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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예의’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courtes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方俊吉(臺灣 高雄師大)1)
【요약문】
백여 년 동안 교통과 정보 등 관련 있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
하여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공간적 거리도
압축되었기 때문에 각종 문제에 대한 사유 역시 자연적으로 과거 국경의 울
타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따라서 지구전체의 일이 되어버린 ‘동고동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은 저절로 소위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세계화’ 추세 역시 저항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인류가 ‘세계화’의 시대로 나아갈 즈음,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부작
용이 매우 복잡해졌다. 그 중 가치관의 혼란 조성 및 도덕적 기준의 하락,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이 점점 엷어지는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인류로
하여금 가장 걱정이 되게 하는 것들이다. 현재 이런 그릇된 경향을 바로잡으
려면 오직 인류사회 전체가 ‘인본’적 사유로의 회귀를 호소하여 ‘인문정신’을
중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당 있어야 할 ‘예의’ 구현을 실현해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서 늘 서로 존경하고 합당한 절도 있는 언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발
전이 가져오는 간편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인성의 존엄함을 유
지할 수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세계화, 예의, 유학
서 문:
인류는 지혜를 기반으로 각종 과학기술의 산물을 빠르게 발전시켜 생활을
점점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산물은 사람들의 사
1) 方俊吉, 臺灣 雲林 사람으로 국립정치대학 중문과를 졸업한 문학박사이다. 일찍이 국립가오슝사범
대학 교수 겸 국문과 주임, 연구소소장, 한국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의수대학 교수 겸 《인문과 사회
학보》 총편집, 가오슝 공맹학회 이사장, 국제유학연합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국제유학연합회 고문, 중화양안EMBA연합회 고문, 중화維德문화협회 영예이사장, 가오슝시
공맹학회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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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패턴과 생활 방식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백여 년 동안 교통과 정보 등
관련 있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확대되
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공간적 거리도 압축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아
가 국제간 교류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왕래의 빈도가 높아지고 상호 영향을
주는 차원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각종 문제에 대한 사유 역시
자연적으로 과거 국경의 울타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따라서 지구전체의 일
이 되어버린 ‘동고동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은 저절로 소위 ‘세계화’라
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세계화’ 추세 역시 저항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
다.2)
《周易·賁卦》彖辭에서는 “천문을 관찰하여 사시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교화시켜 이룬다.”라고 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화의
발전이 세상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이 많아졌다. 그 중 과학기술
발달이 조성한 가치관의 혼란 및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이 점점 엷어지는
문제는 인류로 하여금 가장 걱정이 되게 한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기
술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게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는 확실히 모든 지식인
의 급선무가 되었다.
《周易·序卦》에서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채워진 후에
남녀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은 뒤
에 부자가 있고, 아비와 지식이 있은 뒤에 군신이 있고, 임금과 신하가 있은
뒤에 상하가 있고, 위와 아래가 구분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예의를 둘 곳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孔子는 “친족은 거리에 따라 사랑에 차이를 두
고, 현자는 등급에 따라 존중에 차등을 두니 이 때문에 예의가 나타난다.”3)
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3천여 년 전에 周公4)이 예와 악을 제작하는
데에 착수하여 중국 전통문화가 인문정신을 중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확실히 인류사회는 원래 어른과 아이, 존귀함과 비천함, 친근하고 소원함의
구분이 있어 반드시 서로 다른 예의를 빌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존중을
2) 졸문〈세계화 추세 하에서 대학은 어떻게 지식경제의 발전에 순응해야 하는가> 참조, 2010. 12 중
국 절강사범대학 주최〔금융위기에 따른 인재육성에 대한 반성과 교사교육의 혁신〕 국제학술연구
토론회《논문집》.
3) 《中庸》에 나타남.
4) 주공, 즉 姬旦으로, 주문왕의 넷째 아들이다. 太公望, 召公奭과 함께 형 무왕의 아들 성왕을 보좌했
다. 처음 성왕이 나이가 어려, 주공이 섭정을 하였는데, 전후 7년 동안 난을 평정하여 殷을 함락시
킨 것 이외에도 예와 악을 제정하여 천하를 다스렸다. 주공은 지덕이 가장 높은 선생인 공자가 밤
낮으로 사모하는 본보기가 되었는데, 孟子는 그를 성인으로 더욱 존경하였다. 한나라 초기, 賈誼의
《賈子新書》에서 주공을 “문왕은 큰 덕이 있었지만 공은 아직 이루지 못했고, 무왕은 큰 공은 있
었지만 다스림이 아직 이루지 못했으나, 주공은 큰 덕, 큰 공, 큰 다스림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
고 평가하였는데, 이유가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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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우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자는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다.”5) 라는 가르침을 남겼는데, 예의를 모르
는 사람은 단체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예의가 인류사회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소위 세계화의 흐름이 세상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의 신분, 지위 혹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의 어떤 한 구석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일례로 1997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금융위기와
2008년 9월 미국에서 야기된 금융 쓰나미는 모두 전세계의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또 다시 예를 들면 2010년 3월 20일, 200년 넘게 잠들어 있
던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okull) 빙하 화산은 갑자기 마
그마와 화산재를 분출하여 지구 절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최근
몇 년간 날씨의 이상변화, 생태 구조의 변천, 심지어 에너지원이 점점 부족
해지는 문제 등등 인류의 생활에 많든 적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
니 머리털 한 오라기를 당겨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확실히 사소한 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요컨대 대자연의 변화든 인위적인 사고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위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구전체의 일이 되어버린 ‘동고동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이미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느 누구든 혹은 종족이든 나라든 그것의 생활은 이 지구촌이라는 현실로
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비롯된 이른바 세계화의 물
결도 세상 사람에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우리는 개략적으로 귀납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비교적 뚜렷한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도록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록 물질문명을 향상시켰지만 전반적인 문화
발전이 불균형을 드러내는 난국도 초래했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물론 세상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에 많은 편리
함과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와 행동통신 용품이 날로 보급되고
거기에 더해, 이른바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칭, 즉 ‘인공지능’)’의 흥
기로 인해 물질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많
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물질적 향락을 추구하고 물욕이 사람의 사유
5) 《論語·堯曰》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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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출하게 하여, 사심이 사람의 언행을 지배하게 하고 인류와 함께 살아
온 선량한 천성을 덮어 가려 버려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 동시에, 많
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에 빠져 가치관을 왜곡하는 결과
를 낳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하여 도덕적 기준도 그에
따라 낮아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가짐을 보이게
한다. 공리와 정의는 종종 그에 따라 조용히 사라진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
람들이 과도하게 물질적 향락을 추구하고 정신문명의 중요성을 홀시하여 세
계 전체가 문화 불균형에 빠져들어 사회문화가 점점 악질이 되어가는 곤경
에 처하게 되었다.
(2) 정보의 전파 및 교류와 통합이 나날이 빨라지면서 사람들 일상생활
의 리듬을 빠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소홀
히 하게 하였다.
정보의 전파·교류와 통합의 빠른 속도 및 수량의 급격한 증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5G (5th Generation Mobile Networks의 약칭, 즉 ‘제5
세대 행동 통신망’)’의 발전은 통신망 로드 시스템의 감지능력 및 연결능력을
증강시켰고, 자료 전송 에너지 증대 및 속도율의 가속화는 사람들의 사물 처
리 속도를 점점 더 빨라지게 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응대하느라고 여가
가 없게 하고 어느새 사람들 일상생활의 리듬도 점점 빨라지게 하여 서로의
경쟁도 더욱 격렬해지게 한다. 사람들이 빠른 리듬의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려
면 바쁜 나머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이른바 바빠서(忙)
막연해지고(茫), 막연해서 낙담하고(惘), 낙담해서 눈이 멀고(盲), 눈이 멀어
서 망하게 된다(亡). 정리해서 말하면 자아의 상실로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생명의 숭고함의 의미도 무시하고 스스로를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리고도 모
르게 된다.
(3)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 교차와 충격은 소위 ‘다원적 문화’라는 사회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보편적이게 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넓
어졌다. 동시에 어느새 공간적 거리도 압축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아가 국
제간 교류도 더욱더 신속하고 편리해졌다. 동시에 국제간의 상호의존도를 향
상시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의 긴밀한 교류와 통합을 더욱 촉진하였다. 국
제적인 인적 왕래는 물론, 심지어 통혼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서로 다
른 문화 간의 교류·충돌·융합을 점점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하게 한다.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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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 문화에 대한 충격도 당연히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중 생활풍
습 혹은 종교신앙 및 정치적 의식형태 등에 관계없이 상호적 영향과 융합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세월이 쌓일수록 자연히 소위 다원적 문화 현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4) 세계화의 물결은 소위 다국적 상업과 공업 활동을 나날이 활성화시
켜 상호의존도도 크게 향상시켰다.
세계화의 발전은 다국적 상업과 공업 무역활동을 나날이 친밀해지게 하고
상호 의존도도 점점 밀접하게 한다. 그 외에 공업생산 면에서도 국경의 경계
를 나누지 않고 분업협력 방식 즉 이른바 생산사슬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바꿔 말하면 소위 세계화의 발전은 국제간의 상업과 공업 활
동의 상호의존도를 현저하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5) 세계화의 발전은 소위 지식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켜 또한 부의 과도
한 집중을 초래했다.
20세기 말 지식경제(‘The Knowledge Economy’, 또는 지식형 경제 ‘The
Knowledge-based Economy’)의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한 이후로, 이는 세상
사람들의 광범위한 주목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는 글로벌 지식경제대회가 열렸다. 이때부터 소위 지식 경제와 관련된 문제
들은 더욱 보편적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세기 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슬로안 경영대학원
의 경영경제학 레스터 C. 서로우(Lester C. Thurow) 교수는 제3차 공업
혁명이 이미 도래하여 지식은 인류 최대의 자산이 될 것을 지적한 바 있다.6)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화된 관계로 인한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통해 다국적
인재, 물자와 기술, 자금 등의 유동이 가속화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내부의 빈부
격차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분명히 부가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상술한 현상 이외에도 또 다른 상황들을 예를 들 수 있다. 자연자원의 빠
르고도 과도한 소모는 세계 전체 생태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 젊은 층의 인
구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농촌이 쇠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원자력이 재
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AI 과학기술의 응용과 발전은 인류사회에 예측
6) 레스터 C. 서로우 교수는 2000년 6월 대만 ‘2천년 세계 정보 과학기술 대회’에 초청되어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정보 과학기술 시대에 어떻게 부를 창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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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 과도하게 과학 기술
에 의존하면서 점점 인간관계에의 무관심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서 비롯되어 조성된 세계화의 물결이 가져온 영향은 실로 일
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
만약 이 문제들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인간의 생활환경
은 어느 정도 곤란하게 되고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확실히 세상 사
람들이 경계할 만한 문제이며, 바로 지금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
각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임기응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 인본으로 회귀하여 예의의 교화를 강화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가 초래한 갖가지 폐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강세 속에 처해 있는 이른바 세계화의 흐름 속
에서, 세계는 과학기술과 경제로 편중되고 인문정신은 심각하게 홀시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가 세계화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신
문명은 비단 과학 기술과 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같은 걸음으로 향상되지는
않고 오히려 상반적으로 물질문명의 강력한 압출과 침식으로 정신문명이 분
명하게 심각하게 쇠퇴한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직면한 새로
운 가혹한 도전이다. 이런 역류의 충격 하에서 만약 사람들의 탁 트인 흉금
과 장기적인 시야가 부족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기 쉽
고 인류사회의 문화가 더욱 악질화될 것이며, 심지어는 집단문화간의 상호
충돌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한편, 빠른 리듬의 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하게 속도만을 추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갈피를 못
잡는 상태에 빠지게 했고 이런 곤혹 때문에 쉽게 생명 존재의 의미와 삶의
숭고한 목적을 망각하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인간의 자아혼란을 초래하기 쉽고, 심지어 인간은 점점 ‘물질화’7)되기
십상이다. 이로 인해 더욱 더 사회로 하여금 문화전체의 건강한 발전 방향을
7) ‘物化’라는 말은 《莊子》〈齊物論〉에 처음 나타난다.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뚜렷한 구별이 있다.
이를 일러 사물의 변화라고 한다.” 〈天道〉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살아서는
하늘과 함께 움직이고 죽어서는 사물과 동화된다.” 또한 〈刻意〉에서 말하기를 “성인은 살아서는
하늘의 운행을 따르고 죽어서는 사물과 동화된다.” 필자가 소위 물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장자의
뜻을 취한 것만은 아니다. 대개 사람과 사물의 구별은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정이 있으나 사
물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어리석게 물질적 향락에 깊이 빠져 있다면 사
사건건 외적인 물질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물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이성과 감정을 잃고 아주 냉담하게 변하게 하여 일반 물건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은 반드시 더 기계화되고 획일화되어 삶은 재미가 없어진다.
필자는 이를 이르러 물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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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리게 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면서도 동시에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간의 온정과 화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는 어떻게든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애써 바로잡아 만회
해야 한다. 지금 진실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중국은 일찍이 西周 초기(약 기원전 11세기)에 주공이 예악을 제작함으로
써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였다. 東周 시대(BC770-BC255)에 이르러 이른바 법
가의 선구적인 인물인 管仲(BC725-BC645)은 《管子·牧民》에서 일찍이 다
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에는 四維(네 가지 강령)이 있는데 하나가 끊어
지면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위태로우며, 세 개가 끊어지면 엎어지고, 네
개가 끊어지면 멸망한다. 무엇을 四維라고 하는가? 첫 번째가 禮, 두 번째가
義, 세 번째가 廉, 네 번째가 恥이다.” 관자는 예가 바로 한 나라를 지탱하는
4대 정신적 지주 중에서 제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의염치를 널리 베풀
면, 군주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된다. 예의염치가 베풀어 지지 않으면, 나라는
곧 멸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란 절도를 넘지 않음이고, 의란 스스
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음이며, 염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음이고, 치란 그
릇된 것을 따르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절도를 지키면 윗사람의 자리가 평안
하고, 스스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백성은 교활함과 속임이 없다.”라고
도 말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미 3000여 년 전 중국 고대에서도 예의는 집
정자와 지식인이 보편적으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천5백여 년 전 유가학파의 대가 공자(BC551-BC479)는 옛 선현의 경험을
계승하여 ‘천지자연이 질서정연하여 문란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장하고 번식
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이 응당 따라야 하는 도
리로 바꾸었다. 즉 소위 天道를 人道로 바꾸었고8) 그리하여 ‘인본’을 기본으
로 하고 ‘윤리’를 표방하며 ‘도덕’을 강조하는 유가 학술 사상 체제를 구축했
다.
8) 《中庸》에 기재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는 요순의 도를 근간으로 그 뜻을 펴고 서술하였
으며, 문왕과 무왕의 법을 높이 받들어, 위로는 천시(天時)를 본받아 따르시고, 아래로는 수토의 이
치를 살펴 따랐다. 공자의 덕은 비유하면 천지가 만물을 싣고 보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덮어주고
가려주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며, 사시(四時)가 번갈아 운행하는 것과 같으며, 일월이 번갈아
밝히는 것과 같다. 만물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천도가 아울러 함께 행해지되 서로 어
긋나는 법이 없다. 작은 덕은 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큰 덕은 백성을 두텁게 교화함이다.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 《漢書·藝文志》에 기재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가의 학파는 대개
교육을 관장하던 관리로부터 나와서, 임금을 돕고 음양에 순종하여 교화를 밝히는 자이다. 육경 중
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인의에 뜻을 두어, 요임금, 순임금을 시조로 삼아 거기에 따르고, 문왕과 무
왕의 법도를 밝히고, 공자를 스승으로 높여, 이로써 그 말을 존중한다. 도에 있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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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인류가 군집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친족 관계 외에 이른바 사회적
관계 및 정치적 관계가 생겨났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는 ‘장유존
비’와 ‘친소원근’의 관계 정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강조한
바인데, 천하에 통달하여 변동할 수 없는 ‘達道’9)이자 윤리이다. 그러나 친자,
형제, 부부, 친구 혹은 군신과의 사이를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거기에 적당
하게 서로 대응하는 언행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소위 도덕이다. 바꾸
어 말하면 사람들은 인간관계 정립을 확정하는 이른바 윤리 이외에도 다양
한 각종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언행규범인 도덕 역시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이다. 당연히 도덕은 다양한 각종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언행규
범이면서도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데 응당 파악해야 할 준칙이다. 그래서 유
가는 여러 가지 다른 덕목을 제시하여 세상 사람들을 가르쳤다. 《孟子·滕文
公上》에는 맹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
고 따뜻이 옷을 입고서 편안히 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과 가까
워진다. 이 때문에 성인(순임금)이 이를 근심해서 설(契)로 하여금 사도(司
徒)를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했으니,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사이에는 차례가 있
으며, 붕우 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大學》에서도 “남의 임금이 되어
서는 어짊에 멈추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에 멈추고 남의 자식이 되어
서는 효도에 멈추고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에 멈추고 남들과 사귐에는
믿음에서 멈춘다.”라고 하였다. 《중용》에는 “공자는 요순의 도를 근간으로
그 뜻을 펴고 서술하였으며, 문왕과 무왕의 법을 높이 받들어, 위로는 천시
(天時)를 본받아 따르시고, 아래로는 수토의 이치를 살펴 따랐다. …… 만물
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천도가 아울러 함께 행해지되 서로 어
긋나는 법이 없다. 작은 덕은 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큰 덕은 백성을 두
텁게 교화함이다. 이것이 천지가 위대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오직 유가만이 여러 덕목 중에서 특별히 예의 교화를 중시하였다. 어느 누
구라도 내재된 도덕적 함양을 펼치려면 반드시 방식이 필요한데, 겉으로 드
러나는 언행의 규범인 예의(또는 예절이라고도 함)는 상대방이 우리 마음속
존경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說文解字》「示部」에
9)

《中庸》에 기재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哀公이 정치를 물으니 공자가 말하였다. “천하에 통하
는 도 다섯에 행하는 바는 셋이니, 이르기를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벗의 사귐, 다섯 가지는
천하에 통하는 도이다. 지(知)와 인(仁)과 용(勇) 세 가지는 천하에 통하는 덕이니, 행하는 바는 하
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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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예는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을 섬겨서 복이 이르도록 하는 것
이다. 자형은 示를 따르고 풍豐을 따른다. 풍은 표음부를 뜻한다.”라고 하였
다. 淸나라 段玉裁가 주를 달아 “《禮記·祭義》와《周易·序卦傳》을 보면, 이
(履)은 발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끌어당기고 폄으로써 무릇 의지하는바 모
든 것을 일컬어 신을 신고 밟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假借法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예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예라는 글자는 示로 구성되었다. 豐은 예를 행하는 그릇이
다.” 중국의 고대 경전의 注疏를 종합하여 보면 ‘예’는 ‘履’로 해석하기도 하
고 ‘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體’라고 해석하기도 한다.10) 그렇다면 소위 ‘예’
라는 것은 원래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낼 때 의식에 따라 제물이 가득 담긴
제기를 공손히 올려 천지신명에게 복을 비는 뜻을 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
래 뜻을 확대하면 서로 다른 대상이 보여 주는 합리적 언행 규범이라고 생
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는 여러 도덕 중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속하
며,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의 규범이다.
소위 ‘의’라는 것은 《說文解字》「人部」에서 “儀는 규범이다. 자형은 人
을 따르고 義는 표음부이다.”라고 말하였다. 단옥재가 주를 달아 “度는 법률
과 제도이다.《毛傳》에서 ‘儀는 좋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儀는 좋은
것(宜)이다.’, 또한 ‘儀는 베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뜻이 서로 끌어당긴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표현과 적절한 언행 및 풍채와 태
도를 뜻한다. 예의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외적인 대상에 대하여 쌍방 관계
로 간주하고 장유, 존비와 친소, 원근에 따라 자신이 보여야 할 바를 가늠하
여 행해야 하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언행 및 풍채와 태도인 것이다.
요컨대 예의는 가족, 사회와 정치 등 각종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적 언행과 태도의 규범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만약 예의가 없
이 서로의 존경을 표현한다면 인류사회는 금수의 군집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중국 고대 시대에는 “예의는 삼백이고, 작은 예의는 삼천에 달한다.”11)라고
하였는데, 이 원본들은 모두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진시황제의
분서갱유로 인해 예와 관련된 경전이 소실되었다. 漢나라에 이르러 조정이
온갖 방법을 다하여 각지로부터 잔여 부분을 수집하려고 하였으니, 그 결과,
오늘날 전하는 《儀禮》17편만 남게 되었는데, ‘冠婚’, ‘朝聘’, ‘喪祭’, ‘射鄉’ 등
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유가는 원래 ‘예의’의 교화를 매우 중시해 왔다. 《禮記正義》에서 “무릇
10) 《廣雅·釋言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는 體이다. 예가 사물의 이치에 통하고 행함에 예
가 있게 되면 사물의 중요한 이치(體)를 알 수 있다.”
11) 《中庸》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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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는 것은 천지에 뻗쳐있으며 인륜을 다스린다. 그 일어난 곳의 근본은 천
지가 나눠지기 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禮運>에 이르기를 ‘대저 예는 반드
시 지극히 큰 태일에 근본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지가 나눠지기 전에
이미 예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다스림이다. 그 쓰임은 다스림으로
써 천지와 더불어서 같이 흥한다. 그러므로 昭公 26년 <左傳>에서 이르기를
晏子는 ‘예란 것이 가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오래되었으며, 천지
와 더불어서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論語·顔淵》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안연이 공자에게 인을 물었다. 공자가 답하였다. ‘사사
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버리
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의 실천은 자기에
게 달려 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느냐?’ 안연이 물었다. ‘상세
하게 알려주십시오.’ 공자가 답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
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라.’” 이에 따르면, 공자는 예가 한 사람
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절제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여겼
다. 《論語·學而》에 또한 “有子(이름은 若이다. BC518-BC458)가 말하기를
‘예를 행함에 있어 조화를 귀하게 해야 한다.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다
고 하고 크고 작은 일을 조화를 따랐다. 행하지 않는 바가 있는데 조화를 알
고 조화롭게 행해도 예절에 따르지 않는다면 역시 행하면 안 된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예의 운용은 반드시 그의 정도에 적합하고 절도에 맞고 지극히
적당할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니 예
의도 역시 그러하다. 고대의 명군들은 이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풍조를 창조할 수 있었다. 공자의 학생 子夏(성씨는 卜이고，이름은 商
이다. BC507-?)가 “군자가 공경히 행동하여 실수가 없고 남에게 공손하고
예를 지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이다.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
정하겠는가?”12)라고 하였다. 덕이 있는 군자로서, 반드시 일을 행함에 공손
하고 신중하며 사람을 대함에 공경하고 예의가 있어야 하니, 만약 이와 같으
면 세상을 돌아다녀도 누구나 너를 친형제처럼 대하여 형제가 없을 염려가
없다. 후세에 아성으로 추존되는 맹자(이름은 軻이다. BC372-BC289)도 다음
과 같이 말했다. “군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그 마음을 보존하는 것
으로써 하는 것이다. 군자는 어짊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써 마음을 보
존한다.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
하는 자는, 사람들이 늘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사람들이 늘 그
를 공경한다.”13) 조금 후에 荀子(이름은 況이다. BC316-BC237)는 《荀子·禮
12) 《論語·顔淵》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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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에서 “예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
망이 있다. 욕망이 있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구
하는 데에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
투면 혼란하게 되고 혼란해지면 궁색해진다. 선왕은 이러한 혼란을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를 만들어 욕망에 한계를 짓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욕망을 반드시 물질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하고, 물질은 반드시 욕망에 의해
모두 없어지지 않게 했다. 이 두 가지가 새로 유지하면서 성장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가 생겨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는 세 가
지 근본이 있다.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요, 선조는 종족의 근본이며 君師는
통치의 근본이다. 천지가 없다면 어떻게 태어나며 선조가 없다면 어떻게 자
손이 나오고 군사가 없다면 어떻게 통치되겠는가? 따라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서 편안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위로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 땅을 섬기며, 선조를 존경하고 임금과 스승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다시 “예라는 것은 사람의 도의
궁극적 표준이다.” 라고 하였다. 유가의 최고 개념인 예는 이 일부분들을 통
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맺음말
인류가 세계화의 시대로 나아갈 즈음,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다. 그 중 가치관의 혼란 조성 및 도덕적 기준의 하락,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이 점점 엷어지는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인류로 하여금
가장 걱정이 되게 하는 것들이다.
미국 전 대통령 닉슨(Richard Milhous Nixon, 1913-1994)은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한 물
질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결핍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 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은 시끄러운 논쟁뿐
이다. 정신적인 위기에 대해 우리는 정신적인 답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량함, 바른 몸가짐, 박애, 인자함 등이다. 우리의 운명은 뭇 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 우리 자신의 손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비록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지금 보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올해(2019) 3월, 대만의 廣達 컴퓨터 그룹 창립자인 林百里 총재는 龍應
13) 《孟子·離婁下》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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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 재단이 주최하는 春季思 살롱에 초청되어 “AI가 세계전체의 제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는데 이는 한 방면이 되었고 노선이 아니다. 각국은 모두
AI의 연구개발을 최우선 전략적 위치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임총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가져온 변혁은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르고, 규모가
300배 더 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작업이 AI로 대체되지만, AI
도 ‘프라이버시 권리’ 등과 같은 윤리적 도전에 직면한다. AI는 사람을 기본
으로 하면서 데이터 이외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인생이 이익보다 중요
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이익보다 더 중
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학 기술은 나를 위해
쓰이고, 인문은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말을 맺었다. 임 총재가 말한 ‘과학
기술은 나를 위해 쓰이고, 인문은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른바 세계화를 이룬 시대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감정은 나날이 희박해지고 심지어는 완전히 무시되었음을 설명한다.
인류사회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기계화되고 더욱 냉담해 보이는 것은 확실
히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걱정되게 하는 현상인 것이다.
요컨대, 현재 이런 그릇된 경향을 바로잡으려면 오직 인류사회 전체가 ‘인
본’적 사유로의 회귀를 호소하여 ‘인문정신’을 중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당 있어야 할 ‘예의’ 구현을 실현해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서
늘 서로 존경하고 합당한 절도 있는 언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간편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인성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따뜻한 정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사회가 곳곳에서 예의를
중시하고 시시때때로 예의를 구현하면 우리 삶의 둘레에 점잖고 예의 바른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고 온화하고 조화로운 향기가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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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儀」在「全球化」時代的重要性
The importance of "courtes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中華民國 國立高雄師範大學 (退休)教授、國際儒學聯合會 顧問
方 俊 吉✽博士 (Prof. Fang Chun-Chi Ph.D.)

前

言：
人類憑藉著智慧，使各種科技的產物快速地發展，讓生活變得愈

來愈便捷與舒適。然而，科技的產物，也相當程度改變了人們的思維
模式與生活方式。近百年來，由於交通、資訊、…等，相關科技的急
遽發展，延伸了人們的活動半徑，也無形中，壓縮了彼此間的空間距
離感。致使人際乃至於國際間交流的速度加快，往來的頻率增高，相
互影響的層面也日漸增廣。於是，對於各種問題的思維，自然也多突
破了往昔邦國疆界的藩籬侷限，從而，激發了世人對於全球的事務「休
戚與共」的意識，所謂「地球村」
（Global Village）的概念於焉形成。
而「全球化」
（Globalization）的趨勢也成為無法抵擋的浪潮1。
《周易•賁卦》彖辭，云：
「 觀乎天文，以察時變；觀乎人文，以
化成天下。」近年來，有關「全球化」的發展對世人影響的討論很多。
其中，因科技發達所造的「價值觀」混淆，及人情的日趨淡薄，是最
令人憂心的。如何尋求最有效的方法，讓世人既可享受科技所帶來的
便利，又能維繫人際間的溫情，誠乃所有知識份子的當務之急。
《周易•序卦》云：「有天地然後有萬物，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有夫婦然後有父子，有父子然後有君臣，有君臣

✽方俊吉

台灣、雲林人，國立政治大學 中文系、所畢業，文學博士。曾任：國立高雄師範大學

教授兼國文系主任、研究所所長，韓國翰林大學校 客座教授，義守大學 教授兼《人文與社會
學報》總編輯，高雄市孔孟學會 理事長，國際儒學聯合會 理事。
現任：國際儒學聯合會 顧問、中華兩岸 EMBA 聯合會 顧問、中華維德文化協會 榮譽理事長、
高雄市孔孟學會 榮譽理事長。
1

參見拙文〈在全球化的趨勢下，大學如何因應知識經濟之發展〉2010.12 中國、浙江師範大學
主辦 [金融危機下人才培育的反思與教師教育創新]國際學術研討會《 論文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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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後有上下，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孔子說：「親親之殺，尊賢
之等，禮所生也。」2中國早在三千多年前，周公3就著手「制禮、作
樂」，奠定了中國傳統文化注重「人文精神」之基礎。確實，人類社
會自來就有長幼尊卑，親疏遠近之分，必須藉由不同的禮儀，來表達
對不同對象的尊重，用以維繫彼此的情誼。是故，孔子有「不知禮，
無以立也。」4的訓諭。意謂：一個不懂得禮儀的人，是無法立足於
群體社會。可見「禮儀」對維繫人類社會的和諧之重要性。
一﹑所謂「全球化」的潮流，對世人生活之影響：
存活在「全球化」的時代，任何一個人，不論其身份、地位，或
居處何方，多無法自外於地球上任何一個角落所發生的事件。舉例而
言：1997 年間，亞洲地區發生的所謂「金融危機」
，與 2008 年 9 月，
由美國所引發的「金融海嘯」，同樣都對全世界的財經，造成了鉅大
的衝擊。再如：2010 年 3 月 20 日，沉睡了兩百年的冰島、艾雅法拉
（Eyjafjallajokull）冰河火山，突然噴出大量岩漿及火山灰，對大半
個地球，也造成了一定程度的影響。此外，近年來，天候的異常變化，
與生態結構的變遷，甚至於能源的日漸短缺，…等等問題，無一不造
成人類生活上或多或少的影響，確實是所謂「牽一髮而動全身」。
總之，不論是大自然的變化，或人為的事故，對世人所造成的影
響，在在都說明了，所謂「全球化」的時代，已然激發了，人們對於
全球事務「休戚與共」的意識。換言之，世界上的任何一個人，或族
群、邦國，其生活已難以自外於這個「地球村」的現實。然而，緣自
於科技發展而來的所謂「全球化」之浪潮，也對世人造成了相當程度
的影響。我們且概略地歸納，其中較為明顯的幾項，如下：

2

見《中庸》。

3

按：周公，即姬旦，周文王之四子。曾與太公望、召公奭共同輔佐其兄武王之子成王。初以成
王年幼，由周公攝政，前後七年，除進行平亂、克殷之外，並制禮、作樂，以平治天下。周
公乃至聖先師孔子日夜思慕之典範，孟子更尊他為聖人。漢初、賈誼《賈子新書》評周公曰：
「文王有大德而功未就，武王有大功而治未成，周公集大德大功大治於一身。」良有以也。

4

見《論語•堯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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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科技的發展，固然提升了「物質文明」(Material Civilization)，
但
也造成整體「文化」發展，呈現「失衡」的窘境：
由於科技的急遽發展，固然提供了世人在「物質」生活上的諸多
便捷與舒適。但由於電腦與行動通訊用品的日漸普及，加之以所謂「AI」
(Artificial Intelligence 的簡稱，即「人工智能」)的興起，除了造成人
們對「物質文明」的過度依賴，使許多人一昧地追逐物質的享受，而
導致物慾驅役著人的思維，私心支配了人的言行，讓人類與生俱來的
良善秉性被掩蓋，而不自知。同時，更造成許多人，尤其是年輕人，
沉溺於虛擬的世界之中，而扭曲了「價值觀」。也由於許多人的「價
值觀」混淆了，
「道德標準」也隨之而低落，從而，使人們顯現出自
私、貪婪的心態。公理與正義，往往也隨之而悄然淪喪了。換言之，
由於世人過度地追逐「物質」的享受，而忽視「精神文明」(Spiritual
Civilization)的重要，導致全世界陷溺於「文化失衡」(Cultural
Imbalance)，使社會文化逐漸惡質化的窘境。
(二)資訊的傳播、交流與匯整，日趨快速，促使人們日常生活的節奏
加快，而造成許多人忘忽了「生命的意義」與「生活的目的」：
資訊的傳播、交流與匯整的快速，及數量的急遽增加，尤其是近
年來，所謂「5G」 (5th Generation Mobile Networks 的簡稱，即「第
五代行動通訊網路」
）的發展，讓通訊網路系統的「感測能力」及「連
結能力」增強，資料傳輸能量增大及速率的加快，促使人們處理事物
的速度愈來愈快，不但讓人應接不暇，無形中，也促使人們日常生活
的節奏愈來愈快，相互的競爭也更加激烈。當人們存活在快節奏的生
活環境下，難免因忙碌而迷失了方向。即所謂因「忙」而「茫」，因
「茫」而「惘」
，因「惘」而「盲」，甚至，因「盲」而致於「亡」
。
簡言之，由於自我的迷失，致使人們忘忽了生活的目的，同時，也無
視於生命崇高的意義，甚至於讓自己陷入危殆的境地而不自知。
(三)不同文化的相互交會與衝擊，讓所謂「多元文化」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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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社會現象，愈來愈明顯而普遍：
由於科技發展所帶來的便捷交通，延伸了人們的活動半徑，同時，
也無形中，壓縮了人與人之間的空間距離，讓人際乃至於國際間的交
流，更加迅速而方便。同時，也促使國際間的相互依存度提高，更促
成了經貿、科技、…等的緊密交流與整合。國際的人員往來，甚至於
通婚，也愈來愈頻繁。使得不同文化間的交流、衝突、融匯，愈來愈
快速而直接。對於固有傳統文化的衝擊，當然也就日益明顯。其中，
不論是生活習俗，抑或是宗教信仰以及政治意識型態…等，的相互影
響與融合，也日益普遍。日積月累，社會生活自然而然就形成了所謂
「多元文化」的現象。
(四)「全球化」的浪潮促使所謂跨國的「工商活動」日趨活絡，相互
的依存度也大大地提高：
「全球化」的發展，除了促使跨國的工商貿易活動日趨熱絡，且
相互依存度也日漸密切外，在工業生產方面，也逐漸走向，不分國界
之縱、橫配合，而朝向「分工合作」方式，的所謂「生產鏈」關係發
展。換言之，所謂「全球化」的發展，明顯讓國際間的工商活動之相
互依存度，明顯地提高。
(五) 「全球化」的發展，促使所謂「知識經濟」快速地發展，也造
成
了財富過度地集中：
自二十世紀末，
「知識經濟」
（「The Knowledge Economy」或稱
「知識型經濟」
「The Knowledge-based Economy」）的概念開始被
提出後，引起了世人廣泛的注意與討論。1997 在加拿大的多倫多就
曾舉行「全球知識經濟大會」。從此，所謂「知識經濟」相關的問題
就更加普遍受到各界的重視。被喻為「二十世紀末最具影響力的經濟
學家」美國麻省理工學院、史隆管理學院，管理與經濟學教授 萊斯
特‧梭羅（Lester C. Thurow）就曾指出：「第三波工業革命已經來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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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
『知識』將成了人類最大資產。掌握『知識』即掌握了財富。」5
放眼世界，由於「全球化」的關係，透過廣泛的自由貿易，促進跨國
的人才、物資與技術、資金…等的流動加快，也使得已開發國家與發
展中國家間的經濟水平差距擴大。在已開發國家或發展中的國家，內
部的貧富懸殊情況也不斷惡化，而明顯造成財富過度集中在少數人手
中。
除了上述數點之外，如：自然資源的快速且過度地消耗，全球生
態環境的惡化；年輕人口向都會區集中，而造成農村呈現衰萎的情況，
以及，核能所可能引發的災難；「AI」科技的應用與發展，所可能帶
給人類社會難以預測的影響。尤其是，生活上過度依賴科技所產生的，
人際關係的日漸冷漠…等等。這些緣自於科技急遽發展，所促成的「全
球化」浪潮，所帶來的影響，誠不勝枚舉。
這些問題，如果不能及時且有效地控制，將使人類的生活處境，
受到一定程度的困擾與威脅。這些確實是值得世人警惕的問題，也正
是當前我們所應積極關注、思考，並提出具體因應的辦法。
二﹑回歸「人本」而加強推廣「禮儀」的教化，是解決「全球化」所
帶來的種種弊端之不二法門：
處於科技的急遽而強勢發展下的所謂「全球化」之浪潮中，世界
明顯呈現了，偏重「科技」與「財經」，而嚴重輕忽「人文精神」的
現象。換言之，正當世界邁入「全球化」的時代，「精神文明」非但
未因科技、資訊的急遽發展而同步提昇。相反的，由於「物質文明」
的強勢擠壓及侵蝕，而明顯讓「精神文明」有嚴重衰退的情況。這正
是世人所面臨新的嚴苛挑戰。在此一逆流的衝擊下，人們如果欠缺開
闊而長遠的胸襟與視野，不但易於引發人際競爭的日趨劇烈，使人類
社會的文化，日趨惡質化，甚且激起族群文化間，相互衝擊的紛擾。
另一方面，在「快節奏」的生活中，人們多只一昧地講求「速率」
，

5

萊斯特‧梭羅教授在 2000 年 6 月，應邀到台灣參加「二千年世界資訊科技大會」
，在台北國際
會議中心以「如何在資訊科技時代創造財富」為題所發表的演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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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免讓人陷入迷惘的狀態，且易於因迷惘，而導致忘忽了「生命存在
的意義」
，與「生活的崇高目的」
，而迷失了人生的價值。如此一來，
非但易於造成人們的自我迷惘，甚而，導致人們的逐漸「物化」6。
更因而，讓社會迷失了整體文化健康的發展方向。
職是，正當世界走向「全球化」的時刻，我們要如何尋求最直接
而有效的方法，來力挽狂瀾，讓世人既可享受新科技所帶來的便利與
舒適，同時，又能維持人性的尊嚴，並維繫人際間的溫情與融洽，誠
乃刻不容緩之事。
中國早在西周初期(約公元前十一世紀)，就有周公「制禮作樂」
的舉措，用以促進社會的和諧。到了東周時期(770BC~255BC)，所
謂「法家」的先驅人物、管仲(725BC~645BC)，在《管子•牧民》中，
就曾強調：
「國有四維，一維絕則傾，二維絕則危，三維絕則覆，四
維絕則滅。…何謂四維？一曰禮、二曰義、三曰廉、四曰恥。」管子
認為，「禮」乃支撐一個國家的四大「精神支柱」中，位居首要者。
是以，管子說：
「四維張，則君令行。…四維不張，國乃滅亡。」他
還說：「禮不踰節，義不自進，廉不蔽惡，恥不從枉。故不踰節，則
上位安；不自進，則民無巧軸；…」據此，則早在三千多年前，中國
古老的時代，
「禮儀」已普遍受到執政者與知識份子的重視了。
兩千五百多年前，儒家學派之宗師、孔子(551BC~479BC)，紹承
了古昔先哲的經驗，與觀察天地自然「有條不紊、生生不息」的現象，
所獲得的感悟，而將它轉化，成為世人所當遵循的道理。亦即將所謂
「天道」轉化為「人道」7，於是，建構了以「人本」為基礎，而標
按：
「物化」一詞，始見於《莊子》
〈齊物論〉
：
「周與蝴蝶，則必有分矣。此之謂物化。」
，
〈天

6

道〉亦云：
「知天樂者，其生也天行；其死也物化。」又〈刻意〉云：
「聖人之生也，天行；其
死也物化。」唯筆者所謂之「物化」，非取諸莊子之意。蓋人與物之別，在於人能思想，有情
感，而物則無。然而，人若一昧沈溺於物質的享受，則難免事事遷就於外在的物質，而終究爲
物之所役，甚至，使人逐漸失去理性與情感，而變成十分冷漠，與一般的器物也就無所區別了。
如此一來，生活必然會變得更機械化、刻板化，而了無生趣。此即筆者所謂之「物化」
。
7

《中庸》載：
「仲尼祖述堯、舜，憲章文、武，上律天時，下襲水土。辟如天地之無不持載，無
不覆幬；辟如四時之錯行；如日月之代明。萬物並育而不相害，道並行而不相悖。小德川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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榜「倫理」，強調「道德」的儒家學術思想體系。
孔子認為人類自從有了群聚的生活，除了原有的「親屬關係」之
外，又產生了所謂、
「社會關係」及「政治關係」
。而這些人際關係，
就存在有「長幼尊卑」及「親疏遠近」的關係定位。這也就是孔子所
強調的，通達於天下而不可變動的「達道」8，亦即所謂的「倫理」。
然而，無論是親子、兄弟、夫婦、朋友抑或君臣之間的相處，都必須
有其適當的相對應之「言行規範」
，這便是所謂的「道德」
。換言之，
人們除了確定「人際關係定位」的所謂「倫理」之外，還必須有用以
維繫各種不同關係的言行規範──「道德」。當然，「道德」除了是用
以維繫各種不同人際關係的言行「規範」外，也是處理各種事務，所
應把握的「準則」。於是，儒家提出了各種不同的「德目」來教導世
人。
《孟子•滕文公上》載：(孟子)曰：
「…人之有道也，飽食、煖衣、
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為司徒，教以人倫：父
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大學》亦
載：
「為人君，止於仁；為人臣，止於敬；為人子，止於孝；為人父，
止於慈；與國人交，止於信。」
《中庸》則載：
「仲尼祖述堯、舜，憲
章文、武；上律天時，下襲水土。…萬物并育而不相害，道并行而不
相悖，小德川流，大德敦化，此天地之所以為大也。」
唯儒家在眾「德」之中，特別重視「禮」的教化。因為任何一個
人，要展現其「內在」的道德涵養，多必須藉由，得以「形之於外」
的言行舉止之規範的「禮儀」(或稱之為「禮節」、「禮數」)，好讓對
方感受得到我們內心的敬重之意。
然則，所謂「禮」
，意指何事?《說文解字》
「示部」云：
「禮：履
也。所以事神致福也。从示从豊，豊亦聲。」清、段玉裁注云：「見
大德敦化。此天地之所以為大也。」
《漢書•藝文志》亦載：
「儒家者流，蓋出於司徒之官，助
人君，順陰陽，明教化者也。遊文於六藝之中；留意于仁義之際。祖述堯舜，憲章文武，宗師
仲尼以重其言，於道爲最高。」
8

《中庸》載：哀公問政。子曰：
「…天下之達道五，所以行之者三，曰：君臣也，父子也，夫婦
也，昆弟也，朋友之交也，五者天下之達道也。知仁勇三者，天下之達德也，所以行之者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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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祭義》
、
《周易•序卦傳》。履，足所依也。引伸之凡所依皆曰
履，此假借之法。」又云：
「禮有五經，莫重於祭，故禮字从示。豐
者，行禮之器。」綜觀中國古經籍的注疏，
「禮」除了解作「履」
，或
解作「理」之外；也訓作「體」9。然則，所謂「禮」，原指：祭祀神
明時，依循儀節，恭恭敬敬地奉上裝滿祭品的禮器，以乞求神明致福
之意。引申作為，面對不同對象所當展現的「合理」之言行舉止規範。
換言之，
「禮」在諸多「道德」之中，屬於待人接物之中，形之於外
的言行舉止之「規範」
。
所謂「儀」者，
《說文解字》「人部」云：「儀，度也。从人、義
聲。」段注云：
「度，法制也。《毛傳》曰：儀，善也。又曰：儀，宜
也。又曰：儀，匹也。其義相引伸。」意謂：合乎自己身份所當表現
的適當言行及儀容態度。
「禮儀」合而言之，就是一個人對外在的對
象，視雙方關係的，長幼、尊卑與親疏、遠近，衡量自身所當展現出
的，適當而合理之言行舉止及儀容態度。
總之，「禮儀」乃維繫「家族」、「社會」與「政治」等，各種
人際關係最基本的言行舉止及儀態之「規範」。人與人相處，倘無「禮
儀」來表達互相的敬重，則人類社會與禽獸之雜聚，就毫無區別了。
中國在古老時期，有所謂「禮儀三百，威儀三千」10，這些原本
都有經典載錄。可惜，由於秦始皇帝的焚書坑儒，有關「禮」的經典
就失傳了。到了漢代，朝廷設法從各地蒐集殘餘的部份，結果，就只
剩今傳的《儀禮》十七篇，分為：
「冠婚」
、
「朝聘」
、
「喪祭」
、
「射鄉」
等部份。
儒家自來就非常注重「禮儀」的教化。《禮記正義》曰：「夫禮
者，經天地，理人倫。本其所起，在天地未分之前。故〈禮運〉云：
『夫禮必本於大一。』
，是天地未分之前，已有禮也。禮者，理也。
其用以治，則與天地俱興。故昭二十六年《左傳》稱：晏子云：『禮

9

《廣雅•釋言語》；「禮，體也。得事體也。」
。

10

見《中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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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可以為國也久矣，與天地並。』」《論語•顏淵》則載：顏淵問仁。
子曰：「克己復禮為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為仁由己，而
由人乎哉？」顏淵曰：
「請問其目。」子曰：
「非禮勿視，非禮勿聽，
非禮勿言，非禮勿動。」據此，則孔子認為「禮」是用以節制一個人
「視、聽、言、動」最重要的規範。《論語•學而》且載：有子(名若
518BC~458BC)曰：
「禮之用，和為貴。先王之道斯為美，小大由之。
有所不行，知和而和，不以禮節之，亦不可行也。」意謂：禮的運用，
必須把握恰如其份，合乎節度，恰到好處。凡事過猶不及，禮數亦然。
古代的明君，因為懂得這個道理，所以能創造美好的社會風尚。孔子
的學生子夏(姓卜，名商 507BC~?)，則說：「君子敬而無失，與人恭
而有禮。四海之內，皆兄弟也。君子何患乎無兄弟也？」11意謂：作
為一個有德的君子，必須行事敬謹，待人恭敬有禮，如此，則行遍天
下，人人都會將你當作親兄弟看待，不用擔心沒有兄弟的。此外，被
後世推尊為亞聖的孟子(名軻 372BC~289BC)也曾說：
「君子所以異於
人者，以其存心也。君子以仁存心，以禮存心。仁者愛人，有禮者敬
人。愛人者人恆愛之，敬人者人恆敬之。」12稍後，荀子（名況
316BC~237BC）在其《荀子•禮論》說：「禮起於何也？曰：人生而
有欲，欲而不得，則不能無求。求而無度量分界，則不能不爭；爭則
亂，亂則窮。先王惡其亂也，故制禮義以分之，以養人之欲，給人之
求。使欲必不窮乎物，物必不屈於欲。兩者相持而長，是禮之所起也。」
又：「禮有三本：天地者，生之本也；先祖者，類之本也；君師者，
治之本也。無天地，惡生？無先祖，惡出？無君師，惡治？三者偏亡，
焉無安人。故禮、上事天，下事地，尊先祖，而隆君師。是禮之三本
也。」且說：
「禮者，人道之極也。」儒家之隆「禮」，可見一斑。
結

語：
人類在邁向「全球化」的時代，由於科技發達所帶來的問題甚為

11

見《論語•顏淵》。

12

見《孟子•離婁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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繁複。其中，造成「價值觀」混淆，及「道德標準」的日趨低落，使
人際間的溫情日漸淡薄的問題，無疑是最令人擔憂者。
美國前總統、尼克森（Richard Milhous Nixon1913~1994）在他
就任總統的演說中，曾剴切地指出：
「我們發現，我們有充分的物質，
但是，在精神上貧乏。我們能極精確地到達月球，但是，存在在這地
球上的，則是一片聒耳的爭論。…對於一項精神的危機，我們需要一
個精神的答案。……諸如：善良、得體、博愛、仁慈等。…我們的命
運不在眾星之中，而是在地球本身，在我們自己的手中和我們自己的
心中。」這段話，雖已經過了半世紀，但如今看來，依然令人心有戚
戚焉！
今 年 (2019)三 月，台灣 的廣達 電腦 集團創 辦人、林 百里總 裁
應 邀在「 龍應台基 金會 」主辦 的「春季 思沙龍 」中， 說 ：「『 AI』
正 引領全 球第四 次的產 業革命，是『面』不是『線 』。各 國都把
『 AI』的研 發，放在最優 先的戰 略位置。」林 總裁進 一步指 出：
「『AI』帶來的 變革會 比工業 革命快十 倍，規 模大三 百倍。」他
還 說：
「很 多工作 會被『 AI』所 取代，但『AI』也面 臨『隱 私權』
等 倫理的 挑戰。除了『AI』要以『人』為本，還 須懂得『數 據』
之 外的情 感，了 解人生 有比利 益更重要 的意義 。」最 後，林 百
里 以「科 技為我 用，人 文在我 心。」作 為總結 。林總 裁所說 的
「 科技為 我用， 人文在 我心。 」正說明 了，在 當今科 技急遽 發
展 而促成 了所謂 「全球 化」的 時代，人 與人之 間的溫 暖情感 ，
日 漸淡薄 ，甚至 於完全 被忽略 了。讓人 類社會 的互動 ，愈來 愈
機 械化， 愈顯得 冷漠， 這確實 是令人最 為憂心 的現象 。
總之，當前要力挽狂瀾，唯有呼籲人類社會，一切回歸「人本」
的思維，重視「人文精神」
，落實體現人際間應有的「禮儀」
，使人與
人的接觸，能時時展現出互相敬重應有的言行節度，始能讓所有存活
在「地球村」的每個人，既可享受科技發展所帶來的便捷與舒適，又
能維持人性的尊嚴，且維繫人際間的溫暖情誼。讓人類社會，處處重

- 23 -

視「禮儀」
，時時體現「禮儀」
，使我們生活的周遭，呈現「彬彬有禮」
的美景，而散發出溫馨、和諧的芬芳。

【 主要參 引書目 】：
《 十三經 注疏》 台北 藝 文印書 舘 1965 年 6 月 三 版
《 四書集 註》朱 熹 集註 台北 學海出 版社 1989 年 8 月 初 版
《 荀子集 解》王 先謙 撰 台北 藝文印書 舘 1967 年 7 月 再版
《 廣雅疏 證》台 北 中華 書局 (四 部備 要 經部 )
《 百子全 書》台 北 黎明 文化事 業公司 出版
《 段注說 文解字 》漢 許 慎 撰 、清 段 玉裁 注
台 北 廣文 書局有 限公 司 1969 年 9 月初版

【 關鍵詞 】
「 全球化 」、「禮 儀」、「儒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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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儀」在「全球化」時代的重要性
The importance of "courtes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摘 要】
[Summary]
(中華民國) 國立高雄師範大學 (退休)教授、國際儒學聯合會 顧問
方 俊 吉 博士 (Prof. Fang Chun-Chi Ph.D.)

近百年來，由於交通、資訊、…等，相關科技的急遽發展，不僅
延伸了人們的活動半徑，也無形中，壓縮了空間的距離，對於各種問
題的思維，自然也多突破了往昔邦國疆界的藩籬侷限。從而，激發了
世人對於全球的事務「休戚與共」的意識，所謂「地球村」
（Global
Village）的概念於焉形成。而「全球化」（Globalization）的趨勢也
成為無法抵擋的浪潮。
正當人類要邁向「全球化」的時代，由於科技發達所帶來的副作
用甚為繁複。其中，造成「價值觀」混淆，及道德標準的日趨低落，
使人際間的溫情日漸淡薄的問題，無疑是最令人擔憂者。當前，要力
挽狂瀾，唯有呼籲人類社會一切回歸「人本」的思維，重視「人文精
神」
，落實體現人際間應有的「禮儀」
，使人與人的接觸，能時時展現
出互相敬重應有的言行節度，始能讓所存活在「地球村」的每一個人，
既可享受科技發展所帶來的便捷與舒適，又能維持人性的尊嚴，且維
繫人際間的溫暖情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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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통예문화 속의 생태적 함의
張親霞 中國 西安外國語大
(

)

【요약문】
중국 전통예문화에는 인문정신과 생태균형 사상이 어우러져 빛나면서 하
나로 융합되어 있다. 예문화는 절도가 있어 음양 균형의 조화, 그 예의 구분,
악의 조화로움을 주장하며 오늘날의 생태 조화 사상과 우연히도 일치한다.
예문화의

生生之德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德 仁愛
)과

및 배려는 사회윤

리의 기초이자 중요한 내용이며 우주질서와 생태윤리의 핵심이다. 예문화 속
의 생태윤리는 소박한 생태의식으로서 인류의 생존발전 과정에서의 자연생

摩 蕩

태윤리의 구현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음양의 ‘

’와 ‘

’이 상부상조하는 변증

적 사유의 결과이기도 하며, 그 인문 도덕 정신이 우주로 확장되는 필연적
산물이기도 하다. 현대적인 시야에서도 아름답게 빛이 나서 매우 소중하게
보인다.

【키워드】

인문정신, 생태적 함의, 생태윤리, 절도가 있음, 조화

중국 전통문화는 다원적 종합체로, 전통 문화의 구체적인 형태 속에는 현
대적 의미의 생태, 윤리 등 다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전통문화에
는 생명, 생존, 생물, 그리고 하늘과 사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 인간의 영혼과 육체 등에 대한 중국인의 사고를 포함하고 있고 생태윤
리 등에 대한 견해도 담겨 있다. 중국 전통예문화에는 농후한 생태적 함의가
배어 있다. 전통예문화에는 사회와 인간성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가 담겨 있
는데, 그 속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도 투영되어 있다. 전통예
문화 속의 생태적 함의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예문화를 이
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예문화 속의 긍정적 함의를 발양시
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人天一體의 생태융합의 경계
(1) 예문화 속의 하늘과 사람, 사람 자신과 자아 심신의 생태융합
전통예문화 속의 생태융합관념은 인간과 외부세계(사람과 자연, 사람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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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사회를 포함)와의 상호융합이며 결국 인간 자신의 심신조화를 기점으
로 한다. 전통예문화에서 우주는 하나의 전체이며 인간사회의 관리는 천지자

周禮
六官

연의 관계모델을 본떠 진행된다. 《

》는 이로부터 방대하고 체계적인 직

무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그것이 바로

冬官

天官 地官 春官 夏官 秋官

으로

,

,

,

,

,

으로 구분되는데, 인간 세상의 통치 패턴이 우주의 자연적인 변화와 같

다는 것을 예지하고 있다. 육관이 각각 그 직책을 맡고, 기능이 서로 다르나
전체적이고 완만하고 조화로운 유기적 통일체를 함께 구성한다. 각각의 부서
모두 이 유기적인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여섯 부서는 분업이나 직무가
따로 있지만 주도하는 것도 있다. 이 사유방식에서 사회적 직무 관리 분업은
자연계의 천지사시에 서로 부수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생태와 사회인문의 조
화를 형성한다. 이는 하늘과 사람은 일체라는 소박한 생체공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의 속에도 이런 질서 있고 유기적인 사유방식이 드러난다. 예

射禮

를 들어

(활을 쏘는 법)는

小六禮

의 하나로서, 사례 중의 생태적 융합의

경지는 예문화에서의 생물적 현상이나 생태융합의 전형이다. 사례는

賓射 鄕射
,

大射

,

등 등급별, 형식별로 나뉜다. 사례에서는 예의 행위와 개체의 생

명적 체험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달리 말하면 인간이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

周禮
和

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심신과 외부세계의 융합 과정이 있다. 《

》에

서 향사례를 이르기를, 다섯 가지 물건으로 대중에게 묻는데, “하나는

容
孙诒让

째는
양(

主皮
周礼正义

, 셋째는
)의 《

, 넷째는

和容

, 다섯은

興舞

, 둘

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손이

》에서는 각종 해석을 인용하여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귀결하였다. 사례를 행할 때는 “그 수용체는 예보다 귀하고, 그 절도는
즐거움보다 귀하다.” 이때 쏘는 사람은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1]851

는 몸을 곧게 한 후 활을 들고 화살을 단단히 잡는다.”

즉 표준적인 사례

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통일된 것이며 사례 중의 심지와 신체동작, 상태가
일체로 융합되고 하나로 합쳐진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처음에는 예의
규정에 따라 조작하는 것이 결코 능숙하지 않으며 예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차

상태와는 분리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여러 번 실천을 하면 점

련

을 숙

동작

하고 예절의 요구를 서서히 이해하고 점점 예의의 정신을 체험할 수

복

있다. 예의의 동작과 그 요구는 반

항

몰

상 그 속에

두하게 하여 반드시

막

다. 마지

적으로 사람에게

새

작용하여 사람을

얻

로운 생명적 경험을

니

으로 인간과 예는 외적인 관계가 아

재

신이 있는 존

교차

며, 인간 자체는 영혼과 정

로서 예의의 활동 중에서 생명의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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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게 한

펼

쳐 보이고 표현하

롭 피

고 구현하고 있다. 사례는 몸과 마음이 융합된 상태가 자유

재

인데, 이런 상태에서 내

된 생명이

약

룬

몸의 동작을 통해 고도의 심신의 융합을 이

上

군

》에서 말한 것을 예로 들면, “

쳐나며

四體 베풀
에

孟子·盡心
뿌

다고 할 수 있다. 《

仁义礼智
얼굴 택
깨닫

는 마음에

에 윤

四体

어져서

어나는 것

있는 음악의 동반 하에

자의 본성인

내리고 있다. 이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에는

넘

듬감

동하여 리

게

는 말이 없어도

리를

함이 나타나고, 등에

2 307

[ ]

는다.”

(2) 예문화 생태융합 속의 체험성과 초월성
예문화는

꿈

바

강렬

숭
당
희망

한 인문정신의

가장 무거운 것은
현실생활에 대한

래

미

특징

한 체험적

교

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종

연히

제

례이며

까

에 이르기

후는 사직과 산천과

렇

제

사는 신에 대한 공경에서부터 인간의

지 모두 자신의

강 제
백
說文解字 示部
섬 복
록
복 비
백
제
감
제
에

사지내며,

지 않은 것이 없다. 《

므

이다. 그러

3 279
따른다.”
[ ]

련

명의 수

근

로 신을

제

겨서

과 실천이다.

을

단의

땅 제
제
제
니
른
示
豐
에

사지내고

사를 지내

에서 말하기를, “예는 따

이 이르도

집

한적인 자각과

성은 조상에게

》

예는 신을 공경하고

하는 것이다.

모두

다는 뜻

를 따르고

을

는 것이며 동시에 예는 실행이고 생

성이 조상에게

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원에 대한 소급이며 현실생활에 대한

혜 갚

회로 은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사람의 생명은

를

령

망

는 뜻도 있고 소

노력
울 강렬 감염력
숭
충

례의 구체적인 실천

체적인 의식을 통해 형상적으로 전달되고 아
되어, 천지, 신

탈

고하고 신성한 체험이 포함된다. 예의 중에서 무게가

생존 발전에 대한 기대를 구현한다. 천자는 하늘과

그

문화에서

러

, 조상에 대한 경외심과 내면에

한

속에서 구

니

을 지

고한 체험이

게

만함을 보

여준다.

월

예의 중에는 초

극

추
킨

적인

적 배려의 지향을 가리

근

그

월

구가 있다. 초

란
월

성이

다. 예문화 속의 초

예의에 포함된 사람의

궁

성은 자연히 “예는 하늘에

근
禮运

본을 두고 있다.”는 전통적 통념에서 기원한다. 인간은 천지의 자연에

월

본을 두고 있고 자연의 우수자이며 초

므

》에서는 “그러

임
근

란

로 사람이

이며, 오행의

하늘에 그

본이 있고

추

어난 기운이다.”라고 하였고,

을 본

또

근

근

근

본은 자

원으로 보면 한 몸이고 하나의

본은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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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한 “예는 반드시

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예의

연의 천지에 있으며 인간과 자연은 그
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의

禮記·
귐

구를 가지고 있다. 《

것은 그 천지의 덕이다. 음양의 사

빼
땅 받

귀신의 모

적인

또 른
다

근

함의에도 있는데, 바로

근

인간의

월

본은 초

씀

선왕

을 실어 말한 것과 같다. “대개 예는

른

이

받든
니

바 하늘의 도를

범 불

렵

비록

다. “

다. 그리고

짓

에

비록

못한다.” 4 77

더

더

제

의 말

다. 하늘은

》의 구절을 이해하기는 어

짓 못

히 예와 악을

역 감

지

시

한

히 예와 악을

도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신성성도 없고 대중의 인

누

제

구나

칙

정하는 규

래 월

편

은 종종 그 구체성, 시공간의 한

갖

적인 적용성의 의미를

렵

기 어

다. 예는

적 의미의 하늘에서 기원하며, 동시에 자연적 의미상의 하늘과 기

월

원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예문화 속의 체험성은 인간과 자연의 초

편

보

43

[ ] 5

것이다.”

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라도 그 지위가 없다면

계, 주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
초

예가 초

孔子

받든
닌

적 의미를 지

라도 그 덕이 없다면

그 덕은 있

정도 모자라게 된다.

본

월
월
中庸
감

과하다면, 다음과 같은 《

[ ]1

지

약

고 있다. 만

그 지위에 있

》에서

이 하늘의 도를

것인 도덕, 즉 예는 초

여전히 신성한 함의를 지
세속적인 규

禮运

적 하늘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

낸

적인 소통의 융합을 나타

적이고

다.

(3) 예문화 속의 생태융합은 생태적 다양성과 포용성의 통일이다.
워

예문화 속의 생태융합은 생태적 다양성의 기초 위에 세

記·中庸

디
헤
래 었 저
궁
저땅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지의 도는 한마

됨
넓
냘픈

니니
니
텁 높 밝 득
많
뿐
덮
흙 많
뿐 넓
싣
줄
河海
저
뿐
광
곳
많 온 저
불
뿐 헤 릴
교룡
많 재
넓 텁
월 강
짐승 짐승
설령 흙 줌 돌
불

그 물건

이 둘이 아

(성실하

지의 도는

고 두

고

고

것은 가

빛이

이 모인 것을

하고 오

의

이

이 모인 것일

산을 등에

인데,

고도 무거운

만물을 모두 실을 만하다.
인 것일

수가 그

많

이지만, 그것이

에 살며 보배가

이 모인 것에

라, 악어,

천지의 도는
원이다. 일

물과

華岳
흘
더 돌 많

슴

를 가

다.

인데,

, 호수, 바다, 날

한

성

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과 같은

에 안고도

목

리지 않으

기의

이

이

금

이 다 거기서 살고

물이라는 것은 한 바가지의 물이

아

은

, 들

,

큰

자

기도 하는

근

수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불
뒤집
벌레
더

화가

고 고명하며 나아가 만물을

모두 그로 인해 보존된다.

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무

이 나

한다. 천

하늘이라고 하는

고 두터운 데 이르러서는

모르고

못

한 데 이르러서는 일

고 있다.

, 물고기, 자라 등이 살고

성신,

아리지

다.

대함에 이르러서는 초

과한 것일

고 두

되

인데, 그 무

신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고 만물을

줌
큰
니
쌓

말로 다할 수 있다.

) 곧 만물을 낳음에

고 아

禮

진 것이다. 《

,

한 무

싣

기도

4 2- 3

[ ]18

어나게 된다.”

, 물고기, 자라,

18

재

물

기, 물 한 바가지도 만

가분의 내적 연관이 있다. 그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기초이다. 우

주 질서는 인간 사회 질서와 서로 투영된다. 예는 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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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리를 두고 있고

또

한 본원적 의미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함의가 그 안에 있다.

예문화 속의 생태적 관념은 생태계에 대한 인간생존의 의존적 관계의 인

國

식 및 인간 자신의 생존 활동에 대한 구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語·週語
칙
쓰
論語
낚
더
66
더 잠 새
재
孟子·梁惠王上
곡
먹
큼
촘촘
못 넣
먹
큼
얻
끼
갈
맞
충
목재 얻
곡
저
먹 못 큼
충
목재
백
봉
죽
걱
죽
근
2
록
왕 王道
禮記
냥
냥
맞
훼
냥
싸
4
제 짐승
덮
曾子
맞 베 버
금
맞
루베
짐승
맞
효 니
4 2 月令
새
숨쉬
므
옛
제
욕
욕망
궁
욕망 굴
大戴记·保傅
군 길 걸
듬 률
율
율 근
벌채 냥
냥
임
》에서는 예가 사물의 기본 규

다. 《
용하

》에는 “공자가 ‘

라도

라도 그물질은 하지 않고, 주살을 사

를 향해 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수확할 수 있을 것이며,

을 수 없을 만

의 물고기를

때 적절한 시기를

히 다

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장사 지내는 데
심이 없도

한 그물을 연

분한 양의

지

할 만

를

를 가지고 산에

을 수 있을 것이다.

은 이를 위한 장례에

)의 시작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이 없는데도 사
을 하는데 예에

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

후는

리고

의 무리를

수를 때에

했다.”

《

을 하지 않는다

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

을 할 때 천자는 사면을 둘러
[ ]18

치지 않는다.”

“

는 ‘나무를 때에

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등과 함께

사람은 이 자연 구조 속의 일원인 것이다.
하여 사람을 기르려는
고, 물건은

에

고

다.’고

며 생활했으

을

사람들은 성인이 예의를

구로 사람을 구하고,

음에도 일정한 리

시기적절한

와 사

이 물질에

정

하지 않게 하

과 음

》에서는 심지

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실행에 따라 동식물의 자연적 생장 규

을 명확히 요구하고 계절별 사

정을 진행하여 사람일의 주관적

에

거한

행위를 구체적인 규

의성을 해소한다.

범

예문화 속의 생태융합은 규

적인 융합이다. 영국 학자

범

)는 융합관계를 자유로운 융합과 규

재

인 융합이 존

로

하지 않게 하여 두 가지가 상대하면서 자라게 하는 것

문화는 자연 절기와 규

Turner

어

가 아

이 예의 기원 중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다. 《
자가

게

》이 보여주는 세상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초기 농업 생활에서 사람은 별, 바람,

어

지 않고,

게 잡는다. 공자는 이에 말하기를, 나무를 한 그

을 한 마리 잡는데도 때에
[ ]1 1

은

[ ]5

도(

면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

분한 양의

양하고 자식을 기르거나

정이 없을 것이다. 생계와

하는 일이 바로

지 않으면

의 양을 확보하고

성들은 부모를

되어

식을 다

에

을 수 있을 것이며, 도

게 하면

식과 물고기를 도

을

라고 기

》에서는 “농사지을 때를 어기지 않으면

을 수 없을 만

《

인다고 생각한

[5]

자는

있다. 《

다

시는 하

을 나타내는 데에

너 Victor
누었 범
범

터 터

적인 융합으로 나

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융합시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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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길

다. 규

(

다. 규

적

적 융합에서

참

접

여자들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직

범

다. 예문화의 규

강

적인 융합은

참

경험과 체험 및 공유를 실현한

강
루

여자들의 상호 존중을

화하며 신성성을

화한다. 예의의 활동에는 자연히 즐거움의 조화가 이

령

렇

어지는데, 이

게

색 역
감
떨 니
군
목
참
참
열 불
싶
저 뛰
파 럼밀
열
참
저
창 희열 느낄
참
극
높
울 퍼
감
감
온
감
민족 앙
순환
든
참
녹
민족
재
더
니
민첩
재
감
당
당
강
恕
忠 信
선량
재
6 27
련
띠
밀접
연

별, 성별, 음

리가 위세를
은

별, 음

치

석자들의

마치 천

여의식과

가 간절히 해보고
합류한다.

성도 점점

과 주체적

하면 혼연일체가 된 소

만마가 내달리는 것 같다. 공동의

정을

어져서

석자들은

여의 적

별로 함께 소리 내어 공

러일으키고 예절 의식 속에 있는 모두

마다

어오르며

마다 자신의 가치와

도처

려드는 대

조의

을

아진다. 예악의 상호작용은 현실로

정의사가 함께 융합된 것이다.

들의 마음에

의 신

이상 외적인 것이 아

각적 사실이 가져

심미적 경

정과 함께

의식

된다. 예의 속에서 정신은

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하는 미덕은 모두 능동성

(인간관계의 상호성),

과

한 신념) 등으로, 모두 타인과의 동적인 관계에 내
[ ]

예의는 동적인 양상을

과 사회 윤리와의

된

신이 있게 된다. 예의 속 미덕의

능동성과 사회성은 하나로 합쳐진다. “공자가

되어 있다.”

여자

하게 구현되면 외적인 구현은 내

신에게 내가 있고 나에게

에 대한

정 공동체를 형성

에 따라 모

정신으로 내

고 정신이

것이며

지는 음악

은 심미적 경험의

아들어 결국

에

려

험은 사회 윤리에 필요한 도덕적 배려와 융합되어 함께
하였다. 진실로

소리 구현

(타인

적으로 관

고 있으며 관계성 속에서의 미덕

한 융통을 나타내고 있다.

2. 생태의 조화와 음양의 摩蕩
립

예문화 속의 생태사상은 결코 고

련

방식과 관
활동과

제

본적인 음양적 사유

월

도의 형식을 초

《

하게 하였다.

剛 柔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여서 우

이 운행하여

와 천

이

게도 변하고

리며,

한 화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극 兩儀

비

과

묘

7 64

[ ]

철

히며

술

易傳

역

곤
른 摩 蕩
론
四象

이것은 건

학적 서

사이다. 《

를 만들고(음양의 기본개념

딪

가 서로 부

팔괘

가

와 바람이 세상을 적시며, 해와 달

게도 변한다.”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은

라

이 있다. 바로 음양의 사유방식이 전통 예문화를 일반적인 의례

(1) 阴阳摩荡과 조화로운 공생
周易·系辞
뒤섞
뢰 둥 울
춥
덥

서로

니 근

된 것이 아

로, 이

음양이 서로 화

바

》의 우주생성

시 양의이다.), 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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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러

에 따르면 태
을 만들

64괘
니 3 4爻
임
相
摩
덟
른
相蕩 또
쇠
복复 임临 泰
大壮 쾌 夬 乾 姤 둔 遯 否
观 剥 곤坤 십
괘 十二 消息卦
추
습
른
禮记·郊特牲
얻 니 른
역 生生
生生不息
고, 사상은

八卦

팔괘

를 만들고,

씩겹

는 둘

쳐져

를 만드

만들게 된다. 그 사이에 음양의 두 가지 기본 움직
이고, 여
(

(

),

가지 다

(

), 박(

), 태(

),

(

자연 현상이

), 대장(

)

이소식

기도 하는데, 이로 우주의 모

),

(

(

으

이

), 건(

“

8

를

으로 표현되는 것이

한 음양의 성

), 구(

),

(

(예를 들면

), 부(

), 관

”)라는 음양 변화

세)로 표현되

을 형성한다. 음양 관계의 다

변화들은 천

지 만물을 생성하는데《
만물은

이며,

, 총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음양은 화하고

바 예악문화의 지향점은

시

에 있고

의

기반은 음양의 균형에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음양의 균형은 정지가

니

아

라 상호적인

摩 蕩
와

중에서 만물이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는 것이다.

음양의 사유방식에서 우주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

는 인간과 인간과의

탕

관계,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음양의 상마, 상

꿔

실현된다. 바

침
摩 蕩
루

악의 가르
적인

말해서 조화와 균형은

와

화를 이

철

은 음양을 관

摩 蕩
당
,

하는 상마와 상

의 과정 속에서

속에서의 조화와 균형이다. 예

칙

의 원

이다. 예악은 사람을 동

에서 하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및 사람의 심신이 조

금

는 방식이다. 예악은 사람으로 하여

동적인 마와

탕
루

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및 사람의 심신이 조화를 이

재

현하게 한다. 음양사상은 예악문화에 내

속에서 하늘
는 방식을 실

되어 있고 예악문화는 음양적 관념

의 외부화라고 할 수 있다. 예악문화 속에서 음양의 이질적인 두 가지

립

은 서로 구별되고 대

제

하기도 하고 서로 구

든

균형, 조화, 안정이라는 모
있다. 음양 간의 구별,

침

하고 보완하기도 하여, 이

관념은 합리적이고 해석적인 현상을

환

투, 나아가 상호 변

특
生生不息
근

하는 변증적

에서 천지인의 자연과 조화로운 통일, 우주 만물의

충

뿌

禮记·郊特牲

리이다. 이에 대해 《

얻

바

을 수

성은 예문화 속
과 공생공존을

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양은 자연 만물의

악 문화의

역량
른

본이고, 음양도 예

》에서 즐거움은 양에서 오고,

예는 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음양은 예악문화 속에서 그 생태사상
의 기초가 되며 음양은 예악문화의 연원이 있는

곳

이기도 하다.

음양의 상부상조는 예악문화의 상호보완으로도 나타난다. 천지의 음양이
서로 화합하면 자연은

의 기운은 위로

된다.

……

함과 생기로

孟春
……
올
땅
樂正
제

같이 말했다. “

땅

민첩

이 달에

히게 된다. 이어서

달에는,

충

禮记·月令
래

》에서 다음과

만하다.《

이 달에 하늘의 기운이 아

라간다. 하늘과

롭

이 조화

목 싹트

게 합치하여 초

에게 명하여 국학에 들어가 문무의

이

게

춤
익
림 川澤 제

사를 지내는 전례를 수정한다. 명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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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려오고,

을 가르쳐
,

에

희

씀 암컷 쓰 못
벌목
금
둥
뒤집 새
못
린 벌레
갓
새 죽
새끼 짐승 죽
7 67
알 빼앗
래
땅
올
땅
롭
孟春
쇠
충
제
낸 숲 냇 못 새 벌레 풀
쓸
孟春
목 트
력 넘
춤
민첩
울린
벌목
금
짐승 벌레
금
써
루
깊
론 근
사를 지내게 하는데,
을

지한다.

생하여

우리를

제

물로

어서

난 것과 처음 날기를 배우는

이지 않으며
고,

그

다.

,

를

와 태와
을

“하늘의 기운이 아

,

와

와

이 움

야 한다. 사람의 활동에는 그

고 생기와 활

지함으로

은 우주

하고 구

은 각각 그 본성이 있고 각각

하게 서로 어

를 잡는 것을

로 내려오

게 합치한다.”는 말은 바

하여 천지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

의 달에는 초

과

하게 하고,

하게 하고, 어

이 조화

배우기를 시작하면서 자연과

지하고 날

지

이는 일이 없게 하고,

라가며 하늘과

물, 연

모가 있다.

도

를 잡지

아오지 말게 한다.”

의 달은 음양이 성

함을 나타

을

[ ]

을

의 기운은 위로

로

에

적

이

치며 사람들

다. 이 때는

을

천지와 생화학을 이

어

거가 있다.

음양의 예악 실천에서의 동적인 균형, 나아가 만물의 음양적 균형에서 조

낸 禮记·月令
仲夏
……
樂師
鼗 비鞞 鼓
끼창
竽 笙 篪 簧
롭
钟 磬
柷 敔 돈
有司
백
든근
제
제
제
백
든
제
백
익 던
제
곡
잘
록
햇
닭
밥 맛 앵 올 먼저 침묘
백
금쪽 베
염색
못
숯
못
볕 베
닫 못
탈 품 색
죄
뽑
더
목
목 던 암컷
떼
망
령
……
남
불
또
높
므 밝 높 곳
좋 멀 망
좋 또
7
6
누
仲夏
릉
선
근
제
백
먹
차
仲夏
화로운 공생을 구체적으로 나타
“

의 달에는,

다. 《

이 달에는

》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 명하여 도(

),

(

리하고, 거문고와 관소의 음을 고르게 조정한다. 방패, 도
하며, 우(

), 생(

), 지(

(

)를 정

하게 한다.

), 어(

원에

사 지내게 하고, 천

한다. 이에 도성 안의
살아서

들로 하여

하게 하고,

하였

을

두를

은

세

을 수

식이

기장이 성숙하면 천자가

리며

에 천신한다.

하는 일을 하지

하게 하며,

성

을 만들지
지

하게

하지 말아 관대한 정사를 행하며, 중

보태게 한다.

장에 방

하

아지를 잡아매며 양마의 정

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에 거처하는 것이

에 오를 만하고

으며

리 조

[ ] 8

대정사에 거처할 만하다.”

소의 음을 고르게 조정한다는 것은, 음양의 경계

으면서

를 지내고

를 말리지 말게 하며, 문과 거리의 이문을

방에서

음양의 변화에

후와 육경으로서

에

어내면 분등하는

고

고을에 명하여

자의 신에게 대하여 기우

보며,

), 축

를 지내는데 성대한 음악을 연주하게

어다가

아내어 그의 급식을

로

께 기우

), 경(

성을 위해 산천의 모

을

하고, 시장의 상인의

이 달에

에게 명하여

)를 수

, 석우를 잡게

게 하며, 종(

기원하게 한다. 이 달에 농사지은

고기와 함께 기장

따로

)의 음을 조화

성을 위해 모

성들에게 유

결실되도

를

), 황(

,

), 고(

거하여 행동을 절

을 무리에서

을 반포한다.

양기가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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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절이

다.

한 산

의 달에 거문고와 관

이기도 한데 사람은 이때

하고 조급함을 방지하며 담

분하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수

한 음식을

의 달에 관건적인 것은 자연

음양의 변화 속에서 음양의 조화로운 균형을 구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를 유

협

지해야만 만물과의 공생을 스스로

촉

조하고

켜

진시

조화로운 공생을 형성

할 수 있다.

周禮
伯
비 땅
남녀

논술

周禮 大宗
온
中禮 써
399
락 和樂 써 비
옛
쫓
겼
탕
욕 숨
니 陰德
陽德 토
루
교
색
樂
불
깨끗 씻 낸 땅
제
온
납 래 樂 써
잃
록
天産
地産 홉
곡
허
먹
많
제
넘 쉽
므
먹
켜
제
中和
선
른
떤
막
란 남녀
든
련
든
련 땅
든
련
든
땅
역
휘
긴밀
论语·八佾
关雎 평
27
겁
탕
슬프
쁘
탕
슬프
럽
평
혀
재
재
중에 나오는 음양관계에 관한

》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

방

하고,

(

)으로

방

한다.”

)로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로 성인은 예를 만들어 그 음

지하고 그 실덕을 방지하고 정
한다.

은

결함을

을

이

다.

의 성질이 각각 달라서

화하고 초나라 사람은 성정이 급하고 사
정이 정도를

지 않도

은 아

가지

한다.

인데, 사람이 양기가 지나치게

생물의 어

나라 사람은 성정이

서

으로

하면 동물을 잡아

치면

예문화 속에서 다

된 것이

되고,

하늘의 산물과

성질의 생물 사이의 중화를 통해서
는다. 여기서의 하늘

동물의 성에 관

지만 음

다. 기

지만 방

우며, 균형이 잡

간에
식

의 산물은 모두 생물이고 생명과 연관
할이 발

되

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음덕과 양덕 사상은 모

두 중화의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공자가《
여 “즐

된 것이

의 산물은 지리에 관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음덕과 양덕은 생물의 성정과 연관된다. 예악의
는가는 생명의 생태와

고 사람

해야 한다. 생물의 아름다움을

의 정에 관계되는 것이

모두 여섯 종류의 동물에 관

어야 하지만, 지

로 식물을

성질과 상태가 지나치게 발달하는 것을

의 산물이

사람들의 성

해야 한다. 양기는 하늘에 있는 것

게 조급해지

야 하기 때문에 악으로 절

시키는 것은, 우

으로 사악함과

식에 속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음덕은 음기가 사

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로 절

을 안정시

만하

은 동물이며 여섯 종류의 동물에 속하

람에게 있는 것인데, 음기가 지나치게
나치게

다. 그

이라고

게 하여 부자는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어

함을 방

기고 드러나지 않게 하

지의 조건으로서, 사람에게 부를 이

고 사치하거나 인

물에 관

[1]1

의 정으로 여기고 천성은 타고나는 것으로 천성을 마음대로

아서는 안 된다고 여

고,

《

다. “하늘은 음의 덕을 낳아 중례(

은 양의 덕을 낳아 화

음덕을

이 가장 전형적이다.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에서《
[5]

지만 다치지 않는다.”

지만 고통스

》를

가하

라고 말한 것과 같

지 않는 것, 적절하고,

화로

생명의 중화의 아름다움을 형성한다. 예문화가 체현한 중

화의 아름다움은 일종의 미의 경계이고 생명의 존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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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며 화합의 존

상

(2) 예악의 기능은 생태적 조화를 완성한다.
음양작용의 구별은 예악작용의 구별과 대응한다. 예악문화 속에서, 예가

제
까닭
낸

요구하는 것이 절
다. “조화로운

사를 지

므 옛 선왕
로

금

7 6

제

끝
차
든
갖

당

란

이

한 일을

금
순

9 44
하였다.”
[ ]

집

휘
돕
될
약
짓

단적 작용을 발

럿

면서부터 여

당

자기에게 해

른

제

니

제

한다는 전

이 모여

약

장유의 구분
가진다.

란

뿐

음의 구분

들이 할 일이다.

커

지도

록

지내지 않도

뭄

도 가

를

제
헐벗 굶

성들이

현명한

고

재

을

의 구분,

귀

낮 곳
은

더

이라 하

곡

조화되어, 오

든
비록 흉
걱

이 때에

록

정이 없도

9 3라고

[ ]11

아

되고 일의

하여 사람들로 하여
은

구

히

이라 하

라

라도 장마가 지지 않으며,

작이나 장마

상들이 할 일이다.”

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농

맞 잘
게

또

든
뭄 든

는 가

위와

여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보육하고, 모

주리는

풀 뽑 곡
민
잘
금 차
높 곳
더
추 더

게 하는 일이

성들 모두가 화합

하여,

남녀

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성들로 하여

하늘이 할 일이다. 천하의 모
사람들을 통

란
노약

연히 사회인문적 생태의 의의를

하는 것은 바로 지방관들이 하는 일이다.

잘

수 없다.”라고 생

자가 말하는 구분이

라 직업의 구분,

이 주어

에 따라

이 들지 않고,

어져

해지는 도리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의 경계를

을 다스려

하며,

위가 계절에 따라

백

진다.

떨

하면 서로

려면 반드시 구분이 있어

땅
땅
비료 많
밭 비옥
철
백
금 힘쓰
록
백
케

자라게 하며,

성과가

만 아

풍족

천하가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잘

루
순

워
니
당

스러

지 있다. 이런 예의 구분은

자는 “

란
낼

해지고, 혼

는 동물인데 무리를 이

높 낮
까
순 온

이 모여 살면서 신분의

해지면 만물을 이겨

야 하고 구분이 없으면 다투고 혼
고

럿

란

해지며,

각했다. 즉 인간은 무리

따라서

자는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

고 살지 않을 수 없다. 여

어져 나가면

천의 등급이

순

조건이다.

나가고,

떨

구분을 가지게 되

가 있게 된다. 예의 구분은 인류 사회

것이고, 다투면 혼

든

하는 일을 맡아

자가 여기에서 말한 예의 구분

분별이 없다면 다투게

모

다. “그

사회적 의의에서 말한 것으로 즉 예는 인간사회를 귀천의 등급을 가진

사회는 질서가 있게 되고 개인은 절

식을

켰

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 유능하고 무

전체로 간주하고 개인은 전체 안에서 각각 다

가

에 하늘과

히 ‘구분’을 부각시

사람으로 하여

게

까닭

정하여 상하를 구별하고 그로 하여

혜

별, 지

능한 사람을 분별하여, 모
각기 그에게 합

는

에 예의를

귀천의 등급과 장유의

가 있는

荀子 특
제

에 있다. 예에 대해

께서 생각

제

지 않고, 절

[ ]1 8

다.”

예의 기능은 절
러

잃

에 만물이 질서를

帝 제
에

라고 말한다면, 악이 요구하는 것은 조화라고 말할 수 있

사람들을

이

애

호하며,

더
임금

해라 하

하는 것은 바로 성인다운

라도
과

생각했다. 귀하고 천하며 현명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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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백

매함의

이가 있는 등급사회에서는 “조정에는 요행으로 관직을

이 없고,

은 사람

성은 요행으로 생계를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농부와

장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각자 맡은 일을 다 해야지만

춥 더

장마와

얻

고

백

운 시기에

성들이

추

굶 림 염

위와

주

의

비

뭄

로소 가

과

려가 없게 할 수 있

다.

순

또

자는

른

니

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다

구분이 있으

, 하늘과 사람 사

이에도 각기 직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임금

요

재

때문에 존

림

기에 다스

으로 호응하면 곧

제
긋

뭄

는 것을 절

나지 않으면 하늘도

굶
괴

병

도 그런 사람들을

근

버

본적인 일을

수 없고,
없으며,

잘
올 른
므
바

다. 그러

닥

위가

잘

극

괴

이 나며, 요

게 만

망

므

것이다. 그러

조하는

의 “사람들의

이다. 그리하여

시

9 204라고

하게 할 수 없

주리고,

불

추

위와

더

행하게 된다. 타

난은

잘

던

다스려지

밝

으면 곧

그는 말했다. 여기서

강

순

자가

조하는 데에 있지만, 그

었던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

궁

록

해지지 않도

땅

것

하고, 물건은 반드시

록

하여,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

재

써

히 조화함으로

한

기본적 귀결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악의 기능은 조화에 있다. 악은
하지만,
함께

과

전하게 할 수

로 하늘과 사람의 구분에

[ ]

은 반드시 물건에

함이 없도

로 장마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들의 행

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자연은 마
에 존

온
길

굶

재앙 재

적은 사람의 능동성을

을

아

위도 그런 사람들을

가 나타나기도 전에

시대와 같은데도

강
목
욕망 충족 켜
욕망
족
록

닦

도를

행하게 할 수 없다. 농사와 같

이 오기도 전에

은 것에 대해 하늘을 원

천인의 구별을

에 부

더

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욕망

불

위와

움직이지 않으면 하늘은 그를

병

다스려지

시대와는 달리
동 방법이 그

추

도를 어기고 함부로 행동하면 하늘은 그를

잘
던
많
렇 든

흉
잘

기만 하면 하늘을 그를 부유하게 할

로 그런 사람은 장마와 가

고난 세상은

바

하게 할 수 없다. 그러

쓰

려두고 사치하게

치지 않아도

그를 지

난을

도 그런 사람을

보양하지 않고

다. 거

올 른
므

들게 할 수 없으며,

주리게 할 수 없고,

들게 할 수 없으며, 요

은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

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때에 움직이면 하늘도

도리에 어
가

고

니

고

하고, 거기에 어지러움으로 호응하면 곧

힘쓰 쓰

하다. 농사에
보양하고

니 걸왕
길
약
병
재 당

하는 것도 아

또

묘

듣

한 종

에서

군

人情
듣

신이 같이

즉 사람의
는 것이고

희 애락 감
민
금
로

의

제

간에서는 부자와 형

는 것이다. 유가문화 속에서, 악의 작용은 사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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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기원
가

총명하게

혈 돌 평 롭
낡 풍
제창
밀접
루
9 64 른 和

하고

기가

유가가

고

화

게 하며

하는 악은 예와

은

속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히 조화를 이

[ ]1

이고 조화로운 것이 악이다.”

이

바

고 있다. “공경하는 것이 예

는 즉 조화로움이다. 예의 구분은

악의 조화와 결합하여 양호한 사회생태를 형성한다. 이런 사회적 생태 속에
서는 동시에 자연적 생태의 함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든

켜 역
역
루 춤
올 른
감 켜순
순
루 춤
림
노래
선
루 춤
므 군
취
군
북
금琴
슬瑟
겁
춤 추
끼
깃털
旄牛 꼬
삼
磬
른
므
맑 밝
징
넓 큼 땅 징
뒤 젖 빙빙 돌 춤추
철 흡
므
맑
닦
루
눈 잘
잘
평 럽
풍습
풍 순 켜온
편
22
착
감
혈
자는 “모

간사한 음악은 사람들을

생겨나게 하며, 반

감

순

동시

의 기운이 형상을 이

다.

바

음악은 사람들을

동시

며,

조로운 기운이 형상을 이

반

어

의 기운이 이에 호응해

이 되면 어지러움이 생겨난

조로운 기운이 이에 호응해 생겨나

어

이 되면 다스

이 생겨난다. 음악을

하면 이에 조화되어 호응하는 기운이 생겨나고

이

어

이 된다. 그러

이다. 음악 연주에서
(

로

자는 음악에 대해서는 거

자는 종과

)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

움직이고,

과 모우(

반주가 따
고

사시사

다. 그러

은

과

고

게 되며,

안해지고, 아름답고

고, 여기에 경(

로

)과 관악기의

하는 것이고, 그

히고

어지며, 귀와

며

은

속을

들리고

화시

는 것은
아지

보이게 되

천하가 모두

[8] 5

한 사람들이 서로 즐기게 된다.”
응과 개체의 기

)과

를 들고

로 음악이 바르게 연주되면 뜻이

은 바로잡고

조화는 천지간 기의

(

는 데는 방패와 도

음은 하늘을 상

하는 것이며, 몸을

여지면 행실이 이

스

을

리는 장식을

사한 것이다. 그러

고, 예의가
며, 화

)

를 신중히 하는 것

으로 사람들의 뜻을 인도하고,

게 한다.

로 음악의

을 상

과 악이 서로 형상을

라고 말했다. 악의

조절, 생명 상태의 조절을 통해 실

현된다. 생명상태에 대한 조절 중에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는 하나로
융합되어 예악문화가 만드는 조화로운 상태를 형성한다.

(3) 大礼는 천지와 절도를 같이 하고 大乐은 천지와 조화를 같이 한다.
예문화에는 절도가 있고 그 실질은 개인적인 심신의 배치와

순
란
욕망 란 감
감
추
괜찮
욕망
므 비록
록
욕망
얻
까 추
이다.

자는 “본성이

며,

이

겨지면,
그런데

하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정의 반응이다. 사람의

정으로 그것을

다고 생각하고

것이다. 그러

로

천자라도

것이지만 그 가

욕망

이

란

얻

정이

제

의 절

본성의 실질이

어질 수 있는 것이라 여

구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면할 수 없는 일이다.

혜

을 인도하는데서 지

문지기라 할지라도

을 다

으로

감

욕망

욕망
버릴
욕망 비록 얻
욕망 비록 버릴

을 수 없는 것이다.

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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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은 다

수가 없으며,

비

은

다

을 수 없는

은

다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때는 거의

목

추

적에 가

구하려

일을

던

9 274라고

[ ]

다.”

올 른

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잘

까

록추

조절해야

한다.

이 가도

바

극

구해야 하고, 소
천하의

일이

극

도는 적

적으로 물러날 때는

렇

그

지

란

않은

것이

없

말했다.

뿐

예의 절도는 사회적 의미에서

니

만 아

강

라 생태적 함의가

개인적인 심신에 적용된다. 심신의 배치와

욕망

제

의 통

울

하고 아

러

에서 말한다면 혼자

노력

있을 때 신중하고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양하는

과

련

관

갈
추

적으로 나아

된다. 소위 예의 절도의 사회적 의의는 절도가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구

속함에 있어서 양호한 사회질서 등을 형성한다는 데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孔子家语
벌 근
욕망 흘 넘

가진다. 《

》에서 형

수하지 않고

이

러

의

토론
벌 징벌

원을 탐구

할 때에 예의 절도를 준

치는 대로 하면 형

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

강

과 같다. 예의 절도의 생태적 함의는 주로 개인 생명건

강

의 건

제

통

의 각도에서, 심신

욕망

에서, 장수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심신의 안배와

독
근

로 표현되며, 신

고 행동은 신중하고

련 노력

, 정성, 정심, 수신 등 일

감

심의

의

의

폭

정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난

한 행동을 몸에

잠

두지 않으면 장수할 수 있다. 사람의 장수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은

곳

맞

이 때에

욕

지 않고 식

제

을 절

럽

을 포함한다. 부드

노

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동하고

자는

욕

끝

심이

이 없는 데에 있다.

약

이 외에 예문화 속의 절도, 그 생태적 함의에는 자원의 절
내포되어 있다. 예문화는 음식의 양,

레 제
의

옷

옥
약

의 절도, 가

이라는 뜻도

의 절도, 가축의 수, 수

한을 중요시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자원의 절

이다. 예문화 속의 절

워

도에 포함된 생태적 함의는 그 기초가 주체의 자기관리 위에 세
라는 것이다.

감

두고 정서

옛

감

날 사람들은 자아정서 및

정관리를

고로 중요한 지위에

정의 관리가 만물이 각각 그의 질서를 지키는 기본조건이라고

禮記·中庸

생각했다. 《

희 애락 감
맞
達道

》에서는 “

로

의

이라 하고, 그것이 발현되어 모두 절도에

大本

하의

최

란

이고 화

천하의

위치 지어지고 만물이

잘

언제 디 든
특
애락 감
는

어

서

和
극
희 애락

은 것을 ‘

이다. 중과 화를 지

란

’라 한다. 중이

설

해서는 안 되며,

정이 발현되어 모두 절도에

맞

로

은 사람의

로

의

로

정이

의

정

정에 대한 통

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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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히 하게 되면 천하가

정한 의미에서는 인류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

의

’

감
희 애락 감
희 애락 감
제
희
희 애락

화육된다.”라고 말했다.

함부로 발

中

정이 아직 발현되기 전을 ‘

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회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을

진 산물이

로

로

의

감

정을

토

맞

로할 때 절도에

中和

아야 해야 한다.

근

기본적인 도리이며 만물의 변화 발전의

추
극

본적인

얻

각각 그 생명을

잘

니 中和
얻
환

화육되

”,

히 하게 되면 천하가 위

는 천지만물이 각각 그 자리를

고 각각 그 성장을

中和

는 것이다.

어 만물이 생장하고 발육할 수 있는

고

는 질서를 가져다주

대 천지는 음양과 합해져서 하늘에는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그만의

칙

질서가 있고,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규

암

천지 사이는 이로 말미

이 있으며, 개체의 심신의 생존과

듬

아 반드시 천지의 리

큰

천지의 조화이다. “

7 6
한다.”

[ ]1 8

큰
든

예와 천지는 절도를 같이하고,

節 和
든
과

듬

는 천지 리

회와 자연과의 사이에서

듬

과 심신의 리

듬

고 우주만물의 조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예는 천지의 리

같이

얻

경을 조성한다.

컨

요

하는

종이다. 절도가 있으면

중화의 아름다움을 형성할 수 있어, “중과 화를 지
치 지어지고 만물이

재

는 천하 만물이 존

의 요구로, 사회

칙

각각 천지운행의 법

을 따라야 하

의 구현이고 악은

악과 천지는 조화를

든 니

개인이

아

면 사

을 보여준다.

3. 仁德을 핵심으로 하는 생태적 윤리
(1) 인덕은 전통 예악 문명 및 그 생태 윤리의 실질이다.
범

예악은 형식화된 규

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과 우주, 사람과 사람, 나

까

아가 개인 자신 내부의 심신관계

른

은 전통적인 인문정신이다. 이

임감

해 진정한 책

을 포함하지만, 그 정신의 실질

란

바 인문정신이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

느

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

30

[8]

고 있다는 것을”

仁德

유가에서도

범

지의 규

킨

가리

디

다. 한마

정도를 자각성을 가지

로 소위 인문정신의 핵심은 도덕이고

논술

이다. 예악과 인덕의 관계에 대해 공자는 전문적인

孔子·阳货

한 적이 있다. 《

을

》에서는 인을 떠나면 예도 상관없고 인을 떠나면

악도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예는

니

옥 비
과

단과 종과

북

과 같은 형식만이 아

다. 인과 예는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형식인데 인은 내용이고 예는 형식

禮记·曲禮上

이다. 인은 예의 내핵이고 예는 인의 외적인 구현이다. 《

道德仁義

“

루

는 예가 없으면 이

도덕인의는

저

7

[ ]1

어지지 않는다.”

》에서

라고 하였다. 예를 떠나면

仁德

장 장치가 없어진다.

은 예문화 속에서 생태적 윤리의 핵심 가치관으로, 그 생태 윤리적 의

선

미에서는 우

끼

생물은 같은 부류

랑

리 서로 속하고 그 부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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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왕

기초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우주 만물로 확대되면서 생물계가 생기

찬

활기

양상을

띠

禮记·三年问

게 한다.《

성하고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체로

천지 사이에 생명이 있는 무리들은 반드시 아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

랑
짝 잃었

알 못
죽
넘

무리들은 그 종류를 사

하는 일을

은 그 무리와

거나

돌

아와서

춤

며 주

을

돌

머뭇
제비 참새

것으로는

거리며

와

곳
렇

아는 것이 없어도 그

까

고 때를

랑

망설

까
버린

다. 그러

7 27
것이다.”
[ ]

흩

어지기

싫

8

은 마음부터

맹 역
백

수 없다.

자

하게 대할 수 있고

2 322라고
다.”
[ ]

시 “

부

깡충깡충 뛰
버린
잠

으며

을 가

다. 작은

귀며 우는 시간이

로

시 있

기 있는 것들은 사람보다

죽
새
애틋 까

제비 참새
애
와

의 고향에 대한

음에
와

함

는 등급이 있다. 사람을 인자하게

하는 마음은 서로 통하고 연관되어 있어

을

하게 대하여야만이

백

성들을 인자

랑

성들을 인자하게 대해야지만이 동식물도 사

할 수 있

말했다.

친족 섬
을

와

천지간에는 지식의 생명이 있고,

랑
친족 친근

대하는 유가의 마음과 생물을 사

눌

큰 새 짐승

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는

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인

서 나

며

지 오히려 지

이

을 적에는 반드시

이며 그런 후에 능히 그

을 가

지 다함이 없는

의 서로

지 사

어서 달을

에 이르기

고 그런 후에 능히 이

짐승

함이 없다. 이

며, 그 고향을 지날 때에는 날아서

거리며

이를 때

제
넘겼
돌 울 짖
곳
저
므 혈

지

섬

기고 하늘을

기는 것은 인으로 연결되어 인덕으로 인해 유사

한 의의를 가진다. 이 의의에서 사회윤리와 생태윤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

禮记·哀公问

《

침

》에서는 “인자는 사물에 대하여 그르

침

에 대하여 그르

섬

이 없다. 이런

기는 것과 같은

까닭

7 229라고
것이다.”
[ ]

에서 하나의 공통된

논

자의 말을 인용해

인자가 산을

하고

새

왜

곳

얻

슬

와 이

좋

기는 것이 하늘을

는 생태윤리와 사회윤리 속

孔子家语·五性

못

이 연

》중에서 공

목

아하는지 답하였는데, 산은 초

이기 때문에 산은

였다. 산이 구름에서 나와 바람이

비

애

자는 사물

섬

리적 기초를 구성하였다.《

들이 서식하는

이 화합하고

에 인자가 부모를

하였다. 인

효

이 없고,

불

재

물을 낳는데 사심은 없다고 하

어 하늘과

루

을 이

이 번식

땅

사이에 통하게 되면, 음양

면 만물이 자라고

백

성은

먹

을 것을

는다.

(2) 인애의 덕이 예문화 속의 생태 윤리를 완성하였다.
재

동태적인 각도에서 보면 예문화에 내

된 생태적 함의는 인덕의 외부로의

확장이고 그 형성과 발전은 도덕적 자각에 의존하며, 그것 때문에 천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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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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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으

의 변화와 양육을

울

도

땅

수 있다. 하늘과

땅 더불 삼

늘과

과

어

울

의 변화와 양육을 도

위일체가 된다.”

컨

요

수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하

대, 중국 전통 예문화 속의 생태적 함의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생하였다. 우리는 세계화의

새

탄

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가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중국의 전통 예문화 속의 생태적 함의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사람과 자연과의 거리에서
보면, 그리고 생명체험의 각도에서 보면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인간이 자연

더 까

과

가

운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문화의 생태적 함의는 본질적

충

으로 전통적인 인문 도덕정신에서 우주로의 확

의 필연적 산물로 현대적

시야에도 아름답게 빛을 내서 매우 소중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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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传统礼文化中的生态意蕴
西安外国语大学 张亲霞

陕西 西安 710128

[摘 要]中国传统礼文化中人文精神与生态平衡思想交相辉映，融二为一。礼文
化有度有节，主张阴阳平衡协调，其礼之分，乐之和，暗合今日的生态和谐思想。
其生生之德与仁爱关怀既是社会伦理的基础和重要内容，也是宇宙秩序与生态伦
理的核心。礼文化中的生态伦理作为朴素的生态意识，既是人类生存发展过程中
自然生态伦理的体现，也是传统阴阳“摩”、
“荡”相辅相成辩证思维的结果，同
时也是其人文道德精神向宇宙扩充的必然产物，在现代视野下仍翼翼生辉，显得
弥足珍贵。
[关键词] 人文精神 ；生态意蕴；生态伦理；有节有度；和谐
[中图分类号]

[文献标识码]

[文章编号]

中国传统文化是一个多元综合体，在传统文化的具体形态中蕴含着现代意义
上的生态、伦理等多重含义。中国传统文化中蕴含着中国人对于生命、生存、生
物，对于天人，人与自然，人与人，人与宇宙，人的灵与肉等关系的思考，蕴含
着对生态伦理等的看法。中国传统礼文化中有浓厚的生态意蕴。传统礼文化中蕴
含了中国人对社会与人性的理解，其中也映射着中国人对宇宙万物的态度。深入
探讨传统礼文化中的生态意蕴，对于我们理解传统礼文化，对于全球化时代发扬
礼文化中的积极内涵有重要意义。

一、人天一体的生态交融境界

（一）礼文化中的天人、人我与自我身心的生态交融
传统礼文化中的生态交融观念是人与外部世界（包括人与自然、人与他人及
社会）的相互交融，而最终以人自我的身心协调为基点。传统礼文化中，宇宙是
一个整体，人类社会的管理仿照天地自然的关系模式进行。《周礼》由此建立了
一套庞大而又系统的职官体系。六官：天官、地官、春官、夏官、秋官、冬官，
预示着人间的治理模式和宇宙自然的变化一样，六官各司其职，功能各不相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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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起构成了整体、完满、和谐的有机统一体。每个部门在这个有机整体中都不可
或缺。六个部门，各有分工或司职，但也有主导。在这一思维模式中社会性的职
官分工和自然界的天地四时相比附并对应，形成自然生态与社会人文的交映，可
以说是天人一体的朴素仿生学系统。
具体礼仪中也体现这种既有秩序又是有机的思维方式。以射礼为例，作为小
六艺之一，射礼中的生态交融之境就是礼文化中的仿生现象或生态交融的一个典
型。射礼分大射、宾射、乡射等不同层级，不同形式。在射礼中，礼的行为和个
体的生命体验合二为一，换言之，人在射礼行进的过程中必然有一种个体身心与
外部世界的融合过程。
《周礼》谈到乡射礼时云：以五物询众庶：
“一曰和，二曰
容，三曰主皮，四曰和容，五曰兴舞。”对此孙诒让《周礼正义》援引各种解释，
总体归结为：行射礼之时，
“贵其容体比于礼，其节比于乐”，此时，射者“内志
正，外体直，然后持弓矢審固”[1]851。亦即标准的射礼，人的身心是统一的，射
礼中心志和身体动作、状态融为一体、合二为一。一般而言，人最初定是按照礼
仪的规定操作，并不很熟练，其与礼仪要求的内心状态处于分离的情境，但多次
的实践会使人逐步动作熟练，并能够慢慢理解礼仪的要求，并逐渐体验礼的精神。
礼仪动作和其要求在人身上的反复交叉作用，使人经常沉浸其中必定能够获得新
的生命体验。最后，人与礼不是外在的关系，人本身是作为有灵性与精神的存在
者，在礼仪活动中展示、表现和体现着生命的精神。可以说，射礼是身心交融状
态的自由绽放，在这种绽放之中，内在的生命奔放在有节律的音乐相伴下，通过
身体的动作，形成了高度的身心交融。诚如《孟子·尽心上》所云:“君子所性，
仁义礼智根于心，其生色也，睟然见于面，盎于背,施于四体,四体不言而喻。”[2] 307
（二）礼文化生态交融中的体验性与超越性
礼文化具有强烈的体验性特征，其中包含了从宗教文化蜕变而来的人文精神
中的崇高与神圣的体验。礼仪中分量最重的当属祭礼，祭祀活动从对神灵的敬仰
到对人类现实生活的祈望，均体现人们对自身限制性的自觉与对族群未来生存发
展的期待。天子祭天地，诸侯祭社稷、山川河流，百姓祭祖，无不如此。《说文
解字》示部云:“礼，履也，所以事神致福也，从示从豊。”[3]279 礼是敬神祈福，
同时礼也是践履，是生命的修习与实践。老百姓祭祖，是对自身生命根源的追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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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现实生活的感怀，既有报恩之意，也是祈望之举。人的生命在祭礼的具体实践
功夫中通过具体的仪式形象地传达并具有强烈的感染力，体现了对天地、神灵、
祖先的敬畏，内心充溢崇高的体验。
礼仪中有超越性的追求。所谓超越性指礼仪中包含的人的终极关怀的指向。
礼文化中的超越性自然来源于“礼本于天”的传统观念。人本于天地自然，是自
然之灵秀者，有超越性的追求。
《礼记·礼运》云：
“故人者，其天地之德。阴阳
之交，鬼神之会，五行之秀气也”，又云；“礼必本于天，殽于地”。这是说礼本
于自然之天地，人与自然就其本源上来说是一体、一源的。礼本于天还有一层含
义，就是人本于超越之天，如《礼运》所载孔子之言：
“夫礼，先王以承天之道”
[4]35

。所谓承天之道德礼就具有超越性意义。天仍具有神性含义。如果礼不具有

超越的意义，而只是世俗的规范，就难以理解《中庸》“虽有其位，苟无其德，
不敢作礼乐焉；虽有其德，苟无气位，亦不敢作礼乐焉”[4]177，制度可以随便制
作，那么也就没有神圣性，缺乏公众的认同。任何人为制定的规则往往会因其具
体性，时空的局限性，主体的局限性等难以具有普遍适用性的意义。礼本源于超
越意义之天，同时又与自然意义上的天有同源性。如此礼文化中的体验性就呈现
出人与自然，人与超越的普遍性的沟通融合。
（三）礼文化中的生态交融是生态多样性、包容性的统一
礼文化中的生态交融是建立在生态多样性的基础之上的。
《礼记·中庸》云：
“天地之道，可一言而尽也。其为物不贰，则其生物不测。天地之道，博也，厚
也，高也，明也，悠也，久也。今夫天，斯昭昭之多，及其无穷也，日月星辰系
焉，万物覆焉。今夫地，一撮土之多。及其广厚，载华岳而不重，振河海而不泄，
万物载焉。今夫山，一卷石之多，及其广大，草木生之，禽兽居之，宝藏兴焉，
今夫水，一勺之多，及其不测，鼋、鼍、蛟龙、鱼鳖生焉，货财殖焉”[4]182-183。
天地之道，博厚高明，乃万物得以覆与载的根据，日月星辰，江河湖海，鸟兽飞
虫，鱼鳖财货因之得以留存，哪怕是一撮土、一卷石、一勺水，都与万物存在不
可分割的内在关联。它是天地生育万物的基础。宇宙秩序与人类社会秩序是相互
映射的。礼既本于天地，也就具有从本源意义上的多样性和包容性的含义在其中。
礼文化中的生态观念具体体现在人类生存对生态系统的依赖性关系的认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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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及对人自身生存活动的约束上。
《国语·周语》认为礼就是用来表明事物的基本
规则的。《论语》载孔子曰：
“弋不射宿，钓而不纲”[5]66，《孟子·梁惠王上》曰：
“不违农时，谷不可胜食也；数罟不入洿池，鱼鳖不可胜食也；斧斤以时入山林，
材木不可胜用也；谷与鱼鳖不可胜食，材木不可胜用，是使民养生丧死无憾也；
养生丧死无憾，王道之始也。”[2]5《礼记》中更云：
“无事而不田曰不敬，田不以
礼曰暴殄天物。天子不合围，诸侯不掩群。”[4]

18

“曾子曰：‘树木以时伐焉,禽

兽以时杀焉。夫子曰：断一树,杀一兽,不以其时,非孝也。’”[4] 121 在《月令》展示
的世界关系中，人是自然的一部分，在早期的农业生活中，人民要与星、风、鸟
等共同生活作息，人民是这个自然结构中的一员。古人认为，圣人制礼义以养人
之欲,给人以求,使欲不穷于物,物不屈于欲,二者相待而长，这是礼的起源中最为基
本的。
《大戴记·保傅》甚至认为君子行路都要模仿一定节奏与音律。礼文化按自
然节令与规律行事，明确要求根据动植物的自然生长规律进行适时的砍伐和田
猎，并对每个季节的田猎行为进行了具体的规定，就是消解人事的主观随意性。
礼文化中的生态交融是一种规范性的交融。英国学者维克多·特纳(Victor
Turner)把交融关系分为自在交融和规范交融。规范性交融存在的时间要比自在的
交融时间长。在规范性交融中参与者实现了对共享经验的亲历、体验和分享。 礼
文化规范性的交融，强化了参与者的相互尊重，强化了神圣性。礼仪活动中，自
然有乐的配合，这样，不同年龄、性别，不同的音色、音域，齐声共鸣，浑然一
体的声音，排山倒海，似有万马奔腾。共同的声音体现同时也激发了在场者的参
与意识与热情，仪式中的每个人跃跃欲试，加入到这如涛似涌的行列。每个在场
者都会感受到自我的价值和创造的欢悦，参与的积极性也越来越高。礼乐的交互
作用，作为现实鸣响的音乐与主体情感意向融合在了一起；感官事实带来的审美
经验与社会伦理所需要的道德关切融合在了一起形成了“情感共同体”。诚、民
族的信仰随着审美经验的循环，融入每一个仪式参与者的心灵，最终内化为民族
精神。礼仪中，精神不再是外在的，精神得以灵动性体现，外在体现与内在的情
感你中有我，我中有你。礼仪中美德的能动性和社会性合而为一。“孔子所强调
的美德都具有“能动性”和社会性，例如“恕”（人际关系的相互性），“忠”和
“信”
（对他人的善良的信念）----都内在地涉及到一种与他人的动态关系”[6]27，
礼仪呈现了动态的，关系性中的美德与社会伦理关切的融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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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生态和谐与阴阳摩荡
礼文化中的生态思想并不是孤立的，而与根本性的阴阳思维方式有关。正
是阴阳思维方式，使传统礼文化超越了一般的礼仪活动与制度形式。
（一）阴阳摩荡，和谐共生
《周易·系辞》曰：“刚柔相摩，八卦相荡，鼓之以雷霆，润之以风雨，日
月运行，一寒一暑”[7]64 。这是对乾坤阴阳彼此交融从而生成万物的过程的哲学
叙述，所谓“摩”、
“荡”是对这种交融过程的具体描绘。按《易传》的宇宙生成
论，太极生两仪（阴阳的基本观念亦即两仪），两仪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
两两叠加生成 64 卦，总共 384 爻，其间既表现为阴阳两种基本动势的“相摩”，
八种不同自然现象的“相荡”，也表现为阴阳的消长（如复、临、泰、大壮、夬、
乾、姤、遯、否、观、剥、坤十二“消息卦”的阴阳变化趋势），从而形成宇宙
的图景。阴阳关系的不同变化生成天地万物，诚如《礼记·郊特牲》所说，阴阳
和而万物得，而所谓礼乐文化的落脚点亦在生生，能够保证生生不息的基础在于
阴阳平衡。然而，阴阳平衡并非静止，而是在相互的“摩”、
“荡”中，实现万物
和谐共生。在阴阳的思维方式中，宇宙之间，无论人与自然的关系，还是人与人
的关系，抑或人与自身的关系，都是在阴阳“相摩”、“相荡”的过程中实现的。
换言之，和谐与平衡，是“摩”、
“荡”中的和谐与平衡。礼乐之教，是贯穿阴阳
“相摩”、“相荡”的原则。礼乐是使人在动态的“摩”、“荡”中实现天人之间、
人人之间以及人的身心和谐的方式。可以说，阴阳思想内在于礼乐文化，礼乐文
化是阴阳观念的外化。在礼乐文化中阴阳两种不同性质的力量，既相互区别、对
立，又互济互补，是一切所谓平衡、和谐、稳定的观念能够得到合理的解释的现
象。因为，阴阳之间的区别、渗透乃至相互的转化的辩证特性，足以诠释礼文化
中天地人的自然和谐统一，宇宙万物生生不息与共生共存。阴阳是自然万物之本，
阴阳也是礼乐文化之根。对此，《礼记·郊特牲》指出，乐是由阳而来，礼是由
阴而作。阴阳在礼乐文化中，是其生态思想的基础，阴阳也是礼乐文化的渊源所
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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阴阳的相辅相成也体现为礼乐文化的互济互补。天地阴阳相和，使得自然充
满了灵动和生机。
《礼记·月令》云：
“孟春之月，······是月也，天气下降，地
气上腾，天地和同，草木萌动。······是月也，命乐正入学习舞。乃修祭典。命
祀山林川泽，牺牲毋用牝。禁止伐木。毋覆巢，毋杀孩虫、胎夭、飞鸟。毋麑毋
卵。”[7]67 “天气下降，地气上腾，天地和同”
，这句话表明，孟春之月，阴阳升
降，天地相互依存，相互补充互济。山林川泽，飞鸟虫草，各有其性，各有其用。
孟春之月，草木萌动，充满了生机和活力，人也开始入学习舞,与自然灵动相和。
此时，就要禁止伐木，禁止杀捕飞鸟、胎虫，以和天地之生化。人事活动有其深
刻的宇宙论根据。
阴阳在礼乐实践中的动态平衡，乃万物在阴阳平衡中的和谐共生的具体显
现。
《礼记·月令》云：
“仲夏之月，······是月也，命乐师修鼗鞞鼓，均琴瑟管
箫，执干戚戈羽，调竽笙篪簧，饬钟磬柷敔。命有司为民祈祀山川百源，大雩帝，
用盛乐。乃命百县，雩祀百辟卿士有益于民者，以祈谷实。农乃登黍。是月也，
日长至，阴阳争，死生分。君子齐戒，处必掩身，毋躁。止声色，毋或进。薄滋
味，毋致和。节嗜欲，定心气，百官静事毋刑，以定晏阴之所成。鹿角解，蝉始
鸣。半夏生，木堇荣。······是月也，毋用火南方。可以居高明，可以远眺望，
可以升山陵，可以处台榭”[7]68。仲夏之月，
“均琴瑟管箫”，也是阴阳的分界线，
人在此时应根据阴阳变化节制行为，防躁，清淡饮食，静以养心。 仲夏之月，
关键的是在自然阴阳变化中，求得一种阴阳协调平衡，保持这种状态，才能自身
协调并促进与万物共处共生，形成和谐共生。
周礼中有关阴阳关系的论述最为典型。周礼《大宗伯》“以天产做阴德，以
中礼防之；以地产作阳德，以和乐防之”[1]1399。古人或把阴德看作是男女之情，
天性生而自然，不能随性奔随，故圣人制礼防其淫佚，防其失德，使情性隐而不
露，所以称为阴德。阳德，地利以使人致富，富者或骄奢，或吝啬，因此，圣人
以乐荡涤邪秽。也有认为，地之性各异，或如齐人之性舒缓，或如楚人之性急悍。
所以以乐和众人之性，使不失正。也有解释为天产是动物，属于六牲之类；地产
是诸无，是属于九榖之类。阴德是阴气在人，阴气过虚，就要食动物，但是不能
过，所以需要以礼节制。阳气在天，人如果阳气过盛，则容易躁，因此就要吃植
物，使人静下来。需要以和乐节之。中和生物之美，首先是礼文化中，不同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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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同质的生物之间的“中和”，以防止生物之某种性状过于发达。这里的天产，
无论是和男女之情有关，还是和动物之性，和六牲有关，地产，无论是和地利相
关，还是和植物相联，天产和地产都与生物，生命相关，因此，阴德与阳德都和
生物之性、之情相联。礼乐作用的发挥是和生命生态紧密联系在一起的。阴德和
阳德思想都体现了中和之美。这种中和之美，正如孔子在《论语·八佾》评价《关
雎》：
“乐而不淫，哀而不伤”[5]27。欢乐却不放纵，悲哀却不痛苦，适度，平和，
均衡，形成生命的中和之美。礼文化体现的中和之美，是一种美的境界，是生命
的存在状态，和谐的存在状态。

（二）礼乐的功能成就生态和谐
阴阳作用的分别与礼乐功能的分别是对应的。在礼乐文化中，如果说礼的要
求是节制，那么乐的要求则是和谐，“和故百物不失，节故祭天祀帝。”

[7]168

礼的功能在节。对于礼，荀子特别突出“分”：
“故先王案为之制礼义以分之，
使有贵贱之等，长幼之差，知愚能不能之分，皆使人载其事，而各得其宜”[9]44。
荀子在这里所说的礼之分是从社会意义上说的，即礼将人类社会视为一个具有贵
贱等级的整体，个人在整体中拥有不同的“分”，从而使社会有秩序，个人有节
制。礼之分是人类社会发挥群体作用的前提，荀子认为：“故人生不能无群，群
而无分则争，争则乱，乱则离，离则弱，弱则不能胜物”，也就是说人是群居动
物，群居必须有分，如果无分就会争、乱。荀子所说的分，不仅是高低贵贱等级
之分，还具有职业之分，男女之分，老弱壮幼之分等，这种礼之分当然就有社会
人文生态的意义。荀子认为：“兼足天下之道在明分：掩地表亩，刺屮殖谷，多
粪肥田，是农夫众庶之事也。守时力民，进事长功，和齐百姓，使人不偷，是将
率之事也。高者不旱，下者不水，寒暑和节，而五谷以时孰，是天之事也。若夫
兼而覆之，兼而爱之，兼而制之，岁虽凶败水旱，使百姓无冻餧之患，则是圣君
贤相之事也”[9]113。在贵贱贤愚不等的等级社会，只有农夫和将率（管理者）在
自己岗位各尽职责，
“朝无幸位，民无幸生”，才能使旱涝寒暑时节百姓无冻饿之
患。
荀子还认为，不仅社会中人际之间有不同的分，即使天人之间也各有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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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说：“天行有常，不为尧存，不为桀亡。应之以治则吉，应之以乱则凶。强本
而节用，则天不能贫；养备而动时，则天不能病；脩道而不贰，则天不能祸。故
水旱不能使之饥，寒暑不能使之疾，祆怪不能使之凶。本荒而用侈，则天不能使
之富；养略而动罕，则天不能使之全；倍道而妄行，则天不能使之吉。故水旱未
至而饥，寒暑未薄而疾，祆怪未至而凶－－受时与治世同，而殃祸与治世异，不
可以怨天，其道然也。故明于天人之分，则可谓至人矣”[9]204。虽然，这里荀子
强调“明于天人之分”的目的，在于强调人的能动性，但从其认为“养人之欲,
给人以求,使欲不穷于物,物不屈于欲,二者相待而长”的观点来看，还是主张人与
自然应以和谐相处为基本归宿。
乐的功能在和。乐源于人情，人之喜怒哀乐之情，但是乐又是在宗庙君臣同
听，在民间父子兄弟同听的。在儒家文化中，乐的作用是让人耳目聪明，血气和
平，移风易俗。因此儒家倡导的乐是和礼密切配合的，“恭敬、礼也；调和、乐
也”[9]164，所谓“和”，即和谐。礼之分，与乐之和结合，形成良好的社会生态。
在这种社会生态中又同时蕴含着自然生态的含义在其中。荀子云：“凡奸声感人
而逆气应之，逆气成象而乱生焉；正声感人而顺气应之，顺气成象而治生焉。唱
和有应，善恶相象，故君子慎其所去就也。君子以钟鼓道志，以琴瑟乐心；动以
干戚，饰以羽旄，从以磬管。故其清明象天，其广大象地，其俯仰周旋有似于四
时。故乐行而志清，礼脩而行成，耳目聪明，血气和平，移风易俗，天下皆宁，
美善相乐。”[8]252 乐之和，是通过天地间气的感应，个体的气血调节，通过对生
命状态的调节实现的。也正是在对生命状态的调节中，自然的与社会的要求融二
为一，形成一个礼乐文化营造的和谐状态。
（三）大礼与天地同节，大乐与天地同和
礼文化中的有节有度，其实质是个体身心的安排和欲望的节制。荀子云：
“性
者、天之就也；情者、性之质也；欲者、情之应也。以所欲为可得而求之，情之
所必不免也。以为可而道之，知所必出也。故虽为守门，欲不可去，性之具也。
虽为天子，欲不可尽。欲虽不可尽，可以近尽也。欲虽不可去，求可节也。所欲
虽不可尽，求者犹近尽；欲虽不可去，所求不得，虑者欲节求也。道者、进则近
尽，退则节求，天下莫之若也。”[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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礼之节度不仅仅是在社会意义上，更有很强的生态意蕴，并落实在个体身心
上。从身心的安排与欲望的控制而言，则是有关慎独、诚意、正心、修身等工夫。
其所谓礼之节度的社会意义是，节度对于约束人的本能行为，形成良好社会秩序
等有重要意义。如《孔子家语》在探讨刑罚之源的时候所强调的不遵守礼之度，
任欲望横流就要用刑罚来惩罚。礼之节度的生态意蕴主要是从个体生命健康的角
度，从身心健康，从长寿的角度而言的。它表现为身心的安排与欲望的控制，乃
包括慎独、诚意、正心、修身等一系列工夫。温柔举重，忧愁之感不加于心也，
暴厉之动，不在于体，方能长寿。妨害人长寿的主要是寝处不时，饮食不节，是
劳累过度，嗜欲无厌。
此外，礼文化中的节度，其生态意蕴也有资源的节俭的含义。礼文化注重饮
食有量，衣服有节，宫室有度，畜聚有数，车器有限，本身就是资源的节约。礼
文化中的有节有度中蕴含的生态意蕴，其基础是建立在主体的自我管理上的产
物。古人把自我情绪、情感管理放在至高重要的地位，认为情绪情感管理是万物
各守其序的基本条件。
《礼记·中庸》云：
“喜怒哀乐之未发，谓之中；发而皆中
节，谓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达道也。致中和，天地位
焉，万物育焉。”喜怒哀乐是人之情，但是人是社会人，就要遵守社会秩序，不
能任喜怒哀乐之情随处随时发泄，对喜怒哀乐之情的控制一定意义上是人类文明
与野蛮的分界岭。这里所说的“发而皆中节”很重要，喜怒哀乐之情在抒发的时
候，要“中节”。中和是天下万物存在的基本之道，是万物变化发展的根本遵循。
有度有节，从而形成中和之美 “致中和，天地位焉，万物育焉”，“中和”是天
地万物各得其位，各得其生，各得其长。“中和”带来了秩序，营造了万物生长
发育的环境。
总之，天地合于阴阳，天有其一定不移的秩序，人际之间也有一定的规矩，
个体身心生存与天地之间，必定因此而应遵循天地之节律与身心之节奏，而总归
于宇宙万物的和谐。礼是天地节律和节奏的体现，乐则是天地之和谐。“大礼与
天地同节，大乐与天地同和。”[7]168 “节”与“和”均是天地节律的要求，无论
社会还是个人，还是社会与自然之间，都分别体现天地运行的法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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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以仁德为核心的生态伦理

（一）仁德是传统礼乐文明及其生态伦理的实质
虽然礼乐是形式化的规范性的形态出现的，其内容包括人与宇宙、人与人，
乃至个人自身内部的身心关系的规范，但其精神实质则是传统的人文精神。所谓
人文精神，是指人“对自己的行为有了真正的责任心”，
“对自己的生活有了某程
度的自觉性”[8]30，概言之，所谓人文精神的核心就是道德，在儒家亦即是仁德。
关于礼乐与仁德的关系，孔子曾有过专门的论述。《孔子·阳货》篇指出，离开
了仁也就无所谓礼，离开了仁，乐也就没有了意义。礼不只是玉帛钟鼓之类的形
式。仁和礼，一为内容，一为形式，仁是内容，礼是形式。仁是礼的内核，礼是
仁的外在体现。《礼记·曲礼上》：“道德仁义，非礼不成。”

[7]1

离开了礼，道德

仁义就没有了载体。
仁德是礼文化中生态伦理的核心价值观，其在生态伦理意义上首先是生物基
于同类相属，爱其类，由此推扩至宇宙万物，使生物界呈现出蓬勃生机与活力。
《礼记·三年问》云：“凡生天地之间者。有血气之属。必有知。有知之属。莫
不知爱其类。今是大鸟兽。则失丧其群匹。越月踰时焉，则必反巡。过其故乡，
翔回焉，鸣号焉，蹢躅焉，踟蹰焉，然后乃能去之。小者至于燕雀，犹有啁焦之
顷焉，然后乃能去之。故有血气之属者。莫知于人。故人于其亲也。至死不穷”
[7]278

。天地间有智识之生命，从鸟兽的恋群，燕雀对故乡的依恋，无不体现出爱，

但仁爱是有层级的。儒家的仁民与爱物是相通相联不可分割的，孟子亦云：“亲
亲而仁民，仁民而爱物”[2] 322。
事亲和事天，因仁而连接，因仁德而具有了类似的意义。在这个意义上，社
会伦理和生态伦理连接在了一起。
《礼记·哀公问》云：
“仁人不过乎物。孝子不
过乎物，是故仁人之事亲也如事天”[7]229。仁爱在生态伦理和社会伦理中成为构
成二者的一个共同逻辑基础。《孔子家语·五性》中引用孔子的话回答为什么仁
者乐山，因为山是草木繁殖，鸟类栖息之地，因而山是生财用而无私。山出云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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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于天地之间，阴阳和合，雨露之泽，万物以成，百姓以飨。
（二）仁爱之德成就了礼文化中生态伦理
从动态的角度看，礼文化中生态意蕴的是仁德向外的拓展，其形成和发展依
赖于道德的自觉，因为它，天下才会公正无私，坦坦荡荡。在儒家观念中，仁德
是超越性的天本有的品德，人的道德只是天地品德的体现。
《礼记·郊特牲》云：
“夫昏礼。万世之始也。取于异姓。所以附远厚别也。币必诚。辞无不腆。告之
以直信。信。事人也。信。妇德也。壹与之齐。终身不改。故夫死不嫁。男子亲
迎。男先于女。刚柔之义也。天先乎地。君先乎臣。其义一也。执挚以相见。敬
章别也。男女有别。然后父子亲。父子亲。然后义生。义生。然后礼作。礼作，
然后万物安。无别无义，禽兽之道也。婿亲御授绥。亲之也。亲之也者。亲之也。
敬而亲之”[7]115-116。古人把自然界中天地之道和人类社会中的夫妇之道类比，也
就是说，从逻辑上看，自然生态伦理和社会伦理比，自然生态伦理具有先在性。
礼文化中的生态伦理是自然生态伦理的映射和体现。
礼文化中的生态意蕴为仁德的显现，同时也是植根于宇宙真实存在的真际。
《礼记·中庸》云：“诚者，天之道”

[7]187

，朱子注云：诚者，真实无妄。此所

谓诚乃仁德的价值生成的主体，也是价值发展的过程。“诚者，物之终始。不诚
无物。”

[7]187

作为主体活动，诚展开为内外双向运动的统一。“诚者，非自成己

而已也，所以成物也。成己，仁也。成物，知也，性之德也，和外内之道也。”
此价值主体不仅能够“尽己之性”，还能够“尽人之性”，乃至可以“尽物之性”，
最终“可以赞天地之化育。可以赞天地之化育。则可以与天地参矣。”
总而言之，中国传统礼文化中生态意蕴诞生于传统的农业社会。我们处于全
球化的新时代，处于信息高度发达的工业化社会。中国传统礼文化中的生态意蕴
在我们今天看来仍然有现实意义，因为从人与自然的距离，从生命体验的角度来
说，在传统农业社会中人离自然似乎更近。因之，礼文化的生态意蕴本质上是传
统人文道德精神向宇宙扩充的必然产物，在现代视野下仍翼翼生辉，显得弥足珍
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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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己復禮의 현대적 의의
白春雨(中國 石油大學)
【요약문】
대학생의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 민간의 ‘국학붐’과 종교의 부흥, 이
세 가지 사회현상에는 현대적 영향을 받은 중국국민의 정신의 현 상태가 나
타난다. 세계화, 현대화, 민족화의 세기적 흐름에 따라 생명은 외재적으로 추
구하고 정신은 내재적으로 초월하려는 중국인의 모순은 현대 역사의 양 갈
래가 되었다. 상술한 세 가지 사회현상 속에 반영되어 있고 현대성 속에 관
철되어 있는 것-지식과 지혜의 모순, 현대교육과 전통의 모순, 종교의 신성
성과 세속화의 모순을 ‘극기복례’의 仁學 전통으로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단지 儒學이론으로는 현대적 곤경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유학을 중국 현대적 실천으로 옮기고, 마르크스 주의는 현대화에 대
해 원칙이 있는 고도의 비판을 가해야 한다. 논문은 감정, 질서, 미덕 세 가
지 방면을 형성하고 인학과 마르크스 주의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을 시도하
여 한편으로 ‘극기복례’로 역사적 출구를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 주
의로 진정으로 중국적 정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극기복례’의 인학과 마르크
스 주의 이념은 공통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바로 仁, 즉 측은지심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감정을 어떻게 사회질서
속에서 실행하는지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문명유형의 가능성
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새로운 문명유형은 자본주의문명을 전제로
하는 현시대를 지양하여 근본적으로 현대적인 범위 내로만 국한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다’을 제창하면 ‘인류운
명공동체’는 새로운 문명유형 즉 인류평등의 가치이념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생겨나고 진정으로 실현된다. ‘극기복례’는 보편적인 활용성을 갖추고 있어
사회제도의 건강한 운용의 근본적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면
모의 기본적 상태가 된다.
【키워드】현대성, 극기복례, 신문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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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왕래 속에서,
화목하고 질서 있는 환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
제로 어떤 면에서 보아도 ‘극기복례’는 필수불가결한 대답이다. ‘극기복례’는
인간교제의 기본적인 원칙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모순과 국제관계를 조절하
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극기복례’는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생명적 양상으
로 이러한 양상은 자아 생명의 완전함과 자기만족을 구현한다.
1. 세 가지 사회현상의 양상
사람들은 자연히 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論語》의 한 구절인 ‘극기
복례’를 새로 다시 인식하고 주시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다. 이 문제 자체가
바로 본문의 문제의식을 구성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먼저 세 가지
사회현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사회현상은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로 표현된다. 2008년 4월 5
일 베이징 대학 錢理群 교수는 《대학교육에 대한 세 가지 나의 우려-베이
징대학 개교 110주년 및 〈베이징 대학을 심방하다〉 취재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 처음으로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1)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2017년 7월 베이징 대학 林建華 교장은 베이징 대학 졸업식에서, “어떤 사람
들은 대학에서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를 길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떠한 언어로도 반박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의 행
동에 기대어 신임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가 하나의 현상으로써 현대 대학생들의 세 가지 상태를 반
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식에 강하고 가치에 약하며,
권리에 강하고 의무에 약하며, 개체에 강하고 전체에 약한 현상이다. 베이징
대학 錢理群 교수의 전언에서 대학생은 사회모순의 집중적 구현자이고 사회
발전과 문명진보의 급진적 선봉자이며 시대를 세속주의 속으로 이끌어내는
개척자임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현상은 ‘국학붐’의 흥기로 표현된다. 21세기에 들어선 이래로
전통문화의 보급이 나날이 발전하여 유학이 내재된 전통문화에 대한 민중의
열정은 지속적으로 강해졌다. 국제유학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각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개한 서당 학문 낭송 활동과 대학생의 사서
낭송 활동은 천만 명 정도의 청소년과 아동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1)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의 내포된 뜻은 “지능지수가 높고, 세속적이고, 어른스러우며, 연기에
능하고 협동할 줄 알고 체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능하다. 이런 사람이 일단 권
력을 장악하면 탐관오리보다 더 해롭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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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명의 배후에는 최소한 이천만 명의 학부모와 선생님이 있다. 이런 활동
들은 주로 민간의 역량으로 발기된다. 국학붐2)의 부흥은 중국사회의 시장경
제가 시행된 이래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중국이 궐기하여 불러온 민족
문화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교육과 인간 사이의 소원해
짐과 현대적 교육이념 속의 실용주의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거대한 공허함
을 반영하기도 한다.
세 번째 사회현상은 ‘종교부흥’으로 표현된다. 중국학자 童世骏가 《현대중
국인의 정신생활 조사연구》에서 전국적 범위 내 조사를 통하여 얻은 불완
전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종교 신앙 인구는 약 3억이라고 한다. 왜
대중소비시대에 ‘종교부흥’ 현상이 나타나는가? 필자는 2018년 여름휴가 때
중국 북방의 불교 성지인 서응사(瑞应寺)에 3번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절은
요녕성 부신현 불사진(辽宁省阜新县佛寺镇)에 위치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중국 북방의 작은 포탈라궁이라고 전해진다. 사찰생활과 서민의 일상생활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법외의식의 주된 내용은 구제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종교의 상품화 서비스는 눈을 떼지 못하게 하여 신성한 물건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그에 상응하여 인성 속의 노예근성은 소비 기호 앞에서 반짝
반짝 빛이 난다. 한편으로는 대중소비시대 사람들의 신성성에 대한 동경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화를 억지로 신성성에 맞춰 끼워 맞춘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2. 세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반성
상술한 세 가지 사회현상에는 중국국민의 정신의 현 상태가 나타난다. 세
계화, 현대화, 민족화의 세기적 흐름에 따라 생명은 표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신은 내재적으로 초월하려는 중국인의 모순은 현대 역사의 양 갈래가 되
었고 사람들의 생활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만약 현대역사의 좌표 속
에 전통의 위도를 더한다면 사람들로 영혼을 다시 되찾게 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과 육체의 거래에서 등가교환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염가로 영혼을 양도
할 리는 없다. 이어서 상술한 세 가지 현상이 띠고 있는 모순을 분석하여 현
대성이 사람들의 생활에 가져다 준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겠다.
첫째, 지식과 지혜의 괴리는 현대인의 생활 분열의 근원이다. ‘정교하고 치
밀한 이기주의자’는 지나치게 지식과 물질, 지식과 이익의 관계를 강조하고
2) 陈来. 《공자의 현대중국》，삼련서점，2008년판，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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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의 선천적인 유대를 제거해 버렸다. 지혜를 떠난 지식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대학생의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라는 생명적 징후를 야기
하여 꿈이 없고 생활 투지가 없이 구차하게 살아가는 즉, “배부른 돼지가 될
지언정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대학생의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의 틀을 없애 버리고 지혜로운 생활
로 돌아와 “배고픈 사람이 될지언정, 배부른 돼지는 되지 않고”, “배고픈 소
크라테스가 될지언정, 배부른 바보는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3)
도대체 이 현상과 ‘극기복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论语·宪问》에서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라고 하였다. 잘라 말해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다
스리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대학교육지식과 지혜간의 모순과 불합리로 가
득하다. 만약 孟子의 ‘四端’에서 주시해보자면 비록 인이 “사단”의 으뜸이지
만 智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다. 禮는 본래 智 속에 있어서
지혜로 인해 시비의 마음이 미약해져 측은하고 부끄럽고 사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감을 야기한다. 이는 朱子가 陈器之에게 대답하여 한 말과 같다. “인
은 사단을 포괄하는데, 지는 사단의 말단에 위치한다. 대개 겨울이 갈무리하
는 계절인 것과 같다. 이는 만물의 시작이자 마치는 곳이다. 지에는 갈무리
한다는 뜻이 있고, 시작으로 말미암아 마침의 뜻도 있다. 측은, 수오, 공경
이 세 가지 것은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지에는 해야 할 일이 없다. 다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뿐이기 때문에 ‘갈무리 한다’고 이른 것이
다.” 理學은 맹자의 시비지심을 수치심과 사양지심으로 진일보하여 천명하였
다.
孔子의 ‘인’에서 맹자의 ‘사단’까지, 나아가 ‘朱子注四端’에 이르기까지 거시
적으로 측은, 수치, 사양, 시비 즉 ‘사단’은 心은 즉 智이라고 개략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이들은 지혜를 지식으로 단순화하여, 생활 내용의 기계화
와 절차화, 부호화와 무심화를 초래하였다. 개인생명을 단지 먹고 입는 것만
추구하고 걱정 없고 즐거운 체험만 하는 간단한 존재로 운행시키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는 바로 이러한 생명적 존재에 대한 관찰이다.
그것의 사회관계와 사회실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직, 취업, 돈벌이를 개
인이 분투하는 목표로 삼게 하고 대학교육을 직업화시키고 대학캠퍼스를 상
품화시키는 것이다. 지식은 교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생계를 도
모하는 수단인 것이다.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가 양심적 생활로 돌아오게 된다면, 陽明心學
3)

[영]스튜어트 뮐러.《공리주의》，큐슈출판사，2007년판，25쪽.
- 60 -

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무엇인가? 양명심학은 心物의 모순이 현재 학생들
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심물’이란 양명심학에서의 단어이다.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뜻이 움직이는 것이 물질이니, 심물이 원만하면 혼
연일체가 된다.”라고 하였다.) 심물의 모순은 학생들의 이념이 지나치게 물질
에 집착되어 지식의 욕망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에서 나타난다.
“한 푼의 이자도 남아 있으면 인생을 열심히 구하고 노력하여 취하려고 하
나 영원히 만족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추구는 지나치게 성공, 명리, 지위,
재산에 뜻을 두는데, 이것들은 모두 뜻이 움직이는 것이다. 뜻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여하튼 “正心、诚意、格物、致知”는 마음이 바르기만
하면 뜻은 바로 행해져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지식에서 지혜로의 계몽은
일종의 필연이 되어 양명심학은 ‘정교하고 치밀한 이기주의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현대교육과 전통의 괴리이다. 민간유학 흥기의 의의, 혹은 21세기 유
학이 일종의 정신문화로써 중국에서 새로운 발전적 의의를 가지는가? 현대
적인 교육이념의 세례를 거치면서 전통예속문화는 이미 충격을 받아 이미
다해버려 안신입명의 근본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에서만 나타나고 ‘원자식 개
인’이 중국의 문화생명을 빼앗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필요성에서만 나타난
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현대교육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교육은 현대적 교육체제 시스템의 구성부분으로 현대교육은 현대성
이념을 목표로 한다. 현대성은 사람의 기본이념에 관해 사람은 욕망 혹은 이
익의 동물이라고 강조한다. 사람은 이성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자신의 욕망
을 만족시키며 자아 개체가 절대적인 원칙이다. 그리하여 현대성이 보는 인
간의 본질은 사회, 자연과는 서로 대립적이며 세상의 만물은 나의 객체이고
나와 서로 대립하는 존재이다.
만약 전통교육이 내재적인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면 현대교육은 외재적인
것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부단히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자신을 확대시킨
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유용성을 사용하여 현대적 세계의 본질을
“유용성은 바로 진리성이고 진리성이야말로 자신의 확신성이다.”이라고 명시
하였다.4) 유용성은 현대교육을 포함하여 현대인의 생활 모든 것을 규제하였
다. 교육은 산업으로 변하여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인재전략은 더욱 학
생들에게 지식, 기능 등 수단적인 요구를 강조하고, 학교는 더더욱 라이선스
를 생산해내는 발행기관이 되어 공업계와의 연합체를 건립하여 학교는 공업
생산의 효율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학교발전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도
4) [독일] 헤겔. 贺麟、王玖兴역.《정신현상학》하권，상무출판사，1979년판，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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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수양과 인격배양은 형식적으로 대강 해치워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
‘내재적 초월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중국전통문화는 ‘외재적 초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문화와 비교해보면, “안으로는 성인의 재덕을 갖추고 밖
으로는 왕도를 시행하는” 중국전통문화는 더욱 인간의 자각성과 자주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문화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문명의
본질을 중시한다. 시장, 과학, 민주, 법제적인 현대적 요소는 중국인을 재단
하는 치수가 되었고,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반성한다. 현대문명을 반성하여 중국인이 가장 크게 취사선택한 것은 바로
개인주의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들은 현대문명의 성
과를 누리면서 권리의 주체를 자처한다. 전통적 예문화는 사회와 사람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이런 가정과 국가가 동일하게 구성한 예의질서는 사람과
사회는 외재적인 이질감이 없는 선천적인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
한다.
셋째, 종교적 세속화와 신성성의 괴리이다. 종교부흥과 중국인의 현실생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부분의 내용을 논증하려면 마르크스의 《헤겔법
철학 비판》 머리말의 관점 “종교비판은 다른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라는
말을 빌려야 한다.5) 종교부흥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
을 둔 현대적인 비판 전개에 대응해야 한다. 현대성이 가져온 사람의 현실성
은 바로 실제적 필요성 즉 이기주의이며, 금전이 세상의 세력이 되었기 때문
에, “모든 생명, 물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위의 식물 모두 재산이 되었지
만, 생명도 자유를 얻어야 한다.”6) 사람은 여하튼 자본논리 속에서 해방되어
숭고함을 추구해야 한다. 종교는 단지 현대적인 전개일 뿐 종교가 사람을 그
의 신체에서 탈출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상 세 가지 현상의 분석을 통해서 중국인의 정신이 현대적 사상
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개인주의가 더 많
은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져 세속주의가 민간에서 흥기하고 있음에서 표현
된다. 중국은 현대성의 취사선택 속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극기복례’는
어떻게 전통에서 걸어 나와 적극적으로 중국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3. ‘극기복례’의 현대적 양상
현대와 세속 사이의 맹목적인 추종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로 뒤따르고 있
5) 중공중앙편역국.《마르크스엥겔스문집》제1권，인민출판사，2009년판，3쪽.
6) 중공중앙편역국.《마르크스엥겔스문집》제1권，인민출판사，2009년판，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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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세속화와 공존하는 신성화, 전통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속화 의
미와 또 다른 다원문화가 아니고 세속화를 보충하는 부당함이다. 현대성이
과도한 시장화와 관료화 관리가 만든 물질화 세상은 천연 장벽처럼 사람의
의미 세계 생성을 차단한다. 사람들은 전통을 탐구하고 종교를 탐구하지만
최후에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물질의 세계로 빠져버린
다. 그러면 어떻게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실현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야지만 비로소 ‘극기복례’를 어느 정도 실행가능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중국
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중국의 특색적 사회주의는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실현하였다. 마르크스 주의는 현대화에 대해 원칙이 있는 고도의 비판을 가
하고 있고 정감, 질서, 미덕 세 가지 방면을 통해 중국인의 정신적 함축적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 주의 이론의 감정적 지향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점은 《논어》의 ‘仁者愛人’과 맹자의 ‘사단’ 중의 측은지심과 같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기원하며 바로 마르크스의 중등학교
졸업논문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시 고려할 점》에서 말한 바와 같다. “만
약 우리가 가장 인류를 위해 복리를 꾀하고 노동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
다면, 우리는 어떠한 무거운 부담에도 압도될 리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
류전체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이다. 그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약간의 이기심
과 연민이 있는 기쁨이 아니며 우리의 행복은 수백만 사람들의 것이 될 것
이다. 우리의 사업은 결코 한때 명성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우리의 유골을 마주하면 고상한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흩뿌릴 것
이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무산계급 해방사업을 위해 뛰는 심장으로, 《공
산당선언》, 《자본론》을 써냈는데, 무산계급 존재의 역사적 의의와 인류역
사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자본주의가 역사의 종결과 최후형태가 아님을 설명
하였다. 비록 현대성이 서술한 자본논리는 매우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지만
금융자본이 가져온 지구전체의 경제, 정치와 문화적 위기는 허구적 자본을
조종하는 인류의 허영심을 충분히 논증하였다. 허영은 욕망의 사회적 표현형
식으로 내재된 선을 벗어났거나 내면적 행위를 멀리 떠난 것이다. 불쌍히 여
기는 마음으로 현대적인 허영을 싸워 이기는 것이 마르크스 주의 이론이 지
향하는 바이며 유가문화의 이치가 존재하는 바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마르
크스 주의와 유학은 상통한다.
둘째, 질서에 있어서 인류는 현대 자본주의 문명을 초월한 새로운 문명의
유형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지
도교수 吴晓明 선생님의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 그의 논문 《마르크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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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화와 신문명유형의 가능성》(철학연구 2019.7)에서는 “현대성은 특정
단계에서의 절대권리이다. 현대성이 주도하는 절대권리는 소위 세계역사를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역사의 기초적 프레임 속에서 특정한 지배-종
속관계를 건립하였다.”라고 말했다(다소 간략화 함).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관계의 간략화를 지구와 인류의 유럽화라고 하였다. 현대성의 공리 하에 중
국은 두 번의 아편전쟁과 한 번의 항일전쟁을 겪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
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을 치르고 있다. 그 속에 포함된 실천논리
는 일목요연하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은 서양이 주도한 현대성 과정이 아니고 마르크스 주
의로 지도한 것이며, “중국의 현대화 과정은 마르크스 주의와 본질적인 관계
를 형성한다.” 마르크스 주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실천 중에 생겨난
중국화된 마르크스 주의이다.
그 역사적 의의는 새로운 역사적 방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새로운 문명의
유형은 현대-자본주의 문명을 지양한다는 전제하에 있고, 이러한 새로운 문
명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현대성의 범위에 국한될 수 없다. 그리고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다’를 제창하고, ‘인류운명공동체’는 새로운 문명
의 유형에서만 긍정적인 생성과 진정한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미덕방면에서 사상의 도제식 상태를 겪었던 지식인이 중국역사를 선
도하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 ‘실체와 응용 문제’는 1840년 아편전쟁 이래로
양무운동, 오사문화운동을 거쳐 건국, 개혁개방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150
여년에 걸친 ‘한학을 실체로 하고 서학을 응용으로 하는가’ 아니면 ‘서학을
실체로 하고 한학을 응용으로 하는가’는 중국지식인이 중국과 서양 사이에서
헷갈리게 하고 근심 없이 생활하는 본질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사상 異化이며, 사상 이화의 실천적 면에서의 직접적인 결
과가 바로 개인주의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져 그들은 현대 문명
의 성과를 누리면서 아울러 권리의 주체로 자처하며 중산계급신분으로서 헌
법의 동의를 얻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국가체제에 엄청난 파괴
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은 도덕혁명을 진행했는데 바로 사회
주의 핵심가치관의 반포 및 발행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바로 부강, 민
주, 문명, 화합, 애국, 직업정신, 성실과 신용, 우호, 자유, 평등과 공정, 법제
이다. 이는 국가, 사회와 개인 세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중국 국민의 국
가, 사회 및 자아수신의 삼중 기준을 지적할 것을 제시하였고, 중국인이 본
래 가지고 있는 역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인의 본질
은 서양문화 ‘원자식’ 개인이라는 의미의 권리적 자아와는 다르며 가정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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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미 주체이다.
4. ‘극기복례’의 보편적 적용성
예는 한 사회 제도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근본적인 기초이다. 인에 살면
예에 맞다. 공자는 정치를 논함은 禮樂제도를 건립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소위 제도란 결코 현대의 독립적으로 분리된 순수한 정치법률 제도가 아니
라, 종교 정신, 도덕 정신, 예술 정신과 정치법률 정신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악제도이다.” 이런 예악제도는 비록 사람을 개과천선하게 하는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량은 완전히 외적인 것에서 오는 강직한
성격의 역량이 아니며, 인류본성에 기초하여 세워져 인성으로 하여금 순응하
여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유연한 성격의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은 사람이
강력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자발적으로 예법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있게 하고, 결코 자신이 수동적으로 외재적 제도의 조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며, 적극적으로 예를 따르고 제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덕적 본성을 완성하게 한다.7)
공자는 “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화합을 이루되, 예로써 절제하
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에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예악제도는 인성에 부
합하면서 사람에게 부여된 완전한 의미의 질서 구조이며 감정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인 것도 포함한다.
예는 민족정신 풍격의 기본상태이다. 공자는 한 국가에 들어가 그 민족의
정신 상태를 알게 되면 예악·문화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공자
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됨이 온유하
고 돈후한 것은 《詩經》의 가르침이다. 소통하고 먼 것을 아는 것은 《書
經》의 가르침이다. 광박하고 간이하며 양순한 것은 《樂經》의 가르침이다.
심성이 맑고 의리가 정미한 것은 《易經》의 가르침이다. 공손하고 검소하고
장엄하고 공경함은 《禮記》의 가르침이다. 말을 분석하고 사물을 비교해서
선악의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春秋》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였다.” 예의
교육을 통해 우리는 공손함과 검소함, 장엄함과 존경의 미덕을 기를 수 있
고, 악의 교육을 통해 사람은 관대함과 박식함, 온화함과 선량함의 미덕을
기를 수 있다. 이는 바로 예악 문화가 한 민족의 성격 형성에 대체할 수 없
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자는 예를 모르면 바로 설 수 없다고
엄하게 훈계한다. 한 민족이 세계 민족의 숲에 우뚝 설 수 있으려면 반드시
7) 白春雨.《유가의 誠信之德과 그 현대적 의의》，내몽고교육출판사，2007년판，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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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복례’를 자기 민족 생명의 일부로 내재화해야 한다.
유학은 일종의 전승으로서 단순히 지식적인 이론 전수가 아니라 실천이다.
유학적 실천은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경축식에서 인증을 받았다. ‘극기복례’
의 내재된 생명적 완전함은 민족별, 국가정세별, 역사적 조건별에 근거하여
다른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극기복례’의 외재적 질서의 준칙
은 각 민족과 국가가 협상과 상호 이익을 통해 평화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공유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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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己复礼”的当代意义
白春雨

[摘要]大学生“精致利己主义者”、民间“国学热”与宗教复兴，从这三种社会现象表象
出中国国民受现代性影响的精神现状。伴随着全球化、现代化、民族化的世纪大潮，中国人生
命向外求取与精神内在性超越的矛盾成为当代历史的两歧。“克己复礼”的仁学传统如何平衡
从上述三种社会现象中反映出的并贯穿于现代性中的——知识与智慧的矛盾、现代教育与传统
的矛盾、宗教的神圣性与世俗化的矛盾。然而仅仅从儒学理论难以解决现代性的困境，必须付
诸儒学的当代中国实践，马克思主义作为对现代性有原则高度的批判，论文尝试着建构情感、
秩序、美德三个方面，实现“仁学”与马克思主义的会通，一方面为“克己复礼”寻求历史通
孔，另一方面为马克思主义真正具有中国情怀。“克己复礼”之仁学与马克思主义理念有共同
的悲悯心，悲悯心即仁，即恻隐之心；悲悯心之情感如何落实于社会秩序，中国特色社会主义
作为一种新的文明类型的可能性。新的文明类型扬弃现代—资本主义文明为前提，这种新文明
类型根本不可能局限于现代性的范围之内，而是倡导“大道之行，天下为公”，
“人类命运共同
体”是在新的文明类型即人类平等的价值理念下的积极生成和真正实现。“克己复礼”具有普
遍适用性，不仅是一个社会制度健康运作的根本基础，也是一个民族精神风貌的基本状态。
关键词：现代性；克己复礼；新文明类型

在人与人、民族与民族、国家与国家之间的相互交往中，如何建构一个和谐有序的环境？
这是一个引人深思的问题，不管从哪方面进行回答，
“克己复礼”都是不可缺少的。
“克己复礼”
不仅是人际交往的基本原则，也是调节民族矛盾、国际关系的基本条件。“克己复礼”是一个
由内而外的生命呈现，这一呈现体现着自我生命的完善与自足。
一、三种社会现象的呈现
人们自然会问，为什么在现时代我们要重新认识、审视《论语》中的词条“克己复礼”？
这一问题本身就构成了本文的问题意识，要回答这一问题，先从三种社会现象谈起：
第一种社会现象表现为“精致利己主义者”。2008 年 4 月 5 日，北京大学钱理群教授在《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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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大学教育的三个忧虑—就北大 110 周年校庆及<寻找北大>答采访者问》首次提出“精致利己
主义者”①。2017 年 7 月，北京大学林建华校长在北大学生毕业典礼上说，“有人说大学正在
培养精致利己主义者，这一点我不认同，但任何语言的反驳都苍白无力，赢得信任要靠你们的
行动。”由此，我们知道，“精致利己主义者”作为一种现象，反映出当代大学生的三种状态：
强知识弱价值、强权利弱义务、强个体弱集体的现状。从北京大学林建华校长的寄语表达中，
反映出大学生是社会矛盾的集中体现者，也是社会发展与文明进步的急先锋，是引领时代从世
俗主义中走出来的开拓者。
第二种社会现象表现为民间“国学热”的兴起。跨入 21 世纪以来，传统文化普及日益发
展，民众对包括儒学在内的传统文化的热情持续增长。据国际儒联的一份报告，全国各地幼儿
园、中小学开展的以诵读蒙学与大学生“四书”为主要内容的普及活动，估计有一千万少年儿
童参加，在这一千万人背后，至少还有两千万家长和老师。这些活动主要是民间的力量发起。
国学热的复兴反映了中国社会市场经济推行以来中国经济快速发展，以及中国崛起唤来的民

②

族文化自信，另一方面也反映出现代教育与人的疏离，现代性教育理念中的实用主义给人的精
神带来的巨大空虚。
第三种社会现象表现为“宗教复兴”。根据中国学者童世骏《当代中国人精神生活调查研
究》在全国范围内调查，得出的不完全统计数据，中国有宗教信仰的人口约三亿。为什么在大
众消费时代出现“宗教复兴”现象？笔者于 2018 年暑假曾三次造访中国北方佛教圣地瑞应寺，
它坐落于辽宁省阜新县佛寺镇，民间多传其为中国北方小布达拉宫。寺庙生活与百姓日常生活
联系密切，法会仪式主要是超度、祈福。宗教的商品化服务琳琅满目，神性的东西越来越稀薄，
相应的人性中的奴性在消费符号中熠熠生辉。它一方面反映大众消费时代人们对神圣性的向往，
另一方面说明世俗化对神圣性的解构。
二、对三种社会现象的反思
如上三种社会现象可表象出中国国民的精神现状，伴随着全球化、现代化、民族化的世纪
大潮，中国人生命向外求取与精神内在性超越的矛盾的成为历史的两歧，客观的影响着人们的
生活。如果在现代历史坐标中加上传统的纬度，会让人们拾回心灵，不会在灵魂与肉体的交易

精致利己主义者的含义就是“高智商、世俗、老道、善于表演，懂得配合，更善于利用体制达到自己的目
的，这种人一旦掌握权力，比贪官污吏的危害更大”
。
①

②

陈来. 《孔子与当代中国》
，三联书店，2008 年版，第 30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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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遵循“等价交换”前提下，廉价让渡灵魂。下面就上文“三个现象”中呈现的矛盾做一分析，
帮助我们深入了解现代性给人们生活带来的影响。
第一、知识与智慧的悖理，是现代人生活分裂的根源。“精致利己主义者”就是过分强调
知识与物、知识与利益的关系，而卸下知识与智慧的先天纽带。知识驶离智慧的结果，就必然
导致大学生“精致利己主义者”生命体征，成为一群没有理想、没有生活斗志、只是苟且于世
的现状，
“宁愿做一只满足的猪，也不去做苏格拉底”。如何卸下大学生“精致利己主义者”头
箍，回到智慧生活，而“宁可做一个不满足的人，也不做一头满足的猪；宁愿成为不满足的苏
格拉底，也不愿成为一个满足的白痴”①。
究其这一现象与“克己复礼”的关系？《论语.宪问》
“古之学者为己，今之学者为人”道
破古人修身之学，而今大学教育知识与智慧之间的矛盾与悖理，如果以孟子“四端”审视可窥
出，仁虽为“四端”之首，而智则能成始，能成终。礼本在智之中，因为智慧，是非之心微弱，
必导致恻隐、羞怯、辞让之心隐退。正如朱子答陈器之所云：
“仁包四端，而智居四端之末者，
盖冬者藏也，所以始万物而终万物者也，智有藏之义焉，由始终之义焉，则恻隐、羞怯、恭敬，
是三者皆有可为之事，而智则无事可为，但分别其为是为非尔，是以谓之藏也。”理学进一步
阐明孟子是非之心智外化于羞怯、辞让之心中。
由孔子讲“仁”到孟子“四端”再到“朱子注四端”可宏观到恻隐、羞怯、辞让、是非“四
端”可概为“心”即智。但是现代年轻人把“智慧简化为知识”，导致生活内容的机械化、程
序化、符号化和无心化，个人生命的运转只求衣食无忧快乐体验的简单存在，“精致利己主义
者”就是对这样生命存在的“观察”。它对社会关系和社会实践产生的影响是把求职、就业、
赚钱当做个人奋斗目标，大学教育职业化，大学校园商品化。知识不是产生教养，而是工具，
个人谋生的手段。
“精致利己主义者”回到良心的生活，阳明心学给予我们问题的答案是什么呢？阳明会认
为：心物矛盾是当下学生之顽疾所在。
（“心物”所谶是阳明心学所语：身之主宰便是心，意之
所动便是物，心物圆融，浑然一体。）心物矛盾表征为学生意念过于执着于物，具体表现知识
的欲望状态：“一息尚存，苦求人生，努力进取。永不满足”的物的求取，过分注意成功、名
利、地位、财富等，这些都为意之动，意之所动便是物，如何“正心、诚意、格物、致知”，

①

[英]斯图亚特·穆勒.《功利主义》
，九州出版社，2007 年版，第 25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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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要心有所正，意便有所为。因此知识向智慧的开启，嫣然成为一种必然，阳明心学为医治“精
致利己主义者”提供药方。
第二、现代教育与传统的悖离。民间儒学兴起的意义，或者说，21 世纪儒学作为一种精
神文化在中国新发展的意义？经历了现代性教育理念的洗礼，传统礼俗文化已被冲击殆尽，出
于寻求安身立命之本的需要，出于抵御“原子式个人”对中国文化生命褫夺的需要。要明白这
个问题，我们首先明白现代教育的本质。
现代教育是现代性体制系统的一个组成部分，因此现代教育是以现代性理念为目标的。现
代性关于人的基本理念，强调人是欲望或利益的动物，人使用理性尽可能满足自己的欲望，个
体自我是绝对的原则。因此现代性视阈人的本质是与社会和自然相对立的，世界上的万事万物
是我的对象，是与我相对立的存在。
如果说传统教育是向内的“为己之学”，现代教育就是向外的，受教育者不断扩展知识扩
张自己。黑格尔在《精神现象学》中用“有用性”揭示现代性世界的本质，“有用性就是真理
性，而真理性同样也就是自身确定性。”①有用性控制了现代人生活的一切方面，包括现代教育。
教育变成一种产业，满足市场需求的人才战略更强调学生知识、技能等手段要求，学校更多是
“生产许可证”的发放单位，建立与工业界的联合体，学校把满足工业生产的效率需求看做是
学校发展的目的。道德修养、人格培养是虚应故事。
以“内在超越性”为主要特征的中国传统文化，与以“外在超越”为特征的西方文化比较
起来，中国传统文化“内圣外王”更强调人的自觉性、自主性。而西方文化多重视科学的、理
性的、个人主义的文明本质。市场、科学、民主、法制的现代性要素成为剪裁中国人的尺码，
人们对现代文明由迎接、接纳、适应到反思。反思现代文明对中国人最大的剪裁，就是个人主
义被更多的年轻人接受，他们享受着现代文明的成果，并以“权利”主体自居。传统的礼文化
强调社会与人的整体性，这种家国同构的礼仪秩序强调人与社会不是外在的违和，是一种先天
的同构。
第三， 宗教的世俗化与神圣性的悖离。宗教复兴与中国人现实的生活之间的关系如何？
论证这部分内容需要借助马克思在《黑格尔法哲学批判》导言的观点，“宗教批判是其它一切
批判的前提”②面对宗教复兴的现实，我们应对建立这种现实基础上的现代性展开批判。现代

①
②

[德] 黑格尔.贺麟、王玖兴译.《精神现象学》下卷，商务出版社，1979 年版，第 113 页。
中共中央编译局.《马克思恩格斯文集》第 1 卷，人民出版社，2009 年版，第 3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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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带来的人的现实性，就是实际需要、利己主义，因为金钱成了世界的势力，“一切生灵，水
里的鱼，天空的鸟，地上的植物，都成了财产；但是，生灵也应该获得自由。”①人如何从资本
逻辑中解放出来，寻求人的崇高。宗教只是现代性的展开，它无法将人从其身体中脱出。
那么，通过对以上三个现象的分析，感受到中国人的精神受到现代性思想影响严重。它表
现为个人主义被更多的年轻人接纳，世俗主义在民间兴起。中国在面对现代性剪裁中何去何从？
“克己复礼”如何走出传统，积极去应对中国现实？
三、“克己复礼”的现代呈现
现代与世俗之间的亦步亦趋，如影相随。当前与世俗化并存的神圣化、传统化，不是后现
代的一种不同于世俗化意义上的多元文化。而是弥补世俗化的不当。现代性过渡的市场化和科
层化管理造成的物化世界，像天然屏障阻断了人的意义世界生成。人们寻求传统、寻求宗教，
但最后都于事无补，人依旧沉沦于物的世界。那么如何实现传统与现代的结合？只有解决这样
的问题，才能使“克己复礼”有所落实。现在我们回到中国道路上来，中国特色社会主义实现
了传统与现代的结合。马克思主义作为对现代性的有原则高度的批判，它通过情感、秩序、美
德三个方面，规定了中国人的精神内涵。
第一、马克思主义理论的情感指向是悲悯心。这一点与《论语》中的“仁者爱人”、孟子
“四端”中的恻隐之心相同。悲悯心源自于对人类的爱，正如马克思中学毕业论文《青年在选
择职业时的考虑》“如果我们选择了最能为人类谋福利而劳动的职业，那么，我们就不会被任
何重负所压倒，因为这是为全人类所做的牺牲。那时，我们感到的将不是一点点自私而可怜的
欢乐，我们的幸福将属于千百万人。我们的事业并不显赫一时，但将永远存在，而面对我们的
骨灰，高尚的人们将洒下热泪”。正是这样一颗为无产阶级解放事业跳动的心脏，书写了《共
产党宣言》、《资本论》，说明无产阶级存在的历史意义，为人类历史发展指明方向，资本主义
不是历史的终结和最后形态。虽然现代性述说的资本逻辑“坚不可摧”，但金融资本带来的全
球经济、政治和文化危机，充分论证了操纵虚拟资本的是人类的虚荣心，虚荣是欲望的社会表
现形式，是脱离内在善的或者说是远离内心的行为。用悲悯心战胜现代性的虚荣，是马克思主
义理论所指，也是儒家文化的义理所在。在这一点上马克思主义与儒学是相通的。
第二、在秩序方面，尝试探讨人类开启一种超越现代资本主义文明的一种新文明类型的可

中共中央编译局.《马克思恩格斯文集》第 1 卷，人民出版社，2009 年版，第 52 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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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性。在此，我想把我的导师吴晓明先生的成果分享一下，在其论文《马克思主义中国化与新
文明类型的可能性》，
（哲学研究 2019.7）指出（有所简化）
“现代性在特定阶段的‘绝对权利’。
这样一种由现代性来主导的绝对权利不仅开辟出所谓的‘世界历史’，而且在世界历史的基础
架构中建立起特定的支配—从属关系。”海德格尔将这种关系简化为“地球和人类的欧洲化”。
在现代性这种公理之下，中国遭受两次鸦片战争、一次抗日战争、还有直到今天“特朗普对中
国的贸易战”，其中所包含的实践逻辑让人一目了然。
中国的现代化进程不是西方主导的现代性进程，而是以马克思主义为指导的，
“中国现代
化进程与马克思主义建立起本质的联系”不仅是马克思主义，尤其是在中国实践中生成的中国
化的马克思主义。
其历史意义在于确立一种“新的历史方位”。新的文明类型扬弃现代—资本主义文明为前
提，这种新文明类型根本不可能局限于现代性的范围之内。而是倡导“大道之行，天下为公”，
“人类命运共同体”只有在新的文明类型中才可能得到积极的生成和真正的实现。
第三、在美德方面，经历了思想“学徒状态”的知识分子，在引导着中国历史前行的道路。
“体用问题”自 1840“鸦片战争”以来经历“洋务运动”
“五四文化运动”到建国、改革开放，
直至今日经历了 150 余年的“中学为体、西学为用”还是“西学为体、中学为用”让中国知识
分子迷离于中西之间，找不到安身立命之本，其最直接的影响就是思想异化，其在实践中的直
接后果就是个人主义被更多的年轻人接受，他们享受着现代文明的成果，并以“权利”主体自
居，以中产阶级身份试图得到宪法认同。这一企图对国家体制有着巨大的破坏性。基于此中国
进行了一场道德革命，就是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颁布发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富强、民
主、文明、和谐、爱国、敬业、诚信、友善、自由、平等公正、法制，24 个字，从国家、社
会和个人三个维度对公民提出了要指出中国公民的国家、社会与自我修身的三重标准，明确了
中国人本有的历史担当和社会责任，中国人的特质不同于西方文化“原子式”个人意义上的权
利自我，而是具有家国、社会担当的权利—义务主体。
四、“克己复礼”的普遍适用性
礼是一个社会制度健康运作的根本基础。居于仁而合于礼，孔子论政在于建立礼乐制度，
“所谓制度，并非现代独立分隔的纯粹的政治法律制度，而是涵摄糅合着宗教精神、道德精神、
艺术精神和政治法律精神的综合的礼乐制度。这种礼乐制度虽具有一种使人迁善的强大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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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这种力量不是一种完全由外在打入的刚性的力量，而是一种基于人类本性建立起来的使人性
能调适上遂的柔性的力量；这种力量能使人在不感到强力压迫的情况下自发地遵守礼制的规定，
并自觉到自己不是在被动地服从外在制度条例，而是在积极地通过循礼守制实现自己的生命价
值，完善自己的道德本性。”①孔子曰：
“知和而和，不以礼节之，亦不可行也。”礼乐制度是合
乎人性的、赋予人的完整意义的秩序建构，不仅包括情感、还包括宗教的、艺术的、道德的。
礼是一个民族精神风貌的基本状态。孔子认为进入一个国家了解其民族精神状态可以礼乐
文化上得到，“孔子曰:入其国其教可知也。其为人也温柔敦厚，《诗》教也；疏通知远，《书》
教也；广博易良，
《乐》教也；絜静精微，
《易》教也；恭俭庄敬，
《礼》教也；属辞比事，
《春
秋》教也。”通过礼的教育能够让我们养成谦恭、俭静、庄严、尊敬之美德，而乐的教育则让
人养成宽广、鸿博、平易、善良的美德，正因为礼乐文化对于一个民族的性格养成具有无可替
代的作用，因而孔子告诫我们：不知礼，无以立。一个民族要想屹立于世界民族之林，必然会
将“克己复礼”内化为自己民族生命的一部分。
儒学作为一种传承，它不简单是知识性的理论传输，更是一种实践。儒学实践在中华人民
共和国 70 周年庆典中得到印证。
“克己复礼”之内在生命的完善依据不同的民族、不同的国情、
不同的历史条件而有着不同的表现方式，同样，
“克己复礼”之外在秩序的准则能够让各民族、
国家通过协商、互利、互惠、共享共建一个和平与发展的国际环境。

白春雨.《儒家诚信之德及其现代意义》
，内蒙古教育出版社，2007 年版，第 41 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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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己复礼”的当代意义
人们自然会问，为什么在现时代我们要重新认识、审视《论语》中的词条“克己复礼”？这
一问题本身就构成了本文的问题意识，要回答这一问题，我们可以从理论和实践两个方面来
进行论述。
首先，从理论方面，“礼”是个人立身处事的道德要求，孔子认为：礼是仁之方，忠、恕、
孝、悌、恭、敬、礼、知、信等就是“仁之方”，礼是对个人成德的一个条件。礼是约束人的，
为被动的规范，所谓“非礼勿视，非礼勿听，非礼勿言，非礼勿动”。很明显，作为仁之方的
礼，表达古代中国人之精神生命的基本方向，“家国同构”的精神内核，一个人天然的“政治人”
的文化源头。（不是“苏格拉底式”的个人，成为后来西方“原子核式个人”的精神源头）。
礼是一个社会制度健康运作的根本基础。居于仁而合于礼，孔子论政在于建立礼乐制
度，“所谓制度，并非现代独立分隔的纯粹的政治法律制度，而是涵摄糅合着宗教精神、道德
精神、艺术精神和政治法律精神的综合的礼乐制度。这种礼乐制度虽具有一种使人迁善的强
大力量，但这种力量不是一种完全由外在打入的刚性的力量，而是一种基于人类本性建立起
来的使人性能调适上遂的柔性的力量；这种力量能使人在不感到强力压迫的情况下自发地遵
守礼制的规定，并自觉到自己不是在被动地服从外在制度条例，而是在积极地通过循礼守制
实现自己的生命价值，完善自己的道德本性。”孔子曰：“知和而和，不以礼节之，亦不可行
也。”礼乐制度是合乎人性的、赋予人的完整意义的秩序建构，不仅包括情感、还包括宗教的、
艺术的、道德的。
由上而知，礼作为合乎个人和社会的先天存在，构建了中国人的精神气质，即个人与社
会天然不可脱节的整体性，它作为传统的道德资源为新的中华民族的人性崛起加注了活力。
其次，从实践方面，礼文化与现代文明的关系。现代文明是科学的、理性的、个人
主义的。自 1978 年中国实行改革开放，或者更准确一点说自 1992 年全面推行市场经济以来，
市场、科学、民主、法制的现代性要素成为剪裁中国人的尺码，人们对现代文明由迎接、接
纳、适应到反思。反思现代文明对中国人最大的剪裁，就是个人主义被更多的年轻人接受，
他们享受着现代文明的成果，并以“权利”主体自居，以中产阶级身份试图得到宪法认同。这
一企图对国家体制有着巨大的破坏性。传统的礼文化强调社会与人的整体性，这种家国同构
的礼仪秩序强调人与社会不是外在的违和，是一种先天的同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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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周禮)의 문화적 의미와 현대가치
징홍옌景红艳(보계문리학원 역사 및 문화관광학원)

*핵심단어 : 주례, 문화적 의미, 현대 가치
학술계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는 불교문화, 기독교
문화, 이슬람문화, 예의문화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몇 개 문화들 중에서도 불교문화는
기원전 6세기에

탄생한 후 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전된 일종의 종교문화이며, 기독교문화

는 기원1세기에 탄생하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전한 일종의 종교문화이고, 이슬람교는 기
원 7세기에 탄생하고 서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발전 된 일종의 종교문화입
니다. 예악 문화는 대체로 중국 서주 왕조 초기에, 즉 주공이 ‘예’를 만들고 ‘악’을 연주하였을
때 성숙하고 체계적인 예악 문화가 중국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악 문화의 영향은 중
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의 일본, 한반도, 중남아시아반도의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일
부 국가들의 백성들도 예악 문화의 교육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의 4가지 문화 유형 중에서 예악문화는 제일 먼저 탄생되었으며 그 영향 범위는 매우 크
며 영향의 정도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므로 예악문화는 세계 범위 내에서 중요한 위치와 영향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악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예’와 ‘악’이며, 진나라의 분서갱유
이후 ‘악경’(樂經)은 사라졌으며, 수 천년 이래 학자들은 주로 ‘예’ 연구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
해 왔기에 예는 오늘날 중국의 예악 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핵심 정신이며, '주례'는 예
문화 정신의 유래와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예악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으면
먼저 '주례'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례'란 무엇인가? '주례'는 어떤 문화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요?

Ⅰ. ‘주례’1)는 무엇인가요?
1. ‘예’란 무엇인가요?
(1) ‘예’는 중국의 마음이다 (중요성 측면에서 말하여)
1983년 7월, 유명한 국학대학자인 치엔무錢穆 선생은 미국학자 제리 데너라인(Jerry
Dennerline) 교수에게 중국 문화의 특성과 동서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는 중
국 전통 문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높은 차원에
서 중국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핵심 사상은 ‘예’입니다. 데너라인 교수는 치엔무의
주장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으며 ‘중국 문화 수업’을 이수한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2) ‘예’의 오래됨과 젊음 (역사적 측면에서 말하여)
‘예’는 원래 중국 고유의 독특한 문화적 형태였으며 오래되었지만 젊습니다. ‘예’가 오래되
1) 여기서 주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례>는 書名을 의미하고, ‘주례’는 ‘주나라의 禮’ 혹은 ‘중국
고대의 禮’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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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夏)나라 부터 체계적으로 ‘예’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주(周)나라는 상(商)나라가 만든 것을 계승하고, ‘상’나라는 ‘하’나라가
만든 것을 계승했습니다. 우리는 주나라가 예악의 시대에 속해 있고 휘황찬란한 예악문화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주나라의 예악문화는 상나라의 예악문화를 어느 정도
계승하였으며, 상나라는 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라의 예악문화를 계승하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사실 중국의 선사시대에 이미 ‘예’ 문화의 단서와 요소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문화는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문화는 매우 젊어서 오
늘날 문명사회에서도 여전히 ‘예’문화는 우리 사회와 생활 중에 존재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습니다.
(3) ‘예’는 시대성을 가진다 (변통성의 측면에서 말하여)
위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문화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
습니다.
<주례>는 선진(先秦)시대 고전 중에서 중국의 ‘예’문화를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예’가 무엇
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고전을 살펴보면 ‘예’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
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예’의 내포적 의미
여기서 우리는 ‘예’와 관련한 주요 고전의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자.
<좌전> : “예는 국가를 관리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의 존귀와 비천을 순서 있게 만들
고 자손후대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즉 예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땅에서 실행하는
도리이다.”
<논어> : “하늘의 도를 계승 받은 선왕(先王)이 예써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예를 잃어버린
자는 죽을 것이고 예를 갖춘 자는 살 것이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시경> : “쥐를 봐도 몸이 있는데 사람이 되어 예의가 없단 말인가?” 사람으로서 예의를 모
른다고 하면 왜 빨리 죽지 않는가?”
<곡례> : “앵무새는 사람 말을 배워 말할 수 있으나 언제나 새일 뿐이고, 오랑우탄은 사람
말을 배워 말할 수 있으나 언제나 짐승일 뿐이다. 지금 사람으로서 ‘예’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
면 비록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수의 마음과 같지 않겠는가?”
<예기> : “학문이 있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사람이 많을 때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단히 혼란해지게 된다.” “선왕은 ‘예’를
세우자 근본이 있게 되었다. 충효는 예의 근본이고 의리는 예의의 형식이다. 근본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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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 없고 형식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예’는 국가의 기강입니까? 천지의 운행하는 길입니까?

사람이 몸을

세우고 명(命)을 편안히 하는 근본입니까? 문명과 야만인을 구별하는 구분점입니까? 예의(禮
儀)와 법도(法度)입니까, 아니면 기타 무엇입니까? 마치 모두인 것 같기도 하고 모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인 것 같다’는 말은 ‘예’에 대한 개개의 해석이 도리가 있음을 의미합니
다. ‘모두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은 ‘예’에 대한 모든 개개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진시대의 문헌들에 의하면, ‘예’가 도대체 무엇인지 간결한 해석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유명한 예학가 치엔무 선생은 <삼례(三禮)사전ㆍ자서(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진시대의 고전에서 언급하는 ‘예’의 내용은 “천자의 나라 건립체제, 영토분할, 정법(政法)
과 문교(文敎), 예악과 병형(兵刑), 부역(賦役)과 재용(財用), 관혼상제, 복식(服食)과 선식(膳
食), 궁실(宮室)과 차마(車馬), 농상(農商)과 의복(醫卜), 천문(天文)과 율력(律曆), 공예제작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 오늘날의 ‘문화’개념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삼례(三禮)의 학문은 실제로는 상고(上古)시대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치엔무는 또 말하기를 “예의 범위가 넓어 오늘날의 ‘문화’라는 단어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 넓으면 넓었지 좁은 것이 아니기에 예학은 실제상에서 상고시대 고대문화사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적어도 300개에 달하는 주장이 있고 그중
어느 한 주장으로 통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의하여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하려면 마치 ‘문화’ 1개의 단어를 정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

포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풍부하기에 모두 포함해서 정의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입
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주례'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예’를 탐구하는 것
이 아닙니다.

3. '주례'란 무엇인가요?
중국의 ‘예’문화는 적어도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탐구하는 ‘예’는 모
호한 의미에서의 ‘예’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문화 역사단계와 연대를 구분하지 않고, 특
징 내포의 일종의 고대 문화 형태를 가리키고 즉 주왕조 시대의 ‘예’문화를 말합니다. 선사시
대에서 시작하고 하왕조 시대에서 형성하고 상왕조 시대에서 발전하여 집대성, 정형화되어 주
왕조 시대에서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였기에 ‘예’문화 공헌을 주왕조 시대에 가장 공로가 크다
고 말하며 제목을 붙여 '주례'라 합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 주류 문화의 모체문화이기도
하고 또한 중국전통 문화의 핵심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례'의 주요내용과 정신은 최초로 <주례>, <의례>, <예기>의 3부 전적에서 체계적으로 기
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례’ 문화의 정신과 내포는 주로 이 3부 전적에서 유래하기에
‘주례’ 문화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 3부 전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례>, <의례>, <예
기>는 학술계에서 총칭하여 ‘삼례’(三禮)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례>는 고대 정치제도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계획과 묘사를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의 다
양한 ‘예악’ 제도를 상세히 기재하고 논술했으며, 그 내용은 넓고 심오하고 모든 것을 포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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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동시에 후세왕조가 국가정치 제도를 설치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주례>를 참고의 근거
와 제도의 원본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주왕조시대의 사회는 국가를 다스
리는 과정에서 천지와 사시 운행의 자연법칙의 천도개념과 음양개념을 체현하였습니다.
<의례>는 인생예의에 관한 교과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와 각종 중대한
사회행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예의는 실제로 원시사회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그때 당시에는 일
종의 풍습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 상, 주왕조, 특히 주왕조 시대의 사회에서 상층귀족들
이 보유한 다양한 사회적 예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이 의식을 실수 없이 주
요행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 이 의식을 담당하는 관원은 이러한 ‘예의’(禮儀)
의 세부사항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훈련의 이론적 근거와 행동강령으로
삼았으며 또한 전문 실무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매뉴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작업지도서 매뉴얼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중용>에는 “예의 300가
지, 위의 3천 가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왕조 시대사회는 이미 벌써 귀족계급의
일상행동에 지도역할을 하는 예의규범이 출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예
의’에 기록된 귀족계층의 이런 사회적 예의는 당연히 하ㆍ상ㆍ주 3개 왕조시대의 사회귀족계
층의 일상 예의의 축적과 발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문화적 요소가 전부 주
왕조 시대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왕조와 상왕조의 예문화를 전수하고 계승받았으며, 주왕조에
와서야 고정된 격식과 패러다임이 형성 되었으며, 주왕조 사회가 이러한 예의의 최종 고정관
념을 체계화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계에서 대다수 학자들은 <의례>에서
기록된 것이 주왕조 시대의 주요한 예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기>는 이론상 ‘주례’의 뜻을 명백히 논술하였으며, 즉 <주례>와 <의례>에 기록된 다양한
국가제도와 행동강령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위의 언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례>의 문화 정신이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례>에 기록된 것은 주왕조 시대 통치자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 방면의 예문화입
니다. 둘째로 <예기>에 기록된 것은 각 귀족계층 사회생활 예의규범의 사회기능을 체계적인
행동강령으로 삼은 예문화입니다. 셋째로 <예기>는 <주례>가 기록한 국가제도 측면의 예문화
와 <예기>에 기록된 각급 귀족사회 생활예의 규범의 사회기능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앞
의 2개는 형이하의 범주에 속하고 후자는 형이상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례> 문화의 주요 의미는 주왕조 통치자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제도와 조치를
가리키고, 각 급 귀족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고, 동시에 이러한 정치 제도와 행동 규범의
정신적인 의미와 시대적인 합리성을 밝히는 체계적인 이론 시스템입니다.

Ⅱ. ‘주례’의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
‘주례’의 문화 출처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정신적 의미는 지극히 풍부하고 해박하며, 국
가 통치의 정치 생활, 통치 질서의 규범 및 각급 귀족의 행동 규범, 사람들의 도덕가치 지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례’는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한 제도이다
(1) <주례>에서 언급하는 국가 관리의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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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에서 진술한 국가제도와 통치 사상의 내용은 <주례>라는 책에 주로 반영되어 있는
데, <주례>는 처음에는 <주관>(周官)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 중에 주요내용이 주
왕조 시대의 관료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계했으며 더 나아가서 각급 관료체계의 정치직책
과 상호관계에도 설명과 해석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례>에서 국가의 직관(職官)은 크
게 6대 체계로 나뉘는데, 즉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
(冬官)입니다. 그 중에서 동관지능(冬官智能)의 <동관편>은 이미 사라지고 <고공기>에 보완되
었습니다. 6관(六官)을 6경(六卿)이라 합니다. 6관은 정치에서 직접 왕의 제압과 지배를 받으
며, 6관 자체가 관료 체계에서 각각의 부서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6관 또한 등급의 고저와 존
비의 선후가 있습니다. 6관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천관, 다음으로는 춘관, 그 다음으로는 하관,
그 다음으로는 추관, 그 다음으로는 동관입니다.
저자의 안배에 따르면, 각각의 경(卿)은 60개의 관직을 통솔하며, 6경은 전국 총360개의 관
직을 통솔합니다. 이 360직관은 각자 모두 매우 명확한 책임과 업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책임을 지며, 중대한 사건에 직면할 때 상호 합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진 그 구조가 매우 엄밀한 관료 운영 유기체입니다.
각 직관은 마치 방대한 기계 위의 나사못과 같고 자기의 작용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국가는 이런 규칙과 규범을 통해 순조로운 운행과 효과적인 관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왜 6관을 설치하고 각급의 관원은 또한 수가 360일까요? ‘6’은 즉 천, 지, 춘, 하, 추,
동, ‘6합’(六合)을 상징하고 있으며 즉 우주입니다. 360은 우주의 도수(度數)를 상징합니다. 6
관 계통의 운행은 실제로 국가 정치 생활의 운행과 관리이며, 이러한 설정은 인간의 정치 생
활 운영의 메커니즘이 천지와 자연의 법칙과 법률을 모방하였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말할 때 ‘주례’는 국가의 정치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규
칙과 규범입니다.
(2) <주례>가 현대 정치에 주는 시사점
첫 번째로, 국가 통치는 강력한 제도 의식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례> 중에 국가를 통
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제도는 극히 정밀하고 정교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마치 작
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 왕조 시대의 통치자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과

정에서 이미 방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하나의 유효하고 정밀한 제도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즉 규칙과 규범에 의존하여 국가를 이상적인 상태까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례>의 법칙과 규범의 인식은 오늘날 사회를 통치하는데 있어서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늘
날 사회에서 국가를 통치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학교를 운영하든 모두 일정한
법규와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질서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끼리 협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반드시 법칙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법칙과 규
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큰 것으로는 국가의 법률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작은 것으로는 우리
등의 행동규칙과 직업규범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례>에 침투되어 있는 일부 선진적인 사상과 개념은 오늘날에도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주례>에서 설계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련의 시스템은 지극히 정밀하고 정교하여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례>의 그런 구체적
인 제도와 규범을 오늘날의 사회에 적용하려는 경우 필연적으로 어떤 ‘종교근본주의’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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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계승 상에서 ‘각주구검’(刻舟求劍)과 같은 격입니다. 이런
경향성에 대해 우리는 경계를 잘 해야 합니다.
<주례>의 진정한 가치는 원래 내부에 설계한 구체적이고 미묘한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설계한 뒤에 잘 안 보이는 사상 정신과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역사를 초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상과 정신은 오늘날의
사회를 통치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면, <주례>의 내용은 넓고 심오하며 생태 윤리 사상(환경 보호 사상), 동물 보호, 덕
치 사상, 사회 구제 사상, 법치 사상, 염정(廉政) 사상, 혜민(惠民) 사상, 혼인 사상, 민속 사
상, 교육 사상, 교통과 예의 사상, 형법 사상, 내부 제어 사상, 비상시 구재 사상, 토지 소유권
사상, 사회 치안 사상, 5행 사상, 외교사상, 품질 관리, 상업 관리, 공평 사상, 박애 사상, 도
시건설 사상 등등 그야말로 웅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째로,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평, 법치, 애국, 경업(敬業),

성실, 친절” 등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주례>의 치국사상과 이념 중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핵심 가치관의 제기, 즉 중국사회 역사문화 정신의 전수와
계승 및 발양은 역사상 성공한 관리경험의 총결과 계승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논증할 수 있
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주례>의 연구는 현실 사회와 정치에 대해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
다고 해서 <주례>의 그런 구체적인 제도와 규범을 그대로 오늘날의 사회에 그대로 베끼려고
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종류의 ‘근본주의’ 위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경계해야 합니다.

2. ‘주례’는 인생의 교과서이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도와 규범 작용이 있다
한 사람인 그가 태어난 후, 그는 생물적인 개인이고 또한 사회적인 개체이고 다시 말하면
그는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에 적응해
야 합니다. 사회에 더 잘 융합되고 잘 어울리게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사회 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엿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
려면 반드시 일반적인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하고 사회 질서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며 사회 질
서와 규범의 바깥에서 놀아서는 안되며, 인간이 되는 핵심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1) ‘주례’가 관례(冠禮)를 지도함
‘관례’는 고대의 성인식으로서 주 왕조 시대 각종 예의의 시작과 기초이고, 관례의 거행은
한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좋은 시작은
성공의 절반입니다. 그러므로 관례는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이며, 한 사람이 앞으로 좋은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남자는 만20세가 될 때 반드시 관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의례ㆍ사관례(士冠禮)
에서는 주 왕조 시대 성년남자의 관례를 거행하는 의식을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예기ㆍ관
의(冠義)에서는 성인 남자의 관례를 거행하는 사회적 의의를 서술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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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성인의 예의 격식을 요구해야 한다. 이른바 성인의 예의 격식을 그에게 요구해야 한
다. 바꾸어 말하면 떳떳한 아들이 되게 하고 떳떳한 남동생이 되게 하고, 떳떳한 신하가 되게
하고 떳떳한 자격을 갖춘 후배가 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4개 방면의 덕행을 갖추게 하려
면 관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례를 개최하는 것은 가정에서 책임감이 없던 ‘어린이’를 정식으로 사회에 들여 성인으로
서 성인의 도덕개념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효도, 공경, 충실함, 순종의 덕을 실행하게 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게 하여 떳떳한 아들, 떳떳한 아우, 떳떳한 신하, 떳떳한
후배 등 자신의 각종 역할을 잘 수행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자강(自强) 및 자립(自立)을 이룬
성인이 되게 합니다. 관례를 행한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
적 권리를 갖게 하는데, 예를 들면 결혼할 권리, 제사 지낼 권리, 입사(入仕)할 권리 등을 가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고 순조롭게 사회의 문에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에는 성인(成人)의 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을 교육하고 이러한 의식을 개
최하는 것을 통해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언행과 거동에서 진정한 사람으
로 처신하도록 합니다.
(2) ‘주례’가 혼례(婚禮)를 지도함
혼인은 인생의 중대한 사항이고 혼인의 질량(質量)은 부부 쌍방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의 조화, 아름다움과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질량은 가정의 안정적 여부에 관련이 있고, 가정의 안정 여부는 또한 사회의 안정 여부와 관
련이 있습니다. ‘주례’에서는 어떻게 좋은 혼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
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중하게 대하는 고대 중국인들의 정신과 가치관을 반영하였습
니다.
첫째로, 혼례(婚禮)에는 합법적인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례ㆍ혼례>에서는 합법적인 혼례
에 합법적인 순서가 있다 하였는데, 이른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
기(請期), 친영(親迎)이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이 있고 중매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
로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한 배우자를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시대의
발전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는 배우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혼
인자유의 전제 조건하에서 고대인들의 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
만 결혼 과정과 순서를 중시하는 점은 고금이 일치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사기 결혼, 증
빙 서류가 없는 혼인, 불법 동거 등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혼인은 모두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 어렵고, 혼인 생활 또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혼례는 여성을 충분히 존경한다는 의식을 반영하였습니다. 혼례 중 성가신 예절은
실제 모두 여성을 존경한다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예기ㆍ혼의>에서는 “혼례가 두 성씨의 좋
은 것을 결합하는 것이고, 위로는 종묘 제사와 관계가 있고 아래로는 대를 잇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군자는 혼례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그러기에 혼례의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이 5개의 절차 중에서 매번 남자 측의 사자(使者)가 올 때 여자 측의 가장은 사묘(祀廟)
에 깔개를 배치하고 문밖에서 사자를 정중하게 맞이한다. 사자가 사묘의 문을 들어오면 주인
은 예를 다하여 사양하면서 묘당에 올라가게 한다. 묘당에서 사자로부터 신랑 측 가장의 의견
을 듣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혼례의 대한 존경과 신중, 그리고 정중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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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하였다. 여성에 대한 중시는 종묘에 대한 중시이자 후사(後嗣)에 대한 중시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혼례는 결혼에 대한 고대인들의 세밀하고 신중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세포이고 혼인은 사업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는 지극히 세밀하고 신중하였습니다. 경솔히 해서 자신의 감정과 심혈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
습니다. 그러기에 <예기ㆍ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혼례는 예의 본체이다. 매
우 정중한 혼례를 거쳤기에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혼례의 기본원칙이다.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확정했기에 부인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부부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 바
로 남녀가 유별하기에 부인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인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관계가 있기에 부자가 서로 사이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자가 서로 사이좋은
관계가 있기에 군신들이 모두 제각기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혼례는 각종 예의 근
본이 된다.”
(3) ‘주례’가 장례(葬禮)를 지도함
1) “예(禮)에는 상례(喪禮)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겪게 되는데 이것 또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친한 사
람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죽음은 인생사에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주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의례>의 <사상례(士喪禮)>, <기석례(旣夕禮)>, <사우례(士虞禮)>, <상복(喪服)>편에서 사랑
하는 사람들이 사망한 후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추모하며, 어떻게 매
장하고, 어떻게 위령할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년상 기간 동안 직계 친속
들의 5등급 상복의 옷차림과 제사 지내는 가운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상
세하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기ㆍ상대기(喪大記)>와 <주례>에서도 상례에 관한 내용이
대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타 각종 예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고대사회의 그 어떤 예도 의식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강구된 적이 없습니다. 시간상 3년간 지속되고 재물 또한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그
러므로 <예기>에서 “예(禮)에는 상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상례를 통한 ‘효’의식
‘효’는 중국문화의 우수한 산물이고 핵심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적극적 작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고대의 상례에는 효도문화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상례는 예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아왔고 동시에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를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효도 관념
은 상례의 구체적인 의식 중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례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예기>에서 분명하게 말하였
듯이, 이것은 그 목적이 “사랑을 마음껏 표시하는 길”, 바로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슬퍼하
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는 것이 곧바로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
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을 때의 효경(孝敬) 방법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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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는 3년간 지속됩니다. 그 어떤 예의도 상례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 상례를 ‘3년의 상’이라 말합니다. 공자는 제자의 물음에 답하면서, 아이가 3년이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므로 3년 상을 치르는 것은 부모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였습니
다. 공자는 고대 사람들의 일종의 소박한 효도문화를 반영하였는데, 즉 부모가 전에 자기한테
준 사랑을 같은 분량으로 보답하기 위해 3년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분량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자식이 부모한테 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효도의 존재를 전수하고 계승해야만 노년에 부양해줄 사람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연장자를
잘 부양하고 효경(孝敬)하면서 기타 자기와 혈연관계가 없는 노인들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
다. 오늘날의 전통 민속과 문화 중에 특별히 넓은 시골지역에서 상례의 내용을 계승 받은 것
이 제일 오래 가고 충실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례’ 중에 효도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효’는 장기적으로 중국백성들을 교화하여 먼저 부모를 존경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
와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상 관례, 혼례, 상례의 설명을 통해 ‘주례’가는 인생 중대 사건의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커다란 절조를 배양하는 이론문화의 근거가 됩니다.

3. ‘주례’에는 도덕 교화 작용이 있다
‘주례’가 창도한 핵심 정신은 “인ㆍ의ㆍ예ㆍ지ㆍ신” 외에도

중국 전통 문화의 문화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기타 일련의 아름다운 도덕과 정신을 창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고대 사
람들에게 적응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하나
의 소질과 수양을 형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주례’는 사람이 되려면 경(敬), 녕(寧)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제창했다
이른바 ‘경’은 표면과 행위입니다. 그리고 ‘녕’은 내심과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표준
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람됨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곡례>에서는 말하기를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며, 단정하고 신중하기를 무언가 깊이 생각하
는 것 같이 하며, 안정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리라.”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즉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시시각각 ‘경’자가 있어야 합
니다. 외모는 단정하고 사려깊은 표정을 지어야 하며, 말할 때는 태도가 차분해야 하며, 하는
말마다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 사람들이 평안해 질 수 있습니다. 오
만한 생각이 나오지 않고, 욕망이 방만하게 베풀어지지 않고, 진취성이 있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무절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선악(善惡), 적산(積散), 추공(推功)을 이해해야 한다
고 제창했다
<곡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압(親狎)하나 공경하며, 두려워하나
사랑하며, 사랑하나 그의 악한 것을 알고, 미워하나 그의 선한 것을 알며, 재물을 축적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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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흩어 쓸 줄 알며, 편안한 곳을 편안하게 여기지만 옮겨야 할 때에는 능히 옮길 줄 안다.
재물을 대하여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며, 어려움을 당하여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
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며, 자기 몫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의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려 하지 말고, 재산 분배할 때 많이 가지려하
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 아는 척 하려 하지 않으며, 자기가 이미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 그 공로를 스승과 벗들에게 돌리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교우문제, 권력과 이익의 선택, 사회적 처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주례’는 사람 되는 “귀한 것은 덕에 있다”와 “지나친 거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주장했다
<곡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가장 상고 때에는, 덕만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
다음 시대에는 베풀고 보답하는 것을 힘썼으니, 예는 오고가고 하는 것을 숭상한다.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며,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도 또한 예가 아니다. 사람이 예
가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위태하다. 그런 까닭에 이르기를, ‘예라는 것은 배우지 않을 수 없
다’고 한다. 예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 비록 노동자나 상인이라 할지라
도 반드시 존경함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부귀한 사람에게 있어서랴. 부하고 귀하여 예를 좋
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천하여도 예를 좋아할 줄 알면
마음에 겁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먼 옛날에 제일 중요히 여긴 것은 덕입니다. 덕을 숭배하다가
후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예의상 오고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받지 못하면 예에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돌려주지 않아도 예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의 규범을 알아야 사회가 안정
할 수 있고 예가 적으면 사회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를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예의 실질은 자기에 대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존중해야 합니다. 짐을 메고 작
은 장사를 하는 하찮은 장사아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몸에는 꼭 존경할 만한 장점이 있
을 것이고 하물며 부귀한 사람들은 예법을 통달하기에 지나치게 거만하거나 횡포하지 않으며
비천한 사람도 예법을 통달하기에 의지가 굳세고 겁이 많고 나약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주례’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
습니다.
‘주례’는 하ㆍ상ㆍ주 3대 사회의 특수한 역사 환경에서 형성한 일종의 특징을 내포한 문화
시스템입니다. 또한 ‘주례’는 오늘 현대 동아시아문화의 모체문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핵심 내용과 정신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핵심가치관이 응
집되어 있습니다. ‘주례’ 문화는 광활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많은 시간을 거쳐 갱신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풍부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한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문화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생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 왕조가 창조한 문화유산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
전히 강대한 생명력과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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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周礼的文化内涵及现代价值
（宝鸡文理学院历史文化与旅游学院；陕西；宝鸡；721007）
景红艳
摘要：周礼是中 国礼乐文化的渊源和 滥觞，它的文化 内涵主要

来源于先秦社 会的 “三 礼”，在 内容上由 国家 层面的 礼乐文化 、 贵族
生活的 礼仪制度以及相 关的 礼乐理论三部分 组成 。周 礼的内容 ，形
成了中 国传统文化的核心， 它古老而年 轻，不 仅对今天 现代 国家治
理社 会在政治手段和 运作思想上仍存在 启发，而且对于生活在社会

当中的 个体的思想价 值和道德精神依然 发挥着指 导作用 ，对全球化
国家和人类的交往交流，也发挥着重要影响。
关键词：周礼；文化内涵；现代价值
根据学术界的研究，目前，对世界历史和文化产生过深刻影响的
文化主要有以下几种类型：佛教文化、基督教文化、伊斯兰文化、礼
乐文化。这几种文化中，佛教文化是伴随着公元前 6 世纪佛教的产生
而首先在南亚地区发展起来的一种宗教文化；基督教文化是伴随着公
元 1 世纪基督教的产生而首先在中亚、欧洲地区发展起来的一种宗教
文化；伊斯兰教文化是伴随公元 7 世纪伊斯兰教的产生而在西亚、中
东和北非等地区发展起来的一种宗教文化。礼乐文化大致产生在中国
的西周初年，即周公制礼作乐的时候，系统成熟的礼乐文化在中国诞
生了。但礼乐文化的影响并不局限于中国，东亚地区日本群岛、朝鲜
半岛、中南半岛的越南以及东南亚地区的一些国家的民众也受礼乐文
化的教化和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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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四种文化类型中，礼乐文化是诞生最早的，其影响范围很大，
影响程度很深。因此，四种文化类型中，礼乐文化在世界范围之内具
有重要地位和影响。构成礼乐文化的心要素是“礼”和“乐”，由于
秦火之后，
《乐》经散失，几千年来，礼学家研究礼乐文化，主要围绕
“礼”进行研究，因此，“礼”文化是今天中国礼乐文化的重要组成
部分和核心精神，而周礼又是礼文化精神的渊溯和滥觞。因此，要了
解和认识中国的礼乐文化，无不先从了解和认识周礼开始。
那么，什么周礼？周礼包涵哪些文化内涵？周礼在今天还有价值
吗？
一、“周礼”是什么？
“周礼”一词是由“周”和“礼”两字组成，其中“周”是修饰
限定语，指“周代”、
“周朝”、也就是“姬周王朝”，即由周文王缔造，
周武王创建的周王朝。
“礼”是“周礼”一词的核心词。因此，要搞清
“周礼”的文化内涵，首先必须搞清“礼”的文化内涵。
（一）何谓“礼”？
1.“礼”是中国之心（就重要性而言）
1983 年 7 月，著名国学大师钱穆先生向美国学者邓尔麟谈及中
国文化的特点以及中西文化的区别时，认为“礼”是中国传统文化的
核心。他说：“要了解中国文化，必须站到更高来看到中国之心。中
国的核心思想就是‘礼’”①。邓氏认为钱穆先生所论十分精彩，为他
上了“一堂中国文化课”。

①彭林 著：
《中国古代礼仪文明》，中华书局，2004 年版，第 3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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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过对中国文化长期的观察和研究，文化学者邓尔麟说道：“中
国文化是由中国士人在许多世纪中培养起来的，而中国的士人是相当
具有世界性的。与欧洲的文人不同的是，中国士人不管来自何方都有
①

一个共同的文化。 ” 这个共同的文化就是：中国的士人不管走到哪
里，他们都讲究“礼”
，
“礼”是他们的行为规范，体现他们的道德价
值观念，是他们的文化。“它是整个中国人世界里一切习俗行为的准
则，标志着中国的特殊性。”但是，在西方语言中没有‘礼’的同义
词。“西方人的文化和区域相连，与各地的风俗、语言等互连。”的
确，“礼”为中国文化所特有和个人的精神风貌、行为规范、社会规
矩等相关联，是体现个体的人和社会文明、开化程度的符号，是中国
文化的核心。
2.“礼”古老而年轻（就历史而言）
“礼”最早是中国独有的一种特殊的文化形态，它古老而年轻。
说它古老是因为它有着悠久的历史，夏朝就出现了系统的“礼”文化。
“周承商制，商承夏制”。我们都知道姬周王朝属于礼乐时代，创造
了辉煌的礼乐文化，其实，周代的礼乐文化一定程度上传承了商代的
礼乐文化，而商代更是继承了夏代的礼乐文化。事实上，通过考古发
掘发现，在中国的史前时代，
“礼”文化的端倪和因素就已经出现了。
同时，“礼”文化也非常的年轻，是说它经久不衰，在今天的文明社
会，“礼”文化仍然存在在我们的社会和生活当中，依然发挥着强大
的作用，以至我们须臾不能离开。

① 邓尔麟 著：
《钱穆与七房桥世界》
，社科科学文献出版社，1995 版，第 7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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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礼”有时代性（就其变通性而言）
三代属于中国“礼”文化发展的重要时期。“礼”文化的基本精
神和内涵在这一时期形成之后，在以后几千年的历史演进和王朝更迭
过程中，“礼”文化随着王朝需要和政治的具体情况也在内涵上也所
损益，这不仅体现在具体内容上，也体现在具体仪节上，形成了适合
各王朝政治需要的礼文化。譬如，唐代《开元六典》、北宋《政和五礼
新仪》，明朝的《大明集礼》和清朝的《大清会典》的内容各不相同。
《二十四史》记载的各王朝的《礼乐志》各不相同，就说明了这一点。
这些损益和改变，进一步丰富了中国“礼”文化的内容，使其更加博
大宏阔，但礼文化的主要精神、主要特征以及文化功能等并未发生根
本的变化。
通过以上的讲述，我们从宏观上对“礼”是什么些许有了一点肤
浅的认识，但是，这对于认识“礼”文化到底是什么是远远不够，甚
至认识依然是模糊的。
先秦典籍最早系统记载了中国的 “礼”文化，因此，要认识什
么是“礼”，必须回到这些典籍中。典籍中关于“礼”的记载不可胜
数，根据检索系统，
“礼”出现的频率为 1960 次，涉及典籍 115 篇，
随手翻阅，“礼”的论述就可以进入我们的视线。
（二）“礼”的内涵
这里，我们随手列举相关论述：
《左传》曰：
“礼，经国家，定社稷，序民人，利後嗣者也。”
“夫
礼，天之经也，地之义也，民之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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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语》曰：
“夫礼，先王以承天之道，以治人之情，故失之者
死，得之者生。
”“不知礼，无以立也。”
《诗经》曰：
“相鼠有体，人而无礼；人而无礼，胡不遄死？”
《曲礼》曰：
“鹦鹉能言，不离飞鸟；猩猩能言，不离禽兽。今人
而无礼，虽能言，不亦禽兽之心乎？”
《礼器》曰：
“君子之行礼也，不可不慎也，众之纪也，纪散而众
乱。”
“先王之立礼也，有本。忠信，礼之本也；义理，礼之文也。无
本不立，无文不行”
。
………………
根据以上的记载，“礼”似乎是国家的纲纪？天地的运行之道？
是人立身安命的根本？是文明与野蛮的区别？是礼仪法度还是其他
的什么？好像都是，又好像不是！
“都是”是说每一条有关“礼”
的解释都有道理。“都不是”是说的每一条有关“礼”的解释都不完
善。因此，根据先秦的传世文献，要让人说明“礼”到底是什么，即
对“礼”的内涵给予简明扼要的解释和界定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
已故著名礼学家钱玄先生在《三礼辞典·自序》中认为：
先秦典籍中“礼”的内容“涉及天子侯国建制、疆域划分、政法
文教、礼乐兵刑、赋役财用、冠昏丧祭、服饰膳食、宫室车马、农商
医卜、天文律历、工艺制作，可谓应有尽有，无所不包。其范围之广，
与今日‘文化’之概念相比，或有过之而无不及。是以三礼之学，实
即研究上古文化史之学。”

①

① 钱玄、钱兴奇 编著：
《三礼辞典》
，江苏古籍出版社，1998 年版，第 3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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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又说：
“
‘礼’的范围之广，与今日‘文化’之概念相比，或有
过之而无不及，因此，礼学实际上就是上古文化史之学。”
目前世界范围内关于“文化”一词定义不下三百种说法，无法定
于一说。对于“礼”一词要进行简明扼要的概念，来准确的说出它的
内涵，犹如对“文化”一词的概念一样，却绝非易事，因为它的内涵
实在是太过丰富，难以包容。好在今天我们探究的是“周礼”，而非
笼统意义上的“礼”
。
（三）何谓“周礼”？
中国的“礼”文化，至少有四千年的历史，我们在这里探讨的
“礼”，并不是笼统意义上的“礼”，即不区分“礼”文化历史阶段
和年代，而是指特定内涵的一种古老的文化形态，即周代的“礼”文
化，它肇始于史前，形成于夏代，发展于商代，集大成、定型、大盛
和繁荣于周代，因而，我们把礼文化的贡献推功于周代，冠名“周礼”，
这种文化形态和我们今天社会的主流文化密切相关，可以说它是我们
今天社会主流文化的母文化，也是中国传统文化的核心精神。
“周礼”的主要内容和精神最早被《周礼》、《仪礼》、《礼
记》三部典籍系统记载。也就是说，周礼文化的精神和内涵主要来源
于这三部典籍，因此，要认识周礼文化，就必须首先了解这三部典籍。
《周礼》、《仪礼》、《礼记》又被学术界合称为《三礼》。
《周礼》对于古代国家政治制度的内容进行了详细的规划和描
述，同时对国家的各种礼乐制度也进行了详细的记载和论述，其内
容可谓博大精深，无所不包，同时后世王朝在设置和制定国家的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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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制度的过程当中，也将周礼当作参考依据和制度蓝本。这些制度
的制定，也体现周代社会在治理国家过程当中效法天地和四时运行
的自然规律的天道观念和阴阳观念。
《仪礼》可以说它是一部关于人生礼仪的教科书。书中记载的
关于人生各个阶段和各类重大社会场合举行的这些礼仪，其实最早
在原始社会当中就已经出现了，当时是以一种风俗的形式出现的。
经历了夏商周王朝，尤其是周代社会，上层贵族举行的各种社会礼
仪名目日益复杂和繁多，为了保障重大场合当中这些礼仪被顺利的
举行而不出差错，专门负责这些礼仪的官员就讲这些礼仪的细节专
门记录下来，作为具体演练的理论依据和行为规范，也是从业官员
的职业指导手册。
当时这本执业手册的内容一定非常繁杂，因而《中庸》当中才
有“礼仪三百，威仪三千”的说法。因此，周代社会已经正是出现
了一套对于贵族阶层日常行为具有指导意义的礼仪规范。当然，大
家更要清楚，《礼仪》当中记载的这些有关贵族阶层的社会礼仪，
应当是三代社会贵族阶层日常礼仪的累积和发展的结果，也就是说
，期间的礼文化因素不完全来源于周代，也传承了夏、商社会的礼
文化，至于周代，才形成了固定的套路和范式，也就是周代社会对
于这些礼仪最后定型和系统化起了很大作用，这也是学术界多数学
者认为《仪礼》记载的是周代礼文化的主要原因。
《礼记》理论上以阐述周礼的意义为主，即对《周礼》、《仪
礼》记载的各类国家制度和行为规范的社会意义进行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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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以上的讲述，大家清楚了周礼的文化精神主要由三方面的
内容所构成，其一，《周礼》当中记载的周代统治者治理国家制定
的政治制度方面的礼文化；其二，《仪礼》当中记载的周代贵族社
会生活中有关行为规范的礼文化；其三，《礼记》对《周礼》当中
记载的国家制度层面的礼文化和《仪礼》记载的各级贵族社会生活
礼仪规范的社会功能进行了系统的理论阐释。前两者属于形而下的
范畴，后者属于形而上的范畴。
因此，周礼文化的主要内涵不仅是指周代统治者治理国家的政
治制度和措施，也包括规范各级贵族行为的准则，同时，也包括阐
发这些政治制度和行为规范的精神内涵和时代合理性的一套系统的
理论体系。
二、周礼的文化内涵及社会功能
从周礼的文化来源可知，它的精神内涵是极其丰富和广博的，
它在治理国家的政治生活，规范统治秩序和各级贵族的行为规范，
教化和塑造人们的道德价值取向问题上，发挥过重要作用，具体表
现在：
（一）周礼是一套治理国家的有效制度
1.《周礼》当中管理国家的运作机制
周礼中讲述国家制度和治理思想的内容主要体现在《周礼》一
书中，《周礼》最初叫做《周官》，是因为这本典籍当中主要对周
代国家的官僚制度进行了系统和周密的设计，并对各级官僚体系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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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职责和相互关系也进行了说明和阐释。在《周礼》当中，国家
的职官分为六大系统，即天官、地官、春官、夏官、秋官、冬官。
其中讲述冬官智能的《冬官篇》已经遗失，用《考工记》补入其中
。六官即六卿，六官在政治上直接受王的控制和掌握，而六官本身
又是各分支官僚体系当中的最高领导。 六官也有等级之高低和尊卑
之先后。六官当中最为重要的是天官，其次是地官，其次是春官，
其次是夏官，其次是秋官，其次是冬官。
根据作者的安排，每卿统领六十个官职，六卿总共统摄全国三百
六十个官职。这三百六十职官各自都有着十分明确的责任和事务，他
们既各司其职，各负其责，遇到重大的事情还要进行相互合作和密切
联系。
这是一个金字塔式的，构造严密的官僚运行机体，每个职官犹如
国家这个庞大机器上螺丝钉，发挥着自己作用。而一个庞大的国家就
是依靠这种规矩和规范而的顺利运行和有效管理的。那么，为什么要
设置六官，各级官员又是三百六十个呢？“六”即天、地、春、夏、
秋、冬、象征着“六合”，即宇宙。三百六十象征着周天的度数。六官
系统的运行其实是国家政治生活的运行和管理，这样的设置，意味者
人间的政治生活的运行机制是效法天地和自然的法则和规律，因而是
科学合理的。因此，从这个层面来讲，周礼就是国家政治生活得以顺
利运转的规矩和规范。
2.《周礼》对现代治理的启示
其一，国家治理必须建立强烈的制度意识。《周礼》当中设计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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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理国家的一整套制度极其的精密和精致的，看似“治大国如烹小虾”。
说明周代统治者在治理国家的过程当中已经意识到治理庞大的国家，
要依靠一套行之有效的，精密的制度，也就是的规矩和规范，才能把
国家治理到理想状态。《周礼》当中的规矩和规范意识，对今天的社
会治理是具有启发和借鉴作用的。在今天的社会，无论是治理国家，
治理企业，治理公司，治理学校，都要遵守一定的法则和规范，没有
规矩就不能成方圆。同样，做人做事也要遵守法则和规范。作为一个
社会的人，我们自己也应该遵守法则和规范，大则是国家的法律制度，
小则是我们的行业和职业规范。
其二，
《周礼》当中渗透的一些先进的思想和观念值得今天借鉴。
《周礼》当中设计的治理国家的一整套制度极其的精密和精致的，看
似“治大国如烹小虾”。如果因此想把《周礼》那些具体的制度、规范
照搬到今天社会,其结果不免导致某种“原教旨主义”的危险，这无
异于文化继承上“刻舟求剑” ，这种倾向是值得警惕。
《周礼》的真正价值并不是其中设计的那些具体而精微的整套制
度, 而恰恰是那些制度设计背后隐而不显的思想精神和治国观念 ,
惟有它们是可以超越历史，这些超越时空而具有的 “普世 ”思想和
精神,对今天的社会治理具有启发和借鉴作用。
譬如：
《周礼》的内容博大精深，生态伦理思想（环境保护思想）
、动物保护、德治思想、社会救济思想、法治思想、廉政思想、惠民
思想、婚姻思想、民俗思想、教育思想、交通礼仪思想、刑法思想、
内部控制思想、备荒救灾思想、土地所有制思想、社会治安思想，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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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思想、邦交思想等，质量管理、商业管理，公平思想、博爱思想等
，都城建设思想、可谓洋洋大观。今天我们研究周礼，其价值在于：
其三，增强文化自信。
我们今天追求国家“富强、民主、文明、和谐、自由、平等、公
正、法治、爱国、敬业、诚信、友善” 等价值观，大多源头可以上溯
到《周礼》的治国思想和理念当中，这也是恰好能够论证社会核心价
值观的提出，也是对中国社会历史文化精神的传承和弘扬，是对历史
上成功的治理经验的总结和继承。
确实，今天研究《周礼》对现实社会和政治有关照作用，如果因
此想把《周礼》那些具体的制、度规范照搬到今天社会来,其结果不
免导致某种 “原教旨主义”的危险，这无异于文化继承上“刻舟求
剑” ，这种倾向是值得警惕。
（二）周礼是人生的教科书，对重大问题上具有指导和规范作用。
一个人自从他（或她）诞生之后，他（或她）既是生物意义上的
个人，也是具有社会意义的个体，也就是说，他（或她）是整体的一
分子，随着他（或她）的成年， 必然要进入社会，被社会所接纳。为
了能够更好的融入社会，适应社会，和社会和谐的相处，那么，他（
或她） 必须具有社会属性，才能成为社会意义上的人。怎么成为社
会意义上的人呢？那就是，你必须遵循一般的社会规范，接受社会秩
序的约束，而不能游离于社会秩序和规范之外，遵守做人的大节。譬
如：
1.周礼对人生冠礼的指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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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礼就是古代的成年礼，是周代社会各种礼仪的开端和基础，冠
礼的举行意谓着一个人的长大成人，是走向向社会的开端，良好的开
端是成功的一般。因此，冠礼是美好人生的开端，它关系到一个人今
后能否得到良好发展和是否实现自己的人生价值。
古代男子在年满二十岁时，必须依时举行冠礼。《仪礼▪士冠礼
》详细讲述了周代社会成年男子举行冠礼的仪节。《礼记▪冠义》则
进一步论述了为成年男子举行冠礼的社会意义之所在。“成人之者，
将责成人礼焉也。责成人礼焉者，将责为人子、为人弟、为人臣、为
人少者之礼行焉。将责四者之行于人，其礼可不重与？”
举行冠礼，就是要将原来在家庭中毫无责任的"孺子"转变为正式
跨入社会的成年，人，使他具有成年人的道德观念，在行为上履践孝
、悌、忠、顺，意识到自己在家庭和社会当中角色的演变，成为合格
的儿子、合格的弟弟、合格的臣下、合格的晚辈，扮演好自己的各种
角色，具有责任意识、担当意识，成为自强、自立的成年人。举行了
冠礼的男子，在履行着社会责任的的同时，也具有了相应的社会权利
，譬如，婚配权、祭祀权、入仕权等，只有这样，他才会成为社会意
义上的人，才顺利的跨入社会之门。
因此，冠礼当中蕴含着成人之道，教育青年通过举行这个仪式，
懂得自己成人了，要在言行举止上成为一个真正的人。
2.周礼对人生婚礼的指导
婚姻是人生之大事情，婚姻的质量，不仅对夫妇双方的幸福有
着切肤之影响，同时也影响着社会的和谐、美好与稳定，因为婚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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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质量关系到家庭的稳定与否，而家庭的稳定与否又关系到社会的
稳定与否。周礼当中对一个人如何正确对待自己的婚姻也提出了具
体的规范和指导，体现了古人敬慎婚姻的精神和价值观。
首先，婚礼应当有合法的程序。《仪礼婚礼》当中提出了合法
的婚礼应当有合法的程序，譬如纳采、问名、纳吉、纳徵、请期、
亲迎。讲究父母之命，媒妁之言，讲究公开透明。并推崇私定终生
。当然，随着时代的演进，我们的社会在倡导相亲相爱，婚姻自由
的前提下，虽然在仪式上并没有完全照搬古人，但是，对于合法程
序的重视，古今确是一致的，这也应该是继承了周礼婚礼文化的精
神和观念。今天社会，任何骗婚、无证婚姻、非法同居等婚姻，都
不是合法的婚姻，也得不到外人祝福的，得不到祝福的婚姻也大都
不幸福。
其次，婚礼体现了对女性的充分尊敬。婚礼当中繁琐的礼节，
其实都是尊敬女性的体现。《礼记昏义》“昏礼者，将合二姓之好
，上以事宗庙，而下以继后世也。故君子重之。是以昏礼纳采、问
名、纳吉、纳征、请期，皆主人筵几于庙，而拜迎于门外，入，揖
让而升，听命于庙，所以敬慎重正昏礼也。”对于女性的重视，就
是对于宗庙的重视，也是对后嗣的重视。
最后，婚礼体现古人对婚姻的审慎态度。
家庭式社会的细胞，婚姻是事业的基础。因此，古人对于婚姻
的态度极为重视和审慎。决不草率为之，徒耗费自己的感情和心血
。故《昏义》说：“敬慎重正而后亲之，礼之大体，而所以成男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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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别，而立夫妇之义也。男女有别，而后夫妇有义；夫妇有义，而
后父子有亲；父子有亲，而后君臣有正。故曰：昏礼者，礼之本也
。通过郑重其事的婚礼而后夫妇相亲，这是婚礼的基本原则，也从
而确定了男女之别，建立起夫倡妇随的夫妇关系。正因为男女有别
，所以才会有夫倡妇随的夫妇关系；正因为有夫倡妇、随的夫妇关
系，所以才会有父子相亲；正因为有父子相亲，所以君臣才能各正
其位。所以说，婚礼是各种礼的根本。
3.周礼对人生葬礼的指导
（1）“礼莫重于丧”
人有生便有死，这是生命的规律。人生当中会不可避免的遭遇亲
人的死亡事件，特别是父母之丧，更是仍生当中的重大事件，也是体
现人生之大节的关健时刻。对于这样重大的社会事件，周礼也有具体
的指导。
《仪礼》之《士丧礼》、
《既夕礼》、
《士虞礼》、
《丧服》不仅详细
讲述了亲人去世之后如何处理尸体、如何祭奠、如何下葬、下葬之后
如何安魂、同时，对三年之丧期间亲人穿戴五等丧服、守丧应该遵守
哪些制度等问题都进行详细的规定。另外，《礼记▪丧大记》、《周礼》
当中也有大量的篇幅都是讲述和丧礼有关的内容的。纵观有关丧礼的
文献内容，学者们会由衷的发出“礼莫重于丧”的感叹！
因此和其他各种礼制相比，古代社会没有那种礼在仪式上如此的
繁杂和讲究，时间上持续长达三年之久，投入的财物靡费如此之多，
对于丧礼，有的子女和亲人投入的不仅仅是感情甚至生命，因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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礼记》有“礼莫重于丧”的说法。
（2）丧礼中的“孝”
“孝”是中国文化的优秀品质和核心价值观，在构建和谐社会当
中发挥过积极的作用，在今天的社会当中依然发挥着积极作用。
中国古代的丧礼蕴含着孝道文化，因此，丧礼历来极受大众关注
，它是体现人子之大节的关键时刻，同时考验子女对父母是否做到了
“孝”。 孝道观念渗透在丧礼的具体仪节中。
譬如：丧礼处理尸体的环节即为复杂，《礼记》明确的说是其目
的是“尽爱之道”，就是为了表达对于父母的深厚感情——爱。古人
讲究“事死如事生”
，就是用活人的孝敬办法对待自己的死去的父母
。
丧礼举行持续三年的时间，没有那个礼仪超过丧礼的时间，因此
，我们把丧礼称为“三年之丧”，孔子曾经回答过它的学生的提问，
说孩子三年脱离父母之怀，三年之丧，就是为了报效父母之恩。它体
现了古人一种朴素的孝道文化，将父母曾经给予自己的爱等量的回报
回去。其实这是不可能等量偿还，父母给与孩子的永远要大于孩子回
报父母的。
传承孝道的存在，才使社会能够老有所养，才会老吾老以及人之
老。在我们今天的传统民俗和文化当中，特别是使广大的乡村，丧礼
的内容被传承最为持久和忠诚。其根本原因就是在于周礼当中蕴藏着
孝道观念，它是长期以来教化中国老百姓先敬父母的重要契机和手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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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通过对冠礼、昏礼、丧礼如何举行的讲解，可以看出周礼是
人生重大事件的教科书，也是培养一个人大节的理论文化依据。
（二）周礼具有道德教化作用
周礼当中倡导的核心精神除过“仁、义、礼、智、信”等中国
传统文化的文化精神和价值观之外，也倡导了其他一些美好的道德
和精神，它们不仅适用于古人，在今天的文明社会不仅没有过时，
而是塑造一个的素质和涵养的问题上仍然发挥着重要作用。
（1） 周礼提倡做人要讲究“敬、宁。”
所谓“敬”是外表和行为，所谓“宁”是指内心和灵魂的状态
。而这些标准恰好也是我们今天做人的标准。
《曲礼》曰：“‘毋不敬，俨若思，安定辞。’安民哉！敖不可
长，欲不可从，志不可满，乐不可极。
什么意思？即一个有地位的人，心中时刻都要有个“敬”字，
外表要端庄，像是俨然若有所思样子，说话要态度安祥，句句在理
。做到这三点，才会使人们安宁啊！ 傲慢之心不可产生，欲望不可
放纵无拘，志气不可自满，享乐不可无度。
（2） 周礼提倡做人要懂得“善恶、积散、推功”。
《曲礼》上说：贤者狎而敬之，畏而爱之。爱而知其恶，憎而知其
善。积而能散，安安而能迁。临财毋茍得，临难毋茍免。很毋求胜
，分毋求多。疑事毋质，直而勿有。”什么意思？即对于道德、才
能胜于己者，要亲近和尊敬他，畏服并爱戴他。对于自己所喜爱
的人，不可只知其优点，而不知其缺点；对于自己所憎恶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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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可只知其缺点，而不知其优点。自己有了积蓄，要分给贫穷的
人。居安思危，能够及时改变处境。面对财物，不可苟且据有；面
对危急，不可苟且逃避。
在小事上争讼，不可求胜；分配财物，不可求多。对自己不懂
的事情不可装懂，对自己已经搞懂的东西，回答别人时，要归功于
师友，不可据为自己的发明。
其实以上涉及到交友的问题、对待权势和利益的选择、社会担
当的态度。
（3） 周礼提倡做人要懂得“贵德”、“戒骄淫”。
《曲礼》上说：
“太上贵德，其次务施报。礼尚往来。往而不来，
非礼也；来而不往，亦非礼也。人有礼则安，无礼则危。故曰：礼者
不可不学也。夫礼者，自卑而尊人。虽负贩者，必有尊也，而况富贵
乎？富贵而知好礼，则不骄不淫；贫贱而知好礼，则志不慑。”
什么意思？即上古时，人们崇尚“德”，后来却讲求施报。礼
崇尚往来。施人恩惠却收不到回报，是不合礼的；别人施恩惠于已
，却没有报答，也不合礼。人们有了礼的规范，社会便得以安定，
少了礼社会便会倾危，所以说：“礼，不能不学啊!”
礼的实质在于对自己卑谦，对别人尊重，即使是挑着担子做买
卖的小贩，也一定有令人尊敬的地方，更何况富贵的人呢?身处富贵
而懂得爱好礼，就不会骄横过分，身处贫贱而知道爱好礼，那么志
向就不会被屈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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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以上内容的讲述，同学们对周礼文化可以形成这样的基本
认识：
它是在夏商周三代社会这个特殊的历史环境形成的一种具有特
定内涵的文化系统，它既是我们今天当代中国文化的母文化，同时
也是中国传统文化的核心内容和精神，其中凝聚着中华民族优秀的
品质和核心价值观。周礼文化既宏阔而具体，历久而弥新。它不因
为内涵丰富而让人感觉飘渺难以扑捉，不因为古老失去它的文化价
值，而是让我们在今天的现实生活依然真切的继续存在，并依然发
挥着重要作用。这个由姬周王朝创造的文化遗产，有着强大的生命
力和重要的文化价值。
On the Cultural Connotation and Modern Value of Zhou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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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후손의 힘겹지만 따뜻한 2016년 상례(喪禮) 보고서

송의호(대구한의대)
【요약문】
관혼상제 사례 중 상례는 헤어짐의 의식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은 언제나 슬프
다. 특히 죽은 사람의 자식은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부모와 천륜으로 맺어져 그 헤어짐이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례는 자연스레 효(孝)를 실천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의례로 자리 잡았다.
그런 미풍양속은 한국의 경우 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급속히 변질되고 있
다. 그 중 하나가 상을 치르는 기간이다. 예를 중시하는 가문에서 오랜 기간 당연시돼 온
삼년상(三年喪)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치르는 삼년상이
1980년대 이후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따금 치러지는 삼년상은 이름 난 종가
나 유림의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정도이다. 최근에는 안동의 큰 종가도 삼년상 대신 1
년 만에 상례를 끝내는 경우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삼년상은 자식이 부모를 잃은 슬픔을 표하는 효의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공자는 일찍
이 삼년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예기(禮記)』에서 공자는 “자식이 태어나 3년이
돼야 비로소 부모 품을 벗어날 수 있다. 대체로 삼년상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것”이
라고 했다. 부모를 여의면 자식은 사람 구실을 하게 해준 기간만큼은 적어도 잊지 않는
게 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셔도 1년이나 100일도 길어 3일장을 마치고 상복을
벗는 시대가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은혜도 쉽게 잊는 사람들이 늘
고 있다.
다행히 모두 그런 세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소수에 그치지만
지금도 사람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대도시
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다. 이 글은 그 상주의 현대식 삼년상을 지켜본 보고서이다.
78세 바깥 상주(喪主)는 집안에 내려오는 예법 그대로 201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초
상(初喪)을 치르고 이듬해 소상(小祥), 다음해 대상(大祥)을 지낸다. 바깥 상주는 자신이
처한 형편에 맞게 의식을 고치면서도 상례의 본래 정신을 지켜낸다. 77세 안 상주는 정
성을 다해 제사 음식을 마련했다.
급속히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현대인이 상례에 담긴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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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가족도 무섭다는 세상이 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한국에
서 일어난 존속살해는 381건이다. 자식살해도 230건이었다. 험악하다. 효(孝)나 ‘동방예
의지국’이란 말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거기다 스피드만 좇는 시대
가 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스마트폰 시대
에 전통을 지켜가는 삶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2.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움직이다
1)대도시 아파트에서 삼년상 치른 78세 퇴계 후손
2016년 3월 5일 오전 8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송현우방하이츠 107동 3**호.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은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 대구의 도심이다. 아파트 현관은
이른 아침 방문객의 신발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신발을 둘 자리가 모자라 문밖까지 구두
가 수북하다.
무슨 일일까. 부모가 돌아가신 지 3년째를 맞아 유교식 상례(喪禮)의 마지막 절차인 대
상(大祥)을 치르는 날이다. 전통 상례는 초상(初喪)과 소상(小祥), 대상으로 이어진다. 초
상은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낼 때까지를 말하고 소상은 1주기, 대상은 2주기에 해당한
다. 대상까지 치르는 걸 삼년상(三年喪)이라 부른다.
누가 대도시 한복판에서 삼년상을 치르는 걸까. 이제 대상이 진행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는 빈소(殯所)로 꾸며져 있다. 병풍 앞에 교의(交椅)와 제상(祭
床)이 있다. 교의에는 신주(神主)가 모셔져 있다. 신주에는 ‘현비유인진주강씨신주(顯妣孺
人晉州姜氏神主)’라고 적혀 있다. 제상 왼쪽은 상주(喪主)의 자리다. 바깥 상주는 거친
삼베옷과 굴건을 쓰고 짚으로 엮은 자리(고석) 위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아이고∼ 아이
고” 곡(哭)을 그치지 않는다. 고인이 아들만 하나를 두어 상주는 내외 둘뿐이다.
상주는 이동후(李東厚)씨. 당시 78세로 여든을 바라보았다. 나이를 속일 수 있겠는가.
바깥 상주는 어지럼증 등으로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삼년상을 감당하기가 벅차다. 그렇
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움직인다.
2)자식은 태어나 3년이 돼야 부모 품 벗어나
상주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또 안동에서도 예의범절이 가장 깍듯하다는 도산면 토
계리 하계마을 출신이다. 하계마을은 옆으로 낙동강이 흐른다. 이 마을은 본래 퇴계(退
溪) 이황(李滉) 선생의 후손이 모여 사는 진성 이씨 집성촌이었다. 토계라는 개울은 퇴계
종택이 있는 상계마을을 지나 하계마을에서 낙동강 상류로 흘러든다. 하계마을은 안타깝
게도 1975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됐다. 누대로 고향을 지켜온 퇴계 후손들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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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뿔뿔이 흩어졌다. 상주가 대구로 떠난 것도 그때였다. 그는 퇴계 선생 15대 손이다.
이번 삼년상은 주목할 만하다. 유교식 상례는 농경시대를 마감하고 산업시대로 바뀌면
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11년 『삼년상』이라는 책을 내면서 ‘한국의 상
례 중 삼년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치르는 삼년
상이 1980년대 이후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따금 치러지는 삼년상은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종가나 유림의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명맥이 이어진다. 2010년
안동의 학봉 김성일 종택의 종손과 2007년 봉화 충재 권벌 종택의 종손이 삼년상을 치
렀다. 또 고인이 된 유학자인 화재 이우섭은 2007년 유림장에 이어 삼년상이 치러졌다.
대부분 온 문중이 나서는 종가나 유림이 주관하는 삼년상이다. 최근에는 안동의 큰 종가
도 삼년상 대신 1년 만에 상례를 끝내는 경우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삼년상은 자식이 부모를 잃은 슬픔을 표하는 효(孝)의 행위로 해석된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삼년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예기(禮記)』 권58에서 공자는 “자식이 태어
나 3년이 돼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다. 대체로 삼년상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것(孔子曰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達喪也)”이라고 했다.
부모를 여의면 자식은 사람 구실을 하게 해 준 기간만큼은 적어도 잊지 않는 게 도리라
는 것이다.
이날 제관(祭官)은 40명에 가까웠다. 대구는 물론 멀리 서울과 타지에 사는 상주의 자
녀와 12촌까지 친척이 참석했다. 제관은 젊은이부터 노년까지 두루 모였다. 상주를 빼고
는 모두 양복 차림이다. 참석자들이 서로 큰절로 인사를 마치자 제관 중 연장자가 행사
시작을 알렸다. 상주는 빈소에서 건넌방으로 옮겨 상복인 굴건제복을 벗고 손을 씻은 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도포(道袍)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갓을 썼다. 좌장 어른은 주변 제
관들에게 “본래는 상주가 백립(白笠, 흰 갓)을 써야 하나 형편상 검은 갓을 그대로 쓴다”
고 이해를 구했다. 상주가 의관을 갖추자 예(禮)가 시작됐다.
상주가 초헌으로 잔을 드리자 축관은 축문을 읽었다. 다음 아헌은 고인의 며느리인 ‘안
상주’ 차례다. 여자는 빈소 바깥에서 잔을 드리고 네 번 절한다. 안 상주 역시 당시 77세
로 80을 바라보는 나이다. 척추 수술을 하고 무릎이 성치 않아 큰절을 하기가 몹시 불편
하다. 그때 좌장이 다시 나섰다. “절은 두 번만 하게.” 마지막 종헌은 상주의 맏사위에게
돌아갔다. 삼헌 등 절차에 이어 축관이 상주를 향해 “이성! 이성!”이라고 외치자 상주와
함께 참석한 제관이 모두 구슬피 곡을 했다. 고인을 향한 마지막 석별 의식이다. 제사가
끝나자 젊은 제관들은 제상에 차린 음식을 차례로 내렸다. 철상(撤床) 다음은 제사에 올
린 술을 받는 음복례(飮福禮).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차례로 복주(福酒)를 마신 뒤 연장
자 순으로 잔이 돌아간다. 모두 꿇어앉아 복주를 받아 마신 뒤 그제야 다리를 펴고 편하
게 앉았다. 음복이 끝난 뒤 젊은이들은 빈소를 꾸몄던 휘장이며 교의 등을 철거했다. 마
침내 대상의 절차가 끝이 났다. 제관 중엔 대학 교수도 있고 대기업 임원도 있었다. 모두
잘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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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일 상식 올리고 초하루 보름 삭망 지켜
상주에게 고인은 전부나 다름없었다.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 2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 고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기르며 시어머니 모시랴 농사일하랴 힘든 세월을 보
냈다. 가슴 속엔 언제나 ‘교리댁을 일으켜야 한다’는 어른들의 당부를 품고 살았다. 상주
의 고조부(이만규)는 조선 고종 때 대과(大科)에 급제한 뒤 홍문관 부교리를 지내다가 망
국(亡國)을 맞았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고조부는 낙향해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조
선의 독립을 탄원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의병 활동에서도 나섰다. 고조부의 형은 안동에
서 의병장을 지낸 향산 이만도. 향산 역시 대과에 급제한 뒤 공조참의를 지내고 갑신정
변을 맞자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길렀다. 향산은 이후 24일간 일제에 단식으로 항거하
다 순국했다. 형제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온 몸으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였다. 벼슬하
며 그냥 호의호식한 양반이 아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의무)의 표상이랄까.
이 하계마을에선 독립유공자만 25명이 나왔다. 거기다 예의를 알고 인정이 돈독한 마을
이다. “안동에 참 양반과 선비가 있다면 바로 하계마을”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고인과
상주에 드리워진 가풍(家風)이다. 사범학교를 나와 교장까지 지낸 상주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강조하고 예를 몸소 실천해 왔다.
대상 의례는 사흘간 이어졌다. 첫날 저녁엔 마지막 상식(上食)을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대상, 3일째 되는 날엔 부제(祔祭)를 올렸다. 음력으로 정해지는 사흘간 행사는 공교롭게
도 금‧토‧일 주말과 겹쳐 그나마 다행이었다. 상식은 초상이 끝나고 빈소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아침‧저녁 하루 두 차례 살아계신 부모처럼 매일 밥상을 차려 빈소에 올린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朔望)을 지낸다. 평소 상식보다 음식을 더 준비한다. 안 상
주는 2년 동안 상식을 드렸다. 상식례가 끝나고 제관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누
군가 우스운 이야기를 꺼내자 젊은 제관 하나가 크게 웃었다. 그때였다. 좌장이 일갈했
다. “오늘은 파안대소하는 날이 아니다!” 모두 일찍 귀가했다. 다음날 대상 제례가 오전
8시로 잡혔기 때문이다.
제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필이면 대상 다음날은 고인의 남편 제삿날이다. 상주
는 대상을 마치고 자정에 또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다시 부제. 사흘
간 제사만 네 차례다. 부제는 삼년상을 마친 뒤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으로 모시는 제사
다. 고인의 시조모가 인도한다. 그래서 제상은 두 상이 차려졌다. 빈소 옆 아파트 베란다
엔 4대 조상 신주를 모신 감실(龕室)이 있다. 부제를 지내느라 상주는 감실 문을 열고 증
조모 신주를 왼쪽 제상으로 옮겼다. 출주(出主) 의례다. 오른쪽 제상은 고인의 몫이다. 부
제를 올리고 이제 고인의 신주가 감실로 들어갔다. 감실에는 홍문관 부교리를 지낸 상주
의 고조부 신주부터 마지막 새 신주까지 4대가 왼쪽부터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
1년 전 소상 때는 제사를 지낸 뒤 상주와 손자‧손녀들이 빈소에서 차례로 기정(記情)을
드렸다. “…딸이 없어 제가 딸 대신이라 하신 큰엄마. 제가 얼마나 딸 노릇했는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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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뒤 가슴을 칩니다….” 52세 맏손녀는 술 한 잔 올리고 제문에 적은 고인과의 생전 추
억을 읽다가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후 “기정은 되살려야 할 아름다운 상례 문화”라고
말했다. 2년 전 초상 때 상주는 시속(時俗)을 따라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
나 그때도 상주는 제단을 국화로 장식하는 것만은 예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 고
인은 꽃상여를 타고 하계마을 뒷산 남편 옆에 묻혔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바깥 상주’는 도리를 다하려 안간힘을 썼다. 이제 바깥 상주 뒤
에 가려진 안 상주의 고충을 이야기할 차례다. 노부부는 고인이 연로해진 이후 성심껏
봉양했다. 특히 고인이 치매 증세가 심해지기 전까지 일흔이 넘은 며느리는 직접 수발을
들었다. 요양원 생활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안 상주는 가풍에 따라 상식과 삭망도
허투루 지내는 법이 없었다. 자식들이 장성해 떠나버려 이런 일은 고스란히 안 상주의
몫이었다. 그래서 맏딸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한다고 “꼭 이래야 하느냐”며 아버지를 원
망했다.
4)제사에 올릴 시루떡 망치고 목숨 끊은 종부의 전설
안 상주는 대상을 앞두고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제발 무사히 큰일 마치
도록 사흘을 버틸 주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부터 제사에 필요한 정갈한 음식 재
료를 구하느라 이곳저곳을 다녔다. 몸도 불편한 노인이 사흘 치 네 번의 제사 음식 재료
를 구하는 건 상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안 상주는 준비하느라 지쳐 첫날부터 얼굴
이 퉁퉁 부어 있었다.
3일째 부제를 앞두고 안 상주는 피곤해 늦잠을 잤다. 전날 자정에 제사를 올렸으니 일
찍 일어나지 못하는 건 당연했다. 오전 8시 제사를 앞두고 오전 6시에 눈을 떴다. 안 상
주가 나서지 않고 준비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제관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서둘러서 겨우
시간을 맞췄다.
경북 봉화의 한 종가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제관이 모이고 제상에 음식을 진
설하는데 있어야 할 시루떡이 보이지 않았다. 시루떡이 잘못돼 쪄지지 않은 것이다. 종부
는 제사가 끝난 뒤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 종가는 제사에 시루떡을 쓰지 않는
다고 한다. 종부와 안 상주의 제사 음식 준비는 그만큼 큰 부담이다.
이날 안 상주는 부제까지 마친 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다”고 삼
년상을 마친 소회를 털어놓았다. 힘은 들었지만 당연히 할 것을 했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물론 안 상주를 버티게 해준 지원군은 있었다. 안 상주와 촌수가 가까
운 진성 이씨 하계마을 며느리들이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이들은 제사 때마다 자기
일처럼 안 상주를 도왔다. 그런 도움 없이 삼년상은 불가능했다. 안 상주는 대상 행사 마
지막 날 제관이 모두 떠난 뒤 피로를 풀 겸 목욕탕을 찾았다. 그리고는 4시간이 지나도
록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이 끊겨 가족은 안절부절못했다. 안 상주는 피곤이 몰려와 목욕
탕에서 그대로 곤한 잠에 빠져든 것이었다.

- 107 -

5)대상 마지막날 자식들에게 공개한 선조 유품
바깥 상주는 이날 부제까지 마치고 가족들만 남게 되자 고이 간직해 온 고조부의 교지
(敎旨, 임금이 내린 관직 임명 문서)와 과지(科紙, 과거시험 답안지)를 꺼내 왔다. 첫 공
개였다. 그 옆에는 독립유공 훈장도 있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바깥 상주와 안 상주를 삼
년상으로 이끈 버팀목일 것이다.
가문의 내력을 좀 더 들여다보자. 교지와 과지를 남긴 고조부는 유천(柳川) 이만규(李
晩煃‧1845∼1920). 유천은 퇴계 이황의 11대손이다. 유천 가문은 3대에 걸쳐 문과에 급
제했다. 유천의 할아버지 이가순은 1811년(순조 11) 문과에 급제해 벼슬이 홍문관 응교
에 이르렀다. 이어 유천의 아버지 이휘준은 1856년(철종 7) 문과에 급제해 성균관 대사
성에 올랐다. 이휘준의 아들 대에 이르러 둘째 향산 이만도가 다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이어 셋째 유천 이만규가 문과에 급제한 것이다.
이런 가문이 망국이란 비상한 시기를 맞아 독립운동 명가로 거듭난다. 향산은 을미사
변 뒤 의병장으로 활약하고 단식으로 끝내 순절한다. 아우 유천은 파리장서 사건으로 성
산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형제는 문과 급제에 이어 독립지사로 함께 서훈을 받는다. 3
대 문과 집안의 특권을 내려놓고 지도층으로 고난의 길을 자임한 것이다.
향산의 기개는 다시 자손들로 이어졌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둘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되었다. 가까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쳐 문과에 급제한 뒤 정언 벼슬을 지낸 3종질 이중언
도 순절을 선택했다.
향산의 아들 이중업은 안동 일대 의병을 모으는 ‘당교격문(唐橋檄文)’이라는 명문을 남
겼으며 김창숙과 함께 파리장서를 추진하는 중심에 섰다. 이중업의 부인 김락 여사 또한
일제 경찰의 모진 고문을 받고 실명하는 등 독립운동가로 서훈돼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한
뮤지컬까지 만들어졌다. 이중업의 두 아들인 이동흠과 이종흠은 김창숙을 주축으로 한
독립자금 모금운동인 제2차 유림단사건에 연루돼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한 집이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이다. 3대 문과 급제에 3대
독립운동 가문이다.
3. 맺음말
부모가 돌아가셔도 1년이나 100일이 길어 3일장을 마치고 상복을 벗는 시대다. 바쁘다
는 핑계로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은혜도 쉽게 잊는 세상이다. 퇴계 후손이 도시에서 지키
는 삼년상은 그래서 사람의 도리와 온 몸을 던져야 하는 아녀자의 굴레를 동시에 떠오르
게 만든다. 어떤 길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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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이동후)의 가계도]
시조 이석(진성 이씨)
7대 이황(*퇴계)
9대 이영도(*원주목사/호 동암)
13대 이수야
14대 이세사(*)
15대 이구서
16대 이가순(*홍문관 응교/호 하계)
17대 이휘준(*성균관 대사성/생부)
18대 이만규(***홍문관 부교리/호 유천)

이만도(***승정원 동부승지/호 향산)

19대 이중습

이중업(**)-김락(**)

20대 이혁호

이동흠(**) 이종흠(**)

21대 이승구-강필규
22대 이동후

*문과 급제 **독립유공자 ***문과 급제 겸 독립유공자

[상주 이동후 씨가 말하는 아파트 삼년상]
“예의 근본정신은 도시와 농촌이 따로 없어”
아파트에서 삼년상을 마친 상주는 가족들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삼년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떠나는 분에게 예우를 다하는 게 사람의 도리(道理)이자 정(情)이라고 말한다.

-삼년상을 마친 소회는?
“섭섭하고 서럽다. 빈소가 있을 때는 살아계시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나? 빈소마저 없어
지니 이젠 어머니가 혼령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고인은 어떤 분이셨나?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흔여덟까지 평생 자신을 희생하셨다.”

-도시에 살면서도 삼년상을 실천했다.
“빈소에 짚으로 엮는 여막을 설치할 수 없는 걸 제외하면 도시나 농촌이 한 가지다. 어
디에 있든 예(禮)의 근본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이다.”

-아파트에서 삼년상을 치르느라 생긴 고충은?
“아파트라고 못한 건 없다. 방음시설이 잘 돼있어 곡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삼년상을 치르면서 힘들거나 불편했던 것은?
“상주가 되면 본래 바깥출입을 않는다. 관례나 혼례는 갈 자격도 없다. 문상만 몇 번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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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게 불편했다.”

-안 상주가 삼년상에 반대하지는 않았나?
“삼년상은 상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안 상주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
지 않은가? 집 식구는 허리가 아프고 몸이 성치 않다. 1년 전 소상을 마치고 한동안 아
팠다. 그래서 먼저 의견을 물어봤다.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랬더니 ‘하
겠다’고 했다. 사명감 아니었겠나.”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풍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꼭 지키라고 할 수는 없잖은가. 형편 되는 대로 지켜주면 고
마울 뿐이다.”

-상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은 사람을 예의를 갖춰 보내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할 게 있고 지키지 않
을 게 있다.”

-삼년상이나 3일 탈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말도 한다.
“3일 탈상은 손님이 떠날 때 출입문에서 문을 콕 닫는 것과 같고 삼년상은 1층까지 따라
내려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떠나는 손님에게 예우를 다하는 게 사람
답지 않은가? 사람의 도리이자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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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何在现代保持传统丧葬精神
宋義鎬(大邱韓醫大)

“冠婚丧祭”四礼中，丧礼是分离仪式，生者与死者的分离令人悲伤，特别是孩子与有养育
之恩的父母，与共享天伦的父母的分离，更令人揪心，所以丧礼是行孝道，表达孝道的重要
仪式。
这种良好的习俗，在韩国随着工业现代化和城市化的发展，正在迅速改变。其中之一就是
服丧期的改变，重视礼仪的家庭中，很长一段时间被视为理所当然的三年服丧期，几乎消失
。专家们认为，服三年丧期是从1980年以后逐渐消失的。偶尔见到的三年服丧期的是有名的
宗家或者是儒林的领导人而已。最近安东的大宗家把三年之丧减为一年之丧，守完一年丧期
之后就结束丧礼的现象也在增多。
三年之丧是子女失去父母后表示悲伤的守孝的行为。孔子说“孩子生下三年以后，才能离
开父母的怀抱，所以一般来说，服丧三年是普天之下通行的丧礼。”父母去世，孩子服丧三
年，就是对于父母怀抱了我们三年，把我们抚养长大了的一点点还报。
但是，当今世界变成了守三天丧期的时代。父母去世后，孩子服丧一年或者是一百天都做
不到，仅仅服丧三天，就脱去丧服。以忙为借口，忘记父母的养育之恩的人大有人在。
幸运的是，并不是所有人都这样。有的人，虽然没被多少人关注，属于少数群体，他们住
在大城市，住在高楼大厦，但是他们依然坚守着做人的道理，做子女的道理，尽自己的微薄
之力。
这篇文章是看到一位丧主服现代式三年丧之后的报告书。78岁的丧主在2014年母亲去世之
后，遵循家里传承下来的丧礼礼节，给去世的母亲办了初丧，第二年过小祥，第三年过大祥
。这位丧主根据自己的条件，改变丧礼仪式来保持传统丧葬精神。77岁安姓丧主精心准备祭
祀食品，提示了在瞬息万变的世界中，现代人如何实践丧葬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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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의 전통적 의미와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

송 미 화(영남대)*

【요약문】
의례는 인간의 이상적 모습을 상징화하여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인
(聖人)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례는 사회화 가운
데 공동체적 정서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화의 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례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성인으로서의 행동규범을 일러주고 다
짐하는 절차를 통해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서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례이다.
한국에서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관례(冠禮)를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가
장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자녀의 입지(立志)를 위한
의례로 선비들을 중심으로 관례를 올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나 조선중기를 지
나면서 혼례의 전 단계로 행해져 간소화 되었다.
관례의 절차가운데 관례 전 준비단계로 사당에 고함으로써 조상의 힘을 빌려 의
식을 신성하게 만들며 관례를 주관할 빈은 주인의 친구 중에서 어질고 예를 잘 아
는 사람으로 정하여 빈의 덕을 닮도록 한다. 머리에 쓰는 관을 더해 가는 절차를
통해 축사를 하고 점점 더 덕이 높아지기를 당부한다. 관을 쓰는 자리를 장자인 경
우에는 주인 옆자리에서 하고 다른 아들들은 손님의 자리에서 관을 씌워줌으로써
장자는 가문의 적통을 계승할 사람이라는 것을 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다짐하게 된다. 관을 씌워주며 읽는 축사의 내
용은 어린마음을 버리고 개인의 완성인 덕을 이루라는 것과 어른 세계의 궁극적 가
치인 오래 살아서 큰 복을 이루라는 것이다.
특히 이름대신 사용할 자를 지어주며 성년이 된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
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포함하였으며 이름의 뜻을 보충하였다. 한 글자의 자를 통
해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과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성인식인 관례를 올리면서 세 차례 관을 바꾸어 씌워주며 축복을
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특히 자의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자설을 지어주는 절차는 관
례를 올리는 주인공은 물론 부모들도 자녀의 성인됨의 의미를 함께 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관례의 절차가운데 현대에 가장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할 절차는 이름대신 지어주

- 133 -

는 자이며 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설이다. 자설은 성인이 되어 훌륭한 인성을 갖
춘 성인이 되기 위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인생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관례를 올리고 자를 짓는 의미와 자의 상세한 뜻을 전달하고 한 집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생동안 명심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일러주고 새로운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면 청소년들은 성인의 의미와 자에 담긴 뜻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Ⅰ. 들어가는 말

의례는 인간의 이상적 모습을 상징화하여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인
(聖人)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례는 사회화 가운
데 공동체적 정서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화의 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빅터터너에 의하면 “의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며 ‘의무’
의 이행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모든 사회가 의례화하고 적당한 행사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미를 그 공동체의 살아있는 구성원들에게 다짐하기 위한 공적인
표시1)”라고 하였다.
동양적 전통에서 의례는 사회구성원의 필요가 아닌 전통으로 확립된 이상적 삶을
상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례참여자는 의례를 통하여 심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게 된다2).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례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성인
으로서의 행동규범을 일러주고 다짐하는 절차를 통해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성인으
로서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례3)이다.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이에게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고 성인으로서의 자격
을 사회적으로 공인하여주는 성인식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행하여져 왔다. 성인식이
라는 문화는 성인식이 행하여지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따라 상징성과 문화적으로
규정된 메시지가 있다.
한국에서 조선시대에는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엄격한 가부장제도 아래의 가정교
육이 철저하였으며 가정교육을 통하여 부모 세대의 의식, 가치관, 행동 그리고 생
활습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으며 효를 도덕윤리의 기본으로 부자관계를 강조하여
집안 문중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다4).
* 도산우리예절원 상임고문, 영남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대구교육대학교 예절문화교육연구
소 부소장겸 연구원,
1) 빅터터너, 『의례의 과정』, 박근원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p39.
2) 김광민, 의례를 통한 심성함양:메를로-퐁티의 관점을 중심으로, 2018, 도덕교육연구 제30권
3호, p6.
3)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17, 2002,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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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퇴계, 1501-1570)과 이이(율곡, 1536-1584) 같은 옛 선비들은 문도들의 교
육에서 맨 먼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뜻을 세움(입지)에서는 모두 성인
으로 될 것을 기약하라”고 가르쳤으며 성인으로 표현된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
록 한 것이 이들의 인간교육이었다5). 정제두(하곡, 1649-1736)는 세움(立)의 뜻을
‘마음을 천도에 세움(입천)’이라고 말하면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하늘과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가르침과 동시에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녀교육을 하였다6).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관례(冠禮)를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자녀의 입지(立志)를 위한 의례였으나 조
선중기를 지나면서 혼례의 전 단계로 행해져 간소화 되었다.
우리나라에 언제 관례가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시대 때까지 왕실의
의례(儀禮)로 존속해 온 기록7)이 있다. 관례가 사대부 의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기『주자가례』의 보급과 때를 같이 한다고 추정8)되며 특히 조
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보급 및 예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관혼상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진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정치적 안정을 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를 중시하게 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을 중심으로 관례를 올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禮)는
형식을 통해 그 시대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조선시대 관례의 형식과 내용 속
에는 유교적 이념을 근본으로 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내용으로 담겨있
다.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에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바르고 이상적인 삶을 위해 갖추어야하는 준비를 의미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관례를 올린 기록을 살펴보면 사대부를 중심으로 관례를 시
행한 것은 16세기 중반이후 부터이며 17세기 이후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더
불어 『주자가례』에 대해서도 이해의 깊이를 더해갔다. 따라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 대부분이 예에 관심을 가졌고 예에 관한 글을 남기고 있으며 관례를 시행한
기록도 많이 남아 있다.
관례가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고종32년(1895)에 내려진 단발령으로 상
투가 없어짐에 따라 관례는 상징적 절차가 축소되어야했고 조혼의 폐단이 개선되면
4) 송미화, 字의 傳統과 現代的 活用에 관한 硏究,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논문,
2013. p.3.
5) 윤사순,인성교육의 유학적 전통과 그 과제, 철학과 현실. 2013, p251.
6) 진성수, 하곡정제두의 자녀교육, 한국양명학회논문집 제50호, 2017, p90.
7) 고려사 세가에 보면 2월에 아들 주(伷)에게 관례를 하고 왕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
후 경종, 예종을 거쳐 원종, 충렬왕 때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태자의 관례가 이루어졌다
8) 죽헌유집 죽헌선생유집하 [부록] 고려말 나계종(1339-1415)의 연보에 15세에 관례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봄에 관례를 치르는데 사재(思齋)는 손님과 막료가 모인 가운데
삼가축을 하고 계도(啓道)라고 내린 이름에 자는 술현(述贒)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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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혼례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행해졌다. 특히 관혼상제는 일제강점기에 들
어서면서 식민정책이라는 목적을 숨기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번잡한 의례를 개선
해야한다는 취지로 1934년‘의례준칙’을 발표하면서 관례는 관혼상제에서 제외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유학의 전통을 이어온 선비들이 아들에게 관례
를 올려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지금도 몇몇 문중을 중심으로 관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행해진 전통성인식으로서의 관례를 통하여 그 절차에 담

겨있는 내재적 의미를 청소년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 관례 방법과 내재적 의미
관례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무를
일깨우기 위해 남자 아이가 어른의 상징인 상투를 틀어 올리고 관을 쓰는 유교의
전통적인 의례를 말한다. 즉 관례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어린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 사회적 존재로 공인을 받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관을 씌우고 관에 맞는 옷을 갈아입히는 관례를 통
해 사회화과정의 의미를 표출하였다.
예기에서는 관례를 태어나서 가장 처음 치루는 공식적인 의례로 규정하고 있
다.
의례 중에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처음부터 예로써 사람의
행동을 이끌지 않으면 장차 어른이 된 다음에 바른 예를 실천하기를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례의 진행절차는 관례 전 준비단계, 관례단계, 관례 후 종결단계로 나눌 수 있
다.
1. 관례 전 준비단계
아들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에 이르고 효경 논어등에 능통하고 예의를 알게
된 후에 관례를 하는데 이는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여야 함
을 알 수 있다.
관례일은 1월 중에 하루를 정하라고 하였으나 1월로 한정하지 않고 정하였다. 관
례 일을 정하고 3일전에 사당에 고하고 빈을 정하여 참석하여 줄 것을 청한다(계
빈). 그리고 하루 전에 다시 빈에게 알리고(숙빈), 관례를 치를 장소를 마련하고
당일 날 아침에 관례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위계질
서에 의해 자리를 정한다.
주인은 관례하기 3일전에 사당에 고하는데 주인이란 관례 할 사람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로서 조상을 이어갈 장손이다. 사당에 고한다는 것은 조상의 힘을 빌려 의식
을 신성하게 만들려는 것이며 관례를 주관할 빈은 주인의 친구 중에서 어질고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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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사람으로 정한다. 찬자는 빈의 자제나 친척 중에서 예를 익힌 사람을 한사
람 선택한다. 진설하는 장소는 관례의 경우 사랑방이나 외청에서 한다.
관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당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관례를 올리는 관자가 조상
을 계승하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의식을 신성하게 하
려는 의도를 가진다. 또 손님을 청하는 예를 실천하고 위계질서에 의해 자리를 정
함으로써 관자를 어린 시절과 단절됨을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2. 관례 단계
본 행사 단계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머리에 관을 3번 바꾸어 씌워주면서 축하하는 절차이다. 가정 내에서 가
져야 할 성인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첫 번째 관을 씌워주는데(시가) 이는 “자신에
게 내재된 선한 본질을 잘 보존하라고 당부하는 의미가 치포관에 내재되어 있다.9)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인 무사(無私)의 정신을 일깨워주면서 두
번째 관을 씌워 주며(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일깨워주면서 예의 최고 덕목인
경천(敬天)의 마음을 갖추도록 당부하면서 세 번째 관을 씌워준다(삼가). 머리에
쓰는 관을 더해 가는 절차를 통해 축사를 하고 점점 더 덕이 높아지기를 당부한다.
어른만이 쓰는 관건을 세 차례에 걸쳐 씌워주고 그에 맞는 예복으로 갈아입힘은 매
번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며 해야 할 일이 차츰 더 무거워짐을 알게 하
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성인대우를 해 주는 의식이다.
관을 씌울 때 마다 빈이 축하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축사에서 세 번째 축사로
갈수록 차츰 책임범위를 넓혀 간다. 그러므로 세 번의 관을 씌우는 것은 뜻을 깨우
치고 덕을 높아지기를 당부하며 축복을 거듭하는 것이다.
관을 쓰는 자리를 장자인 경우에는 주인 옆자리에서 하고 다른 아들들은 손님의
자리에서 관을 씌워줌으로써 장자는 가문의 적통을 계승할 사람이라는 것을 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다짐하게 된다.
머리에 관을 씌워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머리 인 땋은 머리를 풀어 상투를 틀
고 망건을 씌운다. 상투는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는 상징물이다. 관을 씌워주며
읽는 축사의 내용은 어린마음을 버리고 개인의 완성인 덕을 이루라는 것과 어른 세
계의 궁극적 가치인 오래 살아서 큰 복을 이루라는 것이다.
둘째, 술을 부어놓고 당부하는 절차를 초(醮)라고 하는데 빈(賓)이 관자에게 술
을 내려주면 관자가 술을 세 번 그릇에 조금씩 붓고 술을 남겨 맛을 보는 절차이
다. 이 절차를 통해 관례를 올리는 주인공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예를 완성한다. 이
때 관례를 하는 아들을 손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아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공
경하는 것이다.

9) 노인숙, 관례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의례와 예기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33. 2015,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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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름대신 사용할 자를 지어주는 절차인데 예기 관의에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신 근본이고 자는 관례 할 때 손님에게 받은 글인 까닭에 임금과 부형 앞에
서는 자기 이름을 쓰고 남에게 이르러서는 자를 부른다. 이것은 자로서 그 이름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를 부른다.”고 했다.
자의 유래를 살펴보면

예기에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행하고 자를 짓고, 여

자가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를 행하고 자를 짓는다.라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겨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고 성인의 이름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께서만 부를 수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
별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시이므로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
을 귀하게 여기고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자 누구나 보편적으로 부
를 수 있는 다른 칭호가 필요하게 되어 관례를 할 때 자를 짓게 된 것이다.
자는 성인식인 관례를 행할 때 성년이 된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
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포함하였으며 이름의 뜻을 보충하였다. 특히 선비들의 자에
는 성(聖), 문(文), 경(景), 사(士)를 많이 사용하였다. 성(聖)은 조선시대 선비들
의 이상형인 공자(孔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인의 반열에서 중국의 문왕과 같은
인물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문(文)자를 선호했고

경(景)은 선비의 요건이 성인을

닮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명정대하고 광명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했
다. 유학에서 실현가능한 이상형은 군자와 선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많이 쓰고 있다.

사(士)자를

한 글자의 자를 통해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과 이상적

인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10)
3. 관례 후 종결단계
관례가 끝나고 사당에 가서 성인으로서 조상에게 인사를 드린 후 웃어른을 뵙고
인사를 드린다. 성인이 된 관자가 성인의 예로서 조상과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림으
로써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공인을 받는 것이다. 관례를
마치고 웃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일은 관자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행하는 사회활
동이며 웃어른들에게 성인으로 대접받고 덕담을 듣게 됨으로써 성인으로써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인은 관례에 참석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원근
의 사우(士友)로서 관례를 참관한 사람이 1백여 명이나 되었다11)는 기록도 있고 이
와 대조적으로 일족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몹시 적적하였다12)는 기록도 있다.
10) 송미화, 위의 책, p.28.
11) 宋子大全 부록 제8권 年譜[七][崇禎五十三年庚申]“ 1680년 9월 장증손(長曾孫)의 관례
(冠禮)를 거행하였는데 타우(打愚) 이운거(李雲擧)를 초청하여 빈(賓)으로 삼았다. 증손의
이름을 일원(一源), 자를 백순(伯純)이라 하였다. 원근의 사우(士友)로서 관례를 참관한 사
람이 1백여 명이나 되었다.
12) 최흥원(백불암, 1705-1786) 역중일기,“1745년 9월 13일 아침 일찍 밥을 먹은 뒤에 관례
를 행하였다. 의례대로 진설하였다. 이름을 ‘상진(尙鎭)’으로 하였다. 황학동 어른이 자
(字)에 관한 글을 짓고, 임중징(任重徵)이 찬자를 맡았다. 자(字)를 ‘이안(以安)’이라고
하였다. 일족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몹시 적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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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님대접을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신13)도 있다.

Ⅲ. 청소년 인성교육 활용방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그 근본 원인을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
대의 가정은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 가족에서 해오던 역할 분담에 따른 교육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대의 산업구조는 생계유지나 경제적 향상과 삶의 질적 향
상을 위하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바람직한 가정교육,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은 날로 빈발하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
림, 입시성적의 과중한 압력 및 가정해체 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심리적인 방황과
파탄에 의해 생명력이 위축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14).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년기의 중간 단계로써,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이 급
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신체적 변화를 출발점으로 하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들
에 적응하면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혼란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형성은 연령이 낮은 시기일
수록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한다면 ‘가정에서 행하는 인성교육’은 어떤 형식의 교
육보다 중요하다. 가정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 나아가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의식과 가치관과 행동 관습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엄격한 가부장제도 아래의 가정교육이 철저하
였으며 가정교육을 통하여 부모 세대의 의식, 가치관,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을 자
녀들에게 전수하였으며 효를 도덕윤리의 기본으로 강조한 부자관계가 집안 문중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숭상하고 효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
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시대에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할 인간상을 고
찰하여 바람직한 역할이나 규범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성인식인 관례를 올리면서 세 차례 관을 바꾸어 씌워주며 축복을
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특히 자(字)의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자설을 지어주는 절차
는 관례를 올리는 주인공은 물론 부모들도 자녀의 성인됨의 의미를 함께 하는 의례
라 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성년식을 한 경우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친

13) 곽주(1569-1617) 현풍곽씨 언간
14) 안영석, 청소년인성교육에 대한 유학적 시론,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8집, 2004,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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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선배와 함께 성년식을 한 경우는 청소년기로 부터의 탈출, 해방감에 빠져 탈
선의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놀이문화로 그치고 가족이나 어른이 함께 하지 못하
였으므로 성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지켜야 할 덕목, 유념할 자세 등을 가르치는
어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15) 관례를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가 성년이 되
면 선물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성년식은 친구들끼리 축하해주는 문화로 정착되어가
는 현재의 성년식을 제고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가족중심의 성년식이 아닌 친구들끼리 성년식을 축하하는 현
대의 성년식 문화와 전통의 관례를 비교해보면 관례는 진지함과 간절함이 잘 드러
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문중에서는 관례의 형식
과 절차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관례
를 하면서 자를 지어주는 전통을 살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보완하고 자녀를 격려
하며 목표의식을 갖도록 자(字)를 지어주고 자의 의미를 담은 자설(字說)을 지어주
는 성인식을 가정의례로 정착시킨다면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본다.
청소년들에게 관례를 올려주고 받은 소감문에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자를 받을 때였으며 자를 받음으로 써 진정으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들뜬 한
편 어른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생긴 것 같다. 특히 살아오면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
신 이름으로 불리다가 자를 받고나니 왠지 이제 정말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의젓하게 행동하고 항상 신중 하라는 ‘자’의 뜻에 따
라 바르게 살라고 부모님께서 당부해 주실 때에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16)”고
했다.
관례에 참석한 부모들의 소감은 “옛날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통교육을 시
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어쨌든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상투만 틀면 어른
이 된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기는 쉬워도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
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7)”라는

소감을 통하여 부모들도 자녀가 성인이 되

는 절차를 감동적으로 지켜보며 한 성인으로 대우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
지 성년식에서 부모의 역할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례를 올린 학생의 소감과 이를 지켜 본 어머니의 글을 통해 가정에서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관례를 올리면서 자(字)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하는 가정의례가
15) 조희선 등(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
-, 생활과학 제5호. p.266.
16) 2009년 6월 K고등학교 관례
17) 2010년 4월 D교육대학교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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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Ⅳ. 나가며
한 나라의 문화는 국민들이 이루어 낸 모든 역사의 산물이며 곧 국민들의 삶 자
체이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롭게 재창조됨으로써
고유한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이어온 우리의 전통문
화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시대 이상적인 유자(儒者)를 만들기 위해 수양을 통해 인격도야를 강조하고
삶의 좌표를 설정하던 관례의 전통적 의미를 살려 가정에서부터 관례를 올리는 문
화가 정착된다면 청소년기 자녀의 성인됨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관례를
통하여 성인으로서 실천해야할 “예”에 대한 바른 인식을 내면화하도록 일깨워주
는 관례가 가족행사가 되어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어른들이 성인식을 마친 청소
년기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한다면 청소년 인성교육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관례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내재된 선한 본질을 잘 보존하고 사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덕목과 도덕성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은 한 개인
의 인격완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도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관례를
통하여 현대에 가장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할 절차는 이름대신 지어주는 자이며 자
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설이다. 자설은 훌륭한 인성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해 명심
하고 실천해야 할 인생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관례를 올리고 자를 짓는 의미와 자의 상세한 뜻을 전달하고 한 집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생동안 명심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일러주고 새로운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면 청소년들은 성인의 의미와 자에 담긴 뜻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관례는 성년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성인다운 인격을 갖추도록
당부하고 기원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관례의 절차 속에 내재된 뜻을 일깨우고 덕
을 점점 높여 가기를 바라는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자의 뜻을 전하며 인생의 좌
표를 제시하면서 부모와 집안의 염원을 따뜻하게 담은 자설을 지어 준다면, 이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기초적 학습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
된 가치관은 인생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바람직한 모델링이 필요한 시기
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집안을 계승하는 주인공이라는 점을 인식
하고 빈의 덕을 닮고 자신의 목표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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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례에 내재된 부모에 대한 효와 예의 정신은 타인에 대한 공경과 배려로 이행
확대해 나갈 때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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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礼的传统含义和青少年人性教学方案
宋美花(嶺南大)

礼仪是把理想的个人形象象征化，并展现出来，最终目的是成为圣人。而且，
礼仪在社会化过程中，有助于形成约定习俗方面来讲，它属于社会化的典型例子
。
我们国家的冠礼是通过一定的仪式，告知青年们身为成人所要遵守的行为规范
，通过成人宣誓的方式，使成人身份和社会成员的身份资格,得到广大来宾的正式
认可的礼仪。
韩国的朝鲜时代，冠礼受到儒教的影响，成为了培养儒家人才的教育工具，也
是子女立志教育的一种礼仪，那个时候在以儒生为主的群体中，有行加冠礼的记
载。但是，到了朝鲜中期，冠礼成为了婚礼前的简单的一个礼仪仪式。
冠礼的流程中，在冠礼前的准备阶段，应该告知寺堂，借助祖先之力使意思神
圣。主持冠礼的主持人要从主人的朋友中选出，选善良懂礼的人，使受冠之人能
像主持人一样有美德。加冕的过程中，致祝辞，祝美德越积越高。加冠的时候，
如果是长子，就坐在主人旁边，如果不是的话就坐在客人的旁边，以此来告诉大
家长子是家族的继承人，并且宣誓要尽的责任和义务。加冠祝贺词的内容是抛弃
你的童稚之心，慎养你的成人之德。愿你长寿吉祥，广增洪福。
特别是名字外又起个“字”，使成为成年人后要常记住，要实践的德目（忠，孝
，仁，义等）补充了名字所含的意思。通过一个字，体现出儒生未来志向的生活
态度和理想的追求。
我国传统成人仪式“冠礼”是要更换3次冠，表达祝福外，为了体现“字”的含义，
特意追加“自说”的步骤，不光是举行“冠礼”的本人还有其父母一起庆祝成为成人
的礼仪。
“冠礼”步骤当中，最为现代人要活用的是代替名字，起的“字”和说明其含义的“
自说”，“自说”是成为成人后，为了成为品德兼优的成年人，提示的铭记和实践的
人生指标。
举行冠礼时，说明赋予“字”的重要性及要传达“字”里所涵盖的内容，期望作为
一个家庭和一个社会组成人员，接受一生要铭记和坚守的价值和准则的教育，以
崭新的面貌出发，青少年可通过成人的定义和“字”里所期望的意思，是从新建立
目标和确立整体性的一次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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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시대의 2인칭 관점의 도덕

강

철(서울시립대)

【주요어】 2인칭 관점의 도덕, 인칭 도덕, 상호재, 말걸기, 반응적 태도들
【요약문】
제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윤리체계는 무엇
인가? 가령, 근대사회의 대중교육에서 적합했던 도덕교육 방식이, 즉 명료하게 정립된 이
런저런 도덕원칙들을 개개인이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이라고 부르자. 또는
고대사회의 자연적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개인의 유덕한 품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
덕교육방식을, 소위 말해 ‘덕윤리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 맞도록
변용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를 ‘품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본 논문은 원칙이나 품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 방식으로서
‘인칭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칭적 관
계를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이 앞의 두 교육방식들을 보완하는 차원을 너머서, 주도적
인 교육방식일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시대의 적합한 도덕
교육 방식으로서, 특히, ‘2인칭 관점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이라는 구분을 기반으로 하는 ‘인칭도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인칭 도덕은 ‘존재자들(entities)’에 대한 ‘관계(relation)’의 인신론적 우
선성에 근거해 있다. 필자는 인칭 도덕에 대한 있을 수 있는 해석들 중 한 가지를 제시하
고자 한다.
덕윤리학, 의무주의, 결과주의라는 전통적인 도덕체계들은 ‘동기’, ‘성품’, ‘행위’, ‘결
과’ 등의 범주적 구분을 기반으로 자신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반해서, 인칭 도덕이
란 ‘1인칭 관계’, ‘2인칭 관계’, ‘3인칭 관계’ 등 인칭적인 관계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도덕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도덕체계들은 소위 말해, ‘행위 중심’이나 ‘행위자 중심’
이라는 구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는 의무주의와 결과주의가 속하는 ‘원칙 중심의’ 도덕
체계와 덕윤리학이 속하는 ‘사례 중심의’ 도덕체계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인칭
도덕은 인칭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체계를 말한다. 특히, 2인칭 관점의 도덕체계는
존재자들에 대한 관계의 우선성에 입각해서, 나와 너라는 ‘2인칭 관계’에 의거해서 ‘나’와 ‘너’가
인식론적으로 실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2인칭 관계에 기반을 둔 2인칭 관점의
도덕은 네트워크 시대의 초연결사회에 유력하고 적합한 윤리규범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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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은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
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사회에서
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간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가 유
지되고 발전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지식분야에 관해서 말하자면, 개인의
지적 능력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지식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보통신 과학기술에 의한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 형성되고 유통되는 지식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둘째 경제분
야에 관해서 말하자면,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패러다임에 집
중되었다면, 이제는 빅테이터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공유경제 등
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셋째 생활분야에 관해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
에 제약을 받았던 종래의 생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트워크 기술로 인해 다양한 생활공
간들이 탈영토화하게 될 것이다. 즉, 작업공간, 놀이공간, 소비공간 등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중첩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선명한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사물인터
넷(IoT)에 의해서 2020년에는 약 500억 개 이상의 연결형 사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기반한 인간 간의 관계 맺음도 확
장시켜 줄 것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다소 수사적인 또는 추상적인 물음은 다음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네
트워크 기술들이 주도하는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은 무엇일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러한 연결성과 관계성이 증폭되는 환경에 보다 더 적합한 도덕체계를 모색하고 구성해 보아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두 가지 도덕교육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필자의 직관적인 지식에 의하자면, 근대 산업사회의 도덕교육방식은 산업생산방식
과 유사했었다. 즉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
해졌고, 그로 이해서 대량소비가 요구되는 사회가 실현되었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인력 구조
의 변화와 연동될 수뿐이 없는데, 그런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 적합한 인재교육방식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중교육은 특히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를 대량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편재된 것이다. 교수나 교사라는 1인의 지식생산자가 강의실에
많은 예비 인력들을 모아 놓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준비된 산업인력을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
다. 효율성이 관건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상품이라는 재화에서만이 아니라, 인재라는 재화에
서도 대량생산 대량소비 패턴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덕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근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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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방식이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윤리학자들이나 윤리학계에 요구되는 것은
정립된 도덕‘원칙’이다. 그 원칙이 공리주의 원칙이든, 의무주의 원칙이든 간에 말이다. 도덕
교육에서의 효율성이란, 도덕적인 인간을 단시간 안에 대량의 도덕적인 인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교육 과정에서 정립된 ‘원칙들’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피
한 최선의 방식일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물음은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이 네트워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도덕교육방식일 수 있는가?”이다.
둘째, 도덕교육이란 결국 도덕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원칙들을 지식으로 잘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도덕교육방식에 있어서 ‘덕윤리’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런데 덕윤리학은 고대사회에 자연적인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발전한 도덕체계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품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이 그 타당성이 입증된 유효한 교육방식이
었다. 그런데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물음은 이것이다. “품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체
계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더 나아가 탈국지적이고 탈영토화하는 네트워크 시대에도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일 수 있는가?”
필자는 원칙이나 품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두 도덕교육방식이 네트워크 시대의 특성들(초연결성, 다양한 공간들
의 탈영토화, 소셜네트워크에 기반한 관계의 확장 등)에 요구되는 도덕교육을 충족시키는 지
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으로서, 필자는 근
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교육방식인 ‘원칙 중심의 도덕교육방식’과 고대 공동체사회에 적합한
교육방식인 ‘품성 중심의 도덕교육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칭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2인칭 관점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공리주의, 의무주의, 덕윤리학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체계들은 동기, 성품, 행위, 결과 등의
범주적 구분에 의거한 종래의 도덕체계들이다. 이러한 도덕체계들이 초연결사회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룰 여전히 최선의 접근법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초연결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인 ‘연결’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범주에 초점을 맞
춘 도덕체계들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도덕체계로서 특히, 아래에서 논의할 테지만,
상호이해와 상호인정을 전제로 하는 ‘2인칭 관점의 도덕’을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1
인칭 관계’, ‘2인칭 관계’, ‘3인칭 관계’라는 범주적 구분을 기반으로 하는 ‘인칭 도덕’이 적합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규범 윤리학 분야에서 현재 주류적인 도덕체계는 덕윤리학, 의무주의, 결과주의로 대별되는
소위 말하는 3대 도덕체계일 것이다. 이 3대 도덕체계들은 도덕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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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비중을 어디에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동기’, ‘성품’, ‘행위’, ‘결과’ 등
의 범주적 구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가령, 덕윤리학에서 유덕한 자란 ‘오직 성품의 덕스
러움만을 추구할 뿐 행위의 옳음이나 결과의 좋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자를 뜻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무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롤즈(1999)가 지적했듯이, “의무주의 이
론들이 비목적론적 이론들로 정의되지만, 그러나 제도들과 행위들의 옳음을 그것들의 결과들
(consequences)과는 별개로 규정하는 그런 견해들로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윤리이론들은 옳음을 판단할 때에 결과를 고려하는 이론들
이다, 그렇지 않은 이론이 있다면 단순히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irrational and crazy)
이론일 것이다.”1) 요컨대 전통적인 3대 도덕체계들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의 기반은
‘동기’, ‘행위’, ‘결과’라고 하는 범주적 구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1인칭 관점’, ‘2인칭 관점’, ‘3인칭 관점’이라는 범주적 구분을 기반으로
한 도덕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1인칭 관점’이란 ‘나와 나 자신
의 관계’에 토대를 둔 관점이며, ‘2인칭 관점’이란 ‘나와 너의 관계’에, ‘3인칭 관점’이란 ‘나의
그의 관계’에 토대를 둔 관점을 말한다. 그리고 도덕적 사고나 평가를 할 때에 각각의 인칭
관점을 취하는 도덕이 있을 수 있는데, 1인칭 관점의 도덕, 2인칭 관점의 도덕, 3인칭 관점의
도덕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덕들을 총칭해서 ‘인칭 도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인칭 도덕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가지는 의의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그 시도는 ‘동기’, ‘행위’, ‘결과’라는 범주적 구분에 의거한 “기존의 3대 도덕체계들의 특성들
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나’, ‘너’, ‘그’는 언어
와 삶의 근본 범주인데,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의 관계’에 입각한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들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인칭 관점들이 가지는 윤리적 함의를 규
명함으로써 “네트워크 시대를 위한 도덕규범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도덕교육
의 방법론적 변화를 숙고”하고 그 의의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즉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를 피교육자가 인식하고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중심으로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산업사회에 적합한 그리고 ‘효율적인’ 도덕교육 방법론인 것이다. 또는 유덕한 자가
되기 위해 양육과 습관을 강조하는 방법론은 피와 살로 만나는(즉 온라인 상의) 지속적인 관
계가 가능한 시대에 적합한 도덕교육 방법론인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의 초연결사회에
서는 인칭 관점들에 입각한 방법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종래의 두 방법론
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각 방법론 마다 장점을 충분히 존중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본
다.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에 도덕교육방법론으로서 원칙이나 품성에 기반한 방법론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사고의 기반인 ‘동기’, ‘행위’, ‘결과’
등의 범주에 ‘1인칭 관점’, ‘2인칭 관점’, ‘3인칭 관점’이라는 범주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그 범
1) Rawls(1999),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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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확장시킴으로써 도덕 교육의 방법론적인 변화를 사고해 보는 것은 흥미롭고 가치있는 일
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칭 도덕’이 가질 수 있는 3가지 의의를 논의했는데,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인칭 도덕은 “기존의 3대 도덕체계들의 특성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다. 덕윤리학, 의무주의, 결과주의라는 3대 도덕체계들에서는 도덕적 사
고나 추론을 할 때에, 우리는 ‘동기’, ‘행위’, ‘결과’ 등의 범주적 구분에 기반을 두고서 사고하
고 추론한다. 그런데 ‘1인칭 관계’, ‘2인칭 관계’, ‘3인칭 관계’라는 범주적 구분을 기반으로
한 인칭 관점의 도덕들을 구성하고서, 이 도덕들이 3대 도덕체계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탐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덕윤리학에서 1인칭 관점의 도덕이나 2인칭 관점의 도덕이나 3인
칭 관점의 도덕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역으로, 가령 2인칭 관점
의 도덕이 지니는 덕윤리학적, 의무주의적, 결과주의적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인칭 도덕들과 3대 도덕체계들은 직교하기 때문에, 인칭 도덕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3대 도덕체계들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위에서 인칭 도덕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도덕교육의 방법론적 변화를 숙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가 판단해 보건데, 그 동안 도덕교육 방식은 ‘1인칭 관점의 도
덕’과 ‘3인칭 관점의 도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제는 그 두 관점에 ‘2인칭 관점
의 도덕’을 보완 내지는 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2인칭 관점의 도덕’은 초연결사
회의 도덕교육 방법론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믿는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도
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또는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다고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은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하거나 해야만 하는가’에 관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을 검토해 보자. 먼저 ‘1인칭 관점의
도덕’에 의하자면, 도덕(morality)이란 개인적인 양심(conscience)의 문제이며, 양심에 기반을
둔 나의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덕의 본질적인 역할인 것이다. 다른 한편, ‘3인칭 관점의 도덕’은, 도덕을 원칙
(principle)에 기반을 둔 체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원칙의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이 개개 행위자
의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를 지도하게 하는 기능을 도덕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요컨대 위와 같이 ‘1인칭 관점의 도덕이나 3인칭 관점의 도덕에 의거해서 도덕 교육을 시
켜야 한다’는 것이 도덕교육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부
연하자면, ‘1인칭 관점의 도덕’은 인간을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런 자율적인 존재자로 전제한다. 한편, ‘3인칭 관점의 도덕’은 인간을 객관적인 도덕원칙이 적
용될, 도덕 세계의 평등한 시민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 두 도덕은 ‘2인칭 관점의 도덕’에 의해 보충되거나 융합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인칭 관점의 도덕’은 도덕을 상호이해와 상호인정의 토대 위에서 서로에게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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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것’을 존중해 주는 원리로 본다. (‘말하기’와 ‘말걸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라는 2인칭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합당한 방식
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해명하게 하는 것이 도덕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
육에 있어서, ‘2인칭 관점의 도덕’은 인간을 2인칭적인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자아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본 논문은 이어지는 논의의 전제로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필자
는 ‘1인칭 관점의 도덕’, ‘2인칭 관점의 도덕’, ‘3인칭 관점의 도덕’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
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우리 철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2인칭 관점의 도덕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한 가지 해석을 시
도하고자 한다.
둘째, ‘관계’에 근거해서 필자가 1인칭 관점의, 2인칭 관점의, 3인칭 관점의 도덕들을 구
분하기는 했지만, 이 도덕들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각 인칭 관점의
도덕은 다른 인칭 관점의 도덕이 가지는 특성이나 장점을, 가령, 2인칭 관점의 도덕은 3인칭
관점의 도덕이 가지는 어떤 장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문에서 상술할 테지
만) 객관적인 어떤 ‘도덕 원칙’에 호소해서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 3인칭 관점
의 도덕이다. 그런데 ‘2인칭 관점의 도덕’이 도덕원칙에 대한 호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난
다면, ‘2인칭 관점의 도덕’은 ‘3인칭 관점의 도덕’의 그런 특성을 하나의 요소로 수용할 수 있
는 것이다.
셋째, 인칭 도덕 중에서 ‘2인칭 관점의 도덕’을 필자 나름대로 정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3인칭 관점의 도덕’이나 ‘1인칭 관점의 도덕’을 ‘2인칭 관점의 도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 주장은 각 인칭 관점의 도덕
들 각각이 잘 작동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이란 무엇
인가’를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權限) 및 자신의 도덕적 삶을 스스로 영위할 주권(主權)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도덕이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즉 1인칭 관계에 기반
해 있다고 보고, 1인칭 관점의 도덕에 입각해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할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 학술적인 탐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2인칭 관점의
도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인칭 관점의 도덕들과의 보완관계 속에서 ‘2인칭 관점의
도덕’을 상대적으로 유력한 도덕이론으로 제시해 보는데 있다.

II. 본론
본 논문은 ‘인칭 관계’와 ‘인칭 관점’에 기반을 둔 도덕체계를 본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덕체계, 즉 ‘인칭 도덕’을 통해서 본 논문은 도덕현상을 설명하고 도덕규범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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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덕개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인칭 관점’과 ‘인칭 관계’가 언어의 보
편적 현상이고 실존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을 인칭을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우리 윤리학계에서 그 동안 주변부적인 관심거리에 머물렀던 것 같다.

1. 인칭도덕이란 무엇인가?
인칭 도덕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1인칭/2인칭/3인칭 관점의 도덕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인
칭’, ‘인칭 관점’, ‘인칭 관계’ 등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 언어적(de dicto) 차원에서
말하자면, ‘나’, ‘너’, ‘그’라는 인칭대명사는, 그것이 없는 자연언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
에서, 모든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또한 ‘관점’이란 소설, 영화, 미술,
편지, 이메일 등 인간이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서술되고 표현되는 보편적인 형식이기도 한
다. 가령, 자전적 소설이나 자화상이란 1인칭인 나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표현되는 작품을 말
한다. 보다 확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고 해석
될 수 있을 그 모든 것들이 서술되는 형식, 그 형식이 바로 ‘관점’인 것이다. 둘째, 사물적(de
re) 차원에서 말하자면, 실존하는 모든 개인들은 ‘나’로서의 삶, 즉 1인칭으로서의 삶을 포기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나’는 고립된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부모’ 없이는 ‘나’가 불
가능하듯이) 이미 그리고 항상 앞서 주어져 있는 ‘너’나 ‘그’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이다. 따
라서 우리는 ‘나’와 그 상대가 되는 ‘너’와 그리고 제삼자인 ‘그’라고 하는 인칭적 관계들 속에
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칭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존성이 실현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는 나의 실존성에게 결코 배제시키거나 탈락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나와 너라는
인칭적인 그 ‘관계’를 전제로 ‘나’나 ‘너’가 실존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언어적(de
dicto) 차원과 사물적(de re) 차원 모두에서 ‘나’의 삶이란 어떤 인칭적인 관계 속에서의 삶일
수뿐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인칭적 ‘관계’가 개개의 ‘실존’에 언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칭 ‘그 자체’에 주목을 해서 (1인칭/2인칭/3인칭 관점의
도덕 등으로) 도덕체계들을 새롭게 구성해 보려고 하고 (덕윤리학/의무주의/공리주의 등) 기
존의 도덕체계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는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2)3)
인칭 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인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만 하면, 인칭 도
2) 한국 윤리학 분야에서 인칭적 관점에 주목한 논문과 저술로는 신인섭(2002), 이승종(2018).
3) 물론, 도덕철학이 아닌 심리철학 분야에서는 예외인데, 이 분야에서는 인칭적 관점을 고려하는 뿌리
깊은 철학적 사유가 있어 왔다. 가령 의식이나 자아의 문제에 접근할 때에 인칭의 관점에 기반한 방
법론적 논의들은 많이 있었고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가령, 의식이나 자아의 문제를 주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명하려는 현상학의 1인칭적 방법론이나, 객관적인 물리법칙에 근거한 인지과학이
나 신경과학 등의 3인칭적 방법론이 전통적으로 대립해 오고 있다. 예컨대 이영의(2017) 참조. 또한
타인의 마음에 관해서 이러한 1인칭과 3인칭적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상호주관적인 관점에 의거한 2
인칭적 접근법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김효은(2015, 2016) 참조. 또는 보다 복잡한 관점들을 논의
하는 흥미로운 논문도 있다. 이기홍(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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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되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령, 다음의 견해를 ‘인칭 도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견해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인칭 도덕에 대한 필자 자신의 생각
을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즉, ‘‘나’, ‘너’, ‘그’ 등의 인칭대명사나 ‘이것’, ‘저것’,
‘그것’ 등의 지시대명사란 ‘시공간상의 지정학적 위치를 근거로 해서 성립한다’는 식의 인칭
도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지각과 인식의 중추인 ‘나’와 지정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마주하고 있는 자가 ‘너’이고, 마주하고 있지 않은 더 먼 시공간에 위치하면
서 그러면서도 나의 의식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가 ‘그녀’나 ‘그’라고 보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나’와의 시공간 상의 지정학적 원근에 따라서 2인칭과 3인칭이 탄생하는 것이다. 가령
a, b, c 세 명이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c가 그 자리를 떠나 안 보이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해
보자. a와 b는 이제, 세 명이 함께 있었을 때에 ‘너’였던 그 c를 ‘그’라고 칭하면서 c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인칭대명사의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도덕은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
는 ‘인칭 도덕’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르자면, 2인칭의 ‘너’와 3인칭의 ‘그’
란 특정한 무엇으로 고정되지 않는 일종의 자유변항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그 무엇으로
그 안이 채워져야 할 형식적인 자릿값(placeholder)일 뿐이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너’였
던 자가 ‘그’로, ‘그’였던 자가 ‘너’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4)
그런데 필자의 인칭도덕에서 ‘너’와 ‘그’란 위에서처럼 ‘너’에서 ‘그’로, ‘그’에서 ‘너’로 자
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너’란 대체될 수 없는 특정한
자, 곧 사례(token)로 특정(特定)된 자이며,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그’란 대체될 수 있는 자
인 ‘제삼자로서의 타자’, 곧 유형(type)으로 지정(指定)된 자인 것이다.5)
첫째 필자가 자신의 해석을 통해 옹호하고자 하는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부터 논의해 보
자. 2인칭의 ‘너’란 ‘제삼자로서의 타자’로 타자화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가령 ‘나의 부모나
아내나 자식’ 등이 그렇다. 나는 나의 부모를, 제삼자로서의 타자로 만들어서 문법적 주어인
‘그들’이라고 (또는 ‘그 여자’나 ‘그 남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부모란 그 안이
채워져야 할 형식적인 자릿값이 아니다.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하고 특정한 사람으로 고정된 자
들인 것이다. 내게 안 보이는 멋 곳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설령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제삼자로서의 타자로 타자화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사례’와 ‘유형’이라는 구분에 의거
해서 말하자면, 사례로 특정(特定)된 자인 것이다. 이번에는 상반된 예를 들어보자. 출근길 지
4) 문학분야에 있어서, 서술의 주체가 2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1인칭의 ‘나’나 3인칭의 ‘그’로 바
꾸어 읽어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작품들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호명되는 인칭적 표현들이란 실
상은 형식적인 자릿값에 불과한 것이다. 김경민(2018) 참조.
5) 필자는 ‘사례’에는 ‘특정한다’를, ‘유형’에는 ‘지정한다’라는 술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자를 ‘대체불가능한 특정한 자로, 곧 사례로 특정한다’거나, ‘대체가능한 자로, 곧 유형으로 지정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라면을 산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체불가
능한 개별자로서 어떤 라면을 특정(特定)해서 사지는 않을 것이다. 즉, 대체가능한 자로서의 라면을
지정(指定)하고 지정된 유형의 그 범위 내 속하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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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에서 매일 만나는 익명의 사람들은 ‘제삼자로서의 타자’로 타자화되는 3인칭의 ‘그들’이
다. 그 사람들이 설령 착석한 내 앞에 서 있거나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말이다. (만
약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면, 2인칭의 ‘너’에 해당될 테지만 말이다.) 그
런데 익명의 사람들 중 어떤 자가 부주의하게 나의 발을 밟았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그 자와
내가 특정한 관계 (가령,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될
때에, 그 자와 나는 2인칭 관계인 ‘나와 너 관계’ 속에서의 ‘너’가 되는 것이다. 그 자는 이제
더 이상 ‘제삼자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특정한 관계 속에서의 상대방’, 즉 ‘너’가 되는 것이
다. 둘째,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그’란 대체가능한 자, 곧 ‘유형(type)’으로서의 그이다. 우리
는 다양한 집단들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누군가의 제삼자가 될 때에 다양한
유형들로 가령, 남자나 여자, 의사나 배관공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인칭 도덕에 있어서는 ‘관계’란 것이 ‘나’와 ‘너’를 인식론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6) 이 점에서 ‘관계(relation)’가 ‘존재자들(entities)’보다 인신론적인 우선성을 가
진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필자의 인칭 도덕에서 ‘너’가 자릿값이 아니라 대체될 수 없는 고정
된 자들인 까닭은 ‘관계’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우선성 때문이다.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
는 인칭 도덕이란 ‘존재자들’에 대한 ‘관계’의 그러한 우선성에 기반한 도덕이다. 최근에 “관
계적 전환(relational turn)”이라는 표제 아래 사회학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관계적 사회학
(relational sociology)7)의 일반적인 인식을 필자는 공유한다. 가령, ‘주체들(subjects)과 대상
들(objects)은 고립된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주체들과 대상들은 관계적으로 규정
된다’는 Donati(2011)의 생각에 필자는 공감한다. 그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는 말을 연상시키는 말로서, “태초에 관계가 있다(In the
beginning is the relation)”고 말한다. “사회적 과정들은 그것들의 천차만별의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와 함께, 관계를 거쳐 진행된다....바꿔 말해서 관계적인 것들이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사회적 실재의 ‘시초들(start)’이다.”8)
인칭 도덕이 소위 말하는 윤리학의 3대 체계인 ‘덕윤리학’, ‘의무주의’, ‘결과주의’라는 전

6) 만약 ‘관계’를 ‘상황’이나 ‘세상’으로 바꾼다면, 듀이의 연속성 개념은 필자의 생각을 잘 대변해 준다.
아래 듀이(John Dewey)의 Experience and Education(1938)에서 인용된 글은 박천환(2009, 5쪽)에
서 재인용한 것임. “모든 인간은 진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
다 구체적으로 하면 인간은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상황 ‘속’
에서 산다고 할 대의 ‘속’에서라는 말은 동전이 호주머니 ‘속’에 있다든가, 우유가 병 ‘속’에 있다고
할 때의 ‘속’과는 다릅니다. 상황 속에 있다는 말에는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E: 139)”
7) Depelteau, Francois, ed., (2018) 참조.
8) Donati(2011. pp.17). 한편 Burkitt(2018, pp.523)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사회나 경제나 조직은
존재자들 그 자체가 아니며 또한 개인들과 그들의 행위의 집합도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들 간의 상호
관계들(interrelations)의 합이다. 더 나아가,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들에 선행하고 이어서 다양한 형태
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회 종으로서의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는 다양
한 관계들 (가령, 부족, 집단, 문중, 가족, 사회조직)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들(그리고 그
들이 상호작용하는 대상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 내부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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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도덕체계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피는 것은 학술적으로 흥미있는 논의거리일 것
같다. (가령, 칸트의 이런저런 정언명령들은 1인칭의 관점에서 던지는 (또는 던져야 할) 도덕
적 요구들인가? 아니면 2인칭이나 3인칭의 관점인가?) 대강 말해서, 윤리학의 3대 체계들 모
두는 ‘인칭들’이 아닌 ‘동기’, ‘행위’, ‘결과’ 등의 범주적 구분에 근거해서 이론을 구축해 왔다
고 본다. 즉 유덕하거나 부덕한 성품, 선하거나 악한 의지, 옳거나 그른 행위, 좋거나 나쁜 결
과 등등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하거나 얼마만한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3대
체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가령 덕윤리학이 도덕적 평가의 초점을 ‘성품’에 맞춘다고 해서
‘행위’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덕윤리학’, ‘의무주의’, ‘결과주의’
각각의 도덕체계들이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의 도덕들이 지닌 특성들 중 어떤 특성을 갖는
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각각의 인칭 관점의 도덕들이 3대 도덕체계들의 특성들 중
어떤 특성을 갖는지도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3대 도덕체계들과
인칭 도덕들이라는 두 축은 앞서 언급했듯이 ‘직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도덕체계를
어느 한 인칭 도덕과 동일한 것으로 (가령 ‘3인칭 관점의 도덕’과 ‘공리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어떤 견해가 있다면, 이 견해는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견해는 아니다.

2. 인칭 관점의 도덕들에 있어서,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인칭 도덕’에 대한 철학적으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해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각 인칭 관점의 도덕들이 가지는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인칭 관점 중 첫 번째 1인칭 관점의 도덕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도덕이
다. 즉, 1인칭 관점의 도덕은 도덕규범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기제로 파
악한다.

이

도덕에서는

‘나란

누구인가?’

즉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기평가

(self-knowledge and self-assessment)가 행위자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평가를 다른 말로 한다
면, 바로 양심(conscience)인 것이다.9) 가령, 내가 남을 돕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타인의 야비한 행위를 비난할 때에, 1인칭 관점의 도덕에 의하자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
인가?’라는 진지한 물음에 대해 ‘나는 누구이다’로 제출될 자기이해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
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
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헌재 2002.04.25., 98헌마425)가 양심이라는 것이다. 양
심에 따라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아가, 곧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9) 자기인식과 자기평가(self-knowledge and self-assessment)로서의 양심에 관해서는 Giubilini,
Alberto, 2016, Conscienc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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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에 따라 행위를 하
는 것을 뜻한다.
1인칭 관점의 도덕에서의 ‘나’란 문법적 주어로서의 단순한 자릿값이 아니라 우주에서 유
일무이한 고유한 자를 가리킨다. 그 까닭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이라는 이분적 ‘관계’ 속에서
달리 말해, ‘나’와 ‘나 아닌 것’ 간의 단절과 분리를 전제로 내가 실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
느 것과도 같지 않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 곧 1인칭적인 자기
이해 속에서 ‘나’는 ‘나가 아닌 것’, 즉 ‘나를 제외한 전 우주’와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1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나’를 나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식론적인 조건으로서의 그 ‘관계’의
독특성(sui generis)은 내가 나 자신과 그때그때 맺는 현실적인 관계에도 전이된다. 나는 그때
그때마다 나 자신과 대체불가능하고 환원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보자면, 도덕이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여
기서 ‘너’란 대체가능한 자유변항이 아니라, ‘관계의 인식론적인 우선성’에 의거해서 어떤 특
정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식론적으로 실재하게 되는 ‘너’인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너의’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요구, 명령, 감사, 시비, 비난, 부탁 등이
성립하는 것이다.
2인칭 관계에서 가령, ‘너’가 어떤 요구행위를 하고, 그 요구에 대한 수용행위를 ‘나’가 한
다고 해보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요구와 수용은 필자가 옹호하는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개별적인 행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요구로서의 너의 ‘단독행위(simple action)’와 수용으
로서의 나의 ‘단독행위’가 자극과 반응의 형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
자면, 네가 행하는 요구행위는 ‘우리로서의 상호행위(interaction)’이고 내가 행하는 수용행위
역시도 ‘우리로서의 상호행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의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는 ‘너’와
‘나’의 실재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너와 나의 특정한 관계’가 그 실재성에 논리적
으로 선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특정한 관계에 의거해서 ‘너’와 ‘나’는 대체불가능한 자로
특정되고 고정되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는 개개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도가 아닌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도에 기
반한 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상호행위’인 것이다.10)11)
10) 공유된 의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P. Schweikard & Hans Bernhard Schmid, 2013,
Collective Intentional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llective-intentionality/
11)Donati(2018, pp.435)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우정(friendship)을 보자. 우정을 사회적
실재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정은 개인들로부터 오직 그들로부터만 창발하지만, 그러나 개
인적 수준의 사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들로서의 친구들일 수 없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는 물질적이거나 관념적인 존재자가 아닌 ‘어떤 것’을 공유하는 것인데, 비록 물질적인 것들, 감정들,
다양한 종류의 호혜적 도움들의 교환에 의해서 우정에 힘이 불어 넣어지지만 말이다. (사실상 우정은
호혜성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우정을 개인적 기여들에 의거해서도 아니면, 전체론적인 요인들에 의거
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에만 의존하는 우정을 만들어 내지
만, 그러나 그 우정은 그들에 의존하지 않는 가정들을 가지며 그들 자신의 개체성을 너머서는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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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보자면, 도덕이란 ‘나와 그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존재자
들에 대한 관계의 우선성에 의해서, 3인칭 관계가 ‘나’와 ‘그’를 인식론적으로 실재하게 한다.
그런데 3인칭 관계에서 ‘그’는 2인칭 관계에서 ‘너’와 달리, 대체가능한 자이다. 물론, 어떤 측
면에서 보자면 유기체로서의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유지해가는 체계로서의 자기생산(autopoesis)을
하는 생명체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측면에서 대체될 수 없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체를 포함해서 어떤 대상을 대할 때에, 그것을 위와 같
이 대체불가능한 사례(token)로 대하기도 하지만, 또한 대체가능한 유형(type)으로 대하기도
한다.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그’는 유형적 존재자로 대우받는다. 즉 ‘나와 그의 관계’에서 그
를 유형적 존재자인 ‘제삼자로서의 타자’로 타자화시킨다. 그리고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제삼자로서의 타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제삼자로서의 타자’로
대우받을 때에, 대우하는 그 원칙은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3인칭 관점의 도덕은 도덕의 본성을 원칙(principle)에서 찾는다. 이 원칙이란 어떤 행위
가 옳거나 그른지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standard)으로 기능을 한다. 이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가 왜 옳거나 그른지를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행위
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칙은 우리가 처한 도덕적 곤경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지도해 주는 지침(guide)으로 기능한다.12) 요컨대 3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도덕의 본성은 ‘원
칙’에 있으며, 이때 ‘원칙’은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적용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타당한, 즉 객관적인 보
편타당성을 지닌다. 원칙의 측면에서 ‘객관적 보편타당성’은, 그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제삼자로서 타자’로의 타자화로 나타난다. 이런 원칙의 후보로는 가령, ‘최대 다
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공리주의 원칙이나, ‘인간성을 한갓 수단이 아닌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의무주의 원칙이 있다.

3. 인칭 관점의 도덕들의 동기적 요소
이제,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로서의 ‘좋은 것’ 또는 ‘선’에 입각해서 인칭 관
점의 도덕들의 특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인 1인칭 관계에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사유재(private goods)이며, ‘나와 너와의 관계’인 2인칭 관계에서 서로에게 좋은
것은 상호재(relational goods)이며 ‘나와 그와의 관계’인 3인칭 관계에서 공적으로 좋은 것은
포함한다. 이 점은 그들 자신의 개체성 이상의 것들을 이용하는 더불어임(togetherness, ‘우리-관계
(we-relationship)’)를 함축한다.”
12) 필자가 언급하는 ‘3인칭 관점의 도덕’은, 도덕적 특수주의(moral particularism)와 대조되는 도덕적
일반주의(moral generalism)에 해당한다. 도덕적 일반주의에서 ‘원칙’의 본성으로서 ‘기준’과 ‘지침’
의 기능에 관해서 Ridge와 Mckeever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Ridge, M., & McKeever, Sean,
2016, Moral Particularism and Moral General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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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public goods)이다. 이것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에 따르면, 어떤 자와 공유를 하는 식
으로만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상호재이며, 혼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사유재이며, 누
구든 중립적인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공유재이다.13)
‘사유재란 오직 자신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이 측면을 강조해서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욕구의 만족’이 바로 사유재인 것이다. 만족시킬 ‘자신의 욕구’에는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상도 포함된다. 그런데 1인칭 관점의 도덕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지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양심(conscience)’이라고 주장한다. 양심이 훼손되
지 않고 지켜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 이때에 양심은 ‘자기인식과 자
기평가’로서의 양심을 뜻한다. 필자가 강조하려는 점은, 양심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morally
neutral) 보는 ‘1인칭 관점의 도덕’을 필자가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양심에 대한 중립적
해석에 따르자면, 히틀러도 전쟁을 일으킬 때에 자신의 양심에 따랐던 것이다.
상호재란 쌍방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말한다.14) 사랑, 우정, 동료애, 친밀감, 사회적 존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호재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며 우리의 많은 행위들
에 동기가 된다. 이런 가치들을 상호재로 분류했을 때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첫째 모르는 사
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가치가 상호
재라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가치들은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와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랑이나 우정 등을 경
험하고 있다는 것을 상호 이해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어야, 상호재가 성립하는 것이다.15)
공공재란 소위 비경쟁성(non-rivalrous)과 비재재성(non-excludable)을 핵심적인 특성으
로 하는 좋은 것들을 말한다. 사유재나 상호재와 달리, 타인이 어떤 좋은 것을 못 누리도록
배제할 수 없으며, 내가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경
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공기, 국방, 민주주의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한편, ‘관계’와 ‘관계로 인한 좋은 것’을 구분해야 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존재하지 않
으면서도 그 관계로 인해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와 ‘관계로
인한 좋은 것’ 간의 분리는 2인칭 관점에서의 상호재에서 특히 중요하다. 가령, 성인인 철수와
영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게 되면 예를 들어 사랑으로 인한 좋은 것인 ‘성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관계만 존재할 뿐 그 관계로 인한 좋은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경
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령, 관계로서의 ‘우정’은 있지만 ‘우정으로 인한 좋은 것’은 없는 그
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우정’은 아닐 것이다.16)
13) Donati (2019) Uhlaner(2015) 참조.
14) ‘relational goods’는 흔히 ‘관계재’로 번역된다. 그런데 ‘1인칭 관계’나 ‘2인칭 관계’나 ‘3인칭 관계’
각각에 기반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재로 번역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서 상호재로
번역하고자 한다. relational goods에 관한 국내 논문으로는 김명식(2017), ,박민진 외(2017) 참조.
15) 상호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으로는 Gheaus(2018) 참조.
16) 관계(relationship)와 관계로 인한 좋은 것(relationship goods)간의 구분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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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인칭 관점의 도덕: 말하기와 말걸기
이제 2인칭 관점의 도덕의 특성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말하기’ 화행
과 ‘말걸기’화행을 뚜렷이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구분에 의거해서 ‘3인칭 도덕’과 ‘2인
칭 도덕’을 대별해 보고자 한다. 말하기와 말걸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1) 나는 그녀에게 말을 했다
2)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1)의 말하기 화행에서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달했다’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
의 말걸기 화행에서 ‘말을 걸었다’는 ‘말을 전달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 ‘말을 전달했다’
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걸기는 반응을 할 상대방을 전제하며 이후에 전개될 후속적인 사
건이 있음을 함축한다. 예컨대, “말을 걸었다”라는 화행은 어떤 응대가 그녀로부터 있을 것임
을 의미상 전제하고서 하는 화행인 것이다. (가령, ‘사귀자’는 취지의 말걸기 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을 걸었다”에서 그 “걸다”는 ‘관련’ 또는 ‘관계’시킨다는 의미
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바, 2인칭 도덕이란 ‘말하기’ 화행이 아닌 ‘말걸기’ 화행에서
작동하는 도덕이다.
‘말하기’와 ‘말걸기’ 간에는 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말을 하는 것
이 아닌 말을 걸기 위해서는 말이 걸리는 자, 곧 그녀의 관점에서 내가 나의 말 걸기를 보거
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말걸기는 ‘상호행위’인 것이다. ‘말하기’가 아닌 ‘말걸기’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거는 행위를 (나의 관점은 물론) ‘그녀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
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너(그녀)의 관점도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종의 상호
주관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나의 말걸기에 그녀가 응대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말걸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의 응대를 ‘말을 거는 나의 관점’에서
보거나 인식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말걸기의 한 실례로서 “시간 있으세요?”라
고 내가 했다고 해보자. “미안합니다”라는 그녀의 응대가 적절할 수 있는 것도 관점의 전제가
상호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이란 이와 같이 ‘말하기’가 아닌 ‘말걸기’의 화행이 이루어지는 도덕이
다. 단순히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는, 또는 쌍방간에 ‘말하
기’를 한다고 해서, 2인칭 도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의 단독행위와 너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인칭 도덕에서는 말걸기의 상대방이 말걸기임을 인식할 능력을 전제
하며, 더 나아가 그 인식에 기반해서 행위할 능력을 전제한다. 이런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Gheaus(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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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겸비하고 있다고 내가 전제를 해야 나는 말하기 화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
있으세요?”를 그녀가 그저 액면 그대로 “남는 시간 혹은 여유가 있으세요?”로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있어야 한다. 화자인 나의 경우에도 내가 ‘말걸기’ 화행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말걸기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하며, 그런 인식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런 능력들을 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응대로서의
‘말걸기’ 화행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내가 겸비하고 있다고
그녀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그녀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들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말
걸기 화행은 ‘인식능력’, ‘실천능력’, ‘자율성’, ‘상호이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호 ‘인
정’을 토대로 성립한다. 말하기 화행의 성립조건이자 전제조건인 이러한 특성들이 다월이 말
하는 바, “2인칭적 능력(the second-personal competence)”이자 왓슨(Watson)이 말하는
“도덕적 말걸기의 제약조건들(constraints on moral address)”이다.17)

요컨대, 말걸기는 화

행에는 ‘인식능력’, ‘실천능력’, ‘존중’, ‘상호이해’, ‘자율성’ 등이 개입되어 있는 화행이란 점
에서, 말하기 화행과 달리, 말걸기 화행은 그 자체로 규범적 화행이다. 말걸기 화행에서 전제
되는 ‘인식능력’ 등의 핵심 개념들이 또한 행위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마땅히
기대하고 또한 서로를 대우해야 하는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행위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나 의무란 우리가 말을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말걸기에서 서로
의 요구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은 위와 같은 상호이해와 상호인정을 토대로, 도덕을 ‘말걸기’의 합당
한 조건들로 이해한다. 또한 ‘나와 너의 관계’라는 2인칭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합당한 방식
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해명하게 하는 데 도덕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
차원에서, ‘2인칭 관점의 도덕’은 인간을 2인칭적인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자아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이제 이러
한 자아의 역동성을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5. 2인칭 관점의 도덕과 반응적 태도들
2인칭 관점의 도덕에 따르자면 가령,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즐거움’
이나 ‘행복’이라는 3인칭 관계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도울 의무는 ‘나와 그것 간의 관계’, 즉
‘나와 행복 간의 관계’에 근거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2인칭 관점의 도덕은 도울 의무를
나의 양심으로부터도 즉, 1인칭적 관계로부터도 도출하지 않는다. 도울 의무란 너의 그 ‘말을
17) Darwall(2006)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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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과 그 걸음에 대한 응답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서
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거는 것’이, 단순히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를 ‘요구를 거는 것’이다. 그러고 이러한 걸린 요구에 대해 응답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칭찬이나 비난 등의 반응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인칭 관점의 도덕’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초연결사회에서 유력한 도덕체계
로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NS에 기반한 인간 간의 소통이 확장되는, 더 나아가 인
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관계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연결망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이해와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 도덕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인간과 유사한 지
능을 가진 일반인공지능(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이 등장한다면, 서로의 합당한 요구에
반응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도덕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먼 미
래까지 예상할 필요 없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환경에서도 2인칭 관점의 도덕은 유력한 도덕체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극복하는 환경에서는 3인칭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져
왔던’ 도덕규범들(가령, 정언명령들이나 공리원칙 등)에 호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
다. 왜냐하면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신념들 간의 충돌을 포함해서
도덕적 견해들 간의 충돌과 심대한 불일치는 항구적 특성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1인칭
관점에서 각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역시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 양심이란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인 1인칭 관계에서
정당화되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관계
맺음이 활발하고 역동적인 인터넷 환경에서는 규범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오
히려 2인칭 관점에서 상대방의 합당한 요구는 무엇이고, 그 요구에 반응하는 정당한 방식은
무엇인지를 숙고해 보도록 하는 것이, 탈권위적이면서 무수한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인턴넷
환경에서는 적합한 도덕체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앞서 언급했듯이, 2인칭 관점의 도
덕으로 1인칭이나 3인칭 관점의 도덕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이 넘쳐나는 사회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에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혐오표현이 도덕적 관점에
서 왜 문제가 되는가? 무엇보다도 혐오표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말하기’ 화행으로
서 특히나 수신자의 참여를 배제하고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말하기, 따라서 그것을
배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말하기와 말걸기 화행의 차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응적 태도로서 경멸과 비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다월의 언급을 보자.

“그는 완전히 돌대가리야!”라는 업신여김에 의해서 표현되는 경멸(disdain)과, “제발 좀 돌대가리짓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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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라~”에 의해서도 이해가능하도록 표현될 수 있는 화냄(indignation)이나 도덕적 비난(moral
blame)이라는 두 종류 태도 간의 차이를 고찰해 보자. 화냄이나 도덕적 비난 등과는 달리, 경멸은 ‘우리
가 어떤 자에 대해서 2인칭 관점을 취할 때’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그런 ‘말걸기의 그 어떤 제약들
(constraints on address)’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멸은 그 표준적인 경우에 있어서 경멸의
대상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자를 비난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그 행위를 한 그 자에게 다른 행위를 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 대 사람의(interpersonal) 문제인 것이다 (스스로를 우리에게 (그리고 실상
은 자신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문제인 것이다).”18)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할 때에, 우리는 말걸기 화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화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멸을 할 때에는, 말걸기에서 요구되는 가치들 즉,
인정, 자율성, 상호이해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경멸이란 스트로슨의 용어로 하자면, 반응
적 태도(reactive attitude)와 대조되는 객관적 태도(objective attitude)이다. 경멸을 할 때에
경멸의 대상과 내가 참여적인 상대방으로서 서로에게 말을 거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경멸
을 받는 인간의 행위는 구르는 돌의 움직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리주의 속에서는 인
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이 객관적인 인과법칙에 무차별적으로 지배를 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
으며 따라서 스스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절멸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멸을 할 때에 경멸의 대상은 탈인격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한 사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moral blame)을 하는 경우는 다르다. 서로 다른 가치관들, 종교관들,
정치적 이념들이 혼재해서 때로는 심대하게 충돌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비난은
부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도덕적 비난을 할 때에 서로의 반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래서 반사교적이더라도, 서로에게 말을 거는 존재라는 조건 속
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비
난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자신이 철저히 참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
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칸트의 개념을 빌리자면, 도덕적 비난을 표
현하는 것은 반사교적 사교성(Unsociable Sociability)19)의 표현이다.

III. 나오며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도덕적 인간’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체계적인 도덕지식을 가진 소수의 교수
18) Darwall (2013) pp 45.
19) Woo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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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다수의 피교육자로 이루어진 교육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을 중심으로 한’ 도
덕교육방식이다. 근대의 대학교육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근대 산업구조에 부합해야 했듯이,
도덕교육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인재 양성의 효율성은 체계적으로 정립
된 도덕원칙들을 피교육자가 단시간 안에(배정된 도덕교육 수업 시간 안에) 지식으로 가질 것
을 요구한다. 반면, ‘품성을 중심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은 그 목표를 도덕적 행위자 또는 유덕
한 행위자가 되는데 두고 있다. 덕성을 충분히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뜨내기적인 만
남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의 지속적인 만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네트워크
시대의 초연결사회가 가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무수한 연결들이 맺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특성들에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원칙이나 품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교육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인칭적 관계를 중
심으로 한, 특히 2인칭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덕이 문제되는 현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인칭의 접근으로 모든 도
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필자는 생각하다. 개인의 양심을 강조하는 1인칭 관
점의 도덕이나,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원칙을 우선시하는 3인칭 관점의 도덕과 그리고 반응
을 하는 자로서의 상호행위와 상호인정을 전제하는 2인칭 관점의 도덕은 각자가 잘 작동하는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을 하며 융합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SNS 등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날로 발달하는 시대에 ‘나와 너의 관계’에
기반을 둔 윤리가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은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응답을
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해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 만큼 자신의 생각이나
성향 등의 내면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기술은 경멸, 막말, 혐오 등의 표현 역시도 우리 사회에 넘쳐나
게 하고 있다.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2인칭적인 덕
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긴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연구자로서 2인칭 관점의 도덕이 인간이 아닌 존재자인 동물이나 인공지능
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가령, 동물윤리에 있어서 고통
에 기반한 윤리나 추상적인 원칙에 기반한 윤리가 아니라, 동물을 2인칭의 상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인칭 관점의 도덕에 대한, 그리고 인칭 도
덕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한 가지 해석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본 논문이 2인칭 관점의 도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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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시대의 2인칭 관점의 도덕>에 대한 논평문
이 상 형(경상대)

강철교수님(이하 발표자)은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도덕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런 모델을 위해 기존의 도덕이론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도덕체계들은 ‘동기’, ‘성품’, ‘행위’, ‘결과’ 등의 범주적 구분을 기반으로 자신의 체
계를 구축해 왔고, 따라서 행위 중심의 도덕이나 행위자 중심의 도덕, 또는 원칙 중심의 도덕
이나 사례 중심의 도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표자에 따르면 이런 도덕적 가치범주를 중심으로 도덕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오늘
날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칙’ 중심
의 도덕교육방식은 산업사회에 효율적인 교육방식일 수 있지만, 오늘날 ‘연결성과 관계성이
증폭되는 환경’에서 그 효율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사회에 기반해 품성 계발을 목
적으로 하는 행위자 중심의 도덕체계가 현대 다원주의 사회와 탈국지적, 탈영토화하는 네트워
크 시대에 적절한 도덕교육방식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도덕체계는 전통사회(품성중
심의 도덕, 덕

윤리)나 산업사회(원칙중심의 도덕,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에 적합한 도덕교육

방식이기에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 적합할 수 있는 ‘인칭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도덕
교육방식을 제안하며, 특히 ‘2인칭 관점을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왜
냐하면 네트워크 사회는 관계 중심적 사회이기에,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의 관계를 통해 사회가 구성되기에 도덕체계 역시 이런 관계적 방식에 따라 재구성될 때 현실
에 실천가능하며 정당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
은 자기 자신, 타인, 타자가 있으며 이에 따라 1, 2, 3인칭 관점의 도덕이 형성될 수 있다. 발
표자에 따르면 1인칭 관점의 도덕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도덕으로서 자기
의 도덕적 정체성, 즉 양심에 따라 행위나 선택, 평가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3인칭 관점의 도덕은 ‘나와 그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도덕으로서 모든
이는 서로에게 각자 낯선 존재로 나타나며 따라서 도덕성은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특성으
로 하며 공공재를 목적으로 한다. 발표자가 네트워크 시대에 적절한 도덕으로 제한하는 2인칭
관점의 도덕은 ‘나와 너의 특정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으로서 상호이해와 상호인정에
기반해 서로에게 좋은 것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2인칭 도덕의 특징을 ‘말걸기’를 통해 분
석하면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인칭 주어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하기와 달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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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도덕은 말걸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응답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런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능력’, ‘실천능력’, ‘자율성’, ‘상호이해’이라 규범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상대방의 합당한 요구는 무엇이며 이 요구에 반응하는 정당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2인칭 도덕이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다.

도덕성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덕교육방식이 적절한지는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큰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가 도덕체계들을 새로운 관점
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며 적절한 도덕교육방식을 도출하는 것
은 윤리학의 현실성이란 의미에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큰 주제인 만큼 추상적일
수 있기에 이론의 정교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발표자에 따르면 기존의 도덕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 도덕체계들이 오늘날 적절한
도덕교육방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품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체계가 현
대 다원주의 사회에, 더 나아가 탈국지적이고 탈영토화하는 네트워크 시대에도 적합한 도
덕교육방식일 수 있는가?”(3)를 묻고 있다. 그러나 도덕체계와 도덕교육방식은 구별될 수
있지 않을까? 원칙 중심이든 품성 중심의 이론이든 도덕교육방식이 문제라면 이 이론을 적
용할 새로운 도덕교육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칙중심의 도덕체계와 ‘원칙을 기
반으로 한 도덕교육’은 서로 다르며, 따라서 도덕체계의 정당성은 단지 그 도덕체계의 교육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표자는 기존의 도덕교육방식을 비판하며 동시에
기존의 도덕체계가 현대 초연결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관계라는 범주에 초점을
맞춘 도덕체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2인칭 도덕관점이 현대
사회에 적절한 도덕교육방식임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덕교육방식이 적절하지 않기에 새
로운 도덕체계를 탐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 좀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이런 발표자의 주장은 기존의 도덕체계들이 전통사회나 산업사회에 적절한 도덕교
육방식이기에 오늘날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도덕이론의 정당성을 사회
적 배경에 따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배경으로 어떤 이론의
정당성 모두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오늘날 원칙 중심의 윤리학이 롤스나 하버마
스, 싱어 등에 의해 다원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전히 옹호되고
있으며, 원칙주의의 형식성과 도덕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품성 중심의 윤리학이 덕 윤
리를 통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의 정당성
은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도덕교육방식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
제해결을 위한 도덕성의 정당화 방식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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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칭적 관점에서 도덕체계의 특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1, 2, 3인칭 도덕적
관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방법론일 수 있다. 그런
데 이런 인칭적 분류방식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으며, 그 자체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배
제할 위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인칭 도덕의 경우 나와 나의 관계가 문제시된다면
오늘날 주장되는 자기배려의 윤리나 서사윤리 또는 자기 진실성(Authenticity)의 윤리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윤리들은 자신의 양심에서 출발해 나와 공
동체의 관계성을 문제시삼기에 2인칭과 3인칭의 관계까지 포함한 윤리적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심을 구성하는 도덕적 정체성은 전통, 문화,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기 때
문이다. 이런 점에서 1, 2, 3인칭 도덕에 대한 규정은 모든 인칭을 문제시하는 도덕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
4. 발표자에 따르면 초연결사회에 적절한 도덕교육방식이자 도덕체계는 2인칭 도덕일 수 있는
데, 논평자가 보기에 현대 사회는 초연결사회이자 낯선 이들의 공동체 사회라 할 수 있다.
2인칭 도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를 인정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런 관계는 보통 ‘친구 공동체’이다. 즉 상대방의 합당한 요구가 무엇이며 그 요구에
반응하는 정당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특정한 관계에 있을 경우 가
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이나 세계화 시대 만나는 타인이나 기계들은 대부분 이해관
계에 따라 또는 우연히 만나는 낯선 이들이며, 따라서 나와 너의 특정한 관계에 기반한 2
인칭 도덕보다는 낯선 이에게 적용되는 나와 그의 도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현대 네트
워크 시대의 초연결사회가 가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무수한 연결들이 맺어지고 사
라지는(18)” 사회에서 낯선 이에게 말을 걸때 그가 가진 맥락, 배경, 가치관을 알지 못하기
에 모든 이가 인정한 보편타당한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념이나 전통, 문화가
공유될 때 비로소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호인정하게 되는 말걸기의 2인칭 관계가 발생
하지 않을까?

초연결사회와 네트워크의 시대 상호관계를 형식적 관계로 본다면 이 관계가 잘 작동되기 위
해 보편타당한 규범이나 정의가 요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형식성을 문제
시하며 좋은 관계를 통해 좋은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형식적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
체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2인칭 관계로부터 상호이해와 인정을 위한
규범을 도출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구체적 보편성을 향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 타인이나 기계를 단순히 말하기의 대상, 즉 나의 말을 듣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
의 반응을 기대하는, 즉 서로에게 말을 거는 존재로 인정할 때 서로에게 좋음을 획득할 수 있
는 구체적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구체적 관계로부터 정당화된 도덕성이 어떻
게 모든 관계에서도 정당화되며 교육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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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윤리와 환대

김 민 영(경운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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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려 윤리의 이해
3.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
4. 배려의 토대로서 환대
5.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에티켓은 본디 프랑스에서 궁중으로 들어갈 때 나눠주던 지켜야할 행동거지를 적은 표에
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 에티켓이란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혹은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에티켓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왔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에티켓이 무엇을 목적
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 에티켓의 설정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물음들
은 결국 타인과 나의 관계 설정으로 귀결된다. 즉 에티켓은 ‘타인과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
며 평화롭고 안녕한 관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타인과 나’의 평화로
운 관계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로서 ‘배려’의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배려’를 윤리적 관계의
핵심으로 정초한 ‘배려’ 윤리의 문제에 주목한다.
배려의 윤리가 여성의 윤리로 자리잡게 된 것은 길리건Gilligan의 『In a Different Voice
다른 목소리로』를 통해서이다. 길리건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인간관계적 태도를 갖고 있
으며, 여성이 가진 배려적 특징이 도덕발달의 중심이 된다고 보았다. 길리건에 따르면 친밀함
이나 배려 등은 여성이 가진 여성적 특징으로서 이것은 권리, 규칙, 정의를 중요시하는 남성
적 도덕적 특징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배려’는 여성적
특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들이 속하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을 대표하는 미덕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남성들이 배려적 태도를 갖지 못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필요가 없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배려’ 윤리를 남성적 윤리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설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전에
‘배려’를 여성만의 특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상당하다.
또한 ‘배려’가 본질적으로 여성에게 속한 것인지 사회적 양육방식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가 진행되었다.2) 그러나 여기서 ‘배려’가 과연 여성적 특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
1) 이재운 외, 『우리말 1000가지』, 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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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고의 관심은 ‘배려’ 윤리가 그 토대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
해서는 레비나스의 비대칭적 타자와 그에 대한 주체의 책임, 그리고 환대에 이르기까지 레비
나스적인 타자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자하기 때문이다.
나딩스Noddings는 배려의 윤리가 여성의 경험에 근거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경험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여성에게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3). 특히 나딩스가 배
려를 배려하는 자뿐만 아니라 배려받는 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4)고 말할 때, 레비나스적
인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응답, 책임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나딩스의
‘배려’의 의미 고찰과 함께 배려 속에 타자에 대한 환대가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2. 배려 윤리의 이해
배려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의한 메이어옵Milton Mayeroff에 따르면 배려는 “다른 사람
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일”이다.5) 나딩스는 실천적인 윤리의 방법으로서 ‘배
려’ 개념을 제시한다. 나딩스는 플라톤 이래 이상적 국가관을 기술하고 그 국가를 지원하는
하위 집단으로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논의해 온 오래 철학적 전통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품는
다. 인간의 능력은 이상적인 이념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보
살핌 혹은 배려가 있는 집단에서 길러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정과 같은 곳에서
습득되는 배려와 보살핌의 교육이 오히려 더 큰 집단으로 확장해 가는 방식의 윤리가 필요하
다고 본다.
나딩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배려를 정
의한다. 즉 배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기보다는 배려자와 배려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배려가 나타나는지 설명하면서 배려의 개념을 규정해 나간 것이다. 배려자와 배려받는
자의 입장에서 각각 배려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제시되어야 하며, 배려자와 배려받는 자 사이
의 적절한 관계 형성 및 “양자가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배려에 기여”6)해야 함이 특히 강조
된다.
나딩스는 배려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자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 가능한 한 최대로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배려
자의 관점에서 배려할 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타자의 실재를
가능성으로 취하고 그것의 실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또한 상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나는 마치 자신을 위한 것처럼 타자를 위해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물론 이제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이 감정은 유지될 수도

2) ‘배려’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쟁에 대해서는 고미숙, 「배려윤리와 배려교육」, 한국교육학연구, 2004,
p.37-62. 참조.
3) Noddings, N., 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2002, 『배려와 도덕교육』, 고미숙 역, 교육과학사, 2018, p.27. “배려 이론은
그 실천적인 뿌리가 여성의 역사와 전통에 있다. 이러한 말이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는 본성상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배려적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4)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p.27.
5) M.Mayeroff, OnCaring, New York,Harper& Row,1971,p.1,N. 나딩스,『배려』, p.14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 An Alternative Approach to
6) Noddings, N.
Education(2nd ed.). Teachers College Press. 추병완 외 역, 『배려교육론』, 다른우리, 2002,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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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행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배려받는 자를 위한 행동
에 참여하는 것, 적절한 기간 동안 그의 실재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는 것, 이 기
간에 걸쳐 참여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내적 관점에서의 배려의 본질적인 요
소들이다.7)
이처럼 나딩스는 배려자가 배려받는 자를 이해하고 배려받는 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 배려의 본질이라 설명한다. 만약 이렇게 배려받는 자에게 전념하게 되면,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배려받는 자에 관심을 주고, 참여를 하며, 그런 행동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
는 것이 배려의 본질이다.

관계로서의 배려
나딩스는 배려를 관계의 윤리로 정립시킨다. 즉 ‘배려의 필수요소는 배려자와 배려받는
자의 관계 속에 있’8)으며 배려자와 배려받는 자 각각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 근거로 인간이 실존적으로 홀로 존재가 아니며 타인에게 타인과의 연결 자체가 존재
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9) 이 관점은 하이데거가 배려를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방식으로서
‘세계-내-존재’인 현존재가 다른 존재자들이나 사물에 대한 염려, 걱정, 헌신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의 배려와 거의 유사하다. 그 중에서도 현존재가 다
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점에 특히 집중한다.
배려의 핵심적인 개념은 전념engrossment, 동기적 전이motivatonal dispalcement이다.
전념이란 ‘배려받는 자에 대한 개방되고 비선택적인 수용성’을 뜻한다. 배려자가 배려받는 자
를 향해 조건을 두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배려의 관계에서든지 완전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이다. 일례로 낯선
사람이 나를 붙잡고 길을 묻는다면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이
배려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식에서 반응한다.10)
이러한 배려자의 수용 상태가 전념인데, 배려받는 자가 배려자의 ‘배려 노력을 수용할 때’
비로소 배려 관계가 완성된다. 또한 ‘신발끈을 매려고 애쓰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 곧바로 그
신발끈을 대신 매 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
는다. 이것이 바로 동기적 전이이다.11)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열망’, 상대
방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도록 상대방을 향할 때의 상태가 바로 동기적 전이이다. 이 동기
적 전이는 나딩스의 배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딩스는 아래에서 볼 것
처럼 배려받는 자의 역할을 수용하고,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발끈을 매려고 애쓰고 있는 어린아이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그 신발
7) Noddings, N. Caring: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ity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평수 역, 『배려』. 천지, p.24.
8) Noddings, 『배려』, p.14.
9) Noddings, 『배려』, p.76.
10) Noddings, 『배려교육론』, p.53.
11) Noddings, 『배려교육론』,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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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을 대신 매 주지 않고 그의 부름을 기다린다.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의 부름을 기다
리는 것이다.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받는 자는 ‘배려’가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배려받
는 자의 수용reception, 인지recognition, 반응response의 상태를 의미하다.12) 배려받는 자
는 이런 의식의 표현을 통해 배려자의 배려가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배려란
배려자와 배려받는 자의 상호성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나딩스는 메이어옵처럼 배려하는 사람
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는 관점의 주체중심적 관점을 피하고자 한다. 메이어옵에 따르
면 결국 배려하는 사람의 결단과 희생, 헌신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
우리가 원해서 타자를 위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자연적 배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어머니가 들이는 배려의 노력은 보통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
되지 않고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13)
자연적 배려는 본능 혹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무보다 그를 보
살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이런 자연적 배려 속에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나딩스도 부정하지는 않는다14).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규칙 아래의 당위처럼 해
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말한다. 그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 때 일어난다. 이 때 이 말거는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배려다. 자연적 배려라는 것은 외적인 강제가 무엇을 하도록 시키
지는 않지만 배려에 대한 요구가 내적인 상황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배려받는 자
에게도 그것이 진정한 배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이상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반해 윤리적 배려는 보다 근본적인 자연적 배려에 대한 기억,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 내가 배려하고 배려받았던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무나 당위의 윤리
적 배려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려는 일종의 의무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기를 원한
다’는 것을 동반하는 의무이다. 배려자는 ‘자기자신을 배려하는 자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
해 노력하는’ 윤리적 자아가 되어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지키고 싶어하
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칸트적인 의미에서 스스로의 의무에 따라 윤리적 행위를 해야
하는 자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딩스 역시 칸트가 ‘윤리적인 것을 사랑에서가 아
니라 의무에서 행해진 것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옳다’15)고 인정한다. 그러나 윤리적
배려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연적 배려가 가능한 순간의 기억과 느낌을 떠올리게 해서, 배려에
저항하고 싶은 느낌과 감정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편규칙
을 통해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자연적 배려보다 윤리적 배려가 우월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배려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의존하고 자연적 배려를 회복하
도록 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16).
12)
13)
14)
15)

Noddings,
Noddings,
Noddings,
Noddings,

『배려교육론』, p.43.
『배려』, p.115.
『배려와 도덕교육』, pp.31-32.
『배려』,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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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윤리에서 의무의 관계는 『배려교육론』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때에는 처음의 ‘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 내적인 저항에 부딪친다. 우리는 다
른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저항을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즉 다른 사람
이 불쾌감을 주거나, 우리 자신이 피곤하거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
하는 자로서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윤리적 배려
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더 상냥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
람이라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다면, 그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윤리적 이상,
즉 우리의 최선의 자아와 최선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여기는 배려하고 배려를 받은
일련의 기억들에 의존한다. 우리는 ‘나는 해야 한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불러일으킨다.17)
여기서 나딩스가 ‘해야 한다’는 것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를 강조하는 것
처럼 여겨질 수 있다. 특히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가 우선이고 동인으로서 행위‘하고 싶게’ 느
낌을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설정하
고 있지만 결국 배려 관계의 주도성을 타자의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았고, 이런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의식적인 윤리적 배려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교육
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딩스가 관계를 상호적인 것으로 봤다 하더라도 여기서 포
착되는 중요한 지점은 자연적 배려가 더 우선적이고, 자연적 배려가 나의 이기성 때문에 발현
되지 못할 때에조차도 윤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나딩스의 배려 윤리
에서 더 근본적인 것은 배려받는 자 중심의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배려윤리와 대화
다음으로 나딩스는 레비나스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배려는 타자와의 직접적인 만남 자체
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배려윤리가 도덕적 삶의 원천을 실제적인 인간의 상호작
용을 넘어서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편화를 통해서 특정한 가치를 교육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나딩스는 배려 윤리에서 대화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 주고 있
다. 대화는 배려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진정한 대화는 개방적이다.18) 참여자들은 대
화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처음에 알지 못한다. 둘 다 말하고 둘 다 경청한다. 대화는 단지 회
화가 아니다. 대화의 화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화제는 바뀔 수 있으며, 대화의 양 당
사자 중 누구라도 본래의 화제로부터 더 중대한 화제로 혹은 덜 민감한 화제로 혹은 더 근본
적인 화제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대화에 대한 강조는 배려의 기본적인 현상학을 강조한다.19) 배려하는 자는 배려받는 자에
게 주의를 집중하거나 전념해야 하며, 배려받는 자는 배려하는 자의 배려 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수용 역시 주의집중의 한 형태이다. 배려 관계 안에서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지적인 경쟁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6)
17)
18)
19)

정윤경, 「나딩스의 배려 윤리와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도덕교육」, 한국교육, 제27집, p.10.
p.32.
p.35.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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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나스는 타자와의 언어적 관계를 대화dicours라 부른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때 대화는 대화의 상대자가 의견의 일치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다.
대화를 의견의 일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특성을 그것의 내용이나 구조로 수렴되
지 않는 발화자의 위상에서 찾는다. 즉 독백이 아닌 대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각 대화자들은
분리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이때 표현하는 발화자는 대화의 내용으로 결코 수렴되거나 포섭
되어서는 안 된다. 발화자는 언제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내며, 의미를 산출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하며, 그런 한에서 그는 대화의 체계 외부에 존립하는 것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말하
자면 대화자, 대화 상대자의 독립성 혹은 초월성이 대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20) 이런 의미에
서 나딩스가 말하는 대화의 개방성은 ‘완결’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적인 이해
방식을 토대로 한다.

배려윤리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배려윤리라고 해서 단순히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배려할
때, 무엇을 해야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지적 영
역의 활동이 필요하다.21) 왜냐하면 배려를 표현하는 것과 배려를 표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
를 낳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배려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윤리적 응답이 끝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도취나 다름없다. 우리는 배려의 필요에 의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
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응답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우리가 배려행위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되지는 못한다.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과 기분을 통해 그것을 알아채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적 배려에는 배려받는 자 즉 타자와
함께 느끼고, 타자를 위해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 윤리적 배려에서는 이런 느낌을 배제하고
윤리적 자아의 느낌을 되새기고 반복하면서 그런 체화된 느낌에 의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배려윤리는 도덕적 삶의 원천을 실제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가정하지 않는다.22)
즉 윤리는 신, 영원한 진리, 혹은 본질적인 인간본성, 혹은 자명하다고 가정된 인간의식의 기
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심지어 배려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계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나’는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 있지 않다
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이나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관계에 뿌리내린 도덕정서로서 타인이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배려는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갖는데, 정서적 차원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23) 나딩스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배려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여 고양시킬 때에만 도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
다. 이렇게 본다면 배려 윤리가 정의의 윤리를 대체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
의의 윤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것,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배려를 통해 도덕문제에 접
근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물론 정의를 무시하고 관계나 상황,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어 도덕 판단을 내릴 경우, 우
리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경향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관계, 상황, 정서는 원리가 아
20)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손영창, 「레비나스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적 독해」, 그린비,
2017, p.127.
21)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p.33.
22)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p.35.
23) Noddings, Sharing at Home, p.34.

- 174 -

닌 원리의 경험적 근거이기에 관여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정의, 권리, 기회균
등을 바라는 것과 등치한다. 역으로 설사 정의가 아무리 공정성에 기반하는 도덕이라 할지라
도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그와 관계된 사람들 모두를 공정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따라서 배려와 정의는 분석 상 서로 분리될지언정 상반된 목소리라 볼 수 없으며,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함께 하는 개념인 것이다. 정의의 윤리는 옳은 규칙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무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 배려의 윤리는 우리가 직
접 접촉하는 개인들의 번영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이는 도식적인 단순비교이다. 나딩스가 타
인의 필요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난다고 할 때, 필요에 반응하는 도덕적 태도는 이미
그러한 도덕 판단에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 판단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도덕 판단에 임하는 자세와 내용의 질이라
고 할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가에 대답하는 방식을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
서는 ‘올바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판가름할 수 있게 만드는 규칙이 필요하다. 즉 첫
번째 물음은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예
컨대 이 물음은 이상적 기준에서의 규칙은 물론 인간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한 정의 구
현의 측면에서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 원칙을 세우는 것은 효과적일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나는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행위는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
황, 그리고 그들이 정서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목적이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필요와 부름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
면한 자를 배려하는 관계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
나딩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모두가 배려 관계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즉 배
려는 배려하는 주체와 배려받는 타자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배려의 관계에서는
배려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자의 주의 내지 의식집중과 동기적 전이, 어떤 행동과 이에 대한
배려 받는 사람의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보존과 수용, 성장이 지속되는 만남의 관계가
발전한다.24) 이렇게 배려받는 사람이 배려를 알아채고 이에 대해 응답할 때 배려는 완성될 수
있다. 나딩스가 배려는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상호성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점
은 나딩스 배려 윤리의 핵심이지만 오히려 그 배려가 단순히 상호성만으로 지탱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는 지점이다.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란 첫째, 어떤 대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걱정하고 고민스러워하
는 마음의 상태이며, 둘째, 누군가에 대해 감정을 갖고 있으며, 마음이 기우는 것이고, 셋째,

24) 강문석, 「‘합리성’과 ‘진정성’의 윤리학적 긴장」, 윤리교육연구 제 16집,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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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하며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어떤 대상
이나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배려의 필요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타자가 원하는 배려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배려의 근본적 속성이다. 배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느낌 혹은 기분으로 나에게 와 닿을 때 홀로 완결된 나의 세계를 무
너뜨리고 나에게 쏠려 있는 관심을 타인에게 돌리게 만든다. 배려란 어떤 대상이나 누군가에
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배려한다는 것은 배려받는 자를 향한 욕구나 끌림을 느끼는 것이다.
이 때 배려받는 자는 느낌, 감성을 통해 촉발되고 받아들여지다.
레비나스가 타자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개별적인 종류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촉발되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즉, 수동적인 것으로서의 주체의 태도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레비나스는 감성을 하나의 존재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존재방
식이 구체화되는 곳을 신체로 본다. 이에 따르면 감성은 재현의 계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태가
된다.26) 이와 달리 칸트는 감성을 통해 정확하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형식’을 통해
직관의 다양한 내용을 우선,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이후 오성이 12범주를 통해 종합 통일함으
로써 참다운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결국 감성이란 이성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다. 그러나 여전히 우선적으로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레비나
스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칸트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감성적인 것에 대한 칸트 철학의 힘은 역시 감성과 지성을 분리하여, 비록 소극적이
라고는 해도, 인식 ‘질료’의 독립성을 재현의 종합적 능력에 대비해 확증하는 데 있
다. 현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상이 성립한다는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 물자
체를 상정함으로써 칸트는 분명 감성적인 것을 넘어선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여
칸트는 적어도, 감성적인 것이란 그 자체로 현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립하
는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7)
나딩스는 명시적으로 상호성이 배려의 기본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배려자의 배려행위에 대
해 배려받는 자가 배려받음에 대해 감성을 통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반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그런데 배려행위의 진행과 배려행위의 완료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배려의 출발이
다. 배려가 시작되는 곳은 어김없이 타자로부터 온다. 배려받는 자 없이는 배려의 행위가 시
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배려받은 자의 반응이 배려가 그에게 제대로 나아갔음을 알리는
마지막 단계라면, 결국 배려의 완료 역시 배려받는 자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배려
와 시작과 끝은 타자‘로부터’ 온다. 배려하는 자는 배려받는 자의 필요에 의해 호소에 의해 배
려하는 자로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배려받는 자는 이제 배려받아야 하는 자가 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나만이 누리던 자유가 부당함을 일깨우고28) 타인을 수용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타인을 환대하도록 요구한다. 응답을 요구하는 타인의 부름에 내가 응답할 때, 나는
비로소 응답하는 자로서 책임적 존재 또는 윤리적 주체로 탄생한다. 이렇듯 내 자유가 부당한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은 바로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할 때이다.

25) Noddings, 『배려』, p.92
26) E, Levinas, Totalité et infini, Springer Netherlands, 1988, 김도형 외 역, 『전체성과 무한』, 그
린비, 2019, p.197.
27) Levinas, 『전체성과 무한』, p.196-197.
28) Levinas, 『전체성과 무한』,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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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내가 당했을 어떤 희생을 그가 [내가 원하거나 내가 가한 것은 아니지만] 대신하
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나는 그의 부름에 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혹은 그 언젠가] 대신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자의
부름에 대해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해야 하는 주체는, ‘나’의 존재성에서 벗어나 그 너머로 향
해 가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존재 너머, 타자에게로 초월해 가는 것, 그것은 환대로서 가능
하게 된다.

4. 배려의 토대로서 환대
개방적인 대화를 통한 배려받는 자와 배려하는 자와의 관계, 배려받는 자의 필요에 응답
하는 것으로서 배려, 인지적 태도가 아니라 정서적 태도에 기초한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환대 속에서 이루어진다.

‘환대’ 개념은

알다시피 레비나스에게서 핵심적으로 사유되는 개념이라기보다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전체가 환대론이라는 데리다의 평가로 더 주목받게 되었다.29)
동일자와 타자가 가까이서 말해지는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결합은 전면에서의 혹은
그리고 정면에서의 맞아들임accueil/welcome, 나에 의한 타자의 맞아들임이다. 이
것은 전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결합인데 왜냐하면 마주 대함의 자리는 ‘~옆에 있
음’의 변형이 아니기 때문이다.30)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맞아들임’이 바로 타자와 나의 관계의 근본성이다. 이것을 레비나
스는 타자에 대한 나의 수동성, 책임, 환대를 통해 구체화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에게 집을 개
방하는 것으로서 환대’가 바로 ‘타자에 대한 욕망이자, 절대적 초월’이라고 정의내린다. 또한
‘닫힌 문이나 닫힌 창문이 집의 본질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자에게 집을 개방할 수 있
음’은 집의 본질적인 가능성31)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환대란 타자와 관계하는 근
원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주하는 곳에서 문을 닫아 걸 수 있음에도 타자를 맞이하는
환대란 나의 집에 낯선이를 기꺼이 받아들임이다.
이때 나에게 환대를 요구하는 타자는 내재적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별안간 등장함으로써
나를 놀라게 하는 타자다. 그가 나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그는
헐벗고 굶주린, ‘과부와 고아 혹은 이방인’으로 등장한다. 즉 배려받아야 하는 자로서 등장한
다. 이에 대한 리처드 커니의 비판은 분명하다. ‘절대적으로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은 윤리적
분별의 모든 기준을 보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비분별적인 타자에 대한 개방 안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을 상실한다.’32) 이에 대해서는 데리다에 따르면, 주인으로서 이
미 자리해서 환대하는 자도, 이미 앞서 그런 ‘환대’를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뒤늦은 방문객에
게도 환대가 가능하다. 그에게는 거주하는 자 역시 방문하는 자에게 ‘타자’라는 것이다.
29) 손영창, 「데리다의 환대론에서 절대적 타자의 외재성과 제삼자의 위상에 관하여」, 범한철학, 제83집,
2016, p.200.
30) Levinas, 『전체성과 무한』, p.109.
31) Levinas, 『전체성과 무한』, p.256.
32) Richard Kearney, Strangers, Gods and Monters,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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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데리다는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를 구별하는데 칸트의 환대는 조건
적 환대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칸트의 환대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
어야 한다.’33)는 명제 아래 기술된다. 여기서 칸트의 ‘권리’에 대한 해명은 현대의 이방인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지시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방
인들은 소극적 권리를 갖는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방인으로서 구별되고 차별된 상황에서의 권
리다. 이방인은 단지 손님으로서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는다. 이후 그의
처신에 따라 국가는 그를 추방할 권리를 갖게 된다. 단 이방인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손
님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여전히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이다.
이에 따르면 칸트의 이방인에 대한 환대 문제는 ‘처신을 제대로 하는 한’, 즉 평화적으로
행위하는 한에서의 환대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위하는가를 판단할
기준은 자연법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연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주체의 판단에 달려 있
다.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처신을 제대로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난폭하게 굴거나 약탈해
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의 권리는 일시적으로 교제를 청할 권리, 그것에 대해 적대
감을 갖고 응하지 않게 바랄 권리 정도만 남아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는 칸트의 환대
를 조건적 환대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이방인, 즉 환대받는 자는 환대받을 자격 혹은 환대받는 자로서 신분이 확인된 자
라고 할 수 있다. 칸트가 주체 중심적 관점에서 이방인에 대해 신분확인과 환대받을 조건을
명시한 것은 사실 또다른 의미가 있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와 같이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 즉 상업국가가 이방인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을 원주민으
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지른 비평화적인 행위는 원주민의 토지거주권을 인정하
지 않은 데서 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교제신청은 거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가 이방인의 영속체류권 요구 권리를 부정한 것은 오히려 힘에 있어서 비대칭
적인 원주민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환대는 환대받는 자로서
이방인과 환대하는 자로서 원주민의 성격이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의 ‘법’의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환대이다. 물론 여전히 확인과 조건이 존재하는 한에서 칸트의 환대의 의미가 레비나스
적인 환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칸트의 맥락에서도 더 배려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레비나스의 환대는 ‘맞아들임’ 자체이지 어떤 타자를 맞아들임인지에 대해서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환대는 조건이 없는 환대다. 다만 그는 지속적으로 타자가 ‘과부,
고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딩스의 배려받는 자로서 타자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
은 누가 더 보호받아야 하는 자인지, 누가 더 선하고 악한지의 척도로 잴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타자를 대하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딩스의 배려받는 자의 호소는
주체가 그를 배려받아야 하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배려받는 자
의 필요가 있고 그가 등장함과 동시에 배려하는 자를 배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이들
이 배려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작동되는 것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자. 배려받아야 할 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따지기 전에 그는 환대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최초의 필요와 요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환대는 내가 그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소 과해 보이는
33)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6, 『영구평화론-하나
의 철학적 기획-』, 이한구 역, 도서출판 서광사, 201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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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 이른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가 나에게 직접 가하는 박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를 직접적으로 고통에 처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니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것
일까? 마찬가지로 내 앞에 홀연히 등장한 타자가 나를 실제로 박해했던 자인가 아닌가는 중요
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중요하지는 않다. 주체는 자신에게 가한 박해에 대해 용서
하고 받아들인다는 측면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그에게 가해져 있을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책임과 환대이다. 문제는 사실 그와 내가 직접적으로 호
출하고 응답하는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를 나딩스는 직접적 배려와 간접적 배려의
문제로 보여 주고 있다.

직접적 배려와 간접적 배려의 문제
나딩스는 『배려Caring』에서 직접적 배려caring-for와 간접적 배려caring-about를 구분
하고 있다. 직접적 배려는 상대를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이고, 간접적 배려는 상
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으로 배려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의 곤경에 마음이 움직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배려다.34) 그에 따르면 ‘간접적 배려’는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함축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우리를 내면적 세계에서 더 광범위한 공적 영
역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우리가 잘 배려받고 몇몇 친숙한 타자를 위한 배려를 배웠
다면, 타자에 대하 동료감정을 가지고 공적 세계로 옮겨간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하게 된다. 타자들이 배려의 성과를 경험하지 않을 때 그것을 후회하며 타
자들이 착취당할 때 분노를 느낀다. 흔히 우리는 직접적으로 배려할 수 있기를 바라
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배려를 자비로운 선물, 지지하는 사회단체,
그리고 투표하는 데서 표명한다.35)
멀리 떨어져 있는 타자에 대한 배려는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정의감의 토대를 이루는 것
이다. 정의의 측면에서 타자에 대해 배려한다는 것은 그 목적인 직접적인 배려가 실제로 일어
나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의는 공허하다. 그리고 이런 멀리 떨어진
배려가 함축하고 있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너무도 쉬울 수”36) 있다는 점이다. 배려가 쉽다
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가?
직접적 배려는 간접적 배려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레비나스적인 의미에서 얼굴로, 그
것도 과부나 고아, 벌거벗은 이와 같은 얼굴로 등장하는 타자에게서 내가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얼굴은 죽이지 말라는 호소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 묶여 있게 만든다.
그 호소는 가장 절박하며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
인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그래서 그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타자들을 향한 배려는 어
떤 경우 너무 쉽다. 쉽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 배려가 직접적으로 배려하는 자의 필

34) 강문석, 「‘합리성’과 ‘진정성’의 윤리학적 긴장」, 윤리교육연구 제 16집, p.175.
35) Noddings, Shar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Univer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22.
36) Noddings, Sharing at Home,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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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자.
나는 ‘간접적 배려’를 무시해 왔으며,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그것은 너무 쉽
다. 나는 캄보디아의 굶주린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배려’할 수 있으며, 기아 구제를
위해 5달러를 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37)
이처럼 기아 구제를 위해 위한 배려의 의미로서 5달러는 캄보디아의 그 아이에게 정확하
게 전달되어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배려로 활용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려
를 했다’는 자신의 행위 이후를 추적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주체의 ‘배려했다’만 있지, 그 필
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필요가 어떤 식으로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된
다. 그 돈으로 캄보디아의 굶주린 아이들의 식량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자동차, 총을
구입하는 데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간접적 배려에 수반되는 ‘상냥한 방치’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간접적 배려가 무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
딩스도 인정한다. 나딩스는 간접적 배려가 정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 중 누구라도 모든 인간을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던 낯선 사람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르는 타인들- ‘직접 배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배려의 태도를 습득하였다면, 고통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뭐가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 ‘간접적 배려’는 정의감이 된다. 그것은
중요하며, 종종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 형태이기도 하다.38)
그렇다면 배려받는 자의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는 윤리가 아닌 정치
가 담당해야 할 몫이 된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간접적인
배려 자체는 언제나 직접적인 배려에 대해 2차적이거나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즉 타
자에 대한 배려는 어디까지나 거의 직접적인 호소/등장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배려가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정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의하면 결국 배려 관계의 우선성은 여전히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
이다.

5. 나오면서
나딩스가 직접 밝힌 것처럼 그의 배려 윤리는 공동체 자체의 강조나 규명보다는 타자와의
만남 및 응답을 강조하고 있다.39)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타자와의 만남이 주체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가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었다. 나딩스는 상호성 속에서 타자와 주체의 배려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으나 필요의 출발점은 타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결
국 배려 윤리는 타자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
37)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p.152.
38)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p.152.
39) Noddings, 『배려와 도덕교육』,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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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배려 윤리의 근본 토대로서 주체는 타자에 응답하는 자로서 자리해야 하며, 이
응답은 타자의 부름에 답하는, 그를 환대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환대해야 할 자는 ‘누구’란
말인가? 무조건적 환대에서 ‘타인의 신분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배제된다’40)는 점은 우려가
될 만하다. 그런데 이 질문, 즉 환대해야 할 자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 전제되
어 있는 것이 있다. 즉 환대를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대가 선택적이라면 환대는
더 이상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적 환대라는 말은 사실 모순일뿐더러, 선택적으
로 환대받는 자란, 이미 내 이해 속에 들어와 있거나 안전하다고 판단받은 자일 것이다. 이미
이해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규정한 자에 대한 환대는 환대의 의미 자체에서 환대가 맞기는 한
것일까? 이해 속으로 들어오고, 안전함을 판명받은 자는 법과 규칙 속에서 방문 혹은 거주가
이미 허용된 자로 환대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물론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들, 살인욕에 불타고 복수심이 압도하는 상황들’41)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폭력을 멈추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이지, 누가 멈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
제의식에 따르면 폭력을 멈춤으로써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버틀러는 폭력에 폭력으로 답하는 윤리적 폭력마저도 그 본질상 폭력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
다. “누가 나를 폭행했고, 이제 나는 자기-방어라는 신호 하에 행동해도 충분할 자격이 생겼
어”42)라고 말하기는 쉬운 데 반해 이‘자기-방어’가 숱한 잔인함을 자행하는 빌미가 되고 있으
며, 그리고 자기-방어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앙갚음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폭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처럼, 윤리적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멈출 수 있는 자로서 더 힘이 센 자(국가)가 바로 주체가 되며, 죽어가는
자(과부, 고아)의 얼굴로 현현하는 타자에 대한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자가 바로 힘이 센 자(국
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가 토대가 되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드디어 폭력과 폭력의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죽이고 싶어지는 이 얼굴은 나에게 호소하는 “얼굴”이고
내가 거꾸로 박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얼굴이다.43)
현실적으로 힘이 센 주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두 번째의 문제이며, 그
것은 두 번째이지만 첫 번째의 폭력의 ‘멈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중요시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똑같은 정도의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정의의 보복을 통해 똑같은
만큼의 손해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폭력
을 멈추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 타자에 대해 환대할 수 있는 자는
단지 주체뿐이다. 멈출 수 있음, 환대할 수 있음은 주체가 가진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권리
이자 동시에 가장 큰 무게의 책임이다.
40) 손영창, 「데리다의 환대론에서 절대적 타자의 외재성과 제삼자의 위상에 관하여」, 범한철학, 제83집,
2016, p.207.
41) Judith Butler, 『윤리적 폭력비판』,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p.160.
42) Judith Butler, 『윤리적 폭력비판』, p.174
43) Judith Butler, 『윤리적 폭력비판』,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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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책임은 자리를 차지한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의 나의 존재 또는 ‘태양 아래의 나의 자리’, 나의 집, 이런 것들은 다른 사
람에게 속하는 자리를, 즉 이미 나로 인해 제3세계에서 억압받거나 굶주리고 추방당
한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자리를, 즉 이미 나로 인해 제3세계에서 억압받거나 굶주
리고 추방당한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었을까, 즉
그것은 배척이고 배제이고 추방이며 살해가 아니었을까.44)

44) 김도형, 「레비나스의 정의론 연구」, 대동철학 제55집, 2011, pp.244-245. 재인용. 김도형은 이 지점
에서 레비나스 정의 물음의 근본성이 있다고 본다. 즉 ‘나의 존재유지 경향 conatus essendi’이 가
지는 현실적인 혹은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한 반성이 레비나스 정의론의 출발이라고 말한다.
Emmanuel Levinas, Ethique comme philosophie première, Paris: Edition P 1992, pp.93-94.
책임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김도형의 「레비나스와 정치인 것(1) - 레비나스에서 국가
의 문제, 국가 안에서 국가를 넘어」(대동철학 86집)에서 고찰되고 있다. 특히 5장에서는 국가의 필요
성을 레비나스가 간과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책임의 복잡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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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윤리와 환대｣에 대한 논평

김 도 형(부산대)

김민영 선생님(이하 발표자)의 논문 <배려 윤리와 환대>는 “‘배려’를 윤리적 관계의 핵
심으로 정초한 ‘배려 윤리’의 문제에 주목”하여 “‘배려 윤리’가 그 토대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비나스의 비대칭적 타자와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환대에 이르는” “레비나스적
인 타자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더 정확히는 “나딩스가 배려를 배려
하는 자뿐만 아니라 배려 받는 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나딩스가 “레비나
스적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응답, 책임을 차용하고 있”다고, 나딩스의 배려 윤리 속에 “타
자에 대한 환대가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콜버그(Lawerence Kohlberg)가 주창한 소위 ‘정의의 윤리’가 남성
중심의 편견을 가진 ‘반쪽자리’ 도덕성 이론이라고 비판한 길리건(Carol Gilligan)을 소개하
면서, 길리건의 배려 윤리를 수용 발전시킨 나딩스를 논문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 그녀가 주
창한 배려 윤리의 내용과 그 의미를 소개하는 데 논문의 1~3장을 할애하고 있다. 발표자가
수차례 강조하듯,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배려하는 주체와 배려 받는 타자와의 상호성”을
전제한다는 점에, 배려의 행위를 배려 행위의 시발점 면에서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
로 구분한다는 데에 그 특이점이 있으며, 이점이 논문에서 잘 논의되고 있다. 발표자는 논
문의 4장에서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다루고 있다. (발표자가 밝히듯, 레비나스의 환대 개
념을 주제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는 데리다이며, 그런 탓인지 이 논문이 기대는 환대 개념 또
한 데리다의 것이다.)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환대, “나의 집에 낯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환대를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연결시키고, 그것을 데리다가 조건적 환대라고 명명한 칸
트식의 환대와 대비시켜 설명하면서. 그리고는 레비나스적 환대 개념의 문제점을, 더 정확
히는 나와 대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환대를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나딩스의 ‘직접적
배려’(caring-for)와 ‘간접적 배려’(caring-about)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발
표자는 무조건적 환대의 위험성 및 조건적 환대(선택적 환대)가 갖는 이율배반을 지적하면
서, 버틀러의 논의를 토대로 폭력을 멈출 수 있는, 환대를 행할 수 있는 주체의 “가장 큰 무
게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논문을 끝맺는다.
이렇듯 본 논문은 발표자의 확고한 주제의식 속에서, 다수의 철학자들을 한편으로 마주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맞세움으로써 그들 간의 대화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다. 나딩스의 ‘배려 윤리’를 레비나스의 ‘책임 윤리’와 연결시키려한 시도는
신선하며, 여타의 논의를 통해 “배려 윤리의 주체”가 “타자에 응답하는” 자, “타자의 부름에
답하고 그를 환대하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대목은 발표자가 1장에서 밝힌 문제의식
에 정확히 값한다고 보여진다. 이런 식의 변주는 윤리학, 여성학 및 레비나스 연구자들에게
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논평자의 역할에 따라, 독자의 입장에서 본 논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점을 질문하려 한다.
첫째, 발표자는 나딩스의 배려 윤리가 종래의 것과는 달리 상호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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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인 것은 배려 받는 자 중심의 관계”(p.5)라고, 오히려 “그 배려가 단순히 상호성
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p.7)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식의 서술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진술될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레비나스의 절대적 타자 개념이나 무조건적 책임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사족을 덧붙이자면,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의 사례로 “자신의 아이를 위해 어머니가 들이는 배려의 노력”을 들고 있고, 배려 받는
자(유아)가 행하는 “킥킥거리며 좋아하기도 하고 … 어머니에게 꼭 안기는 것”(나딩스, 배
려교육론, p.44)과 같은 행위가 “어머니의 배려 행위를 보람이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준
다”(나딩스, 배려교육론, p.45)고 하는데, 이런 식의 서술은 일견 ‘친밀성’과 ‘보상’이라는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둘째,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 ‘직접적 배려와 간접적 배려’를 구분하고, 각
기 전자에 무게 중심을 둔다. ‘타자와의 직접성, 즉 대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것들
은 레비나스적 의미의 ‘책임’과 결부되고, ‘기준이나 규칙, 그래서 이성이나 정의’가 강조된
다는 점에서 후자의 것들은 레비나스적 의미의 ‘정치’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의 관계, ‘직접적 배려와 간접적 배려’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면, 나딩스 윤리의 강조점을, 또 배려 윤리의
전체적 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방긋 웃음 짓는 내 아이에게 행하는
배려와 텔레비전 화면 속에 비친, 수만 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행하는 배려를 어떻게 연결시
킬 수 있을까?
셋째, (둘째 질문에 이어지지만, 또 다르게 접근해 보자면)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나딩
스의 배려와 레비나스의 책임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딩스의 배려는 레비나스의 책임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나딩스가 밝히듯, 배려의
본질은 “배려 받는 자를 이해하고 배려 받는 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
다. 하지만 레비나스에선, ‘타자를 이해하고(comprendre) 함께 느끼려는’ 이런 시도 배면에
는 타자를 ‘또 다른 나’로 간주하는 동일성의 철학이, 나딩스가 넘어서고자 하는 서양 철학
의 형식주의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나딩스가 보편적 규범이나 기준을 넘어 만남이라는
실제적 상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배려의 기준이자 준거점으로 타자의 요구나 부름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레비나스 곁에 설 순 있지만, 레비나스와 함께 갈 수 없는 대목은 바
로 여기서다. 레비나스적 견지에서, 나딩스의 배려 윤리 또한 그녀 스스로가 넘어서려 한
것에 걸려 넘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나친 것인가? 아니면 이해 너머에서 타자를 만나
려는 레비나스의 시도가 과한 것인가? 나딩스와 레비나스의 만남이 의미를 지니려면, 나딩
스가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할까, 아니면 레비나스가 한 걸음 물러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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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의 이중성과 덕

김 덕 수(대구교대)

1. 들어가는 말

기술문명과 통신장비의 발달이 과거의 우리 삶의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그로인해 우리의 삶의 질이 상당부분 편리하고 좋아진 점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부터인가 서로가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에티켓 문화를 서서히 잃어가는
듯하다. 진보에 따른 시대적 변화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보다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오로
지 인간만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칸트의 주장처럼, 인간에게 교육은 매
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임에는 분명하다. 인간은 교육이라는 필수과정을 이행해왔고, 어
려서부터 가정 및 학교에서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과정
을 경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간의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에티켓과 같은 도덕적 관계의 방식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인가?
고대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안다면,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는 바대로 반드시 행동하지는 않는다. 또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실천이라는 옷을 입고 현실세계에 늘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
의 도덕적 삶과 관련된 불일치의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윤리적 담론의 주류인 규범 윤리를 대표하는 의무주의와 공리주의 간의 논쟁은, 도덕적
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점
점 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이 두 입장은 이론적인 일관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각자의 계획도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는 우리 자
신을 자기희생적인 의무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이다.1) 더욱이 이 두 입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정, 사랑과 같은 고귀하고 소중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방식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보다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가려면 도덕적 삶의 기준과 행동규범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덕적 삶을 위한 행위
의 규범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이런 점에서 반이론 진영에서는 도덕규범이나 도덕원칙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도덕적
으로 행위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므로 행위중심의 도덕이론은 도덕적 행위가 실천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2)
1) 크리스토퍼 베넷 지음(김민국 옮김), 『윤리란 무엇인가』(서울:知와 사랑, 2013), 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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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가 훌륭한 에티켓의 소유자로서 어떻게 하면 삶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행위들
의 실천가능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불일치의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윤리적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인간은 늘 도덕성과 일치된 방식으로 자신을 삶
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도덕적 삶에 부합하는 행위의 기준을 마련해놓고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이는 행위
의 규범적 내용이 그 자체로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라기보다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성품 내지 태도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천적 삶의 실현은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히 산출하기
가 힘들고 오히려 행위자의 태도의 성품의 문제로 접근할 때, 실천적 삶의 실현 가능성을 현
실에서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 이론과 실천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듯이 행위와 행위자 역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제는 이론적 일관성과 무모순성에 가급적 많은 초점을
두는 윤리적 입장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구체적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자세 혹은 성
향의 관점에서 도덕적 삶을 위한 기준과 틀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의
덕 윤리적 입장은 오늘날 실천적 필연성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인간의 삶속에서의 에티켓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입장, 특히 정념과 덕 개념 나아가 실천적 지혜에 이르는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행위자의 성품으로서의 덕이 행위자로 하여금 어떻게 행위의 실천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우리가 알면서도 아는 것과는 다르게 행위하
는 불일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에티켓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망하게 할 것이다.

2. 윤리와 표현형식으로서의 에티켓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와 분리된 채 살아가기가 어렵다. 자연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
어나고자 했던 고대의 인간에게 운명공동체적인 삶에로의 변화는 나약한 개인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는 인간들 사이의 삶의 질서
2) 행위중심의 칸트의 윤리학은 덕 윤리 진영으로부터 세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도덕적 의무
라는 개념이 공허한 혹은 가공의 개념에 불과하다거나 법칙론적 윤리개념에서 비롯되는 자발성의 중
시가 도덕적 행운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칸트윤리학은 공평하고 비개인적인 도덕개념을 강조함으
로써 도덕판단의 과정에서 행위자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여긴다. 셋째, 칸트윤리학
은 원칙이나 규칙에 집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행위를 안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노영란, 「의무로부터의 행위에 관하여」(『철학』 제71집, 한국철학회, 2002),
198쪽). 아울러 드와이트 퍼로우는 인간의 행위가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반드시 이끌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D. Furrow, Against Theory(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5),
18쪽);노영란, 「윤리학에서의 반이론 논쟁(『철학』 제79집, 2004, 한국철학회), 2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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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의 윤리는 다름 아닌 인간의 삶의 질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은 인간적인 것에 관한 철학이라고 한다.3) 다시 말하면, 윤리는 일반
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행위의 규범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도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윤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표현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 형식이 바로 에티켓 혹은 예의범절
이다. 인간들 사이의 삶의 질서에 있어 윤리, 즉 도덕성이 그 핵심이라면 에티켓 혹은 매너는
도덕성의 표면 내지 겉과 같은 것이다. 에티켓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도덕적 원리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 내에서의 에티켓
은 앞서 언급한 본질적인 도덕성과는 거리를 두면서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일종의 의식(儀
式, ritual)으로 바뀌면서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4) 대개 도덕성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에티켓이 있다거나 예의가 바르다고 평가받기도 하며, 수준 높은 에티
켓의 소유자가 매너 교육, 즉 예의범절 교육을 받는다면 삶에서의 도덕성을 실천적으로 더 높
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서 예의바르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늘 에티켓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 행동 속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도덕적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
미이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
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 혹은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에티켓이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관계적 질서와 부합하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위선과 거짓
된 마음의 한 형태로 인간의 삶에 작동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에티켓 혹은 예의범절
은 형식과 실질이라는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예의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대방
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자신의 인격성을 보다 낮은 자세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티켓은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상대방을 매우 예의바르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삶의 보존과 이익을 위해 형식적인 관점에서 예의범절을 지
키는 것일 수도 있고, 갈등과 충돌의 관계 내에서 자신이 내보이고자 하는 경멸과 비방을 에
티켓이라는 표현 형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에티켓은 관습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방식의 에티켓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 그
리고 인종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의 표현형식인 에티켓은 인
간의 삶에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의 에티켓은 계층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존경과 우호적 태도
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간략해지고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연장자에
대한 존경, 여성에 대한 예의, 올바른 언어의 사용법, 합리적인 대화의 규칙, 식사 예절, 손님
접대, 의복 예절 등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으며, 이들 안에는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 개념과
3) 백종현,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7), 240쪽 참조.
4) A. V. 아도 외 지음/박장호·이인재 옮김, 『윤리학 사전』(서울 : 백의, 1996), 238쪽.

- 187 -

사회적 관계를 위한 편안하고 까다롭지 않은 요구조건들이 내재해 있다.5) 또한 에티켓은 중요
한 도덕적 미덕, 즉 그 사람의 훌륭한 도덕성과 높은 교육수준을 의미하는 교양의 수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에티켓 또는 예의범절이란 겸손과 높은 인격이 일상생활을 통
해 나타나는 하나의 형식, 자기행동을 항상 살피는 반성적인 능력,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중
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교양미 내지 존경의 의미로 이해된다.
에티켓 혹은 예의범절이 부족하거나 바르지 못하면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반면에 지나치거나 과도한 에티켓 혹은 예의범절은 오히려 가식적이거나 형식에 치우친다는
평가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
은 에티켓을 어떻게 하면 현실세계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곧 인간의 삶에 있어
서 본질로서의 윤리와 표현 형식으로서의 에티켓이 현실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
하는 방식으로 에티켓과 윤리를 부합시키면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매너 있는 교양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이다. 따라서 훌륭한 교양인으로서의 에티켓의 생활화는 개인의 수양, 도
덕적 깊이와 교양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티켓 내지 예의바른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실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결국
감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닌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이고 세밀한 이해로부터 전개
되어야 한다.

3. 정념과 도덕적인 덕
고대의 플라톤이 인간의 감정을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한 이래 철학, 특히 보편
적 도덕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인간의 감정 혹은 정서를 도덕의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 속에
서 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대 규범주의 윤리학의 전형인 칸트의 의무
주의는 인간의 감정 및 욕망의 체계가 도덕의 상대화 혹은 도덕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하
면서 진정한 의미의 도덕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그로인해 세상에 등장한 것이 바로 보
편주의 윤리이다. 물론 칸트는 인간의 감정을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도덕
적인 문제와 관계될 때만 언제나 문제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적이고
변화무상하며, 변덕스러울뿐만 아니라 비일관적인데다 비합리적이기까지 해서 행위자로 하여
금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행위 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위의 장애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덕성과 관련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주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정서나 감정은 주관적일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늘
통제의 대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의 올바름 문제는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은 개개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보편적인 도덕에 이바지할
5) A. V. 아도 외 지음/박장호·이인재 옮김, 『윤리학 사전』,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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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의 행위와 선택이 항상 옳음의
견지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름의 견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정념
(Pathos)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인격의 소유자, 즉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자신의 정념이나 감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매
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으로 유덕한 행위는 옳은 상황에서 옳
은 정도로 옳은 일을 지향하는 옳은 느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6) 마찬가지로 훌륭한 에티
켓과 더불어 의미 있는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각자의 감정을 잘 조
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 속에 생기는 것들이 3가지, 즉 정념·능력·성품이므로 덕은 이 중의 어느 하나일 수밖
에 없다. 정념이란 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욕망·분노·공포·태연·질투·환희·친애·증오·동경·
경쟁심·연민, 그리고 일반적으로 쾌락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들이다. 능력이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가령, 노여워하거나 괴로
워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성품이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정념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처신하거나 혹은 잘못 처신하는 것이다.7)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도덕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에티켓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자신
의 정념을 도덕성과 부합하게 잘 조절하여 처신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방식
으로,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비존중과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로 에티켓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자
신의 정념을 도덕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잘못 처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토대로 엄숙함과 더불어 예를 다하는 방식으로 제사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 의미와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감사의 마음 없이 형
식적으로 제사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의미의 도덕을 행위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념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할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서 그
것을 제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에티켓과 함께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삶의 주인
공이 되려면 정념을 버린다거나 그 정념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념과 관계 맺는 성품의 문제는
인간의 윤리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의 인간이 유덕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선한 행위 그 자체에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

6) 베넷(C. Bennett)은 감정은 일의 중요성을 매기는 매우 독특한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
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일에 어떤 이해조차 지니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이 세상사의 어느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추정하건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절절한 수준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과 달리, 세상사의
그 부분에 관해 어느 정도 파악하거나 이해한다”고 한다. 어떤 특정한 성향을 지닌다는 것은 단지 본
능에 의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특정 종류의 분발심을 일으켜 특정 반응을 나
타내는 일이 거듭되는 가운데 얻어지는 성향이다(크리스토퍼 베넷 지음/김민국 옮김, 『윤리란 무엇인
가』, 219-220쪽).
7) 아리스토텔레스 지음/최명관 옮김, 『니코마코스윤리학』(서울:서광사, 1996), 68-69쪽(1106a)(이하 ‘NE’
로 약칭하며, 인용면수는 본문에 직접 표기함(예 : NE, 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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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라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성향 때문이다. 이는 인간에게 이성의 동
기와 비이성의 동기가 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유덕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비이성의 동기, 즉 인간의 경향성 내지 욕구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덕은 의지와 밀접하게 관
련된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푸트(P. Foot)는 “기술은 단지 능력일 뿐이지만 덕은 실
제로 의지와 관련된다”8)고 지적한다. 유덕한 성향도 유덕하지 않은 성향도 의지의 단련을 통
해 서서히 습득되기 때문에, 덕이 의지와 더불어 점점 더 습득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품
으로 간주될 때 가장 잘 이해된다.9)

덕은 마음의 능력이 아니다. 그저 어떤 정념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다
거나 혹은 악하다거나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칭찬이나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또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이렇
듯 덕이 정념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성품(즉, 성격의 상태)일 수밖에 없
다(NE, 1106b).

스토아주의자들에 의하면, 오직 덕(德)만이 온전한 의미의 선(善)이다. 그러므로 덕도 아니
고 악덕도 아닌 것은 모두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덕이란 이성
에 순응할 수 있는 성향이며,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지, 그
어떤 희망이나 공포 또는 외적 동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10)

이처럼 정념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념을 선하고 좋은 것으
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다. 덕은 정념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은 덕이 인간의 제2본성
처럼 자연스럽고 안정된 상태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덕은 본성을 완성한 상태이자 완결된 상
태로서, 우리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념의 구조가 올바르고 안정된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뜻한다.1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 불가피한 정념과 올바로 관계하면 유덕한 사
람이 되지만 올바로 관계하지 못하면 부덕한 사람, 즉 악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념에 대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올바른 감정 혹은 욕구의 구조가 형성된 상태로서의 덕은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대하여, 마땅한 동기로,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NE, 1106b)” 정념을 느끼게
하며, 이것이 바로 참된 중용이다.
탁월한 성품으로서의 덕은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위에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인
중용을 의미한다. 중용은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행위와 성품이 지닌 보편적 본질로서, 성품의
8) P. Foot, Virtues and Vice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7쪽 이하 참조;황경식, 『덕 윤리의 현대적 의의』(서울:아카넷, 2012), 22쪽.
9) 황경식, 『덕 윤리의 현대적 의의』, 22쪽.
10) 프레드릭 코플스톤 지음/김보현 옮김, 그리스 로마 철학사(성남:북코리아, 2015), 528-529쪽.
11) 박재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있어서의 덕의 감정적 구조」(『동서철학연구』 제20호, 한국동서철
학회, 2000), 87-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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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은 어떤 상황에 대해 적절한 방식,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는 중간으로 행위 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성향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옳은 행위는 옳은 동
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옳은 동기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알맞은 덕으로부터 발
생하기에 결국 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능력이다.12) 이런 맥락에
서 현대 윤리적 담론의 영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13)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근대의
윤리학은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무시한 채 도덕적 의무와 도덕법칙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14)

4. 지적인 덕으로서의 실천적 지혜
앞서 보았듯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어떻게 행위 하는 것이 선하
고 악한지 등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나 행위의 규범을 통해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려는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간의 정념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선
택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다. 인간이 늘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탁월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
면, 그런 인간은 유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성품이
습관에 의해 갖추어 질 때, 우리는 탁월함으로서의 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
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교양인의 모습으로 좀 더 다가가
기 위해서는 습관의 결과로 인한 도덕적 덕과 더불어 교육에 의해 결과하는 지적인 덕의 역할
도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15) 왜냐하면 인간 영혼의 욕구적 부분이 지닌 탁월함으로서 도덕적
덕은 이성적 부분의 탁월함인 지적인 덕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은 정
12)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훌륭한 삶이란 ‘덕(arete)’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덕은 인
간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해주는 특수한 본성을 갖는다는 인간에 대한 목적론적 개념을 배경으
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격의 탁월함으로서의 덕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
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덕의 소유는 개인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덕의 결
여는 그 목적을 향한 그의 활동을 좌절시킨다(배상식, 「아리스토텔레스 ‘우정(philia)’의 현대철학적
이념」(『동서철학연구』 제39호, 한국동서철학회, 2006), 176쪽).
13) 덕 윤리학은 현대 윤리학의 난점과 덕성에 다른 가치판단이 지닌 장점으로부터 다시 등장했다. 현대
윤리학은 실적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실질적인 측면은 개인적 선의 가치를 윤리
적 영역에서 배제한다는 점과 도덕적 딜레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 및 우정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선을 윤리적 평가에서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측면은 현
대윤리학이 행위자와 타인에 대한 반대칭적(asymmetrical) 평가 체계라는 점이며, 도덕적 행운의 문
제도 여기에 속한다(장동익, 「의무 윤리학의 난점과 덕성 윤리학적 해결」(『철학』 제71집, 한국철학회,
2002), 222쪽).
14) 박찬구, 「덕 윤리와 칸트윤리」(『윤리연구』 제57호, 한국윤리학회), 7쪽.
15)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은 행위자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덕은 변화의
일반적인 조건들을 초월하는 실제들을 관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행위자는 삶의 보편적 특성을 깨닫고 관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덕을 고
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는 매순간 이성에 따라서 행위하기를 힘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인 품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덕이기 때문이다(김
요한, 「고대 덕 윤리와 현대 의료 윤리」(『동서철학연구』 제26호, 한국동서철학회, 200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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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유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품성의 탁
월함뿐만 아니라 이성적 판단도 동시에 요구된다. 즉 덕은 행위자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과 올
바른 감정을 갖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올바른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
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뜻한다.16)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란 중용에서 성립하는 행위 선택의 성품이다. 이때의 중용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용
이요, 이 중용은 이성적 원리에 의하여 그리고 또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을 결정할 때에 기준으로 삼을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NE, 1107a)”이라
고 한다. 또한 그는 정신의 두 요소-이치 혹은 이성적 원리를 파악하는 부분17)과 비이성적인
부분-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간의 기능은 어떤 종류의 생이요, 이 생은 이성적 원리를 내포하는 정신의 활동 내지
행위이며 훌륭한 사람의 기능이란 이러한 활동 내지 행위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행동이나 거기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 잘 수행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선이
란 결국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라 하겠다. 그리고 덕이란 것이 하나 이상 있다고 하
면 그 중의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에 일치하여 정신이 활동하는 것이 인간의 선이다
(NE, 1098a).
우리가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훌륭한 품성인 덕을 습관화하는데 성
공한다면, 우리는 항상 훌륭한 품성의 소유자로서 다른 사람과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품성의 덕을 토대로 도덕적으로 행위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그 자체로 중용에 따라 하는 행위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적
선택과 행위에서 무엇이 중용의 길인지를 잘못 판단하여 스스로 중용의 길을 걷는다고 믿고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자라거나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18)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언제가 마땅한 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어느 누가 마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탁월한 성품을 지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중용의 덕에 따라 행위 하려면 마땅히 중용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phronesis)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능력을 길러야 한
다.19)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그것은 어떤 특수한 점에서, 가령 어떤 것이 건강과 체력
16) 박재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있어서의 덕의 감정적 구조」, 95쪽 참조.
17)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의 이성적인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이치 혹은
이성적 원리에 잘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원리를 소유하여 이성적으로
사유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다(NE, 1098a).
18) 김상봉, 『호모에티쿠스』(파주:한길사, 2012), 101쪽.
19) 성품의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의 판단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만을 보장하며, 중용을 결정하는 것은 실
천적 지혜의 몫이지 성격의 탁월성의 몫이 아니다. 따라서 중용의 실천은 성격의 탁월함이지만 중용
을 판단하는 것은 실천적 지혜(도덕적 판단력)이다(박재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있어서의 덕의
감정적 구조」, 89쪽 참조).

- 192 -

에 유익한가 하는 것 따위의 것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생활에 유익한 것
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훌륭하게 살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기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어떤 좋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사량한 바 있는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을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한 일이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깊이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NE,
1140a).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도덕 법칙을 아는 것과 그 도덕 법칙을 인간의 삶의 세계
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 이념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기위해서는 이해의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의 차원도 필반되어야 하는데, 도덕적 삶에로의 실
천은 행위자가 아는 바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지행
합일은 분명히 현실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즉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나약함에 의해 결과
하는 불일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덕성에서의 감성의 역할의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훌륭
한 성품과 예의바른 태도의 소유자로서 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
의 판단능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겪어보아
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덕으로서의 도덕적 판단력(실천적 지혜)은 그것이 보편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과 관계하는데, 특히 개별적인 것들과 관계하는 실천적 지혜는 경
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20)

젊은 사람들이 기하학자나 수학자, 그리고 이 비슷한 방면에 있어서의 지자가 될 수는 있
으나,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잘 입증해준다. 이렇게 되는 까닭
은, 실천지가 보편적인 것들만 아니라, 또한 개별적인 것들에도 관계하는 것인데, 이 후자
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요, 한편 젊은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NE, 1142a).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법칙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규범적인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돕는 행위
를 탁월한 품성과 함께 즉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도덕법칙은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것과도 관계하는 도덕적 판단력에 의해 현실에 적용되는 과
정을 거쳐야 한다.21)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도덕법칙의 내용을
20) 이와 관련하여 실천지를 가진 사람이 특정 목적에 대한 숙고보다는 좀 더 크고 높은 차원에서 삶을
설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왜냐하면 실천지를 가진 사람은 크고
작은 목적들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까지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숙고하는 자이기 때
문이다. 실천지를 지닌 사람이 갖추고 있는 앎은 단지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숙고를 통해 삶 전체를 놓고 보아 최선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목표
로 삼으려면 지엽적이거나 구체적인 앎으로는 부족하고 보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김대오, 「아
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실천지의 역할」(『철학연구』 제65집, 철학연구회, 2004), 71쪽).
21) 칸트 역시 자신의 윤리학에서 핵심개념인 ‘덕’과 ‘도덕적 판단력’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저서인 『도덕형이상학』의 「덕론」에서 덕을 “용기(fortitudo moralis)로서 이러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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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실천한다고 해보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행위는 여러 갈래의 개별적 경우로
나뉠 수 있다. 현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행위,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직업을 알
선해주는 행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갖게끔 하는 교육 서비스 등 보
편적 도덕법칙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팩트럼적 면모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천적 지혜가 학적 인식이 아님은 분명한 일이다. (…) 그것은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것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해야 할 일은 이런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
한 직관적 이성과도 대립한다. 이 이성은 근거를 따질 수 없는 근본 전제에 관한 것인데,
이에 반하여 실천적 지혜는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것에 관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
별적인 것은 학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지각의 대상이다. 여기서 지각이라 하는 것은 개
별 감각적인 지각이 아니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특수한 형상(形狀)이 삼각형이라고 하
는 것을 우리가 지각할 때의 그것과 같은 지각이다(NE, 1142a).
이처럼 실천적 지혜는 인간행위의 있어서 개별적인 것들에 관한 인식이며, 이런 인식은 경험
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으로서 실천적 지혜와 같은 판단 능
력을 얻으려면 삶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저런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
리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 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덕의 조합을
발휘해야 할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22) 그러므로 지적인 덕으로서의 실천적 지혜는 선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마련되지 않고, 이해의 차원을 넘어 그것을
현실세계에 지속적으로 적용해봄으로서 마련된다.

5. 나오는 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어쩌면 인간은
본성상 반드시 선한 방식으로 사유하고 행동하지 않음을 드러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성향은 인간의
감정 혹은 욕구와 불가피하게 관계한다. 애시 당초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항상 도덕적으로 완전
힘은 인간이 전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참된 명예이며, (우리는 그것을) 참되거나
실천적 지혜라 부를 수 있다(MS, 537)”고 한다. 특히 도덕법칙의 최종적인 적용의 문제들을 다루는
“결의론적 질문들(Kasuistische Fragen)” 부분에서 도덕적 판단의 연습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칸트에게서 덕과 판단력은 도덕 법칙을 경험적 현실세계에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며, 이런 그의 접근은 자신의 윤리학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의 역할
을 한다(김덕수, 「판단력과 덕 그리고 활동여지」(『철학연구』142집, 대한철학회, 2017), 10쪽).
22) 크리스토퍼 베넷 지음/김민국 옮김, 『윤리란 무엇인가』,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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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도덕적 규범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매일을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신을 희생하면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매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등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예의바른 삶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
적 삶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가를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중용을 선택하는 성품이며, 이때의 선택은 실천적 지혜가 숙고한 결
과이다.23) 실천적 개념으로서 숙고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며, 반드시 욕구를 전제한다. 왜냐
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4) 이렇게 볼 때 모든 행위를 욕
구와 더불어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 선택과 행위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의 실천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실천적 주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삶속에서 언제나 훌륭한 매너와 예의범절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 주체로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라 그 어떤 반성적 사고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기만적인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인간에게 도덕적이고 선한 삶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고 나아가 아리스
토텔레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복도 불가능하다.25)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추상적이고 이
론적인 원리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사건 속에서 실현되기 때
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진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들 간의 관계 혹은 공동체들 간의 상
호교류를 더욱 빈번하게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삶의 조건에
서 우리가 보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과 선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과제
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인간의 비도덕적 경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하다는 당위적 요구가 우리에게는 일종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에 예외 없이 적용되지는 않는
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도 행위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괴로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 즉 도덕적 덕을 습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훌륭한 교양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3)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실천학으로서의 윤리학은 이성적 탁월성으로서의 실천적 지혜와 욕구적
탁월성으로서의 도덕적인 덕과 관계된다. 물론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천적 지혜는 일종의 지각(감각)이며, 숙고를 통한 선택은 일종의 이성적 욕구이
며, 올바른 정서구조로서의 도덕적 덕은 합리적 평가와 판단과 분리될 수 없는 도덕적 감정, 즉 도덕
감이다(박재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있어서의 덕의 감정적 구조」, 103-104쪽).
24) 박재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있어서의 덕의 감정적 구조」, 102쪽 참조.
25)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우리의 자연적 욕망과 일상적인 삶을 넘어선 곳에서 윤리적 이상을 찾지
않는다. 그가 추구한 것은 우리의 자연적 욕망에 질서와 통일된 형상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래서 인
간의 자연적 욕구에다 일종의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삶을 총체적으로 완성하고자 한 것이 그
가 추구한 윤리학의 이념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욕구의 통일과 삶의 완성의 표
상인 것이다(김상봉, 『호모에티쿠스』,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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