009). The enduring master narratives‐
and countervailing alternative views coexist and collide. As Krats and Karp (2006)
aptly described, museums in the contemporary world are simultaneously “temples
of civilization, sites for the creation of citizens, forums for debate, settings for
cultural interchange and negotiation of values, engines of economic renewal and
revenue generation, imposed colonialist enterprises, havens of elitist distinction and
discrimination, and places of empowerment and recognition” (p. 1). One of the
most salient forces reshaping the concept of the museum in the 21st century is
transnational capitalism, which has infiltrated and colonized the everyday life of
global citizens and altered the public nature. This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through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Sementelli, 2012) has challenged and
modified institutions that have been long regarded as public particularly the―

museum. While many museums continue their hegemonic functions by maintaining
close ties with the state and adapting to the transnational capitalist world order,
there has also been a growing movement to challenge this hegemonic vision and
redefine the “public” in “public museum” in the contemporary transnational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museum in the contest between transnational
capitalist hegemony and transnational counter hegemony. More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the two forces’ opposing perspectives on the public
have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s and engagement with the museum. Despite
their differences, both parties agree that 21st century museums must find way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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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effectively with transnational history, policies, agencies, and corporations, and
more importantly, the transnational public. All in all, caught in the conflicting
ideological currents of the time, the museum has become a site and a means of
struggle for the advocates and opponents of capitalist hegemony.

After a brief overview of the evolving museological discourse on the public, this
paper will investigate how transnational capitalism has impacted the museum and
the institution’s concept of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through the policies
design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and through the capitalist corporatization of the museum. It will
then address the increasing representation of transnational counterpublics in the
alternative museological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Finally, this paper will
examine how the theme of transnational migration has been explored by museum
exhibitions using both hegemonic and counter hegemonic approaches and probe the‐
significance of their differences.

Part I: From National to Postcolonial: The Evolving Discourse on the Public

Before delving into a discussion about the public and its role in museum culture
in the age of transnational capitalism, this section will review the evolving
museological discourse on the public leading up to the 21st century. The public
entered the museological vocabulary in the late 18th century, when art exhibitions
designed for the public were created in Europe (Taylor, 1999). Museums built for
the public proliferated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anks to generous support
from the states, which wished to use their museums to improve their citizens’
judgment, discrimination, and morality through the teaching of official national
history and the inculcation of national spirit. Visiting museums became a privilege
and a duty of the citizen during this time. In this way, the early discussions of the
museum public were inseparable from the museum’s nation building functions‐
(Aronsson & Elgenius, 2015; Mcclellan, 1996; Paul, 2012). Throughout the Age of
Imperialism through the end of WWII, the museum catered mainly to the imperial
and colonial subjects. It displayed the glory of the empire and nation and its exotic
colonial bounty, and it justified imperialist expansion by visually exhibiting the
backwardness of the colonized peoples in the evolutionary temp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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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48, the United Nations (UN) issu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et a new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many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movements in the years that followed. Responding to this declaration,
UNESCO encouraged museums worldwide to embrace a universalist understanding
of humanity and expand their view of the public to include the global audience.
UNESCO also urged the museums to engage the public more actively by
establishing a public relations department, cooperating with modern mass media
such as radio and television, and designing and operating guided tours (UNESCO,
1958).

Throughout the 1960s and 1970s, however, dissent against the universalist view
of humanity and human heritage grew, and many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protested against large national museums’ inadequate and improper
representation of the aboriginal and formerly colonized cultures. In reaction to their
demands, UNESCO released a new set of guidelines for museums that encouraged
them to be sensitive to these communities’ desire for self determination and to‐
respect indigenous cultures properly by representing them as living cultures and not
as colonial relics. UNESCO also recommended that governments provide resources
and training to aid these communities in establishing museums that preserved and
promoted their cultures (Edwards & Stewart, 1980). This shift reveals how
postcolonial realities pressured museums to look beyond national interests towards
new,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e repatriation of cultural artifacts to their places
of origin (Prott, 2009). According to Gray (2015), the idea of a universal public
was perceived as “a deeply patronizing reassertion of the importance of Western
cultural values” (p. 30), and museums had to recognize the public as a collection
of people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conflicting interests.

Yet the museums’ adaptation to this new concept of the public was a
challenging and slow process, as it entailed the radical alteration of their mission.
On top of that, throughout the 1980s and 1990s, many museums had to struggle
for institutional survival as governments reduced funding to the museums sector in
favor of other, more pressing projects in the socioeconomic sector. This new
economic reality forced the museums to seek outside funding more specifically,―

corporate sponsorship.

The museums’ anxieties during this time were captured in a series of debates
that took place in 1989 and were later published as a book called Museu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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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People, Professionals and Profit (Boylan, 1992). The participants of these
debates expressed their views on the critical issues the museum world would face
projecting into the 21st century. While some pointed out the inevitability of
corporate sponsorship for museums and the need for museums to learn from the
corporate world especially its marketing techniques most felt apprehensive and― ―

defensive about the future of a museum with greater corporate involvement. Many
expressed concerns about possible corporate control of museum content and
assert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curatorial freedom and intellectual
independence. The transcribed content of the debates reveal that participating
museum professionals continued to adhere to the 18th century ideal of the museum‐
as “the temple of Enlightenment” (Boylan, 1992, p. 167) and “the university of the
tactile” (p. 156), and some even openly described themselves as socially and
intellectually superior to businessmen (p. 155). More importantly for our
discussion, the participants clashed over the issue of the museum public, presenting
opinions from opposite ends of the pole. Some argued that museums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designed to serve intellectually inclined visitors and
scholars, not “organizations gathering in large numbers of people, operating within
the tyranny of the audience turnover” (Boylan, 1992, p. 167). Countering this view,
another participant criticized the museum community’s pejorative attitude towards
the market economy and protested that the public is a community and market
simultaneously (Boylan, 1992, p. 186). These heated debates and polarizing
opinions aptly illustrate what Krats and Karp (2006) characterized as “museum
frictions.” Rather than replacing the old ideas of the museum, new ideas were
piled on top, leading to the multi layering and fragmentation of the discourses‐
concerning the museum. Entering the 21st century, museums have become highly
contested places where master narratives and their alternatives collide.

Part II: Transnationalism, Capitalism, and the Museum

A. Trans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UNESCO and ICOM

There is not a single agreed upon definition of transnationalism, but the‐
expression generally denotes the unprecedentedly intense and fluid movements of
people, resources, and information across national borders. While peoples and
societies in the past also traversed political and cultural boundaries, the 21st‐
century transnationalism is unique in its scope and speed. This age of unparall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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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thanks to versatile networks and rapidly developing means of
communication, has presented freedom and opportunities to some, but at the same
time has generated multitude of problems (Gouriévidis, 2014). Among the most
notable are the illegalization of undesirable transnational populations (Dauvergne,
2008), the increase of global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the destabilization of
national economies (Picciotto, 2011; Struna, 2015). Facing these transnational
challenges, supra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the EU, have focused
on managing and mitigating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tensions among
different nations and communities with the goal of creating and maintaining a
sense of order.

In the museums sector, two key international bodies have been responsible for
advocating transnational administration and cooperation, namely, UNESCO and
ICOM. Since the 1990s, both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conceiv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useums across the world. The UNESCO
definition identifies museums as “more than places where objects are exhibited and
conserved” and emphasizes their economic function as vital sites of global cultural
tourism as well as their social function to “act as platforms for debate and
discussion, tackle complex societal issues, and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UNESCO, 2016). ICOM recognizes that the museum is an evolving institution
whose role changes with the developments in society. Nonetheless, it provides its
definition as a “reference to global community:” “A museum is a non 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 (ICOM, 2016).

Although these definitions seem descriptive and professional, in practice, the
UNESCO and ICOM approved sets of museum standards urge professionalization‐ ‐
of the museums sector, increasing the pressure on individual museums which now
must striv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o be considered a proper museum.
More importantly, while professionalization often creates a façade of
depoliticization of the museum, in reality, both UNESCO and ICOM hold and
advocate clear political values and goals (Gray, 2015) that is, to foster social―

cohesion through the endorsement of cultural diversity and tolerance.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means to enforce UNESCO and ICOM guidelines in individual
museums, the transnational and inclusive rhetoric of cultural diversity and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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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manipulated frequently by different states and governments to promote
nationalist agendas. Museums in the 21st century have been charged with
employing transnationalism to create politically motivated unity (Seo, 2014),
“artificially mould[ing] the complex, fragmentary, heterogeneous nature of cross‐
cultural interaction into an abstracted teleology of the growth of a tolerant and
pluralist democracy” (Oakman, 2010, p. 405). Transnational history was even
labeled as a “methodological nationalism” (Lim, 2008), which seeks to create and
instill a sense of national pride for a culturally competitive nation in ligh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ltural diplomacy.

All in all, the transnational public that UNESCO and ICOM are mainly
concerned with are the transnational professional and diplomatic bodies whose
operations are still closely tied in with national interests. Instead of challenging
and transforming the current glob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order, both
organizations work towards harmonizing the existing relationships by promoting
global and regional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al and professional bodies within
the capitalist neoliberal setting.

B. The Museum as a Site of Transnational Capitalist Consumption

Another way that transnationalism has impacted the museum in the recent
decades is in the form of capitalism. Transnational capitalism, which has become
a ubiquitous reality in most parts of the world, has also infiltrated deeply into all
aspects of museums sector and brought about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individual museums’ operation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public.

Recent past has witnessed a remarkable growth in the number of museums
globally. UNESCO attributes the expansion of museums to their greater integration
into cultural tourism industry: according to UNESCO, the number of museums in
the world increased from 22,000 in 1975 to 55,000 today (UNESCO, 2016). The
museums sector’s growth has also been visible in the number of visitors. While
most traditional cultural sites such as cinema, theaters, and concert halls have
reported steady decline in the number of visitors, the museum alone has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As Luke (2002) observed, the top twenty theme
parks in the US drew nearly 130 million visitors in 1998, and that same year 865
million Americans visited museums, recording 50% increase fro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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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economic success of museums was due to a fundamental shift in
their operation which successfully adapted to the capitalist cultural economy. In
many countries, economic globalization led to cultural institutions’ greater
dependence on private sector funding (Gray, 2015). Museums nowadays are
actively involved in raising funds for their own operations through aggressive
soliciting of private donations and corporate sponsorships, smart marketing and
blockbuster exhibitions.

Despite financial success,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museums sector has
drawn much criticism, mainly condemning its transformation into a capitalist
institution. As Jurica (2014) pointed out, while contemporary museums appeal to
“notions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communicated through the
intensification of educational and transmission processes,” such “opening up” of
museums only reflects museums’ successful integration into neoliberal market
democracies (p. 140). Indeed, contemporary museums operate like any capital‐
generating corporations “with precise hierarchies and huge income differences”
(Jurica, 2014, p. 141). The capitalist transformation of museums also brought about
increased competition among museums for more funding, better reputation, and
greater success, measured numerically.

However, the most salient manifestation of museums’ capitalist transformation is
evinced in its changed conception of the public as consumers. From the capitalist
standpoint, the public becomes synonymous with the market, the museum a site of
public consumption, and knowledge a product. In order to build a public, museums
have turned to entertainment values (Luke, 2002), thereby changing the museum
experience to “become less of an intellectual event tied to a person’s cognitive
development and more of a completely packaged ensemble of amusing consumer
choices” (p. 224). In a promotional culture, museums have been striving to create
communities of interests and to build intimacy with consumers, offering to remedy
the deep individual anxiety for self improvement and performativity in the capitalist‐
society (Rutherford, 2008). As a result, museum exhibitions have become
educational entertainment or spectacles of knowledge which the public can enjoy
along with an array of other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such as restaurants
and gift shops.

This entertainment focused development in the museums sector has been difficult‐
to resist given the ubiquitousness of entertainmentality in contemporary life.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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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ing war over power and knowledge, museum professionals, conservatives and
liberals have all accepted that entertainmentality is an indispensable part of
contemporary cultural industry. Under the influence of transnational capitalism,
both the museum and its public have transformed and, as Luke aptly put it, the
museum public and curators now “coproduce their loosely shared knowledge of the
exhibition as a world within the world as an exhibition” (p. 222).‐ ‐ ‐ ‐ ‐ ‐

PART III. Transnational Counter Hegemony and the Museum‐
The ever increasing force of neoliberal capitalism has caused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inequalities and socio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ies (Robinson,
2012). The challenge of the neoliberal states to create cohesion and order in the
face of the ineffectiveness of supranational organizations has given rise to the
transnational resistance of neoliberal capitalist hegemony. In particular, the
neoliberal conception of the consumerist public has received growing criticism for
failing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public. Fraser (1990) drew attention to the
multiplicity of public spheres and the emergence of subaltern counterpublics with
counter hegemonic qualities. A counterpublic has been defined by Sziarto and‐
Leitner (2010) as “a dynamic, double edged term, denoting a simultaneous‐
attachment to and critique of the notion of ‘the public’”; it is “neither a simple
reaction to the hegemonic public, nor completely free of hegemonic relations, but
a political space formed through a multitude of intersecting processes” (p. 383).

Recent years have seen the transnational growth of counterpublics. Transnational
alternative policy groups (TAPGs), for example, have been active in creating both
visionary and strategic ideas to promote “globalization from below” and
“facilitating construction of a counter hegemonic bloc that transects national‐
borders and poses democratic alternatives to neoliberal globalization” (Carroll,
2015, p. 41). For the museums sector, the rise of counterpublics and the call for
counter hegemonic struggle meant the push to revive various forms of political‐
struggle around class and inequality in exhibitions and other museum activities
(Rutherford, 2008). More specifically, this call to resist neoliberal capitalist
hegemony has demanded a fundamental shift in the very notion of curation by
urging the museums to break away from “the seemingly flat plane of capital and
cultural reproduction” and embrace “multiple scales of belonging and their
mixtures of acceptance, resistance and refusal” (Chambers, 2014, p. 242). I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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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instead of showcasing the sanitized versions of the past imbued in the
rhetoric of greatness, harmony, beauty, and meaning and sugar coating it with‐
entertainment, museums are pressured to “cultivate a historical, cultural and
ontological wound ..., a cut that remains incurable” (p. 243).

The counter hegemonic cultural movements question and challenge the neoliberal‐
rhetoric of cultural diversity and tolerance aimed at maintaining current
socioeconomic order, whether it is from supra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ESCO or ICOM or from governments, and look for ways to engage and speak
with counterpublics. In this process, the museum was rejected by some as a
hegemonic institution (Dittmar & Entin, 2010) in place of an alternative public
revenue. Opposing hegemonic structures, an increasing number of artists and
curators have explored new ways to create and promote art in a social context.
Their consolidated efforts have been visible in the formation of fellowship
programs, such as the one organized by Nida Art Colony (Liu, 2014). Yet others
have tried to bring about counter hegemonic transformation to the museum itself‐
(KARST, 2012). Mouffe (2016) suggests that museums, once “converted into sites
of opposition to neoliberal hegemony and conceived as agnostic public spaces
where this hegemony is openly contested,” could become a key contributor in the
“struggle for the radicalization of democracy.”

PART IV. Transnational Migration in the Museum: Hegemonic & Counter‐
Hegemonic

The theme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refugees have been explored in varied
ways by many museums globally, and this recent development clearly demonstrates
the increasingly dual function of the museum as a hegemonic and counter‐
hegemonic space. A great number of museum exhibitions on the above theme were
funded by UNESCO and EU as a way to promote UN and EU’s policy of social
inclusion and diversity. Exhibitions such as Belonging: Voices of London’s
Refugees (2006) at the Museum of London, Telling Our Lives (2008) at the
Manchester Museum, and projects such as Museums as Places for Intercultural
Dialogue (2007 2009) were funded by supra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museums, and they communicate the message of intercultural
dialogue, democracy, and empowerment of migrant communities. These museums
have tried to involve the refugees in the creative process by featuring the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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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stories in the exhibition, but also by having refugees as museum guides
(EPALE, 2016). In this process, national narratives were reformulated “along more
inclusive lines which encompass cultural differences and hybridity” (Kratz & Karp,
2006, p. 5) and global citizenship was emphasized.

On the counter hegemonic front, the theme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refugees was inquired into from multiple perspectives. In particular, Williams’s
(2001) emancipatory interpretation of counter hegemonic museum has exerted much‐
influence. According to Williams, a counter hegemonic museum is an‐
“emancipatory museum” which “favors the poetic use of shock in order to generate
a rupture in audience conditioning and expectation, and to provide a deeper, more
critically alert awareness of things as they are” (pp. 3 & 5). Lately, as the criticism‐ ‐ ‐
towards the museum’s hegemonic role increased, there has been a growing
movement among museum professionals to consciously adopt counter hegemonic‐
approaches in their exhibitions. This includes choosing the metaphoric telling, as
opposed to the narrative telling, of the stories of migration and refugee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border crossing and border blurring by avoiding‐ ‐
representations of separate identities and spaces; and providing multi generational‐
perspectives on the issue (Goodnow, 2008). In this development, we see the
blending and blurring of hegemonic and counter hegemonic, as well a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public (Whitehead et al., 2015).

Conclusion

In a world transformed by transnational capitalism and migration, the museum
public has inevitably grown transnational. Yet despite the language of openness and
diversity,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transnational museum public continues to
hold onto ideas and values from the time of Western imperialism and colonialism.
Scott’s (2005) study of international museum visitors’ experience of the
transnational history exhibition reveals the different ideological lenses that the
transnational public wear. While the visitors from distinct countries had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thanks to globalization, European visitors continued to
hold an imperialistic vision of the world and stigmatized some cultures for being
evolutionary inferior to Europe. Conversely, visitors from Africa distrusted the
museum as a colonial and Western institution. In other words, transnational
museum public maintained racially prejudiced views and the transnatio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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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useum exhibition did not radically change the view of the other.

Such findings make us question if museums as a hegemonic institution have the
power to resist cultural hegemony. But as I have tried to show in this paper,
structural inconsistencies within the museums sector and uneven realities of
transnationalism allow the possibility for museums to incubate counter hegemonic‐
voices. On the whol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museums sector and its
professionals have become more aware of their role in the production of
hegemonic discourse which became ever more pervasive in the age of transnational
capitalism. Responding to the diversified demands of our time, many museums are
now actively involved in the creation of alternative public discourses. It appears
that the museum will continue to transform as a contested site where various
transnational forces co inhabit and collide, but that contest will not be one‐
dominated by purely capitalist concerns as long as publics in many forms remain
engaged in the evolution of the museum as a publ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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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apital and the Publicness of Cultural Policy

문화자본과 문화정책의 공공성

곽정연 덕성여자대학교

Goak, Jeang-Yean Duks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Recovering the publicness is necessary for solving the diverse problems and
conflicts of modern society. According to Jürgen Habermas and Immanuel Kant,
Publicness is realized through the public sphere aimed at the public interests with
open communication based on critical and autonomous thinking. The pursuit of
culture and art, which expose contradiction and irrationalities of society, is to
promote critical and reflective thinking and offer solutions to many social problems
with social fantasy, as well as provide a public sphere.

Since the mid-20th century, Germany's economic policy has been based on the
concept of a social market economy. The social market economy was strongly
inspired by ordoliberalism, social democratic ideas, and the tradition of Catholic
social teaching or, more generally, Christian ethics. The principles of individualism,
subsidiarity and solidarity are impotent valu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Cultural democracy also pursues these principles. In addition, it enables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 protects cultural diversity and pursues the right to
culture for everyone. Cultural democracy supports publicness and has become a
goal of Germany's cultural policy since the 68 movement.

Socio culture opens up different concepts of culture and encourages civic
engagement and the creative and cultural skills of many, regardless of age, gender
and origin through cultural participation. The history of sociocultural 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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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began in the 1970s as a consequence of the discussion of cultural
democracy. This originated from an urban movement for alternative forms of
cultural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of social problems that urged social change.
Sociocultural centers and initiatives in cities and towns, as well as in rural areas,
are now an integral part of the cultural landscape in Germany. Sociocultural
centers embody the principles of individualism, subsidiarity, and solidarity and
provide a public sphere.

Cultural policy should be organized so that the cultural capital is not a means of
social distinction but strengthens communication to establish publicness.

들어가며1.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빈곤 국가 던 한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년2012

세계에서 번째로 국민소득 만 달러 이상 인구 만 명을 상회하는 나라들의7 2 , 5000

그룹인 통칭 클럽 의 가입국가가 되었다 년에는 조 억 달러 규‘20-50 ’ . 2015 1 4000

모의 를 기록하며 경제규모 세계 위의 경제국가로 자리 잡는다GDP 11 .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적 성장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계층 간의

갈등을 낳았다 국가 중 자살률 위 노인 빈곤율 위 최하위권의 출산율. OECD 1 , 1 ,

및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지표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와 그 후 이어진 세계. IMF

경제위기는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중산층을 축소하여 취약해진 사회안전망으로 인,

한 사회적 약자를 속출하게 하 다 빈익빈 부익부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등 사회. ,

경제적 양극화현상 청년 실업률 이주 노동인구의 급속한 증가 저출산고령화 문, , , ·

제 지역사회공동체의 와해 이념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남, , , , , , ,

북한 갈등 등 산재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사회는 가지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지구.

촌 여러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

고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과 살육은 심각한 난민 문제를 낳고 있다, .

공공성이란2. ?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제 분야에서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공공성에 대한 담.

론에 큰 기여를 한 사상가는 독일 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 이다(Jürgen Haber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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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에 출판된 공공성의 구조적 전환1962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공공 역이 어떻게 구조적

으로 변화되어 왔는가에 주목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사적 이해관계가 중심인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

하여 행동하는 이기적 행위자로서 자유 확보를 위해 노력하 다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관습이나 특정 권위에 의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통합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근대의 통합 방식으로 제시한 것.

이 바로 공론장이다 공론장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내의 여.

론이 형성되는 역인 것이다 신문 잡지 살롱 커피 하우스 각종 모임 단체 및. , , , , ,

상품 유통의 기제들은 공론장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공론장은 궁중과 귀.

족의 지배력에 대항한 시민혁명의 견인차 으며 근대 국가의 구축과 시민 정신인

자유주의 확산의 중요한 요소 다.

하머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의 주체인 공중은 오늘날 비공공적으로 논하는 소수

전문가들과 공공적으로 수용하는 소비대중으로 분열되었다(Habermas 2013, 266).

비판적 담론 형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공론장이 국가 행정 권력과 시장을 움직이

는 화폐의 논리에 의해 식민화되면서 급속히 쇠퇴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합의를.

위해 상호 소통을 실시하는 생활 세계 와 목적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추(Lebenswelt)

구하는 체계 로 구분하고 경제력과 국가권력이 체계의 두 축을 이룬다고(System) ,

본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기존 체제를 긍정하는 허위의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문화.

산업의 성장은 공론장을 점점 변질시키고 있다고 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 식민화된 생활 세계를 회복하여 공공 역의 비판적 의사소통 구조를 활성화

하는 기획을 제안한다.

요약하자면 하버마스는 국가 권력과 경제력을 공론장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

로 보았고 공론장의 기본 조건을 평등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있다고 한다, .

서구에서 공공의 란 의미의 어 의 어원은 라틴어 에서 찾을 수‘ ’ ‘public’ ‘pubes’

있다 박치완 외 는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향을( 2013, 123). pubes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인 성숙함을 의미한다 박치완 외 반면에 사적인 이란 의미의.( 2013, 123) ‘ ’

는 박탈 을 뜻하는 라틴어 에서 유래하여 부족하거나‘private’ to deprive ‘priv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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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남표.( 2007,

따라서 공적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은 공론장의 참여 조건이라고25-26)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는 기준을 자신의 이성을 자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에 두고 있는 칸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칸트는 자유.

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기존의 편견과 독단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억압 및 종,

교적 권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 특정한 공.

동체의 틀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특정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들이나.

삶의 방식들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 역시 비판적 사유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종석 즉 칸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해에 반.( 2010, 86)

하는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옹호한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수행하.

는 사람을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명명한다 칸트는 자발.(Bahr 1990, 11ff.)

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활성화가 정의로운 사회 더 나가가,

원한 평화를 보증하는 세계시민적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종석.(

2010, 95)

칸트에게 있어서 공공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공공선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특정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성은. .

독일어로 라고 표현하는데 그 어원은 열려있다 라는 뜻의 형용사‘Öffentlichkeit’ , ‘ ’

이다 누구나 관련된 정보를 얻고 논의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offen’ .

는 개방성은 공공성의 주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은 비판적이고 자.

율적인 사유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공공선을 추구하는 개방된 공론장

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이중성3.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인 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면서 문화에 대한21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화는 전승되어 온 가치 체계에 대한 이해.

와 공유를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통로를 마련해주며 역동적인 공론장으로써 기능

할 수 있다 예술을 매개로 타자와의 소통을 이끌어 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다. ,

름을 인지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갈 수 있어 문화예술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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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개념적 사고와 이성적 논리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럼으.

로써 예술은 심미적 거리감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긴장관계 속에서 더욱

진실하게 억압되었던 인간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내고 사회적 판타지(Soziale

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해결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Fantasie) .　

라서 예술은 인간의 비판적이고 성찰적 사유를 추동한다.

서구에서는 세기 시민세력이 부상하면서 예술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 다 이18 .

러한 공론장은 공권력에 대한 비판 역으로써 기존의 절대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

항하여 합리성을 확보해 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한국의 문화예술을.

통한 공론장의 형성에 대해서는 송호근의 저서 인민의 탄생 과 시민의 탄생 을『 』 『 』

참고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세기 초반 이후 국문 소설의 소. 18

비자 층이 두터워지고 도시 나루터 장시들에서 유랑 예능인들의 자유분방한 놀이,

와 광대극이 널리 확산되면서 예술은 인민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주체

에서 벗어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주체로의 이탈을 부추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

는 지배층의 공식 이념과 투쟁할 수 있는 대항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문예 공

론장으로 발전하지 못하 고 년이 경과한 년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공론, 200 1890

장의 여건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언문을 공식 문자로 승인한 갑오개혁을.

계기로 언문으로 쓰인 대중매체가 다수 등장하고 대량 인쇄와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문화는 소외와 배제 그리고 지배계층의 억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부르디외 는 년 발표한 그의 대표 저서인 구별짓기. (Pierre Bourdieu) 1979 (La『

에서 교육의 접근권 문화 예술 생산물의 향유 능력 등 다양한 요소로Distinction) ,』

구성된 문화자본과 사회적 계급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부르디외는 자.

본을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킨 마르크스와 달리 자본을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계급적 배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속적인 문화적 취

향을 의미하는 문화자본이란 개념을 정착시킨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문화적 엘리. ,

트 집단은 가치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공고화한다 문화자본은 언어 능력 문화예술의 정보와 지식 습. ,

득능력 문화적 취향의 형성과 문화적 능력으로 계급의 불평등 관계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낮은 문화 해독력은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요

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와의 단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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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문에 경제사회적 방안뿐만 아니라 문화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를 통한 공론장 형성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4. :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문화를 통한 공론장 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주목받는 개념이 문화민주주의이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를 대중.

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민주주의는 문

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외 계층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곽정연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구.( 2015, 3)

성원이 문화를 구성하는 데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문화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급예술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창의적 활동도 예술적 행위에 포함되고 각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인,

정하고 그러한 취향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의 주요 실.

천 방안으로는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 향상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적 역량 강화 문화적 다양성 보장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

들 수 있다 김경욱.(vgl. 2003 33f.)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히 문화예술분야의 공급자 관점에서 새로운 콘텐츠

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문화

예술정책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가 주체가 되어 콘텐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소외 계층이 문화적으로 또 다.

시 배제되는 양상에 대한 직접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그들이 문화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적 안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차 대전 후 모두를 위한 복지 를 구호로 삼으며 사2 “ (Wohlstand für alle)”

회적 경제적 배제를 방지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를 경제정, (Soziale Marktwirtschaft)

책의 기반으로 삼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년대 당시 시장경제의 여러 모순점. 1930

을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프라이부르크 학파 의 질서자유주의(Freiburger Schule)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질서자유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Ordoliberalismus) . ,

와 가톨릭 사회이론에서 차용한 질서 개념을 결합하여 이념적 토대로 삼는다.(vgl.

질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원칙Deutscher Bundestag 2013, 545) “ (da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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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의 원칙 연대의 원칙prinzip)”, “ (das Prinzip der Subsidarität)”, “ (das Prinzip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정책 수립에 있어 준거로 삼는다 경제정의der Solidarität)” .(

실천시민연합 이러한 원칙은 개인이 사회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2006, 4)

다른 개인들과 상호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선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개인의 원칙은 개인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이해와

관심을 후원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후원.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충의 원칙은 개인이 자립할 수 없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다는 것이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가족이 돕고 가족이. ,

돕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돕고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보충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인의 원칙을 보완.

한다고 할 수 있다 연대의 원칙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를 사회가 돕는 방식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와 연관된 개혁이념이기 때문

에 사회전반에 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세 가지 원칙은 독일문,

화정책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로 작용한다 운동의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중요한. 68

문화정책의 목표로 부상한 문화민주주의는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문화에 대한 통치권은 주가 가지고 있지만 지원 및 결정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적지원의 는. 2011 44.8%

지방자치단체가 는 주가 그리고 를 연방이 집행했다, 41.9% , 13.3% .(Statistische

얼마나 어떻게 문화를 지원할지는 지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5, 12)

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초지역적인 과제나 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주 정부가 개입한다 주 정부의 집행 범위를 넘는 과제들은 다시 연방이 관.

계한다 연방정부는 해외문화교류 문화교육 문화자산의 보호 저작권법과 출판법. , , , ,

예술가의 사회적 보장 화후원 국가적인 문화기관운 과 같은 국가 전체에 관계, ,

되는 업무만을 맡고 있다 김복수 외.(vgl. 2003, 33)

지방분권화는 근대 국가로 통일이 늦어진 독일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

다 또한 획일적인 문화정책으로 문화를 정권의 선전도구로 이용한 나치 정권을.

경험한 독일에게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을 막고 각 지방자체단체의 자율성을 보장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충과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독.(Klein 201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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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지방분권적 문화정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행정가로서 문화정책을 수립하 던 헤르만 그라저 의 심(Hermann Glaser) 
미적인 것의 탈환(Die Wiedergewinnung des Ästhetischen) (1974) 54)과 힐마 호프만

의 의 모두를 위한 문화 는 독일에서 문(Hilmar Hoffmann) (Kultur für alle) (1979) 
화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호프만의 이론이 모두의 문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했다면 그라저는 체제 긍정적인 고급문화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일상과 사회적 현,

실에 주목하는 사회비판적인 사회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사회문화운동.

의 주축이 되었던 이들은 운동의 여파로 생성된 신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들68

이다 년대의 신사회운동에서 쟁점이 되었던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1970 , , ,

반핵운동 등의 사회비판적인 대안 사회에 대한 제안은 사회문화운동에도 녹아들어

간다.

사회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 없이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능력

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사회문화센터 가 설립된다 이러한 센터들은 예(Soziokulturelle Zentrum) .

술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인식의 방법과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의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제까지 당연.

한 것으로 여겼던 것에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vgl. Höhne 2009,

이로써 문화를 통해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30)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

시민들 스스로가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vgl. Bundeszentrale für

사회문화센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연극 공politische Bildung 2008, 47) , ,

예 화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상호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안문화를 실, ,

천하는 장으로서 반상업성과 의사소통에의 기여 등을 표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

로 진행시킨다 곽정연 사회문화센터는 그라저가 표방한 문화에 대한 시.( 2016, 6)

민의 권리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운동은 철저히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되고 진행되어 기

존의 문화정책이나 문화기관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대안문화로서 인정

받게 된다 현재 독일에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 하는 여개의 사회문화센터. 450

54) 이 책은 재판부터 시민권리 문화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B rgerrecht Kultur .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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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독일 사회문화센터협회 홈페이지 평균적으로 정도의 공적지(vgl. ), 45%

원을 받는다 독일(vgl. Bundesvereinigung Soziokultureller Zentren e.V. 2015, 27).

전체 인구의 정도가 센터를 방문해 사회문화센터는 독일에서 문화 형성에 확16%

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vgl. Bundesvereinigung Soziokul- tureller

Zentren e.V. 2015, 10).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회문화센터는 효율적인 경 에 매진하고 있다 경제적으.

로 이익이 발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얻은 수익을 경제적 지원 없이는 개최될 수

없는 행사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문화센터의 고유한 이념추구와 현실적인 운 사이

에 균형을 꾀하고 있다 정갑 사회문화센터의 관할권은 지방자치단체.( 1996, 101)

에 있고 약 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60% (Bundesvereinigung

평균적으로 전체 수입 중 정도의Soziokultureller Zentren e.V. 2015, 21), 30-50%

자체 수입을 올리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07, 136)

년에 연방차원에서의 사회문화센터연합체를 구성하 고 나아가 이러한 사1979 ,

회문화운동은 유럽국가 사이의 연대를 도모한다 유럽 개의 나라에 여 개의. 9 1000

사회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이를 대표하는 기관은, ENCC(das European

Network 이다of Cultural Centres) (Institut für Kulturpolitik der Kulturpolitischen

Gesellschaft 2007, 348).

사회문화운동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원칙 국,

가가 내용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충의 원칙,

그리고 문화활동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추구하

기 때문에 연대의 원칙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곳곳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문화센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도 소외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년부터 추진2009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뿐 아니라 창조의 주체가 되.

어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은 독일의 사회문화운동과,

목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차이는 독일의 사회문화운동이 시민들에 의해 시.

작되었다면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관의 주도 하에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복권기.

금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

국문화원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소외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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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년에는 개 지· . 2014 31

역을 지원하여 천여 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 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38 .( /

연구원 개 지역 당 최대 년 연속 지원을 통해 주민 자생적 공동체가2015, 207) 1 3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 /

광연구원 이러한 단체들이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와 같이 문화를 통한2015, 135)

공론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나가며5.

질서자유주의가 공권력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았듯이 호프

만도 공권력으로부터 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예

술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는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장애로 보았.

던 국가 권력과 경제력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자본의 독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

가 지적하 던 문화산업이 자본을 통해 소비자의 문화를 획일화할 수 있는 위험성

이 실제로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어 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많.

은 문화단체의 운 이 전문가에게 이양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국가

행정의 간섭은 문화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이 국가와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 사회비판적인 동력을 잃지 않고 예술을

통해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다양한 문제를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

성이나 수익성보다 시민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사업운 과 공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산재한 사회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예술.

의 사회적 기능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정책의 핵심은 문화자본이 배제의 요소가 아닌 소통의 기반이 되도록 공공,

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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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Liberal Arts and Democracy

교양 교육과 민주주의

페터 바우만 스와스모어 리버럴아트 칼리지

Baumann, Peter Swarthmore College

Abstract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그 시민으로부터 단순한 투표 참여 이상의 것을 기대한

다 예컨대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이 정보와 토의를 통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

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관용의 정신 하에 각자의 주장을 교환하고 비판적으,

로 정치를 사유하기 위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이러.

한 것들 없이는 그 실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그저 형식적인 사회적 결정 과정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논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타.

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특히 교양 교육은 지식 못, .

지않게 넓은 폭의 관심사를 강조한다 이는 점증하는 전 문화와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을 제공해준다 더불어 교양 교육은 공적인 사유. (public reason)

의 함양과 그에 필요한 기술 을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양(arts) .

교육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삶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1. Liberal Arts Education

When people think of the Liberal Arts today they don’t necessarily think only of
the Humanities (see Dallmayr 2014 or Smith and Leach 2010, 120) but it seems
that many people would think of the Humanities first. This stands in contrast both
with actual practice and history both of the Liberal Arts themselves and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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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erm “Liberal Arts”. At the beginning (back in antiquity) there was, as we
know, first the trivium with the disciplines of grammar, logic, and rhetoric and
then the quadrivium with the disciplines of arithmetic, geometry, music, and
astronomy (but see also, e.g., Aristotle 1998, VIII.1 3). Given contemporary‐
classifications of disciplines the 7 liberal arts cover parts of or most of what
nowadays falls into linguistics, mathematics, philosophy, physics, music and the
study of languages. Only roughly half of all this falls into the Humanities.

I think this is a good thing. It is very hard to draw a non arbitrary systematic‐
distinction between the Humanities and the other disciplines, given all the different
inter connections between them (see also Dewey 1916, 292). The arts, for instance,‐
have a lot to do with mathematics. One need only think of the role and history of
perspective in painting or of the reasons why pianists want their pianos well‐
tempered. And philosophy to choose another example has, despite its relative– ‐
isolation or pretended self sufficiency in contemporary academic institutions,‐
connections with everything else without which it would dry out very quickly. But
even if one could in principle separate out the Humanities in some interesting way
from everything else there would still be the question why one would want to do
that. The original idea of getting an education which includes a lot from all kinds
of areas is much more attractive. I should add here that this does not just concern
the Liberal Arts in tertiary education but also corresponding ideas in secondary and
even primary education.

2. A Dilemma, the T / way out, and the Value of T / KnowledgeΠ Π‐ ‐ ‐ ‐
Why is this aiming at universal breadth a good thing? Well, some people even

argue that a broad education is good for one’s brain (see Smith and Leach 2010).
Be that as it may be one can still wonder about the following question: Doesn’t
this come with the risk of dilettantism? Wouldn’t a person aiming at such breadth
nowadays certainly end up knowing a bit about everything but not “really”
knowing anything about anything? This opposite of consequent specialization –
dilettantism also does not seem so attractive, no matter how charming we may‐
find Flaubert’s Bouvard and Pécuchet who change fields as soon as they would
have to know a bit more about it.

But specialization also has its darker back side. Hanns Eisler once remark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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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only know about music don’t even know about that. If this is true –
and it seems plausible to assume this because of the substantial inter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areas , then this holds for every other area too: Those who only‐
understand philosophy or any one thing for that matter don’t even understand‐ ‐
that. One can also think of Max Weber here: Mere specialization leads to the
development of what he famously called “Specialists without spirit, sensualists
without heart” (Weber 1992, 124) (“Fachmenschen ohne Geist, Genussmenschen
ohne Herz”: Weber 2016, 172). It is interesting that according to Weber the
problem is not that specialists have everything in the way of knowledge but lack
other things (like enjoyment or “heart”); they don’t even realize the values
underlying their own area. And similar things do hold, according to him, for the
sensualists.

Are we then facing a dilemma? A dilemma between empty universality and
blind specialization? To play a variation of Kant: universality without specific
knowledge is empty, spezialization without breadth is blind (see Kant 1998,
A51/B75). This constitutes a dilemma if there is no alternative or third option.
Without further argument, however, the claim of a dilemma seems too extreme and
pessimistic. Why should there not be a third way? Couldn’t one’s knowledge be
both broad in general and deep at particular points (though, of course, not at all
points)? Even a specialist in the color vision of flies could, I think, still have some
ideas about music, math and mountain climbing. There could thus be “T‐
Knowledge”: The top vertical part of the letter symbolizes breadth while the
bottom vertical part symbolizes depth at one point (I’ve heard the term “T‐
Knowledge” some years ago from Günther Patzig). If one is even more optimistic
or ambitious one might aim at knowledge: the same breadth but more than oneΠ‐
area of specialization (e.g., two). One nice thing about these ideas is that the
breadth could give perspective to the depth while the depth could remind the
person of their own limitations elsewhere and make them more circumspect there.

But, again: Why is all this good? Why should we go for a Liberal Arts
education and the combination of breadth and depth that it typically allows for and
cultivates? First, it is good for its own sake. A person who has this kind of T or‐
Π knowledge of and perspective on the world, is better off as such than a person‐
who lacks all that. In other words, a Liberal Arts education has great non‐
instrumental value. It combines two values with each other that are oft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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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on: the values of breadth and depth. It is good in itself to know a lot and to
know some things deeply.

Apart from this, it also has a lot of instrumental value. What I have in mind
here is not so much (but also!) that a this kind of education and knowledge helps
finding good jobs but rather that it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a
democratic society which requires informed and critical citizen if the idea of‐
democracy is to come alive in a fuller sense. Such citizen, in turn, need the
particular combination of breadth and depth that a Liberal Arts education offers.
They need the breadth in order to have the kind of perspective on things in
general that is needed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especially when the topics
are complex and interrelated. And they need the depth in order to be able to
appreciate the difficulty and seriousness of many of the issues under discussion.

3. Abilities and Attitudes

So far I have only talked about knowledge, knowledge that this or that is so‐
and so. There is apparently a widespread temptation to think of education as a
process of funnel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o a pupil’s or person’s mind.
Here is a traditional illustration:

And here is a more industrialized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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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l this is, of course, a caricature. For instance, it leaves out the much less
tangible aspects of education: the acquisition of generic skills and abilities. Many
of us who work in academia will not be very fond to hear these words “skills”
and “abilities” because nowadays they make their main appearances in empty
administrative discourse. But this is just too bad because there is a lot to the
acquisition of generic abilities. If someone learns how to solve a particular
problem they very often also learn whether they know it or not how to solve– –
or at least attack other problems, including ones they haven’t seen before. And the
problems can be more theoretical or more practical (without any deep abyss
between the two assumed here).

So, what are the generic abilities one has reason to hope one will acquire
through a Liberal Arts Education? I have already mentioned problem solving skills.
One could add the ability to improvise and think on one’s feet (including the
ability to learn new things: one would then have learnt how to learn). All this is
much easier to acquire when one undergoes a Liberal Arts education (whether of
the T or the variant): Its nature supports transfers from one area intoΠ‐ ‐
unexpected and non obvious applications elsewhere. It also makes people more‐
courageous to try out new things and experiment with things.

I want to focus here on some particular abilities: the ability to think about
anything and to think about it independently and critically. I think it is very
plausible to assume that this ability comes much more easily to people who have
gone a Liberal Arts education than others who have had a more profession‐
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exceptional cases excepted). The experience of the
diversity of topics and issues, problems and views, is an important antidote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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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 mindedness and dogmatism.‐
Apart from that, the process of learning itself is a social one and involves other

people: more and more different people in the case of a Liberal Arts education
than in the case of a specialist and more narrowly focused education. This means
that the person will also learn a lot about how to interact and deliberate with
others, given all kinds of interpersonal differences. And thus also to appreciate
differences and be more tolerant than they would otherwise have been (see, e.g.,
Dewey 1916, 100 102 on this). This is also a very practical ability (though I‐
wouldn’t want to go as far some who seem to think that the Liberal Arts also
make us better ethically; I’d have my doubts about this claim; see Kamber Ms. but
also Nuttall 1980, Conway 2010, Smith and Leach 2010, 122, and Dallmayr 2014).

So, here we go: The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to deliberate with others while
recognizing and tolerating differences would be something we can get through the
Liberal Arts and through a Liberal Arts education. One could think, I think, of
many dialogues of Plato as illustrations: How a problem is brought up, how the
participants to the conversation are puzzled by it, how they try to figure out an
answer, how they talk to and respond to each other, how they interact in general.

Again, all these abilities do have both instrumental and non instrumental value.‐
The kind of instrumental value they have as well as their non instrumental value‐
constitute an important antidote against the widespread bad and narrow
instrumentalism which only focuses on wealth and power as aims in life. The right
kind of education enables humans to realize that the run after money, influence
and prestige is a distraction from what really matters in life and from the truly
good things in life (see, e.g., Martinez Saenz and Hanks 2010 or Mehl 2010).‐

4. Relevance for Democracy

T or‐ Π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eliberation with others and tolerance of‐
differences are also very important to democracy. More precisely: to a certain
understanding of democracy. According to a formalist and minim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a political organization (e.g., a state) is democratic if there is some
voting done by citizens (leaving aside questions about who would count as a
citizen; also leaving aside the difference between more or less representativ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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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forms of democracy). Citizens deliver the input to the social decision
procedures their views and preferences and the political machinery then works– –
out the results. For this model of democracy it does not matter how well informed
citizens are or how well reflected their preferences are. I don’t think that it
requires much effort to show that such minimal and formal conditions (necessary
as they are) are far from sufficient for any substantial view of democracy. If many
citizens don’t have access to sources of information, are bombarded by sources of
propaganda and have no opportunity to think things through and discuss them with
others, then it is not clear anymore that the “will of the people” is getting its way,
to say the least. One will rather find a system of manipulation, ignorance and
prejudice, run by the rich and powerful. Many formally democratic countries are
far away from possessing a public sphere where citizens discuss and deliberate
together in a critical and tolerant way (see Habermas 1991 for the importance of
a healthy public sphere). The run 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US this‐
year has already given us some quite sobering illustrations of this.

A democratic system only flourishes and constitutes a fair representation of the
underlying ideas of democracy if the views and preferences of citizens are not just
accepted as given and as mere inputs to a social decision procedure but are rather
subjected to critical deliberation with others. Critics of democracy sometimes
object that it leads to the rule of the ignorant and unprepared but this might only
be true for merely formal democracies and not for democracies brought to live by
a critical and informed (and non apathetic) public.‐

Now the circle closes. Democracy only works in the fuller sense if citizens have
the abilities that a Liberal Arts education is so well suited to “deliver” (see also
Nussbaum 2010, Oestereicher 1982, Smith and Leach 2010, 123; for a much more
pessimistic view of Liberal Arts education see, e.g., Harvey 2010 in response to
Shelton 2010). The values of critical deliberation with others are crucial to both.
People are neither “innately educated” nor good citizens of a democracy by nature;
both take time and effort.

The Liberal Art are called like that also because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between this type of education and freedom. We could add here: with freedom also
interpreted as democracy (but see also Davis 1989 who argues that the Liberal
Arts are only for the ruling leisure class, useless and incompatible with critical
thinking; see in contrast, e.g., Shelton 2010). But even if one doesn’t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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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with each other, it is very plausible
that there can be no democracy without freedom: without freedom of thought,
speech, congreg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Liberal Arts education also
contributes something crucial to the possibility and flourishing of freedom in this
sense, and thus also to the possibility and flourishing of democracy. Human beings
who have the kind of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mentioned above are more
inclined than otherwise to look at things from different angles, change perspectives
with others (“put themselves into their shoes”) and change their own views under
critical reflection. One crucial aspect of all this is a certain cognitive or mental
freedom, as well as the respect for other people’s freedom and independence. A
democracy is better and more deserving of its name the freeer in this sense its
citizens are.

Does all this help with current serious problems of sustainability, like, e.g,
climate change? My hunch is that it does (though how much it helps would be a
topic for another paper). I think that democratic systems and a critical public have
a better chance at adequately dealing with and hopefully solving these problems
than non democratic ones. But to repeat: What one needs here is a flourishing,‐
substantial democracy, not just a merely formal democracy (see above). A Liberal
Arts education can contribute something here, too. Highly focused and not so
“liberally minded” specialists face the danger of settling for a distorted or one sided‐ ‐
view of things which leads to less than optimal responses to problems; the more
liberally minded person has an advantage here. In order to avoid potential‐
misunderstandings I should add and stress here that my point is not that only
Liberal Arts Education develops the above mentioned abilities; more vocational
education does this too. My point is rather that the Liberal Arts are particularly
good at developing those skills.

However, I would like to end with a note of caution: Neither the Liberal Arts
nor democracy can help us with everything; I have already mentioned above that
I am not so sure that, for example, the Liberal Arts will turn us into much better
moral beings. Moreover, since everything or almost everything seems to have its
drawbacks and darker sides, this will probably also be true for the Liberal Arts
and democracy. However, this really is a topic for a different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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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al Son: Secular as Sacred in Confucian culture

효자 비범한 성스러움을 담지한 평범한 일상적( ):孝子
인간

이연승 서울대학교

Lee, Younse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age( ) or exemplary person( ) has long been held as the ideal type of聖人 君子

Confucian tradition in the East Asia. However, I shall focus exclusively on ‘filial
son’ as another type of ideal personality. Filial son had not on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raditional society, but it still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modern times. It is understandable that filial piety is a departure point of
Confucian ethics. Moreover, it had nothing to do with sex or social status.
Accordingly, we can say that filial son has a broader appeal than sage or
exemplary person.

In this report, I will examine the Confucianization of the term ‘Xiao( , filial孝

piety)’: its meaning was only ‘the sacrifice to the ancestors’ in the earliest stage,
then extended to include relations with living parents, that is to say, nurturing
parents with reverence. In addition, it became to be recognized as ‘the inner
morality’ in Pre-Qin( )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widespread penetration先秦

of Confucianism into the Chinese society during the Han dynasty and the Six
dynasty,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penetration of the filial piety was
gradually improved and well equipped. Meanwhile, the stories of filial offsprings
were collected, popularized and even inscribed on the gravestones. As a result,
some stereotype narratives of filial sons and daughters were produced and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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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ly. Poems on the Twenty-four Filial Exemplars( ) is recognized as二十四孝『 』

the most popular and widely read collection of these stories. In these stori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resonance( )’, some of which try to display the benefits of感應

Xiao’s magical power, and there are also many kinds of rewards given to the filial
offsprings.

Even though we cannot entirely empathize with those filial sons of extreme
self-sacrifice in those stories, some of which even seem to be irrational and stupid,
we need the social atmosphere to have a deep sympathy with them.

들어가는 말1.

에서 년 방 했던 다큐멘터리 유교 년의 여행 의 제 부에는 마스KBS 2007 ‘ 2500 ’ 1

조에 요이치 씨가 과거에 년간 스스로 매주 의 거리를 오가며( ) 7 1,000km舛添 要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아드린 경험을 알게 된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준 결과,

당시 전국 최고의 득표수인 만 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말하는 대목이160

있었다 오랜 세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됨이라면.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해내리라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도저히 실천하기 어려운 정도의 효행을 보여주는 비범한

효자들은 과거에서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도달하

기 어려운 모범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 같이 비범한 효자는 전통과 현재를 아우.

르고 또 관료와 민중들을 아우른다는 면에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되어 왔던 성인 즉 가 아닌 이나 논어( , Saint Sage)聖人 《 》

에서 사 계층이나 유 들이 도달해야 할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군자( ) ( ) (士 儒 君

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호소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 .子

서는 성인이나 군자와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의 모든 이들에게 이상적인 인간상의

전범을 이루는 또 다른 존재인 효자상 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본‘ ’ .

래 효 라는 관념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그 본의는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효 관념( ) ,孝

은 어떻게 유교의 특징적인 교의가 되었으며 나아가 제국을 지도하는 이념이 되,

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고 전범이 되는 효자들의 기록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

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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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개념의 유교적 맥락화 과정2.

효 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적인 복종이나 봉양 등으로 널리 이해되( )孝

고 있으나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덕목은 아니었다 대체로 상 주, . ( ) ( )商 周・
시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글자로 나타나는 효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

한 제사 행위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 시기에 이르기까지 효,

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뿐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와의 관

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1) 즉 살아있는 부모에게 음식을 봉

양하되 공경하는 마음가짐 을 가지고 공양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게 된( ), ( ) ( )養 敬 供養

것인데 이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음식으로만 부양하는 것은 개나 말과 차이가,

없다는 논어 의 구절에 잘 드러난다.《 》 2) 이렇듯 의례적인 행위를 지칭하던 효는 공

자를 통하여 내면적인 도덕이라는 의미에 대한 강조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삼,

년상을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자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삼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맛있지 않고 음악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고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효라는 감정과 그 실천 의지를 인간 본연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를 천하에서 통용되는 상례의 방, ‘

법 이라고 하며 전통의 힘으로 못 박았다’ .3) 논어 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중요한《 》

사항은 바로 효와 인의 관계다 논어 에는 유약 의 말로 효제는 인을 실천. ( ) “有若《 》

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사람!( , )”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바로 양친을 공경으로

봉양하고 연장자를 공순 으로 받드는 효와 제 에 있다는 뜻이며 다시 말, ( ) ( ) ,恭順 悌

하면 공자의 최고 덕목인 인의 실현은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그 근본이 있

다는 것이다.4)

1) Xinzhong Yao ed., RoutledgeCurzon encyclopedia of Confucianism, London; New York:

Routledge, c2003, p.680

2) . , “ , . , , ,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論語 爲政《 》・
3) “ , , , , . ! ,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樂不樂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

이 구절 외에 상서 의 이라는 난해, . ” “ ,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論語 陽貨 高宗諒陰 三年不言… 《 》 《 》・
한 구절에 대한 질문에 고종뿐 아니라 옛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했다 는 다소 불분명한 대답으로‘ ’ ,

고종이 에 년간 효를 다하 다는 간접적인 설명을 하 다3 .( )居喪 論語 憲問《 》・
4) 이 구절에서 위 를 행하다 가 아니라 이다 라고 새긴다면 효제는 인의 근본이다 라는 뜻으로( ) ‘ ’ ‘~ ’ ‘ ’爲

풀이되는데 의 경우 과 을 과 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이 같은 풀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인, ,程朱 仁 孝 性 用

이 효제의 근본이 된다고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반 일 뿐 논어 의 본지에서 벗. , 《 》

어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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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에서 강조하는 효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대상의 범위가 명시되《 》

지는 않았지만 굳이 차오지빈 이 지적한 인 민 의 구별을 떠올리지, ( ) ‘ ( )/ ( )’趙紀彬 人 民

않더라도 이는 주로 치자 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된 것이라 짐작된( )治者

다.5) 그런데 관념적으로나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이르면 사람은 효를 행하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효를 행,

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효를 행하거나 조건에 따라 효의 실천이 달라지,

는 것이 아니다 그 전형을 맹자는 순임금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적시한다 순의. .

부모와 동생은 순의 목숨을 앗으려 할 만큼 악독한 이들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도 순의 극진한 효성은 발휘되며 바로 그로 인하여 왕의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고,

말한다 논어 에서 사 의 조건으로 언급되었던 효제가 어렴풋이 효치 의. ( ) ( )士 孝治《 》

관념을 보여주었다면 맹자 에서는 순임금의 사례로 인하여 최고의 성군은 효자, 《 》

여야 한다는 주장과 효치천하 의 이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논어 에는( ) .孝治天下 《 》

언급되지 않았던 효의 대명사 순임금 전설의 역사화와 성인화는 맹자 에서 완성《 》

되었으며 동시에 후대까지도 성스러운 효자상의 전범을 이루었다, .6) 선진 시대에

효는 유가만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묵가나 도가 노자 역시 효를 부정하지 않, ( )《 》

았다 제국의 탄생 전야를 살았던 순자 는 공자가 높이 평가했던 입효출제. ( ) “荀子

집안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집밖에 나아가면 웃어른들께 공순한 것( : ”入孝出弟

을 소행 이라 하면서 중행 및 대행 과 대비하여 상대화시키고 있( ) ( ) ( )小行 中行 大行

으나,7)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공경과 충신과 정성으로써

삼가 행하는 것을 대효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순자가 공 맹의 효를 부정했“ ( )” ,大孝 ・
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알맞게 재해석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비자. 《 ・
충효 의 첫머리에 천하 사람들이 모두 효 제 충 순 의 도를 옳“ ( ) ( ) ( ) ( )孝 悌 忠 順》 ・ ・ ・
다고 여기나 아무도 그 도를 잘 살피어 신중히 행할 줄을 모르므로 천하가 어지러,

워진다”8)고 한 구절은 효제가 유가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며 아울러 법가,

의 집대성자 던 한비 역시 충효의 덕목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을 상위 가치로 하여 법가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했음을 보여

5) 사 라고 할 만한 이의 조건을 묻는 자공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공자는 첫째( ) , “ , ,士 行己有恥 使於四方

둘째 셋째”, , “ , ”, , “ , , ! ”不辱君命 宗族稱孝焉 鄕黨稱弟焉 言必信 行必果 然小人哉 抑亦可以爲次矣硜硜
라고 한 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6) 순임금의 신화 전설 및 역사화 등에 대해서는 노상균의 에서 에 이르는 형상의 연변 고찰, < >神話 故事 舜

중국문학 제 집 이라는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30 , 1998) .《 》

7)“ , . , . , , .”入孝出弟 人之小行也 上順下篤 人之中行也 從道不從君 從義不從父 人之大行也 荀子 子道《 》・
8)“ , , .”天下皆以孝悌忠順之道爲是也 而莫知察孝悌忠順之道而審行之 是以天下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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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효의 이념은 공 맹을 통하여 명실 공히 유교적 가치가 되었고 유교의 교의. ,・
체계 안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았으며 나아가 진한 제국의 형성을 배경으로 탄생,

한 효경 에서《 》 9) 다음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무릇 효란 하늘의 기: “

틀이고 땅의 마땅함이며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 , ,子曰 夫孝 天之經也 地之

, ).”義也 民之行也

효치천하의 실천적 배경과 효자전의 탄생3.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다 는 관념은 맹자 대학 에도 나타나는‘ ( )’ , < >孝治天下 《 》

데,10) 그 기반에는 유교적 사랑의 실천 양상인 동심원적인 구도가 놓여있다 봉건.

국가에서든 제국에서든 효 이념을 내면적 덕성으로 파악하거나 생래적인 본성으로

파악하는 공 맹의 사상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양한 사백여 년을 통하여 그・
것의 사회적 실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이념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

져갔으며 아울러 새로운 문화와 습속이 정착되어갔다 예컨대 전한 초기부터 제왕, .

들은 효도를 제창하며 이로써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포상을 시행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독특한 관리 선발제도인 효렴제도가 형,

성되어 후대까지 이어졌다 또 부친이나 연장자의 이름 글자를 사용하거나 발음하. ,

지 않음으로써 존경을 표하는 피휘 가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모를 죽인( ) ,避諱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는다는 강력한 복수의 실천이 바람직한 효의 실

천 방식으로 여겨졌다.11) 예와 법의 충돌은 양을 훔친 사실을 가족 간에 상호 은폐

해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하는 공자에게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효자전12)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록상 효자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문헌은 유향 년 의( , B.C.E. 77-6 )劉向

9) 유가의 경서들 가운데 오직 효경 만이 처음부터 경 으로 불렸는데 이는 이미 유교가 제국의( , Canon) ,經《 》

지배이념이 되어갔던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봉건제를 배.

경으로 하는 윤리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제국의 체계를 반 한 윤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측면, ,

으로 인하여 유교적 성인의 음성을 반 한 정경 이 아닌 위경 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 ) ( )正經 僞經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특정 인물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작했다거나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

위한 텍스트라는 의미는 아니다.

10)“ , , .” ( ) ; “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孟子 梁惠王上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 》・
, , . .”< >老老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不倍 是以君子有 矩之道也 大學絜

11) , , : , 2013, pp.131-141許剛 中國孝文化十講 南京 鳳凰出版社《 》

12) 여기서 효자전은 특정한 텍스트라기보다는 비범한 효자들의 전기나 전설 일화 일반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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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전 이나 이는 가탁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밖에도 당대까지 다수의 효,《 》 《

자전 이 유통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원본이 일실되었으며 예문유취 나 태평어,》 《 》 《

람 등 유서 에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정도다( ) .類書》 13) 효자전 부류의 서적들

을 면 히 연구했던 키이스 냅 은 이런 서적들이 동몽들을(Keith Nathaniel Knapp)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전파 사용되었으리라는 과거의 막연한 추정,

을 일소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중세의 중국 주로. (Medieval China,

년 에서 형성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비범한 효자C.E. 100-600 ) ,

들의 이야기가 쓰인 것은 동한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 ,東漢 14) 이는 부유한 지방 호

족들이 유교적 가치에 헌신하고 있음을 과시할 목적으로 효자의 이야기를 조각으

로 남긴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남북조 시대에는 수도의 엘리트 사족들이 무덤이나,

묘비석 혹은 행장 등을 효행으로 장식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정했다.15) 삼년상이

일종의 규범이 된 것도 후한 시기의 일이었고 과도한 복상의 의례 의 사례가, [ ]過禮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수집되던 것 역시 후한 시기로부터 다 이 시기에 효자전이.

집중적으로 수집 간행되었던 데에는 엘리트 사족들의 성장과 상층 계급의 가치관,

과 의례 체계로 유교 이념이 침투되어 갔다고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작용했다고 지

적하 다.16) 결국 비범한 효행이 관료로 나아가거나 권세와 복락을 획득하는 지름,

길이 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비범한 효자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며 나아가 그- ,

러한 효자들의 이야기를 수집 간행하거나 무덤 및 묘비석에 글자와 그림의 형태,

로 남기게 만든 중요한 계기 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통하여 우리는 효를 인간. ,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와 그 실천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잠시 괄호를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극단적 자기희생이 초래하는 신비한 효감과 포상의 양상4.

이러한 효자전 가운데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궁중 사대부 문인 민간을 불문, , ,

하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문헌이 바로 이십사효, (二十四《

로써 현재 전해지는 이십사효 단행본은 남송대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를) , .孝 》 《 》

13) 장춘석 중 한 효행집의 연구 서울 신성출판사, , : , 2004, pp.41-46《 》・
14) 키이스 냅은 후한 무량사 의 화상 석각을 자료로 설명한다( ) . Keith Nathaniel Knapp,武梁祠 Selfless

Offspring, Univ. of Hawai’i Press, 2005, pp.54-57

15) Ibid, pp.80-81

16)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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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본 이십사효 라고 하지만 청대까지도 꾸준히 간행되었으며 과거로부터 지어진,《 》

대표적인 효행담을 선록한 것이므로 판본마다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17) 전범이 되는 이십사인의 효자 이야기18) 가운데 양한의 인물은 전한 문제를

제외하면 총 명 주해 중 밑줄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물이 총 명 주해 중7 ( 18 ), 7 ( 18

점선 밑줄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효자 중에는 역사서에 기록된 인물들) .

도 있고 그 밖에 전기나 전설 등으로 전해오는 인물들도 있는데 예외 없이 신화적

색채를 띠고 있어 상세한 사정을 고구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십사효 가운데 최.

초의 것은 효가 하늘을 감동시키다 라는 제목을 가진 순임금 사례로써‘ ( )’ ,孝感動天

인자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부모님과 어리석고 오만한 동생을 지극

한 효제로 대했기에 하늘을 감동시켜 생명을 구하는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

침내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선양받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하늘을 감동시켰다.

는 모티브와 충분한 포상을 받았다는 모티브가 모두 뚜렷이 갖추어져 있다 지극.

한 효성이 감응을 일으키는 효감 의 대상은 하늘 동식물 포악한 인간 등 다( ) , ,孝感

양하며 포상은 순임금의 경우와 같이 제왕이 되거나 가문이 번창하거나 병이 치유

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구하고자 했던 것을 효감으로 인하여 구한 경우는,

효감 자체가 포상의 모티브를 포함하는 셈이다.

이 비범한 효자들은 유교의 성인에게 부여되었던 성스러운 면모도 갖추고 있으

니 예컨대 일반인들을 넘어서는 뛰어난 청각으로 신적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17) 각 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문자와 함께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라고도 불리는데 고려,二十四孝圖《 》

말의 이십사효도 및 효행록 의 모본이 되었으며 이런 체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삼강행실도 에도 큰,《 》 《 》 《 》

향을 미쳤다 장춘석 위의 책 김덕균이 편역한 그림으로 읽는 동양의 효 문화 문사철. , , pp.47-51; ( ,《 》

은 이십사효도 를 편역한 것이다2010) .《 》

18) 하늘을 감동시킨 효를 실천한 순임금 칠십이 넘어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노래자<1> <2>

사슴 무리에 들어가 사슴 젖을 얻어 부모 공양하려던 담자 부모님을 위하여 먼 길 쌀을 져나<3> ( ) <4>子郯
르던 자로 어머니가 손가락을 무니 가슴이 아팠던 증삼 추위에 홑옷을 준 계모에게 효도한 민자건<5> <6>

<7>어머니의 탕약을 친히 맛봤던 前漢 文帝 <8>기근을 당하여 좋은 오디를 부모님께 봉양하려던 한나라

채순( )蔡順 <9>그리움에 나무로 어머니 상을 만들어 모신 정란( )丁蘭 <10>샘이 솟고 잉어가 뛰어올라 부모

님을 봉양한 한나라 강시( )姜詩 <11>귤을 소매에 숨겨 부모님께 드리려던 육적( )陸績 <12>베개를 식히고

잠자리를 데운 후한 황향( )黃香 <13>품 팔아 어머니 공양한 후한 강혁( )江革 <14>천둥이 치면 생전에 뇌성

을 두려워하던 모친의 묘 앞에서 울었던 의 왕부( )魏 王裒 <15>대나무를 안고 울자 죽순이 생겨 부모님을

봉양했던 의 맹종( )晉 孟宗 <16>자애롭지 못한 계모를 위해 얼음에 누워 잉어를 구했던 의 왕상( )晉 王祥

<17>자신을 돌보지 않고 손으로 호랑이 목을 졸라 아버지를 구한 의 양향( )晉 楊香 <18>아버지가 물릴까봐

모기에게 자기 피를 실컷 빨게 했던 의 오맹( )晉 吳猛 <19>아버지의 변을 맛보고 근심했던 의 유검루南齊

( )庾黔婁 <20>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자식을 묻으려 했던 한나라의 곽거 시어머니께 젖으로( ) <21>郭巨

봉양했던 당나라의 장손부인 매일 저녁 어머니 요강을 손수 씻었던 송나라의 황정견( ) <22> (長孫夫人 黃庭

벼슬을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송나라의 주수창) <23> ( )堅 朱壽昌 <24>몸을 팔아 부친의 장례를 치른

한나라의 동 ( )董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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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인이 신계와 인간계를 소통시킨다고 믿어져왔듯이 전범을 이루는 일부 효

자들 역시 신계 혹은 자연계를 감통시키는 능력을 가진다고 믿어졌다 그런 의미.

에서 각종 효자전 이나 효행록 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온 효자들 및( ) ( )孝子傳 孝行錄

그들의 효행담은 서구의 성인전 이나 도덕적 일화 등과 유(hagiographies) (exempla)

사성을 보인다 즉 극단적인 자기희생을 동반하거나 심지어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맹목적인 효행담의 내용은 그것이 유교의 종교적 교의

와 실천의 일단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양자 모두 일반인들에게 가치의 지향점.

으로써 전범 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대상(examplar) ,

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여 현세에 가치를 두지 않는.

서구의 성인전보다는 이 현세의 부모 자식 사이에서 가치를 실현하려는 극단적인-

자기희생적 효행담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가는 말 효의 미덕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5. :

오늘날 가족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다 부모가 되는 것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모를 가지게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인 가족이 증가하고 천륜을 배반하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한 두 해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관계 특히 부모, , -

자식 간의 관계는 쉽사리 무시하거나 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하늘.

도 움직일 만한 거룩한 효자들의 탄생에는 그 배후에 그와 상응하는 사회적 분위

기와 제도적 조건들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단적인 예로 현대인들은 부모님의 상. ,

을 당하여 아무리 애달고 비통하더라도 삼년상은커녕 삼 개월 아니 삼 주일도 채,

애도의 기간을 가질 수 없고 짧으면 사흘 길면 닷새 안에 애도의 감정을 추스르고,

일터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

과거 유교문화권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극진한 효자들의 맹목적인 효행담은 분

명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이끌어냈던 내러티브 다 합리적인 판단을 넘.

어서는 일방적인 희생적 효행이 모방을 불허한다고 해도 그들의 삶과 무관한 기,

이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현대인들이 효행담을 자신과 무관하거나 기.

이하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여전히 어버이날에 효자 효녀 효부 포함 들. ( , )

을 표창하고 포상하는 관례가 지켜지고 있으며 참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일들,

을 묵묵히 해나가는 효자들은 감동을 주기 마련이다 효의 미덕에 공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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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일방적인 가치관의 주입이나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적 지지가 필수적이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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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Insights on Taditional and Future Humanities Education of

Korea

과 를 위한韓國 傳統 人文敎育 未來 點檢

임동석 건국대학교

Lim, Dongseok Konkuk University

Abstract

“ ”(Seodang), a private and elementary education institutes of traditional Korea,書堂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humanities education. As the course
materials of “ ”, (Cheonjamoon; Qianzìwen) and書堂 千字文 明心寶鑑≪ ≫ ≪ ≫̄ ́
(Myeongsimbogam; Míngxīnbaojian) were wildly used in the most regions of thě ̀
country. In this paper, we discuss important, but misunderstood, facts about the
education materials used in and “ ” including and .書堂 千字文 明心寶鑑≪ ≫ ≪ ≫

First, is estimated to be written edited by (Zhouxīngsì: ?-521) at千字文 周興嗣≪ ≫ ̄
the era of (Wwudì), the emperor of the (Liang) dynasty in China. On the武帝 梁̌ ́
other hand, it is mentioned in the Korean literature record that was千字文≪ ≫

introduced into Japan at the era of (King Geunchogo: 346-375) of近肖古王 百濟

(Baekje), the dynasties in Korea, which is in advance to the age of the Chinese

record more than 200 years. Accordingly it is obvious that the textbook mentioned

in the Korean literature can not be identical to the by (Zho千字文 周興嗣≪ ≫ ̄
uxīngsì) but is a Korean indigenous material. Furthermore a number historical

evidence revealed that sincerer efforts and research of Korea to develop effective

textbooks for the introduction of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to young students:

for example, (Seokbong Cheonjamoon), (Guangju石峰千字文 光州千字文≪ ≫ ≪ ≫

Cheonjamoon), (juhae Cheonjamoon).註解千字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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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re still is a misunderstanding on the origin of , which is明心寶鑑≪ ≫

another material of “ ”. While has been known to be compiled書堂 明心寶鑑≪ ≫

by (Lodang Chujeok: 1246-1317), it was actually compiled by (Fa露堂 秋適 范立本 ̀
nlìben) in 1393, the era of the emperor (Hongwu) of the (Ming) dynasty in洪武 明̌ ́ ̌
China. Such a historical fact is also proved by the record in the preface( ) and序文

publication year record( ) of the document descended in (Mito) Family of刊記 水戶

Japan, which is currently housed in University of Tsukuba( ).筑波大學

Finally, < >(Chengjupanbon), which was delivered to Japan from the淸州版本

Chosun Dynasty, was translated by Spanish missionary Cobo in 1582. Note that

this document is known to be the first oriental book to be introduced into West.

Besides it was also transferred by Spanish missionary Domingo Fernandez

Navarrte(1616-1689) who stayed in China. Accordingly < > was regarded淸州版本

as an essential book to understand the society and culture of East for missionary

work and gave a strong effects on western philosophy, such as 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Voltaire, Franşois Quesnay, etc.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fact and effects of the traditional humanities

education of Korea, in particular the education materials of and千字文 明心≪ ≫ ≪

. Based on the our effort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role of寶鑑≫

the humanities, we would like to note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advanced for providing a suitable platform for human

beings to be able to be happy, while still remains the question of how to reach

such a platform. Furthermore accelerating of unpredictability and instability in our

lives strongly requires essential solutions, which can be ensured by the insight of

humanitie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we have to prepare and demonstrate

knowledges and experiences of the humanities to lead a happy life in the era of

unpredictability and instability.

1. 序言

한국에는 조선시대까지 이 있었다 교재로 사용되었던 과.書堂 千字文 明心≪ ≫ ≪

은 잘못 알려진 점寶鑑≫ 19)이 매우 심각하다 의 경우 중국에서는. 明心寶鑑≪ ≫

19) 은 이 한 의, ,明心寶鑑 高麗 忠烈王時 藝文館提學 門下侍中 文獻公 露堂 秋適 著述 童蒙 後期 敎養校≪ ≫

이라 잘못 알려져 있으며 가 일본에 전해 주었다는 도 지금의 이 아님” , .本 百濟 千字文 千字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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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약화되었으나 에서는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한국에서는 으로< >韓日 抄略本

변화를 겪어왔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선교사를 통해 서양어로 최초의 번역된, , ‘

동양서 라는 진기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이에 과거 인문교육의 바탕이었던’ . ‘ ’書堂

과 두 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의. 韓國 傳統 書堂 敎育Ⅱ

과 및1. 古代 官學 私學 書堂

한국 고대의 에 대한 것으로서 의( )公敎育 官學 高句麗 太

과學 堂扃 20) 의 및 신라 백제의, , ,新羅 花郞徒 博士制度 統

신라의 의 과 시대의, ,一 國學 高麗 國子監 成均館 朝鮮 成均

과 등에 대한 것은 뚜렷이 알 수 있, ,館 四學 鄕校 司譯院

다 그러나 일반 서민 자제를 위한 민간 교육 즉 에. , 私敎育

대한 것은 기록이 하지 않아 다른 기록의 을 통해整然 片鱗

하는 길 밖에 없다 한국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再構成

의 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는 책漢學 高句麗

이름까지 실려 있으며,21) 는 의新羅 壬申誓記石 誓約｢ ｣ 22)

등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대는 여염, “高麗

집 거리에도 두 세집 과 ”經館 書社 23)라 할 정도로 대단하 다.

이렇게 발전해온 은 조선시대 이르러 전통적으로 , , , ,私學 私塾 家塾 書堂 學堂 精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특히 교육은 흔히 이라는 이, ‘ ’舍 學房 講所 鄕村 書堂

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은 의 운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16C)書堂 朝鮮 中宗 士林派 鄕約普及

다 이는 기초교육과 전의 의 와 대비를 위한 학습. , ( )入仕 生員 進士 鄕試 科擧 文科

이 주목적이었다.24)

20) 조 참조(199) .舊唐書 高麗≪ ≫

21) 같은 곳.舊唐書≪ ≫

22) 년 에서 발견된 참조1934 < > .慶州 壬申誓記石 銘文

23) 참조(40) ( ) .徐兢 高麗圖經 同文儒學篇≪ ≫

24) 1975. p.79渡部學 朝鮮敎育史 東京 講談社≪ ≫

<1> < >新羅 壬申誓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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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서당의 구성은 대체로 학생 과 이들을 지도하는 그리고( , ) ,學徒 學童 訓長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훈장은 흔히 향촌의 지식인이나,接長

또는 등이 담당하 다 그러나 이들은 초보적인, . ,落榜擧子 落鄕 人士 經史子集 文

등에 대한 학식은 있었으나 일부는 그 능력과 수준을 만족, , ,史哲 詩文 文字 書藝

할 만큼 갖추지 못한 예도 상당 수 있었다 혹 형식과 규율을 갖추기도 하 으며.

특히 의 와 의 를 근거로 을( ) < > ( ) < >退溪 李滉 伊山院規 李珥 栗谷 隱屛精舍學規 學則

제정하기도 하 으며 이는 대체로 의 에 근원을 두고 있朱熹 白鹿洞書院學規｢ ｣
다.25) 그 중 년 의 이 대표적이다10 (1659) < > . ,孝宗 宋浚吉 鄕學事目 柳馨遠 丁若鏞

등은 이러한 서당 교육을 의 체제로 흡수하여 국가에서 진흥시키고 장려할 것官學

을 주장하기도 하 다.26)

교육은 을 거쳐 까지 이어졌으書堂 舊韓末 日帝時代

며 당시 통계에 의하면 년 월 말 전국 서1911 3總督府

당 수는 에 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1,6540 14 1604 ,個所

년 월 일제에 의한 규정 이 공포되었1918 8 < >書堂規則

고 그에 따라 보고된 에 의하면, 24,294書堂狀況≪ ≫

개소에 만 명 년 뒤인 에는 개소에26 4835 , 3 1921 25,482

만 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교육 정책으로29 8067 .

감소추세를 보여 년에는 개소에 명1930 10,036 15,892 ,

년에는 개소에 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수치는1940 4,105 158,320 .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 교육을 거부하던 이들은 을 고. 小學校 新式 私塾

집하여 의 상당수 서당은 통계에 관계없이 이어져 왔고 등지로山村僻地 間島 移住

하고서도 각지에 을 열어 을 이어갔기 때문이다.書堂 傳統敎育

의 과2. 書堂 入學 構成

흔히 은 동짓날書堂 入學 27)에 대체로 세의 나이의 이 기준이었다 그리, 7-8 .學童

고 수학기간은 세까지 년 남짓이었다 그 중 상급생으로서 지도력과 통솔력15-16 8 . ,

약간의 학문 경험과 해독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이 되어 보조교사 조교역할,接長

25) 년 참조2000朱熹 白鹿洞書院學規 廬山白鹿洞書院 刊行≪ ≫

26)이상 을 참조할 것18 (1985) .丁淳睦 世紀 書堂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

27) 를 로 삼은 것은 에서 비롯된 것임( ) .冬至 入學日 尊陽崇陽 意識

김홍도 서당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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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구성원을 이끌었고 질서를 담당하며 아울러 훈장을 보좌하 다, .

의3. 書堂 敎材

는 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 알려진 것들은 대체로敎材 蒙學書 冊名 明心寶鑑①≪ ≫

( ) ( ) ( ) ( )范立本 類合 未詳 訓蒙字會 崔世珍 童蒙先習 朴世茂②≪ ≫ ③≪ ≫ ④≪ ≫ ⑤≪

( ) ( ) ( )新增類合 柳希春 擊蒙要訣 李珥 童蒙初學 趙希逸 初學字訓增≫ ⑥≪ ≫ ⑦≪ ≫ ⑧≪

( ) ( )輯 李植 紀年兒覽 李萬運≫ ⑨≪ ≫  ( )大東小學 兪彦≪ ≫ 鏁  (東賢學則 黃德≪ ≫

)吉  ( )兒戱原覽 張琨≪ ≫  ( )蒙喩編 張琨≪ ≫  ( )兒學編 丁若鏞≪ ≫  蒙學史要≪

( )金用默≫  ( )正蒙類語 李承熙≪ ≫  ( )蒙語類訓 李承熙≪ ≫  (海東續小學 朴≪ ≫

)在馨  ( )學問三要 宋秉珣≪ ≫  ( )東國史略 玄采≪ ≫  ( )兒學編 池錫永≪ ≫  幼≪

( )學字聚 尹致昊≫  ( )蒙語 郭鍾錫≪ ≫  ( )居鄕雜儀 金誠一≪ ≫  (童子禮 金誠≪ ≫

)一  ( )啓蒙編 未詳≪ ≫  ( )速修漢文訓蒙 未詳≪ ≫  (續千字 南允≪ ≫ )元  訓子≪

( )編 未詳≫  ( )詠史千字文 未詳≪ ≫  ( )歷代千字文 南祥奎≪ ≫  百≪ (聯抄解 金仁≫

)厚  ( )士小節 朴德懋≪ ≫  ( )立本 金宗德≪ ≫  孝經≪ ≫  ( )千字文 周興嗣≪ ≫

 ( )蒙求 李澣≪ ≫  ( )小學 朱熹≪ ≫  ( )童蒙須知 朱熹≪ ≫  ( ,三字經 王應麟≪ ≫

)宋  ( )童子習 朱逢吉≪ ≫  ( )童子習 朴民獻≪ ≫  ( )續蒙求 柳希春≪ ≫  蒙喩≪ ≫

( )未詳  ( )訓蒙輯要 李圭鎔≪ ≫  ( )蒙學必習 未詳≪ ≫  ( )蒙學管見 未詳≪ ≫ ≪

( )諺解蒙學編 未詳≫  ( )幼儀 鄭石塘≪ ≫  ( )初學字會 未詳≪ ≫  ( )推句 未詳≪ ≫

 ( )學語 未詳≪ ≫  ( )初學文 許傅≪ ≫  ( )五言唐音 未詳≪ ≫  七≪ ( )言唐音 未詳≫

 ( )史略諺解 未詳≪ ≫  四字小學≪ ≫  海東詩選≪ ≫  大東≪ 詩選≫  東國≪

三綱行實圖≫  ( )大東嘉言善行 兪直基≪ ≫  貞觀政要≪ ≫  四書諺解≪ ≫  古≪

文眞寶≫  史要≪ ≫  通鑑節要≪ ≫  唐宋八家文選≪ ≫  千≪ 家詩≫  唐詩≪

品彙≫  杜工部集≪ ≫  등이었다.唐詩選≪ ≫

삼자경<3> 오언당음<4> 십팔사략<5> 고문진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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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 , ,中國 蒙學敎材 弟子職 弟子規 朱子治家格言 聲律啓蒙≪ ≫ ≪ ≫ ≪ ≫ ≪ ≫

, , , , , ,女兒經 名賢集 小兒語 續小兒語 女小兒語 四字鑑略≪ ≫ ≪ ≫ ≪ ≫ ≪ ≫ ≪ ≫ ≪ ≫

, , , , , ,二十四孝 賢文 龍文鞭影 小學詩禮 了凡四訓 百家姓≪ ≫ ≪ ≫ ≪ ≫ ≪ ≫ ≪ ≫ ≪ ≫

등, , , ,文字蒙求 幼學瓊林 女戒 內訓 女範≪ ≫ ≪ ≫ ≪ ≫ ≪ ≫ ≪ ≫ 28)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아마 수입이 되지 않았거나 복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과 의 와. 千字文 明心寶鑑 實體 誤謬Ⅲ ≪ ≫ ≪ ≫

1. 千字文≪ ≫

천자문 은 나라 때 의 이전에(?~521) ,梁 周興嗣 白首千字文 鍾繇 蕭子雲≪ ≫ ≪ ≫

의 천자문 그리고, , , ,注 胡肅 注 篆書千字文 演千字文 草書千字文≪ ≫ ≪ ≫ ≪ ≫ ≪ ≫

등의 이 보인다 뒤를 이어 의. , ,書名 續千字文 再續千字文 黃祖 別本千≪ ≫ ≪ ≫ ≪顓
과 의 은 의 가 있어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으字文 南宋 胡寅 古千文 黃灝 注≫ ≪ ≫叙

며 그 외, 百體書千文≪ ≫29) 의, ,唐僧 三藏法師 義淨 梵語千字文 宋代 胡≪ ≫ 의寅

의 의( ), ,古千字文 古千文 元 夏太和 性理千字文 明代 卓人月 千≪ ≫ ≪ ≫ ≪叙 叙 字大

의 의, , ,人頌 呂裁之 呂氏千字文 淸 吳省蘭 恭慶皇上七旬萬壽千字文 太平≫ ≪ ≫ ≪ ≫

시대의 등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天國 御製千字詔 續千字文 續千≪ ≫ ≪ ≫ ),文 ≪

( ), , , ,重續千字文 再續千字文 稽古千文 廣易千文 正字千文 增≫ ≪ ≫ ≪ ≫ ≪ ≫ ≪ 壽千字

과, ,文 訓蒙千字文 百體千字文 五體千字文≫ ≪ ≫ ≪ ≫ ≪ ≫30) 등 다양하며 滿≪ 漢對照

은 과 에게도 향을 미쳤다, .千字文 蒙漢對照千字文 滿族 蒙古族≫ ≪ ≫

에서도 년에는 문판 이 나왔으며 뒤를 이어 프랑스어 라1831 ,西歐 千字文≪ ≫

틴어 이탈리아어 도 나올 정도 다, .千字文≪ ≫

한편 가 에게 을 전수해준 의 기록은( )百濟 日本 千字文 古事記 中 近肖古≪ ≫ ≪ ≫

년 재위 시대로 추정하고 있어(346~375 )王 31) 의 즉,周興嗣 千字文 梁 武帝≪ ≫

재위 연간에 비해 무려 여년 전으로 의 일 가능성이(502-548 ) 200 鍾繇 千字文≪ ≫

28) ( ) . 2007. ( )李少林主編 中國傳統蒙學全書 中國書店 北京 陳才俊主編 中華蒙學精粹 海潮出版社≪ ≫ ≪ ≫

등 참조. 2007. ( ) 2008北京 汪有源外 八部蒙書 重慶出版社 重慶≪ ≫

29) 에 라 함“ : , , ! .郡齋讀書志 右艮齋謝公 題其後曰 神 天 千類萬狀 豈止汲 魯壁周鼓秦碑耶≪ ≫ 諤 ｢ 剜 畫 冢․ ․ ․ ｣
30) 이들은 통속적으로 서예 교본으로 널리 퍼지기도 하 음.

31) 서울( ) p.37. 1973 .韓國敎育史資料 探求堂≪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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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종류와 기타 지방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

(1) 光州千字文≪ ≫

실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의 천( )韓石峰 韓濩 ≪

자문 보다 먼저 을 달아 편찬한訓音 光州千字≫ ≪

이 있었다 이는 이 소장하고 있던 것.文 小倉進平≫

으로 교수가 년 일본 동경의1968李基文 內閣文庫

를 조사하다가 발견하여 초간본과石峰千字文≪ ≫

함께 마이크로필름으로 가지고 와서 년1973 檀國

에 의해 제 집에 묶어 인 출간함으로써 세상에< > 3大 東洋學硏究所 東洋學叢書

알려지게 되었다 그 에 이라는 하여 년 선. “ ” 1575 (卷末 刊記 萬曆三年月日光州刊上

조 에 나온 것으로 다만 과 을 단 자는 알 수가 없다8) .訓釋 音

2) 石峰千字文≪ ≫

조선 선조 때 명필 에 의해(1543-1605)石峰 韓濩

년 선조 을 붙인 것으로 가장 널리 보1583 ( 16) ,音訓

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의 년. 29楷書體 萬曆 辛丑年

선조 에 간행하 으며 그 뒤(1601, 34) 辛未年

숙종 에 이 직접 서문을 쓰고 중간한(1691. 17) 肅宗

이 있다 그리고 년) . 30御製千字文 英祖 甲戌≪ ≫

년 등에도 으로 간행을 거듭하 다(1754) .斷續的

(3) 註解千字文≪ ≫

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

간본 원간본 으로 권말에( ) “ ,崇禎百二十五年壬申冬

, ,註解于龜谿精舍 上護軍南陽洪聖源書 南漢開元寺

이라는 가 있어 년” 1752 (開板 刊記 壬申 朝鮮 英祖

년 년 으로 에서28 , 17 )淸 高宗 乾隆 龜谿精舍 註解

하 고 벼슬의 의 글씨로上護軍 南陽洪氏 洪聖源

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南漢 開元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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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地方版 千字文≪ ≫

각 지방마다 출간한 천자문 은 지금도 널리 산재해 있다. , ,金永鎭 朴 來 孫≪ ≫ 麖
교수 등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채록한 천자문 을 교수 등,熙河 柳東碩 李基文≪ ≫

이 간행한 ( )千字文資料集 地方 千字文篇≪ ≫ 32)은 무려 곳의 천자문 을 채록21 ≪ ≫

하고 있다.

그 외에 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훈과 음을 달아 출간한 판본이歷代千字文≪ ≫

있었으며 이는 오히려 근래 와 함께 에서 인 출간되기도 하 다.蒙學史要 臺灣≪ ≫

오체천자문<13>

2. 明心寶鑑≪ ≫

은 우리나라 이 있어 그 과 및 를 통해明心寶鑑 淸州板 初刊本 序文 跋文 刊記≪ ≫

편찬자가 중국인 이며 년 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 ‘ 26 ’(1393) .范立本 洪武

이 조선에 들어오자 즉시 에서 큰 글자로 하여 보급하 다.淸州 覆刊 33) 그리고 일

본으로 전래되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 고 초간본. , < >

청주판 을 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원본보다는 초략본 이 통행되면서 초간본( ) < > < >

은 잊혀지고 았다 그러다가 년 쪽이 낙장된 초간본 이 국내에서 발견. 1974 8 < > 34)되

었으나 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츠쿠바 대학에 세계 유일본으( )完整本 筑波

로 소장되어 있다 지금의 은 원본의 분에 에 불과하 고 뒤편의. < > 3 1 ,抄略本 增補

도 원본과는 전혀 다르다 은 년 즉 년 에 출간되. 5 (1454 2 )淸州板 大字本 景泰 端宗

었다 한편 년 은 이미 약 분의 로 줄었다 이는 의. < >( 1550 ) 3 1 .抄略本 潭陽本 佛家 語

32) 박이정출판사 서울( ) , 1995 .千字文資料集 地方 千字文篇≪ ≫

33) 그 때문에 은 으로 되어 있어 의 은 음을 것으로 추정됨.淸州版 大字原本明心寶鑑 中國 范立本 原本 小字｢ ｣
34) ( ) 1977. ,初版原本 明心寶鑑 淸州版 東邦文化社 李佑成 解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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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있는 문장 그리고 문장이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략본, , . < >錄 白話體

에는 청주판 초간본을 보지 못한 채 등을 남기고 있다, .序文 跋文 35)

다음으로 추적 이 오류는 년대에 의( ) , 1860秋適 編纂說 大邱

이란 사람이 이 책을 당시 에게 서문을秋世文 金浦府使 許傅

고집스럽게 청하여 의 작으로 추인하는 일이 생겼露堂 秋適

다 그 뒤 에 의. , , ,潭陽本 李珥 秋世文 徐贊奎 闡先題名錄≪ ≫

의 과 등의, , , ,許傅 李源祚 趙基升 柳疇睦 序文 申佐模 李彙載

이 나오자 기정사실화하여 ) ,跋文 東賢號錄 朝鮮歷代名≪ ≫ ≪

등에도 오르게 된, ,臣錄 東國文獻備考 潭陽邑誌≫ ≪ ≫ ≪ ≫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저자를 때. 高麗 露堂 秋適

이라 한 것은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외 가 작자는 설(1246~1317) . 西山大師

이 나오기도 하 다.

청주본 낙질부분 일본판<15> ( ) 통속본 명심보감<17> 초략본 명심보감<16>

다음으로 에서의 이 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자.海外 明心寶鑑≪ ≫

(1) 中國

중국에서는 이 이 편찬한 것도 알지 못한 채 송대 나明心寶鑑 范立本 理學家≪ ≫

의 으로 등의 로 여겼, ,道家 勸善文 陰 錄 功果格 太上感應編 通俗書≪ ≫ ≪ ≫ ≪ ≫騭
다 물론 은 에 책이름을 저록하 고 의 경우. ,明代 晁 寶文堂書目 張文啓 杭≪ ≫ ≪瑮

에 의하면 보급에 힘썼으며 에 의하면(31) (1587, 10, )州府志 明實錄 辛酉 福≫ ≪ ≫

의 라는 을 통해 에 대항할 수 있는 책이< >建道御史 林文英 疎陳五事 上疏文 白蓮敎

라 건의함으로써 이에 따라 책 이 발간되(2 , 1596)新提頭音釋官版大字明心寶鑑≪ ≫

기도 하 다 그리하여 을 떠나면서도 이를 소지하여 각지 화교 사회. 移民 東南亞

35) 즉 (1536-1584), , , , , , ,栗谷 李珥 申佐模 李彙載 性齋 許傅 凝窩 李源祚 嘉林 趙基升 溪堂 柳疇睦 秋適

후손 등과 등 이상 의 와 에 하, , . , , <秋世文 沈奎澤 孫晉琇 徐贊奎 成海俊 韓國 明心寶鑑 傳播 受容樣相 關

여 을 참고할 것>(2006) .

청주판 명심보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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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스럽게 전래되었으며 다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멀리 에 소개되는, 西歐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최근 필자가 중국 소장본 이 있다기에 받아. 明心寶鑑≪ ≫

보았더니 이는 이름만 들어본 이 인 줄 착각,淸代 明心寶鑑 賢文 淸 道光≪ ≫ ≪ ≫

년 에서 간행된 것으로 표지만 이었다 다음으로19 (1839) .郁文堂 明心寶鑑 臺灣≪ ≫

에서는 에 이 소장되어臺灣國立圖書館 越南版 明心寶鑑≪ ≫
있으며 그 외 초략된 명심보감 이 과 불, 太上感應篇≪ ≫ ≪ ≫

교 내용을 섞어 이라는 이름으로 유( )明心寶鑑 附 三聖經≪ ≫

통되고 있어 마치 불교 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교수의 (方豪 方豪六十自定稿 臺灣 學生書局≪ ≫

에 의해 멀리 스페인의 명심보감 이 알려지기도 하1969) ≪ ≫

다.

(2) 日本

일본의 은 무로마치 시대 이( )明心寶鑑 室町 五山僧 洪≪ ≫

연간 지금의 에 들어갔을 때 입수한 것이 <武 江蘇 太倉 明

이며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통해 들어간> ,刻本

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판본과 같은 것이< > .淸州本

다 이 청주본 은 에 의해 건너가. 明心寶鑑 豊臣秀吉 德川≪ ≫

에게 넘어가 이것이 에 분산 소( , , )家康 御三家 尾張 紀伊 水戶

장되었다가 그 중 집안에 내려오던 것이 지금 츠쿠바水戶

대학 도서관에 라는 이 찍힌 채( ) ‘ ’筑波 養安院藏書 所藏印

전해져 오고 있다.36)

(3) 越南

에도 일찍이 이 이 전래되어 년2越南 明心寶鑑 明 萬曆≪ ≫

의 이라는 책에 이미 언급이(1574) 嚴從簡 殊域周咨錄≪ ≫

들어 있으며 월남 에, 漢文小說 子虛游天曹錄 明心寶≪ ≫ ≪

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 보인다 지금 남아 있는 판본으.鑑≫

로는 Minh Tam Buu Aiam( ) ( )明心寶鑑 越南新德出版社≪ ≫

이 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臺灣中央圖書館 明心寶鑑釋≪

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이(1957) .義≫

36) 의 와 에 하여, < >, 2006.成海俊 韓國 明心寶鑑 傳播 受容 樣相 關

도광본 명심보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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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했을 때 기증되기도 했다(1958) .李承晩 37)

현대판 의 은 월남 과Ta Thanh Bach (Minh Tam Bao Giam)明心寶鑑 漢越音≪ ≫

을 매 한자마다 표기하고 간단한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써 년에 출간되1998越南音

었다 그리고 중국 교수는. < >(張衛東 明心寶鑑及其所記漢越音 漢字傳播 中越文化曁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 다, 2003, 12) .交流國際學術硏討會

스페인 및(4) 西歐

은 동양서로서 서구에 최초로 번역 책이라는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明心寶鑑≪ ≫

있다 혹 년 중에 스페인 선교사 코보 에 의해 번역된 것과. 1592( , 1595) (Cobo)壬亂

년 다른 선교사 나바레떼 에 의한1767 (Domingo Fernandez Navarrete. 1616-1689)

두 종류이다.

코보는 멕시코를 거쳐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옮겨 그곳에서 화교들과 접촉하면,

서 중국어를 익히게 되었고 한자와 한문에 대한 기초적 지식도 학습할 수 있었다, .

다시 년 일본의 사츠마 에 상륙하 는데 마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1592 ( )薩摩

침략 개월 뒤 으며 조선침략의 본부가 있던 나고야에서 환대를 받으며 필리핀과1

의 인연을 바탕으로 일본과 필리핀의 우호협정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이때에.

그는 청주본 을 접하고 맑고 정결한 마음의 보배로운 거울이 되는 책< > “ ”(Libro del

이라는 이름으로 완성 이를 선교에 활용하Espejo Preco Clarory Limpio Corazon) ,

고자 하 다 그는 년 월 일 이를 자신의 친구 선교사 베나비데스. 1595 12 23

를 통해 스페인에 전달되어 당시 황태자에게 헌상되었다 그 번역본은(Benavides) .

중국 남방 발음에 의해 이라 하 다 이것이 년 동( ) Beng Sim Po Cam . 335福建 ≪ ≫

안 모르고 있다가 년 프랑스 폴 펠리오 에 의해 알려지1929 (Paul Pellot. 1878-1945)

게 된 것이며 특히 코보의 원고는 우리나라 청주본 이 편자의 이름인 줄, ‘ ( )’淸州本

잘못 알았다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도미니크 수도회 선교사 나바레떼도 역시 에스파니아 카스티라라에서

태어나 년 멕시코로 갔다가 중국 선교를 자원하여 복안 에 교회를 설립1648 ( )福安

하 으며 번역에 착수하 다 그는 서문에서 이교도 중국인에게 카톨릭 신자의. “

성스러운 켐피스 와 같은 것 이라 하 고 서명을(Kempis) ” , Ming Sin Pao Kien≪ ≫

이라 하 다.

37) 성해준 각국 명심보감 판본 연구,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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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바레떼의 은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쯔 프랑스의(1646-1716),明心寶鑑≪ ≫

케네 프랑스 문학가 볼테르 등 유럽의 사상가들에게 읽혀(1694-1774), (1694-1778)

져 널리 퍼졌으며 년 어로 번역 출판되기에 이르 다 그리고 년에는1704 . 1863

뮌헨대 요한 하인리히 플래트 에 의해 독일어로(Johann Heinrich Plath. 1800-1874)

번역되었다 한편 년에는 코보의 고향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등 대대적으로 행. 1958

사를 갖기도 하 다.

를 위한. 未來 點檢Ⅳ

알파고 는 비록 만을 상대로 한 실험적 인공지능이지만 지(AlphaGo) GO( , )棋 碁

금 전자인공지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드론 홍체인식 프린터 빅. , , 3D ,

데이터를 통한 분석 우주개발 첨단 의료기기 모든 산업의 자동화시스템 등 미래, , , ,

의 인간 생활은 과학과 첨단산업으로 인해 그 유형은 예측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과학과 기술은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문학에는 집적이란 있을 수 없다. .集積 孔

시대의 윤리와 도덕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에서의 요건들은 이미, ,子

다 갖추어졌으며 그 이후로 더 집적된 것은 없다 있다면 사회변화로 인해 인간관.

계 사회유형이 복잡해져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

며 우주관 자연관 철학관 사생관 종교관 윤리관 생명에 대한 경외 등에 대해, , , , , ,

더 많은 의문과 대처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는 풀리지 않을 숙제이며 발전의.

여지나 집적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 아마 원히 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동양에서의 근대 이전 등의 이란 무조건 이었다, .知識人 士大夫 學問 人文學 技術

이나 등은 모두가 에 의하거나 에서의 ( , , ,科學 徒弟制度 科擧 雜科 譯科 醫科 陰陽科

, , , , )律科 樂科 算科 科 道科畫 38)에 응시하기 위한 이들의 몫일뿐이었고 특히, 雜科

는 으로 신분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 발전의 불균형을 이루.技術職 中人 以下

었다고 여겨왔으며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이것이 비판대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도

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이.

루고 있다 즉 기술직이나 첨단학문이 가장 상위로 올라가고 인문학은 비생산적이.

라 여겨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불균형을 이루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

는 산업사회를 거쳐 대량소비시대 나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사회요구에의 적응,

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이러한 변화를 할 이유도 없고. ,否定 視歧

38) 졸고 고 및 등을 참조할 것< > < >(2), < > .朝鮮譯學 通文館志 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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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도 없다 엄청난 흐름이며 대세로서 내 자신도 그 속도 속에 따라서 휩쓸. ,

린 채 초고속으로 가고 있으며 적어도 백년 이상을 압축한 현대 생활 깨고 나면, 5 ,

몇 억 배의 자승 으로 내일 아침을 맞아야 하는 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 .子乘

. 結言Ⅴ

이상 과거 교육과 필수 교재 과 의 문제점을 살펴書堂 千字文 明心寶鑑≪ ≫ ≪ ≫

보았지만 이는 지난날 우리의 인문학 기초 교육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

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들 교재는 물론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이며

특유의 인성 도덕 윤리 감성 공익 예절 효와 가족관 행복에 대한 기준 가치‘ , , , , , , , ,

관 자신의 정체성 문사철에 대한 지식과 이해 등에 대한 과거 인문교재를 통해, , ’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었고 대신 대학 입시와 진로 그리고 취업을 위한 과목, ,

들만 접함으로 해서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정체성 또는 대인관계와 화합의 방법 등에 서투른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인문학과 기타 학문의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로 인한 삶의 질을 스스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거쳐도 옛 것이 아닌 바로 오늘날도“ ”( ),歷千劫而不古

같은 것은 인문학뿐이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음 만은 원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여길 뿐이다 그럼에도 미래의 인문학’ .

은 무엇을 담당해야 하며 어떤 방법론으로 인간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는 역?

시 명확한 대답은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미완성의 결. ?

론을 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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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Humanities Studies of Discourse of Migration Shown in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송현호 아주대학교

Song, Hyun Ho Ajou University

Abstract

The author tries to identify the reason of repression and inequality as well as
efforts to seek peace among those who were under repression and inequality,
through discourse of migration shown in Korean literature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to date.

Studies on discourse of migration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r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perseverance of Korean in literature and to contemplate the ideal
image of oneself. Literature, in any ways, reveals experience of the author and life
of the contemporaries. Therefore literary studies start from studies on literary
works; however it extends to life of the contemporaries and human aspects of the
author. From such perspective, literary studies lead to studies on people.

People in our society portrayed in literature seek peace and happiness and
constantly move to new places for new life. Those with vested rights form their
own community and in most cases they migrate due to bullying and discrimination.
Similar to Italy in the works of Gramsci in the 1920s, those with power and
wealth in our society were based in certain areas and the power therein. Top 10%
earns 66% of the national income in South Korea; the area where the 10% lives
is the center of the power. The weak in our society is pushed to the periphery and
the border and the children, in many cases, become problem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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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ocial polarization and negligence on human life are basically from 'lack
of modest introspection on human nature and limitations'. It is time to seriously
think about what we should do for peace and happiness of our society. Educators
who teach literature should take personality education more seriously to make a
better world with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make the world of peace, the
society should be filled with people with great personality. To realize this, colleges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values of humanities and human educatio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history.

문제의 제기1.

소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평화이다 인간은 평화를 염원하며 평. ,

화로울 때 행복을 느낀다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 사회적인 제약과 억압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하려고 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타자나 주변인의 대접을 받는다거나 배,

제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찾

기 위해 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변인은 따돌림이나 차

별에 의해 이주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학농민전쟁에서 해방 전의 나라 잃고.

타향과 타국을 전전하던 이주자에서 요즘의 주변인에 이르기까지 힘없는 약자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이주를 하고 있.

다 이주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광활한 환경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욕망과 긴 히.

연관되어 있다 이주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어왔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 ,

어졌다 그러나 만주개척단이나 연해주 고려인처럼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 행위는 기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하는 과정이지만

그 행위의 주체들인 이주민들은 공동체적 질서의 편입여부로 규정되는 집단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의 고정된 질서와 의식에 향을 받고 또 거기에 대응.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과 그에 따른 내면적 변화는 집단으로 획일화하기 힘든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주에 대한 외형적 연구에서 이주민.

의 개인성과 인간성에 초점을 맞춘 내면적 연구의 가능성은 이주 양상을 보이는

주인공의 개인적 행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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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이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주민의 삶 그중에,

서도 타자나 주변인의 삶의 문제는 우리 문학의 중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년대에 시작한 유이민 소설 연구로부터 재일동포문학과 중국조선족문학의 연1990

구가 해외 이주민의 열악한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연구 범위를 인간

중심의 보편적 이주 담론으로 확장해왔다 이는 한국인의 해외 이주와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주담론의 보편적 의의를 탐색해내

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필자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이주담론

을 통해 억압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

국권의 상실과 민족 자본의 해체2.

년 년 함경도 일대를 휩쓴 가뭄과 대흉작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간도와1869 -1870

연해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당시 이주민들은 간도나 연해주에 정착하면서 아들.

을 남의 집 머슴으로 주고 딸을 식모로 주거나 유곽에 팔아넘겼다 최홍일, .( , 1999)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일본의 참전으로 년 갑오농1894

민전쟁에서 패배한 수많은 농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이주지를

찾아야만 했다 농촌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송기숙 도시로 나온 사람. ( , 1977),

들도 있었다 도시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떠돌이 노동자로 지내다가 천도교도가.

되어 간도로 이주하고 최홍일 상당수는 하와이로 이주했다 년 년( , 2013) . 1903 -1905

하와이 이주자 천 명의 대부분은 서울 수원 인천 등지의 도시노동자들이다7 .

강화도조약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 향력을 강화하기 시, ,

작한 일제는 본토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물 거래 선물시장인 미두장‘ ’

을 년 인천에 설립하고 년대에는 군산에도 설립한다 일제는 일본인의 조1896 1920 .

선 이주를 위해 년부터 년에 걸친 토지조사사업 으로 소유가 불확실한1910 1918 ‘ ’

토지나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 그리고 국유지를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었다가 동양

척식주식회사와 이주 일본인들에게 극히 헐값으로 분배했다 현진건 또한.( , 1925)

가혹한 반봉건적 고율소작제도를 법인으로 재정립하고 엄호하는 한편 식민지 통치

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혹한 지세를 부과하 다.40) 그리하여 농토를 잃

39)송현호 광장 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현대문학연구, < > , 42, 20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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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인들은 간도나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일본인의 간도 이주의 전위로서 재만 조선인 농민들을 이용하여 년1931

만보산 사건을 일으킨다 이후 농민개척단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간도로 강.

제 이주시켰다 간도 이주민은 한일병탄 직전까지 만 명 정도 으나 년. 15 1922

명 년 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515,869 , 1930 607, 119 .41) 이주민들의

출신은 년대는 일제의 압제를 피한 농민과 항일운동가가 주류를 이루었고1910 ,

년대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년대는 농민의 수가 압도적1920 , 1930

으로 많았다.

대동아공 권을 내세운 일제의 팽창주의로 만주사변 이후 식민지 수탈이 더욱

가속화되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조선인들을 노동자와 위안부로 강,

제 징용하여 일본과 전투 지역으로 끌고 간다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노예살이 조혜선 를 하다가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폭‘ ’( , 1975)

도와 방화범으로 몰려 무참히 살육당하고 해방 후에는 끊임없이 귀화를 종용받고

타자로 살아가고 있다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의 스파이로 오인.

받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고 토굴을 파고 살 정도 다 정상진 간도에.( , 2007)

정착한 조선인들도 중국 지주와 일본 관헌을 등에 업은 조선인 협잡배로부터 끊임

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광수 민족 자본의 해체와 함께 수.( , 1931)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대우를 받으

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낯선 곳으로 이주하여 노

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해외 이주와 마찬가지로 당시 국내 이주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도 이주민들의 정주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국내 이주자들의 정주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인들의 이주는 근본적으로 생계와 관계된 경제적 불평.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시 국내 이주는 가, .

난과 현진건 과도한 세금 이효석 때문에 딸을 유곽에 팔아넘기고 광( , 1925) ( , 1933)

산이나 농촌 김유정 도시변두리 이효석 로 했다 당시 이주자들의 상( , 1935), ( , 1928) .

당수는 정상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남의 돈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

40)송현호 한국현대문학론 관동출판사 에서 재인용, , , 1993, p.170 .『 』

41)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학고방, , , 1997, p.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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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체험과 이산의 지속3.

해방 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동포들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념의 선택지로 이주를 시작했다 해방 공간은 극심한 혼란과 민족의 대이.

동이 시발점이었다 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

한국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이주하게 만들었다 지주와 양반들에게 앙심을 품고 부.

역을 했다가 월북한 사람도 있고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남한에 체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분단으로 가족 구조가 파괴되고 혈연의식이 훼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

좌우익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공산주의자 던 가족으로 말미

암아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도시 변두리

로 이주하여 힘겨운 삶을 위하는 문순태 경우도 있다( , 2000) .

월남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와서 생존을 위해 고향을 부정하면서

낯선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다 자신이 살아갈 사회를 주류 사회로 인정.

하고 모방하는 동일화의 전략 이호철 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 , 1955) .

주변인 내지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주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기도 했다 자신이 자라고 살아온 삶의 터전인 고향을 불순한 곳으로 부정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긍정적인 곳으로 인정하는 일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단절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주민의 정주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여 제 국3

을 선택했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최인훈 중립국을 선택하여 인도 유재용( , 1961) ( ,

에 정주하기도 한다 월남했다가 실망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기도 전 세1985) . ( ,

하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미국으로 이주하기도 전상국 한다 그러나2003) ( , 1980) .

대체로 생존을 위해 묵묵히 현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다 생존을 위한 민.

족의 대이동으로 이산가족이 양산되고 부모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과 친지들,

의 생사도 모르고 한평생을 새로운 정착지에 이주하여 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

다.

분단 이후 반공이 국시가 되면서 분단의 문제나 분단으로 인한 이주문제를 다루

는 것이 위험스러운 일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북한 방문으로 이.

루어진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족의 화.

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정치권은 이전투구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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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요인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열강의 이해관계 앞에.

서 진실은 항상 견제를 받아 분단으로 형성된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자꾸만 내면

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착화된 분단 현실은 모든 분야에 걸쳐 절대적인 향.

을 미쳤다 분단의 문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민족의 상처와 같다고 한 것도.

그러한 인식에 근거를 둔 것이다 분단 시대와 분단 극복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 고 분단 문학이 한국문단의 중심적인 화두가70 ,

된 것은 년대에 이르러서다80 .42)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이주담론이 소설로 형상화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업화의 추진과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4.

우리 사회의 산업화는 년대부터 시작되어 년대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진다60 70 .

자원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화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대자본을 육성하고 수출 위주. .

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를 악용한 악덕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상품으로 인식

하여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은 경제개발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감내해야만 했

다 황석 그러나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만.( , 1970)

들어지고 조직화된 노동운동 방석현 이 일어나게 된다( , 1989) .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식비가 적게 들어야 하여 정부는

쌀값을 아주 싼 가격으로 묶어 두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

아 삶의 터전을 떠나 산업 현장과 도시 변두리로 이주하여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

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 인구의 집중화를 유발하고 도시 빈민들을 양산하게 되었. ,

다 도시 빈민들은 무허가 판자촌 박태순 으로 이주했다가 도시개발로 창신. ( , 1973)

동 미아리 등지에서 여의도 동 잠실을 거쳐 하남 성남 등지로 윤흥길 끝( , 1977)

없이 이주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

등이 이루어진다 가난한 농민의 딸들은 무작정 상경하여 식모에서 버스 차장이나.

여공 혹은 접대부로 전락하기도 했다 최인호 도시빈민들은 반월공단이나.( , 1973)

42)임환모 엮음 송기숙의 소설세계 태학사, , , 2001, pp.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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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과 같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공원이 되거나 여공이 조세희 되기( , 1976)

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이주를 하게 만들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자도입이 원활하지 않자 당시 정부 당국에서는 독일로 광

부나 간호사를 파견하고 월남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된다 년대에 돈을 벌기. 1970

위해 독일로 이주한 광부와 간호사는 진경자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 , 2009)

을 하면서 정주하기도 하고 계약기간을 채우고 귀국하거나 타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년대 이후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주하거나 주권을 얻기 위해 미. 80

국 전상미 으로 이주하거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신정순 으로 이주한( , 2003) ( , 2009)

사람들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 노충근 의, ( , 2005)

이주담론은 해외동포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개발이나 산업화가 지상의 목표가 되면서 자유 평등 사랑 과 같은 가‘ ’, ‘ ’, ‘ ’

치는 경시되어 반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로 전락하 다 년대 이후 정경. 1970

유착의 결과물인 부유층들의 집단 이주지가 탄생한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경.

제 질서를 어지럽힌 홍상화 강남의 발전사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발전사와( , 1994)

결부되어 있다 강남은 권력층과 기업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합작하여 권력과 부.

의 중심부를 이룬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끊임없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

지만 강남몽 은 계속되고 있다 황석 무너진 윤리의식으로 그 멍에를 짊‘ ’ .( , 2010)

어진 사람들의 해외 이주 김인순 에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 , 2006) ,

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와 다문화 담론5.

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해외 이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주한 한국인19

은 대략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에 만 미국에 만 일본에700 . 250 , 210 , 90

만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우, , , , ,

즈베키스탄에도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주변인으로 설움 받으면.

서 살아왔거나 살고 있다 이들의 이주담론을 형상화한 소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세계 각지에 이주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우.

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묵인해온 기?

존의 사회적 인식을 반성하고 공론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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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에서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 낮은 임금과 부당한 노동. ,

현실 다문화 가정의 문화 갈등 가부장제적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생, ,

활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혼란 열악한 교육의 현실 등은 이주민들이 현실에, ,

서 마주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로 글로벌 시대 한국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부끄러운 자화상들이다.

특히 중국조선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다.

박옥남 그들은 항이나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여 모국과 조국 사( , 2008)

이에서 갈등하면서 허련순 한민족이라는 범주 밖으로 탈주하여 모국으로( , 2007)

이주하는 제 차 이주를 감행하고 있다 제 차 이주가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남기3 . 1

위해 취한 불가피한 이주 고 제 차 이주가 코리안 드림이라는 환상을 쫓아 조국, 2

으로 귀환한 자발적인 이주 다면 제 차 이주는 자신들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 혹3

은 타자 취급했던 한국의 정부와 동포들의 태도에 분노가 뒤섞이고 정체성의 혼란

을 겪으면서 택한 이주 다 천운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 2004)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

서 살아간다 년 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만 명을 약간 밑돈다 이. 2016 7 3 .

중 여성이 이며 연령별로는 대와 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를 차70% , 20 30 , 70%

지한다 학력수준이 높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탈북여성들은 식당 다방 공장. , ,

등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이.

주하여 고난의 행군을 한 사람들로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

은 자신들의 이주 체험을 타자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성산.( , 1999)

한국 작가들은 타자요 희생자인 탈북자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삶을 그리면서 연민의 대상이나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

는 경우도 많았다 박찬순.( , 2006)

최근 들어 주변인이나 경계인의 시각에서 외국인 이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소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버지가 네팔 국적인 외국인 이주민 세들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기2

화를 얻지 못한 채 청강생으로 학교에 생활하기도 하고 김재 미국으로( , 2004),

이주하여 교육을 받기도 한다 박범신 제도적인 문제보다 한국인들의 내면.( , 2005).

에 자리하고 있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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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하게 보듬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교사 이동주의 등장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수저의 길.

을 버리고 악덕 기업가인 아버지와 싸워가면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마련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생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

상을 만들어가려면 이동주처럼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조선족.

과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담론은 세기 들어 비교적 왕성하게 소설로 형상화되고21

있다.

마무리6.

필자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이주담론

을 통해 억압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했다, .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나는 이주담론의 연구는 한국인의 인고의 역사를 문학작품

을 통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문학작품에는 당대인들의 삶과 작가의 체험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

다 때문에 문학 연구는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당대.

인들의 삶과 작가의 인간적 면모까지를 조명하게 된다 그 점에서 문학연구는 인.

간 연구로 귀결된다.

문학작품 속에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주변인들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끊

임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를 하고 있다 기득권을 가.

진 사람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변인은 따돌림이나 차별에 의해 이주,

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년대 그람시의 글에 나타난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1920

우리 사회도 권력과 부를 지닌 층이 특정 지역과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은.

상위 가 국가 전체 소득의 를 차지하는 나라로 상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10% 66%

권력의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주변부나 경계 밖으로 몰.

리면서 그들의 자녀 역시 우리 사회에서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극에 달한 사회양극화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한계에 대한 보다 겸손한 성찰이 부족한 데서 온 것 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평화’ .

롭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냉철히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문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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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

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평화로운 세.

상을 만들려면 인성을 지닌 인간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은 인문학의 가치와 인간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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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Structural Presuppositions and Methodological Strategies

for an Education in Humanities

인문 교육을 위한 구성적 실재론과 방법론

프리드리히 발러 비엔나 대학교

Wallner, Friedrich University of Vienna

Abstract

최근 세계화의 흐름은 주로 서구적 사고가 주도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흐.

름은 서구 문화의 지적 자원들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엄청난 성공의.

조건이 되어왔던 바로 그 지적 자원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 ,

적 위기들의 원인이 되었다.

서구문화의 지적 자원에만 호소해서는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가.

속화되는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들을 피하려면 우리는 다른 지적 자원들에 접근해

야 한다.

이 세 가지 위기들은 모두 일정 시점의 인격상실과 비인간화를 포함하며 이 시,

점은 서구 과학이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세계가 서구 과학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내재적인 파괴적 경향성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괄해가고 있는 과학적 환원이라는 목표가 이런 파괴적 경( )

향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학을 강화하려면 우리는 파괴적인 환.

원주의를 지양하는 검증된 지적 자원들을 통합함으로써 서구 과학을 약화시킬 방

법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를 진작시킬 만.

한 사고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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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핵심적인 생각으로는 서구문화와 접하기 이전의 즉 본래의 비서구권 문,

화를 탐구하여 이런 지적 자원과 지식체계를 찾자는 것이다 여담으로 우리는 여.

기서 문화적 낭만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도 순진하게 다양한 문화의 혼합을 바,

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 의도가 얼마나 훌륭하든 이해를 결여하.

기 때문에 인문학을 뒷받침할 수 없다.

필자는 해석학에 힘입어 우리가 낯설게 하기 생소화 라고 부르는 전략을 사용‘ ( )’

하여 어떻게 이런 이해를 배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의 구조적.

전제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는 우리에게 생소화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낯설게 만듦으로써 우리는 이 문화들의 핵심.

적 배경들을 보여줄 수 있고 각 문화를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방법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서구. .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위주체성의 상실 그리고 부탄에서 를 로 대, GDP GNP

체한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고전적인 중국문화의 자연. ‘ ’

개념을 서구문화의 자연 개념으로 생소화함으로써 우리가 환원주의의 몇 가지‘ ’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You, shall I teach you what knowledge is?
When you know a thing, to hold that you know it; and when you do

not know a thing, to allow that you do not know it this is knowledge."‐
Confucius, II.17

Introduction

If there ever was an epoch deserving to be called the age of wonder it surely is
the one we live in:

Our times are marked by unfettered technological prowess and progress, a steady
increase in global welfare and unlimited access to a well of information that would
make the librarians of the famous library of Alexandria pale with envy. And yet,
despite the undeniable advances of our world some of us, among them myself, are
unwilling to stand in stunned admiration and applaud.

All these wonders, all this progress, we fear, comes with a heavy price; a subtle
but equally steady dehumanization that threatens to slowly estrange us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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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ur fellow human beings but also from ourselves.

This talk is going to address two questions: first, I want to explain why these
two observable trends, the increase in living quality and the simultaneous
estrangement,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For better or worse, they both are,
I claim, caused by the incredible success of the concept of the scientific method43).
Second, I propose that in order to mitigate at least some of the negative effects we
are well advised to learn from Confucius’s theory of action. In order to do so,
however, we first need to understand better what science actually is, and what not.

Since I believe it isn’t much of debate that Western science is the cause of
much of the good, yes often truly great, developments we can see in our world,‐ ‐
I’m not going to offer any arguments for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I want to
deny or belittle these outcomes and advances in any way. Instead, I want to paint
a realistic picture of science that keeps its integrity as a tool, yet does not close
us off from the richness of life as human beings. A picture of science then, that
allows us to benefit from the advances in sciences, to live with techno logical‐
progress, without falling into the metaphysical trap of believing everything is
quantifiable.

What follows is thu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I’m going to quickly sketch
the philosoph ical background that still perpetuates a highly tempting but none the‐ ‐ ‐
less dangerously wrong idea of what science is: namely a vehicle to a finite web
of absolute truths about the fabric of the universe.

Largely unacknowledged by both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this concept, had already been turned on its head 40 years ago by
certain developments in the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Science, it turned
out, could not fulfil its promise.

Thus in the second part, I’m going to explain how in response to that crisis I
developed a philosophy of science called Constructive Realism. Rather than
absolutizing random cultural presuppositions and desires it allows us to see
sciences (the plural is important) for what they are: tools, not to understand the
world better in the sense of greater truth, but to un derstand it differently. The‐
value of science lies not in delivering greater truth but greater usefulness for

43)There is a not so subtle difference between the success of a method and the method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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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ly determined ends.

While prima facie this might not look like a terribly exciting point to make, it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allows us to acknowledge the idea that not
all human ends are measurable, without comprising the basic tenets of Western
science.

This sets the frame for the third part in which I will show what we can learn
from Confu cianism in order to fill the ethical void left by the deconstruction of‐
metaphysics without falling into the metaphysical trap ourselves.

I. Background

The concerns and ontological presuppositions that govern contemporary Western
Science stand in a long tradition reaching back to Parmenides 500 ad. The essence
of Parmenides’ philosophy could be summed up as, „Einai kai noeîn tautón“, „For
thinking and being are the same.“ A thought that has often been taken to shape the
direction which European philoso phy and science would take. Being for him is‐
not what we perceive in the world, which is always changing, but what is the
unchanging essence ‘behind’ our perceptions. Therefore, truth (gr. Aletheia) about
the world, about what is, and not merely appears, could only be revealed in
thought. Everything we say about the ever changing world of our perception is‐
merely an opinion (gr. Doxa). In many ways, this was the introduction of
metaphysical dual ism to the world. And, as Heidegger remarked, ‘it w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for Eu ropean culture’.‐

We can easily see the history of ideas of Western culture as a history of its
struggle to come to terms with the implications of Parmenides conviction by
creating an array of metaphysi cal fictions that are supposed to bridge the gap‐
between mind and world. It took of course almost two thousand years and many
iterations and revolutions until René Descartes fully realized the dualistic potential
he had inherited from Parmenides. Until then it had always been taken as certain
that god provided an unshakeable connection to truth. After all, we were an
extension of god. Descartes questioned the unity of ego and god. He found that
there was no self evident connection between the ego, subjectivity, and god. We all‐
know his famous proof for the existence of his mind.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Thinking guarantees existence, but not necessari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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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 of god.44) Nowadays, we know, of course, that he was wrong. As
Analytical Philosophy has shown, what he should have rather said is, “Cogito ergo
sum cogitans.”45) None the less, he was quite successful in further opening the gap
between thinking and being. Not the least because, as part of this proof, he
invented what eventually became the most infamous and seemingly immortal bad
guy of occidental philosophy: the genius malignus, also known as the evil demon,
or evil neu roscientist‐ in contemporary philosophy. This too, the afore unbeknown
possibility to be de ceived about everything we take ourselves to know, is a‐
symptom of the essential dichoto my of our culture. Descartes’s radicalization of‐
the gulf between subject and object, between thinking and being, between what we
perceive and what really is, has been the central turn ing point for what we now‐
know as modern Western science and also its inevitable crisis. Since Descartes, we
have become obsessed with finding legitimation for our claims about the world,
but the strict division of matter of matter and mind allowed as well to reduce the
‘truthes’ of the empirical world to ever smaller units of cause and effect. This is
impossible if you don’t believe that there is an unchanging basis of all changing
things, as, for instance, the Chinese do (or did).

By then people like Galilee and Newton had already invented modern science
based on mathematical principles. They said: Measure what is measurable and
make measurable what is not measurable. Suddenly we could talk about the
mechanics of the world in a man ner different to anything that had been there‐
before. Modern science was born. And a huge part of the success of modern
science is indebted to this commitment to measuring. Howev er, the other side of‐
the coin is that if something isn’t measurable at all, if can’t be proved by
experiment then it doesn’t exist for science. That’s not a problem at all for
science, as we will see in a bit, but for the humanities in general. And this
downside gets intensified by the fervent efforts to close the gap between mind and
matter made explicit by Descartes.

It turned out that while the success of mechanics and mathematical application
to the real work is hard to deny it’s not so easy to see how we can say anything
sensible about the ex ternal world at all. Indeed the empiricist David Hume, who‐

44)As the good Christian that he was, had to give a different proof for that in the end.

45)Of course, it is always easy to feel smarter regarding these matter a couple of hundred yea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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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Descartes, wasn’t satis fied with taking refuge in religious fiction, famously‐
concluded that if all we get from the world is sense data then we can’t talk
sensible about the world at all. According to the ‘scep tical conclusions’ of the‐
empiricist Hume saying true things about the empirical world is not possible at all.

But then how could we speak with certainty about about the world? How could
we be sure that physics weren’t just the inventions of the scientist? That their
theories were indeed accurate representations of world and universe? In the
following the question of legitimiza tion that should puzzle, stimulate and disturb‐
some of the biggest minds in modern Europe an history from Immanuel Kant to‐
Rudolf Carnap.

Indeed it was the Vienna Circle around Carnap that should bring this question to
its most radical conclusion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Emboldened by
the many techno logical breakthroughs brought by modern Science, many of‐
which were directly traceable to the mathematical methods employed, they sought
nothing less than to liberate science, so ciety and philosophy from the shackles of‐
the metaphysical past. While, as we saw, the seeds for the present maladies already
present in earliest records of European philosophy they really just took hold with
the Vienna Circle.

The Vienna Circle believed that mathematical methods that had revolutionized
physics were not only a vehicle to the truth about the physical world but also that
it was the only way to say the sensible things at all. Everything else, to borrow
from Wittgenstein, was non sense, metaphysical speculation, and we should not‐
talk about it. Consequently, they sought to purge philosophy, and thereby
everything we would call the humanities today, from all ‘unscientific statements’.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marginalization of the humanities, and the trend to
use quantitative methods everywhere at the expense solid thinking and building
character.

But, while the trend to treat humanities, from philosophy to liberal arts, from
history to po litical science, as science‐ light at best and as a fancy indulgence at
the expense of the tax payer at its worst, continues to this day, the project of the‐
Vienna Circle was never success ful. Indeed they themselves refuted everything‐
they set out to prove in the first place. They didn’t realize that their project was
a metaphysical through an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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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etaphysical presuppositions especially should prove their downfall: The
first one was the introduction of the observer. Unaware of the problems that had
already plagued David Hume they introduced the observer without wondering what
they meant with ob server. For them, the observer was just the observer. The‐
observer was like a person with out qualities. Unfortunately, in the real world a‐
person without qualities is impossible. This was their first mistake. The second
mistake was concerned with how they thought about verification. For them, at first,
it seemed that verification of scientific sentences was a very straightforward matter.
However, if you look at scientific laws in physics for instance, in order to verify
them you would have to take into account every possible situation of future
verification; and that, too, is quite impossible. Now, at least on a surface level,
those were the reasons why they failed, why ultimately they had to give up their
program. But notably, they were quite honest about their failure, though. If you
read their texts then you’ll find in their conclusions that they had realized that
their program didn’t work.

The result of this failure was actually a great catalyst for Philosophy (of
Science). What was the consequence of the Vienna Circle? The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the program of the Vienna Circle was nothing less than the realization
that science is not descriptive. Science does not describe the world as it is
(Wallner 2014: 6f). In their quest for pure science they had lost all the cultural,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that are the possibilities of scientific
insights. They had lost touch with humanity.

It took a couple of years and several further ambitious attempts to legitimize
science (most famously by Karl Popper) longer until Thomas Kuhn’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 tions’ made quick work of any ideas that there‐
might something like genuine scientific pro gress. At least in so far, as scientific‐
progress was understood as increasing the known number of a finite quantity of
truths about the universe.

The resulting crisis was of course not a crisis of science, but a crisis of
Philosophy of Sci ence. Science itself, of course, was and is majorly unperturbed‐
by this crisis because it still works just as fine as before. For science and for the
general public the fiction that science keeps steadily progressing towards greater
objective truth is still very much alive. Maybe more so,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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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is that the many remarkable successes we experience in virtue of
modern science in mastering our environment make it very easy to believe that
these methods will provide answers to all questions. They make it easy to believe
that the scientific methods of Western science are the magic pill to all our
problems. Unfortunately, the mechanized and reductionist picture of world and man
is blind to many of the most pressing questions of humanity.

If we want to re establish equilibrium between science and humanities education,‐
we first need to correct the lopsided picture that science has of itself.

2. Constructivism without a Constructor and Science without Metaphysics

The most adequate tool for that job is, in my opinion, a Philosophy of Science
called Con structive Realism‐ . Admittedly, I’m kind of partial to this philosophy
because, in cooperation with a group of scientist from Europe and China, I
invented it in answer to the above mentioned crisis of legitimization in Philosophy‐
Science.

This form of constructivism is unlike any other of the many schools of
constructivism in that it doesn’t presume the existence of any kind of constructor,
nor does it attempt to pre scribe scientist what they have to do. Instead, it seeks‐
to understand each science from within without engaging in any metaphysical
speculation.

Constructive Realism proposes that the most productive way to conceptualize our
rela tion to the world and localize science in it is by assuming that there are three‐
levels to it: They are called Wirklichkeit, Lebenswelt and Realität.

Maybe the closest historical likeness to Wirklichlichkeit is the Kantian Ding an
sich, alt hough the comparison is more than a little misleading because‐
Constructive Realism does presume that we can say anything at all about
Wirklichkeit. In fact, humans, including scien tist, never deal with‐ Wirklichkeit at
all. All we can ever deal with is the Lebenswelt which is swimming on top of
Wirklichkeit. It’s helpful to think of Wirklichkeit as convenient assump tion to‐
make: There is (probably) something that structures our world, but saying anything
else about it would equal metaphysical speculation. Scientists usually believe that
they are deciphering Wirklichkeit. They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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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enswelt is the constructive realist concept for the world we are embedded in
in our or dinary lives, the world we are familiar with. Or better, it’s the wholeness‐
of all the presup positions that, mostly unquestioned and often unbeknown to‐ ‐
ourselves govern our lives. It’s the world we know without thinking about it. It is
the way we relate to our environment before we even can engage in any scientific
investigation. It’s only from living inside Le benswelt‐ that we can pick certain
highly specific aspects of it, for instance, the biological na ture of my beating‐
heart and shine the spotlight of scientific research onto it. Thus, Lebens welt‐
always precedes scientific ‘reality’.

One short, but significant point I wanted to make in this talk is that Lebenswelt
is the prod uct of culture. Our‐ Lebenswelt is constructed by culture. This is why
this section is called Constructivism without a Constructor. Our Lebenswelt is
constructed more or less randomly by our culture. And it’s only inside the
Lebenswelt that science finds the ideas for its re search. This means that science,‐
whether it wants to do so or not, is always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a
construction which itself has no constructor.

While Lebenswelt has no constructor in the sense of an intentional entity, the
scientific mi cro worlds of what I called‐ Realität (in contrast to Wirklichkeit) of
course have constructors, namely the scientists. Scientists are constructing micro‐
worlds. Realität is the sum of all the scientifically structured aspects of our
Lebenswelt. Any science, with its respective micro worlds produces Realität,‐
whether it’s physics or psychology, whether it’s biology or Chinese medicine.

These are basic concepts of Constructive Realism. They provide very usefu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cultural endeavours we call science.

Constructive Realism does not engage in metaphysical speculation, nor does it
claim that we could ever operate outside of any metaphysical presupposition. What
we can do, accord ing to Constructive Realism, is be aware of the metaphysical‐
presuppositions that govern our truth. Instead of universalism, it embraces
multiplicity. The guiding premise of Constructive Realism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true description of the world indepen dent of the standpoint of the‐
observer; the standpoint of the observer is (mainly) his or her culture. Any
proposition about the world is only true in relation to the cultural framework of
the observer. Any truth, then, is only local truth, the locality being determ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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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ch of the respective culture. Science is not describing the world but rather
constructing models of the world whose truth depends on their context of origin.
Therefore, for Constructive Realism a multiplicity of sciences that are ostensibly in
conflict with one an other can be equally good sciences.‐

Yet to see how Constructive Realism is a useful meta micro world of the‐
sciences it’s fruitful to have a quick look at its main methodology what it can tell
us about differences between Western and Chinese medicine.

Strangification is a hermeneutical method. Basically, you take what is a
meaningful sentence in one system of beliefs, from one ‘micro world’, and‐
introduce it to a different micro world. Then you try to understand what happened‐
to the meaning of the sentence. What will happen is that it loses its meaning, or
that at the least its meaning gets heavily distorted. This is actually a good thing.
Because now you can try to find out what are the assumptions that govern the
meaning of the original micro world the sentence came from. There are often quite
surprising presuppositons necessary to give meaning and truth to the sentences of
individual microworlds. And as the persons that are involved in the day to day
dealings of all these different microworlds we are rarely ever aware of all the
presuppostions we are making, whether it’s as a biologist, a physicist or as a
practitioner of TCM. Let me give you a quick example that is near to our topic
which will also illustrate what strangification is not:

One topic of endless fascination for Westerners when it comes TCM is the
meridian system. It’s quite a big temptation for us to think of it as a primitive
ancestor of what we call the nervous system. Thus, we try to test it with the
methods of empirical science and find that we find nothing; concluding that it
must be bogus, that it doesn’t really exist. This is not (yet) strangification. This is
forcing a similarity, where actually is none.

We could also that is the experience of dissimilarity that could prompt doing a
real strangifcation. Rather than just taking the negative result as a proof that
Chinese Medicine is not to be taken seriously, it could lead to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necessary structural presuppostions that made the meridian system real
enough to create a more than

2000 year long success story. It could also prompt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structural presuppositions that we have to be making in order for us to find



746

nervous system?

Now this is an example of be doing a ‘real’ strangification. And this would

also lead to

‘real’ insights about one’s own ‘reality’. And when you do strangification you
suddenly learn some very interesting things about the different ontologies that
govern Chinese and Western culture (see Figure 1).

Type of Difference European Thought Chinese Thought

Ontology
Unchangeable Basis of the

Changing Things (Plato: Be‐
ing)

Phenomena:
unstable, emerging and

disap pearing‐

Methodology Induction and Deduction
Governing Changes: Qu

Xiang
Bi Lei

Manner of Thought
Linear Reasoning by Reason

and Cause

Circular Reasoning: One
Point is Explained by All

the Others

Theoretical Structure
Sepa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Unity of Theory and

Practice

Experience
A Passive Reception of

Infor mation‐ An Interaction

Figure 1 Ontological Differences between Western and Chinese Thought

After looking at this table we can’t be surprised that these two cultures had to
bring about very different medical systems.

3. Towards a Theory of Action for an Open Global Society

What we have seen so far is that Constructive Realism allows us to get insight
into the im plicit truth conditions of our society or our (scientific) micro worlds‐ ‐
via strangification. Through strangification, we can understand how intricately
bound all our thoughts and ac tions are to a specific ontological framework of our‐
culture.

This method and the corresponding philosophy of science offer us a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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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lays a foundation for an open global society. It gives u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allows us to interact and thrive with and in manifold different
realities. It’s a framework that welcomes and embraces diversity instead of closing
itself off. Yet it does so without falling into the dangerous territory of having to
accept ‘anything goes’ because the respective micro worlds provide their own‐
criteria of success.

But this is at best half of a solution because Constructive Realism is a purely
descriptive en deavour. It seeks to understand different realities and their‐
conditions. It’s not fit to create new rules for new situations. Yet living in an open
society seems to demand just that. The same developments that we described
above have also pushed the responsibilities for living a good life completely into
the private sphere. Clearly, everything that can’t be measured and expressed as a
cold fact is not fit to be public standard for the good. The result is a pal pable‐
loss of orientation because the ethical fixtures of past closed societies don’t exist
an ymore. Unsurprisingly, thus, the only ‘universally’ accepted standard for the‐
good life is economic success. As most of us know, of course, as a sole measure
of a good life economic success is a recipe for personal disaster on a individual
level and, on a societal level, it opens a can of worms of further problems that by
now are paradigmatic for our times. The man made cli mate change and the‐ ‐
growing economic disparity are just two points in cas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can we fill this vacuum without falling into a
similar legiti mization trap as the one we just critiqued regarding Western science.‐
How can we offer eth ical orientation without absolutizing random cultural‐
standards? Especially since the exist ing ethical systems were created in and for‐
essentially closed societies.

But not all ethical systems are created equal. One that I believe to be especially
suitable for our purposes is Confucianism. Indeed while Confucianism clearly is a
form of virtue ethic, from the perspective of many Westerner it lacks a normative
instance that its rules are derived from.

Just as well ‘The master’ never attempts to present a systematic argument for
any of his teachings. There are no attempts to cite an ultimate authority or other
unassailable legiti mizations. Indeed there is only a minimum of systematization to‐
the collected wisdom of Confucius apart from certain themes that are lo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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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together.46) Yet all this shouldn’t lead us to underestimate its ethical
potential for today’s world. It’s part of its charm. What Confucius does is offer us
a comprehensive theory of action, a theory of how to live a good, fulfilled life
without imposing an abstract superstructure on us. Instead, he provides us with
concrete examples of life enhancing human activities. Actions thus that can easily‐
be emulated by anyone, at least in theory.‐

Let me illustrate what I mean by giving you a couple of examples.

We must be aware though that the old china, the one that Confucius was
teaching in, was a closed society as well. A closed society, as I understand it, is
a society whose basic truths are still absolutely certain, not in virtue of rigid
argument but rather because all life is em bedded in simple conventions. The‐
things are as they are they because that’s how they al ways were. And things that‐
always were don’t get questioned. You could say the closed so ciety is an‐
innocent society. Thus we cannot expect that each and every of his sermons will
resonate with our contemporaries.

For instance, one of the common and important themes in Confucius texts that
might not make immediate sense today are the actions of the noble man. The
noble man isn’t a real person. He also doesn’t belong necessarily to the nobility.
Rather the noble man is a ficti tious entity that embodies the virtues that‐
Confucius teaches by telling little stories about how the noble man would act. The
noble man’s actions are the paradigm for behaviour that speaks of a life lived
well.

The Master said: “When the noble man eats he does not try to stuff

himself; at rest he does not seek perfect comfort; he is diligent in his work

and careful in speech. He avails himself to people of the Way and thereby

corrects himself. This is the kind of person of whom you can say, ‘he loves

learning.’” (I.14)

While speaking of the noble man might have and odd ring to our eyes
nowadays, but the method of conferring values through concrete examples rather
than abstract discussion has a lot of merit for our time because it doesn’t impose
itself onto other. Especially it does not impose itself in the name feeble

46)It should be noted that the organization wasn’t done by Confucius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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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ysical arguments. Instead, it provides a clear idea that can be used to orient
oneself, yet it isn’t detached from real life at all.

Another maybe surprising advantage is the poetic character of Confucius’s
philosophy. It bears often striking resemblance to the linguistic structur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e can see how this allows Confucius to bring out
subtleties that otherwise would remain hidden for the sake analytical rigor when
we look at how beautifully he responds to the question of a perplexed student in
XI.22. The student is understandably confused because he oversaw the master give
conflicting advice to two other students that had, however, asked the same
question: Should they immediately put his advice into practice or not? And yet one
was sent to first consult his elders, while the other indeed was encouraged to im‐
plement immediately. The master answer is enlightening beyond what he says
explicitly:

"Qiu is retiring and slow; therefore I urged him forward. You has more than his
own share of energy; therefore I kept him back.““

We’ll find these examples of highly nuanced differentiation as well when we
look at the Confucianist pragmatism that abounds in the work. Whether the master
teaches the grandmaster of Lu music on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 (III. 23) or
whether he meditates on empty gestures (III. 23), we always get a clear message
that success doesn’t equal suc cess. It becomes clear that the quality of an action‐
is not determined by outward accom plishment. And yet occasionally he also‐
becomes quite explicit:

„Fan Chi asked what constituted wisdom. The Master said, "To give one's

self earnestly to the duties due to men, and, while respecting spiritual

beings, to keep aloof from them, may be called wisdom." He asked about

perfect virtue. The Master said, "The man of virtue makes the difficulty to

be overcome his first business, and success only a subsequent consideration

this may be called perfect virtue." (XI.22)‐
While the China of Confucius was a closed society with a fairly fixed social

order, we can see his teachings offer the possibility of freedom in the choice of
character. The choice offered by Confucius was to carry to one’s lot with character.
Unlike elevated status and assorted higher stations in life, whose attainme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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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r less decided by birth, the choice to be a noble man, a man of virtue and
wisdom was open to anyone.

The Master said, "Where the solid qualities are in excess of

accomplishments, we have rusticity; where the accomplishments are in

excess of the solid qualities, we have the manners of a clerk. When the

accomplishments and solid qualities are equally blended, we then have the

man of virtue." (VI.18)

By looking at how Confucius hones in on his subject matters again and again
from different angles we experience how comprehensive and adaptable his
philosophy is. Similar to TCM everything stands in relation to everything. He
holds, for instance, that it’s not possible to make good music without having
cultivated one’s character in the first place.

The Master said: “If a man has no ren what can his propriety be like? If

a man has no ren what can his music be like?” (III.3)

or

The Master said: “Only the humane person is able to really like others or

to really dislike them.” (IV.3)

These dependence relations for inner balance are found are manifold in the text,
and yet most of Confucius philosophy is concerned with how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fosters great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Zi Gong asked: “Suppose there were a ruler who benefited the people far

and wide and was capable of bringing salvation to the multitude, what

would you think of him? Might he be called humane?”

The Master said, “Why only humane? He would undoubtedly be a sage.

Even Yato and Shun would have had to strive to achieve this. Now the ren

man, wishing himself to be established, sees that others are established, and,

wishing himself to be successful, sees that others are successful. To be able

to take one's own feelings as a guide may be called the art of ren.” (VI.30)

or how cultivating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but especially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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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fos ters character/ren (see IV. 18). It’s easy to imagine that Confucius, if‐
he lived today, wouldn’t shun science, but embrace it. However, certainly not at
the expense of deep, mean ingful relations, certainly not at the expense of arts‐
and music and deep learning.

IV. Conclusion

Confucius theory of right action breaks with the paradigm of systematic,
absolutist ethics of Western Europe. While many of his teachings are certainly of
timeless value, I dare say it needs to be adapted to the demands of an open, global
and humane society. This being said I believe it already encapsulates what I
believe should to be the core of a theory of right ac tion that is teachable, that‐
offers inherent incentive and that doesn’t presume to be validat ed by anything‐
else than life itself.

As good as this may sound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however, it’s not easy
to see how to put it in praxis. I see three major challenges that we need to rise
to if we are serious about rebalancing our worlds measuring sticks for success and
truth.

The first is opening up both scientific and public communities to the idea, to
borrow an ex pression of Wittgenstein, that truth is more like a river whose turns‐
and depths depends on the bedrocks it flows on. The bedrock, of course, is made
up of the ontological presupposi tions of our cultures. Mandatory coursework in‐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that ac companies all science education might‐
help here. I take this to be a preliminary condition of success.

Yet when it comes to learning from Confucianist wisdom on global level things
are even more difficult. The challenge is first to translate its teachings into forms
that are under standable from the background of very different cultures without‐
taking away any of its substance. One promising possibility could be: Instead of
making it about the attainment of abstract virtues to be a noble man, show how
through cultivating certain ‘virtues’ in oneself happiness a good life becomes
attainable.

Granted that this might seem a thought alien Confucius and may even be in
conflict with his teaching. But Confucius was also a pragmatist. He migh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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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n the wisdom in putting the carrot in front of the mule if that is what it takes
to put him on the path. Because this indeed is the third challenge: providing
enough incentive for enough individuals from very different backgrounds to
embrace a way of life that stand in complete opposition to the tro phy obsessed,‐
quick fix culture that sets the pace for the globaliz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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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Images of Human Beings in the Biblical Canon

성서에서의 인간상

마틴 렙 말부르크 대학교

Martin Repp Philipps Universitat Marburg‐

Abstract

성서에서는 이상 과 실제 가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글에서“ (ideal)” “ (real)” ,

성서에서 드러난 이상적인 상 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 (images)” .

별을 발명한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이분법,

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이란 개념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상이. “ ”

라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에 성서에서의 인간상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서는 각종 인간 군상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성서는 위대한 인.

물들이 살인자 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성서는 유대인들이 의롭지 못했음.

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신이 그들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 약.

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게다가 유대인의 해방을 바탕으로 한 율법이 유대인들 또한 다른 종족.

들과 동물 대지에 자유와 존엄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선, ,

지자들은 끊임없이 신의 이름을 오용하는 정치적종교적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했/

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박해받았기 때문에 변신론 의 문제가. (theodicee)

발생했다 왜 신은 선지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는가 왜 선지자들은 부당하게 고통: ?

받았는가 이러한 경우들에 카르마 와 같은 인과응보율은 전혀 적용되지 않? (karma)

는다 이것이 욥기 의 주제가 되었다. (the book of Job) .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유대교의 이러한 두 측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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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드러낸다 예수는 죄인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반면 본인. ,

스스로는 부당한 고통을 받아들 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수는 씨앗은 먼저 땅에 떨어지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새로운 삶을 키워낼 수 있“

다 는 은유를 사용하 다” .

The texts of the Bible do not distinguish between "ideal" & "real",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talk here about "ideal images". Greek philosophers developed such
distinction. The Hebrew way of thinking does not know this dichotomy. Probably
such distinction also does not apply to Asian thought. The problem with the idea
of the "ideal" is that it creates an image which never can be reached in reality.

When examining human beings in the Bible, we discover quite realistic
portrayals. For example, the texts do not hide that outstanding persons in Jewish
history had been murderers: Moses, the liberator of the Jews from slavery in
Egypt, was a murderer; King David, the most famous among the Jewish kings,
was an adulterer and murderer; and Paul, who laid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church, before his conversion had persecuted many Christians. The
Bible portrays human beings as weak people who are disloyal or fall into
temptation.

What are the images of human beings in the Bible, and what are the values
promulgated here. To a large extend, the Bible consists of stories, which contain
the religious teachings and ethics. Hence I will narrate some stories and extract
their teachings. First I shall treat Adam, Moses, David, the Prophets, and Job in
the Old Testament, and then Jesus Christ in the New Testament. Hereby we notice
that the Bible talks about human beings always in their interaction with God. To
speak of human beings means to speak of God becaus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formed their lifes and ethics.

The first book of the Bible, Genesis, narrates God's creation of the world, of
plants, animals, stars and human beings in form of a myth. A myth is not an
untrue fiction, but narrates a matter which never occured historically in that
particular form, but formulates a phenomenon taking place at different places and
times repeatedly. According to Genesis, God created "Adam" and considered him
as being a "very good" creation. Adam is not a historical person, but the archetype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Gen 1, 28, the task of human beings is to
"subdue the earth" and to "have dominion" over all living being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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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2, 16, however, they should cultivate the nature. Recently, the first sentence
of the "human dominion" was blamed for the modern exploitation of nature.
However, we must distinguish between pre modern and modern attitudes. To rule‐
over the world in pre modern times meant no destruction of the nature. Only in‐
modern times this sentence was interpreted as justifying such exploitation. The
Bible does not encourage the destruction of nature. Nature is God's creation,
therefore it is good and human beings must respect, preserve and cultivate it.

After the creation story, Genesis narrates how Adam committed the archetypical
offense called "original sin." For no intelligable reason, God prohibits Adam and
his partner Eve to eat fruits from the "tree of cognition of good and evil."
However, Eve believes rather the snake's false promise that those eating these
fruits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Gen 3, 5) Eve convinces Adam
also to eat a fruit. Afterwards they realize that they were naked. When God
appears in Garden Eden they hide themselves. Distrust destroyes their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God fears that they would also eat from the so called "tree of‐
life" so that they would live eternally like God, he drives them out Eden.
Henceforth, the woman is punished with heavy pains during childbirth, and the
man has to work on the land with sweat and hardship. This episode is an Etiology,
a story which explains a current phenomenon by recourse to previous (assumed)
causes. It responds to the questions "Why is birth so painful?", and "why is tilling
land so hard?" The story of Adam and Eve teaches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deeds and consequences; human beings have to bear responsibility for
their deeds. Hinduism and Buddhism call this karma.

"Original sin" means that human beings are prone to commit offenses, hence the
story of grave offenses proceeds: A son of Adam and Eve kills his brother. Later,
human beings build the "Tower of Babylon" in an attempt to reach heaven and
"become like God". God destroys the tower and disperses the crowd by giving
them different languages which hinders communication. These stories of the
Genesis draw a picture of human beings who tend to fall into hubris. They are
driven by the desire to become like God, to know everything, to live eternally, and
to be able to do everything. Such desire drives them into their own disaster.

Quite similarly most religions do not draw a positive picture of human beings.
Due to their greed, egoism and misdeeds, human beings endanger themselves and
their world. Buddhism identifies one basic fault of human beings as desir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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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piscence. Also the church father St. Augustine defined sin as
"concupiscence." During the 20. ce., European Christians avoided this term because
of its overly moralistic connotation. However, after the finance crises in recent
years "concupiscence" became a heuristic term for characterizing the behavior of
bankers, brokers and stock holders.

After having drawn a universal story of mankind, Genesis then zooms in on the
story of Israel, God's chosen people. Like the first human beings, also the
Israelites are portrayed quite realistically. They tend to distrust God and to deviate
from his ways even though he cares for them. The Isreaelites were originally
nomads, who ended up in slavery in Egypt. One of them, Moses murdered a slave
driver and then fled into the desert. Here God commissioned him to liberate the
Israelites. After the exodus from Egypt, Moses led the people through the desert
towards the promissed land of Kanaan. On the way, Moses received the Ten
Commandments as guidance for the liberated people who needed directions for
their new life life. Then God made a covenant with Israel. (Ex 19) The covenant
meant that because God liberated and protected the Israelites, they should now
follow his commandments in order to preserve their freedom. A covenant stipulates
the law of reciprocity or loyalty. The "commandments are no empty words," we
read, but "they are your life." (Dtn 32, 47) Jewish ethics follows the logic: because
God has liberated you, you should not become a slave again, and you should not
treat others as slaves. (Ex 21) This is expressed in the law for the sabbath:

"Six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Sabbath
...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you or your (children) or your servant(s) ...,
or your ox or your donkey ..., that your ... servant(s) may rest as well as you.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and ... your God
(liberated) you ...." (Dtn 5, 12 15)‐

Another law stipulates that the agriculatural land should rest every seventh year.
Israel gave the huge gift of the seventh day of rest to our world. It always
reminds us that human beings, animals and the land must not be exploited. It is
the day of freedom and dignity.

God's commandments don't force heteronomy on Israel, but enable a blessed life:
according to Dt 30, 14 18:‐

“I have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good, death and evil. If you obe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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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ments of the Lord your God ... , then you shall live and multiply, and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your) land ... But if your heart turns away,
and you ... worship other gods ..., you shall surely perish.”

Sometimes,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is portrayed as a wrathful God. But
this neglects his preceding beneficial deeds. Hence, the Israelites should respond
with gratitude, trust and loyalty.

After the Israelites settled in the promised land Kanaan, they desired to have a
king like the surrounding peoples. The second king David, a small man, trusted
God and defeated the strong enemy Goliath with a stone hurled by a slingshot. (1
Sam 17) God had also given commandments for kings which prohibit the
accumulation of riches and the keeping of many wifes. (Dtn 17, 14 20) However,‐
David fell in love with a married woman and ordered her husband to fight in the
front line so that he was killed soon.

The Old Tesament is full of stories that the kings and the people became
disloyal towards God. As nomads who had become farmers in Kanaan, they
neglected God and prayed to Baal, the local deity of fertility. Continuously the
Israelites forgot the covenant and turned their back towards God who had liberated
them from slavery and who wanted the best for them. Hence God sent messengers
called prophets who warned the people, especially the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The prophets urged them to return to the right path, to pursue justice for
rich and poor equally.

Quotations from the prophet Isayah illustrate this struggle for peace and justice:

 the Lord has spoken: “Children have I ... brought up, but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The ox knows its owner, and the donkey its master, but Israel does
not know (me), ...” (A) sinful nation, a people laden with (evil deeds), ...! They
have forsaken the Lord, . (Is 1, 2 4)… ‐

The relationship of human beings with God interrelates with the relationship
among human beings. According to Is 1, 21 23:‐

"Righteousness lodged in (Jerusalem), but now murderers. ... Your princes are ...
companions of thieves. Everyone loves a bribe and runs after gifts. They do not
bring justice to the (orphans), and (they do not care for) the wid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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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such warnings becomes apparent today when considering e.g.
that corruptions and injustice by Christian government officials in South Nigeria
triggered the emergence of the Muslim terrorist group Boko Haram.

Is 5, 20: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who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

The history of political lies is old! When Confucius was asked what he would
do first when assuming a government, he replied, he first would correct the words!

The prophets criticize religious abuse and hypocracy: According to Is 58:

"in the day of your fast(ing) you ... oppress all your workers. ... Will you call
this ... a day acceptable to the Lord? “Is not this the fast that I choose: ...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 Is it not to share your bread with the hungry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your house; .…

When the prophets faced injustice of rulers, exploitation by rich people, and
hypocracy among religious leaders, they discovered a vision of the proper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 called the messiah (the anointed one, the righteous king).
According to Is 11, 5 8, this Messiah will establish a kingdom of peace among‐
human beings, as well as between human beings and animals:

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waist ....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the calf and the
lion ...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 The nursing child shall play
over the hole of the cobra ...

According to Is 61, 1, the Messiah says: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an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

In the subsequent history of Israel, a number of religio political leaders emerged‐
who claimed to be the Messiah, the liberator from oppressors such as the Roman
occupation army. In the New Testament, Jesus started his public activities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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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quoting precisely this sentence from Isayah.

The prophets clearly named abuses and demanded reforms, however, the ruling
class often persecuted them. Hence, they also expressed their suffering: as God's
messengers they had to tell the truth, but they were punished unjustly by the
rulers. It is the question of theodicee: why does a just person, who follows God's
commandments, has to suffer unfairly? Why does God not protect such a person?
This question of theodicee was put into a novel about a man called Job

The book Job begins as follows:

"Job ... was blameless and upright, one who feared God and turned away from
evil. There were born to him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He possessed 7,000
sheep, 3,000 camels, (1,000) oxen, and 500 ... donkeys, and very many servants,
so that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people of the east."

One day, however, his children suddenly died and at the same day he also lost
his possessions.

Then Job arose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and fell on the ground
and worshiped. And he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shall I return.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Why does injustice happen to a righteous man, whom God should reward? This
contradicts the "law of cause and effect." Subsequently, Job reiterates that he is
righteous and his fate was unjust. This book offers several answers. His friends
want to console him, but they insist that he must have done something wrong. The
"law of cause and reward" cannot be mistaken. After Job had defended himself in
several dialogues, no conclusion is reached. Then Job addresses God directly and
accuses him that he was unjust. In response, God first causes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Job is only a small human being. After Job recognized
this, God acknowledges that he had been righteous. Hence, the book praises a man
who even though he lost everything struggles honestly with God, and thereby
proves his faith. Eventually God restored Job's fortune.

Finally, we introduce the man Jesus the Christ according to the New Test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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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derives from the Greek word christos, a translation of the Hebrew messiah,
the anointed king. Jesus is the personal name, and Christ is the title which his
disciples gave him in order to express his religious significance for them.

The career of Jesus began with austere practices in the desert, which was
followed by the so called temptation. In the history of religions, future religious‐
teachers undergo a temptation in which their sincerity in vocation is tested: do
they overcome the temptation of power, fame and desire? Such temptations
happened also to Shakyamuni and other founders of religious groups. Those who
did not resist such temptations became corrupt.

After Jesus overcame the temptation, he began to preach that God's Kingdom
had arrived, this is a time of forgiveness of sins. He healed sick people since
sickness wa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sin. He shared meals with sinners,
such as corrupt tax collectors, who repented and changed their way of life. The
pharisees, the religious teachers, criticized him for having communion with sinners.
He replied: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Mk 2, 17) The pharisees put
the law over anything else. Jesus taught against such legalis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Mk 2, 27)

Jesus turned the value system of the establishment up side down when claiming‐ ‐
that a poor widow had much more donated offerings to the temple than rich
people because she gave out of her poverty whereas the rich gave out of
abundance. (Mk 12, 44) When his disciples competed for the first rank among
themselves, Jesus said: The rulers dominate this world, but those who want to be
great disciples of mine must be your servants. (Mk 10, 43) He called himself
humbly "Son of Man", meaning simply a "human being." His disciples believed
that he was the Messiah. One disciple, Judas, understood "Messiah" as a political
leader, who would liberate the Jews from the Roman occupation army. When Jesus
did not stage a revolt, Judas became disappointed and betrayed him.

Jesus went to Jerusalem not to start a liberation fight, but to suffer, to take upon
his cross. Nobody urged him to go to Jerusalem; if he would have remained in
Gallilee he would have been safe. He apparently envisaged his death in Jerusalem.
This can be understood only in the context of the Jewish "pious poor people",
according to which the "righteous person" has to suffer a lot and eventuall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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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d. This tradition derived from the prophets' experience and was handed down
in religious circles of ordinary people. They believed that there is not an
immediate reward for pious behaviour, because God guides his people in a
paradoxical way like in the story of Job. Jesus taught: when the seed does not fall
into the soil and dies, new life won't emerge. He combined the afore mentioned‐
prophetic reform and suffering of righteous persons together with the liberation
theology of the Exodus, since he liberated people from sin, sickness and social
exclusion. Thus he enabled immediate access to God whom he called a "good
Father". The Creator God was for him like a good father who cares for every
individual being. This belief was finally tested when Jesus was taken in custody
for crucifixion. In utter desperation he prayed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n conclusion, the Bible draws a picture of human beings that are mostly
disloyal, egoistic and full of desire, thereby destroying their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Before such bleak background appear religious figures who provide
hope and guidance or call for social and religious reforms. They named abuses in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and in the name of religion they criticized religious
hypocracy and errors. Paul Tillich called this "prophetic principle" or "protestant
principle." Such reformers envision a world where human beings, the animals and
the land live together in peace, justice, equality and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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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ducating the Ideal Human Being and Society

according to Mahatma Gandhi

마하트마 간디의 이상적 인간상 및 이상적 사회상 교육

노엘 시에스, S.J. 자비에르 대학교 뭄바이,

Sheth, Noel S.J. St. Xavier’s College, Autonomous, Mumbai.

Abstract

근대 기술과 전지구화는 다양한 혜택 못지않게 인간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이 글은 이러한 경향에 대항하고자 힌두이즘 특히 마하트마 간디. ,

의 상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간디는 이상적(Mahatma Ghandi) .

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의 특징을 약술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체,

계를 제안한 바 있다.

간디는 당대의 교육이 지성만을 계발하는 일차원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한 후 교,

육은 인성의 형성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일 것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 다 즉 간디는 교육이 이 아니라. 3R(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 3H(the

를 강조해야한다고 보았다 지적 육체적 적 능력Head, the Heart, and the Hand) . , ,

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총체를 이루므로 독자적으로 계발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의 핵심 논지 다.

간디에게 있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의 형성이었다 그는(character) .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정숙함 정직함 비폭력 평온함 단순함 책임감 시간, , , , , ,

관리 탐욕에서의 자유 등을 꼽았다 사회복지 사업 또한 교육의 중요한 한 단면이, .

었다.

간디는 단순히 이론을 제공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통합적 교육,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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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관을 직접 창설하 다 남아프리카의 톨스토이 농장education) . (Tolstoy

과 인도의 여러 학교 및 대학이 이에 속한다 이 모든 기관들은 그가 제안한Farm) .

총체적 교육 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holistic education) .

간디는 구적인 가치와 근대화로 인한 혜택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잡기를

원했다 다소 이상주의적이기는 하나 그가 제창한 총체적 교육의 개념은 균형과. ,

가치를 잃은 상업화된 근대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echnological progress, and globalization have generated, at least for some
people, an increased availability of different technologies, products, services and
jobs; it has also facilitated global mutual communic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of communication. This increase in variety enables someone in India,
for instance, to sip Italian wine and eat French cheese or kiwi fruits from New
Zealand, while typing on a keyboard manufactur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globalization has also brought a number of disadvantages in
its wake. Multinationals have contributed to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njustice as they unscrupulously pursue profit around the globe. Globalization has
been resulting in the loss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evaporation of spirituality
that leaves even the rich unhappy and depressed.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and large, focus on rationality that forgets
intuition and mystery, on technology rather than values, on quantity instead of
quality, on consumerism rather than morality, on profits rather than human beings,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sustainability, and on a mono culture rather than‐
diversity of cultures.

As an antidote to these problems, I present the understanding of the ideal human
being in Hinduism, and particularly according to Mahatma Gandhi. He outlines the
qualities of an ideal human being as well as an ideal society, and offers an
educational system that is meant to develop ideal individual human beings as well
as model society.

In Hinduism, a human being is only a spirit or a soul and does not really have
a body. Nevertheless, due to fundamental ignorance, the soul imagines it has a
body. However, just as a blind person and a lame person can help each othe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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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ind person walking and the lame person guiding the blind person, who
carries the lame person), so also the body can help the soul to attain liberation,
provided we do not misuse the body, and be self controlled. Realizing this, the‐
ideal human being endeavours to practise important virtues, such as non violence,‐
truthfulness, non stealing, cleanliness, i.e., especially internal purity, and restraint of‐
the senses. To this basic list, Hindu texts list some more values, for example,
steadfastness or patience, forgiveness, freedom from anger, wisdom, working for
the welfare of all beings, compassion, faith, fasting, detachment, celibacy and love
of God.

Mahatma Gandhi follows the basic Hindu tradition, but he adds a few more
virtues or values of an ideal human being, for example, humility, simple living;
‘bread labour’ or manual work to earn one’s keep; getting rid of the caste system
of India; openness to all religions and cultures; and ‘swadeshi’ or the sense of
belonging to one’s own country, i.e., using locally made goods, without having to
import merchandise, so that the local interests may not be adversely affected. In
particular, he emphasizes the vital importance of non violence.‐

For Gandhi, non violence or love has to be practised in thought, word and deed.‐
Non violence or love is not merely on the horizontal level, towards human beings.‐
It involves also the love of God as well as sub human beings, i.e., to animals,‐
plants and the earth. Even when dealing with adversaries, one should not humiliate
them, rubbing their noses into the ground, but one must raise them up and give
them face saving opportunities. Even laying down one’s life for a cause, but out of‐
anger, is useless; love should be the only motive. Rash judgments and
generalizations about a person’s character from a single instance and without
conclusive evidence are also examples of violence. Gandhi pointed out that even
bad handwriting is an instance of violence, since it causes pain to others and
betrays insufficient concern and love for others.

Non violence must flow into service of others. Gandhi gave shelter to a leper‐
and attended on him personally, even dressing his wounds and massaging his body.
For Gandhi, service took different forms. It included the promotion of nature cures,
reduction of communal tensions, village upliftment, providing basic education, and
eradicating social problems like caste and untouchability. For Gandhi, non violence‐
is to be exercised not only on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on the institutional or
societal plane. According to Gandhi, violence is incapable of radically destr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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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l. It only changes the form of evil.

In Gandhi’s view, self suffering is an essential aspect of non violence. The self‐ ‐ ‐
suffering of Gandhi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practice of
asceticism, which is for the good of the person who undertakes it. For Gandhi the
infliction of suffering on oneself is for the moral benefit of the world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for bringing about a change for the better in the person for
whose sake the suffering is undertaken.

Not content with merely the ideal human being, Gandhi is also concerned with
building up an ideal society. An ideal society is non violent, and this is possible‐
only if society is based on mutual concord and collaboration. Such a society is just
and righteous; only then will people be happy. All are equal in this society.
Gandhi explains: “In the individual body, the head is not high because it is the top
of the body, nor are the soles of the feet low because they touch the earth. Even
as members of the individual body are equal, so are the members of society”.

An essential ingredient of an ideal society is manual labour, i.e., for the rich
too: if we do not produce anything and rely only on the power of our wealth, we
have no place in society and wander away from the right path; human beings
would be more contented, in better health and more at peace if the affluent too did
manual labour, at least enough for their food.

This society supports small scale or cottage industries. Gandhi was not opposed
to industrialization as such; he was not against machinery in itself, but objected to
“the craze for machinery”, which was not interested in saving labour, but
motivated by greed, and forgot that human being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machines. He lamented the fact that, instead of workers being dignified members
of society, they were reduced to becoming mere cogs in the machinery. He was
against this dehumanization and exploitation of people. To counteract the
dehumanizing influence of heavy industry, Gandhi favoured small scale and cottage‐
industries, which would lead to health, wealth and happiness. He wa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rkers: they deserved a just wage that would enable them to have
adequate food, housing, clothing and health. He was not against capital as such,
but against its abuse; capital would always be needed, but it should be the servant
of the workers, not their master. Instead of capitalists and workers being opposed
to each other, they need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ey both nee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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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e equal partners in a collective enterprise.

For Gandhi equality does not mean that all earn the same salar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alary of an ordinary employee and that of a manager or high
official; nor does it imply that everyone should own the same amount of secular
goods. On the other hand, everyone should have a suitable house, enough and
balanced food and necessary clothing; and gross inequality has to be removed by
non violent means He proposes the theory of trusteeship of wealth, which is the‐
voluntary sharing of superfluous wealth with the poor: “I want the rich to hold
their riches in trust for the poor or to give them up for them”. The entire economy
is based on the “philosophy of limited wants”.

What sort of education will enable a person become an ideal human being and
how does one build up an ideal society? This has to be done in a holistic manner,
in body, mind and spirit, i.e., a physical training that develops physical culture, an
intellectual education that brings wisdom, and a spiritual tutoring that leads to
enlightenment

Gandhi is not against literary education in itself, which has its place and
function, but what is paramount is the formation of character. He list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which include chastity, honesty, non violence,‐
contentment, simplicity, a strong sense of duty, time management, and freedom‐
from greed, thieving and fear. This is the purpose of true education; it should not
be merely to get a job. One should not make literary education an obsession; he
is convinced “that literary training by itself adds not an inch to one’s moral height
and that character building is independent of literary training”. British literary‐
education merely made Indians “clerks and interpreters”; it did not help them to
cope with life, and did not make them contented and happy.

The three R’s, 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 are essential, but they are
taught in a manner that has no relevance to the local existential circumstances.
What the students learn in school is quickly forgotten because it has no bearing on
their village milieus. Furthermore, these subjects, by themselves, do not produce
purity of heart, which is essential for a proper education. The knowledge and
recitation of the Vedas, expertise in Sanskrit, Greek or Latin and other subjects are
all useless if they do not help us to nurture purity of heart.

Gandhi does not devalue the sciences either. He says, for instance, “Ou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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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have too much of chemistry and physics”. However, he thinks that
education has been lopsided, concentrating solely on developing the intellect. Since
manual labour is neglected, “the hands have almost atrophied”. In addition, “the
soul has been altogether ignored”. The mental, physical and spiritual aptitudes
cannot be developed separately. All three are, in fact, interrelated and form one
composite whole; all three blend together to form the whole person. For example,
if students, who are simultaneously helped to cultivate the heart, are taught a craft,
not merely mechanically but with a theoretical knowledge of how the craft takes
shape, i.e., with a deep knowledge of the process, which would involve the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and other sciences, they would not only develop
their physique but also their intellectual acumen, which would be born of concrete
life experience and is not mere bookish knowledge. In other words, for Gandhi the
emphasis is not on the three R’s, but on the three H’s: the Head, the Heart and the
Hand.

Unfortunately, many Indians look down on manual labour as something
despicable; they do not understand the dignity of labour. Especially in India where
more than 80% of the people live in rural areas, it is absurd to concentrate only
on literary education and render the students incapable of doing physical work. In
a poverty stricken country like India, guidance in manual work will enable students‐
to pay for their training as well as equip them with a skill that they can rely on
in later life. Intellectual work and gainful manual labour are not two separate
things; they are intrinsically connected. They are of equally valuable. Games and
sports have their place, but their purpose is primarily relaxation, and not health;
this latter need is to be served more by work, which will also help the students to
make a certain amount of money.

Another important aspect of education is social service. Students who do social
service, e.g., relief work, will benefit immensely even when education is
temporarily interrupted. Actually, such service is in fact a complement to the
students’ education, since, after all, the purpose of all education is service. Indeed,
the service of society also leads to one’s spiritual progress. Service to society is as
valuable as offering ritual sacrifice (yajna) to God.

Gandhi strongly reacts against studying in the English language in India, instead
of in one’s mother tongue. It has made Indians slavish imitators of the British,
who considered the native languages and cultures of India to be “wors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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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less”. English education has “the tendency to dwarf the Indian body, mind and
soul”. Nevertheless, the real blame is on the English speaking Indians who have‐
enslaved India: they have increased the extent of duplicity, oppression and
corruption. Gandhi is also against going abroad for one’s education, although he
himself did so. Such students do not fit into their Indian culture. One’s native land
promotes a flourishing growth.

English is a global language and can give Indians “the best of Western literature,
thought, and science” as well as open up a window to international trade and
diplomacy, but it should not replace the Indian mother tongues. It should be
possible to cultivate the mind without English. It is utter delusion to imagine that
we cannot manage without English. The Japanese do not experience such
vulnerability as Indians do without English; and Russia accomplished all its
scientific development, without the use of English. It may be a language of urban
India, but it cannot reach the millions in rural India. It is noteworthy that in spite
of all his insistence on the importance of one’s mother tongue, Gandhi frankly and
humbly confesses that his knowledge of his own mother tongue, Gujarati, is far
from perfect: he admits that he made mistakes in Gujarati spelling and grammar in
his own newspaper.

Education must be based on the culture and life of people. Many of the Indian
students who study in English speaking schools, are alienated from their own‐
culture and values, and lose their faith in God and their trust in God’s providence,
as well as their respect for parents and love for the family. Worse still, they
become convinced that their own traditional culture and values are worthless,
foolish, delusory and uncivilized. On the other hand, while Gandhi severely
criticizes the British in different domains, including indulging in alcoholic drinks
and gambling at horse races, he also exhorts Indians to emulate their virtues, such
as English nobles in England treating their servants as members of the family,
without any discrimination, leave alone caste prejudice, which is so characteristic
of India; and their mingling with common folk, e.g., royalty working with and
rubbing shoulders with ordinary sailors. He tells fellow Indians that all their
erudite education would be worthless if it did not teach them “the art of feeling
one with the poorest in the land”. He also points out that Indians can learn from
the British to keep places spick and span, and neat and tidy.

Gandhi accuses Indians of mindlessly accepting British views and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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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realizing that there are divergent perspectives. British economics cannot be
the same as Indian economics, just as economics explained in German and French
languages differs.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events by the English and the
French, for instance, would depend on the varying British and French viewpoints.
Even the teaching of mathematics in India should not be based on British
illustrations. For instance, the teacher should not teach arithmetic by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Manchester and Liverpool. Instead, the teacher should use
examples from India; in this way, students will learn Indian geography and history
too.

For Gandhi, religion is an integral part of education. Truth is found in the
scriptures of all religions. Besides introducing the students to the common
fundamentals of religion, the syllabus for religious studies should include the
reverential and respectful study of the doctrines and practices of different religions.
This will lead to tolerance and love for other religions, in addition to the
deepening of one’s own faith. For him, religious education is not mere academic
study of religion but, even more, the practice of religion. While books are helpful,
they will be ineffective, if the teachers do not practise religion: students learn more
from the living example of their teachers.

Real education enables us to discover our true self, God and Truth. Hence the
purpose of all disciplines, whether physical sciences or art, is not to earn a living,
but to help us realize our true self.

Adult education, particularly in villages, is sorely lacking in India. Adult
education, too, has to be holistic. It is not enough to teach adults the three R’s; in
fact, it is not so necessary. They must be helped to become good citizens. Adults,
like children, have to be taught crafts, especially agriculture.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need to learn how to relate to each other. They need to learn how to be
good neighbours and live in harmony with all castes and outcastes. They should be
helped to overcome their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caste. This
type of education will help them live a productive social life, enabling them to be
self supportive and self reliant.‐ ‐

Gandhi was not content to merely theorize about education, but he started
alternative forms of education. For instance, when he was in South Africa, he
began the Tolstoy Farm for some Indian families, and he lived with them as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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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rfamilias. Gandhi gave top priority to developing moral fibre and the spiritual
life. The students were instructed on the basics of their different religions and
scriptures. He concentrated on forming character and helping them to grow in the
spirit, to experience God and to progress towards self realization. He generated in‐
them the desire for self control and trained them in self denial. Similarly, he started‐ ‐
schools, colleges and a university called Gujarat Vidyapith. A programme for
adults was also devised; it concentrated on community development. All these
various types of institutions were run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holistic
education that Gandhi had evolved.

Gandhi wanted to keep a happy balance between the canon of perennial values
and the benefits of modernization. Education has to bring about transformation in
oneself, in society and in nature. His views might in some respects appear to be
idealistic and utopian. While emphasizing productive work, he does not give
sufficient value to creative work, although he had a great appreciation for poets
like Tagore. On the other hand, his concept of integral education is a clarion call
to remedy the lop sided, value less and commercialized thrust of modern education‐ ‐
in Asia and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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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Nonviolence and 'Justifiable' Killings

비폭력 원리와 불멸의 민족혼이 충돌하면 한국의‘ ’
인문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허우성 경희대학교

Huh, Woo Sung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Let's us suppose that there exists the eternal truth and its canonical book.
Humanities scholars will examine the book, judge that it is indeed good and
effective in realizing the ideal type of human beings, and will finally pass it to
their next generations. Then their task may be rather simple. But if there is more
than one eternal truth, or if there is none at all, their task becomes complicated.
For example, the Buddha and Jesus Christ taught loving, forgiving and non-killing.
There have been, however, many ordinary people, politicians, generals, and even
philosophers who taught indignation against aggressors and killings.

In the Rhetoric Aristotle says "Let anger be defined as a distressed desire for
conspicuous vengeance in return for a conspicuous and unjustifiable contempt of
one's person or friends." This view of human anger may be named as the view of
Homo Iracundus, which easily enables us to kill our enemies.

But the Dhammapada, one of basic sūtras in the Indian Buddhist tradition
presents a very different view of anger.

Not any time is anger appeased here through anger but it is appeased

through non-anger(averena). This is the eternal law.(1.5)

This passage teaches us to appease anger. For early Buddhists, this is th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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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to remove anger from our society. Gandhi would accept this admonition,
practicing nonviolence against the British rulers and hostile Muslims. He was
willing to sacrifice even Indian people for the sake of the truth of nonviolence. In
1909, Gandhi was once critical of both An Jung Geun and Itō Hirobumi for thei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violence. When we Koreans eulogize Sa Myung
Dang Yu Jung( , 1544 1610) as the general of the Righteous Monk泗溟堂 惟政 〜
Armies and An Jung Geun( , 1879-1910) as the martyr, we seem to reveal安重根

our belief in Homo Iracundus view of human beings.

The pertinent questions for us all are, then, as follows: What should we do
facing these two views of anger and killings? How do we write our history? How
do we decide on the eternal truth and its canon? Is it the duty or the destiny of
humanities scholars to raise these questions, feeling uncertainty and agony?

들어가는 말

이 세상에 원불변의 진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정전 이, ( )正典

라고 해보자 인문학자는. 정전에서 꺼낸 그 진리를 실험해보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의 임무는 비교적 간단해진다 하지만 그런 진리가 하나 이상이고 그것들 사이.

에 충돌과 갈등이 있을 경우 그의 과업은 무척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붓다와 예수가 가르친 불살생과 사랑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멸의 민족혼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망국의 원흉이라고 부를 만 한 자를 골라서 그에게 분노하고,

그를 죽이는 것을 권장하거나 허용한다고 해보자 불살생의 가르침과 그런 불멸의.

민족혼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까?

분노하는 인간1.

분노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 또한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에서 분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분노 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친지들에게 가해진 인지 된 어떤“ ( ) ( )認知ργὀ ή
부당한 모욕 에 대한 인지된 복수에 대한 욕망이고 그 욕망에는 고통도( )λιγωρ αὀ ί
수반된다.”1) 부당한 모욕의 인지에서 오는 복수에 대한 욕망이 분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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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의 표출에 대해 중도를 지키는 인간상을 제시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화를 낼 때 내는 사람 그것도 적당하게 내는 사람을 온, ‘《 》

화한 사람 이라고 불 다 화를 내면서도 이성의 요구를 잘 지키기 때문( )’ .πραοτης
이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마땅. ?

히 화를 내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자기방어도 하지 못하는 노. ,

예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온화한 사람은 마땅한 일 마땅한 사람 마땅한. , ,

방식 때 화를 내는 시간이라는 다섯 기준은 지킨다, , .2) 그는 중용의 성격‘ (the

을 지닌 자로 칭송받는다middle characteristic)’ .3) 인간은 화를 내야할 때 내는 존

재로 보는 이런 견해를 호모 이라쿤두스 분노하는 인간 인간관(Homo Iracundus, )

이라고 해보자 이런 인간관에 입각하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살인을 포함한.

가해행위를 권장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다 우리 역사의 경우 이런 인간관. 은 안중

근에게는 강화된 사명당에게는 좀 완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두 원형적 기억2.

안중근의 분기 와 가해1) ( )忿氣

안중근 은 자서전 안응칠역사 에서 이토를 죽이( , 1879-1910) ( )安重根 安應七歷史《 》

는 순간의 심정을 회고하면서 분기가 갑자기 일어나고 천 길 업화가 뇌리에서, “ 3

치솟았다 고 했다.( )” .忿氣突起三千丈業火腦裏衝出也 4) 업화는 불교 용어로서 불같

이 일어나는 분노인데 그것이 천 길에 달했다고 하니 그는 극도의 분노에서 가3 ,

해했던 것이다.

당시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소속 미조부치 다카오 검찰관이 이토를 가( )溝淵孝雄

해한 일 에 대해 안중근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토가 범했다는 개[ ] , 15伊藤加害之事

의 죄를 열거했다 거기에 한국 민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무. , ,

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열다섯

1) Aristoteles, Rhetoric Book II(1378a31-3), W. V. Harris, Restraining Rage: The Ideology of Anger
Control in Classical Antiquity, (Harvard, 2001), p. 57.

2) Nicomachean Ethics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1125b32-1126a7. , ,⟪ ⟫ ․ ․
옮김 길 년 판 쇄 쇄는 참조, , 2015 1 8 (1 2011), p. 146 .

3) R. C. Bartlett and Susan D. Collins,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Chicago: Univesity of

참조Chicago Press, 2011), p. 83 .

4) 안중근 안중근문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 2011, p. 140.尹炳奭 編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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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죄목에는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죄는 자서전의 다음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한국에 대한 정략이 이같이 잔폭 해진 근본을 논. “ ( )殘暴

한다면 전혀 그것은 일본의 대정치가 늙은 도둑 이등박문의 폭행입니다.”6) 안중근

이 이토를 가해한 두 가지 큰 이유는 폭력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앗아간 죄와 동양

평화를 깨트린 죄이다.

사명당 혈기와 수치 사이에서 절제된 분노2) : : 7)

사명당 유정 에게도 분노가 보이지만 상당히 절제하(( , 1544 1610)泗溟堂 惟政 〜
고 있고 절제의 이유는 불교 수행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년 임진왜란, . 1592

발발 개월 뒤쯤에 쓴 시 두 수를 보자 하나는 시월삼일에눈이오기에 회포를 적6 . 〈

다 이고 다른 하나는 임진시월에 의승을 이끌고 상원을 건( ) ,十月初三日雨雪寫懷 〉 〈

너다 라는 제목의 시다( ) .壬辰十月領義僧渡祥原 〉 8) 이 두 수의 시에 따르면 왜군에

의해 어육처럼 짓밟힌 백성 과 파천한 임금 이들이 사명당이 의병을 일( ) ,魚肉我民

으키고 칼을 뺀 직접적인 동기일 것이다 그는 의병이 칼로써 요사 의 목을. ‘ ( )’妖邪

베는 것을 임금에 보답하는 길로 보았다.

사명당이 세가 되는 갑오 년 월에 선조에게 올린 갑오상소문 의 전반51 (1594) 9 〈 〉

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더욱이 종사 가 몽진하고 임금의 행차가 파천까지 하셨사오니 혈( )宗社……

기가 있는 자라면 그 누가 분격해서 팔뚝을 걷어 올리지 않으오리까(凡有血

중략 신 은 본래 미록 고라니와 들사슴 의 몸). [ ] ( ) ( ) (氣 莫不扼腕 臣 臣本 鹿之麋
으로서 병가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오나 적 하나라도 죽여) .身

서 성상 의 망극한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오니 어찌 의관( ) ( ) (殺一敵 聖上 衣

을 갖춘 사람들에게 뒤지오리까) .冠 9)

사명당에게 생민을 어육으로 만드는 왜적을 죽임은 왕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었다 혈기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팔뚝을 걷어 올린다 는 구절은 성이 나서. ‘ ’ ,

5) 같은 책, p. 142, pp. 513 14.∼

6) 같은 책, pp. 115 16.∼

7) 졸고 내셔널리즘은 진리와 화 의 적이다 불교평론 년 가을 이하 참조“ ( ) ” 63(2015 , ), p. 169 .和 《 》

8) 사명당대사집 이상현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일부 수정 참조, ( , 2015), p. 57, p. 222( ) .《 》

9) 사명당대사집 이민수 역 대양서적 일부 수정, ( , 1975), p.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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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을 걷어 올렸다는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 호모 이라쿤두스의 전형이 보인.

다 하지만 사명당은 반드시 복수의 일념으로 불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

것은 분신 과 본신 사이에서 그가 느낀 수치심이 잘 보여준다 출가( ) ( ) .分身 本身

승 사명당은 자신이 의승장이 된 것을 커다란 변신 즉 분신으로 본 것[ ],飜成

같다 사명당이 년 임란 후 일본에 사신으로 갈 때 또 한 번의 분신이 필. 1604

요하다고 했는데 이로써 그 이전의 전쟁 중의 몸도 분신임이 드러났다 그 새, .

로운 변신에 대해 사명당은 시에서 백억의 분신을 누가 거짓이라 하는가“ (分身

고 되묻는다)” .百億誰云妄 10) 백억 중생의 고통이 거짓이 아니니 분신도 거짓일

수는 없다.

분신에 대한 자각은 미록지신과 같은 본신이나 실신 에 대한 자각과 함께( )實身

온다 그는 양자 사이에서 때때로 회의나 딜레마를 심하면 수치를 느낀 것 같다. , .

다른 시에 나오는 석장 날리며 병사를 말한 잘못도 애당초 부끄러워“ (飛錫初羞誤

라는 구절이 그것을 말해준다)” .說兵 11) 석장 을 날리며 곧 승려로서 돌아다‘ ( ) ’,錫杖

니면서 병사 를 말한 것이 수치란다 수치의 근거는 승려 직분이었다( ) . .兵事

간디 이토의 정복 행위와 안중근의 가해 행위 모두를 비판함3. :

아힘사 불살생 즉 비폭력을 모든 신구의 행위의 근간으로 삼았던 간디( ), ( )身口意

는 국을 축출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인을 죽 거나 또는 죽이려는 인도의 독

립투사를 칭송하는 대신 오히려 비판했다 그는 이런 비판을 한국인 안중근에게도.

적용했다 년 월 일 이래 남아프리카에서 건너와 런던에 잠시 체재하던 간. 1909 7 10

디는 이토가 한국인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를 지칭하는 용감한〈

일본 병사 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 대강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용감한 일본인 이토 후작이 한국인이 쏜 연발권총의 저

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수 선수가 물에 빠져 죽듯이 칼,……

로 일어난 자는 주로 칼로 망할 것이다 연발권총으로 이토를 저격했던 자.

는 그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토를 죽 다는

점을 담대하게 인정했다 그 이토 는 용감한 자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 .……

한국을 예속시킨 일은 그가 용기를 나쁜 목적에 사용한 것이다 만일……

10) 사명당대사집 이상현 옮김, , p. 372.《 》

11) 같은 책 참조, p. 145 .



778

일본이 힘을 통해서 통치하고 방어하고 자기를 팽창시킨다면 이웃의 땅을, , ,

정복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

론은 인민의 참된 복지를 마음 속 깊이 생각하는 자라면 오직 샤타그라하,

진리파지 의 길을 따라서 인민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12)

이 글을 쓴 년 간디는 이미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다 그는 이토와 안중근1909 , .

두 사람 모두 비폭력의 진리를 따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간디의 눈에 비친 이토는.

용감한 자 지만 그 용기를 잘못 사용해서 한국을 예속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간, .

디는 정복자나 침략자라고 해도 가해하는 것은 아힘사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간디는 년 차 세계대전 중에 국을 위해 모병운동을 결행했다 간1918 1 .

디는 모병 행위와 아힘사 원리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끼면서도 국인의 자유 사랑

을 내세우고 국이 나중에 양보할 것임을 믿고 모병운동을 한 것이다, .13) 그 이후

그의 측근이나 국의 평화주의자 등이 모병 행위에 대해 거듭 질문을 했고 간디,

는 그 때마다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회개한 적은 없었다.

간디는 인도의 자치와 독립을 주창하면서도 국인을 죽이는 방법은 옳지 않다

는 확신이 아주 강했다 남아프리카 시절 년에 쓴 글에 따르면. 1908 ,14)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것은 악이다 하지만 그는 독립 상실의 원인을 타국의 침략.

행위에서 찾지 않고 자국 내부의 분열부도덕무지에서 먼저 찾고 있다 만일 이 셋.․ ․
이 사라진다면 국인은 떠날 것이고 인도인은 진정한 자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본

다 폭탄으로 국인을 죽이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폭탄이 바로 인도인에. .

게 떨어질 것이 때문이다 간디는 국인을 죽인 사람들이 인도인을 노예로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한의 해방은 우리의 무장독립투사들이 일본인을 죽여서 얻.

어낸 것이 아니라 주로 외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간디의 경고의 정부당을 판, ․
단할 수 없다 반면 북한의 현 상황은 간디의 우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 ,

이다.

간디는 기독교인 집회에서의 연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25) .

12) The Collected Works of Mahatma Gandhi E-Book 이후 이(Mumbai, Gandhi Book Centre. 1999)(

책은 CWMG로 표기한다.), vol. 10, pp. 106 7.∼

1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디의 딜레마 민족주의와 비폭력원리 사이에서 철학과 현실 봄: 2012 , pp.⟨ ⟩⟪ ⟫
참조150-163 .

14) CWMG 참조, vol. 8, pp. 45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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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스로 내셔널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자부심이 있습

니다 나의 내셔널리즘은. 우주만큼이나 광대합니다 그 범위 안에는 저급한.

동물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나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진, .

리성에 대해 전 인도를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인도는 세상의 온 나라가 동,

경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의 내셔널리즘은 전 세계의 복지를 포함합니.

다 나는 나의 인도가 다른 나라들의 잔해를 밟고 일어서기를 원치 않습니.

다 나는 나의 인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착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15)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저급한 동물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는 우,

주적 내셔널리즘 이것은 통상적인 인간 중심의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와는, ,

너무 달라서 도저히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이다.

분노 비판과 자비 명상4.

초기불교의 분노 비판1)

간디의 우주적 내셔널리즘의 바탕에는 아힘사의 가르침이 있다 사명당의 수치.

심의 배후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자비와 아힘사의 가르침은 인도의.

초기불교 경전 이래 모든 불교 정전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되어 왔다 붓다 간디. , ,

달라이 라마처럼 아힘사 원리에 입각한 자는 살인을 정당화하기 쉬운 분노의 인간

관에 동조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노에 대한 초기불교 경전의 비판은 아주 단호했다 법구경 에 다음과 같은. 《 》

구절이 있다.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 / ’//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분노 가 가라앉으리라/ (vera) .16)

이 세상에서 분노는 분노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분노가 아닌 것에 의해서 사라지나니 이것은 원한 진리다(averena) .17)

남이 나를 욕하고 때렸다는 기억이 또렷하면 분노와 증오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

15) CWMG, vol. 32, pp. 247-248.

16) 장 절Dhammapada 1 4 . Trans. S. Radhakrishnan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Fourth《 》

impression), p. 59.

17) Ibid.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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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대체로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심을 일으.

킨다 그래서 분노는 분노에 의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초기불교. .

최고의 인격인 아라한이 금생에 성취한 열반계 를 탐욕의 지멸(nibbānadhātu) “

증오 와 미망 의 지멸 이라고 한 곳도 있다(rāgakkhaya), (dosa) (moha) ” .18)

붓다의 자비 명상과 달라이 라마의 주고받기 명상2)

붓다가 돌조각에 발이 찔린 적이 있었다 상응부경전 의 파편 경에. (SN 4, 13)《 》 〈 〉

따르면 붓다는 발이 돌조각에 찔려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신체적 고통이 크고, . ,

심하고 신랄하고 불쾌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 분은 정념하고 정지 하며, , , . ( )正知

누워있었다 그 때 악마 파순이 와서 비웃으며 나태하게 누워있는가 에 빠. “ ? 詩作

졌는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하고 묻자 붓다는 나는 누워 있으면서 모든? ?” “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 고 말했다.(sabbabhūānukampī)” .19) 달라이 라

마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 이 산스크리트 경전 전통 내의 주‘ ’ ‘

고받기 명상 남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행복을 준다는 명상 으로’― ―

이어졌다고 본다.20)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비심을 길러서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뺏

고 그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국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낸다고 한다.

주고받기 똥렌 명상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나쁜 감정을 내 속으( , tonglen : )གཏོང་ལེན་
로 받아들이고 익혀서 마침내 변화시키는 것이고 대신 내가 기른 좋은 감정은 상,

대에게 주는 것이다 년 월 라싸와 다른 도시에서 티베트인들은 중국 공산주. 2008 3

의 정부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 군인은 시위대에게 발포했고 수많은 항의자들을.

체포했다 특히 승려들이 많았다 그 때 달라이 라마는 중국 관리들을 명상의 대상. .

으로 삼아서 그들의 분노 의심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나의 사“ , ,

랑 나의 자비 나의 용서를 주었다 고 한다, , .” .21) 그에게 용서는 가해자들이 사죄하

고 반성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글쓰기 원리인 자비와 용서를 한국사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까3) ?

18) Windisch E. ed. Iti-Vuttaka 참조(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5), p. 38 .

19) 제 권SN 1, p. 110, 12 , 1, p. 188.南傳大藏經 相應部經典

20) 달라이라마 톱텐 최된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주민황 역불광출판사, , ( , 2015), p. 48.《 》

21) Goleman, Daniel (2015-06-23). A Force for Good: The Dalai Lama's Vision for Our World, p.

29. Kindl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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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티베트의 역사는 비극적이다 달라이 라마는 년부터 년까지 감. 1950 1983

옥과 전투에서 그리고 기아로 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120 .22) 백 수십 명의 티베트1

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떤 의미로는 그들은 가장 좋은 우리 스승 이라고 말한다“ ” .23) 그는 베이징

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며 특히 티베트와 나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부정, “

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은 나의 특별한 기도를 얻습니다 라고도 했다, .” .24) 호모 이

라쿤두스 인간관이나 살인도 허용하는 불멸의 민족혼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이 라,

마는 자기방어도 하지 못하는 노예의 품성을 지닌 사람일까 중국이 너무 강해서?

화를 낼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아주 깊어서일까? ?

달라이 라마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티베트의 고유문화 말살

정책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문화의 정수를 불교문화 즉 인간의 감정을 이해.

하고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불교문화에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그것도.

그 문화를 말살하려는 중국을 위해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이다, .25) 그에게

불교의 자비는 티베트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 다.

달라이 라마는 자서전에서 티베트의 참상을 거듭 고발하고 있다 그 동기는 무.

엇일까?

나는 한 승려로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뿐 내가 사랑하는 중국 형제 자매들에,

게 적대감을 품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 주고 싶은 것이다 중국에는 티베트의 실제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

하는 선량한 인민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나는 분노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으며 앞으로. ,

의 일을 예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26)

달라이 라마는 중국인들의 무자비한 행위를 고발하면서 중국의 선량한 인민들에

게 티베트의 참상을 알리고 미래를 대비하자고 하면서도 중국인들을 향한 적대감,

22) Dalai Lama. An Appeal by the Dalai Lama to the World: Ethics Are More Important Than

Religion with Franz Alt (Kindle Locations 426-428). Kindle Edition.

23) Ibid., Kindle Locations 26-27. Benevento. Kindle Edition.

24) Ibid., Kindle Locations 407-411. Kindle Edition.

25) 달라이라마 빅터 챈 용서 유시화 옮김오래된 미래 참조, ( , 2004), pp. 114-5 .《 》

26) 텐진 가초 달라이 라마 자서전 유배된 자유를 넘어서 심재룡 역 정신세계사 초판, , , , 2012[ 1991], pp.《 》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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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분노는 없다고 한다 이런 자서전 서술법을 우리의 과거사 서술에 원용하면. ,

자비와 용서의 역사 서술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멸의 민족혼5.

오늘날의 한국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친일문학론 친일불교론 등과 같은 것을 즐,

겨 논하는 사람들이 많다 독도를 둘러싼 토 분쟁과 위안부 문제 등은 언론의 주.

요 관심사이고 정치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시로,

이용한다 이런 이슈를 다루는 한국인들은 애불애 의 이분법 즉 우리 와. ( ) , ‘ ’愛不愛․
저들 이라는 이분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체로 소설가 이문열이‘ ’ .

말한 불멸의 민족혼의 존재 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그는 최근 어느 일간지 중앙‘ ’ . (

일보 년 월 일 에 실은 글 안중근은 혼자가 아니었다 연해주 민족혼이2016 8 29 ) ,〈

연출한 필연 에서 민족혼을 논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두 구절은 다음과 같다. .〉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년을 보낸 이 연해주에 그때 무슨 축복처럼 자우룩2

이 내려앉았던 민족 대동 의 정신을 그때 망국의 원흉에 대한 보수( ) , (大同 報

의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던 우리의 집단적인 자아를 내가 원래 찾던 답)讎
안으로 써보면 어떨까하는 안 의사의 눈부신 거사 뒤에는 집단혼이나 민족.

정신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민족적 에너지가 일사불란하

게 작동하고 있었다 안 의사의 순수하고도 불꽃같은 혼을 조금도 손상시.

키지 않을 우리 내부의 일치와 단합이 그때의 연해주 조선인들을 지배하는

내부적 규율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나는 안 의사를 한 고결한 의지.

로 외롭지만 빛나는 결단의 존재로 불멸의 가치를 위해 스스로를 투척하는, ,

실존으로 그려내는 데 급급해서 년 전 이 연해주에서 연출된 아름다운100

민족혼의 향연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닐지.

이문열은 이 인용문에서 안 의사를 개별적인 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아 집단혼 민족정신의 표출로 보고 싶어 한다 다른 한편 그는 같은 글에서 오, , .

늘날의 한국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문열은 몇 해 전부터 우리 사이. ”

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어긋남과 삐걱거림 자라나는 부정과 미움에 가슴 졸여 왔,

다 갈수록 잦아지는 우리 내부의 충돌과 격화되는 반발 계수 머지않아 감출 수. ,

없는 살의로 주고받을 것 같은 종북좌파와 수구반동의 시비 를 언급하며 분열 증” , ,

오심 살의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우리 내부의 일치와 단합,

을 갈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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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말 비폭력 원리와 불멸의 민족혼 사이에서:

법구경 및 다른 초기불교 경전이 담고 있는 자비의 인간관은 분노의 인간관,《 》

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와 분노의 기억을 정화하라

고 한다 하지만 인류사를 보면 적어도 국가나 민족들 사이에서는 비폭력 대신에.

폭력을 선택한 때가 아주 많았고 그래서 역사는 전쟁과 살인으로 점철되었다 간, .

디는 비폭력의 가치를 위해서는 민족도 희생할 각오가 있었지만 딩그라, (Madanlal

나 보세 와 같은 인도인들이Dhingra, 1883-1909) (Subhas Chandra Bose, 1897-1945)

나 안중근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사명당을 의승장.

으로 안중근을 의사로 기억하고 칭송해온 것을 보면 우리의 민족혼은 그 깊은 데,

에서 분노의 인간관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예수와 간디는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했고 안 의사는 죽이고 죽임을 당했다 예.

수나 간디와 같은 인물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저 불멸의 민족혼 망국의 원흉에, —
대한 보수 또는 복수의 일념 그리고 포살과 처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있는( ) ,報讎
민족혼 에 대해 불교 전공 인문학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
늘날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다른 민족들 민족 내부의 다른 집단들에 대,

해 품었던 복수의 일념과 분노 원한 증오의 감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위, , ?

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국사 서술에 있어서 달라이 라마의 용서와 화해의 글쓰기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정도만큼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

면 살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분노와 적개심은 담아서 서술해야할까?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민족 외부로 향한 그런 분노와 적개심이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와 수구반동의 시비와 대결에도 침투하고 일치와 단합을 손상시킬 가능,

성이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쉽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법구경 에 따르면 분노는 분노가 아닌 것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 이 원한 법‘ ’《 》

이다 그런 원한 법과 불멸의 민족혼 사이에 갈등이 일(esa dhammo sanantano) . ‘ ’

어나면 인문학자는 무엇을 선택해야할까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무엇을 정전으로?

삼아야 할까 가치 충돌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원불변의 진리가? .

존재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환상일까 불확실성과 고뇌 아래에서 이런 질문을 던?

지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의무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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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Classics, A Completion of Human Patterns

교육과 의 완성古典 人文

김성룡 호서대학교

Kim, Seong Ryong Hoseo University

Abstract

‘Inmun’ writes ‘ ’ in chinese character. We Koreans, as one of the East人文

Asian Chinese-Character-Civilizations, used to translate the word ‘humanity’ by ‘人
’. But we often forget that this word ‘ ’ has a long philosophical history and文 人文

a great cultural background in East Asia.

In this word I feel that the western intellectual history and the eastern cultural
tradition exist together. Existing together is different than confusing. In my
opinion, existing together makes thinking compound. First, in this word there is
plenty room where the Western thought about the culture, civilization and
humanity can join together. Second, in this word there is a spacious room where
the Western thought and Asian culture can join together.

Asian scholar would write expressing humanity, then he or she does never人文

think about ‘ ’. Instead the Asian scholars would lose his or her way in front人文

of the many of thoughts about humanity which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old
and vast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s. Nowadays the scholars of humanities in
Asia would always becoming importers of Western thoughts or explainers at best.
The reason for all this is the Asians especially the East Asians using Chinese
character forget about how many cultural traditions and ideas they have.

As ‘ ’, which have been translated astronomical, means the four beautiful天文

patterns of sky. The sun, the moon, the shining star, and the celestial bodies.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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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the pattern of human beings. It means in ontological meaning or in文

evaluating meaning also. Human patterns are four. They are poetry and writing,
manner and music. If one want to have human pattern then he or she should learn
these four patterns, namely poetry and writing, manner and music. These four
make a man to be human in ontological meaning and also evaluative meaning.

강단 권력
년 월 고조선의 강역에 관한 핵심 쟁점을 두고 과 의2016 6 , 在野 史學 講壇 史學

대결이 했다 재야 학자들은 고조선의 강역이 우리가 정설로 삼고 있는 것보.再燃

다 훨씬 넓다고 주장한다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 내에 위치시키는 강단 사학은.

식민 사관이라고 공격도 했다 식민 사관에 맞서 재야 사학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고도 했다 고조선 강역을 결정하는 나 의 위치와 같은 사실 정보에 대. 浿水 漢四郡

한 판단이나 식민 사관이니 허구 사관이니 하는 사관에 대한 판단은 이전에도 있,

었던 것이다 다만 재야 사학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새롭다. .

재야 사학은 향토사학자들의 연구 태도와 그 결과들을 지칭한다 저마다 자유롭.

고 독특한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대체로운 경향이다 재야라고 하 으니 조정과.

반대된다는 것을 말한다 조정과 반대가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는 말이다 재야 사학에 대립하는 것을 강단 사학이라고 하 으니 강단 사학이라. ,

는 명칭은 공식성이라는 속성을 함의하게 된다 국문학계도 저널 비평과 강단 비.

평이라는 것이 대립하여 을 형성하기도 했다 비평의 권위가 무쌍할 때에는.戰線

이 강단 비평과 저널 비평의 대립도 날카롭고 전면적이었다 하지만 비평의 권위.

가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이 대립은 더 이상은 무의미한 것 같다.

이 두 학계 안에서 보이고 있는 대결에서 새삼 부각되는 것이 바로 강단 권력이

다 강단 권력을 갖고 있는 담론과 그렇지 않는 담론의 대결이 이 두 학계에서 나.

타난 전선의 공통 양상이다 강단이란 학문 권력의 상징이다 즉 강단은 학계의. . ,

담론을 채택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어떤 담론에 권위를 부여한다 강단 권력은, .

학문의 공식성이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학문 권력은 강단 권력이고 강단 권력은 교육 권력인 셈이다 그동. , .

안 자유로운 학문 경향과 태도를 보인 재야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데에는

이러한 권력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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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나 국사 교과 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것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학문 권.

력이 강단 권력 교육 권력으로 점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권력이 피부에 와 닿는, ,

구체적 현실로 화하는 곳은 초등 중등교육의 장이다 거기에는 교과서와 같은 물, .

질적 형태의 권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명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시험은 그 목적이 학습자의 수준 측정에 있든. ,

선발을 위한 것이든 교육으로 하여금 권력과의 결합을 단단하게 만든다, .

이 글의 주제인 등은 모두 바로 이 교육과의 단단한 결, , , ‘正典 古典 人文 文化

합 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어떤 담론으로 하여금 주류 담론이 되도록 하는 요소들’

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

해두려고 한다.

과正典 古典
은 을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 어원 연구에 따르면 이라는 말은canon . canon正典

그리스어 카논 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 셈어 카네 에서 왔다고 한kanwvn[ ] , qaneh[ ]

다 카네는 길이를 잴 때 기준 도구로 사용된 갈대를 뜻했다 그리스어 카논이 이. .

상적인 비례라는 뜻을 갖게 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은 자 척도. canon , ,

규준이라는 번역이 원래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년 현재 은 국립. 2016 正典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을 번역한 말로써. canon

은 등록되어 있다.正經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라 하여 을 대신해 으로써 문正典 正經 正典

제를 다룰 수는 없다 우리가 이라고 할 때에는 공인된 텍스트나 해석 혹은. ‘正典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정받은 텍스트 그것이 지닌 원래적인 권위와,

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받아온 텍스트 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경전 분류 과’ .

정에서 온 이라는 말에는 담겨 있지 않는 권위와 맹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正經

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오랫동안 내려온 권위와 맹목적인 신뢰 그리고 텍스트라. , ,

는 것이 이 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正典

오랫동안 권위를 갖고 지금도 존숭을 받는 텍스트라는 것으로서 이 있다.古典

은 을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로마 시대 상층 시민 계층을 의미했던 라classic .古典

틴어 클라시쿠스 에서 왔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클라시쿠스는 로마가classic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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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닥쳤을 때 클라시스 을 여럿 보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이라‘ [classis, ] ’戰船

는 형용어이다 대단한 부호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틀림없다 클래식이 제일급 시민의 특성 을 가진 말이니 이. ‘ ’

말은 그 출발부터 권위와 존경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다소 지루하게 과 을 과 에 대어 그 의미를 추적canon classic正典 古典

해 왔다 보다시피 과 은 용어가 다른 만큼 기원하는 바나 의미하는 바도. ,正典 古典

전연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화용 맥락에서는 그 의미 역이 중첩되고 있.

다 이것은 아마 이 갖고 있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오늘. .正典

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예술적 감동을 주어 우리의 가치나 창작에 표준으

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은 거의 모두. 正典 古典

이고 은 대체로 이 되곤 한다, .古典 正典

예술 작품은 어떤 한 특정한 시대에 발생한 하나의 사태 즉 그것이 발생한 당대,

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특수한 사태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발생의 맥락을 벗어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자리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발생과 해.

석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발생이 시간의 차원을 갖는다면 해석은 가치의 차.

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은 발생이라는 시간 차원과 해석이라는 가치 차원. 古典

으로 구성된다.

오래된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프랑스 에서 제출된 것처럼 그. ,新舊論爭

것은 아직 인류가 젊었을 때의 체험과 생각으로부터 온 미숙한 것이기도 하다 그.

렇기는 하지만 에 부여한 과 의 두 개념은 으로 하여금 마classic antique ,古典 古典

치 오랫동안 가치를 지녀온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은[antique] [classic] . 古典

시간의 풍화 작용 세태의 침식 작용을 견디고 마치 현세의 욕에는 달관한 것 같,

은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갖고 있는 인류가 젊었을. ‘古典

때 라는 미숙성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이라는 지속성 둘 모두를 주목할’ ‘ ’

필요가 있다.

교육적 正典
교육의 장은 과 에 관한 한 특이점을 구성한다 첫째는 의 성립과.正典 古典 正典

의 성립이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통합되어 운 되는 을 제공한古典 場

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든 이든 그것이 권위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 古典 正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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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것을 배우고 익혀 몸과 마음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이행의 명령으로 나타,

남으로써 권위가 권력으로 현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 그 자체 와 교육장. ‘ ’ ‘ ’

각각이 갖는 특수한 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어떤 사회든 그 사회는 꼭 필요한 것을 구성원들이 알기를 요구한다 알기, .

위하여 사회는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학습하는 학습 전략을 택하게

하기도 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는 교육 전략을 택하게 하기도 한,

다 학습 전략은 명 각자가 학습할 때 드는 비용의 총량이 소용된다 교육 전략은. n .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소용된다 앎 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비n . ‘ ’

용이 동일할 때 지식 태도 정서 범주에서 앎 의 변화량을 동일하게 하려면 이, , , ‘ ’ , n

크면 클수록 학습 비용이 교육 비용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 교육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 내용을 교수하는 형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교육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은 쌍방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다 교사는 가르칠 것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

앎 의 여러 범주에서 학생은 교사와 대등할 수 없다 교육의 장이 비대칭적으로‘ ’ .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종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주체들은 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특히 상호 작용 형태의 의사소통 구조를 개,

발하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러한 의사소통 형태를 취하.

든 교육의 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비대칭적 의사소통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

근대 교육의 이러한 두 가지 속성 즉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효율성 제고의 전략,

을 취하는 것 그리고 교육장의 의사소통이 비대칭적 구조를 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살펴보자 앎 을 지식 태도 정서의 면에서 검토할 때 앎 의 변. ‘ ’ - - ‘ ’正典

화량과 비용을 비교한다 결과 값에 비해 비용이 큰 것은 가치 없는 것 이다 적은. ‘ ’ .

비용으로 큰 변화량을 이끌어낼 때 그것은 좋은 앎이다 을 위해서라면. 敎一知十

앎의 변화량을 극단적으로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것 모범적인 사례 이상적인 현상, ,

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것들은 교육 목적에 이바지하는 교과서적인. , ‘ ’

것이 된다 이것은 비대칭적 교실 소통 구조에 의해 권위 있는 것으로 정착된다. .

어떤 텍스트가 교과서와 권위적 담론으로써 교실에서 으로 정착되면 이것은,正典

다음 세대의 교육 목적으로 대물림된다 이렇게 한번 확정된 은 교실을 통해. 正典

서 권력을 얻으며 교실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은 다음 세대에서도 재생되는, 正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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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古典
에 대하여는 범사회적 관심사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은 사회를 유.古典 古典

지하는 힘이면서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식의 교육 강박증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형성되었던 읽기 운동은 그 전1970 古典

형이다 당시 한국자유교육협회 이하 협회 라는 단체와 한국자유교양추진회 이하. [ , ] [ ,

추진회 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한 회고담에 따르면 협회는 문교부 산하 단] .

체 으며 추진회는 문화공보부의 산하단체 다, .

협회는 년부터 읽기 대회 를 열었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대통령기 쟁1963 ‘ ’ , ‘古典

탈 읽기 대회 로 되었다 협회는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세미나도 여러’ .古典 古典

차례 열기도 하 다 많은 을 출판하 고 학교나 단체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古典

했다 당시의 자료를 검토하면 이 단체에는 구상 이숭녕 등 당시의 대표적인 시. , ,

인 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었고 동아일보사가 실질적인 후원을 했다 그리고 당시, .

부인 육 수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 월에는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었고 년 월에는 이른바 월1968 12 , 1972 10 ‘10

유신 이 단행되었다 이 무렵 중등학교의 무시험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중학교’ . ,

와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이 실행되었다 변화하는 중등학교 입시와 함께 읽. 古典

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반성하는 데 좋은 이슈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읽기의 모양이 협회와 추진회가 제시하는 목록을,古典 古典

읽고 시험 문제를 풂으로써 경쟁 집단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어 대통령기를 쟁취,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다.

자유 교육 자유 교양 을 표방한 단체가 읽기 를 내세운 것은 흥미로운‘ ’, ‘ ’ ‘ ’古典

일이다 년 월의 한 신문 기사는 읽기가 자유 시민의 교양을 형성한다. 1973 3 古典

고 말하고 있다 근대 사회의 가치로써 자유 사회 주체로서 시민 시민의 특성으. , ,

로서 교양 교양을 쌓는 방법으로서 독서가 일관되었다 추후의 논의를 위하, .古典

여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 는 공산주의에 대한 대타 개념이었다는 것을 부기, ‘ ’

해둔다 추진회는 국민교육헌장을 구현하는 것을 내세우고 읽기 국역. ,古典 古典

사업 등에 관심을 보 다 조상의 빛난 얼 이 국역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계. ‘ ’ 古典

기가 되었다 년대 읽기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강박증은 권위주의적. 1970 古典

국가 이데올로그들이 주도한 셈이다.

여기서 교육 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교육 활동을 교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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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단위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교육은 사회적 행위라는 점, .

이 중요하다 이 제 의 주체는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이다 교육 주체로서 국가는 세. 3 .

가지의 차원의 책임을 갖고 있다 교육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재화를 투하할.

의무 사회에 바람직한 교육 활동의 내용을 구성할 의무 그리고 교육 활동으로 배출, ,

된 인재를 수용할 의무이다 이 세 가지 기본 의무에 더해서 순수 교육 활동 유지의. ,

의무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의무 도 추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 . 1970

년대의 비상한 읽기 붐은 국민교육헌장과 월 유신으로 요약되는 국가 권위10古典

주의 시대에 언론과 교육계 예술계가 사회적 비용을 투하하여 읽기라는 교육, 古典

모델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을 형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古典

복합적 사고:人文
오늘 이 발표에서 사용한 이나 이라는 용어를 보자 이것들은 모두 한.正典 古典

자어이다 그래서 한자를 병기하거나 노출하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

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저러한 내용이. , ,正 經 典

현상하지 않는다 이 단어들은 서구의 지적 전통을 번역하기 위하여 한문 문명권.

에서 사용하던 어휘를 가져온 것이거나 새로 만든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언어로 사유하는 한국의 은 언어는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어서 존재는 언‘人文學

어 안에 거주한다 는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은 이 때문이다 예컨대 교양이라 적고 거기서 나 을 사유한다는 식. culture Bildung

이니 이 얼마나 언어와 사유가 분리되었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한국 근대 의 특성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제시한人文學

다고 생각한다 은 명제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의 학문이다 서구의. .人文學

지적 전통을 번역하기 위해 한문 문명권의 한문이나 어휘를 빌게 되면 서구의 지,

적 전통에서 원어가 담고 있던 사유와 한문 번역어가 한문 문명권에서 담아 왔던,

문화적 전통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개념 혼재라고 부르겠다 개념. .

혼재만이 아니다 이러한 용어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서구의 지적 전통과 동아.

시아적 문화 전통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원래의 언어가 갖고 있던 사고를 넘어서

게 한다 나는 이것을 복합 사고라고 부르겠다 혼재와 복합은 혼란이나 착종이 아. .

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에 대한 종합적 사유를 계발한다. .

문명화 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아놀드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잘 알[cultur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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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그가 활동했던 세기 중엽 서구 사회는 바야흐로 자본의 호황기 다. 19 .

호황기에 부르주아의 이기심은 스스로 분열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한없는,

적대감을 만들어냈다 큰 이익으로 나뉘고 작은 이익으로 대립하면서 파당이 양산.

되었다 자파의 이해관계는 그럴듯한 주의주장으로 포장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에. ,

대하여는 그 대의명분 아래 숨겨진 이해관계를 알아차리고 폭로하여야 했다.

홉스가 다시 사용하여 유명해진 오래된 경구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이T. , ‘

다 라는 이 야만의 상태는 바로 이 시대의 몰염치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난무를 형.’

용할 때 다시 사용하면 딱 알맞다 이해관계 대립의 무질서한 상태를 벗어나 공평.

무사한 평정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아놀드는 이. M.

에 대립되는 것으로 를 제시했다 문명화된다 는 것은 이러anarchy culture . [cultured]

한 무질서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이 는 이라는 말로써 번역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라는culture .敎養 文化

말로써도 번역되었다 한문 문명권의 전통에서는 이나 는 익숙하지 않은. 敎養 文化

말이다 이것들은 어떤 것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니 니 하. ‘ ’ , 育培養 文治 化教 教
는 것처럼 어떠어떠하게 한다 를 의미한다 즉 이나 는 어휘가 아니라‘ .’ . 敎養 文化

문장이라는 것이다 를 이나 로 번역함으로써 교양과 문화는. culture 敎養 文化

를 통해 묶이게 된다 그 핵심은 이고 이다culture . .文 敎

가르침을 통해 문명을 완성한다는 이념은 이미 오래 전 한문 문명권에서 완성되

었다 의 괘 설명에 나와 있는 함에 머물러 있으니 이다. , ‘ .周易 賁卦 文明 人文 天《 》

을 보아 때의 변화를 살피며 을 보아 천하를 한다 가 그 근거이다 여, .’ .文 人文 化成

기서 함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라고 했다 함은 이 밝은 상태를.文明 人文 文明 文

말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과 는 구분되고 이는 각각 과 에 해civilization culture文明 文化

당한다고 생각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이런 구분은 과 로부터 출발한 것. 文明 文化

이 아니라 과 의 구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일 뿐이고 그것을 번역, civilization culture ,

할 때 그 각각에 그럴듯한 어휘를 배당한 데 불과하다 그런데도 과 를 구. 文明 文化

분하려 든다면 과 라고 쓰고 실제는 과 라고 읽고 있는, civilization culture文明 文化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라는 말이다 서유럽의 언어로는 정도쯤 되는 말이. humanity人文

다 나는 로부터 과 의 혼재 현상과 함께 이라는 용어를 통해. culture ,敎養 文化 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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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와 가 중첩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나는 교양이 무엇인가 하면서humanity culture .

나 을 놓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을 두고 와 가culture Bildung humanity culture人文

중첩되고 과 가 혼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 .敎養 文化

리는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잊고 우리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급급했다 말을 바꿔 쓰는 데 급급했으니 사유야 말할 것도 없다. .

인간다움의 像
다시 으로 돌아가 보자 후세의 주석가들은 이나 의 은 곧. , ,人文 人文 天文 文 紋

무늬라는 의미라고 했다 사람다움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만들어주는 표지 속성을. ,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는 그 앞 괘인. 周易 賁卦《 》 噬嗑
와 함께 과 을 용어로서나 개념으로서나 직접적으로 제공한 가장 오래卦 人文 文明

된 문헌이다 그 의미를 풀이하는 후세의 여러 주석 중에서 다음은 가장 아름답고.

명료하게 설명한 대목이다 우리나라 학자 의 글이다. .鄭道傳

은 하늘의 문 이고 은 땅의 문 이며 은[ ] [ ] ,日月星辰 天之文 山川草木 地之文 詩書禮樂

사람의 문 이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로써 이룩되고 땅의 문은 으로써[ ] .人之文 氣 形

이룩되지마는 사람의 문은 로써 이룩되는 까닭에 을 도를 싣는 그릇이다‘ [道 文 載

라고 하는 것이다 이라 할 때에 그 를 얻으면 시서예악의 가르침].’ .道之器 人文 道

이 천하에 밝아서 은 순조롭게 운행하고 만물이 마땅한 바대로 다스려지므로,三光

의 훌륭함은 여기에 이르러 지극하다 하는 것이다. , , 3.文 鄭道傳 三峰集《 》 〈陶隱文

集序〉

하늘에 빛나고 있는 해와 달 별무리들은 하늘의 이고 산과 내와 풀과 나무는, 文

땅의 이란다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은 점을 치는. , ‘ ’文 文

사람이 가슴에 붉은 칠을 한 것을 형상한 데에서 온 글자라고 한다 은 곧. ‘ ’ ‘ ’文 紋

무늬라는 말이다 그런 맥락으로 독해하면 은 사람의 무늬라는 말이 된. , ,詩書 禮樂

다 무늬는 아름답게 하는 것 장식이다 장식은 바탕과 대조되는 바의 것이다 바. , . .

탕은 무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이 된다.

하늘은 하늘인 채로는 질박하지만 해와 달과 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된다 땅.

도 산천초목으로 아름답게 된다 사람은 사람인 채로는 아름다울 것 없지만 시서. , ,

예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무늬 없는 바탕은 있을 수 있어도 바탕. ,

이 없는 무늬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의 위계나 서열로 보자면 당연히 바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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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그런데 무늬로 말미암아 바탕은 더 아름다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

바탕이라는 것이 질박하고 소박한 그대로이지 않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되기 위하

여 무늬는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의 말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도 털을 어버리고 나면 개나 양의, “子貢

가죽과 무어 다를 게 있는가 라는 말을 더 생각해보자 가죽이라는 점에서는 호?” .

랑이나 개나 표범이나 양이나 구별되지 않다 그러나 호랑이의 가죽 표범의 가죽. ,

이기 위해서는 무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 호랑이의 무늬로 말미암아 어떤 가죽.

이 호랑이의 가죽이 되어 개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무늬는.

바탕에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비본질적이거나 추가적인 보조자에 불과한 것

같았는데 여기에 이르면 호랑이의 가죽이 되기 위해 표범의 가죽이 되기 위해 본,

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바를 간추리면 은 두 가지 차원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人文

있다 첫째는 존재적 차원 즉 분류적 차원에서 둘째는 평가적 차원 즉 가치적 차. , . ,

원에서 호랑이 가죽의 경우 호랑이 가죽이 개 가죽과 다르게 분류하는 차원에서. ,

구분의 근거가 분류적 근거이고 호랑이 가죽이 개 가죽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평,

가하는 차원에서 구분의 근거가 평가적 근거이라는 말이다 호랑이 무늬는 호랑이.

가죽을 호랑이 가죽으로 하는 분류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평가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와 은 인간을 인간이라는 존재로 분류하게 만드는 분류. , 詩書 禮樂

적 근거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을 모든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 또는 적어. ,

도 와 나란히 로서 우뚝 서게 하는 평가적 근거이다.天地 三才

이 나왔으니 등 의 여러 결합 속성들에까지, , , ,人文 人間 人倫 人情 人性 人道 人

생각이 미치게 된다 여기서도 혼재와 중층적 사유를 할 수 있다 이라는 말을. . 人間

보면 더욱 그렇다 말의 출발은 후한의 관리 의 이야기이다 이 아니라. .卓茂 人 人間

이라 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감을 뜻한다 는 법보다 이전에 사람들 사이, . 卓茂

에서 사람으로서의 약속이나 도리를 지키는 것임이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이야기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승 유래담이 그.

것이다.

장승 유래담 중에 욕정에 눈이 먼 아버지와 딸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팔과

다리가 떨어지고 살갗은 타버려 커다란 눈망울과 이빨만 남은 흉한 몰골이 되었다

는 것이 있다 장승은 이 흉한 몰골로 마을 바깥에 놓인다 역설적이게도 장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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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은 곧 마을이 있다는 것과 같다 장승이 있는 이 곳을 지나면 다음 마을.

입구에 선 장승을 만날 때까지는 마을은 없다는 표지가 되기도 한다 중세 시대에.

여행은 문명의 세계로부터 야만의 세계로 나아감을 뜻한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구도자나 상인과 같은 사람들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장승은 문명의 섬과.

섬을 잇는 길의 양 끝에서 문명의 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야만이 아닌 것 문명이라는 것을 말,

한다 문명이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통용되는 범위인 을 말한다 이것을 지. .人間

키는 것이 삶이다 삶 이나 사람 이나 살다 나 다 같은 말에서 왔다 이 세상의. ‘ ’ ‘ ’ ‘ ’ .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이러저러하게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날 수 없,

다 태어남은 절대적인 무의지적이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

유지하는 것과 다르다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무늬를 띠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 ,

이 바로 사람의 삶이다 그러한 삶의 무늬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의 지극함. ,人文

인 것이다.文明

맺음말
나는 등의 용어는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의 문화적 전통과 이, , ,古典 正典 人文

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번역해 들여오려고 하는 서양의 지적 전통이 혼재되고 중첩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혼재와 중첩은 혼란과 착종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이라고 적고는 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결코 을 말할 수humanity ,人文 人文

없다 의 지적 전통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어쩌면 자기가 접한. humanity .

풀이를 찬미하는 데 급급한 박래품 수입상이나 학문 장사치가 될 수도humanity ,

있다.

이라는 용어의 소종래에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人文

간의 무늬 인간다움의 무늬라는 뜻을 담은 이 이라는 말은 동아시아의 문화, 人文

와 서유럽의 지적 전통이 동거할 수 있는 참으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이런 생.

각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 이라는 생각을 하이데거가 하필 휴머니즘에 대한, ‘ ’ ‘

편지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에서(Brief über den Humanismus)’, ‘ ?(Wozu Dichter?)’

말했던 것은 특기해두기로 하자 나로서는 와 이 과. Humanismus Dichtung , 人文學

문학이 이 인간의 무늬 속에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서 우연, 波瀾

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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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The Value of Canonical Korean Literature for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인간상 정립의 관점에서 본 정전 한글 문헌의 가치( )正典

백두현 경북대학교

Paek, Doo Hye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variety of texts can be found in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officially
published or authoris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Korean literature. The
fundamental aim of including Korean texts is to show what ancient Korean looked
like and what historical changes the Korean language has undergone.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draw up a plan in which Korean literature not only has
the role of teaching about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but also can contribute
to cultivating humanity and forming well-rounded personality. In this research, the
scope of Korean literature has been narrowed down Korean texts contained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its value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ity formation.

The author of the present research defines a desirable personality in terms of
‘qualities’ or ‘character’. Thus, five qualities have been established, i.e., ‘physical
health’, ‘sympathy’, ‘ethics’, ‘natural affinity’, and ‘creativity’, so as to discuss
which Korean texts can be considered valuable for the cultivation of such qualities.
In other words, the value of Korean literature included in textbooks has been
examined by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its primary objective tha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its
purpose of contributing to nurturing the five aforementioned qualities.



796

Also, among the Korean literature contained in Korean textbooks, the texts that
are more frequently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have been considered as
standards. As a result, the representative standards include: the Huminjeongeum,
the Yongbieocheonga, the Dusieonhae, the Sohakeonhae, and the Tongnip Sinmun’s
first issue. The particular texts from these writings that should be included in
Korean language related textbook from now have been selected according the
following criteria.

First, the texts shoul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principles of canonical Korean. The selected Korean
literature and extracts should representatively show what the Korean language of
the time was.

Second, the content of the selected texts should also be useful for cultivating
humanity and developing personality. The Huminjeongeum can be seen as a
material that not only nurtured creativity by making use of inventive, scientific
principles, but also contributed to developing sympathy between the ruler and the
people as King Sejong created the Korean alphabets for the people.

Third, all of the eight Korean-related school subjects which were established
with the 2015 education reform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these Korean texts. In other words, the texts must be chosen adequately and
organized from a macroscopic approach so as to match the aim of the subject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each individual unit. There is then a need for an overall
plan that considers all the various canonical Korean texts as a whole and assigns
them to various school subjects.

서론 관점의 설정1. :

조선시대의 아동용 초학 교과서를 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소학 
이다 격몽요결 과 같은 아동용 교과서도 있지만 소학 의 위상을 넘지는( ) .小學    

못한다 갑오개혁 년 이후 근대식 학교 교육이 시행되자 당시 학부 에서. (1894 ) ( )學部

가장 먼저 발행한 교과서의 이름이 국민소학독본 년 과 신정심상소학(1895 )   
년 이었다 근대적 개혁과 함께 편찬된 이러한 교과서들의 내용은 근대적 지(1896 ) .

식 학습은 물론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올바른 인간상 정( )人間像

립을 목적으로 하 다 이러한 전통은 그 뒤를 이은 조선어독본 등 독본류. (讀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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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와 해방 이후에 편찬된 국어 교과서에 계승되었고 오늘날의 국어 관련) ,類

교과서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국어 만을 가르친 것이. ‘ ’

아니다 교과서에 수록한 텍스트를 통해 다방면의 교양과 지식은 물론 창의적 사. ,

고력과 도덕적 인간성 함양을 도모해 왔다.

국정 국어 교과서와 검인정 국어 관련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텍스트가

수록되었으며 옛 한글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옛 한글 문헌을 교과서에 수록한 기, .

본적 목적은 우리말의 옛 모습과 역사적 변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을 위한 인간성 함양에 한글 문헌

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자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다.

한글 문헌의 가치1)

먼저 세기 현대사회에서 과거 흘러간 시대의 한글 문헌이 갖는 의미 혹은 의21

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떤 지식도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지식사회학의.

주장은 옛 한글 문헌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옛 한글 문헌은 그 문헌이 저술되.

거나 간행되던 시대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산출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문헌.

의 당대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당대적 가치. 21

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한글 문헌의 당대적 가치와 그것의 현대적.

가치가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적 가치와 무관하게 옛 한글 문헌에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옛 문헌에 내재된 가치를 찾아내고 재해석하.

여 오늘날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토록 하는 것이 바로 온고지신이자 법고창신의 길

이다 각종 한글 문헌들은 그것이 산출된 사회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문헌 산출. .

당시의 사회 역사적 배경이 사라진 옛 문헌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그것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본 발표의 초점,

이 된다.

필자는 옛 한글 문헌의 가치를 여섯 가지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특성별로 크,

게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백두현 첫째 한글 문헌은 한국인의 정체( 2015a). ,

성을 담는 그릇이다 한글 문헌은 과거 한국인의 축적해 온 생각과 경험 그리고 지.

식과 정서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글 문헌은 한국인이 과거에 형성해온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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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둘째 한글 문헌은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원이다. , .

한글 문헌은 넓게는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좁게는 한국,

어와 한국문학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

자원으로써 한글 문헌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근대교육이 시작된 후 오늘날까지.

한글 문헌이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되어 온 곳은 학교 교육이다 각급 학교 국어 관.

련 교과서에서 한글 문헌은 다양한 목적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한글 문헌.

에 담긴 다양한 소재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원이며 학교 교육에 귀중한 자,

료를 공급하는 보물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한글 문헌은 디지털 시대[ ] . ,寶庫

의 문화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컴퓨터의 발달로 전개된 디지털 기반 정보사.

회에서 문화 자원으로서 한글 문헌의 활용도가 크게 확장되었다.

위의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의 발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셋째 항 교육 자원으‘

로서의 한글 문헌 에 대한 것이다 교육 자원이라 했지만 교육의 범위와 교육의 대’ .

상도 아주 광범위하여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발표에서는 범위를 좁혀 고등학.

교 국어 관련 교과서에 수록된 한글 문헌에 한정하여 그 가치를 인간상 정립의 관

점에서 논한다.

바람직한 인간상 의 뜻과 구성 자질2) ‘ ’

본고의 주제어인 인간상 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에 비추어 한글‘ ’( ) ,人間像

문헌에 접근하는 길을 찾아보기로 한다 인간상 이란 용어는 그 뜻 넓이가 매우. ‘ ’

광범위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인간상 은 당위적 명제로써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 ‘ ’ ‘

습 이라는 뜻과 현상적 명제로써 사람이 갖추고 있는 전인격적인 모습 이란 뜻을’ ‘ ’

가진다.

개정교육과정 에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2015 ‘ ’, ‘ ’, ‘ ’,｢ ｣
더불어 사는 사람 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교육목표로 설정하 다 이어서 이러‘ ’ .

한 인간상이 갖추어야 할 역량 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자기관리 역량 지‘ ’ . ,① ②

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 , ,③ ④ ⑤ ⑥

공동체 역량 그런데 역량 이란 용어는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지나치게 기. ‘ ’

능적 측면으로 쏠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의 결과물을 능력 획득 에 초점을. ‘ ’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 혹은 인간성 형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아귀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 톱니바퀴가 서로 어긋난 정도는 아니지만 능력 획득 은 인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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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립을 위한 핵심 가치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바람직한 인.

간상이 지녀야할 특성을 자질 이나 품성 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 필자의 소‘ ’ ‘ ’ .

견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성 자질 혹은 품성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정립에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체건강성 신체적 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몸의 건강함:①

공감성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바탕:②

윤리성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도덕적 성품:③

자연친화성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④

갖춤

창의성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⑤

신체건강성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 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용어이다 에서“ ” . ‘ ’文武

은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교양 시민을 뜻하고 는 건강한 몸과 체력을 갖춘‘ ’ , ‘ ’文 武

사람을 가리킨다 공감성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자질을 뜻.

한다 윤리성은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 ,

능력을 갖춘 사람의 자질을 뜻한다 자연친화성은 인간 생활을 가능케 하는 공간.

으로써의 자연 환경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향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창의성은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질이다.

필자가 설정한 인간성의 자질 다섯 가지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섯 가지 인간성 자질은 그 성격에 있어서. ｢
개정교육과정 에서 세운 인간상 과 이의 실현을 위한 역량 의 개념과 상통2015 ‘ ’ ‘ ’｣

한다 달리 말해 다섯 가지 인간성 자질은 개정교육과정 의 인간상 정립과. 2015｢ ｣
역량 함양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어 관련 교과서에서 한글 문헌은 국어사 지식 교육에 초점을 두고

활용되었다 국어사 지식 교육의 내용과 이것이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2007

발행된 종 교과서에서 구현된 양상은 양정호 에서 깊이 있게 분석되었다16 (2012) .

양정호 교수는 국어사 지식 교육이 고전문학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육 과정

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어사 교육이 인접 교과목과 연관되어야 한.

다고 본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어사 교육에 활용되는.

한글 문헌이 통합교과적 목표인 인간상 정립 에 기여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 본‘ ’

연구의 제안이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한글 문헌이 국어사 교육의 기본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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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아울러 인간상 정립 혹은 인간성 함양 교육에 기여하는 길

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글 문헌을 통해 위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의 인간성 함양을 도모하면서 본디의

차적 교육 목표 국어문법 및 국어사 지식 습득 를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1 ( )

아니다 앞에 제시한 다섯 가지 인간성 자질의 함양에 옛 한글 문헌이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까 옛 한글 문헌이 우리말의 옛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인?

간성 형성에 어떤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필자의 이러한.

시도는 국어사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범교과적 목표와 관련지어 재정립함으로써,

한글 문헌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전 한글 문헌의 범위와 교과서 수록 문헌 목록2.

정전 한글 문헌의 범위1)

정전 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가 어떻게 정전의 대상과‘ ( )’ ? ,正典

범위를 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치 않으며 논란의 소지가 많다 필자? .

가 정전의 인정 기준이나 정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논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를 수용한다 교과서 수록 한글 문헌의 정전성 획득 여.

부는 석주연 에서 논의된 바 있다 훈민정음 언해본 동명일기(2013:109-110) . , ,  ｢ ｣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소학언해 등은 년대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 , 1950     
계없이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실려 왔다 석교수는 반복적으로 수록된 이런 문헌들.

은 정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7

근대국어 자료가 교과서에 다수 등장하 는데 이 자료들이 정전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독립신문 등 빈도 높게 실린 문헌 자료는 정전성을｢ ｣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필자는 석주연의 견해를 수용하여 고등학교 국어.

관련 교과서에 수록된 한글 문헌 그 중에서도 장기간 빈도 높게 실린 문헌을 정전,

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장기간 빈도 높게 교과서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높.

다고 인정되고 있는 한글 문헌도 정전 후보로 간주한다.

개정교육과정 에서 공통과목으로 국어 일반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2015 ,｢ ｣   
언어와 매체 문학 독서 를 두었고 선택과목으로 실용국어 심화국어, , , , ,         
고전읽기 라는 과목이 설정되었다 개정교육과정 은 년부터 시행될, . 2015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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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바 현재 이 개 교과목들의 교과서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 교, 8 . 8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검인정 교과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편찬되

어 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과목들의 교과서에 어떤 한글 문헌이 실릴지 현.

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교육과정 의 총괄 교육목표인 인간상 정립 과. 2015 ‘ ’｢ ｣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량 개발은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의 여러 교과 역에서‘ ’ , ,

기획될 것이다 이 점은 국어 교과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통과목 국어 를 비롯. .  
하여 몇몇 선택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에 인간상 교육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년 및 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어2007 2011

교과군의 교과서들에 수록된 옛 한글 문헌을 정전 한글 문헌 혹은 정전 예비 후보( )

로 간주하고 이 문헌들 중에서 본 발표의 관점에 맞는 것을 선별하여 논하기로 한,

다 또한 지금까지의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위 다섯 가지 인간성 자질의 함.

양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문헌 몇 개를 선정하여 이 문헌들이 가진 가치를 인간,

상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논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한글 문헌2)

차에서 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정 국어 교과서에는 훈민정음 용비1 7 ,  
어천가 두시언해 소학언해 가 고정적으로 실렸다 개정교육과정 부터, , . 2007     ｢ ｣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뀜에 따라 종 교과서가 발행되었고 같은 교과목 교16 ,

재라 하더라도 출판사에 따라 수록한 한글 문헌의 종류가 크게 달라졌다 중세국.

어 문헌으로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문헌명과 그 개수를 보면 용비어천가 와 훈,   
민정음 언해본 모든 교과서 수록 훈민정음 해례본 개 교과서 두시언해( ), (9 ),    
초간본 개 중간본 개 이응태부인언간 개 소학언해 개 월인석보( 5 , 5 ), (5 ), (5 ),｢ ｣    (3

개 등으로 나타났다 개 교과서만 수록한 문헌으로 석보상절 구급간이방언해) . 1 ,  
악장가사 사모곡 가시리 번역박통사 번역노걸대 선조대왕의 편지 선, ( , ), , , (      

조가 내린 한글 포고문 등이 있다) .

개정교육과정 의 시행에 따라 출판된 검인정 교과서에는 근대국어 시기의2007｢ ｣
한글 문헌이 다양하게 실렸다 문헌별 수록 교과서 빈도개수를 보면 독립신문. , ｢ ｣
창간사 개 논설 개 동명일기 개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개 노걸( 11 , 1 ), (6 ), (5 ),｢ ｣    대언

해 개 만세보 염색광고 개 홍길동전 개 신정심상소학 개 가 있다(4 ), (4 ), (2 ), (2 ) .     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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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수록된 문헌으로는 현풍곽씨언간 정조의 편지 완산이씨언간 인, , ,｢ ｣ ｢ ｣ ｢
선왕후언간 규합총서 서유견문 매일신문 주시경의 글 등이 있다, , , , .｣     ｢ ｣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들에 수록된 한글 문헌의 범위나 종류에 있어서 큰2007｢ ｣
변화를 보여 주었다 종전의 국정 교과서에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두시언. , ,    
해 소학언해 로 고정되어 있던 한글 문헌이 종류와 개수에 있어서 크게 확대되,  
었다 이런 변화는 년대에 진행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과정에 일정한. 1990

시차 여년 를 두고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라는 큰 변화(10 ) .

가 국정 교과서라는 강고 한 단일 지배체제를 검인정 교과서라는 다양한‘ ’ ( ) ‘ ’强固

체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종수가 크게 늘면서 교.

과서에 실린 한글 문헌의 종류와 수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년 이후 검. 2007

인정 교과서에 당대의 일상생활과 언어를 보여주는 언간 텍스트가 다수 수록되었

다.

인간상 정립의 관점에서 본 한글 문헌의 가치3.

장기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온 문헌1)

국정제나 검인정제의 국어 관련 교과서에 장기간 수록된 옛 한글 문헌이야말로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이 필자가 위.

에서 설정한 인간성 자질의 함양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논하기로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은 한글 문헌의 뿌리샘 이다 훈민정음 에서[ ] .根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세종대왕이 직접 지으신 어제서문이다 나랏말씀. “

이 중국과 달라서 로 시작하는 서문은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과 가장 많”…

은 교과서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왔다 세종어제서문은 이른바 고전 중의 고전이. ‘ ’

고 정전 중의 정전이라 할 만하다, ‘ ’ .

어제서문은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은 근대 이후 인류사회가 끊임없이 지향해 온 민주성 이란 보편적 가치를 새 문‘ ’

자 창제의 기본 정신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성이야말로 인.

류 보편가치이면서 어제서문에 담긴 핵심 가치이다 갑골문자나 이집트 문자 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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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스파문자 등이 권력 지배자의 통치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과 백성들의

편리한 문자생활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어제서문으로는 훈민정음 문자체계에 내재된 가장 독창적 특성 즉 과학‘

성 을 가르칠 수 없다 훈민정음의 과학성은 해례본 제자해에 명시되어 있다 해례’ . .

본의 제자해는 언해되지 않았기에 어제 서문처럼 중세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료로 이용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제자해의 관련 내용을 현대국어로 번역하여 교. ,

과서에 실을 수밖에 없다 제자해에서 훈민정음의 과학성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

는 내용은 발음기관 상형 및 합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과학적 관찰과 이론에 입각한 점을 교육 현장에서 창의

성 개발을 위한 제재로 활용할 수 있다 창의성 교육은 이미 이루어진 성공적 사례.

를 이해하고 그것을 모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토마스 쿤의 견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한.

이 사례를 창의성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 교.

육 방법은 연구자와 교육자의 지혜를 모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는 한글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은 교과서에 가장 오랫동안 실려 온 

정전 중의 정전이다 용비어천가 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 ) .正典  
다 용비어천가 장의 한글 가사 중에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불. 125 “ 
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니 로 시작하는 제 장이다 이” 2 . 
작품은 한자어가 들어가지 않은 순우리말로 표현된 가사이면서 아름답고 심원한

뜻을 멋들어지게 노래하 다 이 제 장을 오랫동안 많은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교. 2

육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정전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한다.

제 장은 시적 함축성과 언어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나무 를 꽃 과2 . ‘ ’ ‘ ’

열매 물 을 내 와 바다 에 각각 결합하여 원형적인 자연물의 이미지를 아름다‘ ’, ‘ ’ ‘ ’ ‘ ’

운 언어로 표현해 냈다 제 장의 시적 표현과 함축된 의미는 교육적 측면에서 월. 2

등한 가치를 가진다 앞에서 말한 인간성 교육의 측면에서 제 장은 공감성 창의. 2 ,

성 자연친화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시구는 굵고 튼튼하게 떡 버티고 우뚝, .

선 나무의 상을 마음속에 저절로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상을 스스로에게 투.

함으로써 자신의 인성을 형성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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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언해 
두시언해 에 실린 두보의 작품은 우리말의 옛 모습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서로 연민하는 공감

과 소통의 태도 함양에도 유용한 교육 자원이다 두보의 시는 자연과 인정 을. ( )人情

노래한 작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시작품 속에는 안록산의 난이 유.

발한 정치적 혼란과 전란 속에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노래한 것도 많은 편이

다 지금까지의 교과서에 실린 두보의 시는 전자를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

강촌 마을의 자연 풍광과 그 속에서 사는 노부부의 안분자족을 그린 강촌 ( )江村｢ ｣
이 그러한 예이다 교과서에 실린 두시 중 전란 속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은 등악. ｢
양루 이다 이 작품은 동정호변 악양루에 올라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 . ,登岳陽樓｣
소식이 끊긴 친구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란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

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전란 속에서 부유하는 두보 자신의 아픔을 읊은 작품.

이다 교과서에 자주 실린 두보의 시 춘망 역시 현실의 아픔을 읊은 작품이. ‘ ’( )春望

다 두보의 시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시를 통해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

의 모습은 공감능력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소학언해 
조선시대의 지상 윤리 던 유교적 가르침을 온전히 익히기 위한 책이었지만 소

학언해 에 실린 내용에는 현대인의 덕목과 가치 규범에 부합되는 내용이 적지 않
다 소학언해 에 담긴 이러한 내용을 찾아내어 교과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단순히 우리말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학언해 의 지문을. ,  
통해 인성 함양 혹은 인간상 정립을 위한 통합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은 옛 한글

문헌의 현대적 활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 네 가지 문헌은 세기와 세기에 걸쳐 있는 중세국어 자료들이다 이어서15 16 .

세기 이후의 근대국어 자료 중에서 인간상 정립의 관점에서 필자가 검토한 문헌17

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교과서 중에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인 삼. 
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에서 취해온 글들이 수록되어 있, ,    
다 이 문헌들에 수록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와 일생담 중에는 현대사회를 위한.

인간성 교육에 유용한 것이 있다.



805

검인정제 이후의 다양한 한글 문헌과 새로운 활용 방법2)

개정교육과정 이 시행되면서 교과서 수록 한글 문헌의 종류가 크게 늘어2007｢ ｣
났다 삼강행실도 등 행실도류 문헌 한글 편지 언간 외국어 학습서류 한글본. , ( ), ( 
박통사와 노걸대 독립신문 등 세기 초기 자료 등이 있다 독립신문 창간사), 20 .｢ ｣ ｢ ｣
는 논설문을 순국문으로 쓴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지식인이 사상과.

논리를 펼치는 글에 한글을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독립신문 의 혁신적 태. ｢ ｣
도는 당대 및 후대의 다른 신문들이 한자와 한문 어구를 과다하게 계속 쓴 사실과

크게 대조된다 역대 한글 문헌들 중에서 독립신문 창간사만큼 역사적 의의가. ｢ ｣
큰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독립신문 창간사는 확고한 정전 의 자격을 갖. ‘ ’( )正典｢ ｣
춘 자료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할 만한 문헌과 그 내용3)

앞에서 설정한 인간성 자질의 함양을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문헌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재를 찾고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공감성 자질의 함.

양을 위해 적절한 자료는 한글 편지이다 한글 편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

신자와 수신자 간의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잘 보여준다 신체건강성 자질의 함양.

을 위한 문헌 자료로 무예도보통지언해 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무술 연마 동작을 그린 그림과 한문 및 그것의 한글 번역문으로 구성된 문헌이다.

체력 연마와 정신 집중력 함양에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다.

문헌의 선정 기준과 활용 방법4.

선정 기준1)

교과목의 종류나 개별 단원의 교육 목적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헌이 달라

지고 그 문헌에서 취하는 내용 혹은 제재가 달라질 수 있다 모범으로 삼을 수 있, .

는 전범 텍스트로서의 정전 한글 문헌을 선정하고 이 문헌에 담긴 다양한 글 중에,

서 어떤 것을 선별하여 교과서에 실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어 관련 교과서에.

수록할 한글 문헌과 그 안에서 취할 텍스트의 선정 기준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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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문헌이어야,

한다 선정된 한글 문헌 및 여기서 발췌하는 텍스트는 당대 의 우리말 모습을. ( )當代

보여 주는 전형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전체 목표 즉 통합교과적 목표인 인간상 정립 혹은 인간성 함양, ,

에 기여하는 문헌이어야 한다 선정된 문헌과 발췌된 텍스트의 내용은 인간상 정.

립을 위한 인성 함양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훈민정음은 과학적 제자원리를 이.

용하여 창의성 함양에 활용하거나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에서 통치

자와 백성 간의 공감성 확대에 기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개정교육과정 에 설정된 개의 국어 관련 교과목 모두를 고려한 통, 2015 8｢ ｣
합적 관점에서 한글 문헌을 선정하는 것이다.

활용 방법2)

선정된 문헌 혹은 텍스트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실제 교육에서,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국.

어교육론 전문가의 연구로 돌리고 필자는 포괄적 접근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개정교육과정 에 포함된 여러 교과목 전체에서 각 과목의 목표와 특, 2015｢ ｣
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한글 문헌을 선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수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국어 독서 실용국어 심화, , ,      
국어 고전읽기 등의 교과목에 각각 분정 할 수 있다 예컨대 종전 교과서, ( ) .分定  
에 실렸던 광고문과 음식디미방 의 텍스트는 실용국어 과목에 배치하여 구체   
적 교육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한글 문헌 혹은 그 속의 일부 텍스트를 교과서에서 이용할 때 이, ,

들이 생성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어떤 문헌도 당대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각각의 한글 문헌도 그것이. .

산출된 사회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통치자들이 한글 문헌 간행을 통해 전파하.

려 했던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지 개인이 필사한 한글 문헌은 어떤 목적과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실용지식을 보존 전파하기 위한 것인지 개인의 일상사의 기록? ,

하기 위한 것인지 느낌과 감동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그 문헌의 사회적 배경과, ,

역사적 향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통합적 사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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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교양 시민 양성에 유용한 바탕이다 한글 문헌의 가치를 당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은,

물론 창의성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개별 단원에서 한글 문헌 혹은 텍스트의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

로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교과서에 인용된 원문 텍스트의 길이는 대체로 짧아서.

한두 단락 혹은 한 문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후속하는 탐구 학습활동에서 더 긴,

원문 텍스트를 이용하여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천 양상을 비교하는

방법이 현재의 교과서에 이용되고 있다 양정호 기존 교과서에서 전개된.( 2012:154)

국어사 지식의 표상 방식으로 설명형 본문에 국어사적 지식을 설명형으로 제시( ),①

자료제시형 본문에서 자료만을 제시 혼합형 본문에서 설명과 자료를 동시에( ), (② ③

제시 이란 세 가지가 있다 양 희 이에 관련된 구체적 교수법은 교과서) .( 2014:394)

편찬자 및 담당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5.

필자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지녀야할 특성을 자질 혹은 품성 의 관점에서 접근‘ ’ ‘ ’

하여 신체건강성 공감성 윤리성 자연친화성 창의성 이라는 다섯 가지 자‘ ’, ‘ ’, ‘ ’, ‘ ’, ‘ ’

질을 설정하 다 이어서 이러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어떤 한글 문헌이 가치 있.

는 것인지를 검토하 다 교과서에 수록하는 한글 문헌이 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이해라는 차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위의 다섯 가지 자질을 함양하는1

데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글 문헌의 가치를 논하 다 끝으로 위에서 논한.

한글 문헌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째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을 위해 설정한 다섯 가지 인간성 자질 신체건강성, ( ,

공감성 창의성 윤리성 자연친화성 의 교육 방법을 크고 작은 여러 층위의 교육, , , )

목표 전체 틀 속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 이 추구하는 인. 2015｢ ｣
간상과 바람직한 인간상이 갖추어야 할 자질 교육을 교과목의 학습 목표 특정 교,

과목 내의 대단원 목표 대단원 내의 소단원 목표라는 계층 구조 속에서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는 당연히 개정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대 범교과 학습주제도. 2015 10｢ ｣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 중에서 건강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이 필자가, ‘ ’, ‘ ’, ‘ ’

세운 다섯 가지 인간성 자질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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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정교육과정 에 들어간 국어 관련 교과목 개 교과목 국어 화법과, 2015 8 ( ,｢ ｣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독서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의 목적과 단원별 목, , , , , , )

표에 맞도록 한글 문헌들을 적절히 가공하여 배치하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한글 문헌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한글 문헌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교과목에 안배하는 전체적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계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으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교육자가 참여하여 개 교과목 편찬과 내용 구성을 의논하는 협의회가 필요8

하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출판사마다 이런 협의회를 두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협의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

여 운 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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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The Classics of Greek Philosophy and Humanities:

Socrates and Paideia

그리스철학고전과 인문정신
소크라테스와 파이데이아- -

이창우 가톨릭대학교

Lee, Chang-Uh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rying to make sense of what it could mean for a man to be educated morally,
Socrates, first of all, will challenge Protagoras’ conception of education. According
to Protagoras, the process for a child or a man to be educated into an excellent
and virtuous citizen is perfectly identical to that of her adaptation into a pre-given
system of social norms and practices in which she has found herself placed. The
underlying, albeit implicit, fundamental assumption of this conception of
Protagoras’ is that, firstly, there is no objective good beyond the system of norms
in question, and secondly, no intellectual understanding, therefore no knowledge, is
needed for that social adaptation by that person and anyone else. Yet, this
conception of education turns out to be false or ungrounded through Socrates’
critical examinations. From Socrates’ viewpoint, it is not the case that to educate
a man into a knowing person is one thing and to educate the same man into an
excellent and virtuous person is another, but the truth is that the two are perfectly
identical. Intellectual education cannot be substantially separated from moral one.
And it would not do for Socrates to accept a prima facie plausible idea of
knowledge, whether it is Protagoras’ or Hippias’, according to which reasoning,
understanding and knowing play only an instrumental role in morality. Rather,
moral and/or civic excellence is in itself knowledge. This knowledge, however,
cannot be the technical knowledge of the usual crafts, for this is 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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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 is possible for us to get that non-instrumental, morality- bounded
knowledge, we can reach an objective good for us. In so far as we can be armed
with that knowledge, we can both comprehend what is really good for us and
realize it in our life, so that we can be an excellent case of it.

우리말 인문 혹은 인문정신 혹은 인문학 에 짝하는 어 단어는“ ” “ ” “ ” “humani-

이고 이 어 단어는 라틴어 를 음차한 것이다 그런데 라틴어 명ties" , "humanitas" .

사 그리고 형용사 는 일상어이지만 이것의 파생어로서 추homo humanus, -a, -um

상명사 는 일상어가 아니었다 키케로 이전 그리고 아마 이후에도 로마humanitas . ( )

인들은 성향상 와 같은 추상명사 유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humanitas

다 라는 신조어를 중요한 말로 의식적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은 키케로. "humanitas"

기원전 가 사실 처음이었다 키케로는 전승된 그의 텍스트 안에서(Cicero, 106-43) .

약 회 정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단어를 서로 구200 .

분되는 그러면서도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 두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의 의미는 많은 경우 이 의미로 쓰인다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로마 귀족이 보― ―

여주는 성향적 특질들 예컨대 자비 친절 관후함 신사다움 우아함 이해심 많음, , , , , ,

등이거나 혹은 이것들의 어떤 모호한 집합적 총칭이다 이것은 일상적 로마인들도.

이 단어를 설명 없이 귀에 처음 들었을 때 그 지시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 혹은 이

미지를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한 혹은 부드러운 의미

이다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사람됨 혹은 바람직한 사람됨 의 의미이며. ‘ ’ ‘ ’ ,

이 의미는 세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그 지배적 개념 향력을 행사하며 현대15-16

어 에도 그 뜻이 아직 살아있다 다른 하나는 전자에 비해‘humane’, ‘humanity’ . ,

덜 출현하지만 보다 강한 혹은 보다 좁은 의미인데 로마인들의 귀로는 연상이 잘, (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뜻한다 우리 한국인이 이), .

해하는 인문 학 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두 번째 의미 강한 의미 이지만 맥락을 따‘ ( )’ ( ) ,

져가다 보면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전적으로 유리되어 있지는 않다 아울루스.

겔리우스 기원후 약 약 의 다음 보고를 참조 수준에서 받아(Aulus Gellius 125- 180)

들여 말하자면 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 의미이며 이 보고를 충"humanitas" ,

실히 믿고 말하자면 의 진짜 의미는 오직 두 번째 의미이다"humanitas" .

의 뜻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다 라틴어를 깨끗‘humanitas’ .

하게 표현하는 자들은 이 단어에 대해 보다 한정된 의미를 부여했다 중. (…

략 라틴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사용하는 자들은 라는 단어에) ‘humanitas’…

대해 흔히들 생각되는 의미 즉 그리스 사람들이 라고 표현하, ‘philanthrô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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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 예컨대 일종의 친절한 마음씨나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 없는 호의,

적 태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에 대해 그리스적 파. ‘humanitas’

이데이아 의 의미 즉 우리 로마인들이 자유교양학문에 의한 교육(paideia) , “

과 도야 라고 부르는 뜻을 부여했( )(eruditio institutioque in bonas artes)”陶冶

다 자유교양학문을 진지하게 갈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인간화.

된다 그런 종류의 앎을 추구하고 그런 종류의 앎에 의해 도야되는 것의 수.

혜는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그런 추구 및 도야가.

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대의 로마 문필가들 특히 키케'humanitas' . ,

로와 바로 가 이 단어를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Varro)

문헌들에 의해 밝혀진다 겔리우스 아티카의 밤 제 권.( , < (Noctes Atticae)> 13

절17 )

필자의 이 글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인문 학 로‘ ( )-humanitas-paideia’

연결되는 개념 족보이다 이 글은 그리스적 파이데이아의 관념의 철학적 기원을.

그 시작점에서 소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스적 파이데이아의 관.

념 및 실제가 어떻게 형성 그리고 전개되었는가를 통시적으로 샅샅이 살피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이 글이 감당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레스를 위시로 한 그리스철학 고전의 감의 원천 즉 소크라테스에서 나타난 파,

이데이아 관념을 간략히 소묘할 것이다.

* * *

소크라테스는 가톨릭 용어를 빌리자면 철학의 수호성인 이다 비록, , ( ) .守護聖人

소크라테스 이전에 몇몇 철학적 시인들이 있었고 혁신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지혜“

로운 자들 즉 소피스트들도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그리고 엄 한 의미”,

의 첫 번째 철학자 다 우리가 철학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의미 있는. “ ?”

답변을 얻어내려면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어떤 의미에서, . ,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시작한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철학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서양철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피

해갈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혁명적이었다 그는 그리스 사회를 지배했던 주요 개념들 예컨대. ,

용기 와 정의 와 같은 개념의 의미를 확립하거나 탐색하는 방법을 혁명적“ ” “ ( )”正義

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 ,

예가 아니라 그 인간 자신의 혼의 상태라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가치관의 근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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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바꿔놓았다 그는 아테네 대중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 그 체제 자체를 혐오했. ,

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의 법과 명령에는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즉 아테네의 법을,

자신의 자발적 죽음으로 지켜냄으로써 정치체제와 국가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혁명적인 그리고 역설적인 교사 다 그. .

는 자기 자신은 아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자신은 정작 젊은이들 그리고 때로는 동년배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교사로 이

들 자신에 의해 인식되고 기억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안 썼다 우리가 그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는 몇몇 문헌.

전승들에 기초한다 소크라테스는 쓰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는 그를 흠모 혹은.

존경했던 추종자들이 있었고 바로 이들이 소크라테스에 관해 무언가를 썼다 이들, .

중 문예적으로 가장 재능 있는 자가 플라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기록적.

희곡들 안에서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캐릭터 다 플라톤의 쓰여진 드라마.

들은 이후 그리스철학고전의 전범 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스철학고전( , canon) .典範

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혁명적 유산에 관한 기록들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

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플라톤의 텍스트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어떤 의미심장한.

기록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텍스트 특히 윤리학 텍스트는 소크라테스적. ,

문제의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헬레니즘 철학자들 모두는 이들이 스토아학. ,

파이든 에피쿠로스학파이든 회의주의자들이든 간에 소크라테스를 가장 중요한, , ,

역사적 멘토로 삼아서 철학을 했고 자신의 철학을 언어로 표현했다 헬레니즘 철.

학자들은 자신의 철학과 언어가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 모든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은 문헌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지만 그리스철

학 고전 일반의 감의 원천이었다.

* * *

플라톤의 드라마적 기록 전부와 크세노폰의 회상 그리고 기타 문헌들을 모두< >

다 보면서 소크라테스의 파이데이아 관념을 살피는 것 또한 이 글의 범위를 넘어

선다 이 글의 제재로 말할 것 같으면 편의상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혹은 중기초. ,

대화편 중기대화편 중에서도 비교적 앞선 시점을 차지하는 대화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화편 프로타고라스 에 집중하겠다) < > .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 에서 아마도 플라톤 대화편 전집에서 처음으로< > , ,

교육에 관한 소피스트적 관념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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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에서 소피스트적 교육관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단초를 암>

암리에 드러내기 시작한다 프로타고라스 를 관류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인. < > .

간적 그리고 시민적 덕 탁월성 은 지식인가 아닌가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 , aretê) ? ?

젊은이들에게 인간적 덕을 촉진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정당화는 무엇인가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에게 도발을 하는데 이 도발은 바로 소피스트들의 일종(Protagoras) ,

의 홈 경기장 즉 인간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전문 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도‘ ’, .

발의 칼끝이 겨누는 질문은 이것이다 소피스트들은. 가르칠 수 있는가?

드라마 세팅은 정치적 야망으로 불타는 젊은이 히포크라테스 의 갈(Hippocrates)

망으로부터 시작된다 히포크라테스는 동이 트기도 전에 소크라테스의 집 문을 시.

끄럽게 두드린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아테네를 일시 방문한 슈퍼스타 프로타. , ‘ ’

고라스를 같이 찾아가서 그의 강의를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될 수 있

도록 자신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한다 소크라테스와 히포크라테스 사이.

에 벌어지는 대화에서 소피스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교육 가르침 이 무엇, ( )

인지에 관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이 노정된다 두 사람의 이 대.

화는 나중의 소크라테스 프로타고라스 대화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파이데이아-

개념사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대화의 요지는 이러하다 만. .

약 당신 히포크라테스 이 예비 의사로서 훈련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위대한 의사( ) ,

즉 코스 출신의 동명인 히포크라테스 밑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만약 당.

신이 조각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피디아스 출신 폴뤼클레이토스 밑에서 공

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프로타고라스 밑에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

소피스트가 되기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는가 히포크라테스는 이 생각을. ?

강력히 거부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당신은 프로타고라스에게 가려는 건가.(312a) ?

소크라테스는 대신 대답 한다.

히포크라테스 그럼 당신이 프로타고라스로부터 배우려는 것은 그런 게 아, ,

니라 글 가르치는 선생과 키타라 선생과 체육 선생에게서 배운 것과 같은

종류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은 이것들 각각을 직업?

적 기술자가 되기 위한 기술 을 익히려 배운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technê) ,

자 자유인인 사람으로서 적합한 파이데이아 교육 교양 를 위해서(paideia, , )

배운 것이니 말이야 강성훈 번역을 약간 수정함.(312b. .)

히포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동의한다 에서 드러나는 논점들은. 312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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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기원전 세기 아테네인들은 직업적 전문기술교육과 일, 5

반 교육을 구분한다는 점 둘째 소크라테스 및 아테네인들은 파이데이아 라는 단, , ‘ ’

어를 일반 교육에 한정해서 사용했다는 점 셋째 아테네인들은 기술 교육의 목적, ,

은 생계유지이지만 일반 교육의 목적은 자유인을 자유인답게 만드는 교육 즉 인,

간적 탁월성 덕 의 계발로 이해한다는 점 넷째 아테네인들은 소피스트들로부터 전( ) ,

적으로 새로운 즉 시 음악 체육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커리큘럼을 뛰어넘는 최고, , ,

급 파이데이아를 기대한다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마 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적 탁월성의 계발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를 그 이전에는 사람,

들이 들어본 바 없는 이상한 단어 조합으로 집약해서 표현한다 즉 파이데이아는.

혼의 보살핌 이라는 것이다 파이데이아를 제공하는 사람은 혼에 관한 의사‘ ’ . ‘ ’

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히포크라테스에게 던지는 화두적 질문은.(313c-d) , 무

엇으로 혼을 돌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무엇으로 인간을 교육하느냐 혹.

은 가르치느냐 라는 질문을 함축하기는 하지만 저 질문은 이 질문과 동일하지는,

않다.

소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와 함께 프로타고라스를 찾아가며 소크라테스는 위

대한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와 대화를 시작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은 소피스. “

트이며 사람들을 교육한다 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다른.”(317b) .

소피스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에 따르면 다른 소피스트들 특히 역. ,

시나 유명한 소피스트인 히피아스 의 교육관은 백과사전적이며 기술적 성(Hippias)

격의 것이다 히피아스는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들 예컨대 계산법 천문학 기하학. , , ,

등을 학생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려 한다 반면에 프로타고라스의 교육은 반 기. ( )反

술적이거나 기술 이상의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자부한다 자신은 젊은이들을 인. .

간적 탁월함 덕 으로 교육시킨다고 프로타고라스의 자부심은 소크라테스의 화두( ) .

적 질문에 간접적으로 응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자신은 젊은이들을. ,

탁월한 유덕한 인간으로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이들 자신의 집안일 그리고 나랏일( )

에 관련해서 잘 숙고하고 잘 경 하는 인간이 되도록 도와준다.(318e-319a)

프로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안에 따라 이 탁월성을 시민적 기술“ ”(politikê

다시 말해 사람들을 좋은 시민으로 만들어 주는 기술로 명칭 하는 것에technê), “ ”

기꺼이 동의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이 특별한 기술이 히피아스적 기술과는(319a),

차원에 있어서 다르라고 생각한다 프로타고라스는 이 특별한 기술 혹은 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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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달하려는 바의 탁월성이 어떤 의미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바의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그것을, 지식 혹은 앎으로 이해하려 하지는 않는다 프로타고라스이든 히피.

아스이든 소피스트들이 볼 때 일반적 기술은 지식 혹은 앎의 일종이다 프로타고, .

라스의 지식 혹은 앎에 관한 관점은 히피아스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지식.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구적 기술적이다 당신이 어떤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

당신의 어떤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뜻이다 프로타고라스.

의 긴 신화적 논증 은 시민적 기술 내지 시민적 탁월성은 지식 정확히(320c-24d) ―

는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는 지식 과 연속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집짓기 기술 옷. ,―

만들기 기술 농사 그리고 언어적 상징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기술 등은 프로메테,

우스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식량 확보 및 단기간적 생존.

을 위해서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인간들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화를 위. ,

해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화의 기초는 프로메테우스. ,

가 아니라 제우스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염치와 정의. (aidôs kai dikê,

이다 염치와 정의는 시민적 기술 및 탁월성 덕 의 씨앗이다 프로메테우스의322c) . ( ) .

기술들은 종족마다 혹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사회 체제 형태들 및 이

것들을 떠받치는 법과 제도는 장소와 시대마다 다양하지만 염치와 정의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다.

프로타고라스의 논증의 요지 및 그 함축은 신화라는 외피를 걷어버리면 다음과, ,

같다 먼저 인간적 그리고 시민적 탁월성은 다양한 제도들을 매개로 해서 해당 사. ,

회구성원에게 전달가능하고 그런 한에서 교육 가능하다 법질서와 제도와 사회적, .

관행에 의해 한 사람은 보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능하다 그런데 이 때의 교육 수.

행은 일반적 기술 훈련이나 어떤 기술적 지적 계발을 작동시키는 과정과 다르-非

다 사실 이 과정에는 어떤 지식 앎 기술 훈련에 필요한 지식이든 비기술적 이해. ( )―

로서의 지식이든 도 연루되지 않기에 사실 교육을 시키는― 특정 인간행위자가 필

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해당 사. .

회의 법과 제도와 관행이 모두를 교육시킨다 혹은 그 사회 전체가 교육시킨다. , .

혹은 모든 사람들이 탁월성의 선생이다 혹은 대중민주주의 체제에서 모, “ .”(327e) ,

든 각 시민은 탁월성의 선생이라는 점에서 각자는 각자와 동등하다.

나아가 객관적 지식은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한 해

당 제도 및 관행으로부터 독립한 좋음 혹은 나쁨의 관념은 없기 때문에 좋음의 한,

관념을 어떤 다른 좋음 관념에 비해 선호할만한 이유도 없다 좋음은 상대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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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한 좋음 관념을 다른 좋음 관념보다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은.(334c)

습관화의 문제일 뿐이다 시민적 탁월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

나 염치 와 정의 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되고 또 그에 짝하는 동일한 감정 염‘ ’ ‘ ’ (

치 내지 수치심 그리고 정의감 으로 반응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탁월성을 구현하) ,

는 좋음의 기준 및 관념은 그리고 이 기준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행동의 모

델은 사회마다 서로 다르다 관행과 제도는 좋음의 기준과 좋은 행동의 모델을 사.

회구성원들의 집단적 습관으로 내면화해주는 안정되고도 복합적인 메카니즘이다.

다른 게 아니라 왜 하필 그게 좋은지 에 관한 이유의 전부는 그 관행이 다른 게‘ ’ ,

아니라 그것을 늘 강제해왔거나 명령해왔거나 유도해왔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넘어서는 생각은 없거나 있어도 별 효력이 없다 왜 다른 관행이 아니라 하필 그, .

관행인가 라고 그 사회구성원들 중 누구도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외부인, .

이 그 관행에 관해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외부인은 그 관행에 귀속하지 않기 때,

문에 그의 질문은 그 관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효적 상관성이 없다.

* * *

프로타고라스의 이런 교육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프로타고라스 내 논박과정< >

이 어떤 것인지를 이 글에서 상세 규명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소크(elenchos) . ,

라테스는 슈퍼스타 프로타고라스의 교육관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는 것이고 이 과정 내에서 혹은 끝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교육에 관한 어떤 생,

각을 은폐된 형태로 부분적으로 노출하거나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의 숨은 생각을 논변 없이 소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좋음은 상대적이지 않다 어떤 것을 위한 객관적 좋음도 있고 한 사람을 위한 객.

관적 좋음도 있다 그리고 이 좋음을 인식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겨냥하는. 앎

혹은 지식은 우리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음을 알고 또한 실천할 수 있,

다 또 그런 한에서 우리 자신이 좋은 혹은 좋은 것의 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교. . ‘

육 이라고는 부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음에 관한 앎 없이는 불가능하다 프로’ .

타고라스의 생각에 따르면 한 사람이 유덕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

회적 규범 및 관행 체계로의 적응과 완전히 동일하다 거기에서 이해와 앎은 개입.

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 한 사람. .

을 아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과 한 사람을 유덕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완전

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성 교육과 도덕 교육은 서로로부터 실체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지성 앎 사유 이해 등이 아마도 히피아스가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 , , ― ―



821

도덕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교육이 분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덕적 뛰어남 혹은 시민적 탁월성은 그 자체가 앎이다 당신이 도덕. .

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당신은 안다는 것이다 역으로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

당신은 또한 도덕적인 사람이다 당신이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비도덕적일수는 없.

다 그리고 이 합리성과 앎은 일반 기술들에서의 앎과 합리성이 될 수 없다 일반. .

기술적 지식과 합리성은 도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적 합리성과 지.

식은 단순한 의미에서 혹은 일상 언어적 의미 수준에서 가르칠 수 없다‘ ’ .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에게서 지식의 도구화 위험을 목도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적 탁월성에 관해 지적인 탐구를 했지만 그가 볼 때 이 지적 탐구 자체는 탐

구되는 탁월성의 부분이다 지적 탐구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는 논증과 논박 과정.

자체가 타깃이 되는 탁월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앎과 지식은 이미 목적.

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식이 사람을

좋은 그리고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가 될 터이다 그 지식은 히피아스가 생?” .

각했던 백과사전적 도구적 지식은 아닐 게다 또 그것은 기술자들이 알고 있는 일- .

련의 규칙들에 관한 숙달 카르미데스 도 아닐 게다 또 그것은 고르기아(< > 173d-e) .

스 와 같은 소피스트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광고했던 문화교양 같은(Gorgias) ‘ ’

것도 아닐 게다 이 지식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교육 을 일종의 전. , (paideia) ‘

회 몸 돌리기 로 비유하고 있는 국가 제 권의 한 구절에서 그( , , periagôgê)’ < > 7轉回

단초가 암시된다 여기에 따르면 도덕성은 세계 전체의 본성 및 세계 안에.(518b-d)

서의 인간의 위치에 관한 어떤 통찰적 앎에서 그리고 오직 이 앎에서만 확실하게

정초되는 것이고 이 앎은 재차 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의 진정한 이해관심,

혹은 그의 진정한 이로움인지를 알게끔 해준다 이 통찰적 앎으로 향하는 길목은.

피교육자 자신이 오직 인격 전체를 걸고 혼 전체와 함께 수행하는 전회(“ ”, 518c)

적 경험을 통해 그에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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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FREEDOM AND FREE SPEECH

예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앤디 해밀턴 더럼 대학교

Hamilton, Andy Durham University

Abstract

예술가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특수한 사례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보다 더,

넓은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필자는 이것이 예술에 대한 후기낭만주의적 관점의 일?

부이지만 존 스튜어트 이 자유론 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옹호될 수 있다고 주, < >

장한다 즉 예술적인 진리가 예화하는 진리에 대한 공동의 추구가 존재한다 스코. , .

럽스키가 주장하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깊은 정당화는 표현의 자유가 공동, “ ,

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은 예술적 자유를 고려하지 않으며 따” . ,

라서 우리는 과 독립적인 설명을 전개해야 한다 필자는 예술적 진리 개념을 통.

해 이런 설명을 전개한다 이 개념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에 인기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개념은 예술가가 관객이 숙고할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는 생각에 기반을 둔 온건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예술적 자유와 비슷한 관객이, . ,

지닌 해석의 자유를 짧게 검토함으로써 끝맺을 것이다.

Is the freedom of the artist a particular case of free speech, or does it have a
broader basis? I argue that it forms part of the post Romantic conception of art,‐
but can be justified along the lines offered in J.S. Mill's On Liberty. That is, there
is a communal pursuit of truth, which artistic truth exemplifies. As Skorupski
writes, "the deepest justific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is that it gives a
hearing to the communal voice". Mill does not consider artistic freedom, however

his main concern is religious and political truth so one has to develop an– –
account independently. This I do through the notion of artistic truth. Thi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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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t popular in a postmodern era, but my version is a modest one, based on the
idea that the artist raises possibilities for consideration by the audience. I conclude
by looking briefly at the freedom of interpretation that is possessed by the
audience, and which parallels artistic freedom.

1. Free speech: Mill's "rational dialogue" defence

The classic discussion of free speech in contemporary liberal thought is found in
J.S. Mill's On Liberty. It exhibits a dialectical approach to philosophy, influenced
by Coleridge’s "half truth" theory, according to which his system "opposes no other‐
system, but shows what was true in each". In contrast to the more forthright
approach of radicals and Benthamite utilitarians, Mill looked fo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very claim. I would argue that a dialectical approach is
essential to philosophy, which is a method of critical thinking that flourishes in,
and is presupposed by, a liberal society. High art, in aiming at truth, illustrates
this.

In On Liberty, Mill is concerned more with religious and moral truth than
scientific truth. His arguments relate to a liberal society where liberals are not
seriously threatened. His main concern is to defend the Liberty Principle, as it has
been called, which says that "the sole end for which mankind are warran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in interfering with the liberty of action of any of their
number, is... to prevent harm to others". After the statement of the Liberty
Principle or harm condition, Ch. 2 of the essay is a relatively self contained‐
discussion of freedom of thought and discussion, whose connection with the
Liberty Principle is not made totally clear. Mill writes in Ch. 1 that "the liberty of
expressing and publishing opinions may seem to fall under a different principle [to
the Liberty Principle], since it belongs to that part of the conduct of an individual
which concerns other people" (the Liberty Principle says only that there should be
no intervention in actions which concern only the individual himself or herself).
But it is "almost of as much importance as the liberty of thought itself, and [rests]
in great part on the same reasons..." As Scarre argues, “Mill’s defence of free
speech [must be reconciled] with a strict maintenance of the [Liberty or] harm…

principle” (Scarre, 2007, p. 37). Mill does not allow speech acts constituting a
“positive instigation to some mischievo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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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s dialectic, as is well known, is in three parts:‐
(1) The harm of silencing an opinion [cf. fact] which may be true. To suppress an

opinion is to assume one's own infallibility but our beliefs are fallible. Truth–
must be pursued communally and dialectically. This is the deepest strand in
Mill's argument. To be autonomous and self directing, a person must collect all‐
available knowledge so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is necessary, and–
connected with the Liberty Principle. Mill argues that socially entrenched and
protected beliefs are frequently overturned or corrected (Galileo).

(2) The harm of silencing even a false opinion. However true an opinion may be,
"if it is not fully, frequently, and fearlessly discussed, it will be held as a dead
dogma, not a living truth".

(3) The harm of silencing an opinion which is partly true. For Mill, this is the
commonest case.

Skorupski develops Mill's position by showing that it prohibits restrictions which
constrain honest (rational) dialogue. Mill defends expressive acts that give rise to
truth finding and truth reinforcing benefits of freedom of expression, or "dialogue":‐ ‐
"unconstrained discourse between rational people" aiming at discovery of "right
action and right belief" (Skorupski (1989), p. 371). "Dialogue" removes the speaker
from the causal mechanism of the listener's harmful actions, when these are
rational products of dialogue. I am not morally responsible for consequences of my
utterances which are routed through listeners' rational responses to what they hear,
provided these responses involve dialogue, and not foreseeable harm or wrong‐
doing the latter would be restricted by the Liberty Principle. Thus the latter–
prohibits the posting on the internet of instructions for making nerve gas.

Freedom of Expression thus supplements the Liberty Principle, exempting
potentially harmful acts of dialogue from social sanction, because this would be
inimical to utility. Dialogue is unconstrained discourse between rational persons,
which aims at the common pursuit of truth, the goal of right action and right
belief. Dialogue effects of expression occur through the autonomous response of a
listener who engages with the expression critically. The speaker's obligations are
not to intentionally mislead, and to consider whether their statement is justified.

The Liberty Principle restricts forseeable harmful non dialogue effect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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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Expression means that for the sake of pursuit of truth, and resulting
benefit to society, there should be no restriction on true dialogue. Mill justifies free
expression largely by appeal to the value of dialogue more than by the Liberty
Principle. He spells out further safeguards additional to those specified by the
Liberty Principle, aimed to avoid the evils of restricting dialogue. But to reiterate,
Ch. 2 makes no reference to the Liberty Principle and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emphasis is the value of dialogue for the emergence of truth. To adopt a
justification based on the Liberty Principle, argues Skorupski, would be a
"misplaced individualism": "the deepest justific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is
that it gives a hearing to the communal voice". As Matthew Arnold writes, "what
we want is to make right reason act on... the reason of individuals" (Complete
Prose Works Vol 5, p. 159).

It is often argued that honest dialogue is an impossible goal in a world of
imperfectly rational, imperfectly moral human beings. But Mill accepts that not
everyone can participate equally in dialogue. Some may say this makes him an
elitist, but his aspiration is democratic. The pursuit of real assent is a qualification
of communal justification; it is important to the individual that their belief be a
living truth fearlessly contested, not a dead dogma.

2. Artistic truth and artistic freedom

The distinction between harm and offence, arising from the Liberty Principle, is
crucial to freedom of speech. Offence to religious believers has given rise to such
cases as Salman Rushdie's Satanic Verses, Mel Gibson's The Passion of the Christ,
and Monty Python's The Life of Brian. (The last named is entertainment rather‐
than art, while the 2006 case of Danish cartoons of the Prophet is political craft
rather than art, or perhaps functional art.)

But today, few would offer a Millian defence of artistic freedom, based on the
communal pursuit of truth. The concept of artistic truth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the age, and Wittgenstein may be right when he writes that "People nowadays
think, scientists are there to instruct them, poets, musicians etc. to entertain them
".1) The view of 18th and early 19th century art lovers would have been very‐

1) Wittgenstein (198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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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Dr. Johnson assumed that the poets had truths to impart, while Hegel
insisted that "In art we have to do not with any agreeable or useful child's play,
but with an unfolding of the truth". The concept of artistic truth has since
sustained hammer blows both from modernist aestheticism, which divorces art from‐
reality, and from postmodern subjectivism about truth.

In an earlier article, I attempted to resurrect the idea of artistic truth, seeking a
middle way between Dr. Johnson's didactic concept of art, and the modernist and
postmodernist divorce of art from reality. That article argued that high art aims at
truth, in a similar sense to the way that beliefs in general are said to do so, that
is, it asserts an internal connection with truth. This claim contrasts high art with
art with a small “a” that aims merely to please, such as sentimental or
sensationalist art. The claim is developed by appealing to a post Romantic‐
conception of art, which says that art is autonomous, and so is its audience in
responding to it; artworks present truth assessable possibilities that should be freely‐
interpretable. On this modest conception of artistic truth, the most valuable art
leaves it open to the audience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and does not preach
or broadcast messages, whether religious or political. In contrast, committed or
didactic art with its fixed, often quite simple meaning medieval wall paintings in– ‐
churches, socialist realism, agitprop cinema leaves no such freedom.–

A rare philosophical proponent of artistic truth is Iris Murdoch, for whom art
presents us with “a truthful image of the human condition in a form which can be
steadily contemplated”, “the only context in which many of us are capable of
contemplating it at all”.2) However, her claim that practices of looking are
educated by engaging with art rests on unacceptably Platonist assumptions, I
believe. My modest thesis carries no suggestion that art is privileged as a way of
knowing; it implies no Romantic conception of poet as seer, and does not assume
a metaphysical or absolute conception of truth, as those in the humanities who
criticise the place of truth in art often assume. A deflationary, anti metaphysical‐
conception elucidates “Art aims at truth” in terms of raising or addressing issues
which an audience would discuss.

There is no implication of an intellectualist view of art; unconscious influences
are vital in its creation, and art can aim at truths which the artist does not

2) Murdoch (1990), p. 87.



827

consciously intend. Artistic intentions are manifested primarily through the work.
But there is an essential reference to intentionality; mere illustration of truths is
not sufficient. Artworks can illustrate a truth just as anything else can a novel,–
a newspaper article and a radio interview can all show that racism was endemic in
1930s Britain, for instance but that illustration is not what is meant by art’s–
aiming at truth.

Artworks can show how things might be, presenting possibilities for the
audience’s consideration. David Harrower's one act play‐ Blackbird forces us to
reconsider our definition of, and attitude, towards paedophilia without, as didactic–
art would, prescribing a response.3) It asks whether a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n under age girl could ever have value. In virtue of its form, this play slowly‐
introduces its audience to the pas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agonists. The
compelling dramatic rhythm in the emergence of this information concludes with
an intense revelation of the protagonists’ continuing feelings for each other. To fail
to consider the issues concerning paedophilia that the play raises, is to reveal an
incomplete understanding of it.

This conception of artistic truth enables one to offer a defence of artistic
freedom based on Mill's principles in Ch. 2 of On Liberty.

3. Artistic freedom

Artistic freedom is a value integral to the post Romantic conception of art‐ , that
includes the freedom of the artist to shock and outrage.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higher art communicates truth, but not in a didactic way. Its meaning
is subject to interpretation, and in the greatest art not in Raymond Chandler–
novels, for instance, however commendable they are that is inexhaustible. Artists–
want to affect what people think, not by telling them what to think, but rather by
presenting certain possibilities for their consideration. In modernity and especially
in the era of modernism, art is meant to be critical, but while the artist raises
questions, they do not make recommendations a position that is a relic of–
aestheticism.

3) Blackbird is discussed further below; a similar case could be made for David Mamet’s

Oleanna and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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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s in Britain and elsewhere are under threat by those who fail to
distinguish harm from offence, and who fail to recognise how art is part of the
communal pursuit of truth. The offence given by artworks is, mostly, not harmful,
and therefore does not fall under the heading of Waldron's "harm in hate speech"
which should be proscribed.4) But there are many recent cases of repression.5) In
2015, the National Youth Theatre closed Homegrown, a new play about
radicalisation. Police had apparently requested a final draft of the script, and there
had been talk of plain clothes police attending performances. The play was the‐
latest victim of an nervousness among authorities and arts organisations. Another
example is the closure in September 2014 of white South African artist Brett
Bailey’s Exhibit B exhibition at the Barbican, London. His work featured live actors
in tableaux mimicking the anthropological exhibits of the 19th century, when real
people were exhibited as curiosities for the amusement of Europeans. Bailey
presented his show as antiracist and anticolonial, a view supported by The
Guardian newspaper and liberal opinion. But on the opening night, protesters
picketed the show, police advised that it should be closed, and the venue complied.

In 2004, police similarly advised Birmingham Rep to cancel Gurpreet Kaur
Bhatti’s play Behzti about abuse and corruption in a Gurdwara (Sikh temple), when
protesters from the Sikh community, who had demonstrated outside the theatre for
several days, tried to break into it:

The police have a duty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But when] faced…

with a noisy demonstration, [they] have shown that they will advise…

closure The right to protest is trumping the right to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In an ideal world we would have access to both the artwork…

and the protest it provokes. This is when art really works for society, when

it encourages debate...[when it comes] from all perspectives and all voices

in society…

A good example of the special freedom given to artists shown by the fact that–
the artist was not prosecuted for theft is the artwork "Stolen", briefly exhibited–
at the Oblong Art Gallery, Manchester in 1992. The work was presumably some
kind of critique of capitalism or consumerism. A newspaper report explained that

4) Waldron (2012)

5) Farringt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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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components of nappies, washing powder, toys and cans of lager and dog food
had been stolen [and] displayed inside a metal cage the items had been taken…

from Manchester supermarkets by shoplifters at the request of Mr Barton, 34".
Barton was criticised by Steve Murphy, chairman of the Greater Manchester Police
Authority: "Only lunatics would call this art this bloke is openly promoting…

crime". Barton replied: "I think that attitude is somewhat petty. I am not interested
in the spurious glamour that stealing bequeaths, I am interested in the meaning of
'Stolen'". But the artist declined to say what "Stolen" means; he believes that the
interpretation is up to the viewer an example of the post Romantic conception of– ‐
art, where the artist raises questions, but does not give answers, which are for the
viewer to decide.

Other causes célèbres include:

1960s: Lolita, Lady Chatterley's Lover

1988: Robert Mapplethorpe exhibitions (Moore (2015)).

1989: fatwa issued on Satanic Verses

1997: Sensation Exhibition with Myra Hindley portrait, "Myra".

2008: Bill Henson, photographs of naked children.

Danielsen condemns the furore over Henson as a "moral panic", and comments
that "over two millennia of Western art attests to the principle that the nude of–
whatever age is not obscene per se it's a legitimate and accepted field of…–
artistic representation" (Danielsen (2005)). This is an artistic defence of nude
representation.

4. Freedom of interpretation

The freedom of the artist to create is paralleled by the audience's freedom of
interpretation of the resulting work. Given that high art aims at truth, this freedom
is constrained, if that is the right word, by a serious attempt to understand the
work. The implications for artistic criticism are important. Liberal elitism asserts
that some people are more penetrating judges of cultural and moral questions than
others; even so, each individual must ultimately decide these questions for
themselves. As Mill recognised, what is required is not "the blind submission of
dunces to men of knowledge, but the intelligent deference of those who know
much, to those who know still more".6) The ideal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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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s that a teacher inspires autonomous thinkers, not slavish adherents. The
undermining of deference since the Victorian era has been liberating, and
reinforces the possibility of un self abasing respect for intellectual authority. The‐ ‐
decline of elite authority is part and parcel of this undermining of constraining
deference.

On the meritocratic interpretation that I have defended (Hamilton 2009a), Hume's
claim in "Of The Standard of Taste" that "the taste of all individuals is not upon
an equal footing" is defensible; the inequality is circumstantial, not essential as
elitists maintain.7) A Humean account does not, as many writers assume, subjugate
individual response to expert opinion. The true critics have an ideal status; the five
qualities that Hume cites are ones to which all may aspire in the education of a
critical sensibility. The less experienced artlover does not "defer" to the critic;
rather, they debate and perhaps concede that the other's evaluation or interpretation
is superior. Some writers of a populist persuasion argue that for Hume, "the
qualification of some subjects of judgment is effected by the simultaneous
disqualification of others" through the exercise of cultural power.8) But
"disqualification" implies the permanent exclusion of the judger from the so called‐
elite which decides the standard of taste, and is not an expression that Hume uses.
The process of educating a sensibility simply distinguishes between those who are
qualified and those who are not yet qualified. Elitists, in contrast, are not eager to
empower anyone other than the presently qualified elite.

According to a meritocratic notion of authority, developing a critical sensibility
involves discovering both who the true critics are, and what true criticism involves.
Aspiring artlovers do not just learn from the critics, as a matter of fact as it were,
which works have artistic value. They develop the capacity to make critical
judgments themselves, to become if only in an amateur way true critics. It– –
would be perverse for someone to say "I just defer to critical opinion. If I want
to buy a painting by a contemporary artist, or recordings of Jamaican dub music,
I'll ask an expert's opinion on which to go for. I'm not interested in developing my
own autonomous judgment." This aesthetically heteronomous individual mistake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appreciation for its end. But the opposed extreme

6) Ref. The question of elitism and authority is discussed further in Hamilton (2009b).

7) Hume (1987).

8) For instance Bennet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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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lso misguided. "I never read the critics, I just form my own judgment" the–
claim of the aesthetic solipsist and "I never form my own judgment, I just read–
the critics" are equally perverse.

Thus there is no paradox in claiming that although high culture is an elite
product, it has in some ways a communal reference one must not conflate high–
culture with the milieu inhabited by the "elite" who perform those activities.
Scruton rightly comments that there is no "one kind of social order associated…

with the existence of high culture". The latter includes the aristocratic art of
Racine and Molière, the bourgeois art of Dickens and Mann, the popular moralism
of Bunyan and the folk poetry of the ancient Aegean.9) High culture benefits the
broad mass of society. Even though they lack expert knowledge, or the ability to
articulate what makes objects of high culture worthy of attention, the non elite‐
nevertheless benefit from contact with it. The appreciation of high culture can be
developed through education, even in an unpromising postmodern climat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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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and a Romantic Poet:

Well Being and Education in Early Nineteenth Century‐ ‐ ‐
Britain

희망과 낭만파 시인 세기 초 국에서의 복지와 교육: 19

카즈 오이시 도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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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년의 불황기에 낭만파 시인이자 철학자 던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1816 1817‐
는 당대의 정계와 재계가 국민 복지를 망쳤다고 비판하(Samuel Taylor Coleridge)

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부가 아닌 희망 만이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 “ ”

다 콜리지에게 희망은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미덕 이었기 때. , , (virtue)

문이다 중년에 접어들며 아편 중독과 가족과의 불화로 고통 받았던 콜리지에게.

희망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랑 신앙 그리고 자비심 과 결부된 희. “ ”, “ ”, “ ”

망은 콜리지 본인의 적인 평안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했다 동시에 희망은.

당대의 정치경제를 지배했던 콜리지가 보기에는 노동자층을 노예제 같은 악조건—
에서 반복되는 경기 후퇴에 시달리게끔 한 자유주의적 원칙을 극복하는 데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 다 무엇보다도 콜리지에게 희망은 인간 복지의 핵심이나 다.

름없었던 교육과 결부된 것이었다 부와 교육을 연관 짓는 좁은 시야의 공리주의.

적 원칙에 대항하여 콜리지와 낭만주의자들은 교육이 감각적 지각에 의해 정신을,

훈육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상력과 지적 능력을 끌어내는 행위여야 한다“ (educing)”

고 주장하 다 또한 교육은 희망을 합리적인 미덕의 일종으로서 내면화하는 수단. ,

이기도 했다 이 글은 콜리지의 희망 개념이 그가 세기 초 국에서의 공리주. “ ” 19

의적 교육과 경제를 비판하는 데 어떻게 응용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은 세기로부터 세기 초까지 성행하 던 교양 교육 의 전19 20 (libe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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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 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희망 을 형이상학적으로. “ ”

정의할 것이다 희망 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조: “ ” (globalising)

류에 대항하여 우리의 지적내적 삶에 있어 무엇이 근본적인지를 정의하고 방어하/

는 미덕이다.

'Hope' against 'Wealth'

British economy plunged into turmoil when the battle of Waterloo terminated the
Napoleonic War in 1815 and brought back soldiers to the debt ridden homeland.‐
Having seen the plight of labourers and the poor, Samuel Taylor Coleridge, an
English Romantic poet and philosopher, published two pamphlets The Statesman’s
Manual and A Lay Sermon in 1816.1 In them, he criticised the overbalance of the
commercial spirit for having been ruining the ‘well being’ of the nation. ‘HOPE’‐
alone, not ‘wealth’, he asserted, should be the only remedy for their welfare (LS,
p. 217). The increasingly globalised economy at the time, in pursuit of what Adam
Smith called the ‘wealth’ of the nation, had only aggravated their living condition.

Coleridge’s statement sounds ridiculous. How can possibly ‘hope’ procure
material bases for labourers’ daily lives, such as food, wages, and sanitary
housing? There is no way of ‘hope’ creating new jobs. Of course, Coleridge meant
to redress their spiritual well being, rather than their material circumstances. Yet‐
still the question remains as to why on earth he held up ‘hope’ as a talisman to
dispel the magic word of ‘wealth’. ‘Hope’ was a vital virtue for Coleridge,
personally, religiously, and politically. It grew increasingly important from his
middle years as he suffered from opium addiction and alienation from his family
and friends. ‘Hope’, associated with ‘love’, ‘faith’, and ‘charity’, provided him
with the last resort for his own spiritual consolation. ‘Hope’ as such was also
given a central role of overcoming the liberal principle of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y, which he viewed as having driven the labouring population to suffer
under the long hours of slavery and the recurrent cycle of scarcities and recessions.

More significantly, ‘hope’ was associated in Coleridge’s writings with education
as essential part of human welfare. He argued that the utilitarian principle of
economy erroneously identified the maximum quantity of wealth and material
pleasures with national welfare, and that the utilitarian principle of education was
likewise founded upon a narrow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s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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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ted by pleasures and pains.2 For him, as well as for other Romantics,
material happiness of the country would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spiritual well
being of the whole nation. Education should also be an act of cultivating, or in‐

his word ‘educing’, the imaginative and intellectual faculties of the mind, not an
act of disciplining the mind by sensorial perceptions (Richardson 1994). It nurtures
and consolidates ‘hope’ as an inner rational virtue, which cannot be controlled by
sensations.

Coleridge in his later years is commonly regarded as a ‘conservative’. His view
of human nature and education, however, is more ‘liberal’ than those shared by
contemporary Utilitarians and political economists in the sense that it allows room
for imagination, free will, and hope. In this paper, I should like to examine how
Coleridge’s idea of hope is aligned with his critiques of utilitarian education and
economy in the context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when British economy
increasingly expanded its scale and terrain through trades with European countries
and colonies in America, Africa, and Asia. It established a tradition of ‘liberal
education’ which continued through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Thereby I should like to delineate a metaphysical definition of hope: it is a virtue
to defend and define what is essential to our intellectual and internal life against
the ebb and flow of wealth and power in a globalising society.

'like water in storm'

The Statesman’s Manual and Lay Sermon are typically Coleridgean treatises in
their seemingly muddled subjects ranging from politics through religion and
philosophy to poetry. While endorsing hope, religious faith, and imagination, it
vehemently attacks popular propagandists, political economists, and religious
dissenters. Despite such apparent confusion, however, its main focus is unvaryingly
on the advocacy of people’s ‘well being’ against the devastating influence of‐
commerce.

Coleridge saw people’s lives, especially those of labourers and the poor, being
increasingly distressed and agitated by the war and the misleading theories of
political economists. Throughout the eighteenth century, the military fiscal state had‐
certainly succeeded in expanding its maritime hegemony and accumulating wealth,
which in turn facilitated consumerism and industrialisation at home (Brew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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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wealth did not secure the happiness and hope of the whole nation.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Coleridge had continued to condemn Adam Smith’s thesis that
‘in a free and trading country all things find their level’ (LS, p. 205). The truth is,
he declared, that ‘all things are finding their level like water in a storm’ (Table
Talk, vol. 1, p. 97). He also disapproved the Utiliarians’ view of humans as
soulless and heartless masses. ‘Persons are not Things but Man does not find his―

level’ (LS, pp. 206 7). When manufacturing plants ceased to operate during the war‐
time depression, the workers’ health and temperance could not be restored without‐

any hope or sense of self dependence. Coleridge concluded that all this was caused‐
by ‘the OVERBALANCE of the COMMERCIAL SPIRIT’, which should be
checked only by ‘COUNTER WEIGHTS’ (p. 169). Among such ‘counter weights’,‐ ‐
he listed tradition, ‘religion’, ‘hope’ of bettering one’s condition, and ‘genuine
intellectual philosophy with an accredited, learned, and philosophic Class’ (p. 194).

The three sacred virtues of faith, hope, and learning reinforced Coleridge’s attack
on Thomas Robert Malthus as well. Since the publication of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in 1798, Malthus had been an anathema to him in all
terms, moral, religious, and philosophical. Malthus’s view of human nature as
motivated by instincts and passions appeared to him not only wrong, but
sacrilegious and even damaging to general welfare (Marginalia, vol. 3, pp. 806 7).‐
It left no room for people to conceive the hope of salvation or a motive for moral
actions with religious faith. In Lay Sermon, Coleridge accused Malthus of denying
distressed people the ‘right’ to claim for public relief (LS, p. 158; Malthus, 1803,
p. 531).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their own predicament: the war and the
depression threw them back to the trust of the public, but they found no seat
available at the table of feasts and luxuries occupied by the rich and capitalists.
His friend Robert Southey agreed that Malthus’s doctrine would destroy ‘all good
feelings and all good hopes’ for ‘all amelioration . . . of the human race’ (1803,
pp. 292 3). Instead of being left helplessly and hopelessly in market economy,‐
Coleridge argued, their lives should be safeguarded through well ordered‐
government by learned elites and an equitable control over commerce.

Coleridge, like his fellow Romantics, opposed neither commerce nor taxation
themselves: they accepted them as necessities for the maintenance of state finance.
How to keep their sustainable balance for the welfare of the nation was their
concern. Coleridge observed that, just as the gardens of southern Europe are
maintained beautifully through water supply from tanks and reservoirs, th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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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nation should be distributed effectively through different channels and
directions of tax and trade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towards the whole
population. As long as the supply of the capital reaches the mass in productive
circulation, the wealth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will remain unaffected or may
even be stimulated and increase (LS, p. 157).

This is the reason behind Coleridge’s attack on government’s sudden abolition of
income tax in March 1816. He feared that it would collapse the balance of state
revenues and would consequently drive the destitute further away into despair. He
also criticised government’s continued issuing of lotteries for state revenues.
Quoting Dante’s line ‘Lasciate ogni speranza, voi ch’entrate! [Abandon all hope,
you who enter here!] ’, Coleridge warned that people’s ‘irrational’ hope of winning
lotteries would only end up in despair and consequently corrupt their charitable
spirit and even public morality as a whole (LS, p. 123). With his philosophical
acumen, he makes a metaphysical distinction between religious, rational hope and
self serving, irrational hope. When we expect in vain, he added, ‘the sad symptom‐
of a moral necrosis [death]’ begins to erode into our mind, unless it is
‘counteracted by the philosophy of history’ as we read in the Bible, and ‘overcome
by the faith, which, still re kindling hope, still enlivens charity’ (‐ LS, pp. 123 4). In‐
fact, while bringing in revenues of £350,000 to the state in 1810, the lottery was
discontinued in 1823 when Parliament discovered their demoralising influence upon
young people.

During the economic depression of 1816 17, Coleridge saw ‘despair’ corroding‐
the soul and health of distressed people. For Lay Sermon’s motto, he quoted from
the Book of Jeremiah: ‘We look for Peace, but no good came: for a time of health,
and behold, trouble! The harvest is past, the summer is ended; and we are not
saved’ (LS, p. 141). In Coleridge’s eye, the hopeless state in the Old Testament
was a lurid illustration of Britain after the Napoleonic War. The ‘liberal’ policies
of Lord Liverpool’s government was blamed for having exerted only ‘mischievous’
effects upon the lives of the poor (p. 143).

The Learned Class for Public Welfare

Coleridge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genuine intellectual philosophy with an
accredited, learned, and philosophic Class’ for the well being of the nation,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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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apacity of divining truth behind phenomena equipped them with an ‘ever‐
widening Prospect’ for appropriate solutions to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LS,
p. 143). He spoke to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rather than to the working
class, because he considered that they had a commanding view over the moral and
economic landscape of the country and to discern the causes of the distress. The
learned and philosophical class, in particular, should be able to secure a wider
viewpoint through imaginative power and awaken hope for the nation (p. 124). For
Coleridge, imagination was a divine part of human nature with which God had
endowed humans to contemplate on merits of things, revive hope with a motive
for action and ascend to the sublime view over the world. In his later book On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nd State, the learned class is labelled as ‘clerisy’, a
moral, religious, and social nucleus of the national life (Church and State, p. 46).

The emphasis which Coleridge made on the necessity of government and social
elites intervening national life, education, and market economy, reverberates in
various ways through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critiques of liberal‐ ‐
economy, including John Ruskin, Christian socialists, and Matthew Arnold. Faint
Coleridgian echoes are audible even in Tomas Piketty’s Capital of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question at stake is how to maintain ‘oeconomy’. ‘Oeconomy’
originally means ‘household management’, but theologically it also refers to God’s
will, or management of the divine Providence. As the Italian philosopher Giorgio
Agamben demonstrates in The Kingdom and the Glory, apostles, kings, and
governments had traditionally positioned themselves in the theological framework
of oeconomy. Disputes repeatedly rose in th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as to whether it would be better to leave the divine will taking its natural course
or to make an adjustment whenever its operation is disturbed by social or political
conditions. The controversy continued even after oeconomy was transformed into
the modern, secular form of ‘political economy’ at the turn of the eighteenth
century.

Coleridge’s objection to Adam Smith and Malthus, his insistence upon balanced
commerce and taxation, and even his idea of clerisy, were all founded upon his
belief that social elites should interfere with and modify the laissez faire‐ principle
of economy to reinstate equitable oeconomy. His interventionist stance was clearest
in his support to Robert Peel’s Factory Reform Bill in 1818, which sought to
intervene in the labour market to protect the welfare of child labourers. Without
appropriate regulations, the lives of children were destroyed by th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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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market economy (Essays, vol. 1, p. 255). The ‘OVERBALANCE OF
THE COMMERCIAL SPIRIT’ deprived the workmen of health, hope, temperance
and their ‘inward dignity of conscious self support’: the ‘sense of Insecurity’ thus‐
created had caused ‘a depravation of the national Morals’ (LS, p. 208). For this
reason, Coleridge urged that the state should mediate to rectify the damaging effect
of unregulated economy and ameliorate the lives of the distressed in three
dimensions.

1. To make the means of subsistence more easy to each individual.

2. To secure to each of its members the HOPE of bettering his own

condition or that of his children.

3. The development of those faculties which are essential to his Humanity,

i.e. to his rational and moral Being. (p. 217)

The first article referring to legal relief was intended as a critique of Malthus’s
proposal to abolish it. More significant are the second and third articles which
emphasise the necessity of ‘hope’ and ‘education’ at once for the ‘well being’ of‐
the nation.

Hoping against Hope: A Theological and Metaphysical Framework

There are personal and metaphysical backgrounds behind Coleridge’s alignment
of hope and education in the framework of oeconomy. ‘Hope’ became vitally
important for Coleridge, when he was increasingly alienated from his family and
friends from around 1803. The ‘cheering beam’ of ‘HOPE’, contrasted with
‘DESPAIR’ and ‘INDIGNATION’, in his early poems (‘Happiness: A Poem’, l.10,
‘Monody on the Death of Chatterton’, l.84, Works, vol. 1, pp. 48, 143), acquired
a bleak personal, even existential tone.3 His infatuation with Sara Hutchison,
Wordsworth’s sister in law, in particular, plunged him into a hopeless state of‐ ‐
‘dejection’, which meant to him the demise of poetical imagination and genius, as
he declared in the poem ‘Dejection, an Ode’. From then on, his poems and prose
works began to be preoccupied with ‘hope’. In ‘Constancy to an Ideal Object’, he
observed that ‘Hope and Despair meet in the porch of Death’ (l. 10, Works, vol.
1, p. 777), while in ‘The Visionary Hope’ he laments the waning and dying of
‘Hope, which was his inward bliss and boast’, and yet desperately clings to it
because it ‘should give / Such strength that he would bless his pains and live’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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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7 28,‐ Works, vol. 1, p. 875). In ‘Work without Hope’, he describes himself as
‘the sole unbusy Thing’ (l. 5) in active, vigorous nature in a warm winter day, and
grieves the difficulty of working with no hope of gaining a poetical reputation or
securing love from people: ‘WORK without Hope draws nectar in a sieve; / And
HOPE without an Object cannot live’ (ll. 13 14,‐ Works, vol. 1, p. 1033).

Though suggesting that Coleridge ironically made his hopeless state a source of
poetical expression and survival, Morton D. Paley does not explicate the religious
and metaphysical significance of ‘Hope’ in Coleridge’s writings (1996, p. 77).
Coleridge claimed in Lay Sermon that God has distinguished Man from animals
‘by making Hope an instinct of his nature and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his
moral and intellectual progression’ (LS, p. 216). This religious view makes a
contrast to the utilitarian assumption that the human mind is dominated by
perceptions and desires. Hope is expected to motivate moral actions and facilitate
intellectual activities. Even in his 1794 poem ‘Religious Musings’, Coleridge had
envisaged the process through which human soul is aroused by ‘Hope and firmer
Faith to perfect Love’, then identified with God through self annihilation (l. 39,‐
Works, vol. 1, p. 176). In the 1810s, it wa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pure and
intuitive Reason’ and ‘Imagination’, which were to become essential for the
‘contemplation of the universal’ (LS, p. 66 7). Whereas political economists insisted‐
that foresight, industry,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would serve as moral
prerogatives among labourers, Coleridge emphasised that ‘Hope’ would enable
them to withstand ‘the tyranny of the present impulse’ (p. 224), because it
emancipates them from individual calamities and encourages them to contemplate
sacred realities as presented in the Scriptures. The same idea is articulated in
‘Hope, Faith, Charity’, a poem translated from Guarini’s Italian poem in 1815.
After exchanging songs, the three personified virtues Hope, Faith, and Charity,
urge the earthly soul to ‘hope, believe and love’ for its own ‘salvation’ (ll. 27 34,‐
Works, vol. 1, p. 905).

Coleridge’s idea of ‘hope’ is not a secular one, must less a Marxist one like
Ernst Bloch’s which Terry Eagleton explores in his recent book (Eagleton 2015). It
was manifestly articulated within a theological framework, and yet hardly
optimistic or messianic: it was more like ‘hoping against hope’, a notion grown
out of St. Paul’s word (Romans 4: 18) and what Moltmann terms ‘the Believing
Hope’ (1967, pp. 20 21). It can never be a practical remedy for the post‐ ‐
Napoleonic war depression, but Coleridge believ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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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of morality when supported by faith and the Bible, in strong opposition
to the secular ethics of utility. He once argued that human actions should be
motivated by ardent religious aspirations, not by self interest (‐ Friend, vol. 2, p.
71). Interestingly, to endorse ‘calculations of Hope & Fear’ against self interested‐
motives, he referred to the Kantian ideas of ‘Triebfeder’ and ‘Bewegungsgrund’,
subjective and objective drives for action (Notebooks, 3: 3556). Kant did not
develop his metaphysics of hope, but Coleridge, by reformulating hope as a motive
for action in the Kantian framework, sought to define it as an active virtue
operating in harmony with the Idealistic, universal law of morality. For him, the
‘true System of Morality’ is ‘faith’, uniting ‘the intention and the motive, the
warmth and the light, in one and the same act of mind’ (Friend, vol. 2, p. 320).
Hope as a motive of moral action is neither a sensation nor a sense: it is ‘an
experience (sui generis) of the coincidence of the human will with reason and
religion’ achieved through the ‘contemplation’ of the universal law, namely ‘the
PEACE OF GOD THAT PASSETH ALL UNDERSTANDING’ (LS, pp. 66 7). For‐
Coleridge, hope is something contemplated with reason and imagination in the
human mind in pursuit of an ideal object with warm faith, yet without selfish
desires, and in resistance to the fluctuations of earthly sensations and secular
economy.

Understanding vs Reason / Instruction vs Imagination

Kant’s distinction between ‘reason’ and ‘understanding’ helped Coleridge
differentiate ‘divine oeconomy’ as revealed in the Bible, from ‘political economy’
as operating in the secular market.4 Coleridge argued that, while the ‘the
unenlivened generalizing understanding’ contaminates human society with ‘its
mechanic philosophy’, divine oeconomy functions to enhance reason and
imagination (LS, p. 29).5 And this was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Coleridge’s (and Romantics’) principle of education.

In the public controversy over national education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Coleridge and his fellow Romantics criticised Joseph Lancaster’s empirical
principle of education, which, based on John Locke’s theory, emphasised
instruction and understanding through discipline. Lancaster’s Improvements in
Education (1808) laid out a rigorous method of drilling a large number of children
in the alphabet, spellings, arithmetic, and physical disciplines. By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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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ridge defined education as ‘educing, or . . . eliciting the faculties of the
Human Mind, and at the same time subordinating them to the Reason and
Conscience’ (Friend, vol. 2, p. 288n). In an 1813 lecture, he metaphorically
observed that education should be an act of ‘educing or calling forth’ excellent
internal qualities, just like educing a blossom from the bud (Lectures, vol. 1, p.
585). It embraces ‘Patience, Love and Hope’, as he wrote to a school mistress
(‘Reply to a Lady’s Question’, l. 8, Works, vol. 1, p. 1106), and activates the
power of imagination and ‘intuitive reason, which transcend[s] the understanding’;
for reason is conducive to ‘the contemplation of the universal’, to ‘the ideas of
ONENESS and ALLNESS’ (LS, pp. 56, 59 60, 64). Education, he asserted, must‐
therefore facilitate ‘reason’ in inducing the ‘soul’ to contemplate the infinite,
universal goodness of God and thus to identify its ‘will’ with ‘His Will’.
‘Imagination’ was a crucial mediator in this process. This is what Coleridge meant
by the ‘well being’ of the mind, which could never be achieved by external stimuli‐
or understanding.

Legacies of Coleridge's 'Liberal' Education

Coleridge’s triangular virtues of ‘hope’, ‘education’, and ‘well being’, proved‐
ineffective as a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politics and economy, but they were
influential upon the way in which John Stuart Mill, a son of the Utilitarian
advocate James Mill, redressed his utilitarian principle of individualism and liberty.
Admitting that Coleridge was conservative in contrast to the democratic reformer
Jeremy Bentham, he claimed that Coleridge should rather be regarded as ‘a better
Liberal than Liberals themselves’; because he not only insisted on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progress and permanence, commercial and landed interests, for
stable economy and politics, but he also emphasise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s,
such as the church, government, and school, and a disinterested learned class like
clerisy, for the welfare of the nation (1987, pp. 218 20). Mill accepted that the‐
individualism and liberty of the mass could be chaotic and tyrannical, and
therefore should be regulated by a disinterested and learned class. Wordsworth’s
poems once saved him from a mental breakdown, but it was Coleridge who taught
him that the cultivation of man’s inward consciousness and the balanced
management of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are indispensable for the benefits of
soci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As Raymond Williams points out,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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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arged’ and ‘humanized’ his utilitarian system through a reading of Coleridge
(1971, p. 79).

Coleridge is ‘a liberal’ only in an intellectual sense, but his liberal principle of
education runs into John Henry Newman’s idea of university education and
Matthew Arnold’s concept of culture. Against the ‘philosophy of Utility’, which
followed John Locke in promoting useful, professional instructions alone, Newman
proposed that an ideal university should offer a ‘Liberal Education’, cultivating ‘a
philosophical habit of mind’, developing ‘intellectual culture’, and training ‘good
members of society’ (1982, pp. 134, 115, 125, 38, 134). Its aim is at ‘raising the
intellectual tone of society, at cultivating the public mind, at purifying the national
taste, at supplying true principles to popular enthusiasm and fixed aims to popular
aspiration . . . at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p. 134). Arnold also
harangued the virtue of culture against the dominance of what he saw as
‘Philistinism’ in his contemporary age, which was making a materialistic, cash‐
orientated, utilitarian pursuit of sensuous pleasures and thus degrading intellectual
and cultural values. He followed Coleridge in attacking the ‘liberal’, that is,
utilitarian principle of education: education should be a civilising agent which
would soften and humanise the mass (1960 77, vol. 3, p. 44). While creating a‐
myth of Oxford as a place of ‘sweetness and beauty’, he ardently emphasised that
the study of humanity subjects is ‘the study of the operation of human force, of
human freedom and activity’, a weapon against the vulgarity of middle class‐
liberalism [vol. 4, p. 292].

F. R. Leavis, a Cambridge scholar in literature, also championed the tradition of
‘liberal’ educati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Universities for him were
symbols of cultural tradition symbols for an intellectual influence, a wisdom―

deeper than modern civilization and material development, and a secure basis for
public welfare (1943, p. 16). With a quotation from Meiklejohn’s Experimental
College, he emphasised that the aim of a university is get ‘liberal thinking’ done
at all, because the current drift of life is very much against ‘those forms of liberal
thinking which seem most essential to its welfare’ (p. 22). While referring to
Arnold’s definition of culture, he adopted the Coleridgean Millesque Newmanian‐ ‐ ‐
Arnoldite thesis that mass civilisation should need to be redressed by minority
culture. In his view, the state of culture indicates a sense of European civilization,
and that it should be enhanced by literature and criticism. Literature is considered
to be a sure and sound measure of cultural standard. As William Walsh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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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Coleridge and Arnold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religion for the security
of culture and national well being, Leavis saw the necessity of ‘Life’, or what D.‐
H. Lawrence called ‘the clarity of being’, in overcoming the mechanical uprooted
world of modern civilization (1980, p. 170). For him, literature and art, intellect
and practice of criticism, appeared to be the surest way to safeguard culture and
the maintenance of human welfare.

Mill, Newman, Arnold, and Leavis did not necessarily inherit Coleridge’s anti‐
utilitarian language of hope or his idea of oeconomy. Nor did they entirely share
his ‘conservative’ theological position. And yet they unanimously accepted that
liberal education would contribute to public welfare through cultivating, not
disciplining, the mind of the people and emancipating it from the shackle of the
materialist and mechanical view of humanity. This is a legacy which the Romantic
poet Coleridge established and bequeathed for the benefit of the hope and well‐
being of the nation and in opposition to the utilitarian principle of the wealth and
education of the nation.

Notes

1. Both are included in Lay Sermons, ed. R. J. Whit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hereafter quoted as LS with page number (s) in
brackets. Similarly all Coleridge’s works are hereafter cited with abbreviated
titles and volume and page number (s) in brackets.

2. For the utilitarian principles shared by Unitarians and political economists, see
Halévy, 1946, pp. 122, 125 6, 155 6.‐ ‐

3. For the best definition of existential ‘hope’, see Marcel, 1967, p. 28. It
illustrates an aspect of Coleridge’s idea of hope as well.

4. For Kant’s epistemology serving as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school
of empiricists and that of rationalists, see Orsini, 1969, pp.57 8.‐

5. Such a view elucidates socio religious implications of what Coleridge calls‐
“primary imagination” (Biographia, vol. 1,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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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on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in the

schools in China

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고대 시문 및 산문 교육

쩡구오민 북경사범대학교 황즈쥔& 화동사범대학교

Zheng, Guo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Huang, Zhiju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Abstract

운율 이야말로 중국의 시와 산문을 쉽게 읽고 암송하게끔 해주는 요인이(rhythm)

다 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고대 시 및 산문 교육의 역사는 다양한 단계로 나뉜다. .

이러한 교육은 특히 서양식 교육의 동양으로의 전파로 인해 크게 축소되었다 그.

러나 중국의 훌륭한 전통 문화가 부흥하면서 고대 시 및 산문 교육의 가치가 재조,

명되기 시작했다 개방적이고도 다양한 세계 문화의 맥락 속에서 고대 중국 시와.

산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어 교육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앞.

으로 중국 시 및 산문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행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특정. ,

한 중국어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습 과정의 다변화를 주목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암기를 통한 학습에서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훈련으로 교육 방법이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결과.

로부터 학습 과정으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다.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refers to the Chinese poetry and
other literature created by Chinese ancient writers in different periods in Chinese
history, mainly poetry and prose.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have the
characteristic of rhythm which makes it easy for readers to read and recite. In the
long history of ancient China, education on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has
always played a dominant role in the whol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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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ll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with theⅠ

flood of “Western Learning spreading to the East”         
When “Jing Xue” dominated the education system,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became flourishing since the Han Dynasty to the Ming and
Qing Dynasties for nearly about 2000 years. The primary school students had
finished learning characters, both in reading and writing, the teacher guided the
student to read some short prose, stories and easy poems. The students paid more
attention to taking advantage of the rhythm of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made
it easy for readers to recite and itself to spread. It must be noted that although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became flourishing during this time,
the aim of the education itself is not for aesthetic purpose but for political reason.
During this time, the ma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were students’ recitation and teachers’ interpretation. There is old
saying goes “if you read the books or articles for more than hundred times, their
meanings will then automatically emerge”, which gives an example for this
phenomenon. The teachers explained very little in their lessons.

However, whe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Western Learning” was
gradually introduced into China. The failure of the two Opium Wars made the
Chinese nation undergo an unprecedented crisis. In such context, the Qing
government was forced to adopt an open policy and introduce advanced knowledge
and technology. A large number of subjects which originated from the western
world such as foreign languages, Math, Physics, and Chemistry had been adopted
in new Chinese schools. The traditional liberal education suffered a big attack. In
the early years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pioneers of "new culture
movement" held the two banners of "democracy" and "science", advocated
“Literature Revolution", pushed the vernacular Chinese onto the historical stage,
and eventually spread to the field of education. The content of the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shifted from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to the vernacular Chinese education. The proportions of the Chinese poetry
and prose and vernacular Chinese texts became steady after a period of
exploration. At the same time, developing the vernacular Chinese literacy became
an important task for high school Chinese language education (Zheng Guomin,
2000). Thus, the content about the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declined
heavily. Instead, the vernacular Chinese education which emphasiz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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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izing knowledge and enlightening the Chinese people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During this period, the aim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turned
different. As pointed in this article above, the aim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is mainly for cultivating political talents. However, the aesthetic function
of the Chinese poetry and prose has been discovered and given much more
attention than before. Take the 1923 New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Standard
(Chinese language education) for example. In this curriculum standard, arousing
interests for Chinese literature is one of the three curriculum aims for junior school
students; cultivating appreciation of Chinese literature classics is one of the four
curriculum aims f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is point, we can conclude
that the aesthetic function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had been given
much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It is during this time that the ways of teaching of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had changed gradually. Before, the children learned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mainly via the methods of recitation and teachers’ interpretation.
During the time of the Republic of China (1912 1949), some new methods which‐
came from the western countries were introduced into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area. Beside the students’ rote learning and the teachers’
interpretation, the textbooks add some techniques such as question ask and answer,‐ ‐ ‐
summarizing, discussing and so on to help the student understand. It also should
be pointed that with the influence of western reading theory and practice, silent
reading was introduced into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During the reading class, silent reading time was given to students for them to
grasp the gist or even understand the texts.

. the renaissance of Chines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and theⅡ

value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gains

much more attention.

Since the new century, the revival of Chines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has
gradually become the consensus of Chinese. The curriculum standard and textbooks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have increased the proportion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e value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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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gains more and more attention.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2014) had
mentioned the important value and strategic meaning of revival of Chines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for many times on different occasions. He puts that,
the Chinese classic must embed into the students’ mind and become the genes of
the Chinese nation. In recent years, China's Ministry of Education also printed and
distributed many documents on strengthening Chines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in which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is an important
content. Plenty of the Chinese poems and prose were elected into 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ctivities
concerning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went into schools, classes and
communities, which ensured the effect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Learning the Chinese poetry and prose is so comm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During this time, the aims of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are even
more diverse than before. As the Chinese Curriculum Standard for Compulsory
Education (2011 version) puts that, reading is an important method to obtain
message, understand the world, develop thinking and gain aesthetic experiences via
language and Chinese character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share all the four aims, too. Besides these,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has an important task in promoting Chinese culture and
uplifting Chinese people’s spirit. As one educational researcher said that giving
enough attention on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marked the return and
transcend of the traditional culture (Dong Beifei, 2013).

The methods for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become more
diverse. We not only inherit our traditional methods such as chant and recitation
which can take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our Chinese poetry and prose,
but also introduce other methods such as visualization, acting and discussion to
improve the learning effect. Multiple media are also introduced to help students
learn the ancient Chinese poetry and prose, too. Most teachers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adopt “learning centered” education philosophy during their‐
reading class and try to use a variety of methods to engage students and help them
understand the meaning of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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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Respecting and maintaining cultural diversity should become the common vision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 in the same contexts. How to absorb and learn
other country’s excellent culture and promote and develop our own culture is an
important and urgent issue before us in the Chinese society and culture
development. In such a fast developing era, the human spirit faces a grim crisis
which is brought by the modern society and Post modern society. Those great‐
classics have permanent transcendence and penetrating power, which can give
people in the haze inspiration and wisdom. Harold Bloom (2005) said that if there
are no classics, we will stop thinking. The Italy writer Italo Calvino (2012) also
puts, Classics are such books which brought the smell of previously explained,
with the footprints dragged behind them through the culture or a variety of culture
(or just a variety of languages and customs). The excellent ancient poetry and
prose is not only an important carrier of the Chinese spirit, but also the culture
foundation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to the Chinese culture. 

In recent years, nearly all the elementary education reforms around the world
began to highlight the special status of their nation’s culture in the curriculum. For
example, the England curriculum explicitly require students should read
Shakespeare's plays (at least two plays) and the literature classics before the
nineteenth century (Department of education of U.K., 2013).In the background of
today's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the culture pattern becomes more and more
open and pluralistic. Strengthening the Chinese ancient poetry and prose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China is a strategic choice for our Chinese
language education reform. There will be three trends in the Chinese poetry and
prose education: first, from emphasizing specific Chinese language knowledge to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diversity of the learning process; second, from the
rote and passive learning to active construction in context; last, from focusing on
the learning outcomes to accelerating the learning process (Zheng Guomin &Li
Qi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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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of Modern Conception of 'Ethics'

근대적 윤리 개념의 탄생 과‘ ’ - 修身 倫理

양일모 서울대학교

YANG, Il M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s aim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ethics in the late 19th

Korea by way of conceptual history. In the Chinese classics there was a word
lunli( in Korean), which had a meaning of Cnfucian model of individual倫理

behavior in a daily life. But nowadays lunli does not limited in Confucian norm,
it involves justifying concepts of right and wrong conduc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process of the coinage of the concept of lunli,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intellectual history. As was well known, lunli, in Japanese linli, was
translated by the academism of Meji Japan.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concept
of lunli was coined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al transition,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academism.

머리말1.

조선이 서양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양의 문물이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도서가 수입되었고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해외,

의 사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조선이 외부세계와 만나면서 일.

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개항기라고 일컬어진다 이 시기는 조.

선이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분투한 시기이며 전근대적 사회체제와 새롭게,

고안된 새로운 정책이 혼합되어 있는 시기이도 하다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여 대.

량의 정보가 유입되었고 자유 민주 사회 윤리 등과 같이 한자어의 형태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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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지닌 새로운 언어도 탄생하 다.

이 글은 개항기를 중심으로 윤리 라는 개념의 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 측면‘ ’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윤리 라는 신조어의 형성 과정에 관한 분석이다 윤. ‘ ’ . ‘

리 는 중국의 경전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이 시기에 의 번역으로 탄생한 한자’ , ethics

문화권의 새로운 언어이다 조선에서 신조어는 대체로 일본 혹은 중국에서 번역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 어떻게 번역되, ethics

었는가 하는 문제는 분석 자료상의 난점이 있다 의 번역은 일본에서 번역된. ethics

용어가 조선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혹, ethics

은 이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개항기의 문헌을 중moral . ,

심으로 윤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분석하며 나아가 윤리와 상관어라 할 수

있는 수신의 의미론적 분석도 겸하고자 한다 개항기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이면서.

수신과 윤리가 강조된 시기이다 따라서 개항기에 전개된 수신과 윤리 담론에 대.

한 분석은 윤리 개념의 한국적 정초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와 윤리 수신2. ethics ,

중국의 고전에서는 라는 합성어의 용례는 많지 않고 이라는 한 글자‘ ’ , ‘ ’倫理 倫

가 주로 사용되었거나 인륜 천륜 대륜 과 같이 합성어로 사용되었다 선진시‘ ’, ‘ ’, ‘ ’ .

대의 문헌에서는 주로 이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사용되었으며 인간 사회의 규‘ ’ ,倫

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대의 주석을 살펴보면 한나라 시대의 정현은. , ‘ ’倫

을 ‘ ’類 11)로 같은 시기의 공안국은 로, ‘ ’理 12) 송나라 시대의 주희는 로, ‘ ’序 13) 해

석했다 즉 윤 은 동류 다스림 순서 등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유교적 사회관계 속. ‘ ’ , ,

에서 상하귀천의 차등적 질서를 의미했다 복합어로 사용된 경우 인륜 은 인간이. , ‘ ’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귀천 장유 지, , ,

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능력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을 전제,

하고 이를 화합시켜 갈 수 있는 원리 즉 예의를 지칭하고 있다 맹자 와 순자, .    
에 사용된 인륜 의 용례를 보면 대체로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 ,

가기 위한 유교적 질서를 말하고 있다.14) 당나라 시대 양경 은 최초의 순자( )楊倞  

11) 예기주소 곡례하 . ｢ ｣
12) 상서주소 우서 . ｢ ｣
13) 맹자집주 등문공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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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에서 을 윤리 로 해석했다‘ ’ ‘ ’ .人倫 15) 그가 사용한 윤리 는 유교적으로 해석‘ ’

된 조화로운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 유교적 가족 질서 관념에서 가장 기본.

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결혼은 대륜으로 서술되었고16)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 관계,

는 천륜으로 간주되었다.17) 한나라 시대에 이르러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ㆍ ㆍ ㆍ ㆍ

관계를 규정하는 오륜 은 삼강 과 결부되어 유교적 강상 윤리로 정립되( ) ( )五倫 三綱

었다.

고대 중국 문헌에서 윤리 가 한 단어로 사용된 용례는 비교적 후대의 문헌에 나‘ ’

타난다 예기 에서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요 음악은 윤리에. “ , 
통하는 것이다.18) 라고 하고 있으며 전한 시대 가의가 편찬한 신서 에서는 상앙” , “ 
이 예의를 어기고 윤리를 버렸다 대에 걸쳐 그것을 실행하여 진나라 풍속이 나. 2

빠졌다.”19)라고 하고 있다 또 후한 시대에 왕충이 저술한 논형 에서는 금수의. “ 
본성은 어지러우니 윤리를 모른다, .”20)라고 했다 예기 의 이 구절은 음악에 대한.  
유교적 설명을 시도한 부분이며 사회적 질서와 음악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을 말하고 있다 예기 에 사용된 윤리 는 조화로운 음악과 같이 사회적 질서가. ‘ ’ 
유교적 예 에 의해 안정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의가 유교적( ) .禮

예의보다 엄격한 형벌과 통제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앙의 변

법 이론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윤리 라는 용어 또한 유교적 질서에 어긋난‘ ’

다는 주장이다 왕충이 인간과 동물의 종차로서 제시한 윤리 는 부모형제와 친척. ‘ ’

관계 그리고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 내에서 상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교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윤리 라는 용어는 고대 한자어의 기표를 사용하‘ ’

고 있으나 고전적 용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현재의 윤리, .

개념이 고전어의 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대적 언어로,

서 윤리는 세기를 전후하여 혹은 에 대한 한문 번역으로 탄생한 것20 ethics moral

14) 맹자 등문공상 순자, , ( ); , , , .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斬而齊 枉而順 不同而一 夫是之爲人倫 ｢ ｣  ｢
욕 )｣

15) 순자 욕 ｢ ｣
16) 맹자 만장 상, .( )男女居室 人之大倫也  ｢ ｣
17) 논어주소 자로, , .( )兄弟天倫 相友恭 故怡怡施于兄弟也   ｢ ｣
18) 예기 악기, .( ).凡音者生於人心者也 樂者通倫理者也  ｢ ｣
19) 신서, , , ( )商君 違禮義 棄倫理 行之二歲 秦俗日敗 時變，  ｢ ｣
20) 논형, , .( )夫亂骨肉 犯親戚 無上下之序者 禽獸之性 則亂不知倫理 禽獸之性則亂 不知倫理 書虛篇，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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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날 윤리는 유교적 예의질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현대 사회에서 관.

습적으로 설정된 혹은 이론화된 규범을 의미한다 한국의 윤리 개념 또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과 더불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혹은 이 처음부터 윤리 로 번역된 것은 아니었다 세기 중엽에 간행ethics moral ‘ ’ . 19

된 비교적 초기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어사전을 보면 윤리 라는 번역이, ‘ ’

보이지 않는다 국인 선교사 가 홍콩에서 간행한 초기의 중 사전. Lobsceid (1866)

에서는 와 의 번역으로 제시된 어휘는 모두 유교에서 사용된 언어이며ethics moral ,

특히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는 오상 이 두 단어에 공통으로 가장 먼저 나오‘ ( )’五常

고 있다.21)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 와 은 오상 혹은 선 등ethics moral ( ) ( )五常 善

의 유교적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이러한 번역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

에 대해 윤리 라는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ethics ‘ ’

도쿄제국대학의 초대 철학교수 던 이노우에 테쓰지로 다 그가 편( ) .井上哲次郞

집한 철학자휘 를 보면 항목에 이라는 번역어를 달고 있으며(1881) , ethics ,倫理學 
예기 악기 편에서는 윤리에 통한다고 했으며 또 근사록 에서는 윤리를 바르“ , ｢ ｣  

게 하며 은혜의 의리를 돈독하게 한다 라는 해설을 덧붙 다 또 그는 를.” . morality

행장 도의 로 와 를 다 같이 도의학( ), ( ) , moral philosophy moral science (行狀 道義 道

이라고 번역했다) .義學 22) 이노우에가 와 에 대해 각각 다른ethics moral philosophy

번역을 시도한 것을 보면 그가 이 둘을 구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전의,

항목만으로는 어떻게 구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철학자휘 에서 윤리 라는 번역에 대해 예기 와 근사록 의 용례를 밝혀 둔‘ ’     
것은 가 서양으로부터 연유된 것이지만 중국의 고전과 접한 관련성을 지니ethics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자휘 에 인용된 예기 의 글은.    
앞에서 인용한 윤리 의 용례이며 근사록 의 글은 윤리를 바르게 하며 은혜의‘ ’ , “ , 
뜻을 독실하게 하는 것이 집안사람들의 도리이다.”23)라는 정이천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이 구절은 주역 의 가인 괘를 설명하는 부분이며 부모와 자식 사. ( ) ,家人 
이에는 사람의 감정이 예를 이기고 은혜가 의리를 빼앗기 쉬우므로 강직한 자세로

사적인 애정이 올바른 도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4) 이노

21) W, Lobsceid, 英華字典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Hongkong: Daily Press, Part : 1866,Ⅰ

쪽 쪽754 ; Part , 1868, 1194 .Ⅲ

22) 쪽 쪽, , , , 1884, 41 , 78 .井上哲次 有賀長雄 補 哲 字彙 東洋館郎 増  学 
23) 권, , . ( 16 ).正倫理 篤恩意 家人之道也 近思錄 齊家之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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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의 번역으로 윤리 를 설정했지만 부연 설명에서 끌어온 용례는 모두ethics ‘ ’ ,

유교적 예의 질서 속에서 백성의 교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노우에가 를 윤리 로 번역하고 고전의 전고를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ethics ‘ ’

를 유교적인 윤리 로 해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가 제시한 윤ethics ‘ ’ . ‘

리 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철학자휘 의 간행 뒤 년 후에 출’ 2 
간한 윤리신설 이다 그는 윤리를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기율로 보(1883) . “ 
아 절대로 그 근저를 논하지 않는 것 과 윤리를 천지간의 일종의 현상으로 간주” “

하여 무엇을 도덕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를 논하는 것 이 있다고 구별한 뒤 자신은” ,

후자의 방법에 의거하여 무엇을 도덕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를 논한다 라고 저술“ .”

의 목표를 밝혔다 따라서 그는 윤리를 제창하기 위해 근본적 규범을 탐구하는 것. “

이 아니라 다만 도리 상으로 보아 과연 윤리의 근본적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윤리학의 역에서 선악을 판별하는.” ,

표준을 정하고자 했다.25) 윤리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규범에 대한 근거를 따지는

학문으로 이해되었다 즉 윤리 라는 번역은 윤리학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 ’

었다.

이노우에가 를 윤리 라 번역했다고 해서 이 번역이 그대로 정착한 것은ethics ‘ ’

아니었다 당시에는 에 대해 복수의 번역이 경쟁하고 있었다 년대 말까. ethics . 1870

지 일본에서 와 의 번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용어 사이ethics moral

의 구별 또한 분명하지 않았다 년 전후로 하여 는 윤리 은 도덕으. 1880 ethics , moral

로 정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에서 서술한 이노우에의 저서뿐만 아니.

라 이노우에 엔료 의 윤리통론 이를 교과서용으로 요약한( ) (1877),井上圓了 倫理  
등 윤리 라는 명칭이 들어간 서적이 활발하게 간행된 것이다 근대적(1891) ‘ ’ .摘要

고등교육이 시작되면서 교과목 이름이 필요했고 수업용으로 교과서가 필요한 시,

대가 되었다 도쿄대학의 전신인 개성학교 년 설립 에서는 수신학 이 개설되. (1874 ) ｢ ｣
었고 년에 도쿄개성학교와 도쿄의학교가 통합하여 도쿄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1877

는 철학 관련 교과목으로써 도의학 이 학년 교과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년3 . 1881｢ ｣
이후로는 이러한 수신학과 도의학과 같은 교과목은 기재되지 않았고 철학 지나철,

학 인도철학 철학사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이노우에가 도쿄대학 철학과 교, , .

24) .近思錄 處家 ｢ ｣
25) 양일모 해제 윤리신설 한림과학원 편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 , 1883. , : , ,井上哲次郞 倫理新說 緖言  ｢ ｣ ｢ ｣ 

초문헌해제 선인2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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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된 이래 윤리학은 철학의 역에서 이전의 수신학 혹은 도의학과는 다른 분

과학문으로 탄생한 것이다.26)

윤리학의 성립과 함께 윤리 라는 번역이 점차 성립하고 있었지만 메이지 시대‘ ’ ,

일본에서 간행된 서양윤리학 관련 서적들에 제시된 윤리 가 수신 의 자장을 벗어‘ ’ ‘ ’

난 것은 아니었다 유럽의 학문적 배경에서 제기된 서양의 윤리학설은 유교적 수.

신과는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었지만 수신이라는 기존의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년 이후 메이지정부가 자유민권운동에 대항하기 위. 1879

해 민중을 교화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년 교육칙어를 공포하 고 중학교1880 , ｢
교칙대강 년 의 에서는 수신 교과목을 가장 중요한 선두 교과로 정했다(1881 ) .｣

년의 중학교령 에서는 수신 교과가 윤리 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서양의1886 ,｢ ｣
윤리학 관련 저술이 활발하게 번역되고 일본인이 저술한 윤리학 교과서도 간행되

었다 유럽화 노선에 대한 반동으로 유교주의가 성행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 다. .

윤리 는 수신 보다 더 유교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 ‘ ’ .

의 번역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윤리학은 점차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도덕ethics ‘ ’

과 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일본국민도덕론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결국 년. 1901 ｢
중학교령 시행규칙 에 의해 윤리 교과목은 다시 수신으로 개칭되었고 수신은 교, “｣
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도덕상의 사상 및 정조를 양성하고 중등 이상

의 사회에서 남자에게 필요한 품격을 갖추는 것을 기하여 실천궁행을 권장하는 것

을 요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 다.” .27)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용된 윤리학 개념

을 사상사적으로 분석한 고야스 노부쿠니는 일본에서 윤리학은 국민의 도덕적 재

결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로 인해 서양의 가 아니라 인륜의 도로서의 윤리라는ethics

전통적 윤리로 재생되고 부활한 것이며 또한 근대국가로 변모하는 일본의 국가적,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아카데미즘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28) 따라서 그는 일본의 윤리학이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

는 윤리문제 가 아니라 아카데미즘의 역 내에서 윤리학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

윤리학 문제 에 머물고 있다고 일본 윤리학사를 개관하고 있다‘ ’ .

26) , ,江島尙俊 近代日本 大學制度 倫理學 東京大學 敎育課程 着眼 田園調布學園大學紀の と における に して｢ – ｣ 
제 호10 , 2015.要

27) 제, ethics , -西悠哉 槪念 受容 展開 倫理敎科書 中心 佛敎大學大學院紀要 文學硏究科篇の と を として｢｢ ｣ – ｣  
호38 , 2010.

28) , ‘ ’ , No. 912, 2000.6.子安宣邦 近代 倫理 槪念 成立 行方 漢子論 不可避他者 思想の とその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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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문헌의 수신과 윤리3.

명나라 말기 가톨릭의 선교를 위해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한

서적뿐만 아니라 서양의 학문과 제도를 소개를 하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탈리.

아인 선교사 알레니 는 서학범 자서 에서 철학을 공부하기(Giulio Alleni) ( : 1623) 
위해서는 년째 논리학 년째 자연학 년째 형이상학 그리고 년째 기하학과 윤1 , 2 , 3 , 4

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년째 과정에서 공부해야 할 윤리학을 수. 4 ‘

제치평의 학 으로 번역하면서 에티카로 불리며 의리를 살피는 학( )’ “修齊治平之學

문”29)이라고 설명했다.

알레니는 서양의 윤리학을 유교의 경전인 대학 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관점 
에서 해석하면서 윤리학은 온갖 일의 의리를 고찰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도를 논, ,

하고 여러 정치 형태의 품절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서양의, . “

학자는 덕업에서 반드시 정 함을 추구하여 강상윤리의 상세함과 일용의 미세한,

절도에서 처치의 올바름을 얻고자 하지 않음이 없다 라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

다 서양의 윤리학은 세기에 수제치평의 학 이라는 유교적 학문의 핵심 주제에. 17 ‘ ’

해당하는 학문으로 동아시아에 소개되었다 알레니가 윤리학을 해설하면서 사용한.

강상윤리 는 번역이라기보다는 유교 경전의 언어 다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책은‘ ’ .

중국에 간 사신을 통해 조선에 전래되었다.30) 조선 시대는 중국으로부터 학술과

문물을 수용하면서 번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시대 으며 학술적인 어휘도 한글,

번역을 통한 변용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조선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알레니가 수제치평의 학 으로 소개한 는 중국이나 조선의 지식인에게 그‘ ’ ethica

다지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의 주제와 유교의 가르. ethica

침 사이에 근본적이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았고 또한 유교적 규범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수제치평 혹은 강상윤리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적,

인 언어 으며 굳이 에티카라는 낯선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유, .

길준은 년에 집필한 서유견문 에서 서양철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도덕학1889 “ 
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 여러 학자가 있으며 궁리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31)고 서술했다 유길준이 알레니가 번역한 수제치평의 학 을 사용하지 않고. ‘ ’

29) 권 쪽1 , , 1965, 40-41 .西學凡 天學初函 臺灣學生書局，   
30)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쪽, , , 1986.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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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예수회 선교사로부터 전해진 언어‘ ’ ,

가 아니라 일본에서 새롭게 형성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견. 
문 이 후쿠자와 유키치 등 당시 일본의 사상계로부터 지대한 향을 받았다는 점
에서 보면 그가 윤리학을 포함한 서양철학을 수제치평의 학 이 아니라 도덕학, ‘ ’ ‘ ’

으로 번역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한성순보 년 창간 혹은 갑신정변(1883 ), 
이후 다시 간행된 한성주보 년 창간 에서는 윤리 혹은 수신과 관련된 용어(1886 ) 
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들 신문은 근대적 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

로 인민의 지식을 개발하여 개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간되었으며,

그만큼 전통적 언어로서 윤리 혹은 수신 이 신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일‘ ’ ‘ ’

것이다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년 창간 에서도 윤리 라는 용어. (1896 ) ‘ ’ 
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혹 사용되더라도 전통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윤리 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부족한 사람을 비난. , ‘ ’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2) 심지어 독립신문 에서는 서양 문물의 수용을 통해 
문명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각 있는 자가 수신 을 새로운 학문과 갈등의 구조‘ ’

에 놓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산수를 배워 보려 하면 의례히 말하기를 수신. “

제가치국평천하지도를 배우는 사람이 산법은 배워 장사나 하려나라고 하며”33)라

는 글에서 보면 서양의 학문인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유교적 지식인이 수신,

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독립신문 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년에 수신 의 의미가 유교적 의미에서1897 ‘ ’ 
일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잡보 의 기사 가운데 민간에서 사립 소학교를 만들어. ｢ ｣
어린이들에게 언어 산술 역사뿐만 아니라 수신과 체조를 가르치고자 학부에 청원, ,

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34)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신과 체조 과목이 조선시

대의 교육체제에서 새로운 교과목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교육체제라고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체육이라는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신체의 관리를 통해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신. ,

체의 출현이라는 근대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교육을 도.

31) 유길준 서유견문, , : , 1895, 329-333.東京 交旬社 
32) 독립신문 잡보 년 월 일, 1897 10 12 .  ｢ ｣
33) 독립신문 논설 년 월 일, 1898 1 27 .  ｢ ｣
34) 독립신문 잡보 년 월 일, 1897 1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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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사립학교에 수신이 새로운 교과로 등장하 다 대학 경전의 수신 나아가. , 
유교적 규범의 기본원리인 수신이 교과목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

수신 교과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교의 경전에서 사용,

되고 있는 수신의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일본에서 확.

립된 의 번역으로서 등장한 수신 나아가 수신 교과서의 향이라고 짐작할ethics ‘ ’,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와 학부는 근대적 교육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소학교 중,

학교 등을 설립하 으며 학교의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황성신문 은 학부령, .  
을 소개하고 있다.35) 여기에 실린 기사는 대한제국 학부가 년 월 일자로 발1900 9 7

포한 학부령 제 호로서 관보 에 실린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중학교 교과 과정12 .｢ ｣
에 경제 박물 물리 화학 외국어 체조 등 서양의 학문 체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 , , , ,

뿐만 아니라 윤리 교과목이 가장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개항기의 문헌에 공.

식적으로 윤리가 유교의 윤리가 아니라 서양 학문의 하나인 로 변신한 모습ethics

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령에서 선포한 윤리 교과의 윤리가 유교적 윤리가 아니듯이 수신은 이미,

갑오개혁에서 유교적 수신이 아닌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수신으로 변경되었다.

년 고종은 교육입국조서 를 공포하고 각급 학교를 설립하 다1896 .｢ ｣ 36) 여기에서

수신은 비록 덕성을 함양하고 인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이는,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수신이었다 조선에서의 교육 개혁의.

노선은 년 일본의 교육 개혁과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유교적 질서 속에1880 .

서 수신이 개인의 수양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갑오개혁 이후 조선에,

서 제시된 수신은 존왕과 애국 그리고 신민으로서 국가에 대하는 책무를 강조하,

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수신과 윤리가 유교적 의미에서 탈퇴하여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지칭하는 개념으

로 전유되면서 이러한 용어는 이후 언론에서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

대한자강회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조선에서 윤리가 무엇을 가리

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37) 이 기사는 대한제국이 점차 일본의 침략 정책으로 인

35) 황성신문 년 월 일1900 9 10 . 
36) 소학교교칙대강 관보 제 호, 138 , 1895. 8.15.   
37) 황성신문 잡보 년 월 일. 1906 5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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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너져 가고 있던 당시에 근대적 계약 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사적인 매매 행

위가 빈발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지적하면서 토지거래 시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제

도와 법규를 마련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이다 즉 토지의 불법거래와 사적인 이익.

추구로 인해 사유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풍조에 대해 윤리 를 위반하고 있다‘ ’

고 지적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윤리는 사회윤리 의 의미로. ‘ ’

확장되고 있었다 황성신문 에 게재된 경북 의성군 육 학교 교육가에서는 공자.  
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서양의 학문 특히 사회진화론, ,

과 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민권이 보장되는 문명국가를 지향하면서 사회윤리 의‘ ’

개명을 기대하 던 것이다.38) 새롭게 형성된 윤리는 서양의 새로운 이론을 흡수하

면서 개인의 역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유교적 윤리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8) 황성신문 광고 년 월 일, 1909 2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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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ry's Medicine? Teaching "Local and Global

Shakespeare" in the 21st Century

불행의 의학 세기 글로컬 셰익스피어 교수법? 21 < >

폴 프레스콧 워릭 대학교

Prescott, Paul University of Warwick

Abstract

이 글은 국의 워릭 대학교 와 호주 멜버른의 모나쉬 대(University of Warwick)

학교 간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로컬과(Monash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

글로벌 셰익스피어 의 일부 던 학부생 수업(Local and Global Shakespeares)>

에 대한 단기 사례 연구에 관한 것이다 해당 수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module) .

위한 일종의 모형으로써 제공되었다 첫째 해당 수업은 교양 교육에서 디지털 기. ,

술을 활용하고자 하 다 둘째 해당 수업은 세계적인 저자와 그의 텍스트들을. , “ ”

통해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창조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게끔 하고/ ,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대한 낙관적

인 혹은 희망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글은 셰익스피어 사망 주년을. 400— —
맞아 글로벌 셰익스피어 와 관련된 몇몇 주제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

시작하여 로컬과 글로벌 셰익스피어 수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 < > .

나 이 수업은 년 월 월에야 첫 번째 주기가 끝나므로 원고 마감 시한에2017 10 11 ,‐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번 세계 인문학 포럼의 현장에서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868

1. Shakespeare 400

In 2012, the British Council and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 (RSC)
undertook research into the worldwide teaching of Shakespeare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research was stimulated by the centrality of Shakespeare to
the 2012 Cultural Olympiad that accompanied the staging of the Olympic Games
in London. The conclusions were eye catching: half of the world’s schoolchildren‐
at some point in their educational careers have an encounter with Shakespeare,
ranging on a very broad spectrum from passing acquaintance with some
biographical facts to the more detailed textual study mandated by, for example, the
UK National Curriculum. Politicia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mmediately
simplified the report into arresting soundbites, encouraged by the RSC’s assertion
that “we know that 50 per cent of the world’s children study Shakespeare in the
classroom that’s over 64 million children worldwide”.– 1) But even if one
introduces the basic but vital clarification that the RSC meant to say “half of the
world’s schoolchildren”, the 64m / 50% statistic was highly vulnerable. In 2012
UNESCO reported that “approximately 131 million children of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are currently out of school”.2) At least half of these would
probably never enter school, and a further quarter (c.33m) had left before
secondary level and would be unlikely to have “studied” Shakespeare in any
meaningful sense,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such high rates of educational
attrition. Absent from discussions around the RSC/British Council research was the
question of why the global study of Shakespeare might be a good thing or not.
Implicit in the research was the assumption that the study of Shakespeare is
inherently a good thing for all students in all circumstances; equally implicitly, we
were invited to pity the benighted other “50%” and to see the lack of Shakespeare
in their national curricula as a symptom of under development.‐

This talk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thing inherently virtuous or
valuable in the practice of teaching Shakespeare; indeed, to paraphrase Hamlet, that
there is nothing either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 History provides
many examples of the works of Shakespeare being used in educational systems in

1) See: http://www.worldshakespearefestival.org.uk/about.html [accessed 10 January 2014].

2) Opportunities lost: The impact of grade repetition and early school leaving’,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Global Education Digest, 2012, http://www.uis.unesco.org/Education/GED%

20Documents%20C/GED 2012 Complete Web3.pdf [accessed 12 September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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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enforce social and racial inequality, to support regressive ideologies, and
generally to oppose the kind of progressive idealism this conference seeks to
foster. But the most egregious of these examples including the use of–
Shakespeare by the British in the nineteenth century colonization of India, or by‐
the Nazi regime in German schools in the 1930s and ’40s would appear, one–
hopes, to be behind us.

The abstract for these sessions invited us to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cultural power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s its source, in fact, in Liberal
Arts/Humanities Education”. This year, the four hundredth anniversary of
Shakespeare’s death, therefore seems to be an apposite moment to reflect on the
progressive potential of Shakespeare’s works within the postmodern univers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iberal arts contexts) and in global culture more
generally. At the recent World Shakespeare Congress in Stratford upon Avon and‐ ‐
London, I was struck by how many papers focused on what might be termed a
post national version of Shakespeare, one in which his works and reputation had‐
floated free from British culture or the English language, and seemed to carry little
or no negative historical baggage. Rather, the works acted as a more or less freely
available resource for creative artists of all sorts and from all types of cultural
background. In one panel alone, we learnt of how Shakespeare served as a launch‐
pad for explorations of Mauritian identity in Dev Virahswamy’s tradaptations into
Mauritian Creole; of how Indian filmmaker Vishal Bhardwaj has used Hamlet as a
model for his searing analysis of contemporary Kashmir in Haider; of how the
story of Romeo and Juliet has recently inspired two documentary films by David
Riondino and Alexis Díaz Pimienta, the main purpose of which was not to kowtow‐
to the cultural authority of Shakespeare but rather to share with the world the
astonishing skills of Cuba’s performance poets working in the “national stanza”
and the tradition of the improvised poetry of “repentismo” (“sudden ism”).‐

“Global Shakespeare” is a problematic and contested concept, but most work in
this field seems to me to be based on a set of progressive and hopeful
assumptions: that Shakespeare should not be seen as the preserve of any one
culture or language or performance tradition; that an international and cross cultural‐
awareness of the uses to which Shakespeare is put in different contexts alerts us to
the radical potential of the plays; that the teaching of Shakespeare should
acknowledge, even prioritize, non traditional (often non Anglophone) production‐ ‐
and reception. As a so called “public good”, Shakespeare’s works are characterised‐



870

by their non excludability and non rivalry in consumption. In other words (and‐ ‐
unlike most works of the last few decades for which performance rights usually
have to be paid) his works can, theoretically, be consumed by all without being
depleted. Perhaps the opposite is true: the more often they are used, the more
Shakespeare’s plays grow as a resource of creative capital in the world bank of
culture. These assumptions certainly animate the work of my colleagues on the
“Global Shakespeare” programme at the Universities of Warwick and Queen Mary,
London, whether it’s Katherine Hennessey’s analysis of Shakespearean production
in the Arab Peninsula, Preti Taneji’s on Romeo and Juliet in Kosovo, or Tony
Howard’s on the forgotten histories and vibrant present of British black and Asian
performers of Shakespeare in the UK.

2. Shakespeare through the Portal

The new Monash Warwick undergraduate module “Local and Global‐
Shakespeares” seeks to channel the energy of recent scholarship and practice into
an intensive learning experience for two groups of students separated by 10,535
miles. The module is designed to present thos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examine Shakespearean texts and productions in both local and “global” contexts,
to share particular knowledges, and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local,
regional, national and transnational approaches to the texts. Students are invited to
interrogate the extent to which Shakespeare the “global playwright” in the words–
of the 2012 World Shakespeare Festival can be indigenized, used as a platform–
for local community identity and as a tool to explore contemporary issues of
politics, race, class, gender and culture. A key text will be King Lear. Warwick
students will see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s production of that play in
Stratford upon Avon, a performance that will be filmed and broadcast live (and on‐ ‐
time delay) across the world, thus making it probable that it will also be screened
in Melbourne. There will also be a field trip to a theatrical production in‐
Melbourne. In both cases, students will have a responsibility to report on the
experience of the event to their antipodean peers this will involve not only an–
account of the production’s interpretive choices, design concept, central
performances etc, but also and crucially the wider cultural anthropological– – ‐
contexts of the encounter: what are the conventions of theatregoing in Stratford‐
upon Avon and Melbourne? How does the small town or urban context affect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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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egoing experience? How does theatre architecture frame and inflect audience
response? There will thus be an onus on students to become anthropologists of the
local, to document all aspects of the experience that could not be gleaned from
distance, including some of the “invisible givens” of the events programmes,–
food, foyer spaces, merchandising, etc.

This cultural awareness will be enlarged by a series of paratexts and productions
that will multiply and complicate the meanings of the texts. In the case of King
Lear, we are spoilt for choice. From the last five years alone, we might consider:
1) the UK based company Dash Arts’ current work in progress, an intercultural‐ ‐ ‐
project that draws together a group of actors, each working in their own language,
from a dozen countries across the globe; 2) an indigenous, First Nations 2013
production in Canada, set in the seventeenth century among an Algonquin tribe; 3)
the eviscerating vision of the play found in the Belarus Free Theatre’s production
(2012 ), a version that powerfully explored the themes of tyranny, land and‐
homelessness, performed by a cast that is itself, for political reasons, homeless; 4)
The Shadow King (2013 ), an adaptation by Melbourne based company Malthouse‐ ‐
Theatre that depicts the destructive effects of mining royalties o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families (the cast and crew of this production thanked their
“Elders for guiding and advising correct public displaying of their culture and
identity”; 5) Philippa Kelly’s The King and I (2011), a fascinating memoir which,
as Kelly writes, charts the ways that: “Australia and King Lear have become
entwined in my reflections as a kind of furniture for the mind, by means of which
I’ve come to orient myself and my memory [ ] This book is more than an…

individual story: it is also my take on a tale of national identity, of a country’s
wit, crises, and, at times, shame” (1).3)

While the last two examples have the most immediate purchase on the central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akespeare and Australia, all five examples
will complicate the ways in which both sets of students view both the play and the

3) Dash Arts’ Lear: http://www.dasharts.org.uk/events/kinglear.html. For the Algonquin Lear, see
https://englishumf.wordpress.com/2012/06/13/an indigenous king lear/for a full and appreciative‐ ‐ ‐
account of this production. For an informed and sympathetic review of the Belarus Free

Theatre’s Lear, see: http://globalshakespeares.mit.edu/blog/2015/08/17/shakespeares shadow‐ ‐
the belarus free theatres king lear at the globe/. The quote relating to‐ ‐ ‐ ‐ ‐ ‐ ‐ ‐ The Shadow King can be

found at: https://www.barbican.org.uk/theatre/event detail.asp?ID=17960. Philippa Kelly,‐ The
King and I (London: Continuu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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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f the RSC. The “Concept Note” to this panel describes the current crisis in
the humanities as resulting from a “lack of humble introspection on the nature and
limits of human kind; it was myopic desire that rendered humanity blind to a
broader view of the world and human history as a whole.” No play of
Shakespeare’s is more concerned with myopia and blindness than King Lear. By
considering productions created by aboriginal peoples in Canada and Australia, or
by a politically persecuted and homeless company such as the Belarus Free‐
Theatre, students will perforce be exposed to “a broader view of the world”
through the prism of Shakespeare’s text.

This informed critique of the work of “local” Shakespeare companies and
introduction to a range of other possible Lears will be followed by the students
themselves devising creative responses to Shakespearean texts. These responses
might take the form of a short film or the pitch for a conceptual production or a
sample scene from an adaptation. They will address some of the module’s core
preoccupations:

How might Shakespeare’s play texts be made to speak differently for “local”‐
audiences, whether the location is Melbourne or the English midlands, in 2016?
How might the texts be interpreted differently in order more fully to represent
current concerns or regional/civic identity?

As the dissemination of performance across cultures and technologies will be a
key consideration of the module, students in both domains will work together in
real time on practical performance exercises and share the development of their
creative projects. This real time and face to face component of the module is made‐ ‐ ‐
possible by use of an “International Portal” in each institution. These rooms have
a very large full HD screen at the front (and a smaller one at the rear) of the‐
space the “portal” along with multiple microphones embedded in the– –
environment. Both rooms have flexible furniture and matching décor designed to
create a shared sense of space on either side of the digital connection. Sessions
take place early in the UK morning/late in the Melbourne afternoon. Several cross‐
institutional modules have been piloted in the last few years between Warwick and
Monash, generally taking as their theme an inter disciplinary concept (e.g. “Forms‐
of Identity”). These have generally succeeded at the very least in offering students
“an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out the expense of travel”; at best “Portal
Pedagogy offers a hybrid model that seeks to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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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and student exchange programmes in order to offer a flexible, meaningful,
and globalized learning experience”.4)

* * *

At the time of writing, the first iteration of the module is some weeks away. But
here as a hostage to fortune are some of the hopes and ambitions that have– –
inspired its creation:

1) that students’ “zones of proximal development” (Vygotsky) will be stretched
through contact with peer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nd that seeing
Shakespeare through each other’s eyes will create both an appreciation for and
critical distance from the authority and prestige of otherwise privileged local
productions.

2) that students will quickly move beyond inherited or “commonsense” platitudes
about Shakespeare’s universalism his vaunted and transcendent ability–
somehow to speak for all peoples and for all times toward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ways in which people, in a varie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moments, have used Shakespeare to make their own meanings for their
own local purposes. Shakespeare’s “universalism” is to be actively interrogated
not passively accepted, the starting point not the conclusion.

3) that students are not merely consumers but are also producers of Shakespeare.
If the RSC or Bell Shakespeare fail to create versions of King Lear that pulse
with relevance or energy or idea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ext generation
to make the play speak urgently to contemporary concerns.

In offering this module as a possible template for future practice in the liberal
arts and humanities, I do not wish to over emphasize its novelty (there are many‐
precedents for this kind of inter cultural pedagogy), nor do I wish to underestimate‐
its pitfalls and shortcomings, whether material or philosophical. In terms of
material resources, the module depends on quite advanced technology; while the

4) Nicholas Monk, Sarah McDonald, Sarah Pasfield Neofitou, and Mia Lindgren, “Portal Pedagogy:‐
From interdisciplinarity and internationalization to transdisciplinarity and transnationalization”,

London Review of Education, 13:3 (December 2015), 62 78: 62. For a illustrative list of–
modules offered by the Institute of Advanced Teaching and Learning (IATL)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many of them delivered in conjunction with Monash University via the International

Portal, see: http://www2.warwick.ac.uk/fac/cross_fac/iatl/activities/modules/ug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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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outlay for this technology might be relatively minor for many institutions in
the developed world, it might of course be challenging if not prohibitive in other
regions and contexts. Philosophically, the module might be culpable of exactly the
quasi bardolatrous brand of Shakespearean exceptionalism outlined in the opening‐
of this paper, namely: the implicit assumptions of Shakespeare’s preeminence and
the accompanying belief that the study of his works is inherently a good thing for
all students in all circumstances. But, as I hope I have shown, teaching
Shakespeare “with purpose” (cf. the recent book of that name by Thompson and
Turchi) as both a local and global playwright offers a very different intellectual
and cultural experience than some more traditional, text centred pedagogies. It is‐
also clearly the case that Shakespeare need not be the organizing theme of the
module and that the portal model is transferable to any number of topics in the
humanities.

The brief for this panel described it as an “urgent task for Korean intellectuals
to rehabilitate [the liberal arts] tradition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y”. The
module offers one model for this rehabilitation. It will inevitably fall short of the
heights of its aspirations.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Or, as the
imprisoned Claudio reflects in Measure for Measure: “The miserable have no other
medicine / But only hope”, and it is with cautious optimism that I look forward to
sharing an update on the module’s progress with colleagues in late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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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Why should we read classics or study classical

scholarship ?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며 고전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파울 슈베르트 제네바 대학교

Schubert, Paul University of Geneva

Abstract

단어 역사 철학 희곡 시 혹은“history( )”, “philosophy( )”, “theater( )”, “poetry( )”

정치 를 고찰해보자 이 모든 단어들은 년 전 그리스인들과 로마인“politics( )” . 2000

들에 의해 확립된 개념에서 유래하 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이 같은.

경로를 따라 발전해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전 문학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그것이 타 문화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찰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사례들은 그리스로마의 정체성이 타자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

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전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

돕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아이네이아스 와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 의 조우(Aeneas) (Queen Dido of Carthage)

는 성공적이지 못한 대외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자 깊은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실패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중동을 떠나 유.

럽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이야기는 새로운 중요성을,

얻게 된다 즉 고전학은 수 세기 동안 존재해왔던 텍스트들로부터 새로운 감을. ,

얻으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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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수의 고대 저자들로부터 다양한 텍스트들을 물려받았으며 그중 오직,

일부만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로마 제국에서 활동했던 그리스인 의학.

저술가 던 갈레노스 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갈레노스의 저작들은 수 세(Galen) .

기동안 필사되었으나 여전히 완전히 활용되지는 못했다 네로 황제. (Emperor Nero)

의 아내 던 포페아 사비나 를 신격화한 단편적인 시는 우리가 연(Poppaea Sabina)

구해야 할 새로운 텍스트들이 아직 전부 소진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로마 궁정의 일면을 보여줄 뿐더러 어떻게 고전학자들,

이 타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화두를 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야만 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Introduction

Setting the stage

One hundred years ago, it was widely accepted among European elites that
anyone who wished to hold a position of some importance in society had to
devote time to the so called Classical Studies. In other words, he or she had to‐
learn the Latin and the Greek languages, and had to read numerous texts which
had been written in Italy or in Greece roughly two thousand years ago. What was
the rationale behind this strange behaviour ? It was claimed that the texts of
Ancient Greece and Rome carried some universal values which constituted the
basis of a common culture that could be adopted by the world at large. This may
have been right to a certain extent, at least a century ago, and there is still a
degree of truth in this assessment ; but we now live in a different world where the
study of Classical Studies is simply not defensible along the same lines as before.

In the next twenty five minutes, I intend first to try and define what we mean‐
by Classical Studies. I shall then underline the importance of mediation in this
field, before moving to a set of concrete examples that will illustrate the relevance
of such studies in our present world : when you come to think of it, our existence
is not as remote as it seems from the lives of the Greeks and Romans of ancien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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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Classical Studies ? 
An attempt at defining the fiel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at different periods, we can witness the birth of
new civilizations that emerge, develop and then recede, leaving room for other
communities to start something new. In this process, the peoples that lived on the
northern and eastern coasts of the Mediterranean Sea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During the second millenium before the Christian era, Greek and Italic peoples
settled in the region where they still live nowadays. In the 8th century BCE, the
Greeks borrowed from the Phoenicians a system of writing the alphabet which– –
they adapted for their own purpose ; the Romans then adapted from the Greeks
their own system of writing.

For the Greeks, this inven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because it means that,
gradually, they will switch to a way of thinking that will rely more and more on
written texts. In the fifth and fourth centuries BCE, we can observe the emergence
of one Greek city in particular, Athens, where thinkers from many parts of the
Greek world converge. This is basically the time and place when several
fundamental words are coined by the Greeks : « history », « philosophy »,
« theatre », « poetry » or « politics », to name only a few of the most outstanding
cases.

This is of course not to say tha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no one was
thinking along the same line. The Greeks, however, were among the first to define
such concepts in a systematic way, and it so happens that their own terminology
was taken up by their successors who were able to impose their power and their
outlook onto other groups around the world. The Romans, for one, are the direct
heirs to the Greeks.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outcome of this long process is that the Greeks
and the Romans have produced a huge amount of texts that were, at least in part,
copied by hand through the centuries till the invention of printing made the
dissemination of these texts much easier. Printing is only one of the many
technical innovations that enabled European countries to impose their power on
vast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Being the heirs of the Romans and of the Greeks,
the Europeans naturally cherished the study of those texts that constitute, to a large
extent, the basis of their wa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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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istorical development enables us to better understand what Classical
Studies are : they consist in the close study of texts produced by the Greeks and
the Romans in a distant past. To this should be added the study of all artefacts
that were retrieved from archaeological sites : buildings, vases, jewelry, sculpture,
gravestones etc. Although some aspects of the Graeco Roman past remain obscure‐
to us, we nonetheless possess an incredibly precise knowledge of a civilization that
flourished two or three millennia ago.

Why should I take up Classical Studies in the first place ? 
This is about discovery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the Greek alphabet was borrowed from the
Phoenicians in the late eighth century BCE. This was not the first system of
writing used by the Greeks, but its advantages over an older system were so
obvious that it became an almost instant success. The eighth century is also the
period when the Greeks started establishing the model of the polis, i.e. the Greek
city, best exemplified by Athens in the fifth century.

Any beginner in the field of Classical Studies will thus be confronted with two
different kinds of writing : on the one hand, the Latin alphabet as we know it
nowadays, which will enable him to read Latin ; and the Greek alphabet, for Greek
texts. In a nutshell, these two alphabets are a metaphor of what Classical Studies
are about : we still follow the Latin system of writing nowadays in many parts of
the world ; the Greek alphabet is in use in modern Greece, and it was adapted for
the Russian language more than a thousand years ago. Therefore, a beginner in
Classical Studies is at once confronted with some familiar elements, but also with
differences : the writing is similar, yet not identical.

When it comes to learning the ancient languages, anyone trained in an European
languages will immediately recogniz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same
applies to the contents of the texts which he will then be able to read : they
display numerous elements that seem familiar to us, although many things have
evolved and become somewhat different.

In other words, Classical Studies are a kind of mediation between what is
familiar and what is foreign to us. They are a way of thinking, a tool for taking
a critical distance, for recognizing what belongs to us and what constitut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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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with our usual environment. They may not help you directly to produce
a better refrigerator, or to heal a patient suffering from diabetes, but they will
certainly help you to deal with complex situations, with subtle social interaction,
and with concepts that go beyond black and white.

Dido and Aeneas

Why does this matter to us today ?

Let me now focus on a concrete example that will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why Classical Studies are still relevant to us, although they pertain to events that
are roughly two millenia old. We shall recall a well known story, that of Dido,‐
queen of Carthage, and of her lover Aeneas.

This story was told most famously by Virgil, a poet of the late first century
BCE, in the context of the early Roman Principate. The man who was to become
Emperor, Augustus, had a firm grip on power in Rome, and at that time Virgil
composed a poem about the origins of Rome.

The poet takes you back to the time when, after the fall of Troy (in present day‐
Turkey), Aeneas was forced to flee his homeland, not knowing where his ship
would take him. There is already a tragic irony when we think of all the people
who, in the past few years, were forced to abandon their country with the hope of
finding safer conditions in Europe. Aeneas eventually lands in Italy, where his
descendants will found the city of Rome. On his way, he makes a stop in
Carthage, a city located in present day Tunisia. There, he is hosted by a lovely‐
queen, Dido, to whom he tells the story of the fall of Troy.

This stop in Carthage almost prevents Aeneas from continuing to Italy for the
gods make the couple fall in love. Forced to seek refuge in a cave during a storm,
the Trojan prince and the Carthaginian queen spend a delightful moment which I
cannot describe here (Virgil himself does not give us much detail on this). The
immediate outcome is that Dido is now madly in love with Aeneas, whereas he
would be quite happy to stay, but the gods urge him to leave. In spite of the
queen’s resistance, Aeneas sets sail with his companions, leaving Dido behind. In
despair, she commits suicide after having thrown a curse on her untrustworthy
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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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ay wonder why I am telling you this story, and where this is going to
take us. Any student of Classical Studies knows that, in most stories of this kind,
when a couple has sex together, the woman bears a child ; or else, if we consider
the mechanism of narration, it would make no sense to mention the affair. What
has happened here ? We do not know if Dido has become pregnant through her
union with Aeneas, and for sure she is dead before this issue can become relevant.
This brief encounter does not produce any child. What does the poet want to tell
us ?

Virgil, while celebrating the origin of the Roman people, also remembers that,
between the third and second centuries BCE, Rome was at war with its powerful
neighbour, Carthage. This war nearly brought the Romans to their knees. They
nonetheless prevailed and ended up destroying Carthage in 146 BCE. Coming back
to Dido and Aeneas, we can see that this failed romance is a metaphor of another
failure, namely the relationship between Rome and Carthage. Virgil recalls some
events long past, but he is also performing a political act. And not only does he
give a symbolic account of the war between Rome and Carthage : his poem is also
about legitimizing his master’s power over Rome. Augustus, son of Julius Caesar,
is presented as a remote descendant of Aeneas, who himself is the son of a
goddess, Venus. Thus Caesar and Augustus can claim the divine protection of a
Roman goddess.

Lastly, the parallel between Aeneas the refugee who flees from his homeland
and seeks a new future elsewhere will not have escaped your attention and invites
a broader reflection on what we consider as our identities : are Europeans the heirs
of the Greeks and of the Romans ? Am I the descendant of exiles, or of those who
hosted the exiles ? Whether we like it or not, the present political discourse around
the burning question of refugees arriving in Europe is loaded with many
preconceptions that go back to our mythology.

As this story shows, Classical Studies can bear on poetry, but they also offer an
instrument that allows us to understand political messages. When we teach a
student to read Latin poetry, we instruct him to go beyond the simple act of
reading, and to reflect on the way we pass on messages that have a bearing on
past times, and also on the present. In other words, this is an exercize in analysis
and communication. The difficult part will be to show our students how they can
translate this skill into something that they will use in their professional lif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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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fessional life may well be quite remote from Latin poetry : it could be
associated with teaching, with the media, with cultural activities, with
administration, politics or even diplomacy.

Have we depleted the stock of Greek and Latin texts ? 
Another example based on the sad story of Poppaea Sabina, deceased wife of

Emperor Nero

Now, one could easily claim that Classical Studies do not matter anymore
because we have depleted the stock of Greek and Latin texts. After all, Virgil’s
poem was already scrutinized two centuries ago ; why bother with the effort
nowadays ? As the parallel between Aeneas and our present day refugees shows,‐
however, we must bear in mind the fact that each generation reads ancient texts
with new spectacles : what we see in Virgil is not necessarily what our forebears
could perceive.

The amount of Greek and Latin texts is such that, even if we consider only
those that have actually been published, there are many unexplored corners in
ancient literature. Admittedly, the whole of the Greek and Latin corpus will easily
hold on a USB key which I can carry in my pocket. Of the hundreds of Greek
texts, however, who can claim to have read more than a few works written by, for
example, Galen, one of the most important medical writers of ancient times ? And
who knows that he is the most prolific authors, taking up an eighth of the whole
space occupied by the preserved Ancient Greek literature ? The printed edition of
his works is made of twenty three thick volumes in fine print, available with only‐
a Latin translation. In other words, without a decent training in Greek and Latin,
Galen is virtually not accessible to the reader, except for a tiny selection of his
writings.

As if this were not enough, new texts are still being discovered, which add to
the existing corpus. Galen once more ! provides us with a striking example :– –
about ten years ago, a French team of scholars rediscovered and published a
treatise written by Galen which had been completely lost for centuries. It had been
copied on a manuscript that was forgotten in the library of a monastery in Greece.

Let us now leave Galen aside : scientists publish year after year new Greek and
Latin texts recovered from papyrus scraps that were retrieved from the Egyp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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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This corresponds to my own field of specialization. This mass of papyri is
made up for the most part of documents from the daily life of the population,
which consisted in Graeco Egyptians living within the Roman Empire. Apart from‐
their daily business, those people also read books, some of which were not
transmitted later by copyists of the Byzantine period. We therefore often come
across papyrus fragments belonging to texts that are totally new to us.

Such was the case with the remnants of a page from an ancient book, in a very
bad state of preservation. Having deciphered what was still legible, the editor of
the text (myself !) found that we were dealing with part of a previously unknown
poem about an apotheosis. Apotheosis is the technical word for the transformation
of a mortal into a god or a goddess. At the time of the Roman emperors, it was
believed that members of the imperial family could, after their death, join the gods
in heaven and become immortal. In this fragmentary text, the name of emperor
Nero appears several times, but he is not the person who undergoes apotheosis : it
is a young woman who appears to be heavily pregnant at the time of her death.

This riddle can be solved by a reference to a Roman historian, Tacitus, who
gives his version of the fate that befell one of Nero’s three successive wives :
Poppaea Sabina was pregnant when her husband, in a fit of rage, allegedly gave
her a violent kick in the belly which killed the poor woman, and indirectly also
the child she was carrying. The new poem provides us with a version where the
woman, most probably Poppaea Sabina, is fetched by a goddess, Venus
(Aphrodite), who takes her on her chariot to heaven, where she is seated among
the gods.

What does this new text tell us ? First, that Tacitus’ account does not necessarily
convey the whole truth about Poppaea Sabina’s death. Perhaps Nero’s cruelty was
overplayed by the historian ; or perhaps, conversely, the poet tried to sweeten
things up for the emperor, who may have committed a serious blunder by beating
up his wife.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awkward situation, we could look
for parallels of such a process of apotheosis among Roman emperors. The best
parallel is in fact a parody : the Latin author Seneca wrote a short treatise under
the title Apocolocynthosis, meaning the changing not into a god, but into a …

pumpkin ! In this text, Seneca ridicules Nero’s predecessor, the emperor Clau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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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time of his death. Now, for a parody to work, one needs a serious model
in the first place, so that one has something to parodize. Such a model does not
exist, or perhaps I should say did not exist till the publication of the fragmentary
poem on Poppaea Sabina. This battered piece of papyrus offers us a missing link,
as it were, for the parody of an apotheosis as written by Seneca against the
emperor Claudius. It seems that, when a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died, poets
could seize the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changing of the deceased into a god or
a goddess. This is precisely what the author of our poem must have done for
Poppaea Sabina.

This brings us to the central question : why does it matter to study such a text,
and more generally what is the relevance of Classical Studies nowadays ? It must
be stressed that Classical Studies are not an isolated field of investigation : they
are one area of an extended network of sub fields which constitute what we call‐
the Humanities. This means that Classical Studies are relevant, first and foremost,
when they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other sub fields. In the case of Poppaea‐
Sabina, historians will use this new source to reconsider the stern judgement that
was passed on Nero : all things considered, perhaps Nero was not the cruel maniac
depicted by Tacitus. A historian alone could, in most cases, not have deciphered
this very difficult papyrus. He needs the help of other scholars with some
specialized competence in transcribing, editing and translating ancient texts on the
basis of an original papyrus. In other words, Classical Studies matter only
inasmuch as they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st of Humanities. Likewise,
musicologists and specialists of modern literature will also find some interest in
discovering this new fragment on Poppaea Sabina because this theme, made
popular by Tacitus, was taken up in 1642 by Claudio Monteverdi in his opera
called The Crowning of Poppaea.

Conclusion

Classical studies as a tool of differenciation

Classical Studies have contributed to transmitting a set of values that are of
interest to numerous people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y should not, however,
be considered as a tool for setting universal standards or for justifying old ways of
thinking. On the contrary, they allow a kind of critical approach to many concepts
because they allow us to examine various questions with a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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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scholars are trained not only to perceive the similarities with our
present world, but also the differences, and they know how to manage the
medi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This is a tremendously useful tool for
negociation, for identifying ways of thinking and for seeking solutions between
people who do not necessarily agreee from the outset. Classical Studies are also
about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our past, our present and our future.

We all have a desire for a comfortable life, but a comfortable life will
presumably not make everyone fully happy : we need to address important issues
that are at the heart of the human condition, and for that purpose, Classical studies
are a relevan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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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Humanities Educ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ies

in China

중국 외국어대학의 인문교육

김기석 상해외국어대학교

Jin, Ji-Shi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Abstract

The essence of humanities education is teaching students about humanities; its
ultimate goal is educating people. Therefore, humanities education can not only
benefit students, but also shape the nature of higher education, propel social
progress and define the future of a nation. The sense of mission of China’s
humanities educators can be found in an ancient adage that argues "a teacher
should cultivate morality, impart professional knowledge and dispel doubts".
Expanded inan age of ideologic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the West,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modern China developed its own tradition of practicing
humanities education with a focus on Chinese realities. Unfortunately, such
tradition failed to take roots in New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founded
in 1949).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ies went through many twist and turns to
find the best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y moved away from a
state-controlled system towards a market-driven system, but they still fall short of
the goal of teaching students about moral values. Both the state-controlled system
and market-based system focused on producing employees that can play "functional
roles"as demanded by the economy. There has been no fundamental improvement
on the situation where the spirit of humanities is underappreciated or even lost. It
has become the common aspirations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ies to reflect
on the promises and pitfalls of humanities education and redirect focus on a higher
purpose of humanities educ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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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educ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ies in China, discovers the
issues and causes behind it, and then discusses potential solutions as well as future
trajectories of China’s humanities education.

들어가기 중국 인문교육 전통에 대한 회고1. :

중국의 전통적 교육 사상은 서구 교육의 비판 의식과 자유 정신 사상적 독립성,

이 결여되지만 서구 교육과 마찬가지로 줄곧 인격과 인품 덕성 수양을 교육의 주, ,

지로 삼고 인성 교육과 전인 교육을 창도하 다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 ’ ‘ ( )’ . ‘ , ,全人

친민 재지어지선 이것은 대학 의 삼강, ( , , , )’, < >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

팔목( )’三綱八目 5) 중의 강령이기도 하고 유학의 수세립교 의 목표이기‘ ( )’垂世立敎

도 하다.6)

중국 근대 조기의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의 인문교육1.1

중국에서 최초의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은 년에 설립된 경사동문관1862 (京師同

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에 상해광방언관 광주광방언관) . ( ,1863), (文館 上海廣方言館 廣

호북자강학당 역학관 등 외국,1864), ( ,1893), ( ,1895)州廣方言館 湖北自强學堂 譯學館

어 교육 기관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당시의 외국어 교육 목적은 청나라 정부의 이. ‘

이치이( )’,以夷治夷 7) 중체서용‘ ( )’中體西用 8)의 양무운동 지침에 따라 서구의 선진

적인 군사 기술과 기계공업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수요되는 통번역 인재를 양성하

는 것이다.9) 이러한 실용주의 인재 양성 목표 아래 유학위본 서학위말, ‘ , ( ,儒學爲本

주장은 당시 외국어 교육의 근본 원칙이었다 역학관에서는 전문 인륜)’ .西學爲末

5) 삼강 대학의 교육 목적은 밝은 덕을 밝게 하는데 있고 사람들의 인품과 덕성을 언제나 새롭게 하는데 있:

으며 최종에는 지극히 선한 최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다.

6) 근대에 들어서서 서양 학문의 유입과 함께 현대 교육이 흥기할 때 유신변법 의 선구자인 양계초, ( )維新變法

는 중국과 서구를 관통하는 지인용이 겸비하는 인재 를 양성해야( ) ‘ ( , )’梁啓超 中西貫通智仁勇竝存之人才

한다고 하 고 저명한 교육가 채원배 는 북경대의 사상자유 겸용병포 의, ( ) ‘ , ( , )’蔡元培 思想自由 兼容 包并
건학 이념을 제기하 다.

7) 오랑캐의 것으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8) 중국의 것을 본체로 하면서 서양의 것을 이용한다.

9) 이는 중국의 전통 학문인 유학을 주체로 하고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서구의 선진 기술문명을 이용한다는 사

상이다 한국 구한말의 동도서기론 일본의 화혼 양재 와 동일한 실용주의 사. ‘ ( )’, ‘ ( )’東道西器論 和魂洋才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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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목을 설치하고 송명청 각 시대의 유가 학설을 강의하 는데 그 목적은 공· · ‘

맹의 도를 본받아 외인의 행위 도덕에 미혹되는 것을 피면한다.’( ,宗法孔孟之道避

는 것이다 동치 년 년 에 경사동문관은 고등학당) . 4 (1865 ) (免外人行爲道德所惑 高等

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당시 학년의 교과 과정표를 보면 이미 현대 일반) . 1-8學堂

교육의 초기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10)

옛 중앙대 외국문학학과의 인문교육1.2

세기 초엽 중국 전통 사회의 변혁 신문화 운동과 더불어 중국 사회에 신20 , , 5·4

식 대학교 교육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의 전통 국학 사상과 서구 현대 교육 사상.

이 서로 융합되는 가운데 당시의 대학교 외국어 교육은 중국과 서구의 문명을 관,

통하는 일반교육 과정과 인문 정신의 양성을 아주 중요시하 다 과거 단순히 학. ‘

이치용 만 강조하던 실용주의 학풍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 다 아래는( )’ .學以致用

년대 옛 중앙대학교 지금 남경대학교의 전신 문학원 외국문학학과의 설치 방1920 ( )

침이다.

첫째 외국어의 기본 및 실제 연습을 중요시하고 읽기와 쓰기 번역 능력을 증진,

시킨다.

둘째 외국 문학 작품을 강의하여 감상과 비판적 능력을 키우며 우아한 문예 사,

상을 흡수시켜 상호 배우고 연구하게 한다.

셋째 각 나라 문학과 민족 사상의 표현을 연구하여 독립적으로 정진하는 정신,

을 분발시키며 중국 민족의 의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 .宣達

교과 과정에서 중국 문학사 강요 중국 문화사 인생의 형식 구미 문학 비평과, , ,

미학 등이 필수 과목이고 그 외에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나 다른 학과에서 개인 취,

향에 따라 인문학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청화대 외국어학과의 박아지사 교육1.3 ‘ ’

유명한 학자이자 교육가인 오 은 년에 청화대 외국어학과 주임으로( ) 1926宓吴

10)경사동문관에서는 전반 학기에 언어 문자와 외국의 역사 지리 지식을 강의하고 후반 학기에는 자연과학대(

수 기하 미적분 화학 천문 지리 등을 강의하 다, , , , , ) ( 2004: 16-22).付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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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 학과 창립 총칙에서 아래와 같이 가지 인재 양성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5 .

첫째 박아지사 가 되다, ‘ ( )’ .博雅之士

둘째 서양 문명의 정신을 이해하다, .

셋째 서구 문학의 명저를 숙독하고 서구 사상의 조류를 숙지하여 국내에서,

국 독일 프랑스 등 각 나라의 문학을 강의하는 일을 능히 유쾌하, ,

게 담당한다.

넷째 현대 중국 문학을 창조한다, .

다섯째 중국과 서구의 정신과 사상을 융합통달하여 상호 소개하고 전파한다, · .

이것이 바로 외국어 교육에서의 인문 교육 범식 이라고 할 수 있는 박아지( ) ‘範式

사 교육관이다 박 은 학술적 경지이고 아 는 사상적 경지이며 박아 는 하나의’ . ‘ ’ , ‘ ’ , ‘ ’

인격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청화대 외국어학과는 기초 단계 대학교 학년. ( 1 )

에서 주로 일반교육을 한다.

서남연대 국문학학과의 일반교육1.4

년대 서남연합대학교의 외국어 교육도 인문교육을 중심으로 한 일반1930-1940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이다.11) 서남연대 국문학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학,

철학 및 사회과학 과정을 두루 겸하여 배울 것을 요구하고 또 외국어 과정에서는,

경전 과 고전 이 큰 비중을 차지하 다 개의 과목 중에서 문 이외( ) ( ) . 20經典 古典

에 국문 중국문학사 서양통사 철학개론 경제학 생물학 등 과목을 개설하 다, , , , , .

이 과목들 중에서 문학 과목 외 나머지 개 과목은 모두 필수 과목이다19 .12) 독립‘ ,

자유 민주 라는 서남연대 정신이 대학교 교육 전반을 관통하여 양진녕 이, ’ ( ),楊振寧

정도 황곤 유동생 엽독정 등 수많은 걸출한 인재( ), ( ), ( ), ( )李政道 黃昆 劉東生 葉篤正

를 배출하여 세계 교육사의 기적 이라고 불리고 있다‘ ’ .

11)국립서남연합대학교는 항일 전쟁 시기 곤명에 창설된 종합 대학교이다 년 월 국립북경대학교 국. 1938 4 ,，

립청화대학교 사립남개대학교와 호남성 장사에서 창립된 국립장사임시대학교가 서쪽으로 옮겨 곤명에 오면,

서 합병하여 국립서남대학교로 불리게 되었다.

12)북경대학 도서관학과의 관이한 부교수의 회고 또 서남연대 국문학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진( ) ,關懿嫻
가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학과의 과정은 당시 미국하버드대 국문학학과의 과정 설치를 참조하( ) ,陳嘉

다고 한다( 2004: 64).付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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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 시대 외국어대학의 인문교육 곤경2.

안타깝게도 중국의 전통적인 인문교육 사상은 년 후의 중국에서 제대로 계1949

승되고 발전되지 못하 다 빙동삼척비일일지한. ‘ ( )’氷凍三尺非一日之寒 13)이라는

말과 같이 오늘 날 외국어대학의 인문교육의 결여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이 아니다 계획경제 체제 아래에서 중국의 외국어대학은 국가의 지령성. ( )指令性

계획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여야만 하 다 특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정.

치운동 속에서 인문교육은 전례 없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구소련 교육 모델의 답습과 외국어대학의 전문화2.1

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되고 국가의 경제 복구 건설이 시작되면서 거1949

의 붕괴 상태에 빠진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시 국가 건설에

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때 전문적인 외국어대학 교육도 국가 경제 건설.

과 대외 교류의 수요에 따라 생겨났다.14) 그 당시의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모두,

구소련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외국어에서도 러시아어가 국가 차원에서 우선 발

전시키는 제 외국어 또는 유일 외국어로 되었다1 .

년 이래 전국에서 러시아어 번역사나 통역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어1952

전문대 개가 잇따라 창립되었다7 .15) 그 때 구소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인재 양성 방안은 철두철미한 계획경제 특색과 전문화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전‘ ’ .

국에서 교재와 시험 그리고 교육 순서를 통일시키고 인문학과에 소속되었던 외국,

어 교육을 행위화16)하고 기능화하 다.17) 그 결과 인문교육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

육 과정은 완전히 대학 교육에서 사라지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초와 중국 혁명, ·

사 정치경제학 등 정치이론 과정이 모든 학교에서 확고부동한 공동 교양 과정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13)삼 척 두께의 얼음은 하루의 추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4) 전문적인 외국어대학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발전시키면 국가로 하여금 재력과 물력 인력을 집중하여 짧, ,

은 시일 내에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수요되는 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다.

15) 이 개 전문대학은 북경러시아전문대학 상해러시아어전문대학 하얼빈러시아어전문대학 심양러시아어전문7 , , ,

대학 서남러시아어전문대학 신강적화러시아어전문대학이다 이 전문대학들이 확대되거나 다른 대학과 합, , .

병되어 북경외대 상해외대 사천외대 서안외대 등 외국어대학대학교으로 발전하 다. . , ( ) .

16) 반복 연습.

17) 교수의 중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가지의 기능 훈련: , , , , 5



890

교육대혁명 문화대혁명 과 인문교육의 붕괴2.2 ‘ ’, ‘ ’

년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에서 교육은 무산계급정치를 위해 복무하고 교1958 , ‘

육과 생산노동이 결합해야 한다 는 방침을 제기하고 전국적으로 소위 교육대혁.’ ‘

명 을 발동하 는데 이는 중국의 외국어 교육에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외’ .

국어대학에서도 교육 과정에서 무산계급 정치 와 생산노동 을 기본 고리로 하게‘ ’ ‘ ’

되었고 교육 내용에서 소위 편문 서사어에 치우침 편고 고전에 치, ‘ ( , )’, ‘ ( ,偏文 偏古

우침 중문경어 서사어를 중요하고 구어를 홀시함 하는 경향을 비판)’, ‘ ( , )’重文輕語

하고 서구문학체계 를 비판하 다 그리하여 외국어 교육에서 문어 교육과 고전‘ ’ .

교육 그리고 외국문학 교육이 거의 취소되었다 또 학생들이 교재 편찬에 참여하, .

거나 정치 내용이나 정치 번역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교육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외국어 원문과 원저가 거의 없어지고 많은 강의 내용.

은 정치 활동과 생산 노동으로 대체하기도 하 다 외국어 교육은 무산계급정치를.

위해 복무하는 수단과 계급투쟁의 도구로 전락되어 얼마 남지 않은 인문교육 전통

의 여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년 월에 출범된 외국어교육 년기획요강 에서 교육대혁명 의 교훈을1964 10 < 7 > ‘ ’

총결하고 러시아어 위주의 교육 체계를 바로잡고 학교 교육에서 어를 제 외국1

어로 확립하고 통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대학을 창립하거

나 증설하 다 그리고 학생들의 외국어 기본 능력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학생. ‘

들로 하여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능력과 중국어 표현 능력을 갖추, , , ,

게 하며 언어 대상국의 현황 역사 지리 문화와 풍속 습관을 알고 일정한 기본, , , ,

적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한다 는 방침을 제기하 다 이 방침은 비록 교육대혁명.’ . ‘ ’

의 과오를 바로잡고 중국어 표현 능력과 대상국의 문화적 요소를 모두 교육 내용

에 망라시켰지만 잘못된 주장도 적지 않았다 계속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소위 자.

산계급 문학 교재를 비판하 으며 교재에 정치 내용을 증가하고 고전 문학 작품

의 분량을 줄 다.

년에 시작하여 년이나 지속된 문학대혁명 은 중국의 외국어 교육에 더욱1966 10 ‘ ’

파멸적인 재난을 가져왔다 년부터 년까지 외국어는 소용없다 를. 1966 1970 ‘ ’, ‘abc

배우지 않아도 혁명을 할 수 있다 라는 유설이 기승을 부리고 정규적인 외국어 교’

육이 거의 붕괴되었다 비록 년부터 년까지 일부 외국어대학 교 에서 신. 1971 1972 ( )

입생 모집을 시작하 지만 공농병 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관리하며 대‘ ( ) ,工農兵

학을 개조한다 는 구호 아래에서 삼불고 삼불고 입학할 때 입학 후 졸업할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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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시험을 보지 않는다 제도를 실시하고 교수 내용도 모두 정치 구호로 대체되.)

었다.

개혁개방 이후 외국어대학의 인문교육 현황3.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후 년 동안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계급투쟁 중심30 ,

에서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환하 다 중국의 외국어 교육도 전례 없는 비약 발전.

단계에 들어섰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몇 백만 명의

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 다.18) 하지만 성적과 공헌 뒤에는 위기와 위험이 잠

복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문교육의 장기적인 결여이다 외국어대학교 인문교육. .

의 결여 원인은 주로 시장경제의 충격과 이에 따른 인재 양성 목표의 실용주의에

서 찾아 볼 수 있다.19)

시장경제의 충격3.1 20)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대학교의 인재 양성 목표는 시장과 직접 연관,

시키게 되고 기능을 중요시하고 인문을 홀시 하는 공리주의가 학교에 만연되기‘ ’

시작하 다 여러 대학에서는 취업 요구에 따라 소위 적응성 있는 새로운 전공을. ‘ ’

증설하고 실용성 수업의 비중을 높 으며 인문수업은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

만 인 쓸모없는 수업 으로 간주되었다 많은 지성인들은 사회 인문정신의 퇴폐화’ ‘ ’ .

18) 현재 중국에서 외국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국립 대학대학교은 개가 있다( ) 17 .

19) 여 년간 질풍과 폭우 같은 시장경제의 충격 속에서 외국어 교육의 공리주의는 점점 심해졌고 인재 양성30

의 목표와 방식이 시장 수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어느덧 취업률이 외국어대학의 제일 중요한 평가 기

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대학외국어전공발전보고. < (高校外語專業 育發展報教
에서는 외국어 인재는 계획경제의 도구인 에서 시장경제의 도구인 으로)>(1978-2008) “ ‘ ’( ) ‘ ’告 道具人

의 전변하 고 사람의 본성 사상 품격 지식 수양 및 사회 책임감 등에 대한 교육은 많은 진보를 가져왔, , , ,

지만 아직 근본적인 전변은 없다 고 지적하 다 도구성 가치 취향이 주도적인 교육은 필연코 인성교육, .” .

을 홀시하게 되며 나중에 인문적 가치를 희생하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외국어 교육의 혼이 되어.

야 하는 인문교육이 대학 교육의 장식 혹은 조연 이 되었고 외국어대학은 용속한 직업교육센터‘ ’ ‘ ’ ‘ ’

로 타락하게 되는 위험에 빠졌다.

20) 인문학자 진사화 교수는 인문교육의 위기 에서 중국의 시장경제 파도가( ) “ ( )”(2008)陳思和 人文敎育的危機

휘몰아치기 시작하자 시장경제의 실천이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민족생명의 원시적 충동력을 잠에서 깨웠다, .

배금주의가 지진 해일처럼 중국 대륙을 휩쓸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문교육에 신심을 잃어버렸다 하.…

여 파괴적이고 이익만 따지는 도덕적 허무주의가 사회의식에 퍼졌고 인성 속의 악마적 요소가 대규모적 파

괴를 통해 대규모적 생산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하 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주의 정신의 소실은 우.

리 민족의 정신세계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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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교 인문교육의 결여를 주목하고 깊이 걱정하 다 이에 년 상해의 몇몇. 1993 ,

인문학자들이 인문정신 탐구 대토론을 벌리기도 하 다 그 당시‘ ( )’ .人文精神探尋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문정신을 의론하는 것은 공리공담에 지나지 않으며 오늘날,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 및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

각하 다 심지어 인문정신에 대한 탐구를 당비당거. ‘ ( )’螳臂當車 21)로 비유하 다.

이로써 그 때 시장경제 사조가 중국 국민들의 인문정신에 대한 파괴가 얼마나 심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시장체제에 따른 경쟁 압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 압력 및 사회 불확실,

성에 따른 위험 부담 압력이 외국어대학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대학들을 공리주의

길로 압박하고 있고 학생들을 정신적 추구가 결여된 쓸모 있는 기능만을 중요시, ‘ ’

하는 근시적 인간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은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을 외국어의 유일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왔다 반면 외국어에 내포된.

인문정신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문소질. ,

인격수양 비판정신 사고능력과 관련되는 외국어 경전에 대한 수업이 날로 냉대, ,

받고 있다 지혜를 깨우치고 안목을 넓히고 종합적 소질의 향상에 꼭 필요한 우수.

한 외국 시문 과 문헌에 대한 감상과 열독 활동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한( ) .時文

마디로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이 이미 예전에 겪었던 좌절과 맛보았던 악과를 우리

가 그대로 넘겨받고 또 재연하고 있다.

양성 목표의 도구성 가치 취향3.2

사회에 유용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외국어대학의 직책이다 하지만 어.

떤 외국어 인재가 유용한 인재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도구성 가치판단과 인문성 가치판단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

도구성 기준이 유용한 인재 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교문을‘ ’ .

나서면 곧바로 쓸 수 있는 도구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전면적‘ ’ .

인 발전을 중요시하는 전인 기준과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이 사회‘ ( )’ ‘ ’全人

적으로 도외시되었다.

21) 범아재비가 수레를 막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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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제 하의 외국어 교육은 계획경제 체제 하의 순 언어 순 문학 인재,

양성 모델을 깨고 소위 외국어 응용형 전공 예컨대 계산기 법률 대외무역 등 전‘ + ( , , ,

공 이란 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변하 다)’ .22) 이런 변화는 여전히 도구성을 지향

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문소양에 대한 양성을 홀시한다 이것도 유. ‘

용 이란 개념을 축소화 시킨 것이다 때문에 이 복합형 인재도 여전히 도구’ ( ) . ‘窄化

인 의 양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복합형 인재의 기준은 마땅히 전공소질’ .

과 인문소질의 복합이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각도에서 보면 사회가 최종적. ,

으로 요구하는 인재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췄지만 인문정신이 결핍된 반인‘ ’(半

이 아니라 전인 이기 때문이다 능숙한 외국어 능력과 전공 지식 그리고 건전) ‘ ’ . ,人

한 인격 책임의식 심미관 잠재적 창의력 다문화적 친화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 , , ,

하는 것이 외국어대학의 목표로 재정향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기( ) .再定向

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학교의 인문정신에 대한 교육이다.

나오기 중국 인문교육의 발전 방향4. :

중국의 외국어대학 대학교 은 대부분 외국어 전문 단과대학으로부터 발전하여( )

왔다 종합성 대학교와 비교할 때 선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학과 전공이 제. , .

한적이고 종합적인 수업 자원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외국어대학교에 외.

국인을 위한 중국어 학과는 설치되어 있지만 중어중문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문성 가치와 도구성 가치의 대결에서 외국어대학의 이런 단점은 당연히 선천적

인 약세와 난관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

과 인문과학의 분리는 사회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분리는 외국어 대학의 인문정신이 도처에서 치이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인문정신의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교육의 핵심은 전면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외국어 교육에서 지나친 전문화 도구화로 인한 폐단을 인식하기, ,

시작하면서 중국의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일반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 고 일반교

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 다 예컨대 년 상해외국어대학교에서는 일반. , 2006

교육 개혁을 진행하 고 년에 일반교육 수업의 구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기2012

획하고 조직함으로써 학과 간의 교차 전공 간의 융합 수업의 종합성을 강화하여, ,

22) 어를 제외한 작은 어종의 복합형 모델은 소어종 어 이다 소어종이란 비 어 외국어를 가리킨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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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의 모듈화 를 실현하 다 년 북경외국어대학교에서 전교의‘ (Module)’ . 2007

공동 선택 과목을 전교일반교육선택과목 로 개명하 다‘ ( )’ .全校通識 育選修課教
년 광동외어외무대학교에서는 일반교육 기초 하의 관구경전공교육2009 ‘ (基于通識

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세 가지 차원 일반교육 대학과교)’ “ ”( +育的寬口徑專業 育教 教
육 전공교육 양성 모델을 실시하 다 상해외국어대학교를 예로 들자면 현재 일+ ) . ,

반교육 수업은 모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10 23) 물론 이런 개혁은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우선 인식 상에서 아직 일반교육을 학생들의 흥취를 만족시키고 학. ,

생들의 지식 구조를 넓혀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교육의 수업을 실용가치가 없

는 선택 과목으로 여긴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인문교육을 인문지식의 주입 으. ‘ ’

로 보고 있어 교육방식이 간단하고 지식을 인문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간과

하고 있다.

인문정신이란 인간다운 인간에 대한 사고이고 인간의 품격 수양 신념 도덕‘ ’ . , , , ,

감정 등 정신적 측면에 대한 욕구이며 진 선 미를 추구하는 가치 성향이다 대학, , .

의 인문교육은 덕 지 체 미 방면의 전면적 발전을 가진 조화로운 인재를 양성하, , ,

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것은 대학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시종일관 인간 중. ‘

심 으로 구축되고 학교 운 의 이념은 인문교육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을( )’以人爲本

요구한다 지난날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외국어와 외국문화 교육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중국 전통문화 전승을 외면하여 왔다 이를테면 대학의 핵심.

경쟁력에서 외국어의 능력을 제 순위에 놓았다 그 본질은 여전히 도구성 가치 성1 .

향에 대한 숭배이다 지금 비록 복합형 인재 양성과 종합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

만 여전히 인문교육이 냉대받고 있고 관습적으로 인문소질과 인문수양의 함양을

홀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의 시장화 풍조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 ,

만 급급한 가치 성향과 접한 연관이 있지만 절대 인문교육을 약화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인문교육의 성공 여부는 외국어대학의 핵심 경쟁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3) 세계문명과 국제시야 중화문명과 문화전승 예술감상과 심미관 수리철학과 창조성 사유 과학발전과 과학, , , ,

정신 법정사상과 공평정의 경제관리와 사회서비스 신문방송과 사회도덕 언어기능과 언어교제 심리체육, , , , ,

과 심신건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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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Liberal Arts Education in Japan
A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현대 일본의 인문 교육
국제교양대학을 부르는 힘‘ ’─ ─

김태경 가천대학교

Kim, Te-Gyung Gachon University

Abstract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AIU) has attracted constant public atten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4. AIU is well known for its features of all the lectures
given in English, a wide range of Liberal Arts education, mandatory dorm life,
foreign exchange study program for a year, and the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In this presentation, I want to evaluate AIU’s attempt affirmatively and
consider criticall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questing such an attempt.

Mineo Nakajima, the first president of AIU, emphasized “the cool University as
a global standard”.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we are required
to think for ourselves and create a new one! But it is ironic that the image of, and
ideal education in, universities that neoliberalism demands require recovering the
original status of university. All the students at AIU are required to think for
themselves and have the strength to pioneer new paths to the future.

Although forgotten for a long time, universities are the places to train oneself to
become an independent agent, rather than ones to get expertise.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our own values and dignities are impaired by the dominant trend
of neoliberalism is in need of the resurrection of true liberal arts education. Is it the
time for us to discuss “a hope for Liberal Arts” only as a paradoxical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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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을 꼽을 것이다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은 년 봄에 새로이 설. 2004

립된 공립대학 법인이다 일본 동북지역의 아키타 시내에서도 한 시간이나 떨어진.

시골구석에 자리한 이 자그마한 대학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일본 단과대학 평가지표 위 국제화교육 재학생 성취도 위 진학 상담교사 추1 , 1 ,

천대학 위 무엇보다도 전후 최장의 경기불황이라는 일본의 취업 초 빙하기1 , ‘ ( ) ’超

가운데 첫 졸업생 배출 이래로 취업률을 달성 유지하며 신문잡지 및 등100% TV

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대학.

하지만 그렇다고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이 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물론 아키타국제교양대학 또한 커리어 교육 그 자체는. “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국제교양대학에서도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것은 명백히 지나친 것입니다 교양교육이 부재한 채로.

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대학이 아니며 공공 직업안내소나 직1

업학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24)라고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초대 총장인 나카지마

미네오는 일갈한다.

그렇다면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은 어떠한 대학이며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본 발표에서는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실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시도를 요청하는 시대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실험2.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건학 이념은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육성 으로 다시 말해 어를 통한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풍부한 교양을 갖춘’ “

실천력 있는 인재를 육성 함을 의미한다” .25)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은 이러한 교육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국제 와 교, ‘ ’ ‘

양 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제 장에’ . 2

24)나카지마 미네오 기적의 대학 국제교양대학은 어떻게 글로벌인재를 키워내는가 새움: ( , 2012) p.143『 』

25)이하 아키타국제교양대학에 관한 데이터와 서술은 주로 나카지마 미네오 기적의 대학 국제교양대학은 어:『

떻게 글로벌인재를 키워내는가 새움 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른다(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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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도록 하자 국제교양대학 이라는 대학명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단적. ‘ ’

으로 드러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국제 부터 살펴보자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수업은 모두 어로 이루어진‘ ’ .

다 국제교양대학은 어를 배우는 대학 이 아니라 어로 배우는 대학 이다 이. ‘ ’ ‘ ’ .

것이 가능한 것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어학능력이 원래부터 우수해서만은 아니다.

이 대학의 신입생들은 모두 어집중프로그램(EAP=English for Academic Pur-

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어능력을 갖추기 위poses) .

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외에도 강의를 듣는 방법,・ ・ ・
필기하는 방법 도서관에서의 조사방법 강론이나 발표 기술 논문 완성법에 이르, , ,

기까지 주 시간 수업을 통해 철저히 배운다 더욱이 이 과정은 단계의 수준별20 . 3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재학 중에 의무화되어 있는 년간의 해외 유학은 일정. 1

수준 이상의 어능력을 획득한 이후에 주어지며 출발 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외 체험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다음으로는 교양 을 살펴보자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교양교육의 핵심은‘ ’ . EAP

수료 토플 점 이상 후에 이수하는 기반교육이다 교양의 기초과정으로써 다른( 500 ) .

대학의 일반교양과목에 해당한다 타 대학과의 큰 차이점은 수업이 모두 어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에서부터 예술론 미술사 등의 예・ ・ ・
술과목 교양수학 통계학 등의 수리과목 나아가서는 일본사나 세계사는 물론 체, ,・
육 다도 꽃꽂이 서예까지 폭넓은 학문 분야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양. ‘・ ・ ・

을 인문과학 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문과 계열 대학Liberal Arts’ ‘ Arts and Sciences’

임에도 불구하고 생물 물리 화학 강의와 실험 등 자연과학 계열의 수업까지 실・ ・
시하는 것은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교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른바 융합교육 지향이라고 하겠다 여. .

기에 더해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축보다도 중요한 것이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다

음과 같은 과정이다 물론 아래의 내용은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켜도 무방. ‘ ’

하다.

앞서 본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 철저한 소수 정예‘ ’

교육과 생활이다 개교 당시 입학 정원이 명으로 현재에도 한 학급당 명 정도. 100 15

의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입생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년간 전원 기숙사. 1

생활을 한다 이는 캠퍼스에 세계의 축소판 인 다문화 공생 공간을 창조하여 일상. ‘ ’

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다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신입생이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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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유학생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장으로서도

훌륭하게 기능한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문제해결능력이나 교섭력 상황 판단력을. ,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러한 리버럴아츠적인 소양이 재학 중에 의.

무화되어 있는 제휴대학으로의 해외유학을 통해 더욱 증진됨은 물론이다.26)

아울러 지도교수제도 학습달성센터 다문화언어학습센터 시간 일 개관하는, , , 24 365

도서관 등 학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원하는 여러 학습지원 정책이 존재한다.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실험 뒤집어보기3.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실험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초대총장이었던 나카지마 미네오가 즐겨 쓰던 세계 표준의 참신한 대학 이. ‘ ’

란 말에는 미국식 대학 특히 리버럴아츠 칼리지의 도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아.

키타국제교양대학의 실험은 종합대학이 대다수인 한국이나 일본에게 있어서나 참‘

신 했던 것이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시도를 국제 와’ . ‘ ’

교양 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 .

먼저 국제 부터 살펴보자 나카지마 미네오는 어가 이미 사실상의 국제공용어‘ ’ .

임을 강조한다 근대 이전 유럽이라는 세계 와 동아시아라는 세계 에서 국제공용. ‘ ’ ‘ ’

어는 각각 라틴어와 한문이었다 이들이 차지했던 위치를 지금의 세계화된 세계. ‘ ’

속에서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어이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언어 든. ,

패권의 언어 든 이른바 현재의 세계화 속에서 국제공용어로서 기능한 것이 어

기에 이 자리를 다른 언어가 대신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언어란 그런 것.

임을 꿰뚫고 있음은 혜안이나 이것이 결국 국제공용어로서의 어를 전면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임은 명확하다.

다음으로 교양 을 살펴보자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교양교육의 핵심인 기반교‘ ’ .

육과 소수제 수업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카지마 미네오는 국제교. “

양대학만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소수 정예로 운 되는 미국식 수업 을 들고는”

이러한 한 강의에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수업은 교원과 학생의 의사소통 기“ 15

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 논쟁이나 토론 발표에 대한 참가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26)겐지마 후쿠미 대학생의 해외유학과 사회인 기초력의 발달( ) (源島福己 大 生 海外留 社 人基礎力の と の「 学 学 会
유학교류 등에 자세하다) ( ) ( , 2009.12) .達 留 交流 時評社」 『 』発 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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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능력을 연마 하게 함을 강조한다 더욱이 이러한 능력을 갖춰 국제사회” . “

와 지역사회에 공헌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는 또한 교양을 한 마디로 살아가는” . ‘

힘 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자양분 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 ’ .

것은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힘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체제 및 목표가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형태인 리버럴아

츠 칼리지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학생이 주체적. “

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

시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힘 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 ‘ ’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27) 이는 앞서 본 소수제 수업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

다 더욱이 미국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리버럴아츠 라는 넓은. “ ‘ (Liberal Arts)’

의미의 기초적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략 대학에서 직업전문교육을 실시. ( )

하지 않고 오직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미국 대학의 이념에서 온 것이다 일반.

적으로 미국 사회 속에서의 대학의 사명은 개개 분야의 전문가나 엘리트를 양성하

는 것 보다는 협소한 전문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고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민주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민을 양성,

하는 데에 있다”28)라고 할 때 앞서 본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이 지향하는 국제교양, ‘ ’

이 리버럴아츠 칼리지의 체제 및 내용과 거의 일치함은 명백하다.

아키타국제대학이 도입한 엄격한 학사관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의 일본.

또는 한국의 대학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도 출석만 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키타국제대학에서는 진급이나 졸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누적성적 평가평균점 가 학기 연속GPA(Grade Point Average, ) 4

미만이면 휴학 퇴학 권고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 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2.00 , 4・
학생은 전체의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하버드 대학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로50% .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이 일본의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진급과 졸업에 까다로운 미국

식 학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교양교육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학부 학년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교양3, 4 ,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과 글로벌 연구(Global Business)

과정으로 나뉘고 학생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Global Studies)

27)세기 히로시 나를 위한 교양수업 시공사( , 2015) p.33『 』

28)단노 요시히코 앙케트 기초연습 을 자기검증하다 고바야시 야스오 후나비키 다케오 엮음 도쿄대학: < > ,「 」 　 『・
시리즈 의 기법 경당1 ( , 1996) p.68知 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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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과목들은 생략하나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국제경제사회 교양. ,

을 갖추고 경 과 관련된 실천적 기술을 연마한다 글로벌 연구과정은 북아메리카.

분야 동아시아 분야 초국가 분야로 나뉘어 있다, , .

이러한 전문교양교육은 앞서 살펴본 기반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밟게 되는 과정

인데 이는 일반교양에 대비되는 전문교육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제교양의 일환,

인 것으로 다른 대학에서 말하는 전문교육과정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아키타국제교

양대학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두 과정이 다른 대학들에서 국제 경 국. ,

제 관계라 부르는 전공과 상당부분 겹쳐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키타국제교.

양대학을 사례 연구한 선행논문에서 어찌 보면 전공이 없지만 국제경 경제 전“ /

공과 일본 지역 전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29)와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취업률 의 신화 이 신화의 탄생을 위와 같이 이른바 잘 팔리는 전공 으100% . ‘ ’ ‘ ’

로 이루어져 있다는 메리트만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물론 협소한 시각일 수 있다.

하지만 취업률 라는 신화에는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교육 이념과 독자적인100%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이러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교양 의 전환4.‘ ’

그리고 이러한 세계 표준 도입의 배경으로 글로벌리제이션 이른바 세계화가‘ ’ ,

자리잡고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대학교육의 미래에 관해 고민하.

는 대부분의 논자에게 공통된 인식은 세계가 변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그것도 지‘ ’ .

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속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변화가 진,

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대학들도 이제까지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 속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교양교육 을 바라보던 관점의 변화일 것이‘ ’

다.30) 이는 교양교육이 쉽게 높은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학들이 공감 하”

29)임명성 아키타 국제교양 대학의 융합교육에 대한 사례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2016.6) p.376「 」 『 』

30)이원지 대학가 이제는 교양교육 경쟁이다 교양전담 단과대학 신설 봇물 성숙한 인간 만드는 데“ , ”: ‘ ’「 …

앞장 대학저널 (201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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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 대학들은 교양교육에 책임을 느끼고 교양학부에서 단“

과대학으로 승격시키거나 새로운 교양전문 단과대학을 설립 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경희대는 년 설립한 후. 2011

마니타스 칼리지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

았다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 , ,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핵교과를 신설하고 시민교육.

과 사회봉사 등을 강화했다 고 한다 한편 세기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갖춘 인.” . , 21

재 즉 인성과 창의적 사고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외대가, , 2014

년에 설립한 미네르바 교양대학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유 선택 교양의 교육과“ , , ( )

정 구조 속에서 분야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 다양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체제를 구축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

우선 교양 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 및 사회현상의 확대와 어프로치의 다각화에‘ ’

따라 교양수업과목이 다양화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제 교과목 및 수업 내용을 모두 검토해볼 여유는 없으나 어찌 보─ ─

면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의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교양‘ ’

수업과목을 보다 체계화하고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양 의 전체상을‘ ’

그릴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데에 기존과의 차이점을 둘 수 있을 정도이다.

세기 히로시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에서 분류한 인간의 세 유형을 인용하며『 』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세 유형이란 첫 번째는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 두. ,

번째는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세 번째는 어느 쪽도 하지 못하는 인간을,

가리킨다 즉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

큰 특색이고 강점이었다 하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점점 그 강점이 사라지고 있.

는 것 같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틀림없이 남이 계획한 것이나 관료들이 마련해.

놓은 틀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해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31)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 “

두 번째 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나아가 어떤 분야에서만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눈여겨보.” ,

아야 할 것은 앞서 본 국제교양 즉 리버럴아츠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름 아,

닌 변화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라는 점이다“ ” .

31)세기 히로시 위의 책,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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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성장 일변도 던 사회에서는 주어진 일만을 처리하면 되었다 지침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개인은 재빠르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일만을 처리하면 되

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사고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필요가 없던 시대.

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대는 어느 순간 종말을 고했다 지. ‘ ’ .

구촌이라는 순박한 이미지 속에 알게 모르게 이른바 세계화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은 이른바 신자유주.

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대의 경제사회 원리로써 작동하고 있다 무한경쟁과 승자.

독식의 시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도생의 몸부림 그리하여 스스로 학습. .

과 자기 사고와 판단이 중요해진 시대를 지금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대,

학은 그러한 능력을 리버럴아츠 국제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다시금,

팔려 하고 있다‘ ’ .

이는 아키타국제교양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끄집어낸 한국대학에의 시사

점을 논자가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경쟁. “‘ ’

력은 그리고 경쟁 우위는 그 원론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경쟁 을‘ ’ ‘ ’

통해 만들어진다 어떠한 자격시험처럼 기준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인 판정제가 아니라 무한 경쟁으로 단련되는 것 자체가 기준이다 따라서.

차이도 경쟁에서 기인되어야지 기준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중략 경 의 근. ( )

간으로 돌아가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이 바로 지(Invisible Hand)

금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32)라

는 맺음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적어도 위의 논문은 보이지 않는 손 이 무. ‘ ’

한대로 작용하는 무한 경쟁 을 기준 으로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 ‘ ’

단련 되고 향상 되어질 것을 요구하며 그 성공 예로써 다름 아닌 아키타국제교양‘ ’ ‘ ’

대학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게 된 바

람직한 대학상과 교육이 바로 대학 본연의 자세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잊혀져왔.

으나 본래 대학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보편성의 방향으로, “ (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지 의 행위 주체가 되는 방법을 훈련하) ( )知

는 곳”33)이다 또한 자신의 인식을 일반화가 가능한 언어형태를 통해 명확히 표. “

32)임명성 위의 논문, , p.378

33) 고바야시 야스오 학문의 행위론 누구를 위한 진리인가 고바야시 야스오 후나비키 다케오 엮음 도쿄: ? ,「 」 　 『・
대학 시리즈 의 기법 경당1 ( , 1996) p.15知 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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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동시에 그것을 타인의 다른 인식과 대조하면서 타자를 이해하고 자기를, ,

이해하고 그리고 양자 사이에 창조적인 관계를 낳는 것 즉 국제사회 라고 언급, , ‘ ’

되는 모든 분야에서 문화적 기반을 달리하는 타자와 만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인식과 표현과 대화에 관한 일정한 기법을 몸에 익히는,

것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증대”34)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말한 모든 분야에. “

서 문화적 기반을 달리하는 타자와 만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오늘날 이란 다름”

아닌 세계화 없이는 도래하지 않았을 시대이며 그러하기에 더더욱 양자 사이에, “

창조적인 관계를 낳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즉 리버럴아츠가 중요해지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할 수 없으면 인생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

없으며 집단 또는 국가를 위해서 새롭고 자유로우며 풍부한 틀을 짜기도 어려워,

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는 방법의 살아 있는 축적인 리버럴아.

츠가 필요”35)해진 시대를 우리는 좋든 싫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묻는다 진정한 지식과 교양은 힘을 기르는 도구적 기술이 아니다 그보. “ .

단 권력의 힘에 위축되고 좌절할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나 개인의 가치와 존

엄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앎의 진정한 소명이 아닐까, ?”36) 이러한 물음

을 던질 때 바로 우리 자신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힘에 위축되고 좌절하여 우,

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이 땅바닥에 내팽겨 쳐지는 바로 그런 현실이 오히려 진

정한 앎 지 를 다시금 요청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다, ( ) .知

맺음말5.

아키타국제교양대학의 성공은 시대에 발맞춘 또는 시대를 리드하려는 시도의 성

공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리버럴아츠의 부활과 인문교육 본연의 자.

세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도.

경제성장의 시기에 잃어버렸던 진정한 인문정신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의 인문교육 은 부정적인가 아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역설적인 희망으로‘ ’ ?

써만 희망의 인문학 을 논할 수 있다‘ ’ .

34) 고바야시 야스오 위의 논문, , p.23

35) 세기 히로시 위의 책, , p.7

36) 최 주 교양이란 부차적일 뿐인가 최병권 이정옥 엮음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바칼로레아의 예리한? , :「 」 『・
질문과 놀라운 답변들 휴머니스트( , 200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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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Challenges Facing

the Humanities in Korea

한국 인문교육의 문제와 인문학의 과제   

한경구 서울대학교

Han, Kyung-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 start this paper with a call to distinguish liberal (arts) education from
humanities education, both of which are translated as “inmun gyoyuk” in Korean.
The problem of translation might have contributed to much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which resulted in a major failure of college education and the
recent “crisis of the humanities.”

The humanities and liberal education could not really take root in Korea because
of Koreans’ obsession with pragmatism and distrust of theoretical discussion as
well as logical reasoning, which can be traced to Koreans traumatic experience of
losing independence. Koreans blamed traditional education, a Confucian version of
liberal education, and political factional strife which revolved around the debates
on what to the modern eyes look like insignificant details in the proper forms of
mourning. So-called practically minded Koreans are blaming the humanities and
liberal education for the wide-spread unemployment of the young and calling for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universities.

After brief historical examinations of the changes in college education and the
efforts to reform general education both in Korea and America, I make several
recommendations general education movements on the basis of my eight year long
experience at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which was established to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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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ducation in Korea. These include: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iberal educati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and
innovation of the college educ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iberal education
proper; Immediate discontinuance of the meddling and interfere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universities and the efforts of the universities to take initiatives.

들어가는 글1.

한국 사회는 인문학 붐과 인문학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소위 인문학.

붐에 대해서는 지적 허 과 사치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그동안 오,

로지 경제성장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삶에 대한 진지

한 성찰이 포함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문학 붐은 간단히 폄하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문학 붐을 구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위.

기가 간혹 인문교육의 위기도 논의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인문학의 위기나 인문교육, 37)의 위기는 그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좋.

은 시절은커녕 평화로운 시기 라도 있었어야 위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 .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항상 위태로웠다 고등교.

육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인문학은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체질은 허약했다 인문.

교육은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했던 것 같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인문학 위기론들은 인문한국사업 등 몇 가지 가

시적 성과를 낳았지만 인문교육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은 매우 부족했다 일, .

반인과 언론은 물론 일부 인문학자들마저도 인문교육과 인문학교육을 동일시하는

가운데 인문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혁신 등은 매우 부족,

했다 논의만 무성했을 뿐 대학교육이란 무엇인지 인문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 ,

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혁신하고 내실화할 것인지, , ,

등에 관한 집중적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인문학과 인문교육은 교육.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현대판 조장 인 기업의‘ ( )’ ‘助長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이나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 등 취업’ ‘ ’

37)이 글에서 인문교육 이란 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과학과 자연과‘ ’ ‘liberal (arts) education’

학이 포함된다 인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인문학 교육 이라 부르겠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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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세운 구조조정 정책 앞에서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인문학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2010

년에 야심찬 출범을 했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강좌

를 줄이고 계약교수와 강사를 해고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인.

문교육의 찬란한 재탄생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 혁신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보

여주며 모델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인문학 진 으로부反

터는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교육과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혼란을 조성하는 곳

으로 치부되는 한편 상당수 인문학자들로부터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통해 인, ‘

문학을 말려 죽이려는 꼼수 라는 의심을 받거나 인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나’ ‘

선 불필요하고 시건방진 존재로 경원당하고 있는 것 같다’ .

비록 직접 계기는 법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정원 여유가 발생한 때문이

지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가 년에 설립된 배경에, (College of Liberal Studies) 2009

는 탄탄한 기초 소양과 함께 경계를 넘으려는 갈망이 있었다.38) 비슷한 이름들을

걸고 같은 시기에 출범했던 여러 다른 대학의 자율교양학부와 자유교양학부 등이

속속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오해와 우려 야유와 질시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설립 취지대로 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착실히 발전

하고 있다 학내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가르쳐본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수들.

이 자유전공학부 교육의 장점을 말하기 시작했고 수험생 자녀를 둔 상당수 교수들

은 자유전공학부에 주목하고 있다 감히 그 성공의 이유를 고유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의 존재와 함께 전임교수와 전문위원 등을 가지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질이 높

은 인문교육을 추구해왔다는 것에서 찾고 싶다.

발표자는 좁은 의미에서는 인문학자가 아니지만 아마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라,

는 독특한 교육단위의 교수이고 현재 학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발표

를 요청받은 것 같다 물론 발표자는 사회과학 학문들 가운데 가장 인문학적인 학.

문이라고 자부하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으며39) 또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국사

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문대를 년 반 정도 다닌 경험도 있고 인문학과 관련된1

다양한 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

엇보다도 리버럴 스터디즈라는 간판을 내 걸고 지난 년 가까이 모든 전공을 자8 ‘

38)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설립추진단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표어는 경계를 넘어 미래로 다“ ” .

39)인류학자 등의 견해 심지어 는 인류학은 역사학이다 그렇지 않으면Eric Wolf . E. E. Evans-Pritchard “ .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Anthropology is history, or it is not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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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 을 교육하고 전공 선택을 지도하면서 느끼고 생각’

한 바를 들어보자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발표자는 인문교육 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필요에 다라 인문학을‘ ’

언급하고자 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소위 인기 전공에 쏠리고 있다며 비아냥.

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 중 상당수는 소위 인기 전공을 마,

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면

서 국문학 철학 미학 등의 인문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비인기, , , ,

전공을 선택했고 그 중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하 다.

그러나 이 발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인문학을 택했고 어떻게 하

면 그 수를 늘릴 수 있을지 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전공학부가 인문,

교육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해왔는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자유전공학부는.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배우는가가 더 중요한 곳

이며40) 자유전공학부의 인문교육은 인문학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전공학부.

는 나중에 공학이건 자연과학이건 경 학이건 그 어떤 학문을 전공하건 자유전공, ,

학부에 입학하는 학생41)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문교육을 경험하게 하려 노력

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전공과 진로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인문교.

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출범했으며 지난 년간의 자유전공학부의, 8

운 경험은 그 성과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몸집은 크지만 체질은 허약한 한국의 인문학과 이에 가려진 인문교육2.

인문교육이 무엇이며 그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 이야기한 바 있다 인문교육을 인문학 교육과 동일시하면서 인문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의 학문적 중요성은 물론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에 따르

는 여러 장점을 이야기한다 인문학이 신상품의 개발과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

40)과목이나 내용보다도 학습의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기타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The

studies we study in college courses are of value less for their nominal subject -- physics,

Latin, economics, or art history -- but more for the process of learning we experience while

studying those subjects. The substance lies more in the studying done than in the lessons the

courses teach” (Kitao et al. 1999).

41)자유전공학부는 설립 당시 명의 입학정원으로 시작했으며 소위 문과와 이과를 대 비율로157 60% 40%

선발하 다 하지만 의예과가 부활하면서 년부터는 입학정원은 명 그리고 문 이과 통합모집을. 2015 123 , ·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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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인문학 전공자가 취업을 해서 할 일도 많다고도 하고 나아가 인문학,

이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가차 없이 진행되는 세계

화와 과학기술주의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성을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도 펼치

고 있다 인문교육 인문학 교육 이 제대로 되었다면 금융위기나 세월호사건도 일. ‘ = ’

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게 인문학을 미화하는 과장이라고 비판한

다 인문학 만능론 이라는 조롱을 넘어 인문학은 자본주의 및 기업정서를 가. ‘ ’ , 反 反

르치는 학문이라는 언설이 버젓하게 신문의 사설로 실리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마치 청년 취업률이 올라가

기라도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42)

인문교육은 인문학 교육이 아니며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전공을 하던 탄탄한 인문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 .

러므로 체질은 허약하지만 몸집만 커졌던 인문학 학과들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 과

정에서 그나마 부실하던 인문교육마저 더욱 부실화된다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정말

로 수 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할 경우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

부분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은 전공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은 물론

한국사회의 지혜로운 운 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우려된다.

인문교육이 인문학과 함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

문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동일시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중세에 기원을 가진.

도 인문학이라 번역을 하고 르네상스에 기원을 가졌지만liberal arts(ars liberalis)

세기에 들어와 근대학문으로 성립한 도 인문학이라 번역을 한 것도19 humanities

혼란의 초래에 기여했을 것이다 더구나 년에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 1975

면서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갈라졌는데 이 과, , ,

정에서 인문대가 소위 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文史哲 43) 인문학은 사회과학을 배

제한 문과계열 학문을 지칭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인문대나 문과대 학과들에서 개설하고 인문대나 문과대 소속 교수들이 담당하는

42)인문대와 인문학 관련 학과를 대폭 줄이고 경 학과 공학 전공자를 대폭 늘리면 과연 한국의 대졸자 취업

률이 올라갈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 ,

태에서 경 학과 공학 전공자의 수를 늘리면 이들의 취업률이 하락할 것은 자명하다.

43)역사학은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년에 인문대학에 소속되기로 결정한 것 또한1975 文

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 관념의 강화에 기여했다.史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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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은 인문학 강의가 되었고 인문대 교육은 주로 근대 인문학의 교육이지만

점차 이를 인문교육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 같다 중세의 인.

문학 과 인문교육은 수학과 기하학과 천문학과 음악 그리고 그 교육을(liberal arts)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대 한국의 인문학 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배제(humanities)

하 으며 인문학 교육 과 혼동되면서 인문교육(humanities education) (liberal arts

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학과 과학은 물론 사회과학도 배제하는 것처럼education)

간주되었다.

인문교육은 자유로운 사람의 교육이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다 다.

니엘 벨 은 인문교육 이란 젊은이들을 해방시키는 교육이라(1966) (liberal education)

고 했다.44) 다니엘 벨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만이 아,

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강제도 언급을 했다 후자에는 어리석은 염려나 정념.

은 물론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사회 또는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내면화한 규범과

가치와 인습과 편견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 자칫. liberal (arts) education

인문학 교육 과 혼동되기 쉬운 인문교육 이라는 번역보다는(humanities education) ‘ ’

자유 학술 교육 또는 자유 교과 교육 또는 해방교육 이라 번역하는 것이 본래‘ ( ) ’ ‘ ( ) ’ ‘ ’

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것 같다.45)

이렇게 인문교육 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문교(liberal [arts] education) ‘

육 보다는 자유 학술 교육 또는 해방교육 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 ( ) ’ ‘ ’

하다면 인문대나 문과대에서 개설하고 가르친다고 하여 이러한 인문학 교육이 당

연히 인문교육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문학과 역사와 철‘ ’ .

학을 다루더라도 만일 일방적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고 강의내용을 암기하여 시

험과 평가를 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자‘

유 학술 교육 이라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하기( ) ’ .

44)대학은 세상을 개조할 수 없다기준을 세움으로써 그런 노력에 조금 기여하기도 하지만 대학은 인간을 개( ).

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면에서 강제하는 힘들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억압하는 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을 해방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문교육의 지속 근거이며 대학교육의 효용이다. . [The

university cannot remake a world (though in upholding standards it plays some part in such

attempts). It cannot even remake men. But it can liberate young people by making them

aware of the forces that impel them from within and constrict them from without. This, in

itself, is the enduring rationale of a liberal education and the function of the college years].

45)노경덕 은 우리가 근대 서양식 대학교육을 사실상 처음 시행했던 일제 강점기부터가 시작이었다(2016) “ .

당시 일제는 여러 다른 제도처럼 대학 학제도 독일의 것을 모방했다 자유교육이라고 번역할 법한 리버럴.

교육을 일제가 독일어의 빌둥 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교양교육으로 번역한 것도 여기에 이유‘ ’(Bildung)

가 있었다 고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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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한편 사회과학자나 자연과학자 심지어 공학자가 가르치더라도 단순히 탐구의,

결과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탐구하고 문제에 어떻게 접

근하며 개념이나 방법을 어떻게 만들거나 정립하고 사용하며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지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이 강조된다면

이는 자유 학술 교육 또는 해방교육 이라는 의미에서 인문교육 이라 부를 수 있‘ ( ) ’ ‘ ’ ‘ ’

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문교육 또는 자유학술교육은 뛰어난 학자나 지도자가 되기 위

해서나 민주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연과학.

도나 공학도나 인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는 물론 자

신의 분야에서도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고 결국 좋은 자연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기 어렵다.

그런데 과연 인문교육다운 인문교육은 한국의 대학에서 얼마나 이루어져왔는

가 인문학 관련 학과와 학생은 급증하면서도 왜 내실 있는 인문교육은 인문학 교?

육 내에서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인문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지 않았는가 인문학의 기반과 인문교육은 왜 이렇게 허?

무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번역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인문교육의 목적이 다소?

불명확해지기도 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배제되기는 했지만 단순한 번역 과정

에서의 혼란만으로 인문교육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명칭에 혼.

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수요와 지지가 있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것

이다.

번역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혼란에서는 자유롭지만 한국 대학교육의 실질적 모

델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인문학은 학부에서 전공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입지

가 좁아지고 있다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심지어는 교육자들까지도 기술 기반 학.

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꿈에서 깨어나 직업 현장에서 실. ‘ ’

제로 필요로 하게 될 기술들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문학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인문교육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과.

역사에 긍지를 느끼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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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소위 명문대학의 인문교육이 엘리트주의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그 동안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되었던 인문교육이 다시 강조되

기 시작했다 서구에서조차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문교육은 사회주.

의 체제 하에서는 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굴욕적이고 참혹한 제국주의 침략을.唾棄

경험했던 중국은 사상적 통일과 함께 강력하게 과학과 기술의 교육과 연구를 추진

했다 미국이 의화단사건의 배상금으로 선물했던 대학에서조차 문과가 폐지. 淸華

되었고 과학기술교육은 오로지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등 중국의( , , )兩彈一星

현대화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러던 중국도 얼마 전부터는 진정으로.

훌륭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함의를 생각해야 한다며 문

화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가장 뛰어난 과학도와 공학도들. ,

을 상대로 진지하게 인문교육을 시작한 것이다46).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세기의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오히려 개혁개21

방 이전의 사회주의 중국 수준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선택과 집.

중 기업 필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풍파 속에서 인문학 전공과,

더불어 인문교육마저도 비효율적이며 쓸모없는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부실하던 인문교육이 더욱더 부실해질 위험에 처.

해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차례나 인문학 위기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교육

은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인문학 연구와.

인문학 연구자 재생산 구조도 문제이지만 학부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전반

적으로 부실한 인문교육의 내실화와 혁신 그리고 인식 제고야말로 중요한 문제이

다 물론 교양교육. 47)의 개혁과 강화라는 방식으로 인문교육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46) 도정일은 이를 중국 교육의 각성 이라 부르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과 기술 교육을 결합시킨 것을‘ ’ . “...

교육의 중추로 놓고 진행해온 것이 그동안의 중국 대학교육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대국으로 올라설 모든 준. . .

비를 하고 있고 미래의 중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인문, . ‘

학이 미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갔다 고 얘기합니다 신동호’ .” ( 2012)

47) 어의 을 흔히 교양교육이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공교육 에 대general education , (specialization)

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일반교육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교육은 자유학‘ ’ . ‘ (

술교육 의 정신에 따라 설계하고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러한 치열한 노력 없이 단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동경대학은 년간의 과정교양학부과 년간의 과정전공. 2 ( ) 2 ( )前期 後期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가와 게이치로 동경대 교양학부장은 전기과정이 단순한 general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마바의 교양학부는 고등학교의 현대판이라는 의견을education 舊制

피력하 다 한편 다니엘 벨 은 예일대학의 과학 과목 가운데 상당수가 진정으로 과(Ogawa 2016).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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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중요성이 이따금 제기되었으.

나 지속되지 못했고 우선순위에서도 자주 렸기 때문이다.48)

인문교육 또는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지는 왜 그리 지속

적이지 못했을까 전공교육도 문제 지만 인문교육 또는 교양교육은 대학이 급성?

장하는 과정에서 왜 내실화되고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인문교육 또는?

교양교육은 어쩌다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49)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에는 대학진학률이 그리 높.

지 않았다 고등교육의 확대와 함께 경제성장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위 명문대를 졸업할 경우 같은 대학 출신이라면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문 전공,

자가 조금 불리하기는 했으나 어떻든 취업이 되었다 무엇을 공부했는지 얼마나. ,

잘 교육을 받았는지 보다는 대학에 갈 정도라면 또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의 경우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 분야의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

았다 알아서 할 것이라 기대했고 사실상 알아서 했다 수업 환경이 지극히 열악하. .

고 행정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수들은 분필과 백묵에만 의존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주력하거나 국가고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다.

른 이유에서 수업에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학적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단지 탐구의 결과물들 즉 년만 지나면 쓸모가, 10

없어질 지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는데 이는 과 의 구, gen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분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48)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 차례에 걸쳐 뜻있는 총장과 교수들이.

교양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노력과 인력과 재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면서 이러한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인문교육 교양교육의 내실화하려는 시도는 노력과 비. /

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보직.

자가 바뀌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양교육 인문교육이/

다 더구나 학과의 경우처럼 총력을 기울여 방어에 나서는 교수도 많지 않다. .

49) 노경덕 은 그 이유를 첫째 우리 대학의 상당수가 전문대로 출발했고 둘째 일제가 유연하고 비판적(2015) , , ,

인 사고력을 가진 조선인을 길러낼 생각이 없었으며 셋째 고도성장시기에 신속히 산업역군을 양성하려 했, ,

기 때문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양과는 다른 대학 개념을 갖게 되었을까 가장. “ ?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식민지 및 후발국 경험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우리 대학의 상당수가 전문대로 출발.

했다는 점이 보여주듯 당시의 학부는 기초학문 교육을 축소한 채 취업 교육에 집중하 다 일제의 교육, , .

당국은 유연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새 구도에서 문제를 재설정하는 조선인을 길러낼 마음이 없었

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관은 일제의 잔재다 한편 선진국을 바삐 추격해야 했. , . ,

던 경제성장기 우리에게는 산업 전선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역군을 신속히 준비시키는 전공 교육이 대학 학

부 교육의 중심인 것처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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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엄하게 성적과 출석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한 가운데 서.

울대 등 소위 명문대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을 갈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전공수업을 진행하 다.

한편 부족한 재정과 인력과 공간을 둘러싼 경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학과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분배하고 집행하는 대학 당국의 관행과 교육부의 정책

은 가뜩이나 개별 학문을 단위로 구성된 학과를 중시하는 교수들로 하여금50) 일종

의 학과 할거주의 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학과가 봉건 주의 지와 같이 운 하‘ ’ .

다보면 얻은 것도 많지만 잃는 것은 더욱 많다 인접 학문 간의 교류가 부족하므로.

교수도 그 피해자가 되고 학생들은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기는커녕 학부 때부터

전공이라는 좁은 벽에 갇히게 된다 특히 한국의 대학들은 인문대 문과대 사회대. ( ), ,

자연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연구와 융합연구를. 學際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양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된다 교육부가 그러한 조건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악화시킨 것은 교수들의 책임도 크다.

현재 대학에서 원로 교수로 있거나 정년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시대에

교수가 되었다 인문학에 대한 기업이나 사회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학생의 비율 자체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물.

론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당시는 소위 명문 대학을 나오면 취직하기도 지금보다,

훨씬 쉬웠고 또한 교수가 되기도 훨씬 쉬웠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 가운데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최고. OCED

수준이다 더구나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되.

고나면 구직자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 자체는 구직자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해 많

은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 한편 대학 간의 서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격차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문학을 비롯한 소위 비인기 학문 전공자의 취업 시장에

서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대학 간 격차의 축소로 소위 인기 학과 출.

신자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년대와 년대에 대학이 너무나 급격히 팽창했1980 90

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재가 자원인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확대해야.

50)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의 변화와 대학원을 중시하는 연구중심대학의 등장 학부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시하,

는 교수 및 교수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교수는 학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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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국의 미래의 고등교육이 어.

떠해야 한다는 충분한 고민과 성찰 비전과 계획이 없이 대학 설립을 인가했다 미, .

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대학 모델이 그대로 답습되었으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진지한 고민과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학 교육이 대중화가 될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가운데 기존의 대학들은 규모가 확대되었고 새로이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다 년에 개 던 것이 년에는 개가 되었다 그러나. 1970 71 2015 340 .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은 양적 팽창에 상응하여 향상되지 못했다 특히 대학 교원.

수의 증가는 학생 수의 증가 속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년제 대학의 학생수. 4

가 년 이수 년간 배 증가한 것에 비해 교원수는 배 증가에 그쳤다 김정1970 40 13 7 (

수 외 2010).

대학 진학 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인문학을 비롯한 소위 문과 학문들은 톡톡히 효자노릇을 했다 실험실이나 장비도.

필요가 없고 강의실에 책걸상과 칠판만 있으며 운 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교수.

학생 비율도 이공계보다 기준이 낮아서 인건비도 적게 들었다 결과적으로 인문학.

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대학 졸업자를 할 수量産

있었다 인문학이 현대 한국 대학의 부실한 양적 팽창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51) 대학의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 그리고 자.

유학술교육으로서의 인문교육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부실한 한국 대학교육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대학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가 대

학에 진학하던 시절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사회의 다른 분야도 모.

두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쨌든 년대의 대학 졸업생들은 무슨 학문을 전공했든. 1970

지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었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년만 해도 대학 진학률은 전문대를 합쳐도 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1980 27.2% .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고등학생들은 입시공부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하는 소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이미 상당. ‘ ’

한 인문교육 을 받았다 문제는 사회가 발전하고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하 으나‘ ’ .

대학에서의 인문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51) 대학이 혹시 사회적 수요도 그리 크지 않은 전공들에 대해 인문학 운운 하면서 사실은 등록금 수입을 확보

하고 학과를 유지하고 교수직을 유지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신랄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이종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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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의 자율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학내소요를 방지하고 면학분위.

기를 조성한다며 강화된 간섭과 통제 지만 그 배경에는 대학의 학문풍토가 안일

하며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는 광범한 인식이 있었다 우골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로 등록금 부담은 컸지만 주테야테 교수 낮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텔레비전‘ ’( ,

보는 교수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한 권력가들에 의해 대학에) .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졸업정원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결국 폐지되기는 했지.

만 입학정원의 를 더 뽑았다가 일률적으로 강제 탈락시키겠다는 황당할 정도30%

로 비교육적인 제도가 버젓이 도입되어 몇 년이나 존속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군

사정권 시대라고는 하지만 당시의 문교부 관료나 사회가 한국의 고등교육과 대학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준다 민주화가 되었고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의 불신과 업신여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간

섭과 통제는 여러 다른 명목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년대에 이르자 대학교육은 그야말로 보편화되었고2000 52) 소위 명문대학들의 규

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학 졸업생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접을 받.

지 못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대학 졸.

업장이 취업 시장에서 여전히 과거와 유사한 위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도 서열화가 심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취업시장도 서열화가 심각하

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임금차이도 크지만 사회적 인식과 장기적 기대도 매우.

달라서 대기업은 구직자가 넘치고 중소기업은 유능한 구직자가 부족하다 이에 따.

라 전공의 서열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를 선호한다 일단. .商經系

회계장부도 볼 줄 알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

식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소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 등 비인기 학과 출신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특별한 지식과 능력

을 경제학이나 경 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고등.

학교 때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기에 취직이 잘된다는 학과에 진학했을 것商經系

이라는 선입관53) 또는 처음부터 취업을 염두에 두고 대학을 다녔으니 더 고분고분

하고 적응도 잘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닌가 한다 창의성 같은 것을 기대하지.

52) 우리나라의 대학 년제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포함 진학률은(4 , , , , , ) 1980

년만 해도 던 것이 년에는 무려 로 크게 증가하 다 김정수 외27.2% 2008 83.8% ( 2010).

53) 한국사회에는 어느 틈엔가 인문학 전공자 점수 맞춰 지원한 자일 뿐 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 = ”

다 인문계열은 점수가 모자라 상경계열에 가지 못한 것 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오찬. “ ” (

호 2015: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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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지원자가 매우 많을 경우 일단 로 제한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商經系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과들 간의 인기 차이를 전공자의 능력 차이로 간주하는 경향은 과거에도 있었

지만 준비와 투자 없이 교육부가 강력히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났던 학부제 덕분,

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학부제 시행 이전에도 이미 모든 대학과 학과.

가 예상 합격 가능 학력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열화가 진행되면서 학

과의 서열이 학생의 능력은 물론 해당 학문의 사회적 필요를 반 하다고 간주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학문 가운데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의 교육 현장이 강의 규모의 대형화.

와 상대평가 그리고 제 의 입시 라 불릴 정도로 치열한 학점 경쟁으로 인해 상당‘ 2 ’

히 비교육적인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54) 그 결과 그나마 부실하던 인문교육.

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명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소위 인기 전공을 했다는 사실도 중시되면서 대

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과 희망보다는 성적에 따라 대학과 학과와 전

공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특히 학부제나 광역 모집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억지로 비인기 전공을 배정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학

생들로서는 당혹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며 학업에 대한 열의나 집중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소위 명문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기치를 걸면서 대학원 정원을 확대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수들은 학부 교육보다는 연구와 대학원생 지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고 학사편입이 증가하면서.

학부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내실화보다 학점 경쟁의 치열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인문학과 인문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3. (Ambivalence)兩價的

서구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인문교육에 대한 태도3.1.

인문교육은 서구사회에서 일종의 성공 신화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

의 인문교육이나 인문학과는 위상이 매우 다르다 서구의 근대는 문예부흥 이라. ‘ ’

54) 이미 년에 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대학 학부교육에서 학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1966 Daniel Bell

사실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Bell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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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하며 이는 서구의 발전과 성공의 출발점이다 고대, .

의 작가들이 발굴되었고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습득하여 이들의 글을 읽는 것

이 중시되었다 고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논리적.

으로 사고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은 엘리트라면 누구나 갖추어야하는 것이었

다.55) 근대 과학의 발전과 지리상의 발견과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주도했던

엘리트들은 대개 인문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자본주의 기업과 제국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층에 들어가고 사회적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문교육을

통한 사고능력과 소통능력의 단련이 중요했다.

서구에서 인문교육이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적인 능력과 품성을 개발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서구 문명의 기원으로 예찬되면서 인문교육은 책임 있는 민주시

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인문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능력을 갈고 닦은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과 훈련이 추가되었던 것이

다 미국의 경우 의사나 법률가 등이 소위 전문직 으로서 사회적 신뢰와 권위를. ‘ ’

갖추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식이 체계적인 직업교육 학교를 설립하되 오로지 대학

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입학 자격을 부여한 것도 바로 학부 인문교육의 지적 훈

련과 인성교육 때문이었다 인문교육은 인문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라기보다는 훌륭하게 성장하려는 모든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유명한 기업가나 은행가 정치인 외교관 고급관료 가운데 소위, , ,

출신이 많다 이들은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는 인문Liberal Arts College . ‘ ’ ‘

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전공이 무엇이건 인문학뿐 아’ .

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 뛰어난 인문교육 또는 자유 학술 교육을 받았( )

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생각하며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대화와 글쓰기 등 소.

통하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웠기 때문이며 단지 수학과 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의 핵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문교육은 지식을 늘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고능력과 소. ,

통능력의 훈련을 통해 사람을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55) 라틴어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과거의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매우 훌륭한 지

적 정신적 훈련이 된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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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인문학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3.2.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과 인문교육이 권위와 신뢰를 누리지 못하고 있

다 인문학과 인문교육은 한편으로는 흠모와 기대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과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순과 양가적 태도는 가까운. (ambivalent)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인문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다 고전을 열심히 읽었고 정전 에 해당하는 문헌들이 있었다. ( . canon) .正典

학문을 닦는 것은 물론 고급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 문헌

에 대한 이해와 문장력을 시험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입신출세.

와 부귀 화를 꿈꾸었겠지만 교육은 공식적으로 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君子

것을 중시했다 과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공부가 시험 합격을 위한 암기와.

기교에 흐르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대화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개항 이후 국권의 상.

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서구와 일본의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분노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전통적 교육은 매력을 상실

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 교육은 과학기술을 등한.

시했다는 이유로 망국의 원인인양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전통적 교육이 추구하던

인간상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조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친일파는 물론 독립지사의 대다수도 전통 교육을 문제시했으며 소위 ‘ ’空理空論

을 그만두고 실용적 학문을 할 것을 강조했다 전통 학문과 교육은 근대 학문과 교.

육에 려 총체적으로 폐기되었다 더구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슨 공부를 했는가보다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런데 서양에서 도입되었다는 신선함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humanities)

과 사회과학은 미묘한 위치에 있었다.56) 근대 인문학은 실용적 학문은 아니었으‘ ’

나 서양 근대문명의 산물이며 또한 서양을 소개하고 소화하는 창구 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의 도입은 인문학과 사회과.

학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 다 특히 근대 인문학은 조선의.

56) 세기에 확립된 근대 인문학은 서양에서도 종종 자연과학에 비해 학문으로서의 엄밀성과 관련하여 신뢰19

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특히 문학은 대학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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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추상적 논의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쓸데없는 을 일삼다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 나라가 망했다는 인식을 공유禮訟 黨爭

한 한국인들은 거의 강박적이라 할 정도로 실질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을 추구해왔

고 이론적 추상적 논의를 혐오하거나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인문학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계속되었으므로 인문학‘

교육 뿐 아니라 인문교육 도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해방 이후 서서히 자’ ‘ ’ .

기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기 시작하 으나 그 과정에서 강조된 것 가

운데 하나는 이었다 는 청나라 고증학의 구호 으나 현대 한국사회. ‘ ’實學 實事求是

에서는 의 의미가 확대되어 공리공론과 명분론이 아닌 과학과 공학과 농학과實學

의학 등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57) 한편에서는 인문학이 붐.

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문학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한 비판과 불평만 늘어놓는 학문이라는 적대적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러한 역사

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고증학의 구호인 가 인문학을 폄하하는데 동원되는 것은 아이러니지만實事求是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언론사는 년 월에 서울공. 2015 12

대 이준식 교수가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자 실사구시 공학자 교육수장에 라는, “ , ”

제목의 기사를 게재햐 다 뉴스(MK )58) 이 기사는 나아가 서남수 장관이 철학 전.

공이고 황우여 장관이 법학 전공이라는 점을 새삼 언급하기도 했다59) 한편. ‘實事

의 시대 라는 년 월 일 동아일보 창간 특집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 2004 3 31 “求是

하는 가 세계를 휩쓰는 새로운 이념 이라는 재경부 관료의 인터뷰 내용을”實事求是

소개하고 있다.

57)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실사구시로서 이는 실제의 세계에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 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 이란 오직 사실적 당위적 근거에 따르는’ . ‘ ’ “ ,

일일 뿐 공허한 환상이나 특수한 이데올로기 또는 근거가 모호한 개인의 소망이나 학문 바깥의 통제에 따,

르는 일이 결코 아니 라고 규정하는 한편 실제의 세계로부터 탐구한 지식실제적 지식은 이론적 공론” , “ ( )

에 불과한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에 들어맞는 중략 지식 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 ( )... ”

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것과 실용성에 대한 강조.

가 인문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인가?

58)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내정됐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학을.

전공한 교육부 장관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실사구시의 공학 정신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과 산학협력이 가

속화하고 현장에 밀착한 교육행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뉴스. (MK 2015.12.21.)

59) 현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을 거쳐간 서남수 전 장관은 철학 전공이며 황우여 현 장관은 법학을 전공, 한 정

치인 출신이다 노무현정부 년에서 이기준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명박정부 년. (2005 ) , (2008 )

에서 현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뉴스.... (MK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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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특집은 또한 외면이 낳은 것 의 사례로 년 경제성장률을“ ” ‘2003實事求是

로까지 추락시킨 노무현 정부 첫해의 경제실패를 불러온 이념과잉 을 제시하3.1% ’

고는 기업 연구소 임원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념과 명분에 집착“

하고 있으며 자칫 한국만 실사구시라는 세계적 조류에서 고아 로 뒤처질 수 있” “ ‘ ’

다 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아일랜드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쓸데없는 권” . “ ‘

위 나 명분 보다는 실리 를 추구하는 아일랜드식 실사구시 를 예찬하기도 했다’ ‘ ’ ‘ ’ ‘ ’” .

나아가 한국의 대학 교육이 와 거리가 멀다면서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實事求是

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간부에 따르면 독일 대학생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한국 대학생은 회사에서 최소한 년을 교육시켜야 겨우 써먹을 수 있기1

때문 에 대학 교육의 실용화가 시급한 과제 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 .

교양교육으로서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4.

현대 한국사회에서 실사구시의 구호 아래 진행되고 있는 조기 직업교과 전문화

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대학의 역할과 기능 교육 내용과 방법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인문교육의 의미와 중요성도 부침을 거듭하여왔다 초기에는 중심의. 古典

인문교육이 고등교육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고등

교육이 확대되면서 전문화와 직업교육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지식과 학문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적 지식과 학문에 대한 요구가 등

장하 고 학생들의 선택권 남용이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육성과 인격 도야라는 과제도 제기되

었다.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사이클4.1. 浮沈

미국의 경우 대개 세기말이 되면 고등교육의 우선적 목적은 미래의 지도자가19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교육‘ ’全人 60)에서 지식의 진보로 바뀌었다고 한다(Gaff

에서 재인용 교수들도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보다는 각자의1983, Boning 2007 ).

학과 내에서 관심을 가진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전문화가 진전되었다 일반.

교육 이 퇴색하면서 필수 과목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특히 학생들(general education)

60) 소위 development of the who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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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한 결과,61)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모자라는 부

분을 보충하지 않고 졸업하는 일도 증가하 다.62)

그리하여 학문공동체의 파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학 졸업장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하게 등장했다(Boning 2007) .

프린스턴대의 우드로우 윌슨은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분리 상황을 비판하고 지식

의 균형을 회복하려 노력했으며 윌리엄 하퍼는 처음 년간은 학생들의 선택권을2

줄이는 방향으로 시카고대학의 교과과정을 설계했다 엘리옷에 이어 하버드대 총.

장에 취임한 로웰도 학생들이 생물과학 물리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개 분야, , , 4

의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학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선택의 폭의 확대와 전문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과연

대학 졸업자로서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교양과 지식의 통일적 기초가 중요한지 또

는 선택의 폭과 전문화가 더 중요한지는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몇 차례 논란을20

겪었다 보닝은 년대 년대 중반 년대 말 등에 시작되었던 세 차례. 1910 , 1940 , 1970

에 걸친 개혁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모두 전공이나 진로와 상관없이 모든 학

생들이 인문학과 과학에 뿌리를 둔 폭넓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63)을 받도

록 하려했다고 한다(Boning 2007).

다만 일반교육이나 인문교육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그 목표와 구조와 내용에 대

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합의도 어렵다 다만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너무 일찍.

61)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는 학습의 자유 를 강조하는 독일 대학의 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Lernfreiheit)

만 하버대대 엘리옷 총장의 선택 확대는 대학생들은 성인이며 스스로 선택을 할 줄 알아야(Duke 1996),

한다고 주장한 에머슨 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Ralph Waldo Emerson) .

62)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린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학생들이 중요한.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지도 못하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택과(uninformed)

자유의 확대의 결과에 대해 실망과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63) 인문교육과 교양교육일반교육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분한다 인문교육은 자유학술( ) . ‘ ( )

교육 을 지칭한다 어의 은 일반교육 이라 번역해야 하지만 흔히 교양교’ . ‘general education’ ‘ ’ ‘

육 이라 번역된다 일반교육은 인문교육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양교육이라고 하면’ . .

일반교육이라고 할 때보다 무언가 인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교양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교양 이 독일어의 을 의미한다면 교양교육은 전인적인 인간. ‘ ’ Bildung ‘

형성 이라는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며 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기초교육 또는 기초교양 이라는 용어’ . ‘ ’ ‘ ’

도 사용된다 아마도 전인적인 인간형성 이나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 이라하기 어려운 것들 특. ‘ ’ ‘ ’ ,

히 전공교육을 받기에 필요한 것들이 때문이리라 예를 들자면 수학 물리 등 자연과학이나. < I, II>, < I, II>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다 대학 어 나 대학국어 같은 과목들은 고등학. < > < >

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대학에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도구적인 과.

목들이 교육되는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나 해방자유학술 또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등( )

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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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비교적 널리 형성되어있다 또한 인문.

교육 의 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와(liberal arts education) .理想

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국가 경쟁력의 저하라는 위기 인식이 고조되면 심理想

각한 도전을 받곤 하 다 대학의 인문교육 또는 일반교육은 대학외적 요인에 의.

해서도 커다란 향을 받아왔다 그 이유의 하나는 전공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

또한 이러한 강의들을 누가 주관해야 하는지는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지만 일,

반교육은 단지 학부 교육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 외에 더 이상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일반교육 또는 교양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Boyer and Levine 1981) .

서도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 년대에 시작되었던 소위 제 회 교양교육 일반교육1910 1 ( , general

운동은 주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공황이 닥education) .

치자 많은 학생들이 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 기회를 높여줄 교육 즉 직업교,古典

육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에서 재인용 그런(Boyer & Levine, 1981; Boning 2007 ).

데 얄궂게도 공학 법학 경 학 분야의 전공자들 가운데 대공황 시기에 실업자가, ,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유형의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을 통탄해야 했다 에서 재인용(McGrath & Others 1939; Boning 2007 )

고 한다.

소위 제 회 교양교육 운동은 제 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시작되었다 전쟁을2 2 .

야기했던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

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년 발. 1945

표되어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활에 기여했던 자유 사회에서의 일반교육 교양‘ (

교육 에 관한 보고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통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 차 대전을 유발했던 전체주의로부터 미국의2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에서 재인용 이 보(Ratcliff 1997, Boning 2007 ).

고서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자유 사회에서는 모두 꼭 필요하며 교양교육이 학,

부교육의 분의 을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학문과 지식의3 1 .

통일성을 증가시키고 파편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버드대학에 핵심 교과과정(core

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비록 하버드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러curriculum) .

한 제안은 미국의 여러 다른 대학들에 커다란 향을 끼쳤으며 상당수 대학에서

흥미로운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출범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소위 스푸트니크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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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과학과 기술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또다시 퇴색하

고 말았다.

교양교육과 인문교육의4.2. 異同

미국에서도 년대와 년대에는 교양교육과 인문교육이 사실상 같은 의미1920 1930

로 사용되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학자인 루카스 에 의하면. (Christopher Lucas)

년대와 년대에는 인문교육 과 교양교육 일반교육1940 1950 (liberal education) ( ,

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의 일반교육이general education) .

란 전통적인 인문학 학문들로 이루어진 인문교육에 대해 무엇이든 넓은 범위와 다

양성을 가진 강좌들을 지칭하는 용어 다는 것이다.

일반교육은 이 용어를 대중화시켰던 의 패커드 교수에Bowdoin (A. S. Packard)大

의하면 전문화된 학습의 단계에 해당한다 소위 강의 의 아. ‘ (survey course)前 槪說

버지 로서 위스컨신대에 메이클존대학을 설립했던 메이클존’ (Alexander

은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서로 대척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Meiklejohn)

일반교육이 전문화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듀이 가‘ ’ . (John Dewey)

일반교육을 지식의 일체성 의 근저에 있는 통합적인 경험‘ (unity) ’64)이라고 했던 것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을 것이다 한편 하버드대의 로웰. (A. Lawrence Lowell)

총장은 당대의 일반교육을 단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다수의 일반적‘

내용의 강좌들을 수강 하는 것’ 65)이라 비판했으며 학부교육 과정을 개혁하면서 선

택필수 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distribution requirements) .

하버드대학의 년 보고서는 교양교육 일반교육 과 인문교육1945 ( ) (liberal education)

을 동일시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는 년에 일반교육 교양교육 이란 공공 참여를 위한 교육1947 ( ) (education for public

이라 정의했다 즉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한 민주주participation) . , ,

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은 이. , (John Stuart Mill)

를 만족스러운 인 삶을 위한 교육 이라(education for a satisfying private life)私的

정의했다 경희대의 정연교 학장이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고안되었고 민주사회에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64) general education as “an integrative experience underlying the unity of knowledge.”

65) the sum total of “a number of general courses in wholly unrelated areas” (Joseph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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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 위한 여러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설립 코리아 헤럴드 되었”( 2013.05.24.)『 』

다고 한 것은 일반교육 교양교육 에 관한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수용했으며 자( ) ‘

유 학술 교육 으로서의 인문교육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그러나 년 다니엘 벨 당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인문교육과 교양교육 일반교1966 (

육 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니엘 벨에) . .

의하면 일반교육이란 세 가지 넓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통의 학습을 제공. ,

한다 둘째 학생에게 서구의 전통에 대한 포괄적인(to provide a common learning). ,

이해를 제공한다 셋째 강좌들을 통해서 지적 파편화에. , (interdisciplinary)學際的

대항한다 이에 대해 인문교육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목적을(Bell 1966). 가진다

고 주장했다 첫째 지적인 편협성을 극복한다(Bell 1966). , (to overcome intellectual

둘째 방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다provincialism). , (to appreciate the centrality

셋째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얻는다 넷of method). , (to gain an awareness of history).

째 사상이 사회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여준다, (to show how ideas relate to

다섯째 모든 탐구에 가치가 어떻게 스며들어있는지를 이해한다social structures). ,

여섯째 인문학이 담당했던 문명(to understand the way values Infuse all inquiry). ,

화 역할을 보여준다(to demonstrate the civilizing role of the humanities).

교양교육운동의 현재와 미래4.3.

미국의 교양교육 일반교육 운동은 기초과목 등 다른 많은 이슈들도 포함하고( )

있었으므로 인문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으며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구는,

물론 대학 내부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했다 보닝 에 따르. (Boning 2007)

면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 당국이 추진하는 교양교육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

었으며 교양으로 개설된 강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학생들도.

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대학 내에서 발언권이 강해졌고 교양교육의 선택 필1960

수 강좌들이나 교양교육의 구조 자체에 대해 비판이 고조(distribution requirement)

되면서 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경.

제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 교양교육보다는 철저한 직업 관련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교수들 역시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지.

않았다 필수 교양과목을 가르치기보다는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들을 가르칠.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년대 후반에서 년대 초반에 걸쳐 대. 1960 1970

다수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필수 요건이 감축되었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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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Boning 2007).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년대 말1970

에서 년대에 걸쳐 또 한 차례의 교양교육 운동이 일어났다 보닝 에 의1980 . (2007)

하면 세기에 접어든 후 세 번째로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교양교육 운동20 이

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카네기재단.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이 년 대학교과과정의 임무 이라Teaching) 1977 (Missions of the College Curriculum)

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교양교육을 재난지역 이라고 선언한‘ (disaster area)’

것이다 하버드대학도 교양교육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다른.

대학들도 지난 년 넘게 축소되어왔던 교양교육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20

다 (Boning 2007).

그런데 새로운 교양교육 운동 역시 교양교육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나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보

다는 진로 준비에 급급하고 있으며 과학 수학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아는 것이, , , ,

너무 적고 특히 효과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

했다 한편 기업가들은 대학 졸업생들의 질이 낮아졌다고 불평했으(Boning 2007).

며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줄이고 있었고 언론은 일본교육의 높은 성취를 보도하면

서 미국 교육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서양의 가치들과. great

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의 도입을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시대착오적books

인 것으로 치부했다 고전적인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었던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

화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다 성취의 기준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

제한하며 필수를 늘리고 액티브 러닝을 독려하고 학년에 집중되었던 교양교육, , , 低

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습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全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신중한 검토와 평가와 전략적 계획수립을 거친 것은 아니었

다고 한다(Boning 2007).

한편 미국에서도 최근 매우 협소한 공리주의적 시각이 공립 대학의 교육에 관한

논쟁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학성적과 수학성적이 경제적 풍요와 관련.

이 있다는 생각은 논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이지만 거의 도그,

마에 가까운 이러한 확신 때문에 과학과 수학 과목들을 우선하면서 개인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과 창의성 발현에 꼭 필요한 인문교육을 희생시키는 실책이 범해지고

있다.66) 더구나 이러한 잘못된 확신은 너무나 널리 퍼져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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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근본 원리에 어긋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Zakaria 2015).

무엇을 할 것인가5. ?

이상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의 팽창과 변화 속에서 인문학과 인문교육이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가지고 있고 왜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

양교육 내지는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려는 시도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

했고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대학 내부와 외부에서 개혁 시도가 직면하,

는 어려움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는 인문교육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고 인문학과 인문교육에 대

한 오해와 불신이 존재하고 있고 부당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

문학 위기론이 몇 차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었으나 인문교육의 의

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학 학부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를 위한 집중적 노

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한 인문학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불식시키지도 못했.

다 그러한 가운데 인문학은 허약한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적대감마.

저 느껴지는 공격과 모욕에 시달리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방식으로 급격한 감량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을 실용주의. 67)와 애국심으로 포장하거나

인문학이 현대 문명을 구원할 것이라 과도한 기대를 부풀리는 것은 좋은 대책이라

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들의 제안을 생략한 채 인.

문학으로 과학기술과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인성을 회복시킨다는 발

상은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인문교육 및 인문학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가

지 구체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인문교육 또는 일반교육 교양교육. ( )

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과 미국에서 시도되었던 인문교육 또는 일반교육 개혁,

노력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의 운, (College of Liberal Studies)

에 지난 년 간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8 .

66) 자카리아는 미국과 스웨덴이 국가 가운데 수학 시험 성적은 매우 저조하지만 창조적이고 역동적인OECD

경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수학 시험 성적만 좋을 뿐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지는 못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Zakaria 2015).

67) 인문학을 실용주의적으로 포장하고 방어하려는 노력은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것은 지만‘liberal arts’

이것을 인문학이라 오역 하여 창의성이나 신상품 개발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인문교양은 성공하는 리더‘ ’ .

의 조건이므로 처세술과도 중요하며 치유와 힐링의 인문학도 일종의 실용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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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5.1.

대학은 첫 번째 직장이 아니라 여섯 번째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파

우스트 하버드대 총장의 발언 은 일부러 과장법을 사용(Drew Faust) (Zakaria 2015)

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대학교육의 목적이. ,

첫 번째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잘 할 수 있는 준비에

몰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의 효과는 졸업 후 몇 동안이 아니. ,

라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맞춤형 인재 라는 표현을. ‘ ’

사용하며 현장에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대학생을 교육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한국 언론과 기업인들은 대학에게 첫 번째 직장에서 요

구하는 인재 그것도 출근 즉시 활용 가능한 인스턴트 인재 의 육성을 요구하고, ‘ ’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첫째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해. ,

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인문학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을 전반적으로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이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비용을 기업은 단 한 푼. ,

도 부담하지 않고 그 비용 전체를 사회 또는 피고용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차 산업 혁명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적어도 세까지 다양한. , 4 80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학이 겨우 첫 번째 직장에 대한 준비만 시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인스턴트 인재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즉각 사용이 가능‘ ’

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심각한 약점과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술 발전이나 사.

회 변화에 따라 기업의 필요가 변화할 경우 인스턴트 인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시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업의 필요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면,

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존재가 부담이 될 것이다 개인으로서도 첫 번째 직장에 최.

적화되어버린 자신을 다른 직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장래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진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폐기할 수는 없

다 그러므로 교육은 사람들이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외에 탄탄한 학.

습능력과 기초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학습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적절한 시간과.

기회만 있으면 능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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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의 질 제고와 인문교육을 통한 혁신5.2.

인문교육 즉 자유 학술 교육은 인문대나 문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수업 이, ( )

상의 것이다 인문교육에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

다 수학은 지적 훈련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인문교육의 성공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세인트 존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단지 문학과 철학 분야의 고전 권을 읽어서가 아니100

다 상당한 수준의 수학 교육도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

인문대나 문과대 학생이라고 해서 수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를

갖지 못한 채 인문학 수업만 잔뜩 듣고 졸업을 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거의 모르는 과학도나 공학도를 졸업시키는 것과 마찬

가지로 무책임하며 비난 받을 일이다 과학을 배제한 인문학 교육이나 인문학을.

배제한 자연과학 교육 모두 학생들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들고 시야를 좁히고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적응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대로 된 좋은 인문교육자유 학술 교육일까 여러 가지 현실/ ( ) ?

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시도했던 수업 경험을 통

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규모의 혁신을 한다(1) .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욕심을 내

지 말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좋은 인문교육을 가능.

한 많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물론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

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서울대 기초교.

육원의 핵심교양 도입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많은 야심적이고 훌륭한 시도들이 결

국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

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전공학부 설립추진단이 학년 신입생 당시 명 에게 한 학기에 단지 한1 ( 157 )

개씩만 혁신적으로 좋은 수업 주제탐구세미나 과 또는 을 제공하기로 한 것( 1 2 3)

은 다소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

다 단지 명에게 한 학기에 한 개의 좋은 수업을 년 간 제공하는 것도 지속적. 1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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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 자유전공학부는 년 간 이를 지속해. 8

올 수 있었다.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수 학생 비율을 조정한 수업을 한다(2) .

좋은 인문교육은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지만 학생과 교수요원의 긴 한 상호작

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자유전공학부의.

주제탐구세미나는 교수 명과 대학원생 조교 명이 담당하는 최대 수강인원을 일1 1

단 명으로 하 다 주제탐구세미나 수업은 강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텍스트를20 .

정 하게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며 발표와 토론과 글쓰기 외에 때로

는 연극 등 공연이나 동 상 제작 등 공동 작업의 성과를 평가에 반 하기도 하 다.

강의는 대규모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미리 녹화한 동 상을 각

자 편한 시간에 시청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검토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요원 및 동료 학생들과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한 지적 자극과 성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며 아직까지는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는 대단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한편 학생들로서도.

당장의 수업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은 그리 인기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소규모 강좌는 많은 대학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상당수가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수업을 원하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라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과 소위 명문 사립.

대학들처럼 한국사회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지도자의 양성을 표방하는 곳은 전공

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위 명문 대학을 지향하거나 지도자 양성을 표방하지 않는 대학. ,

에서는 희망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의 지적성장에 자극과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한다(3) .

수업의 제목과 내용과 방법이 어떠하던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위한 자극과 도움



931

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운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

증된 방법들도 있지만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대로 된 인문교육 수업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신입생들을 위해 학기에 개설한 주제탐구세미나 의 경우1 < 1>

일반고 문과 및 이과 외고 과학고 재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 분반의 학, , , 3

생들이 전공과 학문적 배경을 달리하는 교수 명 및 조교 명과 함께 시간 생명3 3 , ,

사랑 지식 행복 공간 문명 또는 몸 등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 , , , , , ,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주제와 관련하여 함께 자료를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학문들의 접근을 경험하는 한편 서로 자극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학

문의 경계를 넘는 사고를 시도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

운 시야를 열어주기도 한다.

수학과 과학(4)

수학 교육과 과학 교육은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설립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든가 문과생도 수학과.

과학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또한 이를 어떻게 서울대의 기존 교과과정 속에서 구현할

것인지 과목 신설과 개발 등을 포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학생의 다양한( ) .

배경과 적성과 수업 부담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며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물론 대학

전체의 구조 및 제도 변화라는 문제도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설립추진단은 모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 구별 없

이 수학과 과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초소양을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

었다 즉 고등학교 때 문과 던 학생도 미적분 정도의 수학적 기초는 가지고 있어. ,

야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면 문과와 이과라는 구별이나 제한 없이 서울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

를 갖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학과 과학 소양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문.

과와 이과라는 구별은 한국에나 남아있는 것이며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외국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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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또는 고등학교 학년에 진학하면서 스스로를 문과) 2

또는 이과라는 좁은 테두리에 가두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쉽게 결.

론이 나지 않았다.

문과 전공을 할 학생이 왜 수학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시 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학생이 수학 과목을 수강해야한다면 기존의 교양과정에 개설된 수학 과목

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기존의 수학 수업이 문제 풀.

기에 집중되어있으며 세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과 수학이 어떤 관련성이 있

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유 전공학부라면서 자유가 없다고 투덜대는. ‘ ’

학생도 있었다 수업부담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라고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

단했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교수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보다 적절한 수학 관련 과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실천할 인력과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과학 지식이나 정보 자체가 아니라 과학이란 무.

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즉 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알기 위해서 과학 과목들을 수강,

해야 한다면 기존의 교양과정의 과학 과목들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문과생을 위한 과학 과목은 배제하고 하나의 분야를 두 학기 계속 듣도록 하고 예(

를 들자면 물리 과 물리 등 반드시 실험과목도 듣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 1’ ‘ 2’ )

세했다 그러나 실험과목의 성격 자체가 많이 변화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부담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은 자유전공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역사가 오랜 것이다.68) 역시 적절한 새

로운 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68)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이미 년에 다니엘 벨이 제시한 바 있었다1966 . "The [science]

requirement is a mish-mash. It satisfies no logic of general education, other than the

nice-sounding statement that the student has had two years of science. ... In place of the

present system, I would propose a simple option of one of two two-year sequences: a

mathematics-physics sequence, or a mathematics-biology sequence." (Bell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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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 회복과 교육부의 역할 문제5.3.

일부 희망 학생들에게라도 인문교육자유 학술 교육을 경험하게 하면서 대학의/ ( )

학부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처럼 교육부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직접적 개입과 간섭을 계속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며 각종 사업의 평가와 추진도 대부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원.

래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속성

과 한계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과 비효율을 피하기 어렵다 대상에 맞추어 다른 기.

준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세심한 배려와 조정을 하려다가는 불공정성 시비에 휘말

리게 되므로 결국은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된다.

고도성장과 산업화 시절의 비전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설익은,

미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압력과 지시를 받으며 고등교육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하나의 칼이나 가위로 재단하기에는 한국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졌고 미래

는 너무나 불투명해졌다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이.

끄는 강력한 정부와 유능한 관료들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무엇을 할 것인.

지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궁극적 목표가 분명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

단을 선택하여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교육. .

부가 대학을 놓아주려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스스로 교육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

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유롭지 않은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유 학술 교육을. ( )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워지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나 언론이나 대학의 근시안을 비난하고 대학교수를 학과이기주의로 몰아

세우기 전에 왜 대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고 왜 교수들이 학과이기주의자가 되

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대학도 교수도 성찰과 반성을 통해 거듭나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정책과 결정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학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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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도입강연1-1 ( )

How is Politics to be Moral?

정치는 어떻게 도덕적이 되는가?

김선욱 숭실대학교

Kim, Seon Wook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realm of politics and that of morality are situated at different levels,
as Herman Melvil's Billy Budd alludes, we cannot try to judge politics by moral
standards. However, we can make our common life look moral by building
political space among us. The political space has characteristic features such as the
use of speech for action coordination, political equality, elevation of publicness,
pursuit of communicability, and building of participating citizens. Thanks to the
logos that we have by nature, according to Aristotle, it is possible for us to build
the political space in our common life. Due to our animal-like nature, we come to
have a more realistic view toward politics. Still, we have observed many examples
that shows we can change our world into a better one. As long as this is possible,
not all realistic views are realistic, and some idealistic views are very real. The
more endeavor we put to build the public space, the more outcomes we can make
look moral.

1.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국내의 혹은 국제적인 분쟁이 곧 사라져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분쟁의 소멸과 평화의 실현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 소망이 불가능한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왔다 소위 정치현실주의 사상가들이 그랬지만 오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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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도 이런 비관적 전망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인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들의 희망이 항상 물거,

품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들도 역,

사상 많이 존재해 왔다.

도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어 왔고 또 사회적 차원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모두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에서도 여전히 도덕이 중요한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의심을 가져왔다 마키아벨리가 군사적 도덕에 충실하는 것은 정치가.

가 따를 수 없는 사치라고 지적하며 정치가는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충고했던 것은 정치 행위는 도덕과 윤리와는 다른 원칙에 의해 규율되며 정치,

역은 도덕의 하위 역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을 천명한 것이다 허먼 멜빌의 소설 빌리 버드. < >1)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덕이

작용하는 차원과 정치가 작용하는 차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가 도덕적 이라고 생각‘ ’

하는 것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것은 정치가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

와 관련되어 있고 도덕도 마찬가지로 더불어 사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정치의 내면에 과연 우리의 도덕적 의식에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의 삶을 이끌어낼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향하게 된다.

2.

도덕과 정치의 가장 큰 차이는 도덕이 전제하는 인간관은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

간이지만 정치는 인간의 복수성 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있다(the human plurality) .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공리주의는 이,

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칸트의 도덕철학은 원칙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모두는 종 적인 인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 ) .種

모두 인간 전체에게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인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도덕적 접근은 결국 개인에 대해 보편적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교.

정을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Herman Melville, Billy Budd, Good Readings, 1891 (Amazon Kindl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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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인간적인 현상인 것은 도덕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치도 도덕과 마찬가.

지로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다 동물들 사이의 갈등은 물리적 폭력을.

통해 해결이 추구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도덕 명령의 적용이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나 정치가 접근하는 해결의 방법은 도덕의 방법처럼 그것의 옳.

고 그름을 가려 선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입장과 가치,

관을 존중하면서 말을 통해 이루어가는 조정 행위이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며. ,

다양한 조정의 대상이 도덕적 기준의 대상으로 환원되어 처결되지 않는다 그 까.

닭은 도덕이 보편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정치는 인간의 복수성, (the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human plurality) .2) 인간 개성의 다양성은 인간의 복수성

에서 비롯한다 인간은 개성을 가진 존재이며 개성을 표출하기를 바라는 존재이. ,

고 개성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개성을 인정받기 원한다, , .

정치는 의견 중심의 접근을 요구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인간 복수성의 사실 즉. ,

인간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정치 역에서는 도덕적 주장 또한 의견.

의 형태로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래서 정치는 복수의 개인을 전제로.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 공간에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놓고 함께 논,

의하고 토론하여 함께 약속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이런 약속된 방법이 적.

용되는 한 정치는 공동의 문제를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특정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정치는 도덕이 추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에는 도덕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아리.

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동물적 삶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도모할 수밖

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적 욕구만큼이나 자연적인 기능.

을 하는 로고스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식물과 같이 타고난 욕구를 기(logos) .

반으로 인간은 즉 가정을 형성한다 는 날마다 되풀이 되는 생물학적oikos, . oikos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이런 욕구는 생명유지를 위.

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필요를 개인의 힘만으로 자족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와 마을을 형성한다 가정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라고oikos . oikonomia

하는데 여기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가 나왔다 인간은 여기서 한걸음 더, economy .

나아가 여러 마을을 묶어 를 구성하는데 는 마을이 단순 확대된 것이 아polis , polis

2)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p.17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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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자체로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완전한 공동체이다 도 와 마찬. polis oikos

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를 구성하는 동물polis (zōion politikon)”3)이라고 하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polis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보았다 이 를 우리는 도시국가 라고 주. polis ‘ ’

로 번역하고 이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작은 규모의 국가로 이해한다 정치를.

의미하는 는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politics .

를 통해 실현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육체의 성장과 생명유지라는 결과oikos

로 나타난다 그리고 풍요로운 물질적 삶의 향유 또한 그 결과의 하나이다 완전한. .

공동체인 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아리스토텔polis

레스는 인간의 단순한 생존 을 넘어서는 훌륭한 삶 이라고 한다 훌륭(zēn) “ (eu zēn)” .

한 삶은 인간만의 차별화된 본성인 가 잘 기능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아리스logos .

토텔레스는 인간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 이다 라는“ logos (zōion logon ekhon) .”

규정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규정에 곧바로 뒤이어 덧붙인다 능력을. logos

가졌다는 말은 곧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다 언어 는 인간에. (logos)

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데 사용,

된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어를 활용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polis

더불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다,

는 말이다 정치를 통한 도덕적 목적의 구현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

인간이 의 법 과 정의 에서 이탈했을 때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polis (nomos) (dike)

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나아가 에서 발현되지 않은 가 달리 활. polis logos

용될 경우 이 동물은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인간은 지혜와 탁.

월함을 위해 쓰도록 무기인 를 갖고 태어나지만 이런 무기들은 너무나 쉽게logos ,

나쁜 목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는 의 질서를 유지해. polis

주고 정의감은 무엇이 옳은지 판별해 주는데 를 통해 의 탁월함을 이루지, , polis logos

못한 인간은 가장 불경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자신의 온갖 욕망에 충실하게 된다, .

이처럼 정치 공간은 인간의 본성의 발현이며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필요,

한 정의와 윤리를 구현할 수 있고 좋은 삶 즉 인간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

정치 공간을 갖지 못하거나 정치 공간을 상실하는 것은 곧 인간적 삶에서 멀어짐

을 의미하게 된다.

3) Aristotle, Politics, 1253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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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공간이 도덕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다음의 특성 때문이다 첫째 정치. ,

공간은 말이 가진 힘에 의한 대화와 설득의 공간이다 정치 공간에서는 물리적 폭.

력이 아니라 말로써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 동물 이라는 말을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 로 풀어낸 것“ ” “ ”

은 이런 정치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둘째 정치 공간의 참여자는 평등하게 말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치 공간, .

을 함께 형성한 사람들이 만든 법적 합의을 통해 보장된다 이때의 평등은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는 평등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리스어 이소노미아. ( σἰ
가 의미하는 것처럼 법의 역 내에서의 평등 즉 동료 집단) , “ ”, “ (a body ofονομ αί

을 형성한 이들의 평등 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peers) ” . “

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인” , “

간은 자연적으로는 불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생”

활하는 공동체 내에서 법을 세우고 그 법이 적용되는 한 법의 역 안 에서 의도적( )

으로 이루어내려는 평등을 의미한다.4) 이러한 평등은 인위적으로 만든 법으로 형

성되는 역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정치 공간이다 자유롭다는 말은 타인의 명, .

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에게 명령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치하.

거나 통치 받지 않고 지배하거나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는 정치,

공간이 만들어 내는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작동한다 만일 정치 공동체에 군주.

나 폭군 즉 통치자 가 등장하면 시민들의 평등한 관계는 존재할 수 없고 오, (ruler) ,

직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혹은 통치를 받는 피치자들 간의 관계만이 존재하게,

된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정한. “

활동 즉 정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

공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존재한

다는 말이다 정치의 궁극 목적은 바로 이러한 공간을 창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 ,

며 정치 공간의 부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

셋째 정치 공간은 경제력에 의해 위계가 정해지는 공간이 아니며 공공성이 힘, ,

을 발휘하는 공간이다 정치 공간의 존속을 위해 경제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정. ,

치 공간이 경제의 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공적 공간을 지배하게 되면. ,

4) Han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1933,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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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간에서 정치 공간의 자리가 점차 왜소해진다 이것이 현대가 봉착한 문제.

이다 현대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공통 관심인 경제가 지배력을 행사했고 이 힘에. ,

의지한 권력자가 국가를 통치하고 그 앞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숫자,

로 환원된다 경제가 일인 군주처럼 체화하여 지배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

이는 사회적으로 균일화를 낳게 되며 이런 균일화가 현대에서는 평등을 의미하게,

된다 공적 역에서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차이를 나타내는 행위는 사회적 역에.

서는 불필요한 것이며 자의적일 뿐인 독특한 행위로만 여겨지게 된다 공공성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선 은 공동선 과는 다르다 공동선이란 공동체( ) ( ) .公共善 共同善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성은 공동체 구성원을 넘어 모두.

의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이익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공공성은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기준을 넘어선다 예컨대 공동체 구. .

성원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

할 때 혹은 공동체가 불이익을 떠안는 선택을 대의를 위해 할 때 이때는 공동선, ,

이 아니라 공공선의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넷째 정치 공간은 다양한 의견이 경합을 벌이지만 거기서 모두 혹은 다수가 소, ,

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이 형성된다 의견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대화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편파적이지 않을 것 즉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

자신과 관련된 이익에서 초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정치 공간은 참여자로 하.

여금 사적 이해관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의견과 주장이 사적 이.

익에 연관되어 있다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또한 공정한 의견이라 하,

더라도 사적 이익에 얽매어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상상력으로 인해 불편부당성 즉 공공성을 갖는 것과. ,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보편적인 소통.

가능성을 통해 말을 통한 합의가 가능하다.

다섯째 정치 공간은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형성함으로써 시민사회 안에서, ,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물론 오.

늘날에는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시민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의제 사회에서도 시민은 마치 연극에서의 관객처럼 연기자인 정치가에 대해,

향력을 끼칠 수 있다 연극의 배우 행위자 는 연극을 구성하는 인물이고 연. (actor, )

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극 전체를 볼 수 없으며 극의 진행에 대한 평가는 관,

객 의 반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좋은 평가에 관심을 쏟는 행위(spectator) .



945

자는 관찰자의 의견 과 판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관찰자는 행위자의 마음(opinion) .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때 행위자는 관찰자에 의존적이 되는 반면 관찰자는 자율. ,

적이다 정치가와 시민은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한다 이들 시민은 관찰을 하면서도. .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있다.5) 사실 복수로 존재하는 시민들 자신이 동료

시민과 대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 시민은 관찰자이면서도 이,

미 행위자인 셈이다 이처럼 정치가와 시민은 적극적인 상호관계 가운데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처럼 정치 공간은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형성하는데 이런 정. ,

치 공간이 활발하게 기능할 때 시민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자세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4.

정치 공간이 도덕적 지향성을 갖는다면 왜 현실의 정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

을까 우리의 논의가 너무 이상적인 반면에 현실 정치는 그런 이상성과 거리가 멀?

기 때문인가 현실주의적으로 정치를 다룰 때와 이상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다룰?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주의가 진정으로 현실적으로 이상적 관점은 비?

현실적이기만 한 것인가?

현실 정치의 실례에 집중하는 정치적 현실주의는 현실의 힘의 대립의 논리에 주

안점을 준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물리적 힘에만 주목하는 가운데 이성적 소통의.

힘의 작용 등과 같은 다른 힘의 작용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현.

실주의는 국제관계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장으로 이해하는데 이 또한 세계,

가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만들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간과하거나 혹

은 무시한 태도이다 정치적 현실주의의 주장이 실제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비판을 우리는 플라톤의 국가 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논쟁에서 우리는 

현실주의에 대한 통렬한 논박을 발견할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권력자는 자신의. ,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기 마련이며 일단 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선포,

하므로 정의란 권력자 즉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소크라테스, .

는 통치자도 실수를 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가 실수로 만든 법이 그에게 해가 되더,

5)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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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정의로 선포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의로 불린 법이 강자에게 해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현실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현실은 여러 면모를 가지.

고 있고 서로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현실의 사례로 현실주의를 주장하면 반대의, . ,

사례로서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6)

또한 소크라테스는 국가나 군대 강도나 도둑의 무리 등이 집단으로 불의를 저,

지를 때 서로에게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인들도 자신들 사이에는 의리를 지켜야 불의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불의한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아무런 불의도 이룰 수 없.

게 된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악이 작동하려면 선에 기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치 현실주의에서 옹, .

호하려는 악 보다는 선이 더욱 근원적이며 더욱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는 논법이

다 이 내용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강조하는 소통적 행위의.

우선성 논리를 선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현실주의 정치이론은 진화생물학적 근거를 갖기도 한다 동물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폭력을 이해하려고 했던 콘라드 로렌츠의 연구가 그 예이다.

이 관점에서는 폭력성을 치유 가능한 질병처럼 여기며 도덕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은 수용하기 어렵다 폭력성의 작동을 인간본질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

이면서 동시에 그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인 사회성을 통해 제어하는 이론이 현실성

이 있게 된다.8) 이런 입장을 취하는 정치 이론을 토마스 홉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홉스가 자연 상태 에서의 인간을 폭력 행사의 권리를 가진 주체(the state of nature)

라고 보았던 것은 폭력성이 인간본성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입장과 유사하기 때문

이다.9) 물론 홉스의 폭력성 개념이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로렌츠의 공격성과 유사한 이론적 기

능을 그의 정치철학에서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막스 베버는 국가를 정당한 물. ,

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유일한 인간 공동체이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6) Plato, The Repblic.

7) Juerge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trans.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4.

8) Konrad Lorenz, On Aggression, trans. by Marjorie Kerr Wilson, Bantham Book, 1971.

9) Thomas Hobbes, Livi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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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이라고 정의하고 정치란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하고 또 정치가에 대해 너는 악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해야만 한, “

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악의 만연에 책임이 있다. .”10)고 했다 이런 폭.

력과 권력 개념은 현실주의 정치철학의 기본 이해이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반드시 이렇게 이해될 필요는 없다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

력은 폭력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정당한 억제력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 ‘

가 폭력 즉 국가가 자행한 범죄적 폭력이지만 후자의 올바로 행사된 공권력이다’ , .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적 폭압 사건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력 행사,

가 단지 폭력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를 오늘날 경험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한갓 폭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국.

가의 힘이 실제로 폭력으로 작용되는 경우와 타당한 억제력으로만 작용되는 경우

를 원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원리에 따라 권력과 폭력이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과 폭력은 동질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호 배타적이.

기도 하다.11)

5.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연설할 때는 나치의 광『 』

풍이 예감되었던 때 고 벤야민이 자살했던 때는 나치가 득세한 때 다 아렌트가, .

폭력론 을 썼을 때는 민권운동과 학생운동이 상당히 확산된 년대 으며 정1960｢ ｣
치체제의 발전을 경험한 뒤 다 폭력을 정치적 폭력으로 제어하던 시대에서 폭력.

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권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치 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폭력을 제어하는 인류의 능력이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의 이상적 정치론은 홉스의 정치론 못지않게 현실적이.

다 그리고 도덕이 이루려는 결과를 홉스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정치적.

으로 이루려고 한다.

정치가 도덕적이 되게 하려면 정치에 도덕적 방법 자체를 도입할 수 없다 정치.

10) Max Weber, Politics as Vocation.

11) Hannah Arendt, “On Violence” in Crises in the Republic, San Diego: A Harvest/HBJ Book,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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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과 도덕의 차원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이 현실에서 이루려는 공.

동의 삶의 모습을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 즉 바람직한 정치 공간을 만들.

어 냄으로써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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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1-2

Colombia and Venezuela: brothers in arms‐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형제국가간의 갈등:

안토니오 마시아스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Mac as, Josí é Antonio Hernández Universidad Nacional Aut noma de M xicoó é

Abstract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그들이 공유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무장한 형제들 로“ ”

묶여 불리곤 한다 실제로 세기 후반부에 양국의 역사는 매우 비슷했다 로하스. 20 .

피니야 와 페레즈 히메네스 의 독재 이후 양국은 균형(Rojas Pinilla) (Perez Jimenez) ,

잡힌 양당제와 민주주의 정부를 채택하 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통령제 헌법 하에.

서 이러한 민주적 통치 체제는 점차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지역적 통합을 용이하,

게끔 하 다.

그러나 세기 초에 이르러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했다 이는 양국의 사21 , .

회와 대중의 태도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주의로의 귀속은 일견.

모순되는 두 가지 경제 원칙을 실시하게끔 하 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귀환하면서 소비에트 봉쇄가 철폐된 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모두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

의의 유지를 넘어 선거 제도 의회 지방 분권화 군부와 정치의 관계 및 재정 등의, , ,

정치 체제를 종합적으로 근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 다 빈곤과 부패 약한 정당과. ,

의회 위기에 처한 리더십 아래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부채 청산 및 변화하는, , ,

국제 체제를 따라잡기 위해 들인 노력은 그들 사회에서의 삶에 엄청난 악 향을

끼쳤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봤을 때 콜롬비아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장 경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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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한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 사회주의의 전위대임을 자.

처하며 중국 쿠바 러시아 등과의 동맹 관계를 수립하 다, , .

우리베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집권한 년 이래로 우고 차베즈(Uribe) 2002 ,

가 권좌에 올랐던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Hugo Chávez) . 2005

년 국교 단절 이후로 군사 갈등 조직 범죄 준군사적 준동 수 및 불법 이민 등, , ,‐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양국 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제적지정학적 맥락을 고려. /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은 전쟁의 한 전조로 보인다, .

Paper

In Simon Bolivars work was the realization of a dream. The Jamaica Letter12) of
1815 had anticipated the political conformation of America when everything were
confusion and ruin en the former Spanish colonies. Bolivar, thought for America:

The New Grenade will join with Venezuela if they agree in a Central

Republic way, wich capital will be Maracaibo or a new city with the name

of Las Casas, in honor of this philanthropy hero, is formed between the

ends of both countries, in the superb of Honda Bay.13)

The unity in military action of New Grenade and Venezuela to get the
Independence, during 1889 and 1919 campaign created a specific solidarity of both
peoples and determine the unity in the civilian leadership structure.

In the Cucuta Congress, following the line of Angostura’s project14), establish
exactly the “Central Republic” that Bolivar has anticipated in 1815. The president

12)In September 5 of 1815, Bolivar wrote the Jamaica Letter, document to determine the goals

and futur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is document its established the continental

unity as the only way to prosperity and development.

13)Vicente Lecuna, Cartas del Libertador, Caracas, 1929, Tomo I 1799 1817, p. 189, 6 de‐
septiembre de 1815, “Contestaci n de un Americano a un caballero de esta isla”.ó

14)Project emanating from the speech by Simon Bolivar on February 15, 1819 in the province of

Guayana , during the installation of the second Constituent Congress of Venezuela in San

Tom de Angostura. This document Bolivar as head of state congressmen country is directedé
not only to express their opinion on what should be the constitutional project to be punished

, but also to provide a profound reflection on the prevailing situation in Venezuela in late

1818 and early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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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the Liberator for unanimous consensus of the Congress and the two
countries, besides their political powers are restricted in relation to the Angostura’s
project.

The proclamation of the union, in Angostura, marked what in history books has
been known as the Great Colombia15), to differentiate it of the more little one of
today. Under the leadership of Bolivar, the new nation completely removes first the
enemy forces that operates in his own territory and then exerted a key role in Peru
and Bolivia’s liberation. During this stage, a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characterized by separated administrations both Venezuela to New
Grenade.

Alliance that comes to an end thanks to the incapability of Bogota’s government
to get o over the huge distances that separate him of the provinces; the
nonexistence of dynamic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is and “strong identities”
manifested since the end of colonial period as, “not only their elites, but great part
of their people, feel different identities”.16)

In this order, the consolidation of the emancipation after the realist defeat of
1824 in Peru and the death of Simon Bolivar in December 18030, liquidated any
possibility of restoring the Great Colombian project. So that proclaimed the
secession, both Santander in Colombia to Paez in Venezuela impose themselves as
“natural” chiefs of the new states. The general Francisco de Paula Santander
presidency between 1832 and 1837 and the general Mosqueda military inflow will
be dominant elements during a stage marked by the progressive advance of the
“conservative order”; which cautious modernization project support basically en
some regions like: the south mountainous strip, Cauca and Antioquia Valley,
incorporates in the forty’s a church interested in dominate the elemental teachin
g.17)

At placing ourselve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e have in 1903 the

15)By the time of his Independence in 1819, military and diplomatic transitional needs led to

New Grenade to constitute together with General Captaincy of Venezuela and Quito’s

Audience, The Great Colombia Republic.

16)Deas, M. Colombia, c. 1880 1930. En Historia de Am rica Latina. Bhetell, L. Editorial Cr tica.‐ é í
Barcelona. 1992.

17)Halperin, T. Historia Contempor nea de Am rica Latina. Alianza Editorial. Madrid. 2005.á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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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the Panama Republic in Colombian “isthmic land” and the north
American position to the against naval blocking that during the same period
Venezuela suffers from Italy, Germany and England; following which Roosevelt as
“corollary” of Monroe’s Doctrine, argued that in case of the “unwillingness” to
discipline their finances create a “chronic debtor” Latin American state, the “police
action” corresponds only to the United States, even in benefit of European
creditors or non Americans; are eloquent facts of the transit of European‐
interventionism to American guardianship. The new century will open a new era to
Latin America too.18)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Colombia and Venezuela is possible to establish
that it has no disappear, unfortunately, the conflicts that the XIX century had
brought between these two south American countries, that remained as two brother
nations but spaced by border problems and their common interests.19)

Colombia and Venezuela shared parallel political storie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the Rojas Pinilla and Perez Jimenez dictatorships,
both countries agre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based on the game of the
parties and constitutionally institutionalized inside the Latin American
presidentialism, and cooperation in integrationist process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Colombia, was iniciated the Frente Nacional, approved by the majority until that
time, in the plebiscite of 1958, which leave the electoral competition to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parties in the collegiate bodies, and imposes parity in public
workers. In presidential level, it would follow a rigorous alternative shift until
1970. In Venezuela, with Punto Fijo Pact in 1958, was ordered the electoral fight
between Comite de Organizacion Politica Electoral Independiente (COPEI) and
Accion Democratica, that sooner will be reflected in the 1962 constitution, and
would lead a competitive elections and alternating power. Both two parties political‐
systems reduced the dictatorial power that Perez and Rojas had exercised at the
accepted fees for the presidential democracy, they established chef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owers, and boosted the legislative debate.20)

18)Ibidem

19)Controversies between Colombia and Venezuela had nothing to doonly with border conflicto,

theres historical, cultural, socio economic and political elements that in all moments are‐
damaging the relationship, and generate stereotypes and mutual negative perceptions between

the population of both sides of the border.

20)Alfredo V zquez Carrizosa,á Colombia y Venezuela una historia atormentada, Colombia, Ter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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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two nations focuses on the border obstacles, the
territorial delimitation for the differendum about the Coquivacoa Gulf and the
initiation of the compromises of Pacto Andino. With some delays and different
speeds, these finally made the two countries the pillars of the Pact, and propitiated
that both have the growing strength in manufacture production and a commercial
partner in the neighborhood, were the economies complemented.21)

The return to democracy of the countries of America and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bloc totally change the panorama. Neither Colombia nor Venezuela, satisfied
for maintain their democracies in the middle of an authoritarian period, take
advantage of the moment to modernize appropriately their political systems: their
electoral systems, congresses, decentralization processes,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military, their economic systems. In just one moment, they were immersed in
poverty, leaderships in crisis, corruption, weak executive power. The income of
neoliberalism, the free trade and competition, debt payments and the urgency of
integrate to a changing international system provoke disasters in their social life.

In the meanwhile we have that since 1989, with the signing of the Caracas and
Ureña Declaration22),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ombia and Venezuela had a
significant twist without precedents, characterized by an atmosphere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revalent context,
sponsored by the political will of the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s axis of
integration, characterized by the agreement and cooperation. While military, drug
trafficking and common crime activities prevailed, the understanding and
negotiation, made possible by economic trade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greed
in the various presidential summits, prevailed over the conflict.

In February 1995, coinciding with the beginning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afael Caldera, it will produce a fact that will mean a new recoil in relationships
of both countries. The attack perpetrated by the Eje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Mundo Editores, 1988, tercera edici n, p.39ó
21) Ram rez y Hern ndez, “Colombia y Venezuela: vecinos cercanos y distantes”. En S. Ram rez,í á í

La vecindad Colombo Venezolana. Im genes y realidades‐ á , 2003, Bogot , IEPRI.á
22) This new bilateral process marked by the Will of Understanding was characterized by

separation in the treatment of the various Topics, so that bilateral agenda de este way , the

border dispute would not disrupt the discussion or agreement on other issues of mutual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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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N) in Colombia to a river post of the Venezuelan army, located in the Meta
river in Caracabo, in Apure state, leaving 8 death marines, will begin a period
were the conflict shall prevailed over the negotiation. Since that moment and until
1997, the border conflict (guerrilla attacks, drug trafficking, farmer kidnapping,
grand theft auto, etc) will become the central subjec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ffecting their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while paradoxically,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continues its march.

During 1996 the tension continues and was complemented with the paralysis of
almost all of the mechanisms of political dialogue. A raid in the Venezuelan
National Guard in Colombian Arauca territory, last year December 28th, produced
new frictions that muddied the relations during next year’s January.

This brief recount shows that relations between Colombia and Venezuela have
been charged of a lot of contradictions since pas times. Nevertheless, the political
break of both systems shows at the end of the nineties23), with 1999 political
election of Hugo Chavez in Venezuela, and Alvaro Uribe in Colombia, in 2002.
Chavez is after Caldera who had the power repudiating COPEI that has been
founded by him before; this highlights the erosion of the parties’ structures. Uribe,
an unknown senator and ex Antioquia’s gubernator, is also on the wave of
repudiators of political negotiation with Andres Pastrana guerrilla, his predecessor.
With a “democratic security” proposal, which had the promise of ending soon the
guerrilla: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FARC), has the majority
support of the voters and triumph in the first round.

In the last 17 years (corresponding to Hugo Chavez and Nicolas Maduro
mandates) had happened traumatic and contradictory processes. The population
links multiply themselves. According to data of Mision Identidad, closely to half
million of Colombians that hasn’t been able to get their migration status, finally
have their resident form, while thousands of Venezuelans settled down in Colombia
searching for alternatives of their country. 24)

Much of this political break is because of Venezuelan active participation in

23) For example, Andres Pastrana guvernment (1998 2002) various situations had shown that‐
proves the links between FARC with Caracas.

24) Socorro Ramirez, Desfases venezolano colombianos e impactos en la frontera compartida,‐
Revista Nueva Sociedad, mayo, 2016, Buenos Aires,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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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America were it propose new geopolitical and integration models founded in
ideological criteria of what Hugo Chavez named as “Socialism of XXI century;”25)

element that generates distrust in USA and his hegemonic plans in the region. That
explains, that Colombia becomes in the first decade of XXI century, in the main
operation and logistic American center26), taking advantage of his neighbor
condition with Venezuela.

Faced with these facts, is possible to say that the last decomposi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is two countries begins in 2010 with Santos presidential arrival
to Colombia27), in this order the first public and formal step of rapprochement
between Venezuela and Colombia was the Venezuelan chancellor assistance in the
president Santos inauguration on august 7, 2010, although the diplomatic relations
was broken. This initiative was established within mediating efforts unanimously
stimulated in the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 (UNASUR), trough the
Secretary Nestro Kirchner. 28)

At continental level, th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mixture
of new approaches and political distancing of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of Barak Obama’s administration, have limited the Venezuelan anti imperialist‐
arguments legitimacy that saw Colombia as a key of an American intervention. To
Colombia, has meant the possibility of lloking the military cooperation in a more
flexible way, to the point that president Santos has so far desisted in sending to
the Congress the polemic agreement that allows the use of military Colombian
bases by USA.

25) The Socialism of XXI Century is a concept made by A.V. Buzgalin as a social political economic‐ ‐
practice. Then, Heinz Dieterich in his “Socialism of XXI Century” book establish the

participative democracy, new socialism or New Historical Project as 3 terms that converge in

the new action that will serve as exit of neoliberalism, responsible of, thinks, had widen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the World.

26) Changes in Colombian foreign policy in the beginning of XXI century are these: 1) encourage

involvement of USA with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2) articulate foreign policy with

security, 3) incorpor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internal situation.

27) Hemispheric, regional and national changes led to the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differently from what had happened in other cycles of tension, when the mutual

importance of economic relations encouraged standardization

28) Cardozo, Elsa, “El giro de las relaciones entre Venezuela y Colombia: mbitos y alcance,á
riesgos y posibilidades”,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Universidad de

Alcal , Espa a, 2011, PDF, Disponible en: http://library.fes.de/pdfá ñ ‐
files/bueros/caracas/087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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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year, despite the last events in our America29), is possible to say that
the future of the continent is in dispute. No one can ensure that progressive
governments will consolidate themselves in the continent, nevertheless it cannot
identify that the attempts of conservative restoration will triumph.

Although in some academic and political sectors the voices of the “end of
progressive cycle” multiply themselves, this qualifier represents more a wish
expression than a solid argument. You cannot talk about the “end of a cycle”.

At internal level, in each country have happen significant changes, although
different from each side of the border. In Colombia, the advances in Democracy
Security Policy allow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 a reduction of the material and
symbolic power of paramilitary and guerrillas groups, as well as progress in the
drug trafficking fight and other criminal activities. So that electoral triumph of
Santos brought the continuity and change in governmental management promise;
and, between the required changes in Democratic Prosperity Policy, was overcome
the rigidities and relative regional isolation of Uribe’s government.

But without a doubt the main event inside Colombia is the sing of peace
agreements with the guerrilla that took almost 6 years to complete. Two years of
secret conversations and almost four of public negotiations in La Habana, Cuba
that, finally, last June 23 led Colombia to end the negotiations with the FARC.
This process ended half a centuryof military confrontation that has left 260.000
deaths, 45.000 missing people and 7 million displaced.

While in Venezuela the government of the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PSUV) under the presidency of Nicolas Maduro has tried to maintain, within the
crisis, the previous guidelines of internal and foreign policy, the last electoral
results have generat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Venezuelan politic scenario. 30)

The opposition, with the qualify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e, manage to
position, for first time since 1998, to exercise a major control over Executive

29) In Argentina, Venezuela and Bolivia, the left suffered major electoral defeats, the president of

Ecuador, Rafael Correa, took the decision to abandon attempts to contend again for the

presidency of his country. In Chile, increased corruption scandals around government leaders

and Brazil have been orchestrating a coup parliament to President Dilma Rousseff.

30) Cf.: Mario Sanoja Obediente, La larga marcha hacia la sociedad comunal, Fundaci n Editorial Eló
perro y la rana, Colecci n Alfredo Maneiro, Rep 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2015.ó 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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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ecisions, includ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reign policy.
Nicolas Maduro’s administration has been characterized by giving continuity to the
last administration policies and the international strategy encouraged by Hugo
Chavez. Nevertheless, this strategy is affected by the lack of leadership as Chavez
had the changes in the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and especially the impact
over the decreasing resources from oil that he sustains, during over a decade, the
oversized Venezuelan foreign policy.

We have seen that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have produced a twist that
seems very improbable, if not impossible, at the end of the last decade. From each
society and in the institution that capitalize the moment and generate the adequate
incentives, is the decisive encourage, not only to avoid the return to old bi national‐
conflicts but to alert about the risks of stagnation, the advantages of look forward
and the institutional steps that it require.

To be converted into scenarios of transition to post Chavez processes in‐
Venezuela and post conflict in Colombia, both countries had the opportunity to re‐ ‐
convert the borders and remove them from the dynamics of lawlessness and
violence. The divergences between governments cannot be trans located to inter‐
state relationships. The neighborhood cannot be submitted to the changes and
governmental political options. But processes so complex will has strong joints that
require a permanent inter governmental dialogue with the participation of border‐
actors and international support. 31)

31) Socorro Ramirez, Desfases venezolano colombianos e impactos en la frontera compartida,‐
Revista Nueva Sociedad, mayo, 2016, Buenos Aires,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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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1-3

DURABLE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WEST AFRICA: ECOWAS COMMON DEFENCE AND SECURITY

POLICY TO THE TEST OF FACTS

서아프리카의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 시험에 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공동 방위 및 안보 정치

제르마 에브 이비아 에베가 중앙아프리카 지정학 재단

MBIA YEBEGA, Germain Herv‐ é Paul Ango Ela Foundation geopolitics

Abstract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는 아프리카에서의 방위 및 안보 정책에 있(ECOWAS)

어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통합적 개. ECOWAS

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아 지역( ) (subregional)亞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계획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국가 및 아지역적 조직 차원에서의 역동적인 배경을 반 하는데 이들,

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문제와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의 문제를 드러낸, ,

다 그렇다면 다양한 불균형들 틈에서 어떻게 하향식의 프로젝트를 구축할 것이며. ,

극도로 경쟁적인 국제 관계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것인가?

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보 사항들은 차ECOWAS 2

적인 효과로도 보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제 자. 3

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스스로 개발과 평화를 위한 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적임을 보여준다.

아지역 통합은 개발 정책과 평화 수립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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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나은 통찰과

전략적 비전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방법과 이에 기반을 둔 자원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와 전략적 개발의 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The states of ECOWAS are subject to numerous threats to their socio political‐
integrity. There it even raises the question of the preservation of their physical
existence. This news is in the functioning of ECOWAS, whose initial vocation is:

"To promot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West African
Economic Union, in order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its peoples, maintain and
enhance economic stability, strengthen relations with Member States and contribute
to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the African continent. "

The search for peace and its consolidation are constitutive of the driving forces
of the Community union project, because it is main development items.

ECOWAS, which has fifteen members, intervened militarily nearly a dozen times
in the Member States, Liberia, Sierra Leone and Guinea Bissau in particula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se interventions refl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defense and security policy of the organization.

The reinforcement of this policy will be investigated through a text corpus, and
the commitment of ECOWA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first part of the presentation will present the interventions of ECOWAS in
the three countries.

In the second part we will open reflection, with the aim of improving projection
capabilities of ECOWAS for common defense policy.

1 The interventions of the Community‐
There is on the one hand, the texts that underpin the action of ECOWAS

security subregional and his concrete commitment.

A The texts of the Community‐
Two fundamental texts form the basis for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the Treaty of the Community, and the "Protocol on mechanisms for
prevention, management, resolution of conflict, peace and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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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The Treaty

The 1993 Revised Treaty provides in its Article 58,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security policy in the Community. It is the charter of the entire
organization reference.

The three paragraphs of Article 58 also clearly indicate the need for preventive‐
action, as taken over by the Community of the concrete situations of crisis and
conflict. Member States shall in particular, "to work to preserve and consolidate
relations conducive to the maintenance of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A2 Protocol relating to the "mechanism of prevention, management, settlement‐
of conflicts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It organizes a result of the Treaty, all of The Community response procedures,
by creating the "Mechanism". He is the technical document base of the
intervention of ECOWAS in situations of crisis and conflict.

B ECOWAS fields of intervention‐
We call "intervention", all actions of the Community in the diplomatic, political

and military.

B1 The war in Liberia‐
It is triggered in Liberia in December 1989, a rebellion led by Charles Taylor.

This war has its historical origins in the institution of a system of domination
and inequality, since the creation of that state. This regime was overthrown by a
military putsch led by Samuel K. Doe, which promises a revolution in governance,
and promoting the rights of the disadvantaged. But the new regime totally lacks
experience in managing the country's affairs.

The absence of viable political project leads to increased repression and war
occurs. A war in which the involve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members of
ECOWAS,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Charter of ECOWAS.

The conflict causes the death of more than 150 000 people and displaced nearly
two million others forced ECOWAS to establish August 7, 1990, the ECOWAS



963

Monitoring Group (ECOMOG), a holding force of the peace.

The ECOMOG stabilizes the fighting and a peace agreement was signed in
November 1990, based on two fundamental principles: the rebalancing of
ECOMOG troops, composed mainly of Nigerian troops and the formation of a new
government interim.

The cease fire lasts until 1992, interrupted by Charles Taylor, who launched the‐
Octopus operation, for the full occupation of the capital Monrovia. ECOMOG
troops launched a vast offensive against victorious.‐

The July 1993 agreements and in August 1996 to prepare the organization of an
election win that Charles Taylor on 19 July 1997.

The same causes causing the same effects, armed groups reappear, and clashes
are spreading. The head of state leaves office and went into exile in Nigeria in
2003, until his transf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ountry is run
since 2005 by Ellen Johnson Surleaf.‐

Two facts summarize the crisis situation in Liberia; they are the keystones of
regional security policy Community:

The collapse of the state;‐
The unpreparedness of ECOWAS to take responsibility.‐

B2 The crisis in Sierra Leone

The war in Sierra Leone began in March 1991. Border Liberia, the country
happens to be a rear bases of Liberian paramilitary movements.

The RUF troop, main rebel movement, appear to be an outgrowth of the NPFL
Charles Taylor. It is also aware of the hypothesis of an undoubted financial
earnings from the diamond trade in eastern Sierra Leone. In this regard, President
Kabbah declared: "Our war was not a civil war. It was not a war based on
ideology, religion or ethnic origin, or a "class war" ... It was a proxy war focused
on the permanent control by the rebels of our rich diamond fields for the benefit
of foreigners.

Historically, Sierra Leone is a very fragile state, having experienced since
independence, a series of coups and a relative institutional stability since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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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is experiencing a growing impoverishment, the personalization of
power and many stones trafficking precious.

The plan does not take full extent of the outbreak of the rebellion, until the
capture of Kono, Senior diamond district, late 1992. During the decade of war that
interests us, a succession of coups brought to power Valentine Strasser (1992‐
1996), Julius Bio (1996) and Johnny Paul Koroma (1997 1998). The gradual‐
restoration of a stable social and political will through interventions troops from
ECOMOG,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Nations.

The remains of appearance of state institutions disappear completely, leaders of
the same time making use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for their own survival
and protection of the diamond producing areas. There is here a "splitting of the
social system" between a "legal country" and structures of any other nature that
inspire, influence or permanently determine the country's political life. William
Reno will speak here of the shadow state.

The country is engaged in a difficult crisis exit process. A weak economy, an
almost industry, a subregional environment plagued him too, a slow but irreversible
recomposition.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devote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the revival of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emerging from armed conflict. The results are revealing, ten years after the official
end of the war. The extreme fragility and vulnerability of the country more
exposed than in the past, to the risk of renewed conflict. In the light of three
themes (stability, sub regional integration and infrastructure deficit), this study‐
allows us to understand:
‐ High unemployment rates (800 000 young people aged 15 25 do not have jobs,‐

or nearly 20% of the national population);
‐ The staffing infrastructure gap between the capital and the rest of the country,

the current inability of the state to meet essential basic needs,
‐ The need to diversify its revenue sources, the dynamic of sub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ECOWAS and all three countries of the Mano River Union.
It also calls for the involvement of other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3 The crisis in Guinea Bis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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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ea Bissau is the only country in West Africa to gain independence by force.‐
The initial fight project included Portuguese Guinea and Cape Verde. The political
elite will be built on a dual military and ethno political consideration, and it will‐
form in the opinion, vision and reading influenced by these aspects of the
country's political sociology.

A number of events are the bed of a civil war that began in June 1998. The pre‐
eminence of the army in politics is for many. It is largely due to the release mode
and access to independence, which put in the forefront the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who later reinvest all means of power as well as the appropriation and
niches for capturing wealth. They will not cease to remove, to ensure control of
such enrichment tools in the complete inability to think and propose another
alternative mode of governance.

The so called "Africa longest military putsch " is largely rooted in the mutiny
that triggers the general Ansoumane Mane, June 7, 1998, following his sacking by
President Joao Bernardo Vieira. An investigation is being conducted by the state
security, to provide an update on potential firearms trafficking to the Casamance
MFDC rebels.

General Mané accusing of being the instigator, the head of the state resigns,
despite his protests. Which results in the outbreak of the mutiny.

The Senegalese government set up the operation "Gabou" at the onset of a
military junta few days later.

The extension of the armed conflict confirms the fears of Senegal: Casamance
rebels providing support for rebels, whose numbers in the military and veterans
militias continues to grow.

The fierce resistance mutinous Guinean and Senegalese forces led to a stagnation
of the military situation and the beginning of a post conflict involved in the‐
signing of cease fire agreements, sponsored by the countries of the Community‐
Portuguese, and ECOWAS. Abuja peace agreements will be signed them on 1
November 1998 under the auspices of ECOWAS. This agreement provides fo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nd sending on site ECOMOG.

A lull occurs until May 1999, when the resident Vieira loses power. This bloody
episode closes with the death of Ansoumane Mané November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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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ba Yala, elected in January 2000, will engage in a reform of the State
incompatible with the projects of the mutineers, keep on the main government
apparatus and the army effective control.

The effects of this crisis will be disastrous for the Senegalese President, a few
months from a presidential election he will lose elsewhere. But they place in the
heart of Senegalese politics, a crisis that is no longer essentially Guinea Bissau, but‐
regional.

2 Prospective vision of regional security policy‐
We would replace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with a view

including: the reality principle; the redefinition of a local agenda for peace
involving all elements in society.

A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regional security policy of ECOWAS‐
A2 incompetence trial of ECOWAS: between fiction and reality‐
Some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 role of ECOWAS in regional security.

The sub regional organization does not have an effective security policy, it does‐
not have the means. The upstream investment in the outbreak prevention
mechanisms Liberian crisis, Leone and Guinea Bissau Sierra is almost nonexistent.‐
Therefore there is lack of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in which armed conflict
takes shape,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find lasting solutions output.

These questions repositions the approach we have undertaken, with the state as
a key player sociopolitical issue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t appears difficult
to expect a State which has almost no more prerogative that invest effectively in
a community integration project.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will
not begin to exist constructively, so that Member States will not put themselves at
the center of their governance project, the safety of the citizens they are
responsible. It is therefore common security policy point without strong state and
responsible.

The two sub regional leaders in economic and defense, Nigeria and the Ivory‐
Coast have been shaken in recent years by severe crises. They could sit within
ECOWAS, all their influence and action capabilities. Another exampl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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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 limit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then asked about this subregional
leadership deficiency, highly prejudicial.

The causes of crisis remain numerous, and challenge ever member states of
ECOWAS: the spread of radical Islamism, increased drug trafficking from Latin
America and whose sub region has become one of the ways passage. All of which‐
necessitates a rapid response of States and the Community.

It appears to us that ultimately ECOWAS initiatives are incomplete projects,
likely in the three cases, there could generate disorders again.

Thinking and Building Peace: a draft of subregional security policy‐
Develop a strategic policy in the long term and have efficient operational

capabilities: this seems the issue of common security policy set up by ECOWAS.

B1 The question of the state

It is primarily at the state level that would be involved, to ensure political
stability and consolidation, by promoting necessary institutional strengthening. With
stable and sustainable institutions, the alternation can be considered the head of
state, without the danger of civil conflict burst occurs as is the case now. Electoral
disputes that lead to armed conflicts are rooted in the mismatch between the
institutions and the very personal projects of political entrepreneurs.

Ecowas enjoys only a relative autonomy. It is difficult to act urgently and
systematically refers to the UN which it requests under the provisions of Chapters
VII and VIII of the Charter, an intervention that is not able to design and conduct.

Member States must respect their commitments according to the treaty of the
organization. Because any conflict between member states of the same sub regional‐
organization will be factor of destabilization and gravely contravenes common
integration project.

 The existence and survival of ECOWAS are therefore closely linked to the
ability the States members, will have to work towards their own consolidation. The
consolid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national scale of the States Members, and
the role of all citizens actors.

B2 The sub regional lead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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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hort and medium term, the subregional organization needs major players
in conducting the policy it has stopped. These key actors must be "leader States"
that encourage collective and huge action, in a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with the affirmation of new players to projects that may be contradictory to those
of the Community.

We mentioned the proliferation in the sub regional area of drug trafficking, the‐   
expansion of radical Islamist movements that call into question the existence of the
States. But there is also in terms of economic globalization, other issues which
face a single state can not cope. It is the synergy between the local state and of
the sub region, that can wedge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These two elements are not the only ones to consider in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But they seem
essential. ECOWAS and its members must also have the support of third actors, he
was recalled throughout the work contributions to various crises.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whose presence is significant in the subregion. The EU also has a
role of great contributor in the crisis exit process.

There is, finally, the presence of other States bound by the weight of a common
history with the States of the subregion. France, Great Britain, whose intervention
troops in Sierra Leone was decisive in ending the conflict. All these interventions
should be integrated in a timely and lawful manner in the agenda of ECOWAS.

Finally, we discussed a cross rea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in relation to several cases. The limits of this policy
are included in the weakening of Member States of the sub regional organization.‐
While commendable initiatives have been undertaken as was the case in Liberia
after the conflict started, critical analysis of operating process leads us to consider
several options for action. The necessary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ies of States
and the institutions of the sub regional organization; the construction of a sub‐ ‐
regional strong leadership, and ability to move the projects of common interest.

The common security policy of ECOWAS without the Member States. We could
realize all stages of the triptych before / during / after. But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is representative of our views on the inadequacy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policy of coherent and effective common security in West Africa.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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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2-1

ARMENIAN AZERBAIJAN NAGORNO KARABAKH CONFLICT‐
AND POSSIBLE PEACEFUL WAY FOR ITS SOLUTION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간의 갈등과 그 평화적인 해결 방법

로브샨 이브라히모브 한국외국어대학교

Ibrahimov, Rovs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의 나고르노카라바크 갈등은 소련 시대에서 그 유‐ ‐
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갈등은 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시작되었다 아. .

제르바이잔의 아르메니아인 자치 지역이었던 나고르노카라바크 지역은 아르메니‐
아로의 합병을 원했는데 아르메니아는 이를 지지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거,

부하 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동의 없는 토.

이전은 불법이었다 양측의 논쟁은 군사적 충돌로 확장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과. ,

아르메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년 이후로는 양국간의 전쟁으로1991

비화하 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나고르노카라바크 뿐 아니라 인접한 개 지역이. 7‐
아르메니아의 통제 하에 있다.

년 월 일 양측은 정전 협정에 서명하 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공동1994 5 20 , . , ,

의장을 맡고 있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산하 민스크 그룹 은(OSCE) (Minsk Group)

년 이상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현20 ,

재 진행형이다.

아르메니아 측은 국제 사회가 아제르바이잔의 토적 통합성을 인정하고 나고르

노카라바크 지역을 그 토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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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협상은 뚜렷한 해결책.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에 경제적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군비 예산은 아르메니아 전체의 예산을 초과한다— —
갈등의 비군사적 해법을 찾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크 지역에 거. ‐
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자국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자치권,

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독자적인 경제 발전이 어려운.

해당 지역의 개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글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나고르노카라바크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제르‐
바이잔의 해결책을 다루며 아르메니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을 분석,

하고자 한다.

General information about Nagorno Karabakh and the beginning of‐
conflict

Nagorno Karabakh Autonomous Oblast (NKAO) was established within the‐
Azerbai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July 7, 1923. At that time, Azerbaijan was
part of the USSR, and the administrative division of the entire state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at stat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gorno Karabakh,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s were Armenians. According to‐
the latest census in the Soviet Union in 1989, Nagorno Karabakh population was‐
189 thousand people, of whom 145,000 were Armenians, more than 40 thousand
Azerbaijanis, and 2 thousand people of other nationalities.1)

The conflict in the region began in February 20, 1988, when the Americans
living in Nagorno Karabakh Autonomous Region, decided to detach from‐
Azerbaijan and join Armenia. At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KAO People's
Deputies, appealed to the Supreme Soviet of the Armenian SSR, Azerbaijan SSR
and the USSR to consider and positively solve the issue of transfer of Nagorno‐
Karabakh from Azerbaijan to Armenia.

Following, Azerbaijan announced that this decis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1) https://regnum.ru/news/15896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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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a republic, and the Soviet Union and rejected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USSR article 78, the Union republics changing borders would
be possibl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public itself.2) In turn, Armenia
supported this appeal, and decided to join Nagorno Karabakh to Armenia.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republics of the Soviet Union has led to an
escalation of the conflict grew into a military clash. First IDP appeared. Given
complicate the situation in Nagorno Karabakh region; this was discussed in the‐
Supreme Council of the Soviet Union. Decision wa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USSR, and according to him the Nagorno Karabakh should be‐
remaining as a part of Azerbaijan. Not satisfied with this decision, Armenians
began to attack against the Azerbaijanis living in Armenia and Karabakh. That was
the beginning of long term conflict.‐

In September 1991, the Nagorno Karabakh Armenians, given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Soviet Union, unilaterally announced the creation of the
Nagorno Karabakh Republic. Following the Supreme Council of Azerbaijan, on 26‐
November 1991, abolished the autonomous status of Nagorno Karabakh.‐ 3) Despite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Nagorno Karabakh and the holding of a‐
referendum in December 1991,4) it has not been recognized by any state till now,
including Armeni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conflict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became international. Military confrontation continued after 1991.
Armenians, who were better trained and equipped, were able to achieve some
success in the conflict, and supplant Azerbaijanis from Nagorno Karabakh. Soon,‐
the Armenian armed forces, with the support of Russian soldiers, in addition to
Nagorno Karabakh, occupied seven surrounding of region districts. The entire‐
population of these regions, which were the Azerbaijanis, avoiding physical
destruction, was forced to leave their homes.5)

2) http://www.eraren.org/index.php?Page=DergiIcerik&IcerikNo=291.

3) http://www.nkrusa.org/nk_confict/nkr_position.shtml.

4) http://www.nkrusa.org/nk_confict/declaration_independence.shtml.

5) http://www.azerbembassy.org.cn/rus/backgro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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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negotiations

Armed clashes continued until 1994, when on May 12, in Bishkek the parties
had signed an agreement on a cease fire. As a result of the conflict, 30 000 people‐
lost their lives.6) A large number of refugees and IDP`s were formed on both sides
of the conflict: 300 000 Armenians left Azerbaijan, at the time, as more than 800
000 people were forced to leave both Armenia and the occupied Azerbaijani
territories. About 20% of Azerbaijan territory was occupied by Armenian military
forces.7)

In 1992, Azerbaijan and Armenia became members of the OSCE, which directly
took up a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n, March
24, 1992 the OSCE Minsk Group was established which has undertaken a
mediation mission to resolve the conflict. This group is represented by three co‐
chairs: Russia, USA and France.8) Periodically, they were offered models of
conflict resolution, which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various reasons. In
1997 alone, to the conflicting parties’ two options of settlement were proposed. So
in June, the there was a package plan, and in October step by step plan. Both‐
proposals were rejected by Armenia. This originally Armenia has given its consent
to the second sentence. However, violent protests this settlement option was the
cause of the change of power in Armenia. In November 1998, the mediators
presented a new proposal for the settlement that has been called "common state",
and when it was rejected by Azerbaijan, the negotiation process has reached a
deadlock.9)

Before the OSCE Minsk Group made proposals, on December 2, 1996 at the
OSCE Summit in Lisbon, all 53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ith the exception
of Armenia, adopted a document that recognized Azerbaijan's territorial integrity.
According to the document, after the liber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by
Armenian troops, Karabakh would be accorded the highest status of autonomy.
This postulate forms the outline view of Azerbaijan regarding the resolution of

6) http://www.economist.com/news/europe/21696563 after facing decades armenia and azerbaijan‐ ‐ ‐ ‐ ‐ ‐ ‐
start shooting frozen conflict explodes.‐ ‐ ‐ ‐

7)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zerbaijan, Brussels, 02.03.2005.

8) http://www.osce.org/mg.

9) http://www.eraren.org/index.php?Page=DergiIcerik&IcerikNo=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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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10)

Since 2005, the discussion was put forth, the "mixed" (packet step by step) plan,‐
later called "Madrid principles", (on November 29, 2007, they firstly were offered
in Madrid) which was supposed to preliminary approval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ettlement. "Madrid principles" have been promulgated only July 10, 2009 and
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Helsinki Final Act on non use of force,‐
territorial integrity, equality and self determination of peoples. These principles‐
include the six elements for the settlement:

Return of the territories surrounding Nagorno Karabakh to Azerbaijani control;‐ ‐
‐ An interim status for Nagorno Karabakh providing guarantees for security and‐

self governance;‐
A corridor linking Armenia to Nagorno Karabakh;‐ ‐

‐ Future determination of the final legal status of Nagorno Karabakh through a‐
legally binding expression of will;

‐ The right of all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to return to their
former places of residence; and

‐ International security guarantees that would include a peacekeeping operation.11)

On March 14, 2008, at the 62nd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
declaration "On the situation in the occupied territories of Azerbaijan" was
adopted, condemning the occupation of Azerbaijani territories and recognized its
territorial integrity.12)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Russia has also provided individual efforts. Since
November 2, 2008 Russia between the presidents of Azerbaijan, Russia and
Armenia signed a Moscow Declaration on Nagorno Karabakh. Thus, the‐
Declaration states that “the settlement of the conflict should be based on the norms
and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decisions and documents approved
within this framework”.13) Actually, this Declaration, though wearing only a
declarative character, is the first document signed between the parties.
Subsequently, with the mediation of Russia Azerbaijani and Armenian presidents

10) http://www.osce.org/mc/39539?download=true.

11) http://www.osce.org/mg/51152.

12) http://www.un.org/en/ga/62/plenary/azerbaijan/bkg.shtml.

13) http://www.mfa.gov.az/en/content/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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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ten times. However, this has not led to resolution of the conflict.

The positions of Azerbaijan and Armenia to resolve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numerous discussions in various formats, conflict
resolution not provided up to this day.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at
Azerbaijan and Armenia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resolution of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Consider the position of both sides:‐

Armenia Azerbaijan

Conflict resolution
‐ Recognition of Nagorno

Karabakh independence
‐ Restoration of territorial

integrity of Azerbaijan

Compromise

‐ The return of five of the seven
occupied districts around
Nagorno Karabakh‐

‐ Offer high status of autonomy
to Nagorno Karabakh as part of‐
Azerbaijan

‐ Restoration of all economic
relations with Armenia.

Apparently, Armenia sees the only possible solution to the conflict, in which
Nagorno Karabakh will be an independent state. This requirement is based on the
fact that Nagorno Karabakh withdrew from the Soviet Union in 1991,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is referendum. However,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r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Soviet Union, Nagorno‐
Karabakh has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1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lly
recognizes Azerbaijan's territorial integrity within the borders of 1991, together
with the occupied territories, when the country declared independence.

It is worth noting tha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can be given only to the territory which was the colony. Other rules
for the self deter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did not foresee. As Nagorno‐
Karabakh was not a colony this area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the UN body
Trusteeship Board, which was responsible for facilitating the formation of new
states.

14) http://www.eraren.org/index.php?Page=DergiIcerik&IcerikNo=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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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urn, the USSR Constitution Article 72 grants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nly for fifteen Union republics tha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ecame
independent states.15) Nagorno Karabakh was not a union republic, and was an‐
autonomous region within the Union Republic, and therefore did not have the right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 determination.‐

The only possible way in which the Nagorno Karabakh can be independent is‐
the consent of Azerbaijan. For example, in such a way new states as Czech
Republic, Slovakia, in Europe and South Sudan in Africa appeared on the world
map. However, according to the Azerbaijan Constitution Article 3, any territorial
change may be implemented only in the case of a national referendum in which
the issue can be considered.16) However, it’s not likelihood that the people of
Azerbaijan to agree on such scenario.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Azerbaijan's proposal regarding
resolution of the conflict may well arrange the Armenian side. The fact that the
Armenian community of Nagorno Karabakh has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ir‐
desire for self determination, but within Azerbaijan borders. Nagorno Karabakh can‐ ‐
get the status of high autonomy and obtain the desire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t the same time, to realize these rights as part of Azerbaijan
will be much easier than if Nagorno Karabakh will be independent or part of‐
Armenia, which, in principle, willing to reach Armenians eventually.

The fact that the economic potential of Azerbaijan many times bigger than the
potential as the Nagorno Karabakh and Armenia. Thanks to the rich energy‐
resources, Azerbaijan's GDP has reached 53 billion US dollars.17) The GDP per
capita purchasing power parity (PPP) in Azerbaijan was last recorded at US $
16695.40.18) 

In turn, Armenia's GDP in 2015 reached US $ 10,56 which is five times less
than in Azerbaijan. The GDP per capita PPP in Armenia was last recorded at US
$ 7899.30,19) two times less than in Azerbaijan. At the same time, GDP per capita

15) http://www.constitution.org/cons/ussr77.txt.

16) http://azerbaijan.az/portal/General/Constitution/doc/constitution_e.pdf.

17) http://www.tradingeconomics.com/azerbaijan/gdp.

18) http://www.tradingeconomics.com/azerbaijan/gdp per capita ppp.‐ ‐ ‐
19) http://www.tradingeconomics.com/armenia/gdp per capita p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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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gorno Karabakh in the first six months of 2015 amounted to US $ 1,200.20)

In this case, Nagorno Karabakh is not able to develop the economy and annually‐
receives substantial financial assistance from Armenia. Every year the region takes
about US $ 100 million from Armenia, or up to 1% of her GDP.21)

At the same time the economic situation in Armenia, too, is not much better.
This country has no rich natural resources, has no access to the open seas and two
of its four borders with Azerbaijan and Turkey are closed because of its
occupation policy. Every year, in view of the severe economic conditions in the
country, Armenia leaves about 50 000 people.22) There is an active migration. The
total number of the population has dropped below the mark of 3 million people
and continues to fall (in 1991 dur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opulation of
Armenia was 3,6 million people).

In the case of settlement of the conflict, Azerbaijan could invest in the economy
of Armenia and Nagorno Karabakh. It should be noted that an example of regional‐
cooperation exists. So Azerbaijan is the largest investor in another country of
region Georgia. In short, only in 2015, direct investment in Georgia, Azerbaijan's‐
economy amounted to $ 550 million.23) In addition, the Azerbaijani oil company
SOCAR is the largest taxpayer in the country.

In addition, the main export transport routes for transportation of the Azerbaijani
oil and gas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Georgia. Through the territory of Georgia
are functioning international oil and gas pipelines. At the same time, it built the
Baku Tbilisi Kars railway, which will connect the three countries, Azerbaijan,‐ ‐
Georgia and Turkey with the Eurasian transport system. The Georgian econom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operation with Azerbaijan, which is currently
impossible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e occupation of Azerbaijani territories by
Armenia.

20) http://www.cipe.org/blog/2015/12/30/vested interests continue to drive conflict in nagorno‐ ‐ ‐ ‐ ‐ ‐ ‐ ‐
karabakh/#.V7F85PmLTDc.

21) http://en.trend.az/business/economy/2459307.html.

22) http://en.trend.az/scaucasus/armenia/2459380.html.

23) http://haqqin.az/news/7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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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preventing the resolution of conflict

Armenia could also be involved in regional cooperation, and its economy has
gained momentum for development. This is possible only after the de occupation‐
of Azerbaijani territori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e late 90s, there was a
possibility to resolve the conflict. At that time, Armenian president Levon Ter‐
Petrosyan realized that if the conflict is not resolved, Armenia will be isolated
from all regional projects. Ter Petrosyan believed that if Azerbaijan conflict is‐
resolved, the Azerbaijani and Turkish border will be opened, and then, economic
relations with Azerbaijan will restore and will give their consent to export its oil
through the territory of Armenia. For a country with no significant natural
resources, the revenues from transport would be very important for its budget.
Armenia also would have access to the stable delivery of energy resources in order
to cover own needs.

In this way, Ter Petrosyan started negotiations with Azerbaijan. The negotiations‐
included a compromise, which were very unpopular among the population of
Armenia. Ter Petrosyan mentioned that to maintain the status quo was not possible‐
and it was necessary to resolve the conflict only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24)

Ter Petrosyan considered that granting independence to Nagorno Karabakh is‐ ‐
unrealistic and urged society to be ready to support this compromise and conflict
resolution. Thus, Ter Petrosyan, thereby trying to divide the interests of Armenia‐
and of Karabakh: for Ter Petrosyan Armenian national interests were superior to‐
the interests of Karabakh.

At that time, in September 1997, the OSCE Minsk Group suggested a step by
step solution of the conflict. The first step includes de occupation of five occupied‐
regions of Azerbaijan, as well as returning refugees. At the same time, it lifts the
blockade against Armenia. At the second stage the status of Nagorno Karabakh
and the liberation of Shusha and Lachin would be negotiated.25) Ter Petrosyan‐
wishes faced serious opposition by owns government, Armenian intellectuals, the
Diaspora and the media. Faced with strong opposition and pressure, President Ter‐
Petrosyan resigned.

A new president, Robert Kocharyan views on resolution of Nagorno Karabakh‐
24) http://www.aniarc.am/2015/05/27/war or peace ter petrosyan 1997/.‐ ‐ ‐ ‐ ‐
25) http://articlekz.com/article/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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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opposite of Ter Petrosyan. As a result, the process of a possible resolution‐
of the conflict came to an end. It was also affected by the terrorist act that took
place on April 27, 1999 in the Armenian parliament. As a result of the attack
there were killed eight deputies, including Prime Minister Vazgen Sargsyan and the
parliament chairman Karen Demirchyan. Both leaders wanted the solution of the
Karabakh conflict. However, after their death, the likelihood resolution probability
is decreased.

However, at the moment settlement of the conflict does not occur due to the fact
that the authorities in Armenia are the representatives of "Karabakh clan", to which
the interests of their group above the national. In short, the last two of the
Armenian Presidents, Robert Kocharyan and Serzh Sargsyan are representatives of
Karabakh Armenian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war with Azerbaijan. For the
"Karabakh clan"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quo in the settlement of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is the best, even though it is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Armenia.

Azerbaijan non military strategy of pressure to resolve the conflict‐
Despite the full advantage of the military potential, Azerbaijan is still

considering alternative to military solution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without
abandoning the negotiating process. At the same time, Azerbaijan use non military‐
methods of pressure on Armenia in order to bring about a change in its position.
In short, Azerbaijan builds its policy on two main strategies.

The first is to isolate Armenia from all regional projects, thereby depriving it of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 economy and to integrate into energy and transport
projects. This strategy is carried out, when Azerbaijan and Turkey closed their
borders with respect to this country. Turkey closed the border in April 1993, in
accordance with the 822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fter the Armenian
armed forces occupied Azerbaijani Kelbajar region.26)

Thus, Armenia is forced to seek access to the world markets via Georgia and
Iran that cost her much more. Transit costs, customs fees and fuel, increase the
prices of goods, which primarily have the interests of ordinary consumers. From

26) Thomas De Waal, The Caucasus,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21.



981

Turkey to Armenia directly, it can get a couple of hours, and the road through
Georgia takes 16 17 hours.‐ 27)

At the same time, Azerbaijan has vetoed the participation of Armenia in the
"West East" project initiated by the EU. This initiative forms a route between the‐
EU through the South Caucasus, Central Asia, up to the Far East.

Another regional project "North South" initiated by Russia and Iran to create a‐
route from India to Europe, which is two times shorter than traditional maritime
transport route through the Suez Canal. The western branch of the route passes
through the South Caucasus. On August 8, 2016 in the Azerbaijani capital Baku,
Russia, Azerbaijan and Iran have agreed to build a railway from the Iranian city
of Resht to the border with Azerbaijan. Thus, the railroads of Iran, Azerbaijan and
Russia will be merged. Azerbaijan has also provided a loan to Iran in the amount
of US $ 500 million for this project.28) Armenia also was ou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ional project.

The second, is the modernization of weaponry, construction of modern armed
forces and the increase in the military budget, thus on the one hand to strengthen
the military readiness of the armed forces of the country, and on the other, forcing
Armenia to allocate for military needs more money from small budget, thus further
complicate its economic situation. In short, Azerbaijan's military budget for 2016 is
US $ 1.7 billion. At that time, as a military budget of Armenia for 2016 is US $
430 million.29) Thus, Azerbaijan's military budget exceeds the Armenian almost 4
times. Azerbaijan due to higher budget has an opportunity to modernize the army
and purchase modern weapons, which Armenia's possibilities are very limited. At
the same time, Azerbaijan's budget revenues in 2016 are about $ 11 billion.30) As
the Armenian budget is $ 2.5 billion.31) Thus, Azerbaijan, despite the larger
military budget allocated to military spending 15.6% of its budget, while Armenia
is 17.2%.

27) http://www.dw.com/ru.

28) h t t p : / /wa s h p o s t . b l o omb e r g . c om/ S t o r y ? d o c I d = 1376 OBKXQZ6K50Y101‐ ‐
581FJEVHLR9ETAFMG8E49SGSRR.

29) http://www.panarmenian.net/rus/news/198677/.

30) http://ru.sputnik.az/economy/20160223/403883127.html.

31) http://www.armenianreport.com/pubs/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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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tage of Azerbaijan in the military sphere was confirmed during the
escalation of confrontation which occurred between April 2 5, 2016 and has‐
received the name "a four day war."As a result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it was‐
changed the status quo on the front lines, the Azerbaijani military units managed
to release and gain a foothold in a number of strategic heights. Only after the
intervention of Russia, it was again restored the ceasefire. This military
confrontation was not wearing a target start full scale war, but only served for‐
ascertaining the fact of changing the balance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in
order to force Armenia to the beginning of a constructive dialogue to resolve the
conflict.

Thus, despite the full advantage in the military sphere, Azerbaijan is still looking
for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peacefully. The stories can be found a few
instances when one of the sides of the confrontation, with a clear advantage in the
political, economic, demographic and military components, but is still looking for
ways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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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2-2

Myanmar's National Reconciliation: A Myth or A Destiny

미얀마의 국가적 화해 신화 혹은 운명:

카인 죠 미얀마사회과학원

Zaw, Khine Myanmar Academy of Social Science

Abstract

년 월 일 동남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장기간의 군사 독재를 겪었던 미2015 11 8 ,

얀마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Aung San Suu Kyi)

민주주의 민족 동맹 의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하 다 이는 미얀마에서 근(NDL) . 25

년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민주적인 선거 다 미얀마는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이유.

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주목을 받아왔다 우선 미얀마는 전 세계.

에서 가장 강대한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했다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얀마가 서방으로부터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미얀마.

정부가 인도 및 중국 양국으로부터 다방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게끔 하 다 예.

를 들면 중국은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 상당수를 거부해왔,

고 인도는 미얀마 농업 및 목축업 생산물의 주 수입처로서 군부 정권에 어마어마,

한 소득을 가져다주었다 앞으로도 중국과 인도는 국가적 화해를 향해가는 미얀마.

의 미래에 중대한 역할을 분명 수행할 것이다 비록 미얀마의 새 정부가 자국 시민.

들과 전 세계에 희망적인 미래상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관찰자들은 미,

얀마가 그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제공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장애물을 극복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가장 종족적 다양성이 큰 나.

라로 그 인구는 버마 샨 카인 카야, (Bamar) 69%, (Shan) 8.5%, (Kayin) 6.2%,

라카인 중국계 몬 인도계(Kayah) 0.4%, (Rakhine) 4.5%, 0.7%, (Mon) 2.41%, 1.3%,

기타 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의 종족 집단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도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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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이다 적절한 리더십의 부재와 종족 집단 간의 차이는 긴장과 십 년 이130 .

상의 무장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지향하는 현 정부는 무장 반.

란군 간의 정전 협정을 여러 번 이끌어낸 바 있으나 평화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

미얀마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정부를 환 하고는 있으나 아웅산 수치의 압,

도적인 인기는 나라를 통합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전개됨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것

이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이끌어내고 흩어진 인적 자원을 통합하려.

는 신중한 전략과 집단적인 노력 없이는 미얀마가 가까운 미래에 국가적 화해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Overview

National reconciliation has been the most talked about, the most wanted goal in‐
Myanmar for half a century. It has also been a No.1 promise of all the political
parties that have governed Myanmar since the country gained its independence
from the British in 1948.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Myanmar or
at the very least the history of how and why the armed conflicts started in the first
place and endured this long before one can understand why reconciliation has been
such important subject in the country’s politics.

Myanmar is ethnically one of the most diverse countries in Asia with 69% of
Bamars (Burmans), Shan 8.5%, Kayin 6.2%, Kayah 0.4%, Rakhine 4.5%, Chinese
0.7%, Mon 2.41%, Indians 1.3% and other Tribes 6.99%.32) Officially,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and thirty ethnic groups in Myanmar. It can be analyzed
that lack of proper leadership and differences within the groups have resulted in
tensions and decade long armed conflicts. It can also be understood that the broken‐
promises given by the British government during pre independence period to the‐
ethnic minorities that they will have their own authority in their lands, had
triggered these armed conflicts under the name of “fighting for federal union of
Burma33)”.

32)Kuppuswamy (2013)

33)In the Burmese languag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the name of the country since

the 1930s. Minorities, many of whom do not speak Burmese, had become accustomed to the

English name "Burma" over the years, and they perceive the new name "Myanmar" as a purely

Burmese name reflecting the policy of domination of the ethnic Burman majority over the

minorities. At present, both Burma and Myanmar are used internationally although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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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anmar, ethnic groups are divided in terms of religion, language, strength,
ideology and separated geographically in distant places34) since the days of the
kings. The country saw the British rule from 1824 to 1948, from the Anglo‐
Burmese wars through the creation of Burma as a Province of British India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ly administered colony, and finally independence,
which saw the further division and discrimination among ethnic groups.35)

According to Lion H. Sakhong, “the Constitutional crisi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 building process with the notion of one religion, one language and
one ethnicity are the root causes of internal conflict and civil war in Burma36)”.

On November 8, 2015, Myanmar celebrated the landslide win of its opposition
party the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lead by Nobel Laureate Daw37)

Aung San Suu Kyi at the Nation’s first democratic election in 25 years. Her father
General Aung San, who was assassinated in 1947, is regarded as the Father of
Myanmar’s Independence and Daw Suu herself is well respected by ethnic group
leaders all across the nation. After decades of hardship and struggle for democracy,
the country finally has the government that they elected and it is now the question
of how the country will move forward as a fully democratic nation.

This paper looks into the first one hundred days of Myanmar’s first democratic
government and what it means for the people of Myanmar to have the country
lead by its beloved leader Daw Aung San Suu Kyi.38) It also hopes to address the
underlying issues and challenges in achieving not only reconciliation but also
sustainable peace, whether Daw Suu’s overwhelming popularity can be instrumental

Nations has officially accepted the name change from Burma to Myanmar since 1989. In April

2016, soon after taking office, Aung San Suu Kyi clarified that foreigners are free to use

either name, "because there is nothing in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that says that you

must use any term in particular".

34)Kuppuswamy (2013)

35)Hays (2014)

36)Sakhong (2012)

37)Daw” is a used for a mature woman or women in senior position, as a respectful way

addressing in Myanmar culture.

38)Daw Suu is constitutionally barred from becoming a president. She nominated U Htin Kyaw to

be the vice presid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he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beating two other vice presidents. Although Daw Suu now assumes the role as State‐
Counsellor a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e has said that she would be “above” the

president, a sign of her power as the leader of pro democratic forces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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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w government’s efforts to make national reconciliation a destiny and not
a myth.

The Reality of Myanmar as a Democratic Nation

Myanmar has come a long way to where it is today. The path that lead the
country to democracy has not been smooth however, many see it as inspiring. The
new democratic Myanmar already consists of the population that have either
suffered from severe suppression for their ethnicity or religion, the population that
did not receive proper education or training, the population that are trying to come
back after losing their citizenship and homes, and hundreds of groups of
“revolution fighters” that are trying to come to terms with democracy. While there
is a big portion that serve in the military and public service, most of the rural
population that represents more than 68% of the entire population belong to
agriculture and livestock, labor, trade and craft works. This is the population that
holds the main pillars of Myanmar’s economy and they are the ones that suffered
the most throughout the regime changes and every time a new policy is
introduced.

Robert Taylor, one of the leading experts on Myanmar politics shared his
opinion about the first 100 days in the interview with DW as “works in progress”.‐ ‐
The government was formed and re formed several times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after the inauguration and several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positions at
various levels were filled. However, not much has happened in terms of policy.
The government also set up a lot of committees to address various problems, but
concrete results have yet to be achieved.39) The NLD government could not release
an Economic Policy Blueprint during the first 100 days, which they had promised
during the election period in 2015 until the second week of August, 2016. Larry
Jagan40) analyzed it as “threadbare on details and containing mainly sweeping
statements of principle, none of them new, the much anticipated new economic‐
plan outlined for Myanmar b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has
disappointed academics, analysts and business leaders”.41)

39)Taylor (2016)

40)Larry Jagan is a freelance correspondent and political analyst based in Bangkok and has over

twenty years of experience in following Myanmar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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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some views the document as vague and somewhat echoing the past
with a much similar “centralized” approach, many agreed that the most significant
aspect of the policy statement is that it shows how national reconcili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being merged; and how economic policies are to be
used to bolster national reconciliation. The government's first priority, according to
the policy document is a “just balancing of sustainable resource mobilization and
allocation across states and regions”. This is broader than simply supporting the
peace process, and is focused on fighting inequality and poverty nationwide. This
is also a bone of contention with the country's many ethnic minorities, many of
which have been fighting for autonomy because of their suffering.42)

Scarce natural and human resources is the also another reality that the new
government has to fac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many traditional farmers and
livestock owners have left the country to work in neighboring countries like
Thailand, Malaysia and China. Almost every single person that has left their
homes took irregular migration routes and did not carry legal documents, which
worked in the favor of smugglers and human trafficking rings in the region. Many
of them have returned during the past five years when Myanmar started opening
doors to welcome its people back by exempting them from heavy tax duties,
creating a remittance system with local banks to counter illegal money laundering,
helping them obtain proper work and stay permits by working with these migrant
receiving countries, providing support system to their children to be enrolled in
local schools.43)

While the country is gaining momentum to come out as a nation with thriving
job opportunities and an improved socio economy for people at the grass root level,‐ ‐
it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the right incentives and proper positions to its tens
of thousands of Myanmars that are now living and working overseas, many of
whom have received bett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s than the ones left
behind in Myanmar. The new government realizes that in order to tackle the
challenges it faces as a democratic nation in Southeast Asia, it needs to have more
than just strong infrastructure and a few aggressive reforms in its education,
economic and energy sectors. The Economic Policy Blueprint includes a

41) Jagan (August 15, 2016)

42) Ibid.

43) Za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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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 to develop a skilled workforce to fill the jobs created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s. To support this goal, the government plans
improvement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especially vocational training.44)

For the majority of nearly 54 million population in Myanmar, democracy barely
means anything other than not having to live in fear under the governance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For some, democracy means much more than having a
government by the people, the end of former crony capitalism and a renewed
lucrative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through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and the list can go on. For the new government, their main focus is
now set on ensuring stability and making their modest start as smooth as they
possibly can. Much emphasis has been given on having a second Panglong
conference45) to establish peace in the country.

With such contrast in the understanding of what democracy really is, in brief,
Myanmar is in need of (i) intellectuals that can flourish R&D (research and
development) while helping bot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sectors to provide
a world class and promising education for its youths so that they can realize their‐
full potentials; (ii) experienced public servants and politicians that are
knowledgeable in the country’s history and its transition periods, the needs of
different pillars that support the government and the growth of the economy as
practical local knowledge is essential in order to re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ii) MNCs (multi national corpora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attract more tourists and Myanmars working overseas to retur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cal workforce by giving them knowledge, experience and training,
to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for the locals _ to name a few.

These physical challenges are not the only reasons why one can say Myanmar
still faces a long road to full democracy. The military retains 25% of seats in
parliament, giving it a veto over constitutional changes. It still controls key sectors
of the economy and ministries such as defense, interior and border affairs. In

44) Jagan (2016)

45) During the first Panglong conference in 1947, General Aung San and some leaders of ethnic

minorities negotiated a basic agreement about jointly achieving independence from Britain. It

ended with the Panglong Agreement signed on Feb 12, 1947, between Gen Aung San and

most of the ethnic leaders, committing the country to forming a federal state prior to its

independence from Britain in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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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army can take over the government under emergency legislation.
Myanmar has an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t needs to prove its
good governance capabilit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country's gems, jade
and other minerals are largely concentrated in ethnic minority regions where armed
groups continue to clash with government troops, making peace a critical
component of any economic plan. While direct foreign investment soared to more
than $8 billion last year, many of Myanmar's largest businesses  from jade to oil―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litary.― 46)

As Evan Rees, Southeast Asia analyst for Stratfor_ a global intelligence and
advisory firm has stated, the NLD has spent over a quarter century on the sidelines‐
or in hiding and therefore ruling Myanmar is going to put it in its most difficult
position yet. However, millions of Daw Suu devotees and NLD supporters in
Myanmar are very optimistic that the country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despite
having what many called ‘dawdling pace’. The country is also comforted by the
fact that the current Commander in Chief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 seems‐ ‐
to hold a friendly and respectable relationship with Daw Suu herself, appearing at
her home along with other senior members of the parliament on several celebratory
occasions. This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people that the NLD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It also guarantees the foreign investors
that the country will not suffer another coup or currency failure as long as the
leaders are working to keep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sincerity in their efforts
to keep the country peaceful and prosperous.

National Reconciliation: Work in Progress‐ ‐
The NLD ran on a program encompassing democracy, prosperity and peace since

it was founded in 1988. And peace has always been the priority of the party. The
country has faced civil war and internal conflict since independence in 1948. Every
single person in Myanmar whether they are with the government or against it
believe that solutions must be found to end this. In November 2015, there was a
ceasefire agreement signed with eight armed groups. At the time, the groups
promised that they would start a political dialogue to raise issues about
constitutional reforms and other things to make sure that the conflicts do not

46) Kafano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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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nite. However to reach that point, they had been holding talks for at least five
years.

There are many factors that resulted in ethnic groups “not trusting” the
government, more importantly, in the peace process. As mentioned earlier in the
overview, ethnic groups are divided in terms of religion, language, strength,
ideology and separated geographically in distant places. However, it is only
partially true as many of the ethnic groups have been residing in these
geographically difficult to access locations for centuries ago. As Professor James
C. Scott argued in his book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47), there are various
groups that have been residing in the hills of Zomia_ a mountainous region in
South East Asia comprised of parts of Myanmar, Cambodia, China, India, Laos,
Vietnam, and Thailand. His focus on Zomia is driven by the fact that the region
is the largest remaining area that has not been integrated into a nation state.
Indeed, for over two thousand years, the people living in the highlands of Zomia
have lived outside the reach of the lowland government.48)

The reference to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may seem irrelevant to the
topic of national reconciliation however, the arguments in the book shattered the
common view that those living outside the nation state are primitive and
uncivilized49). These are the very images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Myanmar have when they are asked about ethnic groups. After decades of failed
peace talks and efforts to sustainable peace, it is imperative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realize that core issues such as the ethnic groups’ demands for creating
federal states could be associated to the fact that they may not want to be part of
the state apparatus and that their choice to be outside the state system must be

47) Scott(2009)

48) Zaw (2013)

49) Scott argues that those living in the highlands consciously choose to live outside the reach of

the state_ in which case reflected directly on Myanmar’s armed ethnic groups that are

located in hilly regions of Kachin, Chin, Kayah, Kayin and Shan states. His analyses have

implications not only for understanding the highlands of Southeast Asia, but also for how we

think about other stateless societies. Christopher Coyne, the F.A. Harper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Mercatus Center at George Mason University cleverly summarized that the

efforts to ‘fix’ weak and failed states are ultimately grounded in the idea that civilization

and progress require the nation state and that outsides (foreign governments, IGOs, NGOs,

etc.) can build an effective state through a variety of interventions (e.g., foreign aid, military

occupation, technical assist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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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d no matter how many advantages they may gain from becoming part of
“nation state”.‐

On the contrary, Myanmar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two of the most
powerful economies in the world: China and India. This has given Myanmar the
access to international trade despit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West
throughout the dictatorship. Although Myanmar was kept wealthy through constant
trade with these giant economies, this has also caused problems to national security
and at times, in resolving ethnic armed conflicts. In recent years, Myanmar State
Media openly accused China for undermining Myanmar’s peace process with its
ethnic armed groups by supporting militias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However,
the recent meeting between Daw Suu and Chinese President Xi Jingpao showed
major signs of progress where the Chinese government reiterated that successful
peace process would allow China to boost trade with Myanmar and make the
country safer for Chinese investments. It can also be understood that such time
wh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India are all vying for stronger ties with
Myanmar’s new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Beijing is taking steps that
appear to be aimed at shifting Myanmar’s foreign economic and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China.

After months of preparation, almost all the country's armed ethnic groups have
agreed to attend the Myanmar's national level peace talks, known as the Union
Peace Conference or 21st Century Panglong Conference, that convened in
Naypyitaw on August 31, 2016 for four days.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17
armed ethnic groups, many of which had refused to sign the ceasefire agreement
in October 2015. 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delivered an opening‐
speech and Commander in Chief Min Aung Hlaing addressed participants on the‐ ‐
second day, highlighting the fact that 2015's ceasefire agreement is to be kept as
a “baseline principle” for the new peace process and reminded that armed struggle
and “localism” went against the spirit of democracy. No resolution emerged from
the four day Conference. Some viewed this as a chance for representatives from‐
dozens of ethnic groups to air grievances and outline their political aspirations50).

Although the Conference received overwhelming approval from the people across
Myanmar an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it did have some glitches. The

50) Georg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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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ion from the United Wa State Army (UWSA) walked out of the Panglong
Conference on the second day, citing discrimination after they were informed that
they had been accredited only as observers and not as speakers. The UWSA, based
near the border with China, is Myanmar's most well resourced non state armed‐ ‐
group, with an estimated strength of at least 25,000 soldiers. Most of the ethnic
groups called for additions or amendments to the country’s current constitution of
2008, which was drafted by the military junta, to build a fed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at grants them federal autonomy. Another critical factor is the
absence of representation from Rohingya Muslims51),that has approximately 1.1
million population residing in the Northwestern part of Myanmar_ Rakhine State.
52)Since the issue is critical to national reconciliation, Daw Suu requested former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to chair the Advisory Commission on Rakhine
State, whose mandate is to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f
Myanmar on measures for finding lasting solutions to the complex and delicate
issues in the Rakhine State,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international standard
s53). 

Despite some of these problems, the Conference is a major success, symbolizing
the will and desire of all ethnic groups to reach a peaceful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following almost seven decades of violent conflict. Daw Aung San

51) The United Nations consider the Rohingya people one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ies. According to the census taken in 2014, there were around 800,000 Rohingyas

living in Myanmar and around 80% of them live in Rakhine State. Nearly all of them have

been denied citizenship by the government, as th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the

Rohingya people as a distinct ethnic group originating from Myanmar, but rather as illegal

immigrants from Bangladesh. These past several years have seen frequent disputes between

people of Rakhine and Rohingyas and the insurgency is dubbed “the Rohingya insurgency”.

"A Hand Book of Terrorism and Insurgency in Southeast Asia" assumes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n Rohingyas by the Myanmar military such as restriction on mobility, Rohingyas'

and evictions, settlement of non Rohingya model villages near the Muslim areas,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and restriction of more than two child bearing marriage are the causes of

the Rohingya insurgency_ which is denied by both the government of Myanmar and the

people of Rakhine.

52) Surveys show that 9 out of 10 Myanmars living in either the capital or second largest cities

in Myanmar’s 14 States and Divisions, believe that Rohingya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ethnic group of Myanmar”

53) The Commission inaugurated on September 5, 2016 and the Chair and Commission traveled to

Sittwe, Rakhine State, to meet with the authorities and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mmunities

on 6
th

September. The Chair also met with President Htin Kyaw and Commander in Chief Min‐ ‐
Aung Hlaing in Naypyidaw on 8

th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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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 Kyi, who is also chairperson of Union Peace Dialogue Joint Committee
(UPDJC), called the event a part of the peace process, stressing the need for
constant efforts to keep up the momentum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The issues
raised at the Conference such as changing the name of the country to seeking the
establishment of a federal democratic union in the country with equality for all
ethnic peoples along with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fate and preserve their
languages and cultures, need to be addressed with caution and assiduousness. There
was little expectation that the conference would achieve a break through in peace‐
talks and yet , it boosted a lot of hope and promises among the people and
showcased a major step towards national reconciliation.

Conclusion

The NLD government swore in the office on 1 April, 2016 with arduous
challenges and astronomical amount of expectations from the people. After the
election, people are starting to point out that there are only a select few in the
new government that are currently in the top positions, have the experience in
holding a public office and making executive and legislative decisions, in which
their own staff members later came to express their discomfort in dealing their
elected officials’ judgments. On the other hand,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applauded the new government’s efforts to putting the country on the right track
by taking time in making extensive reforms that are inclusive and people centered.‐

National reconciliation was often considered as a price for democracy. From the
military’s perspective, Myanmar would have suffered far worse atrocities had the
military not been involved in the governing in the past six decades. The people’s
quest for democracy and taking the streets when the country was still discovering
its path after it gained independence in 1948 has resulted in civil wars and decade‐
long armed conflicts. Now the time has finally come for the newly democratic
country to gain its prize _national reconciliation. After released from her house
arrest an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Daw Suu has urged the people and
spectators to be “cautiously optimistic”. It may be wise for the people of Myanmar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apply that in this journey towards national
reconciliation. As Historian Thant Myint U has stated, “the notion that Daw Aung‐
San Suu Kyi'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ure can be a singular asset to any
process going forward can be too optimistic, given that Myanmar still has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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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to settle”.

No one can guarantee what will happen next and even if the conference is a
major success, what will happen if Daw Aung San Suu Kyi is not the leader
anymore. At present, the incumbent president Htin Kyaw is regarded as the
successor of NLD party however, he is only accepted to this role by the people
because of Daw Suu. That is a tremendous challenge and a major factor of
uncertainty for the future of Myanmar. Grasping from Thant Myint U’s expert‐
analyses , Myanmar neeeds a multi dimensional strategy that connects complex sets‐
of issues: first, the future of Myanmar as a multi ethnic country; second, the‐
broader democratic transition; third, peace making and peacebuilding in the actual‐
conflict affected areas; fourth, China's interest and influence over its southwestern‐
neighbor; and fifth, and critically, the economy. Myanmar is closer to national
reconciliation than it has ever been in the history. National reconciliation is neither
a myth nor destiny but rather a purpose_ a purpose that requires clear vision,
versatile diplomacy, unwavering devotion and compromise over many important
issues that will maximize benefit to the communities and build trust among the
ethnic groups for generation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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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2-3

Ethno religious Violence, Peace Making and Reconciliation‐
in Indonesia: Learning from Poso and Ambon

인도네시아의 민족 및 종교 간 폭력 중재 화해, ,

유스티너스 트리 수바그야 사나타 다르마 대학교

Subagya, Yustinus Tri University of Sanata Dharma

Abstract

년대 들어 권위주의적인 신질서 체제가 힘을 잃어가면서1990 (the New Order)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민족적종교적 폭력이 발생하 다 사실 폭력 사태는.‐
신질서 치하에서도 발발하 고 구질서 체제에서도 군사 작전을 통한 정권의 강화,

는 종종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민족적종교적 집단 간 충돌은 지금. ‐
과 같은 대등한 갈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새 정부가 각 집단의 대표자들 사.

이를 중재하자 민족적종교적 폭력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갈등 종식을 위.‐
한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족적종교적 폭력을 분석하고 평화,‐
수립을 위한 각종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뉜다 첫째 민족종교 집단 간의 치명적인 갈등을 장기간 겪어온 포소. , ‐
와 암본 의 사례에 특히 주목함으로써 탈식민 이후 인도네시아 역사(Poso) (Ambon)

에서 민족적종교적 폭력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폭력 사태를 감소시키. ,‐
기 위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노력과 접근법을 기술할 것이다.

Introduction

Violent conflict is a recurrent phenomenon in Indonesian history. Even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the violence remained taking place in Indonesia,
particularly during the authoritarian New Order regime of Soeharto betwee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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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1998 (Anderson, 2001; Schulte Nordholt, 2002: 36 42). Indeed, violence also‐
broke out during the Old Order regime of Soekarno, but it was less massive and
less brutal. In this period, violence was instigated by the state mainly to overcome
sectarianism and rebellion, for example the Darul Islam movement, the rebellion of
Kartosuwiryo in West Java and Kahar Muzakar in South Sulawesi, the communist
party revolt in Madiun in 1948, the proclamation of Republic of South Moluccas
in 1950, and the uprising of the Revolutionary Government of Indonesian Republic
in Bukittinggi 1958 1962.‐

Whil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anti state insurgencies were a way of‐
Soekarno’s government to reach unity of the nation state, Soeharto’s New Order
used military operations to strengthen his power base. After the extermination of
hundred thousands of communist party sympathizers in 1965 1966, violence was‐
used again and again by the New Order to silence people who criticized or
subverted the regime (Hüsken and de Jonge, 2002: 1 10). State violence was‐
perpetrated in several regions, e.g. the military invasion of East Timor in 1975,
‘mysterious killings’ of criminals in the 1980s, the military attacks against Islam
radical groups in Tanjung Priok in 1984, respectively in Talangsari, Lampung in
1989, and not to forget the military operations in Aceh between 1970s and 1990s.

The collapse of the New Order did not result in the end of violence in
Indonesia. It resulted in ethno religious violence. The privileged treatment of‐
certain groups and discriminatory of other groups during the New Order
government made this type of violence broke out in several regions after the
downfall of the regime. Ethno religious violence occurred in the West and Central‐
Kalimantan between Dayak and Melayu against Madurese as well a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in Poso, Central Sulawesi, Ambon in the Central Moluccas
and the North Moluccas.

This paper describes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the efforts to build peace as‐
well as to search for reconciliation in Indonesia. I specifically discuss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in Ambon and Poso since the violent conflicts in both areas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se two areas, ethnicity and religion become the
main issue for mass mobilization in the battles. The violent conflict in the two
areas decreased after the central government intervened by making peace
agreement. Several non state actors such as NGOs, community leaders and‐
individual also facilitated reconciliation process. Thus, this paper attemp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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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several questions as follows: “Why and how did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occur in the areas? How is peace efforts made? Who initiate it? What is
the result? How does the reconciliation process take place?

Ethno religious Violence in Indonesia: Escalation in Ambon and Poso‐
Communal violence between ethno religious groups has been a notable‐

phenomenon in Indonesian history when the authoritarian regime of the New Order
began to lose its grip on power in 1990s. Between 1990 and 2003, Varshney et al.
(2004; 2011:19 49) recorded fourteen provinces of the country were affected by the‐
violent conflicts, resulting in the deaths of more than thousand people. Communal
violence between ethno religious groups claimed the largest percentage of victims‐
at 57%, while violence between ethnic groups was responsible for 43% of the
deaths.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involved physical attacks, harmed people, and‐
devastated the infrastructure of the affected groups, such as their religious
buildings and icons.

In 1995 and 1996, the violence broke out in Situbondo, Kebumen, and
Tasikmalaya. Chinese properties became the target of attacks and several churches
were burnt down. The riots were seen as an indicator of the deterioration of
religious relation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at the time, because anti‐
Chinese unrest had never previously attacked their religious icons. This violence
against Chinese was continued widely in Jakarta, Banjarmasin, Ujungpandang, Solo
and Medan in 1997 (Purdey, 2006). Waves of ethnic violence also took place in
West and Central Kalimantan between Dayak and Madurese in 1996 1997 and‐
2001 (de Jonge and Nooteboom, 2006).

In Poso and Ambon, where ethnicity is closely related to religious allegiance,
the violence escalated across the region, sharply dividing people along religious
lines. It was triggered by a simple incidents, but it spread widely in a high speed
throughout the whole regions. In Poso, the clashes between youth gangs whose
members had the different religious identities precipitated the violence. It took
place in December 28, 1998.54) Since then, the tension between Muslim and

54)Poso is the regency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Indonesia. The town is situated in the

coastal area. From the capital province of Palu, the distance of this town was 205 km where

it could be reached about six hours by land transportation through the asphalted roa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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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groups continuously heightened and sporadically escalated into violence
in several villages. There was no exact number of casualties and victims, but the
estimation was more than a thousand people dead, thousands more injured and
more than 145,000 persons displaced. Among the property damages, there were
more than 12,000 houses and public buildings burned down.55) Livelihood and
economic activities were paralyzed while people lost their material belongings and
disintegrated from their familial ties as well as distrust to their neighbours.

As the escalation of the violent conflicts was up and down along the time,
observers generally described the chronology of Poso conflicts into five phases.
First phase was in 25 29 December 1998 when the fight of youth dragged the‐
religious groups into the social unrest. The second phase occurred in 16 22 April‐
2000. Again, youth gangs fighting in the bus station provoked Muslims and
Christians into open clashes. Houses, churches and schools in several villages in
the heart of the city were burnt down. In this phase, the clashes were still isolated
in the urban centre. The third phase erupted on 24 May to 2 June 2000 in which
it was speculated as the retaliation of Christian groups against the attack to their
communities during the second phase. The attack and raid on religious symbols
reached the climax in the fourth phase from July 2 to October 23, 2000. The
conflicts were exacerbated with the arrival of jihadist from Java and South
Sulawesi in July 19, 2001. The battle between Muslim and Christian groups
continued with greater escalation to rural villages. More houses, churches and
mosques became the target of raid. People who fled from their home were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ligious identities. After being interrupted for a week, the
battle continued to break out in the outskirt of Poso, which was then called the
fifth phase (November to December, 2001). This last phase happened prior to
Malino peace agreement from December 19 20, 2001 (Ecip, 2002; Damanik, 2003).‐
In Ambon, a long lasting violence began in 19 January 1999 triggered by a fight‐
between an Ambonese Christian driver and a Buginese Muslim passanger in the

port for small vessels as well as airport for small flight is also available in the area.

55)It was hardly to count the exact number of casualties and damage by the conflict in details

due to the wide and scattered area of the incidents. The sectarianism tension of the conflict

also hinders observers to be in all parties involved. Thus, the estimation varies according to

several sources. Each source records different numbers of calculation according to their owned

justifications. Moreover, both of Muslims and Christians claim that their communities are the

most being the victims of the conflict. To know the statistical records on casualties, and

material lost in Poso, see Ecip, 2002; Damani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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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terminal in the heart of the city.56) The violence escalated throughout the city
after both of them looked for support from their ethno religious groups. The‐
member of the groups using religious symbols burned houses, shops, religious
buildings and attacked people who had different religious identities.

Like in Poso,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in Ambon also took place in several‐
waves. The first was between 19 January and May 1999 that the violence made
the whole island of Ambon was on fire and in a high tension. About two months,
it was interupted. At the end of July 1999, the violence erupted in the North
Maluku province, previously part of Maluku, but became a new province since 4
October 1999. The third phase began in April 2000 with the the arrival of Muslim
jihadist from Java. Phase four the fighting took place irregularly until February
2002 when peace negotiation were concluded in the second Malino agreement.
Phase five took place after the peace agreement in which mysterious bombings and
shootings remained occuring but the incidents no longer involved mass attacks as
before (van Klinken, 2007:89 90).‐

Since the first incidence of the violence until 2000, the estimation of casualties
was about 2,000 death in Ambon. It is recorded that 12,249 houses were damaged,
and 106 government offices, and 636 stores and kiosks were looted and burnt
down (Manuputty and Watimanela, 2004: 128); 170,590 inhabitants were internally
displaced, and public services were paralyzed (Yanuarti, 2003: 40 41). For the‐
entire Maluku islands, the death toll run to at least 3,000 death and the internally
displaced between 123,000 and 370,000 (van Klinken 2006: 130). This violent
conflict increased prejudice, suspicion and distrust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and widened religious segregation yet further (Subagya, 2015: 21 22).‐

Peace Making and Reconciliation Process

Since the outbreak of violence, several attempts to end the conflict had been
made in Poso and in Ambon. At least, there were three approaches of peace
making initiated by various actors and agencies. The initial effort was done using

56)The city of Ambon is situated on the island of the same name. Ambon Island, together with

the adjacent Lease Islands of Haruku, Saparua, and Nusa Laut, is the centre of the Moluccan

Archipelago, which is more commonly known as the Spice Islands. It is the capital of the

province of the Molu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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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ary tradition. It involved ethnic leaders who assumed that their
traditional wisdom and ritual could resolve the conflict. However, this approach
had a little success due to the complexities of the conflict which was not only
involve the member of the ethnic groups that they represented, but also migrants
who were ignorance to the local traditions. The second initiative used security
approach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representative of the waring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were invited to negotiate and the deployment of police and
military apparatus as peace keeping force was increased. Although this approach
was able to reduce the group mobilization, the sporadic acts of violence remained
happening that often involved the state apparatus. The third was reconciliation
process involving NGOs and people at the grassroot. This approach attempt to
rebuild trust and to reweave network in the societies that was torn by the conflict.

In Poso, the peace initiative based on the customary tradition called Rujuk
Sintuwu Maroso was held on August 22, 2000. It involved 14 leaders of
indigenous ethnic groups which revived the idea of To Poso (people from Poso).
They signed the peace agreement under the witness of Indonesian President. In the
occasion, the ritual of motambu tana was also made to celebrate the accord in
spite of judicial process. Unfortunately, the peace did not last long as the violence
then erupted again in several areas two months later.

The greater effort to end the conflict was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mediated the Christian and Muslim leaders to the Malino peace accord on
December 20, 2001. The leaders attending the agreements consisted of 25 Muslim
leaders and 23 Christian leaders. At the end of the meetings, they came to a
consensus of developing peace and support for social economic reconstruction.
Since then, the communal attacks between those communities relatively declined,
but the violence turned into sporadic terrors with random targets. Intimidations or
terrors like bomb explosions, mysterious snipers, abduction with random victims
spread without the appearance of the perpetrators. Ironically, security operation by
increasing the deployment of police and military was not able to prevent the
violence.

In the grassroot level, the reconciliation was fostered by several Non‐
Governement Organizations (NGOs) and networks. They played important role to
support reconciliation and to prevent the reoccuring of the conflict. Some of these
include Kelompok Perjuangan Kesetaraan Perempuan Sulawesi Tengah (KPK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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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Sulawesi Group for Women’s Equity), Koalisi Perempuan Indonesia (KPI ‐
Indonesian Women’s Coalition), Lembaga Pemberdayaan Masyarakat Sipil (LPMS

Institute for Empowering Civil Society),– Kelompok Kajian Tana Poso (Study
Group on Poso Motherland) LOBO in Tentena. The Institute of– Mosintuwu
promoted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women network across ethno religious‐
boundaries. All the organizations were relatively newly established after the
outbreak of the communal conflicts.

The similar endeavours to end the violent conflicts in Poso was also taken in
Ambon. People believe that a revival of local traditions which is so called pela
can prevent conflict and make sustainable peace in Ambon possible. Pela is a
traditional institutionalised bond of friendship or brotherhood between two or more
Moluccan villages. Apart from in a few villages, pela did not function well during
the conflict, but is now being used again as a symbol of unification and restoration
of broken relationships between villages in the peace building process (Bräuchler,‐
2009: 879). The failure of the traditional institution during the conflict was related
with the fact that the specific bond of relationship in pela makes it difficult to
integrate all Mollucan villages into the system, especially the new villages of
migrants. After the conflict, however, several villages renewed their pela relations
to prevent new conflicts. In 2003, for example, the leader of the predominantly
Muslim village of Tulehu invited their pela partner, the Christian village of
Hulaliu, to renew their pact to help and protect each other. Inhabitants of both
villages performed a ritual called ‘kindling pela’ (panas pela). During the conflict,
Christians from Hulaliu had been afraid to pass Tulehu, because its people had
attacked the village of Waai of which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Christians.
By renewing the pela pact with Hulaliu, the people of Tulehu also made peace
with Christian Waai. In 2006, Batu Merah and Passo also renewed their oath to
help and protect their pela partners by ‘kindling pela’. Following the ritual, the
predominantly Christian people of Passo provided material and labour for the
renovation of the mosque in Batu Merah, which was damaged during the conflict.

The biggest effort made by the government to end the conflict was the peace
accord made between Muslim and Christian representatives from Ambon in Malino
on 11 12 February 2002.‐ 57) After this agreement, the number of violent incidents

57)The peace accord of Ambon was also held in Malino. As it was the same place with the

peace accord for Poso, this peace agreement was called Mali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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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 declined; the city government succeeded in restoring order via law
enforcement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The government also
supported meetings and dialogues between Christian, Muslim and adat leaders to
foster peace in the city.

In order to reconcile the warring parties, peace activists and non government‐
agencies in Ambon continuously try to bridge the communication gap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and to develop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religious and
socio economic concerns. Among the peace organizations are the Peace‐
Provocateurs, Moluccan Ambassadors of Peace (MAP), Coffee Badati and the
Moluccan Interfaith Institute (Lembaga Antar Iman Maluku). The Peace
Provocateurs are a group of peace activists using social media, such as internet or
SMS, to disseminate information designed to reduce prejudices between Muslim
and Christian groups. MAP is a non government organization, consisting of youths,‐
ex combatants and social workers, that trains young Christians and Muslims in‐
villages to speak about peace and to work together. Coffee Badati is a youth
organization in which Muslims and Christians co operate to promote solidarity and‐
harmony by organizing musical performances and sporting competitions. The
Moluccan Interfaith Institute is an organization of both Christian and Muslim
religious leaders that attempts to reduce religious conflict by dialogue and
discussion. Although these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activities and strategies,
they share the same goal: to stimulate harmony between different groups, reduce
tensions and prevent the escalation of violence in Ambon.

Conclusion

There are three domains considered as the roots of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in Indonesia. First is the weak stat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1998. After the downfall of the New Order, the state
apparatus was weak and could not react adequately to the ethno religious violence‐
in the regions and temporary measures it found were insufficient. It gave groups in
the state apparatus such as regional police and military commander and
government officials to take rights in their own hands. It also sometimes in
cooperation with local militia and criminal organizations. Second is the rising of
competition over local resources between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migrants
that become threat for the indigenous from their claim and control o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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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power in the regions. This situation arises due to the influx of migrants
during the New Order through transmigration policies in which it is not only
added to the growing population, but the migrants also become dominant in the
various public sectors that the indigenous have long established their positions
under the support of state since the colonialism. Most of the migrants in Poso and
Ambon were Muslim who complicated the existing socio religious segregation on‐
their settlement as well as social interactions. Third, the global network extension
of religion and media allow shaping solidarity and setting up hostility among the
different groups. The escalation and exacerbation of the violent conflict in Poso
and Ambon occurred with the support of the religious network beyond the regions.

Relations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in Poso and Ambon at all levels of
society have remained inharmonious. Even if it is unlikely that eruptions of
violence on a scale comparable to those of 1998 2002 will recur, conflicts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are inevitable. Because of large scale spatial and social‐
segregation, daily inter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limited. Suspicion towards
each other runs high, and trivial issues can easily trigger violent clashes. However,
the recent violent incidents are able to isolate and to stop, thanks to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eace activists, who continuously work on
the prevention of further conflict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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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3-1

Determinants of Post Civil War Democracy Building*‐
내전 후 민주주의 체제 수립의 결정 요인

정재관 고려대학교

Jung, Jai Kwan Korea University

Abstract

내전을 겪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

인가 본 논문은 사건사 분석기법 을 이용하여 내전을 겪은? (event history analysis)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요인의 조합에 의

해 고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내전이 협상을 통해 평화.

적으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이며 또 하나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 유엔 이 적극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이다 내(United Nations) .

전의 평화적 종결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

전기간 동안 증폭된 적대감에서 기인한 안보딜레마 와 신뢰할“ (security dilemma)” “

만한 약속의 문제 를 해결하기 어렵다 두 가지 요(credible commitment problem)” .

인 모두 존재해야만 내전을 겪은 국가도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수립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은 내전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신속히 재건시키는 것이다 경제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정부군과 반군에 참여했던 전투원들이 산속에서의 게릴라

투쟁 같은 활동을 접고 일상적 경제활동을 위하는 시민으로서 재정착할 수 있도

록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전.

을 겪은 국가들에 개입해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실적

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전을 평화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중재부터 시작해 내

전 종 노력까지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순차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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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ince the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outros Ghali (1996)‐ ‐
emphas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is essential for the creation of a
self sustaining peace in post conflict socie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
embraced the idea of “democratic reconstruction” of civil war torn states. This‐
“democratic reconstruction” idea has appeared regularly in policy prescriptions for
many post conflict societies by the UN, the World Bank,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taway
2003). However, it has been long contended that dictatorship is a more likely, and
even desirable, outcome in the aftermath of violent conflict because the creation of
political order is the number one priority (Huntington 1968). Then under what
conditions democracy can emerge in civil war torn countries?‐ ‐

This is the main question to be investigated in this paper. The next section
discuss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democracy can emerge in post conflict‐
societies and generates a set of theoretical hypotheses. I test those hypotheses by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after explaining why the event history analysis
framework is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regime transitions and how I construct
the variables to b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 is that there is a
negotiated settlement path toward democracy, but it requires impartial and
coordinated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to resolve the security dilemma and
credible commitment problems of civil war adversaries. Neither negotiated
settlements nor international peacebuilding efforts alone contribute to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I conclude the paper with som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I. Civil War and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Over 150 civil wars broke out around the world since 1945 (Sambanis 2004).

More strikingly, civil wars account for over 95 percent of armed conflic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arbom and Wallensteen 2007). The study of civil wars has
made corresponding progress in the past decade and developed a sophisticated
understanding about the causes of civil war onset (e.g., Collier and Hoeffler 2004;
Fearon and Laitin 2003; Sambanis 2001), variations in the duration of conflicts
(e.g., Collier, Hoeffler, and Söderbom 2004; DeRouen and Sobek 2004; Fearon
2004),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ending th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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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Doyle and Sambanis 2000, 2006; Fortna 2004; Regan 2002).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conflicts and political systems,
scholars have been debating whether democracy really reduces the likelihood of
civil war breakout. For instance, Gurr (2000) and Elbadawi and Sambanis (2002)
demonstrated that democracies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large scale internal‐
violence because ethno political or other opposition groups in democratic societies‐
are more likely to use strategies of protest than armed rebellion, while those in
nondemocratic societies are likely to rely on insurgent strategies. Yet Fearon and
Laitin (2003) found that the form of political system is not a significant factor
explaining civil war onset; what matters is regime instability, whether democratic
or authoritarian. Hegre et al. (2001) and Reynal Querol (2002) provided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democracy and the likelihood of civil war onset. They showed that civil wars are
most likely to occur in “anocracies,” which are placed somewhere between
democracies and autocracies.

However, the question of how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can be built in post‐
conflict societies has been largely neglected in the civil war literature (Bermeo
2003, 159). Establishing a democratic government after civil war is theoretically
ideal if we consider that about half of all civil wars were actually renewed
conflicts due to the poor management of post conflict tensions and democracy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managing potential conflicts via peaceful means. But it
may be more realistic not to expect any kind of democratic governance to emerge
in the aftermath of violent conflict, because civil war generates unique obstacles to
establishing democracy. Compared to international wars, civil wars tend to last
much longer and incur even higher human costs. While the median duration of
international wars has been just about three months during the post World War II‐
period, civil wars have a median duration of six years. Battle related deaths during‐
civil wars (16.2 million) are also five times hig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wars
(3.3 million) (Fearon and Laitin 2003, 75). Even after the end of violence, civil
wars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Per capita income after a civil war is
approximately 15 percent lower than if the war had not happened, which in turn
increases the poverty rates by 30 percent compared to the pre war level (Collier et‐
al. 2003, 16). As norms and practices of social order broke down during the
conflict, post civil war countries suffer from widespread crime and corruption (Call‐
2002). Civil wars generate a long term negative effect on public health, a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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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 the risk of various infectious diseases as well (Ghobarah, Huth, and Russett
2003). In short, civil wars seriously damage the socioeconomic requisites and
political infrastructure for democracy.

Table 1. Civil Wars and Democratic Transitions

Transitions after a civil war Transitions during a war

Argentina (1958 62/63 66/73 76)‐ ‐ ‐
Argentina (1983 present)‐
Bolivia (1979 80/82 present)‐ ‐
Burundi (1993 96)*‐
Costa Rica (1949 present)‐
Cyprus (1983 present)‐
Dominican Republic (1966 present)‐
Guinea Bissau (2000 present)‐ ‐
Indonesia (1999 present)*‐
Kenya (1998 present)‐
Korea (1960 61/88 present)‐ ‐
Moldova (1996 present)‐
Namibia (1990 present)‐
Nicaragua (1984 present)*‐
Nigeria (1979 83)‐
Nigeria (1999 present)‐
Pakistan (1972 77)‐
Pakistan (1988 99)‐
Peru (2001 present)‐
Senegal (2000 present)‐
South Africa (1994 present)‐
Sudan (1986 89)*‐
Thailand (1983 91/92 present)‐ ‐
Uganda (1980 85)‐

Bangladesh (1991 present)‐
Burundi (1993 96)*‐
Columbia (1958 present)‐
El Salvador (1984 present)‐
Greece (1944 67)‐
Guatemala (1986 present)‐
Haiti (1994 2002)‐
India (1947 present)‐
Indonesia (1999 present)*‐
Mali (1992 present)‐
Myanmar/Burma (1960 62)‐
Nicaragua (1984 present)*‐
Philippines (1986 present)‐
Sierra Leone (1996 1997)‐
Sierra Leone (1998 present)‐
Sri Lanka (1989 present)‐
Sudan (1986 89)*‐

Number of cases: 24 Number of cases: 17

Note: Reported in parenthesis is the time period under democracy; the asterisk
marks double counted cases in both columns because in these cases‐
democracy emerged after an end to a civil war but with another war still
ongoing at the same time.

As a matter of fact, however, a democratic government was often established as
a direct consequence of resolving long standing conflicts, as seen in El Salvador,‐
Guatemala, Mozambique, Namibia, Nicaragua, and South Africa. Table 1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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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ften democracy has emerged in civil war torn countries.‐ ‐ 1) Out of 134 civil
wars that began and ended in 1945 2002, democratic transitions took place in 37‐
cases (27.6%). In 24 of the 37 cases, the transition to democracy began after the
official resolution of conflict, and the average duration from the end of civil war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is about six and half years. These
post civil war democracies were highly fragile, however. Ten of the 24 new‐
democracies collapsed shortly after their transitions away from authoritarianism.
The average lifespan of these failed democracies is only four and half years. The
right hand column in Table 1 shows that in 17 cases democracy emerged even‐
without fully resolving an ongoing conflict. Democracy sometimes survives
decades long conflicts as well, as seen in Colombia and India. Therefore, the real‐
question is not whether democracy building is possible in post conflict societies,‐
but under what conditions a democratic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emerge and
survive in civil war torn countries.‐ ‐

Wantchekon (2004) explored this question theoretically based on the idea that
democracy is an institutional tool for elite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political order. He proposed a three stage model for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 ‐
n.2) First, a civil war should reach a military stalemate after a long and intense
fighting, which makes warring factions consider some exit options from the war.
Second, this stalemate leads government and rebels to choose whether to continue
their fighting or stop it by either inviting a powerful external enforcer who can
help end the violence (e.g., Syria in Lebanon in 1989) or signing a peace treaty
and creating a new government via democratic elections. At this stage, the most
decisive factor is the degree of the country’s economic dependence on natural
resources. Lootable resources, such as diamonds and oil, provide a strong incentive
for warring factions to prolong the conflict in order to keep exploiting the
economic spoils and restrain citizens’ investments crucial for economic
reconstruction. Third, warring parties agree on the initiation of democratization
process only under two conditions: they should be able to believe that there are
fair chances for winning elections and that power allocation will be less biased
under democracy than under the rule of an external enforcer. These conditions are
drawn from the conception of post civil war democracy as an arbitration‐

1) The regime classification in Table 1 is based on Cheibub and Gandhi (2004). See below for

detailed discussion of why their regime type measure is relevant for post civil war countries.‐
2) For a fully developed formal model, see Wantchekon and Nee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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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in which former warring factions compromise their contentious claims
through the collective choices of ordinary citizens.

This rational choice logic of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generates a set of‐
observable implications. First, a negotiated settlement is pos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rise of post civil war democracy. Second, two factors are‐
expected to indirectly affect the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by raising the
chances for negotiated settlements. One is the duration of civil war, as a longer
civil war is more likely to reach a military stalemate and come to an end through
peace negotiations the so called war weariness hypothesis. The other is the– ‐
economic structure of civil war countries, as Wantchekon theorized about the
nega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s. Third, a neutral third party, distinct from a
partial external enforcer, should come into play to ensure that none of warring
parties would be disadvantaged in the process of disarming combatants, creating
new police and armed forces, and organizing elections. To put it together,
Wantchekon’s theory of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suggests the following‐
hypotheses:

H1: Negotiated settlements would facilitate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compared with one sided military victory.‐

H2: Longer civil wars are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chance

for democratization.

H3: Democratic transitions are less likely to occur if the post civil war‐
countries’ economies heavily rely on natural resources.

H4: Impartial peacekeeping operations sh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countries emerging from civil wars.

Yet some empirical work offers mixed evidence. Mason and Fett (1996, 560)
demonstrated that conflict dur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the negotiated
settlement of civil war: a civil war is highly likely to end through peace
negotiations if it has lasted for more than four years. Negotiated settlements also
appear to improve the level of democracy to some extent at five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nflict (Fortna 2008; Gurses and Mason 2008). However, regime
transitions to democracy have more often occurred after civil war ended by one‐
sided victory than after negotiated settlement: in Table 1, two thirds of post confl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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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transitions took place in countries that ended the war through military
victory.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n the negotiated settlement path toward
democracy is that it produces very fragile peace. While only 15 percent of military
victories experienced a resumption of large scale violence, half of all negotiated‐
settlements collapsed within five years after the end of a previous conflict
(Licklider 1995, 685). This is because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f one side is
almost completely destroyed if civil war ends in military victory. In contrast,
warring factions are allowed to retain their power bases in negotiated settlement
and thus relatively easy to return to the conflict. Angola’s failed peace process in
1991 1992 is a case in point. To end the 16 year long conflict with the National‐ ‐ ‐
Union for the Total Independence of Angola (UNITA), the Angolan government
signed the Bicesse peace agreement in May 1991 and organized the country’s first
multiparty elections under a new constitution in September 1992. But the elections
took place without completely disarming and demobilizing the government and
rebel soldiers. When the election results turned out to be a disaster to the UNITA,
Jonas Savimbi, leader of the UNITA, decided to return to the bush immediately
and renew the fighting.

This fragility of peace in the negotiated settlement path toward democracy
implies that peaceful resolution of civil war itself would not directly lead to post‐
war democratization. Without a certain level of political stability,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 democratic government to emerge and be sustained in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But it does not mean either that outright victory is more
conducive to the emergence and survival of democracy. Whil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has occurred more frequently in military victory cases of civil war
resolution, it tends to occur much faster in negotiated settlement cases: a
democratic government emerged, on average, about three years after a negotiated
end to civil war, but after military victory it took more than six years. Negotiated
settlement seems also more conducive to the survival of post conflict democracy, as‐
nine of the ten failed democracies identified on the left hand column in Table 1 are‐
one sided victory cases of civil war resolution.‐

The question is then how peace and democracy can be brought together after a
negotiated end to civil war. One of the most feasible ways is to complement
negotiated settlements with impartial peacekeeping operations to prevent a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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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iolence. The most critical issue during peace negotiations is to ensure that
warring factions make a credible commitment to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This credible commitment problem can be reduced by impartial third party actors‐
in two stages of peace processes.

At the peacemaking stage, government and rebel forces are not able to strike a
peace bargain on their own because the security dilemma dominates their
relationship and becomes even more intensified during the fighting (Posen 1993).
Thus, a third party actor should step in as an impartial mediator and help warring‐
parties to sign a peace treaty by providing a security guarantee during peace
processes. Walter (2002, 79) estimated that the presence of third party mediators,‐
such as the Santo Egidio (a Catholic charity organization based in Rome, Italy) in
Mozambique and George J. Mitchell in Northern Ireland, raises the probability of
successful peace negotiations by 39 percent. If a third party actor can offer warring‐
factions a security guarantee as well through various enforcement and verification
mechanisms, government and rebels are 50 percent more likely to sign a peace
agreement.

At the peacekeeping stage, however, the promotion of peace and democracy is
likely to generate an inherent tension, because democratization normally entails a
great deal of uncertainties undermining political stability in the short run (see
Jarstad 2008; Mansfield and Snyder 2008).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democratic practices in the post conflict transition period can be led to a‐
resumption of conflict by opening channels for disgruntled former combatants to
mobilize war time hostilities. Thus, an impartial peacekeeping force should help‐
reduce security uncertainties arising after a negotiated end to civil war.

A short lived democracy in Sierra Leone in 1996 1997 can illustrate this point‐ ‐
clearly. The Sierra Leone civil war began in 1991, when the Revolutionary United
Front (RUF) launched its armed campaign against the All People’s Congress
(APC). After the initiation of the conflict, a military coup deposed the APC
government in 1992. The National Provisional Ruling Council (NPRC) came to
power and promised a swift victory over the RUF. But the war became more
intensified in the ensuing years, claiming over 50,000 lives and displacing about
two thirds of the country’s population (Keen 2005, 1). As more than half of Sierra‐
Leone’s territory had come under RUF control by the mid 1990s, popular rallies‐
and mounting international pressure pushed the NPRC to end the war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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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s and hold democratic elections. As a result, peace talks started in early
1996. A new civilian government led by President Ahmed Tejan Kabbah was also
elected in March 1996 and signed the Abidjan peace agreement with the RUF in
November. However, there was no international peacekeeper in Sierra Leone who
could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peace settlement terms. Thus the country’s
dual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and democracy collapsed in May 1997, only six
months after the Abidjan agreement when a disgruntled army faction staged a coup
and replaced the Kabbah government with the Armed Forces Military Council
(AFRC). This coup was also the beginning of another conflict, which became more
complicated as a Nigerian led intervention force sought to restore the Kabbah‐
government and the AFRC forged an unlikely alliance with the RUF.

Similar examples of failed attempts at the promotion of peace and democracy
can be found in many other places, such as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Sudan since 2002. The two stage conception about the role of impartial third‐ ‐
party actors suggests that the chances for successful democratization after
negotiated settlements can be raised by consistent international efforts from the
initiation of peace talks to the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a peace treaty. Third‐
party actors may not build a democratic government for post civil war countries.‐
But they can help stop the violence and maintain post conflict stability, indirectl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in war torn countries.‐

Who can play the role of an impartial third party actor in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and democracy? Despite growing critiques of its effectiveness (e.g.,
Krasner 2004; Fearon and Laitin 2004), the UN is best placed to provide an
impartial assistance for the post conflict transition because of its universal‐
legitimacy and Charter based peace operations. In terms of empirical record, Doyle‐
and Sambanis (2000, 2006) found that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have
made a positive difference in maintaining peace and even promoting a minimum‐
level of political openness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3) Thus, the key issue for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may be whether international actors who have‐
diverse, often conflicting, interests in civil war countries are willing to make
coordinated efforts at the peace process in the form of UN PKO. Such a high

3) The “minimum level of political openness” does not mean a democracy. It is operationalized‐
as a Polity score of 3 out of the 21 point scale in which 0 indicates an extreme autocracy‐
and 20 a perfect democracy (Doyle and Sambanis 200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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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international commitment can address the major pitfall of negotiated
settlements the fragility of peace. It can also complement the lack of–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democracy by various reconstruction projects. This
theoretical conjecture leads to the following hypothesis:

H5: A post civil war democracy is likely to emerge if a negotiated end to‐
civil war is followed by UN peacekeeping operations.

Other plausible explanatory factors can be drawn from the supposedly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peac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post conflict societies. If‐
such reciprocal relations exist, a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fast
economic reconstruction would be clearly favorable conditions for advancing
democracy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 In the democratization and civil war
literature,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measured by GDP per capita has
proven a powerful predictor. In the latter, it is the most robust finding that higher
GDP per capita lowers the risk of civil war onset. GDP per capita is thus
understood as a proxy for state capacity to prevent insurgency (Fearon and Laitin
2003) or as an indicator of increased opportunity costs for rebellion (Collier and
Hoeffler 2004). In the former, strong correlations between level of development
and democracy have been powerful supporting evidence for the modernization
theory (Boix and Stokes 2003; Epstein et al. 2006; Ulfelder and Lustik 2007). Yet
it is still in dispute whether economic development causes the transition to
democracy. Przeworski et al. (2000) presented counter evidence that while‐
economic development under authoritarian regimes does not have a strong
relationship to the emergence of a democracy, once established, democracies in
more developed countries are much more likely to endure. From these
contradictory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nd democracy, we
can draw two testable hypotheses in post conflict environments. First, if the‐
modernization thesis is generally valid, a high level of development sh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as well. Second, fast economic‐
recovery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urvival of preexisting democracy,
rather than promoting a regime transition to and from democracy.

H6: A highe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would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post civil war countries.‐
H7: Fast economic recovery from civil war would contribute to su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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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ies, rather than facilitating regime transitions.

III. Modeling Strategy

To test the hypotheses, I employ event history analysis because democratiz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dynamic process rather than as a clear cut outcome at‐
a certain time point (Rustow 1970) and event history analysis is one of the most
process oriented modeling strategi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toolkit (Olzak‐
1989). The basic structure of the event history model that I use is as follows:

S
A

S
B

EB1 CEB2

SA and SB represent that countries A and B enter into observation at risk at the
time points of SA and SB, respectively, when their first civil war ended. Suppose
both countries were under dictatorship when the conflict was resolved. Then we
can see that country A has never transitioned to democracy throughout the
observation period (right censoring), whereas country B became a democracy after‐
the time point EB1. EB1 can thus be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democratic
transition in country B, and EB2 as that of democratic backsliding if the new
democracy falls at time point EB2. On the other hand, if we suppose that both
countries were already democracies at the starting points of observation, we can
see that country A’s democracy was sustained until the end of observation period
(C), whereas country B backslid into dictatorship at time point EB1.

With this modeling structure, I analyze the regime transitions of 75 countries in
which the total 134 civil wars began and ended in 1945 2002. Out of those 75‐
post civil war countries, 54 countries entered into observation at risk as non‐ ‐
democracies when their civil wars ended. Thirty three of the 54 countries never‐
experienced democratic transitions, while 21 countries transitioned to democracy
during post conflict periods. But nine of these new democracies have backslid into‐
dictatorships. On the other hand, 21 countries entered into observation at risk as
democracies after the end of civil wars, eight of which experienced the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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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mocracy. Thus, a total of 54 post civil war countries will be entered for the‐
analysis of democratic transitions and 42 countries for the analysis of democratic
backsliding.

The main reason why I separate the analysis of democratic transitions and the
analysis of democratic survival is that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democracy may not be the ones that sustain a democratic government.
Additionally, I take three more considerations into account. First, some countries,
such as Argentina, Bolivia, South Korea, Nigeria, and Thailand, have experienced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repeatedly during post conflict periods. In‐
these c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or later democratic transitions cannot be
explicitly modeled within the above analytical framework. This is not because
event history analysis entails some restriction in modeling repeated regime
transitions, but because it should be examined under a different research question

the volatility of regimes. More substantively, the second or later regime–
transitions are less likely to be related to the unique problems that post civil war‐
countries usually face right after the end of conflict. For example, the second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uth Korea took place in 1988. But it has little to do
with the Yosu rebellion and post conflict environment, as the rebellion occurred 40‐
years ago.

Second, civil wars have recurred in 38 of the 75 post civil war countries. These‐
conflict prone countries raise another modeling issue: if another war occurs soon‐
after the first one ends, how do we treat the onset of another conflict in modeling
transitions to and from democracy? Because war/peace and democracy/dictatorship
should not be lumped together in a single measure, I will treat recurring civil wars
as a covariate. It will also allow us to investigate empirically whether the absence
of large scale violence is indeed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post conflict‐ ‐
democratization.

Lastly, what can be an alternative modeling strategy? The main alternative I will
consider is setting the subject of observations as a post conflict episode, instead of‐
a post civil war country. This strategy is particularly useful for investigating, in‐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multiple civil wars, why one civil war resolution
leads to successful democracy promotion while another resolution does not in the
same countries. It can also increase the number of subjects that enter into
observation at risk from 75 to 134, but setting the beginning of observations anew



1021

whenever a conflict ends in the same country requires substantial attention to
controlling for within country correlations. Thus I use this alternative modeling‐
strategy for a robustness check.

IV. Variables and Data

In event history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observation, an indicator of whether or not the event
of interest occurs, and the time of the event’s occurrence. For the analysis of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therefore, we should measure, first, democracy and,
second, the timing of democratic transitions or backsliding.

Then, what is a post civil war democracy? Considering that democracy is still a‐
much contested concept in comparative politics (see Alvarez et al. 1996; Bowman,
Lehoucq, and Mahoney 2005; Collier and Adcock 1999; Elkins 2000; Munck and
Verkuilen 2002), I rely on the Schumpeterian minimalist definition of democracy. It
classifies political regimes as democratic if key government offices are filled
through contested elections. This Schumpeterian conception is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post conflict societies because we cannot expect every aspect of‐
democratic governance, such as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be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bloody conflict. Wantchekon (2004) also
pointed out that the Schumpeterian definition is closely matched with the principal
function of post civil war democracy as a tool for elite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political order.

To match with the minimalist definition of democracy, I employ Przeworski et
al.’s (2000) dichotomous measure of political regimes.4) The reasons are threefold.
First, it is clearly grounded in the Schumpeterian conception of democracy.
Second, it is based exclusively on two observed facts that are the essential
components in the minimalist definition of democracy: whether periodic elections
are held and whether key government offices are filled by such contestation. Third,
alternative measur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regime transitions
because of different conceptualizations of democracy (e.g., the Freedom House
index and Vanhanen’s polyarchy index) or because of ambiguous coding rules in

4) Iuse the most recently updated version of the data that covers all countries in the world from

1946 to 2002 (Cheibub and Gandh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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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ing different conceptual components into a continuous measure of
democracy (e.g., the Polity IV democracy index).5)

Put specifically, the Polity IV democracy autocracy score entails two particular‐
problems in analyzing regime transitions in post civil war environments. First, the‐
Polity score codes certain country years as 77, “interregnum periods,” if there is a‐ ‐
complete collapse of central political authority due to an internal war. For time‐
series analysis, this unique coding is converted to a Polity score ranging from 10–
to +10 by recoding 77 as zero (Marshall and Jaggers 2002). This conversion rule‐
causes a problem in tracing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post civil war‐
countries: a country can suddenly jump to zero from a negative Polity score, not
because it made progress in advancing democracy, but because another civil war
broke out. Actually, one in five post civil war countries can be mistakenly‐
identified as improving democracy at some point during post conflict periods if the‐
converted Polity score is used to measure the changing level of democracy.

Second, the continuous measure is less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regime
transitions than a categorical measure. Fortna (2008) examined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by looking at the Polity score one, two, or five years after civil
war. Similarly, Gurses and Mason (2008) calculated changes in the Polity score
from one year before the onset of civil war to five or ten years after the end of
war to investigate regime changes to or from democracy. Yet these prevailing ways
of measuring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do not reflect that democratization is‐
generally better understood as a process than as a clear cut outcome at a certain‐
time point. Using the snapshot measure of changes in the Polity score is
problematic for two additional reasons. First, the mean duration of 134 civil wars
is 6.3 years, and in 17 cases democratic transitions began even during the conflict.
That is, the snapshot measure ignores what happened during civil war. Second,
most post civil war countries are either autocracies or anocracies even five years‐
after the conflict, given that the average duration from the end of civil war to the
establishment of first democratic government is approximately six and half years. It
is thus misleading if we consider some positive changes in the Polity score as
“democratization.” For example, a change of Polity score from 6 to 3 may not be‐ ‐
well considered “democratization.” In this case, it is also hard to pin down what
particular aspects of democratic governance have been improved in the meantime.

5) See Munck and Verkuilen (2002) for detaile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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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se reasons, Przeworski et al.’s dichotomous measure of democracy
appears most appropriate for the investigation of regime transitions and survival in
post conflict societies. But it is not without its own problems. Most problematic is‐
the alternation rule: to be considered a democracy, regular elections should have
produced an alternation of power at least once. This alternation rule is criticized
for causing a selection bias in classifying political regimes. To address this issue,
I will employ Ulfelder and Lustik’s (2007) regime type measure in a sensitivity
analysis. Ulfelder and Lustik decomposed the Polity score and selected only two
component variables out of the five constituting the 21 point scale of democracy‐ ‐
autocracy index: competitiveness of executive recruitment and competitiveness of
participation. This decomposition is intended to ensure the consistency between
concept and measurement by matching their regime classification with the
minimalist definition of democracy.

To measure the beginning of observation of each post civil war country, I use‐
Sambanis’s (2004) civil war data that provide information on the month of civil
war termination. His data is based on thoughtfully specified coding rules about the
beginning and end of war. Most importantly, Sambanis (2004, 828 31) codes the‐
end of civil war if a peace treaty produces at least six months of peace, a
unilateral ceasefire or military stalemate results in at least two years of peace, or
a decisive military victory produces at least six months of peace. If new parties
enter a civil war over new issues, a new war onset is coded.

Based on this civil war termination measure, 75 countries enter into observation
at risk when their first civil war ended between the periods from 1945 to 2002. To
measure the timing of regime transitions by month, I have collected information
about when a newly elected democratic government was inaugurated and when a
coup d’état overthrew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in post civil war‐
countries. Note that democratic transitions are dated by the time of inauguration of
a democratically elected new government, not by the time of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This timing rule is intended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post conflict‐
elections do not sometimes lead to the inauguration of a democratic government if
the losers are not satisfied with election results and decide to renew the conflict,
as seen in Angola in 1992.6) The data on the time of regime transitions, in

6) Principal sources for the timing information are 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the CIA
World Factbook, Polity Country Report, and Statesman’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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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with Sambanis’s monthly measure of civil war termination, constitutes
the three components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primary reasons for measuring
civil war termination and regime transitions by month, rather than by year, are that
civil wars have often resumed within a year and that the annual measure of
political regimes is imprecise in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timing of regime
transitions because they code the regime that prevailed at the end of the year even
if a regime transition occurred on December 31.

Of the key covariates to be included in the right hand side of event history‐
models, the civil war outcome variable is created to denote three types of conflict
termination: one sided military victory, negotiated settlement, and stalemate/truce.‐
Following Sambanis’s (2004) operational definitions, I code military victory as one
if there was a clear winner when the conflict officially ended, zero otherwise.
Negotiated settlement indicates an end to civil war through a peace treaty and
requires that the fighting among warring parties stop for at least six months as a
result, while stalemate/truce refers to a unilateral call for truce or a simple
reduction of violence to low level conflict.‐ 7)

To investigate whether impartial third party actors make a positive difference in‐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and democracy, I employ the data from Doyle and
Sambanis (2006) and the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1945‐
2002, the UN Security Council authorized peacekeeping operations in 34 cases of
civil conflicts in 26 countries. These peacekeeping missions constitute three fourths‐
of all UN PKOs. But note that the mean duration of UN PKO in civil war
countries is just about three years and the variation is considerable. For example,
while a UN verification mission was conducted in Guatemala only for four months
after the government and rebels signed the Agreement for a Firm and Lasting
Peace in 1996, the UN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operated for seven
years after the Dayton peace agreement in 1995. UN PKO is thus coded as one if
a peacekeeping mission was manda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peacekeeping
forces were actually present in post civil war countries, zero otherwise.‐

7) Using Doyle and Sambanis’s (2006) and Fortna’s (2004) data that cover the time period

from 1945 to 1999, I coded the civil war outcome variable and extended the observation

period through 2002. Note that the measure of war outcome is time varying in countries‐
where multiple civil wars have occurred and ended in different ways. Principal sources for the

coding of war outcome are 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and the Uppsala Conflict

Database (U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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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as UN PKO is not the only typ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efforts, I will

explore two additional issues. Neighboring countries or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on, have often engaged

in post conflict peace operations to secure regional stability. But they are not‐
necessarily impartial. One conventional claim in the peacebuilding literature is that

UN peace missions operate on the basis of three key virtues that non UN PKO‐
lacks legitimacy, impartiality, and technical expertise. Then UN PKO can be–
expected to have more desirable effects than non UN PKO on post conflict‐ ‐
democracy promotion. UN PKO can also be classified into its mission types:

observer mission, traditional PKO, multidimensional PKO, and enforcement

mission.8) These additional specifications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efforts may

allow us to examine whether UN led multilateral peace operations are more‐
effective for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than non UN peace operations and‐ ‐
whether more intrusive UN peacebuilding missions are more effective than weakly

mandated ones.9)

To test Hypotheses 2 and 3, two covariates will be entered into the event history

model. First, the duration of civil war is measured by using Sambanis’s (2004)

civil war data. It is measured in month from the onset to the end of civil wars. As

noted earlier, the mean duration of 134 civil wars in 1945 2002 is more than six‐
years. Some civil wars began and ended in the same month, but other wars, such

as communist insurgencies in Burma and the Philippines, lasted for decades.

Second, as a proxy for the economic structure of civil war countries, I employ

Fearon and Laitin’s (2003) “Oil export” variable. Although it is, of course, not a

perfect measure for civil war countries’ economic dependence on natural resources,

8) The first three types of UN missions are authorized under Chapter VI of the UN Charter and

require the consent of the host government, while enforcement missions operate under Chapter

VII and do not require the host government’s consent. Put more specifically, multidimensional

PKO is designed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peacebuilding strategy that includes

reconstruction of the economy, electoral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Enforcement missions

sometimes impose a transitional administration run by international actors, as seen in

Cambodia, East Timor, and Kosovo.

9) These measur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are also time varying in countries where multiple‐
civil wars have occurred and ended with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Principal sources include Doyle and Sambanis (2000, 2006), Fortna (2004), the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http://www.un.org/Depts/dpko/dpko/index.asp), 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and the U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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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is a typical example of how the “resource curse” works against democratization:

oil rich governments tend to use low tax rates and patronage to dampen pressure‐
for democracy (Ross 2001).10) Thus, “Oil export” will be included a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oil exports as a share of total merchandise exports are

greater than a third, zero otherwise. Seventeen of the 75 post civil war countries‐
are such oil dependent economies.‐

To examine how level of development and economic recovery work for
transitioning to or sustaining democracy in post conflict environments, I use‐
Purchasing Power Parity (PPP) converted GDP per capita and its growth rates.‐ 11)

The means of GDP per capita and growth rates in all post civil war countries are‐
$3,373 and 1.78 percent, respectively.

As control variables, two more covariates are constructed as they might strongly
influence the likelihood of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One is the variable of‐
“Ongoing war” indicating whether another episode of large scale violence occurred‐
and was ongoing after an end to a civil war, because transitioning to or sustaining
democracy would be much harder if a country is suffering from recurring civil
wars. Half of post civil war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conflict renewal in their‐
post conflict periods. The other is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12) It is
constructed as a count variable on the grounds that the history of past regime
transitions can shape the expectations of political elites and provide a potential for
current regime transitions. One third of post civil war countries have such regime‐ ‐
transition experiences at least once before they enter into the transition from civil
war to peace. Two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are ethnic diversity and population
size, as democracy is supposedly more difficult to emerge and survive in ethnically
divided societies and a large population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coordination
problem among numerous powerful groups that might hinde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system.13)

10) An alternative is using primary commodity export data, but primary commodity is too broad to

pin down a specific causal link to regime transitions in post conflict environments as it‐
includes oil, gemstones, timber, agricultural products, and even drugs. See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Humphreys (2005) and Ross (2004).

11) Both indicators are extracted from the Penn World Table 6.2. But the Penn World Table 6.2

data start from 1950 and do not include all years in several countries. I imputed those

missing values by linear interpolation using Fearon and Laitin’s (2003) GDP per capita data.

12) The data is drawn from Cheibub and Gandh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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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mpirical Results

I employ the Cox model to estimate the causal effects of covariates on the
hazard rates of regime transitions to and from democracy. The Cox model is a
semi parametric approach that makes no assumption about the baseline hazard‐
function but assumes that covariates multiplicatively shift the baseline hazard
function and that the effects of covariates are constant over time: the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 It is particularly appropriate if there is no priori theoretical
expectation about the duration dependence of regime transitions. The basic model
I use is as follows:

)exp()()|( 0 βXthXth =

where h0(t) refers to the baseline hazards that will be unspecified because of no
distributional assumption, t to the time span from the beginning of observation to
the time of democratic transition or backsliding, X to the matrix of all covariates,
and to estimated coefficients.β

In specifying the above model, I consider two additional issues. First, given that
newly independent countries lack the political infrastructure for democracy, the
baseline hazards should be allowed to differ between countries newly independent
after 1945 and those that began to exist long before 1945. I thus stratify all
observations by creating a variable “New country.” Second, I cluster post civil war‐
countries by geographical region to take into account possible within group‐
correlations that might result from the diffusion of democratization within a region
and estimate robust standard errors.

13) Iuse Fearon and Laitin’s (2003) measure on ethnic diversity. The population data is extracted

from the Penn World Tab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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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cratic Transitions in Post Civil War Countries‐
Model 1 Model 2 Model 3

Duration of conflict 0.002‐
(0.003)

0.004‐
(0.003)

0.011‐ †
(0.006)

Oil export 2.060*‐
(1.024)

2.261‐ †
(1.185)

0.844‐
(0.678)

Negotiated settlement 0.918*‐
(0.362)

0.302**‐
(0.532)

3.804**‐
(1.137)

UN PKO 0.890‐
(0.579)

0.673‐
(0.710)

1.741‐ †
(0.953)

Negotiated settlement*UN PKO 3.089***
(0.525)

2.856***
(0.532)

5.218**
(1.951)

Level of development a 0.202***
(0.032)

0.245***
(0.047)

0.517***
(0.070)

Economic growth 0.007
(0.016)

0.003
(0.013)

0.050***‐
(0.013)

Ongoing war 0.344
(0.415)

0.227
(0.361)

0.179‐
(0.485)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617***
(0.155)

0.579***
(0.139)

2.694**
(0.972)

Ethnic diversity 0.013***
(0.003)

log(Population) 0.140
(0.198)

Log pseudo likelihood‐ 49.00‐ 47.90‐ 18.91‐
Number of observations 1094 1094 702

Time at risk 11515 11515 7263

Model specification test: LRH =

α
1.016*

(0.438)
1.645

(1.126)
1.312†

(0.763)

α
0.058‐

(0.172)
0.115‐

(0.177)
0.064‐

(0.099)

Note: Reported are pseudo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a GDP per capita in 1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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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ents the event history analysis of democratic transitions in post civil‐
war countries. Model 1 includes only hypothesized variables, with a positive
coefficient indicating that the covariate increases the relative chance for
democratization. First of all, it shows that neither negotiated settlement nor UN
PKO alone contributes to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
The signs of the two coefficients are actually negative, and the estimate for
negotiated settlement is eve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trast, the interaction
term of negotiated settlement and UN PKO is the most powerful factor facilitating
democratic transitions in post civil war countries. The coefficient estimate indicates‐
that democracy is about nine times more likely to emerge if a civil war ends
through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and UN peacekeeping forces are deployed to
implement the treaty, compared to cases where negotiated settlement is not
followed by UN PKO.14) That i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civil war to have
any positive impact on democracy building, it is conditional on whether UN
peacekeeping missions are conducted during post conflict periods. In the same vein,‐
for UN PKO to have any positive effects on post civil war democracy promotion,‐
it is conditional on whether the war ends through peace negotiations.15) Thus, for
successful post conflict democrat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first‐
make a mediation effort to end civil war through negotiations and it should also
make a strong effort to maintain peace in post conflict periods.‐

The coefficient estimates for the other covariates in Model 1 show that the
duration of conflict has little to do with the likelihood of democracy building in
post civil war countries but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s very less likely if a‐
country’s revenue relies heavily on oil exports, as posed in Hypothesis 3. On the
other hand,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a relatively wealthy (or less poor) post civil‐
war country has a much higher chance for democratization. To put it precisely, a
thousand dollar increase in GDP per capita raises the relative chance for
democratic transition by 22 percent. As the modernization theory put forward,
having an economic requisite raises significantly the chance for democratization,

14) The interaction effect is interpreted as follows: ( 0.918 + 3.089UN PKO)*Negotiated settlement;‐
if UN PKO is implemented (i.e., UN PKO =1), the effect of negotiated settlement is 2.171; this

coefficient estimate can be converted to a hazard ratio by taking the exponential, e(2.171)
=

8.767.

15) Note that out of the 134 civil wars in 1945 2002, 45 cases ended in negotiated settlements,‐
and UN peacekeeping forces were deployed in 24 of those 45 cases. The UN also sent its

peacekeeping forces in 10 cases in which civil wars did not end through peac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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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a civil war would have damaged many other requisites for democracy.
But a high growth rate itself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s it can work for the maintenance of authoritarian regimes as well.
This finding implies that fast economic recovery after civil war would not cause
directly a regime transition to democracy but contribute to democratization in the
long run by reducing poverty and increasing economic opportunities. Lastly, past
experience in democracy increases the hazard rates of democratic transitions
significantly, as expected, but “Ongoing war”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discernable effect.

Would these results be different if we take into account the degree of ethnic
diversity and the population size of post civil war countries? The answer is no,‐
given the estimation results in Model 2. Adding the variables of ethnic diversity
and population size to Model 1 leads to substantively the same estimates and does
not improve the model fit. The model specification test, presented at the bottom
panel, also indicates that Model 1 is better specified than Model 2.16) One
surprising finding in Model 2 is that although the effect is very marginal, the
coefficient estimate for ethnic diversity is positive and significant. Two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here. One is that ethnic diversity may have a U shaped‐
relationship with post conflict democracy building: democracy is most likely in a‐
completely homogeneous or completely heterogeneous society and least likely
where only two ethnic groups compete for power. But this turns out to be not the
case because if I add a squared term of ethnic diversity measure to Model 2, both
squared and non squared terms become insignificant.‐ 17) The other possibility is that
the positive effect of ethnic diversity may simply have to do with using an
apolitical or inappropriate measure of ethnic fractionalization (see Cederman and
Girardin 2007; Posner 2004). To further examine whether different types of civil
wars would lead to a distinctive set of causal pattern, Model 3 re estimates Model‐
1 only with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ethnic or religious conflicts. It shows that
although the magnitude of coefficient estimates becomes larger than that of Model

16) This specification test is based on re estimation of the model and intended to detect omitted‐
variable bias.. If the model is correctly specified, the coefficient (α) of the linear predictor

(

X
) in the Log Relative Hazard (LRH) equation should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coefficient (α) of the squared linear predictor (

(
) should not.

17) The inclusion of the squared ethnic fractionalization index has little effect on the estimates for

the other covariates and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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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e to the reduced sample size, the substantive results remain largely the same
as those of Model 1. Yet, notice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negotiated settlement
and UN PKO i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Model 3 as well.

Figure 1. Hazard Estimates of the Interaction Effects on Democratic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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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llustrates the consistently powerful effects of the interaction term.
Controlling for all the other factors included in Model 1, it compares the hazard
rates of democratic transitions between countries that ended a civil war through a
peace treaty and allowed the deployment of UN peacekeeping forces and those
where negotiated settlement was not followed by UN peace operations. As Figure
1 shows, the interaction effect on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is substantial,‐
especially in the early postwar period, and decreas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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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cratic Backsliding in Post Civil War Countries‐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Duration of conflict 0.001‐
(0.003)

Oil export 0.571
(0.447)

Negotiated settlement 1.236‐
(1.072)

1.555*‐
(0.761)

1.852‐
(1.260)

1.617‐
(1.779)

UN PKO 33.12***‐
(1.379)

Negotiated settlement*UN PKO 1.107
(1.944)

Level of development a 0.052‐
(0.092)

Economic growth 0.109***‐
(0.015)

0.108***‐
(0.018)

0.119***‐
(0.024)

0.132***‐
(0.025)

Ongoing war 0.639*
(0.248)

0.715*
(0.320)

0.561
(0.423)

1.841
(1.428)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463
(0.453)

Ethnic diversity 0.005
(0.008)

log(Population) 0.239
(0.265)

Log pseudo likelihood‐ 30.52‐ 33.10‐ 32.29‐ 8.946‐
Number of observations 491 491 491 243

Time at risk 5198 5198 5198 2531

Model specification test: LRH =

α
1.227**

(0.358)
1.402**

(0.425)
4.048*

(1.699)
0.998*

(0.410)

α
0.380‐

(0.249)
0.548†‐

(0.310)
0.547†‐

(0.297)
0.146

(0.229)

Note: Reported are pseudo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a GDP per capita in 1000’s.

What about sustaining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 Table 3 presents the analysis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post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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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Model 4 examines if the same covariates employed for the democratic
transition analysis can explain the risk of democratic breakdown as well. It shows,
however, that sustaining a democratic regime is a different task from establishing
a new democratic government. Compared to Model 1, the interaction term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survival of post civil war democracy.‐

Instead, three different covariates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rst,
what matters for sustaining democracies is rapid economic recovery: a 1 percent
increase in growth rates during post conflict periods lowers the risk of democratic‐
breakdown by over 10 percent.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zeworski et al.’s
(2000) general finding that economic growth does not lead to a regime transition
to democracy but contributes to sustaining regimes, whether democratic or not.
Second, countries experiencing a renewed civil war have almost twice higher risk
of democratic backsliding than countries maintaining peace after civil war. That is,
the failure to establish a lasting peace seriously undermines the sustainability of
post conflict democracy. Third, the extremely large coefficient estimate for UN‐
PKO needs to be interpreted with caution. All democratic breakdowns in post civil‐
war countries have occurred where UN peacekeeping missions were not carried out
or long after UN peacekeepers left the country.18) Ye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once deployed, UN peacekeeping troops are extremely effective for sustaining
pre existing democracies. Moreover, the estimate for UN PKO is very vulnerable if‐
we change the way the variable is coded.19)

In addition to these issues in using the UN PKO variab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nalysis of democratic backsliding is conducted with a relatively small
sample. Model 5 thus excludes unnecessary covariates through stepwise deletion
based on log likelihood ratio tests. If we compare the log likelihood statistics of
Models 4 and 5, it is easy to find that the six more covariates included in Model
4 do not improve the model fit. That is, Model 5 presents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most parsimonious specification. Model 6 examines if the results of
Model 5 would be different if we take into account ethnic diversity and population
size, while Model 7 re estimates the results of Model 5 only with identity based‐ ‐

18) Put differently, there is an empty cell in the two by two distribution of UN PKO and democratic‐ ‐
backsliding event, which generates the extremely large coefficient estimate.

19) If UN PKO is coded as a time constant measure by assuming that UN peace operations would‐
have some residual effects on regime survival even after their peacekeeping forces left the

country, the coefficient estimate becomes 0.048 with large standard errors (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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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Across these different specifications, economic growth is the only
consistently significant factor for sustaining post civil war democracies.‐
Figure 2. Hazard Estimates of Economic Growth Effects on Democratic Back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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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llustrates the extent to which economic growth reduces the risk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post civil war countries. Controlling for the other‐
covariates included in Model 5, it compares the different hazards of democratic
backsliding between countries with an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1.98%) and
those with high economic growth (7.04%) after civil wars ended.20) As it shows,
fast growing economies have constantly a lower risk of democratic breakdown in
post conflict periods.‐

20) The average GDP per capita growth rate is calculated from those of 42 post civil war countries‐
included in the democratic backsliding analysis, and the high growth rate is the mean plus

one standard deviation.



1035

Table 4.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Post civil war democratic transitions‐
Duration of conflict 0.004‐

(0.003)
0.004‐

(0.003)

Oil export 2.075‐ †
(1.131)

1.949*‐
(0.917)

Negotiated settlement 0.378‐
(0.399)

0.817**‐
(0.304)

UN PKO 0.810‐
(0.577)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3.473***
(0.514)

Non UN PKO‐ 0.083
(0.916)

Negotiated settlement
*Non UN PKO‐ 1.335‐

(1.047)

Negotiated settlement
*UN observer mission

2.968**
(1.134)

Negotiated settlement
*UN traditional PKO 41.341 b‐
Negotiated settlement
*UN multidimensional PKO

2.362***
(0.619)

Negotiated settlement
*UN enforcement mission 35.856 b‐

Level of development a 0.183***
(0.032)

0.158***
(0.033)

Economic growth 0.011
(0.015)

0.013
(0.014)

Ongoing war 0.371
(0.443)

0.561
(0.538)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641***
(0.159)

0.731***
(0.161)

Log pseudo likelihood‐ 48.50‐ 47.84‐
Number of observations 1094 1094

Time at risk 11515 11515

Note: Reported are pseudo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a GDP per capita in 1000’s.
b Standard errors are not computed for the small samp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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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remaining questions is whether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would have distinctive effects on democracy building in post conflict‐
societies.

To investigate this issue, I construct a set of indicator variables subclassifying
international peacekeeping efforts: non UN PKO versus UN PKO and four different‐
mission types of UN PKO. The analysis in Table 4 is based on Model 1 in Table
2. If we first compare the effects of UN PKO with those of non UN PKO,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chance for democratic transition increases
significantly if a negotiated end to civil war is followed by UN PKO, while non‐
UN PKO following negotiated settlement does not have such positive effects. That
is, although the implementation of UN PKO requires more time and resources
from major pow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non UN PKO does,‐
making such highly coordinated efforts is worth for democracy building after a
negotiated end to civil war. Second, if we compare the four different types of UN
PKO, observer and multidimensional missions appear particularly effective for
facilitating democratization after negotiated settlement. Yet, the small sample
property of each type of UN PKO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this result as
conclusive evidence.

VI. Robustness Checks

To examine the robustness of the empirical findings, I conduct five different
tests: proportional hazards (PH) assumption test, influential points test, the
goodness of model fit, setting the subject as post conflict episode instead of‐
country, and employing a different measure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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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 Tests

Democratic Transitions Democratic Backsliding

ρ 2χ p value‐ ρ 2χ p value‐
Duration of conflict 0.208‐ 1.60 0.206

Oil export 0.248‐ 2.32 0.128

Negotiated settlement 0.229 2.31 0.128 0.143‐ 0.44 0.506

UN PKO 0.220 1.48 0.224

Negotiated settlement*UN PKO 0.269‐ 1.49 0.222

Level of development ‐0.227 1.71 0.191

Economic growth 0.246‐ 1.32 0.251 0.324‐ 0.25 0.620

Ongoing war 0.061 0.05 0.825 0.052 0.03 0.857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243 1.70 0.192

Global test 2.55 0.980 1.00 0.802

First, since the Cox model assumes that covariates multiplicatively shift the
baseline hazard function and that the effects of covariates are constant over time,
it is often necessary to test if this PH assumption holds true. Following Box‐
Steffensmeier and Zorn (2001) and using Models 1 and 5, Table 5 presents both
covariate specific and global tests for nonproportionality. The value reports theρ‐
estimated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d Schoenfeld residuals and the log‐
transformed values of analysis time, while χ2 and p value refer to the confidence‐
with which we can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proportionality. If any isρ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should then reject the PH assumption on the
corresponding covariate and consider the adjustment of the model to
nonproportionality. The test results show that in both the democratic transition and
backsliding analyses, the PH assumption holds true as a whole and for all
covariates as well.



1038

Figure 3. Influential Points Tests

A. Interaction Effects in the Democratic Tran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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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 estimation with Excluding Influential Points‐
Democratic Transitions Democratic Backsliding

Duration of conflict 0.001‐
(0.001)

Oil export 36.87***‐
(0.631)

Negotiated settlement 0.629‐
(0.638)

2.795***‐
(0.718)

UN PKO 1.191‐ †
(0.662)

Negotiated settlement*UN PKO 3.181**
(0.966)

Level of development a 0.333***
(0.045)

Economic growth 0.043*
(0.022)

0.089**‐
(0.030)

Ongoing war 0.806
(0.499)

0.877†
(0.518)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448*
(0.175)

Log pseudo likelihood‐ 33.27‐ 25.17‐
Number of observations 1066 485

Time at risk 11246 5154

Note: Reported are pseudo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a GDP per capita in 1000’s.

Second, I test whether some influential cases drove the main findings. Figure 3
demonstrates which cases might have had a disproportionate influence on the
estimate for the interaction term in the democratic transition analysis and the
estimate for the economic growth variable in the backsliding analysis. After
identifying influential points from Figure 3, I re estimate Models 1 and 5.‐ 21) But
excluding influential points does not substantively change the main findings. In
Table 6, the interaction term of negotiated settlement and UN PKO remains a most
powerful and significant factor for post civil war democratic transitions; and rapid‐
economic growth significantly reduces the risk of democratic backsliding.

21) Nigeria (49), Moldova (43), Bosnia (8), Pakistan (51), and the Dominican Republic (22) are

excluded in re estimating Model 1, and Sierra Leone (59) and Sudan (63) are excluded in re‐ ‐
estimating Mod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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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del Fit Tests

A. Democratic Tran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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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 test the goodness of fit of Models 1 and 5. The logic of this test is that‐ ‐
if a specified model fits the observed data well, Cox Snell residuals should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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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xponential distribution with hazard function equal to one for all t, and
thus the cumulative hazard of Cox Snell residuals should be a straight 45 degree‐ ‐
line. The model fit can thus be verified by estimating the empirical Nelsen Aalen‐
cumulative hazard function. The point is that a better fitting model must show a‐
less jagged line to the 45 degree reference line, although some variability from the‐
45 degree line is unavoidable in the right hand tail due to the reduced effective‐ ‐
sample at risk caused by prior event occurrences and censoring. As Figure 4
exhibits, the goodness of fit of Models 1 and 5 is fairly acceptable given the shape‐ ‐
of the Nelsen Aalen cumulative hazard lines in panels A and B.‐
Table 7. Alternative Modeling Strategy

Democratic Transitions Democratic Backsliding

Duration of conflict 0.001‐
(0.003)

Oil export 1.414‐
(1.232)

Negotiated settlement 1.282‐
(0.838)

1.402*‐
(0.590)

UN PKO 0.586‐
(0.775)

Negotiated settlement*UN PKO 2.965*
(1.195)

Level of development a 0.171
(0.122)

Economic growth 0.003‐
(0.023)

0.123**‐
(0.045)

Ongoing war 0.317
(0.588)

0.681
(0.542)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267
(0.266)

Log pseudo likelihood‐ 73.09‐ 38.68‐
Number of observations 1142 568

Time at risk 12242 6005

Note: Reported are pseudo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a GDP per capita in 1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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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ost Civil War Regime Transitions Analysis, Using a Decomposed Polity‐
IV

Democratic Transitions Democratic Backsliding

Duration of conflict
0.003†

(0.002)

Oil export
1.804‐

(1.289)

Negotiated settlement
0.694**

(0.263)
1.057***‐

(0.287)

Negotiated settlement*UN PKO
1.291*

(0.586)

Level of development a
0.185*

(0.072)

Economic growth
0.001

(0.013)
0.032‐

(0.023)

Ongoing war
0.310‐

(0.269)
1.137*

(0.469)

Past experience in transitions
0.547**

(0.176)

Log pseudo likelihood‐ 52.99‐ 43.54‐
Number of observations 971 593

Time at risk 10216 6249

Note: Reported are pseudo maximum likelihood coefficient estimates with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1; *p<0.05; **p<0.01; ***p<0.001.

a GDP per capita in 1000’s.

Finally, I conduct two sensitivity analyses. One is to set the subject as post‐
conflict episodes, and the other is to examine if a different measure of democracy
substantially changes the estimated results of Models 1 and 5. Table 7 presents the
results of the first sensitivity analysis.22) While the estimates for some covariates
lose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interaction term of negotiated settlement and

22) As the subject is post conflict episode in this analysis, I cluster all observations by country to‐
control for within country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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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KO still significantly raises the chance for democratic transition. Also,
economic growth is a consistently significant factor for sustaining democracy in
war torn countries. Table 8 shows the results of re estimated Models 1 and 5 using‐ ‐
Ulfelder and Lustik’s (2007) decomposed Polity measure. The re estimation results‐
confirm again that the interaction term is the most powerful factor for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But the coefficient estimate for economic growth in the
backsliding analysis turns out to be slightly insignificant (p = 0.157). One
interesting finding throughout various robustness checks is that negotiated
settlement has a consistent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urvival of post civil war‐
democracy. It implies that the legacy of negotiated settlement (i.e., learning how to
make a political compromise) can be an important asset for sustaining a
preexisting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VII. Discussion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post civil war democracy‐
is likely to emerge and survive. Neither negotiated settlements of civil wars nor
UN peacekeeping operations alone contribute to democracy building in post civil‐
war countries. The chance for democratization increases substantially only if
impartial UN peacekeeping forces help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after a negotiate
end to civil war. This interaction effect has been consistent across various model
specifications and robust across different measures of democracy. A highe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ast experience in democracy have also been identified
as favorable conditions for regime transitions to democracy in post conflict‐
societies, while oil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tends to impede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government.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democracy building is not impossible even
in countries emerging from violent civil conflicts. As Rustow (1970, 345) pointed
out, there are many roads to democracy. The negotiated settlement path is one of
them. But it would take a long time, or would not be realized at all, without
impartial third party actors’ commitments from the initiation of peace negotiations‐
to the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a peace treaty. Making such efforts in a
timely manner may be less possible, if not impossible, than post civil war‐
democratization itself. In other words, what makes the seemingly impossible
possible is coordinated efforts of interactional actors who are involv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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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peace process in civil war torn countries.‐
Yet the factors explain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have little to do with

sustaining democratic regimes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 The most significant
and consistent factor for democratic survival is how fast economies recover from
the ruins of civil wars. This may be because rapid economic growth can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former combatants to be reintegrated into normal economic
life. If a dire economic situation continues, disgruntled former combatants will
seek for another opportunity for disrupting the country. Democracy would not
survive in such unstable and conflict prone societies, as the estimates for the‐
“Ongoing war” variable have indicated. In essence, 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ausal mechanisms of sustaining democracies may be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those of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ments in war torn countries. Therefore,‐
more extensive research on the survival of post civil war democracy will be‐
certainly an important addition to the study of conflict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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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3-2

Great Power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Unification

강대국과 한반도 분단 그리고 통일,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HWANG, Jihwan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세계질서는 이제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

진행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세계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라면 그 의. ,

미는 한반도 분단에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고려하면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의 분단체제 및 안보환경에 미치,

는 향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중국의 부상은.

실제 한반도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커다란 도전요인을 제기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대응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 .

화로 인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년대 초반 냉전종식 이후의 고립된 안보환경1990

에 처해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중국이 냉전시대와 같은 북한 지지국은 아니지.

만 북한은 현재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북한을 관리하고 있음을, ,

부인할 수 없다 미중관계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상당한. ,

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

은 변화하는 강대국 관계를 반 하여 한반도 분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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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global and East Asian orders of power are now represented by China's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rise and America's decline.23) The result is often
called Chimerica or G2, leading to U.S. China competition in every aspect of the‐
international agenda.24) After the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 the first
years of the millennium, when many scholars and policy makers focused on U.S.
unipolarity or at least its preponderance of power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s a great chang
e.25) While U.S. China relations represent a set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world politics, the meaning of China’s rise is much greater in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26)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cannot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its neighbors.27)

Although the world order of the 1990s saw the unprecedented economic
prosperity and overwhelming military power of the United States, the recent order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fast and
strong rise of China. The Chinese economy has grown more than 10 percent per
year for the last thirty years and is now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which‐
again supports the fast and strong military buildup of China. In this sense, this
paper recognizes the end of U.S. unipola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ies to

23)Martin, Jacques.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New York: The Penguin Press; Ross, Robert S. and Zhu Feng,

eds. 2008.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Layne, Christopher. 2012.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6 (1).

24)Ferguson, Niall. 2010. "What 'Chimerica' Hath Wrought." American Interest, Jan/Feb.

25)For America’s unipolarity, see Ikenberry, G. John, Michael Mastanduno, William c. Wohlforth,

eds. 2011.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Consequences of Unipol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 U.S. leadership despite its relative decline, see Brooks,

Stephen G.,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2012/13.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7 (3). For an argument for

U.S. retrenchment, see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2011.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5 (4).

26)Kang, David C. 2007.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7)Hwang, Jihwan. 2011. “From Preponderance of Power to Balance of Power: South Korea in

Search of a New North Korea Policy,” EAI Issue Briefing No. MASI 20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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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the meaning of the great powers rivalr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hinese GDP is still just more than half that of the United States, as
<Table 1> shows, but it is not at all unheard of to say that China may
economically catch up with the superpower by 2030.28)

Table 1. GDPs in Northeast Asia, 2015 (trillion U.S. Dollars)

Country U.S. China Japan S. Korea

Amount 17.95 10.87 4.12 1.38

Source: IMF.

Moreover, China's trade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As <Table 2> shows, China's exports and imports with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are twice as large in most numbers when compared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iven America's economic recession and China's
incessant growth, the gap between the two is likely to get much larger. China's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regional powers will have a great effect
on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and will have a much greater
effect on the Korean Peninsula.29)

Table 2. The United States and China's Trade in Northeast Asia, 2012 (billion U.S.
dollars)

Exports Imports

S. Korea Japan Taiwan S. Korea Japan Taiwan

U.S. 42 70 24 59 146 39

China 87 152 37 167 178 132

Source: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rea.

On the other hand, China has also made every effort to build up its military
capability.30) Supported by its strong economic growth, Chinese military spending

28)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2.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Accessed June 15,

2013. http://www.dni.gov/files/documents/GlobalTrends_2030.pdf.

29)Snyder, Scott. 2009.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Boulder:

Lynne Rienner.

30)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3.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Accessed June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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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hugely increased, more than 10 percent per year on average. China spent
40 billion U.S. dollars in 2001, but it spent 145.8 billion in 2015, an increase of
more than three times in 15 years.31) <Table 3> indicates that Chinese military
spending is still less than one fourth compared to the American figure, but one
must recognize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plans to cut its military spending in
the next decade due to its budget deficit,32) China is certain to keep increasing its,
unless its economy falls into deep trouble in the near future.

Table 3. Military Spending in Northeast Asia, 2015 (billion U.S. dollars)

Country U.S. China Japan S. Korea

Amount 597.5 145.8 41.0 33.5

Sourc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15.

Furthermore, the military spe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not be
compared just in nominal figures. While U.S. military power has been involved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Middle East, and East Asia, China has
focused mainly on East Asia. The military rise of China therefore means a much
stronger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the figure shows.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en recently more concerned about China'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33) With regard to their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China has
sought to improve its power projection and possess the capability of conducting a
range of military operations in Asia well beyond that of Taiwan, as clearly shown
in its aircraft carrier program.34)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due to its economic
difficulties, appears to be coping with the situation by strengthening its alliances
with South Korea and Japan, encouraging its allies to increase their contribution to

http://www.defense.gov/pubs/2013_China_Report_FINAL.pdf.

31)SIPRI Yearbook 2012.

32)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Defense Budget Priorities and Choices. Accessed June 15,

2013.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Budget_Priorities.pdf.

3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Accessed June 15, 2013.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pdf; Cliff, Roger, Mark Burles, Michael S.

Chase, Derek Eaton, Kevin L. Pollpeter, 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34) For the possibility of crisis instability between the U.S. and China, irrespective of China’s

intention, Goldstein, Avery. 2013. "First Things First: The Pressing Danger of Crisis Instability in

U.S. 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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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nd regional security.35)

Great Power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 Cold‐
War Era

Given the recurring balance of power shift from the U.S. preponderance of
power for the last two decades,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In this vein, South Korea may ne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rise of China for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issue. In reality, China's rise has presented South Korea with a complex and
difficult challeng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lthough China still appears to
show its peaceful intention and behavior as a status quo power.36) Most of all,
South Korea'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has so far been based on the post‐
Cold War regional security framework, which I call America's ‘preponderance of
power’ or ‘unipolarity,’37) given that North Korea has lost its two Cold War
patrons,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has been isolated and surrounded by an
unfavorable security environment.3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o far
made good use of this favorable security environment and has pursued a strong
and determined policy toward North Korea.

35) For the Obama administration’s East Asia policy as a response of the rise of China, especially

its so called “Pivot,” or “Rebalancing,” see Bader, Jeffrey A. 2012.‐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For a critical argument on Obama’s pivot, see Ross, Robert S.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Obama's New Asia Policy is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Foreign
Affairs, Nov/Dec.

36) Johnston, Alastair Iain.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7 (4). See also Zheng, Bijan. 2005.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
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Oct.; Wang, Jisi, 2005. "China's Search for Stability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Sep/Oct.

37) For the usage of the word, ‘preponderance of power,’ see Leffler, Melvyn P. 1992.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meaning of ‘unipolarity’ see Ikenberry, G. John,

Michael Mastanduno, William c. Wohlforth, eds. 2011.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Consequences of Unipol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 For a detailed accoun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wo Koreas’ policy, see Oberdorfer, Don. 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and updated,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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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in the early 1990s, ever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persuade North Korea to change the nature of its regime
by either engaging with it or punishing it. The Nordpolitik under the Rho Tae woo‐
government was the first active effort to bring about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olve the issues regarding the divided Kore
a.39)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had driven North Korea into a corner,‐
hoping to see the collapse of the regime in the mid 1990s and reunify the two‐
Koreas under South Korean leadership, especially after Kim Il sung's death in‐
1994.40) The Kim Dae jung and Rho Moo hyun governments sought to engage‐ ‐
North Korea.41) This period is often called the Sunshine Policy, but the two were
not much different in that they intended to change the nature of the regime by a
South Korean initiative.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had also pursued a‐
further tough and determined North Korea policy supported by a strong Korea U.S.‐
alliance and has sought to force the North Korean regime to accept international
norms and change its course of action.42)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leaders have recognized since the late 1980s
that as the global Cold War is over, the balance of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oving against North Korea.43) Kim Il sung reassessed Nor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the Soviet collapse and China's shift. He
could choose to face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erms, with internal balancing and bandwagoning.44) The former involved a
domestic arms build up, while the latter was approaches to Cold War enemies lik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 could not rely on external
balancing because it could not find a new ally comparable to its former allies, who

39) Sanford, Dan C. 1993. “ROK's NORDPOLITIK: Revisited,”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7 (1).

40) Wit, Joel S.,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2004.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41) Moon, Chung in. 2012,‐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42) Kim, Jin Ha. 2012, “In Search of Balance between Inducements and Sanctions: Evaluating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1 (1).

43) Kim, Il Sung, 1992. “New Year’s Address,”‐ Rodong Sinmun, January 1.

44) Morrow, James D. 1993. “Arms versus Allies: Trade offs in the Search for Secu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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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no longer very active in guaranteeing extended deterrence. For internal
balancing, North Korea concentrated on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because it could not afford to carry out a conventional arms race.45) For
bandwagoning, North Korea made contact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in an effort to get out of its unfavorable post Cold‐
War security framework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its former
enemies, but this effort failed due to lack of interest and trust.46) North Korea also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produced the Inter Korean Basic‐
Agreement and the Joint Declara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91, but they could not guarante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47)

North Korea's dual approach of pursuing both internal balancing and
bandwagoning could not be accepted in international society due to the evident
conflict of interest. If North Korea really wanted to get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 ha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it
could not do so because it perceived tha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as its last
resort for regime survival. What North Korea learned from Iraq was that Saddam
Hussein could not secure his regime when he gave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As a matter of fact, Pyongyang stated that “the Iraq war taught us that
it is inevitable that we will possess strong material deterrence in order to prevent
war and defend the country’s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48) However, the
problem remains that if the North Korean regime keeps its nuclear program going,
it will have no chance of approach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getting out of the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49) In short, North
Korea's mindset and perception after the Cold War has been quite defensive and
passive under the unfavorable balance of power on the peninsula.50)

45) Sigal, Leon V. 1998.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6) For a detailed account of North Korea’s efforts to reach out to the U.S. see Sigal (1998) and

Oberdorfer (2001).

47) see also Sigal (1998) and Oberdorfer (2001).

48) Rodong Sinmun, April 19, 2003.

49) Hwang, Jihwan. 2011, “Getting Out of the Military First Dilemmas: In Search of North Korea's‐
Coevolution Military Strategy,”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17.

50) Kang, David C., 1995.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35 (3); Kang, David 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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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China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the rise of China and changes in Chinese North Korean relations,‐
the North Korean problem can no longer be seen from the post Cold War‐
framework of the 1990s. Although the recent East Asian security framework is not
a new Cold War rivalry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one
side, and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on the other side, North Korea is not an
isolated nation any longer. It is now a nation strongly dependent on and supported
by a rising China.51) Of course, China perceives North Korea neither as it did
during the Cold War nor as North Korea now wants China to perceive it.52)

Rather, China seeks to take advantage of North Korean issues strategically in
facing its challenges, especially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53) North Korea
also appears to make use of the Chinese position and tries to use it to get out of
its internal and external dilemmas.

What embarrasses South Korea most is that as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gets bigger, its dependence on South Korea gets smaller.54) North Korea's
increasing dependence on China is in part a natural result of China’s rise in East
Asia, but it is also because North Korea is getting less dependent on South Korea.
This situation must mean that while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growing,
South Korea's influence is getting weaker. As Keohane and Nye explain,55)

asymmetric interdependence can be the origin of power. It implies that as North
Korea's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to China are getting larger, so is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n order to balance against China's growing influence on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seek to lead North Korea to depend mor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econd Korean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 (3).

51) Regarding a change in Sino North Korean relations, see Snyder (2009) Ch. 4 “China’s‐
Evolving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52) Oh, Seung Yul. 2011. “China’s Strategic Shift and North Korea’s Open Door to China‐ ‐
Policy,” EAI Issue Briefing No. MASI 2011 05.‐

53) Lankov, Andrei. 2012. “Chinese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North

Korea,” EAI Issue Briefing No. MASI 2012 02.‐
54) Hwang (2011b).

55)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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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outh Korea, but the reality is exactly the opposite.

Of course, the growing Chinese influence but weakening South Korean influence
on North Korea has not just occurred in the economic area. The Chinese influence
is also much stronger in diplomatic and military areas. If South Korea wants to
have a strong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 era of a changing balance
of power as it has had for the last two decades, South Korea itself should make
every effort to enlarge its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e security environment
favorable to Sou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resulted from the U.S. preponderance of power in East Asia, bu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appears to have become less advantageous for South Korea.
Thu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to think again about its North Korea polic
y.5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assess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a new North Korea policy that can
increase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56) Ha, Young Sun Ha and Dongho Jo, eds. 2010.‐ North Korea 2032: The Coevolution Strategy for
Advancement, Seoul: EAI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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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3-3

Between deterrence and welcome: Migration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and structures of GDR

defectors’ integration in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t times of ideological conflicts

배척과 환대 사이 이데올로기적 갈등 시기의: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와 이주 동독인의 서독에의 동화
패턴

베른트 마르텐스 할레 대학 사회연구소

Martens, Bernd Centre for Social Research Halle at the University of Halle

Abstract

동독 독일 민주 공화국 으로부터의 이주의 역사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 GDR) .

년 사이의 이주는 이주 인원의 수에 따라 대략 년1) 1945 1990 1945 1949 , 1949‐ ‐ ‐
년 년 년의 네 시기로 나눠질 수 있다 각 시기는 동1961 , 1961 1988 , 1989 1990 . 2)‐ ‐

독과 동독 출신 이민자들의 목적지로써의 서독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향을 미( )

친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달랐다 특히, , . 1949 1961‐
년의 경우 정치적 행위자들이 상황을 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주로 경제적 상황이 정치적 결정과 의도에 종종 향을 받았다 서독. 3)

의 동독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 정책을 살펴보면 서독이 이민자들의 이주를 제지,

하려는 정책과 환 하려는 전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동독인들의 이주 사유를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으로 구별. ,

하려는 규범적행정적인 규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구별은 환대 및 제지/ ,

정책과 직결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입 동기 는 반동 원인. , (push motives) (pull

에 비해 정당한 사유 정치적 저항 등 와 연관된 반면 반동 원인은 상대reason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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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유들 보다 나은 생활환경 등 과 결부되었다 동독에(“ ” ) .

서의 대탈출을 떠나는 것으로 불만을 표하자 라는 슬로건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

년대 이념 대립 시기에서는 패턴의 예외에 속한다 이 글의 결론부에서는 과1950 .

거 동독에서의 대탈출과 독일의 최근 상황이 비교될 것이다.

1. Introduction

In the light of the German unification, it seems that the inhabitants of the
eastern German state,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were always more
or less welcomed in the western part,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
However, this is a distorted picture of history that is more complex.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existence of the GDR the immigration policies of the FRG
revealed some changes that were led by definite but often not successful intentions
of controlling the process. Ideological conflicts also played a role, for example,
when the migration of inhabitants of the GDR were coined by West German
politicians as a “voting with their feet” in the end of the 1950s (Abstimmung mit
den Füßen, Interview 1959) which would doubtlessly exhibit the political and
social advantages of the Western way of life, or when the same exodus was only
explained by criminal methods and systematic head hunting of West German
organization as GDR politicians did.

In this paper three theses concerning the East West migration are illustrated:

The migration from East to West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which⌚
encompass the whole time span of 1945 90.‐
The four time periods were connected with diverg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changed rather quickly and ultimately

underwent political decisions and endeavor of FRG’s immigration

politics.

These West German policy of integration displayed fluctuations between⌚
deterrence in order to decrease the number of immigrants and welcoming

strategies for new citizens (or workers).

Finally similarities between the GDR migration and the recent German ‘refugee
crisis’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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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s of migration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II, in 1945, the region of the Soviet Occupation
Zone (SOZ) and the later GDR was characterized by migration (Martens 2010).
This held also true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and has, together with general
demographic changes of a modern society, negative effects on the living conditions
in many areas of East Germany till today. In order to describe this long lasting
process, it is useful to inspect the size of emigration during the course of time
(Figure 1). Four periods can be distinguished by this way.

Figure 1 about here

Period 0: 1945 49‐ , the effects of the emerging Cold War became visible, the
size of the migration is not clear owing to the lack of reliable figures; it is
estimated that 800,000 persons left the SOZ.

Period 1: 1949 61‐ , “voting with their feet”, the East West migration turned out‐
to be an existential problem of the GDR in the course of the 1950s that was
finally solved in a very strict manner; between 2.6 and 3.6 million people left the
GDR during this period.

Period 2: 1961 88‐ , in the 1960s a political and social stabilization of the GDR
occurred and in the following decades a decrease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Europe was accompanied by a rising opposition in the GDR; during this long time
span approximately 600,000 persons left the GDR.

Period 3: 1989 90‐ , the political crisis not only in the GDR but of the whole
socialist system initiated a “wave of migration” that ultimately culminated in the
breakdown of the border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In the following, the
migration became a ‘driver’ or ‘engine’ of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between 600 and 700,000 persons left the GDR during these two years.

However, during the whole time span one can also observe a West East‐
migration. Its amount is estimated with a figure of 600,000 persons during the
period 194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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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eriod 0: 1945 49‐
In the period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foundation of the GDR (1945

49) approximately 800,000 people migrated from the SOZ to the three western‐
zones of Germany. The situation after the war was precarious in all respects. The
cities were severely destructed and accordingly housing shortages were common
everywhere. Serious shortages of various goods occurred and jobs were deficient.
Additionally, at the end of the war mass migrations took place in the former
German territory. One has to start from 10 12 million Displaced Persons, former‐
forced laborers from many European countries and inmates of concentration camps
who wanted to return to their homes or sought new ones. In the Western zones,
there were about 8 million German refugees and dispossessed which had lived in
the former eastern territories of Germany, in the regions east of the rivers Oder
and Neisse that had become Polish or Soviet corresponding to the Allied
Agreement of Potsdam.

The situation in the SOZ was similar. It is estimated that 5 million German
refugees and dispossessed lived there, of whom approximately 4.2 million remained
in East Germany in 1950. Particularly younger people had in the meantime
migrated westward, and because of this fact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the SOZ already complained in 1949: “The SOZ looks like a sieve,
elderly, sick and single people holding back” (Effner and Heidemeyer 2005).

But this stage 0 of migration was not just characterized by movements from
East to West, but also in the opposite direction. This was generally considered as
normal migratory movements in abnormal times. However, until 1947 it also
happened that people who had come from the SOZ to the western zones were
forcibly sent back. The reason for this procedure was that the living conditions
were already so precarious in the western zones due to poor supply, lack of
housing and unemployment that immigration from the east would not be justified
in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ities. This practice of repatriation of migrant
persons from the SOZ changed with the onset of the Cold War and the Soviet
blockade of Berlin in 1948.

2.2 Phase 1: 1949 61‐
In 1949 the two German states were founded. In the GDR, migr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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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ly not considered as a severe problem by the socialist leadership. The
reasons were that initially a large proportion of the migrants consisted of German
refugees and dispossessed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this percentage was 47%
(Roesler 2011). It was believed that their migration to West Germany was “natural
movements” between East and West, because, for example, the relatives lived in
the west. In addition, there was also an influx of people from the West to the
East. In 1950 this immigration was about 40,000 people. And the percentage of
people opposing the GDR government among the emigrants was relatively high, so
that the number of opposite forces that were critical to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the GDR decreased due to the exodus, naturally. In addition, some
migration was also not inopportune in the beginning of the 1950s, because of
unemployment and lack of jobs.

The Cold War had already gained influence on the treatment of GDR emigrants
in the West in the phase 0. By the increasing tensions between East and West, no
repatriations of migrants from East Germany occurred anymore, even if the
migrant was refused in the admission process in the FRG. Refusal meant that the
reasons for the migration were not recognized, only escape was acknowledged.

But such escape was at least not officially promoted by West German
politicians. Hans Lukaschek, the Federal Minister of Dispossessed, appealed for
example in 1950 to the citizens of the GDR: “Please, do not come here without
urgent need.” And in 1957, Franz Thedieck, State Secretary in the Federal Ministry
for All German Questions, declared: “The federal government has [...] repeatedly‐
addressed to the population in the zone [the GDR is meant] the call, only to leave
the zone, if compelling reasons exist. [...] However, such persons who come to us
by such coercion shall be facilitated to find a new provisional home and a new
life her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gal possibilities.”

The “legal possibilities” were defined by the so called Emergency Act‐
(Notaufnahmegesetz) of 1950. By this law, the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depended on flight reasons. It had to be political reasons or there had to be a
severe danger for the refugee in the GDR. A migration, for example, due to
economic motives or reduced chances for a good life, had only little probability to
be recognized, at least originally under the Emergency Act. By means of this law
refugees were also registered and controlled and the burdens of their integration
were allocated among the federal states of Germany.



1064

The existence of the Emergency Act was domestically justified by the
responsibility for the citize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iven the
economic difficulties, by which we now suffer, the housing and labor problems,
then it is a national political imperative that we try to regulate these things,”
Thomas Dehler, the Federal Minister of Justice, said in 1950.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was actually difficult in West Germany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The unemployment rate in 1950 was 11%; there was a
blatant lack of housing; many German refugees and dispossessed lived in barracks
until the end of the 1950s; and profound resentments of the domestic population
often determined the living together with the new citizens. These reservations
disappeared only slowly.

Based on the Emergency Act an “emergency procedure” was created which
included several stations on different offices, including various secret services of
the Western Allies. If a residence permit had been issued, additional examinations
by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Verfassungsschutz), the All German‐
Ministry and the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Bundesnachrichtendienst) took place.
Finally a three member committee negotiated on the request. The migrant had to‐
outline the reasons for escape and it was decided about the application. In case of
rejection, the administrative courts could still be called.

If the refugee was recognized, he or she got the German citizenship. These
persons got access to social security schemes and were entitled to special
integration assistance, mainly economic and occupational integration measures.
Furthermore, special housing programs and subsidies also existed. Until 1961 the
construction of 450,000 homes for GDR immigrants in West Germany was funded.
In addition, there were still special care measures for young people. A particular
need had been suggested, because merely in the period 1949 55 about 700,000‐
young people had come from the GDR. A West German newspaper wrote at that
time about a “rising youth escape from the Soviet Zone.” It was feared that this
could create potential hazards for the FRG, if the integration of this group of
young people in the West German society would not be successful.

If the applicant was rejected in the emergency procedure, a marginalized life at
the edge of society threatened. Freedom of movement was severely restricted.
These people were forcibly enlisted for public works. Likely the most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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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was that they were not registered as looking for a flat which often led to
hidden homelessness.

During the 1950s, the rejection rates in the recognition process declined rapidly:
in 1950 51 it was still at 66%, in 1952: 21%, between 1953 61: 14%, and at the‐ ‐
late 1950s: 1%. In 1953 and 1956, judgm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d effects on this development, cancelling the restrictions on free movement.
However, the dramatic changes in the economic situation in East and West, the
start of the so called “economic miracle” after the war, had much more impact. By‐
no later than the mid 1950s, a serious shortage of labor was noticeable in the‐
GDR. The continuing exodus implied the loss of the “hidden reserve” of the labor
market. Especially well educated, younger people migrated who had good chances‐
in the booming West German economy.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FRG increased by 3 million, during the
period 1950 55. The competition on workforce meant that the professional‐
integration of East German refugees was much easier than originally thought. Thus,
the chances of social integration (also of officially rejected GDR refugees) rose
significantly, owing to the growing demand of the economy. Related with these
developments, the conditions of the emergency procedure eroded, since its
quintessence was originally the deterrence of all those people who would like to
come for other reasons as a politically motivated escape.

In the contemporary social sciences the question was debated whether the phase
1 could be described as escape or immigration. In a sociological study from 1963,
the percentage of political GDR refugees was estimated to 11%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Emergency Act) in the 1950s (Storbeck 1963). Most immigrants
from the GDR were therefore economic refugees who strove for bette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West, so that the term “immigration” from the GDR is
more appropriate for describing the situation of phase 1 than “escape.”

The declining rejection rates during this decade points to the circumstance in
which the emergency procedure became a ritual that should prove the prevalence
of political reasons for emigration from the GDR. The migration itself became a
political argument in the system confrontation of the Cold War, because the
formerly supposed problems, the poor economic situation and the difficulties of
integration, had turned out to be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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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lso implicitly visible by the usage of the ideological concept of “voting
with their feet” in order to describe the exodus. The term was first coined by
Lenin, but found its way into the West German political debate about the situation
in the GDR (Interview 1959). In this phrase, the idea was expressed that alone the
number of migrated people, regardless of their reasons, conveyed something about
the society that they had left. In this sense the term had been used in an
influential article published by a West German weekly magazine, in 1961, shortly
before the Berlin Wall was built (Müller Marein 1961).‐

2.3 Phase 2

In 1952 the border of the GDR to the FRG was already closed. Political reasons
were probably decisive for this decision, the Western Alli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d rejected the plan for a neutral Germany suggested by the Soviet
Union. The result of this measure was that a relatively simple departure from the
GDR was merely possible in Berlin, because there the border was still open. When
the migration of its own citizens began to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e
political leadership could follow three options that were, as known today,
thoroughly discussed (Roesler 2011).

⌚ The first option was strengthening of the own state’s attractiveness in

such way that a migration would no longer be necessary. Ideas of

overtaking the capitalist FRG in terms of economic power and living

standards were continuously transmitted by political slogans, and the

socialist economic plans in the 1950s should offer the strategy for this

endeavor. But relatively early, it became clear that this goal had to be

permanently postponed to an ever more distant future and the distance

between East and West continued to grow particularly in living

standards.

⌚ In the late 1950s, the import of foreign workers was also discussed to

eliminate the labor shortage. Concrete plans had already been discussed

with Bulgaria and the Soviet Union, but in the end these plans were not

realized at all, because within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e

directive actually existed that the labor markets of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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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es should be as independent as possible in order to prevent

ethnic conflicts.

⌚ The hermetic sealing of Berlin was the third possibility. The Soviet

Union had long resisted against this opportunity for fear of political

complications with the Western Allies. But in the beginning of the

1960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GDR was very precarious. As a

measure against the mass exodus the border was totally closed to West

Berlin, on the 13rd of August 1961. From that day, for the most citizens

emigration from the GDR was really only possible by fleeing.

The erection of the Berlin Wall represents a profound break in the history of the
GDR. It marks the beginning of the longest phase in the GDR’s exodus history
with relatively small numbers of refugees and immigrants. However, the phase 2 is
characterized by very diverging political constellations.

In the first years after 1961 a restrictive foreclosure of the GDR took place
which had initially a stabilizing effect on economy and society (Engler 1999). The
West German counterpart of this policy stressed the negation of the GDR’s
existence as a state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in Bonn. The common term
for this ‘weird’ Eastern neighbor was “zone” and the newspapers of the important
conservative publishing house Springer always used GDR in quotation marks.

In the late 1960s a new Ostpolitik (East policy) was developed mainly by West
German social democrats. The credo of this new concept, contrary to that one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as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realities in Europe,
however, this was connected with the insistence of the special nature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Improvements for people in East and West were
still the aim of this policy. The term used to describe this approach was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During this period, for example, travel facilitations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or releases of prisoners for West German monetary
payment (Häftlingsfreikäufe) occurred (from the late 1960s), and the relations of
the two German states were newly regulated by contracts.

In the 1970s and 1980s, the opposition against the state grew in the GDR
considerably. This held especially true in parts of the future generations. The
political leadership partly pursued a policy of liberalization in the permi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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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s to the FRG, expecting that this would calm down tense situations, but the
result was not the expected one: the number of people who wanted to leave the
GDR multiplied. In 1980, 21,500 emigration applications were submitted, in 1988
the number was 113,500 and only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1989 the figure of
rose to 125,000 (Wolle 1999, 285).

The number of actually approved departures from the GDR varied largely
between the years (between 7,600 in 1987 and 34,600 during the first half of
1989), however, with the number of immigrants from East Germany in the 1980s,
the scientific interest grew to know more about the structures of integration in the
West German society. Sociological studies were conducted which demonstrated that
professional integration, despite bad economic situation, generally succeeded well.
Social inclusion was accordingly much more difficult. A typical statement a former
GDR citizen was: “You can find work more easily than friends” (Pratsch and
Ronge 1985). The decades of independent and separate development had led to
mutual alienation processes, even though West German television programs were
widespread seen in the GDR and family contacts between the citizens of both
German states were common, the whole time.

In order to support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mer citizens of the GDR in West
Germany, consulting and coaching concepts were developed in different cities from
1984. Themes were, for example, adult education courses for new residents to
facilitate the orientation in everyday life or to promote individual initiative.

2.4 Phase 3: 1989 90‐
The year 1989 is the second profound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GDR.

The dissatisfaction with the political system increased blatantly in this year. An
indicator for that was the doubling of emigration applications. At the same time, it
came to mass illegal emigration through other socialist countries since the summer.
The final opening of the borders by the GDR in November 1989 depicted the
culmination of this development. But the free borders did not ease the situation.
The number of migrants actually exploded. In the period January to March 1990
184,000 emigrants reached the FRG, about 2,000 per day.

West German reactions to this mass exodus were:

⌚ setting up emergency camps, shared accommodation in schools and g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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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al considerations to enact restrictions with deterrent effects, like

changes in the German citizenship law, tightening in the granting of

benefits, reactivation of the Emergency Act of 1950;

⌚ a change into public opinion, in February 1990, a majority of citizens in

West Germany was in favor of an entry stop for GDR citizens,

according to survey results.

But eventually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decisions were made, presumably
because restrictive measures, a new closure of the border, were considered
unenforceable. In June 1990, it came to the monetary union of the two German
states (contrary to national economic council) and in a very short process
Germany’s national unity was restored by the end of the year. Thus, the signal was
sent to potential emigrants: You do not need to migrate, the German mark (and
higher standard of living) will come to you! This sign was supported in the
following years by the social union (for example, the alignment of pensions) and
by large wage increases in the period 1990 93 in East Germany (Fritsch and‐
Wyrwich 2016).

Without the mass migration of the phase 3 the German reunification would have
been different. During this period migration became a strong driver of the
unification process.

3. Conclusion

From a German perspective, an assessment of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historic exodus from the GDR and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arrival of about one million refugees from non European countries within one year‐
is obvio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DR emigrants and current refugees are
certainly different. These differences will also cause that the professional as well as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cent refugees will presumably be more difficult.

However on a structural level of the use of political arguments and strategies,
some similarities are striking: The recent discussion also fluctuates between
deterrence and welcome, as it did in the 1950s when immigrants from the GDR
moved westward. And one can also identify comparable strategies to distinguish
between legitimate and illegitimate reasons for immigration that are more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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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ry (primarily politically motivated) definitions. Restrictions, as a deterrent
instrument of controlling the number of immigrants, have a long tradition in
German politics and well known procedures of the Emergency Act of 1950 have
still survived, until today.

Secondly,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ety is also possible: The sociologist
Volker Ronge argued in 1985 that the increased immigration of GDR citizens at
that time would be a “test for reunification.” If one considers the later history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Germany, this assessment was quite perceptive. It
seems to the author that the recent German (or European) ‘refugee crisis’ is also
a test, conceivably to globalization, whose result will b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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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호 1011호 1013호

1003호 1005호

2층 205B호 2nd Floor Lecture Room 205B
 분과발표 4 Parallel Session 4

5층 507호 5th Floor Lecture Room 507
  신진연구자세션 Young Humanist Session

다산관 (건물번호 30) 

Dasan Hall (Building Number 30) 

다산관 2층  Dasan Hall 2th Floor

다산관 5층  Dasan Hall 5th Floor

다산관 지하1층 B121호 소강당 Dasan Hall Basement 1 Auditorium B121
 수원시 주관 세션 Suwon City Session

기숙사식당 Dining Hall (건물번호 Building Number 21) 

1층 학생식당 1st Floor student Dining Hall┃330명 330seats 수용가능

 일반참가자 오찬장소 Dining Hall (Lunch) for General Participants 

2층 교직원식당 2nd Floor Faculty Dining Hall┃200명 200seats 수용가능

 일반참가자 오찬장소 Dining Hall (Lunch) for General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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