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도 2 국간 교류사업・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에서 공감할 수있는 새로운 <근대성> 개념의 구축」 
 

일시：12 월 24 일（월, 공휴일）～25 일（화） 

장소：토호쿠대학 카와우치 남(南)캠퍼스 문과계 종합강의동(文科系総合講義棟, C19)  

주최：토호쿠대학 일본사상사연구실 

공동주간 :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일본 동아시아 실학연구회 

 

프로그램： 

1 일째  12 월  24 일(월, 공휴일)  문과계 종합강의동 2 층 경제학부 제 3 소강의실 

09:00 개장  

09:20-09:50 개회사 ・취지설명 (카타오카 류) 사회 : 카타오카 류 

통역：최다울 09:50-10:00 한국측 인사 (박광수) 

10:00-10:40 
박광수 : 동아시아 근대성 회고와 평화실현의 과제-근대 한국 

민중종교의 ‘토착적 근대화’와 해원상생(解寃相生)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 :조성환 

통역：야규 마코토 

   진종현 
10:40-11:20 

키타지마 기신 : 남아프리카의 비폭력 평화운동과 근대 일본・한국의 

과제―사티아 그라하(Satyagraha) 사상과 운동을 중심으로―  

11:20-12:00 
이타가키 유조 :  천이(遷移)하는 「혁명」개념의 초극 

―무와틴(muwâtin)혁명의 배경고찰을 위한 프로그래밍― 

12:00-13:00 점심식사（문과계 종합강의동 1 층 코먼 스페이스） 

13:00-13:40 
윤승용 : 평화와 통일 그리고 근대성―갱정유도의 ‘해원과 개벽’의 

만남을 중심으로― 
사회 : 카타오카 류 

통역：정제영 

최다울 

13:40-14:20 변영호 : 손병희 사상의 재평가 

14:20-15:20 원영상 : 종교의 사회적 구제와 민중종교론에 나타난 사회참여의 의미 

15:20-15:40 휴식 

15:40-16:20 박규태 :모노의 사상가 이우환과 근대 비판 

사회 : 변영호 

통역：진종현 

야규 마코토 

16:20-17:00 
카타오카 류 : 인류의 변혁에 마주보는 일본적 특성-카노우 코우키치 

「안도 쇼에키」· 미야자키 도텐「혁명 문답」을 중심으로 - 

17:00-17:40 조성환 : 생명과 근대 ―원주 생명학파를 중심으로― 

2 일째  12 월 25 일(화) 오전 문과계 종합강의동 2 층 경제학부 제 3 소강의실 

09:00 개장 

사회 :야마우치 아케미 

통역：진종현 

최다울 

09:20-10:00 김재익: 일상의 영화(靈化) ―장일순과 한살림운동을 중심으로― 

10:00-10:40 
朱琳：전후 일본의「토착적근대성」의 발견 

―츠루미 카즈코의 내발적발전론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10:40-11:20 전철후：함석헌의 비폭력 평화사상 

11:20-12:00 사사키 슌스케：츠루미 슌스케「한계예술론」에서 보는 생활과 예술 

12:00-13:00 점심식사（문과계 종합강의동 1 층 코먼 스페이스） 

오후 문과계 종합강의동 1 층 105 회의실 

13:00-15:20 

종합토론 1  ("근대성"재검토의 시각 

① 인류의 역사는 "폭력"또는 "평화"또는... 

② 변혁의 주체는 '자기'또는 '타자'또는 ...） 

사회 : 카타오카 류 

통역：야규 마코토 

진종현 

15:20-15:40 휴식 

15:40-18:00 

종합토론 2（새로운 <근대성> 개념의 구축 

① 동아시아와의 공감 ②인류 · 세계 · 우주와의 

공진) 

사회 : 변영호 

통역：정제영 

최다울 

19:00-21:00 만찬회（郷土料理「心平」022-263-7749）  



2018 년도 2 국간교류사업・순검 

 

3 일째  12 월 26 일(수)   

09:00 
HOTEL LiVEMAX 센다이 아오바도리(青葉通り) 

(반스이거리(晩翠通り),  LAWSON 仙台大町一丁目店앞)출발 
마이크로버스 

10:10-11:10 쿠리하라(栗原) 다이린지(大林寺)(안중근 기념비)를 견학 

12:30-13:30 점심식사 : 이치노세(一ノ関)「코센죠(古戦場)」  식사비 : 약 1,000 엔 

14:00-16:30 주손지(中尊寺)를 견학  요금 : 800 엔 

16:38 -17:00 이치노세(一ノ関)역으로 이동(공공버스)  버스요금 : 약 400 엔 

17:14 -18:33 하치노헤(八戸)역으로 이동(고속철도 신칸센) 
 신칸센요금 : 

약 6,000 엔 

18:40-19:00 쥬산니치마치(廿三日町)로 이동(공공버스)  버스요금：약 300 엔 

19:10 GRAND PARK HOTEL PX HACHINOHE 도착  숙박비：약 5,000 엔 

4 일째  12 월 27 일(목) 

09:20 GRAND PARK HOTEL PX HACHINOHE 을 출발  도보 

09:30-11:00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자료관을 견학  

11:00-12:00 안도 쇼에키 자료관을 출발 
 마이크로버스 

12:00-12:50 점심식사 : 도로 휴개소 오가와라호(道の駅おがわら湖)  식사비：약 1,000 엔 

13:00-14:00 토호쿠마치(東北町) 역사민속자료관을 견학 

 마이크로버스 15:00-16:00 롯카쇼무라(六カ所村) 원연(原燃)PR 센터를 견학 

17:30 하치노헤(八戸)역 도착 

18:12-19:45 
하치노헤역 출발후(신칸센),  

센다이 아오바도리 이치반쵸(仙台青葉通一番町)역 도착 (지하철) 
 교통비：약 10,000 엔 

 

HOTEL LiVEMAX(ホテルリブマックス) 센다이 아오바도리(青葉通)（022-721-4450）지도 

 

https://www.google.com/search?q=%E3%83%9B%E3%83%86%E3%83%AB%E3%83%AA%E3%83%96%E3%83%9E%E3%83%83%E3%82%AF%E3%82%B9%E4%BB%99%E5%8F%B0%E9%9D%92%E8%91%89%E9%80%9A+%E5%9C%B0%E5%9B%B3&rlz=1C1BLWB_enJP521JP521&oq=%E3%83%9B%E3%83%86%E3%83%AB%E3%83%AA%E3%83%96%E3%83%9E%E3%83%83%E3%82%AF%E3%82%B9%E4%BB%99%E5%8F%B0%E9%9D%92%E8%91%89%E9%80%9A%E3%80%80%E5%9C%B0%E5%9B%B3&aqs=chrome..69i57.2707j0j4&sourceid=chrome&ie=UTF-8


「参加者名簿１」 

 

2018 年度二国間交流事業・国際学術大会（12 月 24－25 日） 

 

氏名 英語表記 所属 専門 24 昼 25 昼 懇親会 

【日本側研究員】 

板垣雄三 Itagaki Yuzo 東京大学名誉教授 

東京経済大学名誉教授 

イスラーム学 ○ ○ ○ 

陳宗炫 Jin Jong-Hyun 京都府立大学研究員 日韓宗教交流史 ○ ○ ○ 

丁濟㡕 Jong Jae-Yong 東北大学（院）博士後期課程 日韓仏教思想史 ○ ○ ○ 

片岡龍 Kataoka Ryu 東北大学准教授 日本思想史 ○ ○ ○ 

北島義信 Kitajima Gishin 四日市大学名誉教授 アフリカ文学 ○ ○ ○ 

邊英浩 Pyon Yong-Ho 都留文科大学教授 朝鮮思想史 ○ ○ ○ 

佐々木隼相 Sasaki Syunsuke 東北大学（院）博士後期課程 科学思想史 ○ ○ ○ 

朱琳 Syu Rin 

(Zhu Lin) 

中部大学研究員 近代日中文化交渉史 ○ ○ ○ 

山内明美 Yamauchi Akemi 宮城教育大学准教授 歴史社会学 ○ × × 

【韓国側研究員】 

朴光洙 Park Kwang-Soo 円光大学校教授 韓国新宗教 ○ ○ ○ 

尹丞容 Yun Seung-Yong 韓国宗教文化研究所理事 韓国新宗教 ○ ○ ○ 

元永常 Won Yong-Sang 円光大学校正訳院 日本仏教 ○ ○ ○ 

朴奎泰 Park Kyu-Tae 漢陽大学校教授 日本宗教 ○ ○ ○ 

趙晟桓 Jo Sung-Hwan 円光大学校責任研究員 韓国思想 ○ ○ ○ 

金在益 Kim Jae-Ik 円光大学校研究員 ハンサリム運動 ○ ○ ○ 

田哲厚 Jeon Cheol-Hoo 聖公会大学校 NGO 大学院生 NGO 平和学 ○ ○ ○ 

【通訳】 

柳生真 Yagyu Makoto 円光大学校研究教授 韓国思想 ○ ○ ○ 

崔多蔚 Choi Dawool 東北大学（学部）4 年生 日本思想史 ○ ○ ○ 

【フロア】 

大西秀明 Onishi Hideaki 円仏教大阪教堂 日本思想史 ○ ○ ○ 

閻秋君 En Syukun 

(Yan Qijun) 

東北大学（院）博士後期課程 日本思想史 ○ ○ ○ 

李春暁 Ri Shungyo 

(Li Chunxiao) 

吉林大学（院）博士前期課程 日本文学 ○ ○ × 

雷玥 Rai Getsu 

(Lei Yue) 

吉林大学（院）博士前期課程 日本文学 × × × 

解婉婉 Kai Enen 

(Xie Wanwan) 

吉林大学（院）博士前期課程 日本文学 × × × 



「参加者名簿２」 

 

2018 年度二国間交流事業・巡検（12 月 26－27 日） 

 

名前 英語表記 所属 備考 

丁濟㡕 Jong Jae-Yong 東北大学（院）博士後期課程 26 日のみ 

片岡龍 Kataoka Ryu 東北大学准教授  

北島義信 Kitajima Gishin 四日市大学名誉教授  

佐々木隼相 Sasaki Syunsuke 東北大学（院）博士後期課程  

朱琳 Syu Rin(Zhu Lin) 中部大学研究員  

朴光洙 Park Kwang-Soo 漢陽大学校教授  

尹丞容 Won Yong-Sang 韓国宗教文化研究所理事  

元永常 Won Yong-Sang 円光大学校正訳院  

朴奎泰 Park Kyu-Tae 漢陽大学校教授  

趙晟桓 Jo Sung-Hwan 円光大学校責任研究員  

金在益 Kim Jae-Ik 円光大学校研究員  

田哲厚 Jeon Cheol-Hoo 聖公会大学校 NGO 大学院生  

柳生真 Yagyu Makoto 円光大学校研究教授  

ロレンツォ・カヴァッリーナ Lorenzo Cavallina 東北大学学振特別研究員 PD  

李春暁 Ri Shungyo(Li Chunxiao) 吉林大学（院）博士前期課程  

雷玥 Rai Getsu(Lei Yue) 吉林大学（院）博士前期課程  

解婉婉 Kai Enen(Xie Wanwan) 吉林大学（院）博士前期課程  

閻秋君 En Syukun(Yan Qijun) 東北大学（院）博士後期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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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설명 (카타오카 류) 
 

 

 

[회의 진행상의 유의점] 

<1 일째> 

・1 세션은 120 분 (40 분 × 3)으로 구성. 

・중식 (도시락)은 1F 공용 공간에서. 

・보고 시간은 10 분 (통역이 필요 없는 경우 15 분)을 엄수,  

  질의 응답은 25 ~ 30 분 (통역 포함). 

<2 일째> 

・오전은 젊은 연구자 보고 (40 분 × 4). 

・오후는 1F105 회의실로 이동하여 종합 토론 (140 분 × 2). 

 

 

【취지 설명】 

・보고 시간이 짧은 것은 양국 간 교류 사업의 취지에 기초하여 '대화'중시를 

위해. 

・회의 주제를 '동아시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근대성> 개념의 구축'라고 

한 것은, 한일에서 '근대'의 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이 지난해 국제 회의에서 

확인 되었기에. 

※ 일본 ~ '근대'= 서양 근대 (暗). 

※ 한국 ~ '근대'= ① 식민지 근대 (暗), ② 자생적 근대 (명). 

・「동아시아」라고 한 것은 참가자의 구성 (일본 7 명 한국 11 명 • 중국 5 

명)으로. 

※ 남자 17 명 • 여자 6 명.  ※ 50 세 이상 8 명 50 세 이하 15 명. 

・질의 응답이 가능한 일본 ⇔ 한국 (일본 ⇔ 중국, 한국 ⇔ 중국). 

・종합 토론은 ‘<근대성> 재검토의 시각’ '새로운 '근대성'개념의 구축’의 2 단계 

※ 소주제는 1 일 반의 토론을 근거로 조정 

・1 일째 친목회는 없음 (보고 논문을 정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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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대성 회고와 평화실현의 과제1 

-근대 한국 민중종교의 ‘토착적 근대화’와 해원상생(解寃相生) 사상을 중심으로- 

 

박광수 교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종교문제연구소장, 동양학대학원장, 한국종교학회장 

 

 

<목차> 

1. 서론 

2. 동아시아 근대성에 대한 역사 비판적 회고 

 1) 서구적 근대화 문명화의 왜곡현상 

 2) 일본의 ‘식민지적 근대화’와 종교정책 

3. 동아시아 평화실현의 과제 - 한국의 민중종교를 중심으로 

 1) 서구적 ‘문명화’에 대응한 개벽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2) 역사적 상처에 대한 해원과 상생의 치유(治癒)철학 

4. 결론 

 

 

1. 서론 

 

현대사회가 근대화 문명화가 이루어져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

곳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립적 갈등과 긴장관계, 문명충돌의 현상은 지

                                                      

1 이 논문은 일본 도호쿠(東北)대학에서 개최한 2018 년도 한일공동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함(2018 년 12

월 24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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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고 있다. 현재의 다양한 문제는 과거 역사적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연속상에 있다. 

동아시아에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 

소통을 긴밀하게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과 대립의 이원적 구도를 지녀왔다. 특히, 19세기 후기부터 20

세기 초, 서구유럽과 미국의 아시아 대륙침략과 식민지 정책은 세계를 지배

하게 되었고,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정세도 급변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은 

사회와 제도적 혁신을 통해 세계정세의 변화와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

고자 하였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달랐다. 

중국의 경우, '아편전쟁(鴉片戰爭)'으로 알려진 제 1차 중·영전쟁(1839-42)에

서 중국은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하여 영국에 광저우(廣

州)와 상하이(上海) 등 5개 항구(港口)를 강제로 개항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

과 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침략(1856-60)시기에도 태평천국의 난(1853) 등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되어(1860년 10월) 불평

등 조약인 베이징 조약(北京條約)2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실패하고 서구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치적ㆍ경제적 침탈이 본

격화되어 반(半)식민지화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 도쿠가와 시대를 지탱하던 막번(幕藩)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서 미국은 1854 년 일본과의 강제적 ｢미일화친조약｣을 맺었고, 1858 년에 맺

은 ｢미일수호통상조약｣은 경제적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은 무사들을 중심으로 메이지 천황을 옹립하면서 외래문물을 신속하게 수입

하여 서구의 강력한 제국주의 체제를 수용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일본의 근

대(近代)를 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메이지(明治)유신(1868 년)이다. 

서구 유럽을 모델로 삼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

                                                      

2 윤혜영, '아편전쟁(阿片戰爭)'(Encyclopaedia of britannica/on line Korea); 小島晉治·丸山松幸 공저, 『중

국근현대사』(박원호 역, 지식산업사, 1993.); 신승하, 『중국근대사』(대명출판사, 1990.); 태윤기, 『아

편전쟁과 제국주의 침략』(진명문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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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탈아론(脫亞論)을 내세워 대동아(大東亞) 건설을 위한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다. 당시 일본의 ‘동아협동체론’3은 일본이 중국·아시아에서 감행한 제국

주의 전쟁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낸 이론적 산물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860 년대 전후, 대외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조약을 통한 경제 수탈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상선(商船) 제너럴 셔

먼호 사건(1866), 프랑스 군함이 침입한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 미국 군함

과의 교전이 일어난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 등 서양세력의 침략으로 인한 

양반 지배층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대원군 집정초기의 쇄국정책은 강화

되었으나 국력이 신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종(高宗)의 문호개방은 오히려 

침략과 수탈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일

본에 의해 1876 년 강제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 

조약)4은 미국과의 통상조약과 유럽국가와의 통상조약으로 이어졌다.5 또한,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군의 국내 주둔과 대원군 납치 등의 압력을 통

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조선은 조공관

                                                      

3  고야스 노부쿠니는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實, 1901~1944, 사회주의자·저널리스트)가 “현 상황에서 

‘신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동아협동체’는 바로 중일전쟁의 진행과정이 낳은 역사

적 산물이다”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일본의 ‘동아협동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

다. (고야스 노부쿠니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pp. 81-89.) 

4 1876 년에 맺어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은 12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조에서 조선의 

자주독립국(朝鮮國 自立之邦)임을 밝힌 것은 청국의 직접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

무역을 위해 부산 초량지역에 일본의 공관을 짓고 개항장으로 개방하도록 하였다.(4 조) 또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 道 중 편리한 지역 두 곳에 통상을 위한 장소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5 조) 불평등 조약으로서 조선 경제를 일본 자본주의에 예속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조선 연

해에서 측량 및 지도 작성의 자유를 보장하고(7 조)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 조항을 설정하여(10

조) 조선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약이다.(申國柱(신국주), �近代朝鮮外交史硏究(근대조선

외교사연구)� (東京: 有信堂, 1966), pp. 54-65; 이종현, �근대조선역사�(사회과학원연구소, 1984, 

서울: 일송정, 1988), pp. 52-56; 日本外務省藏版, �大日本外交文書� 第 8卷․第 9卷(昭和 15年)) 

5 일본,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이후 영국과의 수호통상조약(1883. 11), 독일과의 수호통상조약(1883. 

11), 이탈리아와의 수호통상조약(1884. 6), 러시아와의 수호통상조약(1884. 7), 프랑스와의 수호통

상조약(1886. 6), 오스트리아와의 수호통상조약(1892. 6), 벨기에와의 수호통상조약(1901. 3), 덴마크와의 수호

통상조약(1902. 7) 등이 이루어졌다.  조동걸, �한국 근현대사의 탐구�(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 7-16; 이

종현, 앞의 책, pp. 20-42; 김원모 편저, �근대한국외교사년표�(서울: 단대출판부, 1984.); 노계현, �한국외교사연

구�(서울: 갑인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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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중국의 속국관계로 전락하였다. 1894 년 갑오개혁이 실패하고,6 1894

년 1월 초 동학농민운동을7 빌미로 중국과 일본은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6

월 말 청일(淸日)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을 패배시킨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의 승리를 통해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을 확보하였

다. 이 무렵, 조선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 년 10 월 12 일-1910 년 8 월 29

일)으로 국가의 명칭을 바꾸어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한일합병(韓日合倂, 

1910)이후 조선왕조(1392-1910)는 멸망하고, 한국은 1910 년부터 1945 년까

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은 과거의 역사적 상흔(傷痕)이 현시대에

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과거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혐일(嫌日)시위나,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혐오 시위와 정치적 공세는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지니지만, 반면 배타적인 

애국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될 뿐이다. 동아시아 삼국 공동의 

상생의 철학과 문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식민지적 근대화’와 

종교정책에 대해 역사 비판적 회고를 시도하고자 한다. 서구적 근대화 문명

화의 왜곡현상에서 비롯한 강압적인 ‘식민지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종교정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종교의 근

대화 과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더불어 근대 한국의 새로운 민중종교운동이 어떻게 약육강식의 

‘문명화’와 ‘식민지적 근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종교사상적 차

                                                      

6 류영익, �갑오경장연구�(일조각, 1990.); ______, ｢갑오경장｣, �한국사 40—청일전쟁과 갑오개혁�(국사편찬위원회, 

2000); 이광린, �근대사강좌 V—근대편�(일조각, 1991.); 김영호, ｢개화사상․갑신정변․갑오경장｣, 한

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1.); 정창렬,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한국사

연구회 편, �(제 2판) 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7.) 

7 1894 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당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30)�, 史芸硏究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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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해원상생(解寃相生) 사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평화실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과거의 잘못된 역

사에서 비롯한 것임을 직시하고 역사적 상처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문제들과 연결된다. 한국의 민중종교의 해원상

생 사상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원한에 의한 살상의 비극적 역사가 일어났다

고 보기에, 과거의 역사적 상처, 즉 원한에 대한 치유와 해원(解寃)의 실천이 

미래 상생의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2. 동아시아 근대성에 대한 역사 비판적 회고 

 

 1) 서구적 근대화 문명화의 왜곡현상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유럽의 급격한 사회 변동은 14세기-16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 시기에 문예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기독교내의 종교적 변동은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646)와 프랑스의 장 칼뱅(Jean Callvin, 

1509-1564) 등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일어나 개신교(Protestantism) 운동이 새

롭게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사회는 크리스토퍼 콜롬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0-1506)의 신대륙 탐험에서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척정

신’의 미명하에 세계 곳곳에 경쟁적인 식민지 건설과 노예시장이 확산되었

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18-19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유럽의 산업혁명은 ‘근대

화’의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중심

축의 변동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전제주의에서 점진

적으로 입헌제도와 대의제도에 의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구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시민중심의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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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쟁적인 자유시장이 확산

되었다. 막대한 자본의 축적은 문화의 르네상스기를 맞이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자산의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

하게 되면서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급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럽의 근대화를 통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의 강화와 제국주의적 식민정

책은 전세계에 침략적 전쟁과 수탈이 자행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서구사회는 

이를 ‘문명화’의 확산이란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세계 전반에 파급하였다. 윌

러스턴(Immanuel Wallerstern)은 서구유럽에 계몽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에 프

랑스의 미라보(Mirabeau)와 영국의 퍼거슨(Adam Ferguson) 등에 의해 ‘문명

(Civilization)’의 의미가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한다.8 ‘문명’은 “새로운 시민계

층이 형성되면서 도시민적인 세련된 생활 방식”9으로 정착되고 파급되는 현

상이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서구인들은 아시아 전반을 ‘오리엔트(Orient)’10라고 불

렀고 일본에서는 ‘동양(東洋)’이라 번역하여 현재 사용해 오고 있다.11 물론, 

‘오리엔트(Orient)’란 말은 라틴어 ‘오리엔스(Oriens)’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

로 ‘떠오르는 태양, 동쪽, 동양’을 의미하며, ‘오리엔탈리즘’은 동방에 대한 담

론이자 전반적인 이미지이자 인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옥시덴탈리즘

(Occidentalism)’은 서유럽에 대한 담론이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이자 

인식이다. 

                                                      

8 Immanuel Wallerstein,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 System (Cambr

idge Univ. Press, 1994), p. 216; 전홍석, 『문명 담론을 말하다』(푸른역사, 2012), p. 56 참조 

9 전홍석, 『문명 담론을 말하다』(푸른역사, 2012), p. 47. 

10 ‘오리엔트’란 표현은 페르시아시대(기원전 6세기-3세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 지

역을 의미하여 사용되어 왔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서유럽이 그들의 중심적인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옥시덴트(occident), 서방이라 부르며 오리엔트는 이와 대조되는 문화를 가진 동

방세계라는 뜻이 부가되어, 인도와 중국, 일본을 이루는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

어 왔다. 위키피디아 ‘오리엔탈리즘’ 참조 (https://ko.wikipedia.org) 

11 반면, 오카구라 덴신은 문명론적 관점에서 ‘동양’의 개념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서양의 동양에 대

한 부정적이며 왜곡된 시각을 일본 지식인들이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였다. 고야스 노부쿠니, 이

승연 옮김,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2006,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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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아시아에 대한 왜곡된 ‘오리엔탈리

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중동의 팔레스타인 출신의 에드워드 W. 사이드

(Edward, W. Said)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1978)을 통해 본격화 

되었다. 그는 18 세기 이후부터 20 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오

리엔탈리즘에 대한 담론은 “제도, 낱말, 학문, 이미지, 주의 주장, 나아가 식

민지의 관료제도나 식민지적 스타일로써 구성”12된다고 보았다. 사이드는 동

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현상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정정호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를 소개하면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탈

식민주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식민국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직도 

“은밀하게 편재해 있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탈’을 내려는 전략” 13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의 ‘근대화’와 왜곡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서구적 ‘문명’세계 개척을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 식민지를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제적 부는 산업혁명의 기반

이 되었으며, 군비(軍備)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서구적 근대화와 ‘문명관’은 

아시아 특히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화를 추구하는 주변 국가

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럽중심의 세계

관과 문명관이 파급되어 교육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유럽과 미국 따라 하기를 근대화와 문명화의 척도로 여겼다.  

                                                      

12 사이드는 유럽이라는 타인에 의해 이미지화된 동양에 대해 다음과 말하고 있다. “동양은 유럽에 단

지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

지였던 토지이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image of the Other)이기도 했다. 나아가 

동양은 유럽(곧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

는데에 도움이 되었다.”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p. 13.) 

13 정정호,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주의, 타자의 문화윤리학-21 세기 한국지식인을 위한 추방자 지식인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 한국영미어문학회, 『영미어문학(TAEGU REVIEW)』 제 65호,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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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에 대한 과도한 갈망과 지나친 욕심으로 촉발된 서구의 강대국가들

은 ‘미개한 문명’을 ‘근대화’와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동반하여 세계 곳곳의 고도로 문명화된 지역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식민지

화 하여 토착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전쟁과 테러는 인간중심주의의 발상에

서 이루어진 자연정복, 식민주의, 절대적 배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고대의 

인류문명의 형성과 발전, 쇠퇴와 멸망의 과정을 거쳐 산업 증진을 통한 근대

화 작업은 오늘날 21 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권적 종속주의와 탐욕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전세계에 만연하고 있다. 군

사력에 의한 강제적 식민지화 대신에 강대국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제 3

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식민화와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2) 일본의 ‘식민지적 근대화’와 종교정책 

 

일본의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종

교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 민중종교의 ‘토착적 근대화’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토착적 근대화’의 의미는 서구문명 또는 식민지 건설 

등의 외부세력으로서 강압적인 근대화에 대응하는 ‘토착적’이며 ‘자생적’이라

는 데 특징이 있다. 

일본의 한국의 침략과 식민병합시기(1910-1945)는 강압적이며 수탈적 식민

지 근대화를 이룬 시기이다. 18 세기-19 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후기 불교

ㆍ유교 등의 전통적인 구세(救世) 이념이 약화되었으며, 조선 유학자들을 중

심으로 한 기독교 사상과 서구 문화의 유입은 한편으로는 한국 근ㆍ현대사

회에 실학(實學)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간이 되었다. 반면, 지속적으로 유입된 

서구 중심의 문명관과 세계종교 개념의 도입은 동아시아 전통종교를 포함하

여 사회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양의 전통적 문화와 사

상체계와 다른 서구 문명의 유입과 도전은 동양의 사상체계와 전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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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응전의 힘으로 작용하여, 동학(東學), 

증산교(甑山敎), 대종교(大倧敎), 원불교(圓佛敎)를 비롯한 개벽(開闢)사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의 종교문화 속에서 근․현대에 태동한 신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역사

적으로나 종교사상과 문화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대 조선조 후기로

부터 일제 강점기의 극심한 혼란스런 시대를 지나 해방 후 남북 분단의 이

데올로기 및 정치적 대치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종교운동을 목격했다. 그것

은 기성종교도 아니고 전래종교도 아닌 서구문명과의 충돌에서 오는 위협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아픈 역사의 경험에서 나온 제 3 의 길이었다. 개벽종

교가 지향하는 사상과 실천은 강자와 약자의 대립과 투쟁, 문명과 문명의 충

돌에 의한 억압과 수탈의 인류역사를 근본적으로 상생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근대화 과정의 한국 민중종교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근‧현대사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조명되고 읽혀져야 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의 역동적 변화

과정, 사상사적 관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일본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일제 강점기 전후의 한국종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근대 일본의 종교에 대한 관점과 정책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새로운 일본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신도

(神道)의 신앙을 체제화한 ‘국가 신도(神道)’를 정점으로 천황제를 공고히 하

고, 일본 국민들의 정신을 결속시키는 작업을 이루었다. 메이지 유신 초기인 

1868 년(明治 1 년)에 나온 ｢5 개조 서문(誓文)｣에서만해도 “만기공론(萬機公

論)으로 결정할 것,” “천지(天地)의 공도(公道)를 바탕으로 할 것,” “지식을 세

계에서 구해야”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889년(明

治 22년)에 프러시아를 모델로 하는 ｢대일본제국헌법｣의 반포와 189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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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칙어｣가 반포되면서 보편주의는 그 그림자를 감추게 되었다.14 

특히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歲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하게 보호된다”(제 3조)는 점을 강조하여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천황제 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

본의 전통종교인 신도(神道)를 국교화하여 국가신도를 탄생시켰다. 근대 국

민국가를 지향한 일본은 ‘종교’라는 한자어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동양전통의 ‘교’를 ‘국가’의 하위에 종속시켜 부국강병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15 보인다. 

식민지시기에 일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한반도 식민통지에 위협

이 된다고 보았기에, 민족종교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모두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일제는 한국의 새로운 민중종교들을 ‘유사종교’라고 

함으로써 민족종교의 신앙과 종교문화를 뿌리 채 부정하였다.16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한국통감부 시기와 조선총독부 시기의 원초자료에 대

한 기초적인 연구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일제강점

기 종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조선총독부(1910～1945)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

며, 한국통감부 시기(1905～1910)를 간과하고 있다. 

                                                      

14 이시이 쓰요시,「메이지 체제 하의 공공성, 상상에 있어서 유교의 질곡 : 우치무라 간조의 비판을 

중심으로」(�조선조 후기 한국의 실학사상과 민족종교 운동의 공공성 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글로벌 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연구 한일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13년 9월 27일) 

15 메이지 일본은 바로 이런 중간자적인 ‘종교’(Shūkyō)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종교(religion)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 도구화하였다. Jason Ānanda Josephson 이 메이지시대 일본이 발명한 ‘종교’ 개념은 

학문적(academic) 또는 민족지학적 범주(ethonographic category)가 아니라 외교적(diplomatic) 내지

는 법률적 범주(legal category)라고 보았다. Jason Ānanda Josephson, The Invention of Religion i

n Jap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pp. 3~4. 

16 조선총독부는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에게 의뢰하여 한국의 민족종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하기 

위한 작업으로 총 5계파 66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1935년에 《朝鮮の類似宗教（朝鮮總督府 

第四十二輯)》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朝鮮總督府 第四十二輯)》, 京

城: 大海堂, 昭和 10年(1935);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최길성ㆍ장상언 공역, 계명대학교 출

판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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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기 한국통감부가 1905-1910 년에 작성한 �종교에 관한 잡건철

(宗敎ニ關スル雜件綴)�에서 종교정책과 관련한 행정의 주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17 이 문서는 일본종교의 국내 포교 행정과 

관련된 공문서철로서 「종교의 선포에 관한규칙」을 포함하여 일제의 종교법

규 및 통감부의 종교와 관련한 행정, 일본종교의 국내 포교현황과 동향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당시 통감부가 외교권뿐만 아니라 국내의 

행정 및 사법권에까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화의 준비기로서 통감부는 일본종교를 한국병합에 유리하게 이용하

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18은 일제의 신도, 불

교, 기타 종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종교활동에 

대하여 통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인이 조선의 사원관리 위촉

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규칙 제 4조는 일제의 조선종교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

하기 위한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19 이와 같이 통감부는 일본종교의 한국내 

                                                      

17 박광수 외 공역, 『대한제국시기 한국통감부 공문서-국역 종교에 관한 잡건철(1906-1909)』, 집문당, 

2016. �종교에 관한 잡건철(宗敎ニ關スル雜件綴)�은 일본종교의 한국내 포교 행정과 관련된 공문

서철이다. 「종교의 선포에 관한규칙」을 포함하여 일제의 종교법규 및 통감부의 종교와 관련한 행

정, 일본종교의 국내 포교현황과 동향을 알 수 있는 원초 자료이다. �종교에 관한 잡건철� 은 원

사료의 표지에 "단기 4239년, 사회교육 종 �종교에 관한 잡건철(宗敎ニ關スル雜件綴)�, 기록 종 5

호"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의 첫장은 0028번호로 시작하고 있으며, 1906년 2월 이후부터 1910년

까지의 종교에 관한 잡건철(雑件綴)을 지방부에서 작성한 자료들이다. 61 건의 호수가 붙어있는 문

서와 호수가 붙어있지 않는 4 종의 문서군이 있다. �종교에 관한 잡건철� 문서 61 호에는 지방의 

부서(地方課)에서 작성한 「종교에 관한 제표철(宗教ニ関スル諸表綴)」(no. 0258-0283))이 포함되어 있

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종교의 포교현황에 대한 조사가 서울, 평양, 군산, 대구, 부산 등 주요지역

에서 조사한 종교포교관리자일람표(宗教布教管理者一覧表) 등이 기록되어 있다. 

18 1906년 11월 17일에 공포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 제 45호)에서는 일본인 포교자

가 한국사찰을 관리하는 것을 통감이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예속시키는 길

을 열어놓았다. 통감부령 제 45호로 1907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박

광수 외 공역, 『종교에 관한 잡건철』, 집문당, 2016; 최병현,〈일본의 한국강점과 불교〉《불교평

론》17호(2003년 12월 10일)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 

19 식민지 시대의 종교정책 일반에 관한 연구로 강위조, �일본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기독교서회: 1977; 

한석희(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이홍범, ｢한국에 행하여진 일본의 식민

지 종교정책｣, 김지견 외편, �신라불교의 연구�, 동경, 산희방불서림: 1973; 박승길, ｢일제무단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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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적극 장려하여 일본종교를 한국침략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내 종교들을 회유하여 식민지화에 동의하도록 유인하고자 하

였다.20 

통감부를 중심으로 일본종교의 포교활동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각 

지역의 불교사찰 등을 일본불교에 영구위탁하게 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사원관리일람표(寺院管理一覧表)」(no. 0261)에서 도표로 정리되어 있어, 대한

제국시기 일제의 통감부에 의해 국내의 종교지형이 어떻게 일본종교화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사원관리일람표(寺院管理一覧表)-일부 

항

목 

구

분 

관리위

탁 

(管理委

託寺) 

소재지 
(所在地) 

위탁자 

(委託

者) 

주요재산 
(主要財産) 

위탁사유 
(委託事由) 

위탁기간 
(委託期間) 

권한 
(権限) 

보수 
(報酬) 

수탁자 
(受託者) 

1 금수

산 

영명

사 

(錦繡

山 

永明

寺) 

평안도 

평양모란

대(平安

道平壌牡

丹臺) 

영명사

주직향

운(永明

寺住職 

香雲) 

당우급소속지(

堂宇及所属地) 

韓国民ノ済度開

発ヲ計ル為(韓

国民ノ済度開発

ヲ計ル為) 

무기한(無

期限) 

堂宇及所属

地ノ使用権

譲与(堂宇及

所属地ノ使

用権譲与) 

없음(無

シ) 

정강현팔번정임제종보

태사주직욱포악(静岡

県八幡町臨済宗寶泰寺

住職旭布嶽) 

 

2 

사신

산 

사신

암(四

信山 

四神

菴) 

강원도 

철원군(

江原道鐵

原郡) 

사신암

주  

관석 

권광연 

(四神菴

主 

管釈 

權廣蓮) 

건물,경내부지 

육백보,법당,사

간,일산신각일

간,전,오일경,화

전,십일경, 

산림주오리(建

物,...山林周五里
) 

勢力家ノ迫害ヲ

避ケ宗教ノ発達

ヲ企図スル為

(勢力家ノ迫害

ヲ避ケ宗教ノ発

達ヲ企図スル

為) 

동전 
(同前) 

寺院財産ノ
所 

有権ハ委託
者 

ニ所属スル
モ移動スル
場合ハ相互
ノ連署ヲ要
ス 

教師僧侶

ヲ請聘ス

ルトキノ

外報酬ナ

シ (教師

僧侶ヲ請

聘スルト

キノ外報

酬ナシ) 

경성본원사별원 
윤번, 정파잠창 

(京城本願寺別院 
輪番, 井波潜彰) 

                                                                                                                                                            

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 �한국사회사연구논문집� 제 35집, 문학과지성사, 1992 등이 있다. 불교 

관계 연구로는 정광호, ｢일제의 종교정책과 식민지불교｣, �한국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임

혜봉, �친일불교론� (상, 하), 민족사, 1993. 기독교 관계는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신개정판), 

연세대출판부: 1993; 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I, II), 기독교문사: 1991; 臧田雅彦, ｢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 기독교신문사, 1991 등이 있다.한석희, 앞의 책 pp. 63-64 참조. 

20 일본불교 니치렌종(日蓮宗)의 사노 젠례(佐野前勵)는 1898 년 국왕에게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여 이를 승낙 받았고 일본 소토종(曹洞宗)종의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1910년 

전국 72개 사찰이 가입된 조선불교 원종종무원을 일본조동종과 연합조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할 정

도로 한국불교계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한석희, 앞의 책, pp.15-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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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

산 

연주

암(冠

岳山 

戀主

庵) 

경기도 

과천군(

京畿道果

川郡) 

연주암

주관승 

류계엽 
(戀主庵

主 

管僧 

劉桂燁) 

경내부지 

일백보, 

연주태일간, 

법당 육간, 

미륵당 이간, 

요사 십간, 전 

일일경, 산림 

방오리(境内敷

地一百歩...山林

方五里) 

동전 

(同前) 

동전 

(同前) 

동전 

(同前) 

동전 

(同前) 

동전 

(同前) 

4 봉린

산 

심원

사(鳳

燐山 

深源

寺) 

평안북도 

박천군(

平安北道 

博川郡) 

심원사

주관승 

김청봉(

深源寺

主管僧 

金清峰) 

경내방십리, 

법당십 팔간, 

요사 십간, 루각 

십이간, 성전 

육간, 칠성각 

일간, 산신당 

이간, 나한전 

이간,전 

廿삼일경,답 

칠십칠두락, 

사영산림방십일

리, 말사마분사, 

동천황사(境内

方十里,. 

寺領山林方十一

里, 末寺麿粉寺, 

仝天皇寺) 

동전 
(同前) 

동전 
(同前) 

동전 
(同前) 

동전 
(同前) 

동전 
(同前) 

 

위 도표의 내용에서, 한국불교의 일본불교화 시킨 사례들 가운데, 한국 사

찰이 강제적으로 영구임대의 형태로 일본불교 산하로 귀속되고 있는지를 보

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壌) 모란대(牡丹臺)에 있는 

금수산(錦繡山) 영명사(永明寺)를 주지인 향운(香雲) 스님이 静岡県八幡町臨

済 宗寶泰寺住職旭布 旭布嶽에게 위탁한 사유는 “韓国民을 제도하고 개발하

기 위한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없이 사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무기한 가지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묘향산 보현사 관리수탁자인 후루카와 다이코(古川大航)가 제기한 「한국사

원 관리에 대한 지방 관리의 행위에 대한 청원서」에는 「한국 관리(官吏)의 

불법 행위에 관한 건」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핵심 내용은 영변지역의 지방

관리가 “국내의 불교사찰을 외국인인 일본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평안북도 

관찰사의 사무를 관찰사 자신이 외국인에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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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이라 여기고 보현사를 일본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

정처리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것이다. 

 

묘향산 보현사는 한국의 조정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원으로 국가의 보호도 적지 

않고 주지마저도 정부로부터 임명됨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것의 관리를 외국인(특히 

일본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흡사 평안북도 관찰사의 사무를 관찰사 자신이 외국인

에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불법이라 하여 즉시 영변군수가 보현사 주

지를 소환하여 엄중한 취조를 하고 그 다음 절 안의 총대(總代)를 소환하고 또 군

주사(郡主事)를 귀지(貴地)에 파견하여 이것의 취조를 하였습니다.  

 

영변지역에서는 영변군수를 중심으로 국내의 불교사찰을 일본인에게 위탁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영구위탁의 형태로 

불교사찰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청원서의 내용에서 

당시, 한국 지방에 소재한 불교사찰의 열악한 환경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한국불교의 일본 불교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지역 사찰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1 년에 간행된 �총독부시정연보�21에서는 공인된 종교 

이외의 종교단체는 모두 규제 가능한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종교정책은 

한국의 모든 종교활동을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두는 법률적 발판을 마련

한 셈이다.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공표한 종교법령 ｢포교규칙｣에서 ‘종교유

사의 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자생한 민족종교운동을 ‘유사종교(類似宗敎)’로 명명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면서 민족종교의 신앙과 종교문화를 뿌리 

                                                      

21 �총독부시정연보�에 의하면, “종교 단속에 관해서는 메이지 35 년 통감부령 제 45 호로 일본인의 

종교선포 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아무런 법규도 

없어서, 이 때문에 포교소(布敎所)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천도교(天道敎)‧시

천교(侍天敎)‧대종교(大倧敎)‧대동교(大同敎)‧태극교(太極敎)‧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공자교(孔子敎)‧대

종교(大宗敎)‧대성종교(大成宗敎) 등의 종(宗)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전하게 종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단속

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였다. 성주현, �식민지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선인, 2013, pp.18-22; 朝鮮

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p. 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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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부정하였다.22 조선총독부는 1912 년 3 월 25 일 경찰법 처벌규칙을 정해 

조선의 민중종교를 단속하였다. 실제로 그 규칙은 명치시기 일본 내의 유사

종교로 규정된 종교 형태들을 단속하였던 법령을 조선 식민지에 적용시킨 

것이었다. 유사종교와 관련된 항목은 제 1 조의 제 22 항과 제 23 항이다. 즉 

“감히 길흉화복을 말하고 또는 기도, 부주 등을 하고 혹은 수찰류(守札類)를 

수여하여 사람을 현혹케 할 만한 행위를 한 자”(제 22 항)와 “병자에 대하여 

금압(禁壓), 기도, 부도 혹은 정신요법 등을 행하거나 또는 신부(神符), 신수

(神水) 등으로써 의료를 방해한 자”(제 23항)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1912년까지의 약 1년간의 처벌 건수를 보면 일본인이 2,188건, 

조선인이 2,783건, 중국인이 79건으로 총계 5,050건이었다.23 그 법률에 의

하여 1918년 8월까지 경찰에 의하여 단속 받은 매복업자의 수는 579명으로 

나타났다.24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미신타파운동의 연장으로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일제는 무속신앙의 말살을 위해 전 방위적 탄압을 가해왔다. 무속신

앙 활동을 경찰법에 의해 통제했고, 민간단체의 설립을 통해 무격들의 동태

파악 및 감시를 하였으며, 굿판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쳐 굿상을 장화로 짓밟

고 무당들을 체포해 가는 일도 수시로 자행하였던 것이다. 무속신앙 말살정

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남산에 있던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조선신궁을 세웠던 사건이다. 일제가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무속신앙의 총본산 격이었던 국사당은 강제로 현재의 인왕산으로 옮겨졌

다.25 이처럼 일본의 신도와 조선의 무속신앙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

었다. 일제의 무속신앙 탄압은 일본 신도와의 경쟁 양상을 띤 것이었다. 무

                                                      

22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朝鮮總督府 第四十二輯)』, 京城: 大海堂, 昭和 10 年(1935);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최길성ㆍ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23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1914년 3월, 89-90. 

2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8년, 507. 

25 유동식 외, 『한국종교사상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 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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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신앙은 1910 년대의 구관(舊慣) 조사에서는 음사로 규정되어 경찰법 처벌

규칙(1912 년)에 의하여 단속을 받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스승청, 

승방청, 신청, 재인청 등 조선의 무속신앙 조직들은 일본 천리교 등의 조선 

포교에 의해서도 와해되어 갔다.26 이처럼 일제는 무속신앙의 잠재력을 파악

하고 근본적으로 말살하려 했다. 

일본의 ‘사사(寺社)종교’라는 개념은 실로 이 복잡한 사상사적 여정의 한복

판에 놓여 있다. 이것은 서구중심의 오리엔탈리즘과 서구를 모방한 일본중심

의 오리엔탈리즘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일제시기 또 다른 종교관련 원초 

자료는 1911 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발행한 《사사종교(社

寺宗敎)》27이다. 한국통감부 이후 조선총독부 초기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당

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불교뿐만 아니라 신사(神社), 교파신도, 

기독교, 일본종교전반, 그리고 한국의 불교와 민족종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당시, 대종교를 종교단체로 가장한 항

일독립운동단체로 불법화시켰으며 국내에서의 종교단체 등록을 거부하여 활

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계나 무속계의 단군을 숭배

하는 종교활동에는 모두 중국의 성자와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을 곁들여

서 신앙해야만 종교활동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28 민족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들에 대한 탄압사례들이 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가 1915 년에 공표한 종교법령 ｢포교규칙｣에서 “조선총독은 필

요가 있을 경우 종교 유사한 단체라 인정한 것에 본령을 준용함이 가함. 전

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고시함”이라고 규정하여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사종교는 경찰국의 관할 하

                                                      

26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 서경문화사, 1999, pp. 4-5. 

27 박광수․이부용․외 3인, 『조선총독부 공문서: 사사(社寺)종교(1911)』(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자

료집총서 4), 집문당, 2018.(이하, 『사사종교』) 

28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대흥기획, 1992, p. 451 (각주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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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었다. 이 규칙을 한 조항이라도 범한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였

다.  

일제치하 중반기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종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

해졌다. 특히, 19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종교를 모조리 해산

시켰으며, 1930년대 후반 대륙을 침략하면서 민족종교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총독 미나미(南次郞)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거나 타인을 참배시키지 

않는 행위는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이며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법규를 

내세워 민족종교뿐만 아니라 공인된 종교까지도 탄압하였다. 

1935 년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類似宗

敎)� 보고서에서 기독교, 신도 불교 등 공인된 ‘종교’와 대별되는 한국의 새

로운 민족종교들을 모두 ‘유사종교’로 규정한 것이다.29 이처럼 민족종교를 

유사종교로 분류하여 수시로 통제가 가능한 경찰국의 관리 하에 두어 견제

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교계나 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는 모두 중

국의 성자와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을 곁들여서 신앙해야만 종교 활동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30 민족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들에 대해 ‘사

이비종교’ 또는 ‘유사종교’로 왜곡하여 탄압을 하였다. 특히, 대종교를 종교

단체로 가장한 항일독립운동단체로 불법화시켰으며 국내에서의 종교단체 등

록을 거부하여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백백교 사건을 통해 민족

종교 말살정책을 펼쳐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 

                                                      

29 한국의 민중종교 연구자들이 유의할 점은 일제강점기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宗

教(조선의 유사종교)� 및 일제치하 총독부 지침에 의한 신문보도자료 등 편향적인 자료에 의존하

여 연구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철저한 사료 비판을 통해 검증된 사료가 아닌 자의적(恣意的) 요소

가 많은 사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30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대흥기획, 1992), p. 451 (각주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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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발간한 『사상월보(思想月報)�(1931-34

년)의 후속지인 『사상휘보(思想彙報)�(1934-43년)31에서 지하조직으로 움직

이는 민족종교에 대한 탄압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유사종교는 안녕질서를 

문란하게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32 지시하였다. 『사상휘보』와 『사

상월보』는 일제의 사상통제와 탄압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귀중한 자료

이다. 이 두 잡지는 ‘사상’이라는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주로 조선의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와 관련된 독립운동 및 노동조합운동과 같은 사상 사건

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민족종교와 관련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태극교(太極敎)’, ‘황극교(皇極敎)’, ‘백백교(白白敎)’, ‘청림교

(靑林敎)’와 같은 이른바 ‘유사종교(類似宗敎)’로 규정된 단체들의 사상적 기

반과 활동현황 및 재판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 기간인 1940 년 무렵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는 1940 년 전

후의 민족종교 및 공산주의 운동 등의 현황을 기록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다. 

                                                      

31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발간한 『사상월보(思想月報)�(1931-34 년)의 후속지인 『사상휘

보(思想彙報)�(1934-43 년)의 기사에는 1930-40 년대 일제의 사상통제와 탄압상황을 생생하게 전달

해주는 귀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32 �사상휘보�에서 “사상범죄로 본 최근의 조선에서 유래한 유사종교”라는 제목으로 쇼와(昭和) 13

년(1938) 1 월부터 2 월 사이에 당국에 제출된 각 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의 보고 및 각종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한 내용을 인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다음으로 사변 후에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보안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그 위반자의 대부분이 유사종

교단체 관계자인데, 이러한 사실은 민도(民度)의 향상과 당국의 끊임없는 탄압으로 위축되어 있던 

교단들이 사변의 발발로 민심이 불안 동요하는 것에 편승하여, 교세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사종교 단체의 횡행(橫行)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민심을 현혹시키며 후방의 치안확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

라 교의(敎義)의 이면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것이 많으며 그중에는 불경죄나 유언비어죄까지 

수반한 것이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게 현재의 급선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

한 교단의 행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사찰하고 배후의 동향에 주의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

면 단호하게 엄중처벌의 방침을 세워서 조선의 사상사범 방지에 만의 하나라도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박광수 외, 『사상휘보 민족종교 관련 기사-조선총독부 고등법

원(1934-43년), 집문당(2016). [공역], pp. 18-19(이하, 『사상휘보』); ｢思想犯罪로 본 최근의 朝鮮在

來의 類似宗敎｣. �思想彙報� 22, 1940, pp.17-18.) 



25 

주로 항일운동연구의 사료로 알려진 �사상월보�와 �사상휘보�가 근대

민족종교 연구에도 중요한 원초자료이기도 하다. 당시의 한국 민족종교는 단

순히 개인의 사적 종교가 아니라, 철저한 민족의식 위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

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들과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33 알 수 있다. 

 

 

3. 동아시아 평화실현의 과제 - 한국의 민중종교를 중심으로 

 

1) 서구적 ‘문명화’에 대응한 개벽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조선조 후기 한국은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난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사상적 조류들 중에 후기 실학사상과 새로운 민중종교 

운동은 백성 즉 민(民)중심의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조선조 후기 실학

사상은 조선의 왕정정치를 인정한 가운데 민(民)을 중요시 여기는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노비제도에 대한 비판과 남녀와 계급의 평등을 

추구하였으며, 전제국가 사회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계급간의 종적

(縱的) 관계를 청산하고 민본(民本)을 중시하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출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중을 계몽하려는 노력들을 기

울였다.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촉탁 연구된 사료들은 총독부 지침

에 의한 자료이기에 한국종교의 원형을 왜곡한 경우가 많았지만, 근대 한국 

민족종교들의 초기교서 및 정기간행물은 서구 근대문화의 유입 및 일제 침

략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대응, 기성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혁신, 

민족정신의 고취와 교육 운동 등의 실상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들이

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천도교는 1906 년 6 월 �만세보�를 발행한 이래 �

                                                      

33 강효숙, �사상휘보� 해제, pp.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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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회월보�(창간호-398호), �신인간�(창간호-186호, 해방 전까지)을 기

관지로 발행하였고, 천도교청년회는 대중잡지 �개벽�(창간호-72 호) 등을 

발행하였다.34 또한, 『어린이』는 1923 년 3 월 20 일 창간하여 일제강점기 

122호(1934.7)까지 발행되었으며, 해방 후 복간되어 15호(1948.5-1949.12)까

지 통권 137호를 발행하였다. 『어린이』의 위상은 첫째 어린이에 대한 인식

의 전환, 둘째 민족주의 어린이운동의 중심적 역할, 셋째 어린이를 위한 교

육적 기능, 넷째 한국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기여 등이라 할 수 있다.35 원

불교는 �월말통신(月末通信)�, �월보(月報)�, �회보(會報)� 등의 정기 간

행물을 발간하였으며, 1935년에 발간된 �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敎革新論)�

은 원불교와 불교와의 관계, 원불교의 시대관과 종교혁신 사상 등 중요한 내

용들을 발견하게 된다. 증산교계열 보천교에서는 �보천교보(普天敎報)�, �

보광(普光)�, �연진(硏眞)�, �보화교지(普化敎誌)� 등을 발간하였다. 이러

한 정기 간행물을 통해 개벽사상을 드러내고 민중을 계몽하려는 노력을 기

울였다. 이는 ‘토착적 근대화’ 또는 ‘자생적 근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적 ‘식민주의’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의 새로운 민중종교운동은 개벽사상을 통해 새로운 후천(後天)의 이상

적 시대가 열릴 것을 예시하고 인간 존엄성의 평등한 가치를 제도의 근본적

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민중종교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사상과 제도적 혁신은 앞으로 인류 미래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해야할 이상적

                                                      

34 시천교 역시 �시천교월보�와 같은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특히, 천도교청년회에서 천도교의 대중

화를 위해 발행한 『개벽』은 1920년 6월 창간하여 1924년 72호를 발행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폐

간되었다. 『개벽』은 종교·사상·정치·경제·산업·역사·천문·지리·문학·미술·음악·제도·기술·풍속·풍물·

인물·시사 등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지로, 1920 년대 식민지기 당시의 사상적 흐름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사지로 평가받고 있다. 

35 민윤식, 『소파 방정환 평전 : 문학을 사랑하고 어린이운동으로 독립을 준비한 진보주의 청년』, 

스타북스, 2014;전용숙, 「아동잡지의 근대주체 형상화에 관한 연구 : 『어린이』를 중심으로」, 『우리

말글』 69, 우리말글학회, 2016.6; 『천도교청년회 80년사』(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2000);『신인간』(통

권 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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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중 가운데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개혁 또는 사회 혁신 운동은 토착적인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주체적으로 근

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윤승용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의 태도에 대해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다. 전통과 근대의 타협을 시도하며 근대적 종교를 지향하려는 동도서기파

(東道西器派), 근대에 저항하며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동도동기파(東道東器

派), 서구의 기독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서도서기파(西道西器派), 마지막

으로 동도의 개혁을 통해 근대를 주체적으로 수용 융합하여 구시대를 청산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개벽을 주장하는 민중종교의 개벽파(開闢

派)36 등의 근대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유형화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

중종교의 개벽파에 주목하여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모이고 움직여서 무비판

적 수용도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배척도 아닌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근

대화를 이룩해낸 과정이라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기타지마 기신의 ‘서구적 

근대화’를 넘어서 토착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착적 근대화’ 37의 

유형과도 일맥상통하다. 

윤승용은 한국의 민중종교 운동이 사회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민중의 삶

을 대변하는 개벽 종교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조선조 후기 개항기에는 봉건

적 사회 차별에 항거하여 사회변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고, 문명개화기에

는 서구 열강의 침략주의와 문명종교에 저항하면서 서구 근대 문명을 비판

적으로 수용하려 하였으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시기에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면서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담아내

는 그릇이 되는 역할을 다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개벽종교를 “근대

의 민중문화와 사상을 대표하는 ‘총체적인 근대 정신문화’”인 동시에 “한국

인의 독창적인 ‘제 3의 토착적 근대종교’”라고 평가하고 있다. 

                                                      

36 윤승용, 『한국 신종교와 개벽사상』, 모시는 사람들, 2017, p. 230. 

37 ‘서구적 근대’ 넘어설 ‘토착적 근대’에 주목해야, 한겨레, 20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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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중종교의 개벽사상은 과거와 미래세상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고, 

주로 후천 5 만년 대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동

양전통의 우주만물의 생성․변화․소멸․재생의 운수론(運數論)이 그 사상적 배

경이 된다. 특히, 소강절(邵康節)의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과 서경덕의 상수

학(象數學), 그리고 《정감록(鄭鑑錄)》과 김항(金恒)의 《정역》 등의 우주의 순

환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이 되어 민중종교의 선천과 후천 개벽

사상으로 정립되었음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민중종교에서는 대

체적으로 복희팔괘, 문왕팔괘, 주역팔괘 등을 선천시대의 도수로보고, 이후 

후천개벽 시대에는 정역팔괘의 새로운 도수에 의한 이상적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38 선천은 묵은 세상 맑은 세상으로 불평등 불합리 등

이 난무하여 원한이 서린 세상이지만, 후천은 밝은 세상으로 평등과 공명정

대함이 가득한 선경이자 지상 낙원세계를 의미한다. 시간적 차원의 후천개벽

은 우주의 진급과 강급을 거듭하는 원환적 시간관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며, 후천개벽시대를 원시반본의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면서 묵은 시대가 가고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원시반본은 태초의 

시기와 같은 고대의 이상적 세계를 설정하고 근본으로 되돌아가고자 한 것

이다.39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개벽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순환론적인 개벽인가? 아니면, 카리스마를 지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후천이 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민중의 자각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석만은 서구의 근대화와 동양의 

근대화의 중심축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는 동아시아 근대성에는 개인의 중심

                                                      

38 박광수, 「홍암(弘巖) 나철(羅喆)의 단군신앙운동 연구」, 『종교연구』 53집, 한국종교학회, 2008. 

39 박광수, 「원불교의 후천개벽(後天開闢) 세계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4 집, 원불교사상연

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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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40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현범은 

“한국의 근대성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주체로 하여 수용되었다는 것은 정

상에서의 일탈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으로 보아야할 것”4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 왕권중심의 권력과 신분사회 체계에서 집단의 

윤리를 강조한 전통을 수용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 민

중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전체의 공공의 가치와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자각을 통한 민(民)중심의 새로운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 점을 간과해

서는 안된다고 본다. 

근대 시기에 한국사회는 미륵불 신앙과 정도령 신앙이 파급이 강력하여 민

중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이러한 민중신앙은 

당시 신종교 사상에 영향을 끼쳤는데, 민중종교의 창시자 자신들이 미륵불, 

정도령 또는 상제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한울님

의 뜻을 전하는 메시아로 여겼고, 증산교를 창시한 강일순은 스스로 상제, 

미륵불이라고 하여 상제 신앙이 급속도로 파급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기존의 종교 사상가들과는 달리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은 기존의 미륵

불과 정도령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것은 ‘정도령’의 정을 정

(鄭)씨 성(姓)이 아니라 ‘올바름(正)’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미륵불 시

대의 용화회상의 첫 주인도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라고 새로운 해석

을 하였다. 결국, 개인의 자각과 존중함이 없이는 사회 집단 전체의 평등성

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민중종교의 개벽사상은 우주의 순환론적 시

간관과 카리스마적 종교지도자와 주체적으로 자각한 대중들이 개벽의 주체

가 됨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후천개벽의 선경은 민중의 삶

                                                      

40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 

85-86.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성은 개인의 중심성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왕실이나 

국가 또는 민족 혹은 인종의 중심축 주위에서 그 축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서구 근대성이었

기 때문이다.” 

41 조현범, 「‘종교와 근대성’연구의 성과와 과제」, 『근대 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한국학중앙연구

원, 2006),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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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애환과 억눌림의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

어야 하는 세계이다. 

한국 민중종교의 개벽사상은 천권(天權) 또는 신권(神權)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권(人權)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일반 대중의 주체적인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중들의 회원을 담은 혁

세사상이 발전되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억압받

는 피지배 민중을 대변하였으며, 외세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국가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독립운동과 민족항쟁을 주도하였다. 서구문명종교

와 충돌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전통 종교문화를 새로운 종교운동으

로 전개한 셈이다. 근·현대 한국사회의 정신과 가치관은 지난 160여 년 동안

의 민중종교 운동과 그 문화사상을 도외시하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민중종교

의 개벽사상과 구세이념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대다수 민초(民草)들의 

희망을 대변하였다. 또한 당시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가치관과 민족관, 나아

가 사회변화에 대한인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 등이 응축되어 있다. 민중종교 

운동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종교문화의 한정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체의 영역에서 유기적인 영향력을 끼쳐 왔다.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

서 한국의 민중종교가 발생, 성장, 분파, 소멸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민중

종교 또는 시민종교로서 사회에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역

사적 통찰은 중요한 과제이다. 

 

2) 역사적 상처에 대한 해원과 상생의 치유(治癒) 철학 

 

인류사회의 역사적 과오는 현대 사회에도 개인 또는 민족차원의 ‘원한(怨

恨)’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현재와 미래사회 또한 

오래된 상처로 인한 병(病)적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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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개인적, 국지적 문제에서 범세계적인 문제

로 확산되었고, 인류공동체가 다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로 다가오면서 세계보

편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류공동체가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

나의 노력이 종교계와 UN(United Nations)과 비정부기구인 

NGOs(Non-Government Organizations) 등의 기구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해원상생사상은 우주의 모든 존재적 관계에 있어서, 신명(神明)과 신명, 

신명과 인간,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대립의 구

도가 아닌 조화적 관계, 상극적 관계가 아닌 상생적 관계로 정립하는 철학이

며 세계보편적 실천윤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42 한국 민중종교의 창시자들

은 선후천 교역기에 '원(冤)', '상극(相剋)', '병겁(病劫)'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 

현상 및 원인들을 치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는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이루기 위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상을 주창하였고, 현

재 천도교의 중심사상인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정립되었다. 천도교는 인내천의 종지 아래서 정신적, 물질적 개벽을 이루어 

새로운 사회, 즉,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포덕천하(布德天下) 

지상천국(地上天國)건설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사

상은 신분계급이 분명한 봉건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였기에 

민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이는 빈부(貧富), 귀천(貴賤),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누구나 자신 안에 한울님이 내재되어 있고, 한울님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즉,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민중’ 스스로에게 새로운 우주적 질서인 후천개벽을 펼쳐갈 힘의 소재

가 있음을43 일깨워주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천주사상은 봉건사

                                                      

42 박광수, 「한국 신종교(천도교, 원불교, 증산교)에 나타난 신화, 상징, 의례 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비

교연구」, 『종교연구』 26집 (한국종교학회, 2002 봄), pp. 89-114. 

43 천도교 중앙총부, �천도교경전� (천도교 중앙총부출판부, 2001); 윤석산, ｢동학 설화와 동학의 역

사: 수운 최제우의 출생과 성장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9, 비교민속학회, 2000, pp. 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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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신분차별제도를 뛰어넘는 근대적 평등주의를 여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은 증산은 ‘선천’시대를 ‘상극지리(相克之理)’, 44 

즉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된 세계로 설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원한

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보았다. 증산은 “한사람이 원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45라고 하여, 단주의 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

는 원을 푸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원을 근원적으로 하기 위해, 

척을 짓지 말 것, 마음의 수련, 언어, 배은망덕하지 말고 은혜보답, 희생의례 

시행 등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

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46 라고 경계하고 마음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이 추구한 이상적 미래사회는 ‘개벽(開闢)’시

대의 새로운 문명사회이다. 개벽시대는 시간적 차원에서 천지의 진급(進級)

과 강급(降級)의 극심한 변화의 시기이며, 공간적 차원에서 물질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이룬 참낙원의 세계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다. 소태산은 우주의 궁극적 진리인 ‘일원상의 진

리’를 중심으로, 타력을 중심한 사은(四恩) 신앙과 자력을 중심한 삼학(三學)

수행의 두 측면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사은은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규명하고 있으며, 그 관계를 인과보응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소태산의 은(恩)사상은 한국 전래의 해원사상과 불교의 연기(緣起)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발전된 사상이다.47 해원상생의 은 세계는 우주 내의 모든 생령뿐 

아니라 우주 자체가 총체적으로 연기적 은혜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설정한다. 

                                                      

44 『전경(典經)』 교법(敎法) 3장 34.  

45 『전경(典經)』 공사(公事) 3장 29. 

46 『전경(典經)』 교법(敎法) 3장 15. 

47 박광수, ｢원불교의 후천개벽 세계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4집,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0,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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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연적이며 원초적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

다.48 근대 종교의 역할은 병든 사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진리적 종교로 처

방하는 작업이라 보았기에, 교육과 경제의 자립에 힘쓰면서 개벽운동을 현실

의 생활 속에서 성실히 실천하고자 하였다.  

해원상생의 생명존중사상은 세계종교계가 지향하는 보편적 윤리와 일맥상

통하고 있다. 한스 큉은 “...우리 지구의 전체 생명, 암석, 물 그리고 원자의 

세계를 위한 총체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여 인간의 

자유와 함께 자연을 경외하는 새로운 윤리로서 인간의 자기통제도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49 무엇을 위한 세계보편윤리인가라는 질문에서 세계보편

윤리가 무엇을 중심축으로 윤리의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

다. 한스 큉은 “인간은 항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결코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50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을 보편윤리의 중심축으로 하고 모든 생

명에 대한 외경과 책임을 함께 강조한 것이라 보여진다. 1993 년 세계종교계 

대표들이 참석한 미국 시카고 세계종교의회 100 주년 기념대회에서 채택된 '

지구윤리 선언(A Global Ethic)'은 인간중심, 실천중심의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51 생명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52 

                                                      

48 �정전�, 제 2 교의편, 제 2 사은, pp. 27-39. (원불교 정화사,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9(초판 1977)). 

49 한스 큉(Hans Küng), 『세계윤리구상(Projekt Weltethos)』, 안명옥 번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2), pp. 

74-76. 

50 한스 큉, 『세계윤리구상』, p. 78. 

51 한국종교인평화회의/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21 세기를 향한 종교간 이해와 지

구윤리: 한국종교의 대응』, (서울, 1993), pp. 88-89. 

52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전 지구의 복지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생명체들의 공동체, 인류, 동물, 식물, 그리고 지구, 공기, 물, 흙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각 개인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결정, 실패, 

행위는 과보를 갖기 때문이다.” 「시카고 세계종교의회 100주년 기념대회 선언문」(1993년 9월 4

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앞의 책,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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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종교인평화회의(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이하 WCRP; 

현재 Religions for Peace 라는 명칭을 사용함)의 모임에서도 나타난다. 53 

WCRP 창립총회가 1970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 채택된 선언문에서 인권과 

환경문제 등에 기본적인 윤리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의존성(Co-Dependence)’의 중요성을 “사람

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지닌 세계화의 역동성에 의해 경제적, 

환경적 실제의 그물망으로 짜여진 세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이다.”54라고 제

시하고 있다. 자원고갈을 하게 하는 개발의 형태는 미래세대에 지구를 멸망

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적 체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곤

경과 고통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 민중종교의 해원상생사상은 과거의 역사적 원한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해원(解冤)의 과정이 필요하며, 상생(相生)의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인류

보편적 윤리를 제시한 것이다. 해원상생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집단과 사회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사회 계급차별, 

지역차별, 남녀 차별, 빈부의 차별, 종족의 차별 등은 불평등한 사회를 이루

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수운, 증산, 소태산은 한국사회의 큰 병폐였던 남녀의 성차별,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차별, 양반과 천민의 계급차별을 당연히 없애야 할 장애물이라 

보았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문제를 개혁하여 평등한 사회, 서로가 존중받는 

                                                      

53 세계종교인평화회의(Religions for Peace)는 1968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평화에 대한 국제제종

교회의」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제안하여 결성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 조직이다. 이 회의에 참석하였

던 미국의 대표 18 인과 일본의 제종교의 대표가 중심이 되어 1968 년 1 월 22 일에 「미ㆍ일 제종

교자 교토회의」를 개최하여 종교 간의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1970년 10월 일본 교토 국제회관에서 세계종교인평

화회의 1차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39개국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54 이 외에도 '공동의 안전 (Common Security)', '공동의 미래(Common Future)', '공동의 삶(Common 

Living)', '포괄적 교육 (Comprehensive Education)', '희망과 헌신(Hope and Commitment)' 등을 통해 

인류공동의 평화로운 삶을 희망하고 나누고자 한 바램을 담고 있다. 필자는 WCRP 7 차 총회에 참

여하였으며, 선언문의 전문내용을 필자가 간략히 요약한 것임. (박광수, 「종교 협력운동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종교연구』 31집 (한국종교학회, 2003 여름),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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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될 때, 억눌린 원한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부자와 가난한자, 억압자

와 억압받는 자, 양반과 천민 등 신분과 빈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과 운동에 대해 장

병길은 해원상생, 보은 상생 사상은 샤먼의 원풀이적 해석을 넘어서, 현대 

사회 문제의 요청에 적극 대응한 교리임을 밝히고 있다고55 긍정적으로 보

았다. 노길명은 해원사상을 조화사상 및 통일사상과 더불어 한국 민중종교의 

중요한 사상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56 

평가한다. 

해원상생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하고 사회, 국가, 세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맺힌 원을 풀어 주고 상생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치유의 철학이며, 살림의 철학이며, 평화의 철

학이며 실천윤리이다. 일제강점기 억압받는 민중종교들의 개벽사상은 과거의 

어둡고 불평등한 선천시대를 청산하고 새 문명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선천시대가 강자와 통치자 중심이라고 하면, 후천시대는 약자와 억눌린 자들

도 강자와 같이 함께 대우받는 해원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이다. 전쟁

으로 인한 원한과 또 다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철학

을 담고 있는 것은 해원상생사상이다. 해원의 과정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한

때의 참회(懺悔)가 아니라 원한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 진행되

어야 할 현재형인 셈이다. 반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입은 국가와 민족의 경

우에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관계를 적극적으

로 펼쳐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동아시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인류전쟁의 역사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의 갈

등, 종교적 갈등 등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윤리로서 해원상생의 대사회적 운동이 함께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5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엮음, 앞의 책, p. 546. 

56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pp. 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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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사회적 모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주체적 자아

의 각성을 통해 시민사회가 ‘참나’를 발현하고 모든 존재의 상호 생명적 관

계임을 자각하여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사상과 불평등한 차별제도 등 부당한 

요소들을 혁신하는 현재적 진행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체적 존재의 존귀

함을 밝혀 인권평등 및 사회평등 사상을 크게 진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인간본성에 대한 민중의 깊은 자각은 조선조 유교사회의 계급차별과 

신분차별의 사회 불평등제도를 타파하고 인권평등의 사상과 제도를 실현시

키는 주체가 되었다. 인간의 본성인 마음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의 중

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개벽사상의 주체는 깨우친 일반 대중이며 인간 

중심의 사유체계를 이룬다. 개벽사상은 천권(天權) 중심의 사유체계를 대신

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권(人權)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

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선천시대가 강자와 

통치자 중심이라고 하면, 후천시대는 약자와 억눌린 자들도 강자와 같이 함

께 대우받는 시대이다. 음과 양, 신과 인간,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귀족

과 천대받던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대립적이거나 상하의 종속적 관계가 아

닌, 상호의존적 관계이며 조화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 

 

 

4. 결론 

 

서구 유럽의 근대화 과정과 19-20 세기에 걸쳐 서구 중심의 근대 산업화 

및 세계의 식민지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문명의 대립과 충돌, 안전에 대한 위

협과 갈등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유럽의 경제적 성장과 산업혁명을 

통한 군사력 확충의 ‘근대화’의 성공은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구유럽=문명=근대화”의 도식에 대비하여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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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프리카 등 미지의 세계=야만=비근대”로 설정하여 세계의 문명화를 위

한 침략과 식민지건설의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침략전쟁과 식민지화와 수탈은 국한된 자타의 관념

과 자민족중심주의를 토대로 자민족과 자국가의 이익을 전제로 하여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인류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인간과 자연과 종교 간

에 강ㆍ약의 구조 속에서 상극과 대립의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최근에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지

역성(locality)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민지 형태의 종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강대국과 약소국, 부유한 집단과 가난한 

집단 사이의 경제적 종속화, 군사적 종속화, 문화적 종속화 등은 현대 사회

가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서구 유럽이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영

역에서의 현 체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

다. 그러나, 서구식 근대화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약육강식의 세계전쟁을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 20세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

전의 경우도, 모두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서구중심의 

근대화에서 비롯한 것이다. 현재 21 세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

분의 갈등과 내전은 그 지역의 자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2

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

한 세계지도의 잘못된 재편에서 온 경우가 태반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서구

화,’ 이슬람 국가들과 중화 국가, 일본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헌팅

턴의 주장은 미국의 강경한 정책수행을 전제한 것이며,57  현재에도 미국의 

정책기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57 이와 같은 기조는 현대 미국사회의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주장에서도 그대로 반

영되고 있다. 그는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Remaking of World Order)』(1996)에

서 탈냉전 시대이후 다극 다문명 세계에 접어들면서 이슬람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아시아의 고속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명 갈등은 세계 정치에서 그 어떤 대립보다 중심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38 

현재의 유럽-미국중심의 정치 경제체제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깨부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국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 유럽-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파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브렉시트(Bl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탈되 문제와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의 미국중심의 패권적이며 폐쇄적 이익추구는 인류 전체에 대한 관점

보다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중심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유럽-미국 중심의 세계 정치·경제 체제의 약화와 종언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정치 군사 경제의 편제를 시도함으로써 세계 곳곳에

서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위험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지역성의 문제가 도외시되고,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

하는 과정에서 유럽중심의 침략적 식민주의가 군사적 충돌과 함께 이루어졌

다고 한다면, 현대사회는 강자/강대국과 약자/약소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문

화적 우위와 열세의 관계에서 동질적이면서도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세계질서

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새로운 정신운동이 전개되지 않

고는 인류사회의 강약 지배의 구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와 민족의 위기감 고조는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결속하는 효과를 지

니지만, 반면 배타적이며 폐쇄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된다. 동아시아 공동

의 상생적(相生的) 공공성(公共性)의 가치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국한된 지역

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로는 민족의 안전과 주체성은 확보할 수 있어도 세

계 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동양의 서양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대항적 옥시덴탈리즘, 중화(中華)주의,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같은 주의 

주장은 또 다른 차원의 민족주의적이며 지역주의적인 자민족중심주의를 벗

어나지 못하고 서양의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항하는 동양의 왜곡된 서양

                                                                                                                                                            

예견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1997,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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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왜곡된 

서양의 오리엔탈리즘과 침략적 전제주의와 억압적 식민정책에 대한 힘없는 

이들의 생명을 불사하는 희생적 투쟁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서양 자체 내

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4 차 산업혁명시대와 그 이후의 전개될 인류문명이 과거의 

침략적 지배의 문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오히려 더 경쟁적으

로 지배와 종속관계를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경제, 군사, 문

화, 학술, 지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OECD 보고서와 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빈부격차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58 개인, 사회적 계층, 또는 개별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

라, 빈익빈 부익부의 국가별 상황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구

조적 문제는 인간과 자연, 종교와 종교, 국가와 국가 간에 강약의 구조 속에

서 상극과 대립의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유럽-미국중심

의 패권적 종속주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으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의 문명의 충돌과 강약의 대립

적 구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세계보편윤리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상생의 공공(公共)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화의 문명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인류사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근현대 한국사회의 급격한 시대 변화속에서 후천개벽사상과 5 만년 대운에 

대한 이상적 세계관을 펼친 민족종교 지도자들은 민초들 사이에 큰 영향을 

                                                      

58 세계은행(World Bank)은 하루에 1.9 US$이하로 지내는 인구수가 1990년에 전체 인구수의 약 36%

인 19억명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전체 인구수의 약 10%인 7억 3천 6백만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의 양극화

가 일어나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Poverty & Equity Data Portal’(http://povertydata.worldban

k.org/Poverty/Home) 

OECD의 최근자료(2013-2017)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https://data.oecd.org/ine

quality/poverty-gap.htm#indicator-chart) 

 

http://povertydata.worldbank.org/Poverty/Home
http://povertydata.worldbank.org/Poverty/Home
http://data.oecd.org/inequality/poverty-gap.htm/#indicator-chart
http://data.oecd.org/inequality/poverty-gap.htm/#indicator-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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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쳤다. 한국 민중 가운데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개혁 또는 사회 혁

신 운동은 토착적인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서구 중심 또는 일본 중심의 일방

적인 문명화에 대한 민초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를 이루고자 하였다. 

비록 구한말 위기상황과 일제식민지 억압의 상황하에 민초(民草)들의 자각을 

통한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토착적 근대화’ 또는 ‘자생적 근대화’

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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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의 비폭력 평화운동과 근대 일본・한국의 과제 

―「사티아 그라하(Satyagraha)」 사상과 운동을 중심으로― 

 

키타지마 기신(욧카이치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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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 세기 중엽에 식민지주의 지배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침투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저항운동이 시작된다. 그 저항운동들의 기축이 된 것은 토착 종교였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인도인 이민 저항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간디의 「사티아 

그라하(Satyagraha)」사상에는 토착의 힌두교 성전 『바가바드 기타(Bhagavadgiitaa, 

신의 노래)』와 밀접한 관계가 보여진다. 또한 한국의 「동학」에는 토착사상 

「하늘」과의 관계가 보여진다. 더욱이 「사티아 그라하」에는 이슬람, 기독교, 불교의 

영향이 보여지며, 「동학」에도 불교, 기독교, 유교의 영향이 보여진다. 서구식 

근대와는 다르고, 「7 세기 근대」(이타가키 유조 교수)와도 연관되는 「사티아 

그라하」사상의 보편성은 토착적인 「우분투(ubuntu)」사상에 의한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와 민주적인 전인종공생(상생)의 남아프리카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사상은 단순히 서구식 근대에 대한 「저항」사상은 아니었다. 이들 사상은 

식민지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적대자」도 자기중심주의의 어리석음을 

깨달음으로써 얻는 구제의 시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비폭력 ・ 평화가 기축이 

되어있던 점으로 봐도 분명하다. 즉 식민지주의와 결합된 「근대」와는 다른, 평화・

차이와 평등의 공존・공생・우애・존경에 기반을 둔 근대구축의 제기가 19 세기 중엽에 

공시적으로 남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서도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인식은 

1919 년 한국의 「3.1 독립운동」의 천도교 ・ 기독교 ・ 불교의 연대, 1950 년대 

남아프리카의 반아파르트헤이트운동의 전인종평등주의 ・ 1 인 1 표제를 내걸은 

「자유헌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는 비폭력・평화・공생(상생)을 기축으로 

한 근대 제기가 있다. 이러한 제기는 단순한 이상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는 1994 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전인종평등국가건설의 기축으로 

「수복적사법」이 설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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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統一)」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남은 쪽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通一)」로서의 상호침투・교류의 반복에 의한 상호이해의 진전으로 일체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19 세기 중엽에 시작되는 남아프리카의 인도인 인종차별 ・

반식민지주의운동 속에서 생겨난 「사티아그라하(진리의 견지)」에 대재하는 

토착적근대로서의 사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면서 한국의 「동학」사상과의 공통항을 

밝혀 오늘날 이들 사상의 현대적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덧붙여 일본에서 이들 사상을 

명확히 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１．19 세기 중엽 의 남아프리카 사회의 인도인 
 

（１）인도인 이민의 원상(原状)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848)가 포르반다르(Porbandar)에 있는 

이슬람 변호사사무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아내와 두 명의 자식을 남기고 남아프리카 

나탈주 더반(Durban)으로 파견된 것은 1893 년 10 월 28 일의 일이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영국 직할령 나탈(Natal), 케이프(Cape Colony)의 두 식민지와 

보어인(Boer, 네덜란드인 이민자)가 지배하는 트란스발(Transvaal)공화국, 

오렌지자유국(Orange Free State)이라는 4 가지 콜로니로 구성되어 

있었다.」（Ｋ．클리팔라니『간디의 생애（上）』、森本達雄訳、 レ グ レ ス

文庫、55 頁、1999 年）영국인이 지배하는 남아프리카의 나탈에는 1860 년 이후 많은 

인도인이 계약노동자로서 보내지고 있었다. 나탈에서는 사탕수수, 차, 커피의 

플랜테이션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부족해져서 노동자 요청을 이도정부에 구했고, 

인도정부가 이에 응했기 때문이었다. 

 

 이들 노동자는 5 년간 계약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자유로운 입장으로 일하거나 

나탈에서의 영주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들 이외로도 자유로운 신분의 상인도 

있었는데, 계약노동자는 계약이 끝나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유신분의 상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었다. 간디는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유로워진 인도인은)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면 

통행허가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이 합법적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길미티야(girmitiyaa, 힌두어로 계약노동자라는 뜻)들의 보호를 위해 임명받은 

관리소에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등등 이밖에도 엄격한 제약에 따라야만 

합니다.」（M.Ｋ.간디『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아 그라하의 역사(Dakshin Afrikana 

satyagrahano itihas)1』、田中敏雄訳注、平凡社、52－53 頁、2005 年）인도인 

계약노동자는 트란스발으로도 이주했다. 보어인이 지배하는 트란스발, 

오렌지자유국에서도 그 백인정권하에서는 흑인도 인도인도 기본적으로 같은 

취급이었다. 「트란스발에서의 인도인의 상태는 나탈보다더 더 심각했다. 그들은 

3 파운드의 인두세를 내야만 했으며 특별지정지역―일종의 게토(ghetto)―이외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공민권(公民権)도 가지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보도를 걸을 

때도 밤 9 시 이후에 통행증을 휴대하지 않고서는 집밖을 나오지 못했다」（『간디의 

생애（上）』、61 頁）。 

 

남아프리카전쟁(보어전쟁, 1899－1902 년)에 의해 영국은 보어인의 남아프라카 

공화국(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자유국을 「트란스발 식민지」와 「오렌지강 

식민지」로 병합시켰다. 그러나 1907 년 트란스발에서 열린 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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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너(Afrikaner)가 승리함으로써 아프리카너 없이 영국인만으로 남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1907 년 트란스발에 책임정부가 주어지며 

이 자치식민지입법의회에서는 인종차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인종차별법 내용을 간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트란스발에 거주권을 갖는 모든 인도인 남녀 및 8 세 이상의 소년소녀는 

아시아인국에 이름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 등록증에는 이름, 

주소, 카스트, 연령 등을 기재해야만 한다. 등록관은 신청자의 신체적 특징이 

있으면 기입하며, 신청자의 모든 손가락의 지문, 양 부모의 지문을 채취해야만 

한다. 소정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인도인 남녀는 트란스발 거주권을 잃게 될 

것이다. 미신청은 법적으로 범죄가 된다. 투옥, 벌금,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는 

국외추방에 처한다. … 신청자에게 교부되는 등록증은 경찰관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제시해야만 한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며 경관은 

개인구거에도 들어설 수 있다. … 등록증제시거부 또는 등록증 소유자가 등록증에 

관한 심문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가 되며 재판소는 투옥,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 1』、154－155 頁） 

 

이 인종차별적 「등록증」의 강제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첵」의 일환으로서 

아프리카 흑인에게 강요된 1952 년 전국공통의 「패스법(Pass laws)」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다. 이 「패스(증명증, Reference Book)」은 16 세 이상의 흑인은 상시 

휴대할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패스에는 「지정된 거주 장소, 시기, 기간, 고용주와 

고용기간, 직업이력과 기타사항이 매우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Robert 

Ross『남아프리카의 역사』、石鎚優訳、創土社、133 頁、2009 年) 인도인에게 강제된 

「등록증」도 아프리카인에게 강제된 「패스법」도 남아프리카에 사는 인도인, 

아프리카인을 「이방인화」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간디는 이 법안을 트란스발의 인도인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에 

머물러 사는 모든 인도인을 뿌리채 뽑아 남아프리카로부터 쫓아내려는 첫걸음이라고 

여겼다. 그는 인도인 지도자들을 모아 이 법안 토씨하나 빠짐없이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우리들의 책임은 트란스발에 머물러 사는 1 만 또는 1 만 5000 명의 인도인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에 머물러 사는 모든 인도인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우리들이 이 법안에 적힌 글자 내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전 인도의 

명예를 지킬 책임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 법안으로 우리들만이 

굴욕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도가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욕이란 죄없는 사람이 굴복당해 치욕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 죄없는 한 

사람의 국민이 받는 굴욕은 전국민에 대한 굴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성급해져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거나 한다면,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냉정하게 

대항수단을 찾아내서 적절 할 때 그 수단을 사용하고, 단결하고 굴욕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서 앞으로 받을 고난도 견뎌낸다면 우리들을 신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M.K.간디『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田中敏雄訳、157 頁） 

 

이 법안 반대 대회에는 트란스발 여러 마을의 대표가 초대되었다. 이 대회의 결론을 

간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석자 전원이 들고 일어서 양손을 

높이 들며 신을 증인으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법률에는 복종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습니다.」（『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16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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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남아프리카에서의 인도인 저항운동 

 

남아프리카 나탈에서 인도인은 1894 년 4 월 간디의 지도하에 「나탈 ・ 인도인 

회의(Natal Indian Congress)」를 설립하여 인두세 25 파운드를 3 파운드로 내리는 

운동에 성공했다. 이 「나탈・인도인 회의」는 1885 년 2 월에 인도 봄베이(Bombay)에서 

창립된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을 모델로 삼은 것이며 거기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파시교도, 기독교도, 모든 종교 사람, 인도 각주의 출신자」가 

가담되어 있었다. 또한 인도인으로부터 인도인의 선거권 행사를 박탈하는 

「선거법개정법안」에 대항하여 나탈 자유신분의 인도인 거의 다부분인 1 만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식민지 총무・리본 경에게 청원서가 보내져 이 법안은 기각되었다. 

  

1889-1902 년 남아프리카전쟁(보어전쟁)에서 트란스발, 오렌지자유국은 영국에게 패한 

것으로 인해 영국정부 직할지가 되었는데, 전후 영국은 보어인과 화해하여 1907 년 

1 월부터 자치령이 될 예정이었다. 1906 년 8 월 트란스발 정부는 간디가 「암흑법」이라 

부르는 차별적인 「아시아인 등록법」을 공표하였다. 간기의 제안에 의해 같은 해 

9 월 11 일 요하네스버그 임페리얼극장에 트란스발 각지에서 3 천명의 대표자가 모여 

대항의집회가 열렸다. 그 집회에 대해 에크낫 이스워런(Eknath Easwaran)은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고 있다. 

 

트란스발의 백인정부는 그간 이럭저럭 법률로 겨우 지켜져 왔던 인도인의 

거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암흑법」(아시아인 

등록법)이 통과된다면 남아프리카의 인도사회는 끝장이다. 반대투쟁을 일으켜 

나가자 라는 간디의 외침에 응해 엄청난 수의 인도인이 요하네스부르크에 모였다. 

… 열광적인 군중을 마주하고 돌연 어떤 해결법이 간디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이러한 악법에 따르는 것은 거부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과해지는 징역은 

받아들여 폭력적인 보복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 아래 정당하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는 눈꼽만큼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더 큰 도전을 

과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남성도 여성도 모두 투쟁하기 위해 

들고 일어서 설령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더라도 비폭력으로 저항을 해나갈 것을 

맹세했다.(에크낫 이스워런 『인간 간디』、東方出版、61 頁、2013 年) 

 

1907 년에 트란스발이 자치령이 됨으로서 이 「암흑법」은 5 월에 국왕 재가를 받아 

법률이 되었다. 간디가 서술하듯이 직할식민지의 경우와 달리 「자치식민지의 입법부 

의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에 대한 국왕의 재가는 거의 의례적인 행위」인 것이며 재가를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이 법률을 거부하고 「등록」을 거부하면 벌금, 투옥, 강제송환 중 하나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간디는 「수동적저항협회」를 조직하여 「암흑법」보이콧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수동적저항」의 개념은 「시민적불복종」으로 불합리한 

정부권력에 대항하는 소로(Henry D Thoreau)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 결과 인도인 거류민의 5%도 이 「암흑법」인 「아시아인 등록법」에 

기초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이에대해 「벌금, 무역인가의 취소, 투옥, 심한 경우 

국외추방으로 정부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처벌했지만 그럼에도 인도인들은 등록을 

거부하였다」(『간디의 생애（上）』、146 頁) 

 

1907 년 많은 인도인은 「아시아인 등록법」에 대항하여 등록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수동적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간디나 수많은 인도인은 체포당했다. 간디는 1908 년 

2 개월 금고형을 선고받고 요하네스버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간디가 투옥된 뒤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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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이 집단적으로 투옥당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간디는 옥중에서 트란스발 

내무장관  스뮈츠와 타협점을 찾을 대화를 한 결과 「트란스발 인도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면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내무장관은 약속했다. 그에 대해 간디는 동의하여 

「등록」에 협력했으나 스뮈츠는 약속을 어겨 법률폐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08 년 8 월에 대중에게 집회참여를 호소했다. 요하네스버그의 하미디아 모스크 

운동장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모아진 2 천명 이상의 등록증명서는 거대한 가마로 

불태워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대량검거, 벌금, 재산몰수, 국외추방이라는 온갖수단을 

통해 보복을 했으나 대상이 된 대부분이 이름없는 일반인이었다. 」(앞과 같은 책, 

158 頁) ... 간디는 9 월말에 체포되어 징역 2 개월의 중노동 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간디의 정신은 기가 꺾이기는 커녕 고난으로 인해 더욱더 단련되어져만 갔다. 그는 

석방후에도 운동을 이어나갔으며 1909 년 2 월에 3 번째로 다시 투옥되어 중노동에 

처하게 되었다.」(앞과 같은 책 159 頁) 

 

1910 년 6 월 트란스발, 나탈, 케이프, 오렌지자유국은 통합되어 연방국가 

「남아프리카연방」이 탄생한다. 이 연방국가성립에 의해 스뮈츠는 내무장관이 되어 

모든 법률은 연방내 전역에 미치게 되었다. 1912 년에는 인도인 입국자 저지를 목적으로 

한 「아시아인 이민법」을 연방의회는 가결했다. 또한 케이프 대법원(최고재판소)는 

남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인도에서 온 바이 ・ 마리암에 대해 「이슬람 

종교의식에 의한 결혼이기 때문에 아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민국의 

입국거부가 인정되었다. 즉 기독교 의식에 따른 인도인의 결혼 이외로, 또한 

「혼인등록관에 의해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결혼」은 모두 무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1913 년 이에대해 간디는 인도인의 「집단체포」를 구해서, 나탈에서 

트란스발을 향해 길거리를 헤메는 굶주린 군중의 행진을 지도했다. 

 

최종적으로는 1914 년 6 월 간디와 스뮈츠는 회담에서 합의를 하게 됐다. 그 합의점의 

주된 내용은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파시교도의 결혼은 합법으로 인정한다. 

(인두세)3 파운드 세금은 폐지하고 지금까지 지불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1920 년까지 기존의 계약노동제도는 폐지한다는 3 점」（『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 2』、平凡社東洋文庫、243 頁）이었다. 

 

 이렇게 간디는 남아프리카의 인도인 운동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운동의 기반에는 

토착적근대사상으로서의 「사티야 그라하」가 존재했다. 이하에서 이 사상이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사상은 서양근대를 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２．토착적근대사상으로서의 「사티야 그라하」 

 

（1） 「사티아 그라하」를 낳은 배경으로서의 남아프리카 

 

 간디는 영국 유학을 통해 「서양근대」를 숙지하고 친근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근대」의 본질을 체험적으로 이해한 것은 「서양근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식민지로서의 남아프리카에서였다. 거기서 인도인은 「객체」, 「주체자」는 

서양백인이며 에드워드 사이드가 밝혀낸 「오리엔탈리즘」이 실행적 지배력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인」과 「비서양인 ・ 동양인」을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2 항대립적으로 모든 긍정적인 것을 「서양」에 적용시키고, 

「비서양인・동양인」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적용시키는 「사고양식」이며 동시에 

전자에 의한 후자의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지배를 합리화하는 「지배의 양식」이기도 

했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의 집요한 인도인 차별의 근간에는 이러한 서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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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주의적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간디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고 

있다. 

 

… 인도인과 백인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상업상의 적의나 인종편견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자기문명(서양근대문명)을 그저 지키는 것. 즉 자기방위의 최고 

권리를 행사하여 그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해 낸다는 문제인 것이다. … 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사람은 인도인의 장점이야말로 남아프리카에서는 단점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인도인들의 소박함, 장시간 노동을 견디는 터프함, 검소함, 

내세를 바라는 마음, 인내력 등의 장점 때문에 인도인은 남아프리카에서는 미움을 

사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진취하고자 하는 기질이 풍부하고, 성급하며, 물질적 

욕구를 쫓으며, 그것을 충족시키고, 음식에 관해서는 호사스러우며, 육체노동을 

싫어하고, 게다가 낭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동양문명의 몇 천 몇 만의 대표가 남아프리카에 머물러 살게 된다면 서양인들은 

패퇴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남아프리카에 머물러 사는 서양인들은 스스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며, 서양 옹호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 1』、142－143 頁) 

 

여기서 남아프리카에서의 인도인 차별의 근간에 서양근대에 확고한 자기중심주의가 

존재하고, 그것이 위협을 받는 경우 「문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방위의 최고 

권리」로서 대상자를 정치적으로 억압한다는 구조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거기에는 

상호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차이를 자기 발전의 에너지로 여기는 공생(상생)과는 다른, 2 항대립적 사고가 

현저히 보여진다. 서양근대의 특징은 이 공생을 거부한 힘, 무력의 논리라는 것을 

간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서양 철학자들의 주장은 서양문명의 근본원칙은 힘, 무력이야말로 지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옹호자는 힘, 무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자신의 

물질적 욕구 등을 증대시키지 않는 민족은 최종적으로 멸망한다. 서양인들은 이 

원칙에 따라 남아프리카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인구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 문명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두려워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인도인들이 노동자로서 계속 

있었다면 인도인 거주자를 반대하는 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 1』、144 頁)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의 물질적 욕구의 증대」는 그것과 대립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을 필요로 한다. 그 억압 없이 물질적 욕구의 증대를 기축으로 한 

식민지주의는 존속 ・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식민지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힘」「무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서양인은 「물질적욕구의 증대」를 내걸으면서 

비서양인, 식민지화된 남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인도인 이민 노동자가 자신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한다. 이러한 의식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고집이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서양 백인지배자가 인도인에 대해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법적 

억압은 「인도인들에게 외부로부터 제한을 과하여 엄격한 법률로 두려움을 선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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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는 인종차별적인 「암흑법안」(아시아인 등록법)을 보이콧하기 위해 1907 년에 

「수동적 저항협회」를 조직하여 투쟁했다. 그는 이 「수동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는 말을 소로(Thoreau)를 따라 「시민적 불복종」이라고 고쳐 썼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시민적 저항」이라 불렀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오」「폭력」이 들어가버릴 여지가 있고, 간디가 마음으로 그려냈던 「사랑」과 

「성실」이 표현되지 않아 그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인도 말을 찾았다. 여기에는 

식민지주의와 결합한 서양근대 핵심에 있는 타자배제의 「자기중심주의」를 바꿔 

고치기 위해서는 같은 서구근대 유래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대항개념을 넘을 수 없다고 

자각했던 이유도 있었다.  

 

간디의 「서구형근대」로부터의 탈출의 발향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유학했던 

영국 런던에서 「서구근대」를 넘고자 하는 사상문화의 존재를 알게됐던 것에서 

출발했다. 영국 유학시절에 헨리 솔트의 『The Logic of Vegetarianism』을 읽고 신념을 

가진 채식주의자가 되어 채식주의자들과의 교류을 맺었다. 또한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나 불타의 생애를 그려난 『아시아의 빛』 영어 번역본을 읽거나 

하였다. 이슬람에 관해서는 토머스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으로부터 배웠다. 이들 

역자・저자들은 모두 서구근대의 「물질주의」「공리주의」에 대항하여 개인의 혼이나 

의지력을 존중하고 동양의 문화사상을 유럽으로 전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간디는 

채식주의자인 친구로부터 『성서』를 소개받아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인 「산상 

설교」에 관심을 가졌다. (『간디의 생애（上）』、37－43 頁参照) 

 

 간디는 당시를 돌이켜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 젊은 마음은 『기타』의 

가르침과 『아시아의 빛』과 『산상설교』를 하나로 묶어내보고자 시도했다. 자기의 

포기야말로 종교의 최고 형태라는 것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인상을 남겼다.」(『간디의 

생애（上）』、40 頁) 

 「서구형 근대」의 근간에는 타자를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자기중심주의」가 있다. 

따라서 이 「자기중심주의」의 포기 외로 평화적 공생(상생)의 길은 있을 수 없으며 그 

길은 「서양근대」의 틀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근대」에 위화감을 품고 있는 

일부 서양인도 비서양세계에서 그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간디는 「암흑법」에 

대항하는 운동전개를 하는데 있어서 이 투쟁과 어울릴만한 인도의 토착적인 말을 

고르게 되었다. 그 검토중에 탄생한 것이 「사티야 그라하」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２）「사티아 그라하」가 의미하는 것 

 

 

간디는 「암흑법」에 대한 반대운동에 붙일 이름이 어떤 경위로 「사티야 

그라하」라는 말이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도인 사회의 이 의도, 즉 운동에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우리들 중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이 운동을 「수동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했었습니다. … 투쟁이 계속 나아감에 따라 

수동적 저항이라는 이름으로는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위대한 투쟁에 영어로 

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인도인 사회의 혀에는 이 

단어가 익숙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오피니언』지에 가장 알맞는 

명칭을 제안한 사람에게 명목뿐인 상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마강랄 

간디(간디 숙부의 손자)씨도 이에 응모를 했습니다. 마강랄 간디씨는 ‘사다 

그라하’라는 이름을 보냈습니다. … 인도인 사회의 운동은 거대한 주장이며, 이 

주장은 참, 즉 선. 그래서 자신은 이 명칭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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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포함시켰으면 했던 의미가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d」를 「t」로 바꾸고  「ya」를 더해서 「satyagraha」로 바꿨습니다. 

진리(사티야)에는 비폭력(샹티)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주장(아 그라하)을 하면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주장에는 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도인의 운동을 『사티야 

그라하』 즉 ‘진리와 비폭력에 의해 생겨나는 힘’ 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이 운동에 대해 ‘수동적 저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사티야 그라하의 역사 1』169-170 頁) 

 

 간디는 「암흑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서양근대의 근간에 있는 

「자기중심주의」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인간의 공생(상생)은 가능하며, 백인지배자는 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수동적 저항」은 약자의 저항이며 적대자까지도 진실을 깨닫게 하는 운동 측의 

주체성과 그것을 지탱하는 사상성이 약하다. 응모를 통해 제안된 「사다 그라하」는 

산스크리트어 「샅(sat)」하고 「아그라하(aagraha)」를 결합시칸 말이며 「참, 선, 

존재」와 「고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간디가  「샅(sat)」를 「사티아(satya)」로 

바꾼 것은 그게 더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더 풍부한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티아」에는 「진리」라는 뜻 이외로도 「어떤 무질서도 없는 

상태」(vah vastu jismen kisii prakaar kaa vikaar na ho.)라는 뜻도 있어서 이는 간디가 

지적하는 비폭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티아」에는 「신」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한 

「사티아」는 「샅(sat)」으로부터 파생된 말이므로 보편적인 역사를 초월한 진실의 

「존재」또한 뜻한다. 

 

따라서 「사티아 그라하 」운동이란 비폭력에 의한, 역사를 초월한, 변함없는, 보편적 

실재로서의 「진리」(신)의 작용(영성의 작용)에 의한 「깨달음」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촉구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간디에게는 

「진리(사티아)」를 향한 길이 「아힌사(ahinsaa, 비폭력)」라는 인식이 있으며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전자는 목적이고 후자는 수단인 것이다. 

비폭력(ahinsaa)는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고통을 주거나 고뇌하게 만들거나 살해하지 

않는 것(kisii jiv ko duhkh dene, sataane ya maarne se bachaav)」을 의미하며 단순한 

물리적 살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된다. 비폭력이란 

사회와 일체인 것이며 사회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간디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비폭력은 수도원에서의 수행과 같이 개인적인 안정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서의 『행위의 룰』입니다. 

… 그것은 천국을 지상으로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 비폭력의 실천을 동굴에서 

수행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내세에 더 좋은 지위를 얻는다는 목적을 위해서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에크낫 이스워런 『인간 간디』、 ス タ イ ナ ー

紀美子訳、東方出版、179 頁、2013 年) 

 

 「진리(사티아)」는 인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디에 의하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진리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진리를 탐구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았을 때에는 그것에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에크낫 이스워런 『인간 간디』、65 頁) 

 

진리(사티아)는 간디에게 있어 「진리는 신의 올바른 칭호」라 쓰여지듯이 「신」과 

같은 의미이며 신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 진리의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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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하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주의」이며 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간디에 

의하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출발하는 것. 즉 「외부성으로서의 타자」를 제일의적(第一義的)으로 

생각하여 자기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자기중심주의는 붕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와 

다른 타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며, 타자는 자신의 근거라고 하는 

「박티(bhakti)」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타자 안에 「신」을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자기를 넘은 영성의 작용에 의해 가능해진다. 간디는 「사티아 

그라하」를 기축으로한 「암흑법 반대운동」 에서 어떤 보답이나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체포되어 옥사한 76 세 노인의 삶에서 영성의 작용의 구체예를 보았다고 

한다.  

 

（３）『바가바드 기타』와 간디 

 

 간디의 「사티아 그라하」 사상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힌두교 성전이라 

불리는 「바가바드 기타」다. 그는 「기타」에서 남아프리카의 현실과 그 극복의 길을 

찾아냈다. 루이스 피셔(Louis Fischer)가 지적하듯이 간디는 정통파 힌두와는 다르게 

이를 파악했다. 그들은 「『기타』는 전투의 역사적 사건이고 거기에는 한 사람의 군인 

지도자(아르주나)가 유혈사태를 피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신에 의해서 전투를 치루는 

것이 크샤트리야 계급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인식했었는데」「간디는 『기타』는알레고리(은유, 우화)라고 했다. 전장은 인간의 

마음을 뜻한 것이고, 거기서 아르주나난 더욱 고무되어 악과 싸우는 것이다. 간디에 

의하면 『크리슈나는 마음 속 주민이며 항상 순수한 마음에 속삭인다. 물리적인 교전인 

것 처럼 꾸며서.』『기타』는 『인류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선과 악의 

결투를 묘사한 것이다. … 물리적 교전은 마음 속 결투를 더욱 흥미로워 보이도록 한 

방법일 뿐 묘사를 위해서 가져다 쓰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Louis Fischer, The 

Life of Mahatma Gandhi, Vintage, p.33, 1951) 

 

 피셔가 지적하듯이 간디에게 있어서 『기타』는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선・진리」와 

「악」과의 「결투」를 그려낸 것이며 「『기타』의 핵심은 보답이나 보상을 포기하는 

행동적 인간의 묘사디」(Ibid., pp.34-35.) 『기타』제 16 장에서는 이 세계의 만물창조를 

「신적인 것」과 「아수라적인 것」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어 신적인 자질로 생겨난 

것에 속하는 것은 「불살생, 진실, 분노하지 않음, 사리(捨離), 적정(寂静), 험담하지 

않음, 생명에 대한 연민, 탐욕스럽지 않음, 온화, 염치, 침착함, 위광, 인내, 견고(충족), 

청정, 적의가 없음, 거만하지 않음」(『바가바드 ・

기타』、上村勝彦訳、岩波文庫、122 頁)다. 한편, 「아수라적인 것」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청정함도 올바른 행동양식도 진실도 없다. … 그들은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에 빠져 위선과 자만함과 도취함에 빠져 미망하기에 그릇된 견해를 

고수하고, 욕망을 향수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 … 그들은 

아집, 폭력, 존대함, 욕망, 분노를 근거로 둔다. 질투심 많은 그들은 자기와 타자의 몸에 

깃든 이 나(크리슈나)를  증오하고 있다.」(『바가바드・기타』、岩波文庫、123-4 頁) 

 

 간디는 이 「아수라적인 것」에서 현실의 남아프리카에서의 백인지배자의 본질을 

보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적인 것」에서 인도인의 바람직한 모습과 

「아수라적인 것」과 싸우고 「보상 보답을 구하지 않고 에고(ego)로부터 

해방된」행동적 인간의 「의무」를 읽어낸 것이다. 남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아수라적인」백인에게도 크리슈나 신은 깃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의 아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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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기만 한다면 진실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서로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적 

공생(상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끔 한 시도가 비폭력적 행동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슈나 신은 내재적 신임과 동시에 또한 외부성으로서의 신, 즉 초월적 신이기도 

하다. 이 양자는 하나인 것이며 외부적 초월적 신이 개인으로 하여금 「흔들기」를 

거는 것이다. 그것이 영성의 작용이다. 

 

 간디는 서양근대의 본질로서 억압과 차별이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도인은 억압을 받고 있으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억압자인 백인 지배자도 그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 이 상호대립의 극복은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간디는 그 해결의 길을 「서양근대」에서 찾지 

않고 토착적 사상문화와 직면하는 과제와 결합시켜 토착적 근대로서의 「사티아 

그라하」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 운동에서는 인간의 주체적 ・ 의식변혁이 중요한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는 자기초월, 자타동일, 외부성으로서의 타자우선, 인간의 

이중화의 시점이 보여지고, 「자기중심주의적 자기를 넘어서라」라고 하는 

「흔들음」으로서 영성의 작용이 현저히 나타난다. 그것은 종교의 상황화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토착적근대는 그 내부에 영성의 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영성적근대」(조성환박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이 인도의 토착문화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편협한 배타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도 함께 참가했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이 백인의 지지도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인 공생사회를 형성하는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３．「사티아 그라하」운동과 남아프리카, 한국, 일본 

 
（１）「사티아 그라하」운동과 남아프리카의 반 아파르트헤이트운동 

 

간디는 1914 년 7 월 21 년간 지내온 남아프리카를 벗어나 인도로 귀국했다. 그의 

귀국 후 투쟁의 전통은 「인도인 상인계금의 융화주의적 정책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제 2 차세계대전이 인도인의 저항활동의 급진화에 박차를 가하였다」(Julie Frederikse, 

The Unbreakable Thread, Zed Books Ltd, p.29, 1990) 나탈・인도인 회의(Natal Indian 

Congress)는 1940 년대 초기까지는 인도인 자본가에 의해 지도되어 그들은 정부와도 

대화하여 타협과 양보를 반복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간디가 지도했던 것 처럼 「사티아 

그라하」에 기반을 둔 대중의 비폭력적 행동은 없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마하트마・ 간디의 원칙에 기초한 회의」구축을 추구한 사람들이 1945 년 11 월 

선거에서 새로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나탈 ・ 인도인회의의 서기장으로 선출된 M.D.나이두(Naidoo)들은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수상이자 육군 원수 스뮈츠(Field Marshal Smuts)에게 경고했다. 나이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만약 우리와 대화할 용의가 없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 

동포를 집결시켜 대중적 행동을 일이킬 수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뮈츠에게 

경고하고, 그 말대로 행동을 일으켰습니다.」（Ibid., p.31） 그들은 실질적으로 

인도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1946 년 「아시아인 토지 취득 및 인도인 대의법」에 

대해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수동적 저항 전략을 전개하고 1946 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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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그 운동은 46 년부터 47 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확대시켜 나탈에서 트란스발로의 이동허가를 거부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중 약 2000 명이 1947 년부터 48 년에 걸쳐 상당기간 

형무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정권을 잡자, 그로인해 전략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여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민족회의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Ibid., pp.31-32） 

 

우리는 여기에 간디가 지도한 비폭력운동으로서의 「사티아 그라하」의 재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은 인도인의 주체변혁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 이유는 흑인 커뮤니티보다도 훨씬 작은 

인도인 커뮤니티가 「남아프리카의 무적처럼 여겨져 온 지배자들의 자존심에 데미지를 

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인도인의 의식변혁과 아프리카인, 

자각적 백인의 공투의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쥴리 프레데릭(Julie D Frederick)은 

연대의 기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도인은 이제는 종파주의 ・ 고립주의적 원칙의 그릇됨을 배웠다. 저항운동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동맹의 필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동맹상대는 진보적 사양인임과 동시에 억압을 받아온 다른 비서양인 그룹이었다. 

아프리카인도 또한 수동적 저항투쟁을 통해 인도인은 자신들의 친구이자, 

커뮤니티로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치있는 동맹자라는 것을 알았다. 긴 

세월, 아프리카인은 인도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 왔다. 그들의 의심은 정부의 

분할통치와 옛 인도인 지도자의 종파주의적 태도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나 

수동적저항운동이 시작되자 그들은 운동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투쟁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운동에 

공감을 한 것이었다.（Ibid., p.32） 

 

 

이러한 이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넬슨・만델라(Nelson Mandela), 월트・시술루(Walter 

Sisulu), 올리버 ・ 탐보(Oliver Tambo))등이 「아프리카민족회의청년동맹(ANC Youth 

League)」을 1944 년에 결성하고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를 

전투적 조직으로 변혁해나갔기 때문이었다. 「인도인과 아프리카인의 공동은 

인종차별의 소용돌이를 벗어난 것이다. 1940 년대에 갈고 닦아진 연대는 두 커뮤니티 

사이의 전인종평화주의적통일(non-racial unity)을 1950 년대를 통해서 지속시킬 토대를 

제공했다.」（Ibid., p.35）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 년에 「아파르트헤이트」를 슬로건으로 내걸은 국민당이 정권을 잡자 

1950 년에는 인종차별에 기초한 「인구등록법」「배덕법」 모든 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공산주의탄압법」을, 1952 년에는 지금껏 인도인에게 휴대를 강제해왔던 것과 같은 

흑인판 「패스법」을 제정하고, 1953 년에는 흑인을 백인과 분리하는 「반투 

교육법(Bantu Education Act)」를 제정했다. 이들의 일련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대해 1952 년 「아프리카민족회의」는 넬슨 ・ 만델라의 지도하에 간디의 비폭력 ・

비복종운동에 기초한 항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이 활동에 의한 폭행, 체포, 

벌금을 감수했다. 다른 저항조직인 「남아프리카 ・ 인도인회의」「남아프리카 ・

컬러드인민기구」 백인의「민주주의자회의」는 「아프리카민족회의」와 연대하여 

1955 년에는 「인민회의」를 열어 전인종평등주의에 기초한 「자유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투쟁은 철저한 탄압을 받아 넬슨・만델라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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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탄압을 겪고 1970 년대에는 스티브 비코에 의한 「흑인의식운동」이 전개된다. 

이 운동은 남아프리카에서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의 주체화・의식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기축이 되는 해방사상으로서는 아프리카 흑인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화, 아프리카 토착문화로서의 연극, 시(詩)의 재해석 등이 있다. 이들에는 

간디가 했던 토착문화의 근대화로서의 「사티아 그라하」운동과의 공통항이 보여진다. 

또한 비코가 제기한 흑인신학을 전인종평등주의로 발전시킨 「상황신학」은 

상호관계성, 외부성으로서의 타자우선을 기축으로 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 안에 

신을 본다고 하는 아프리카 토착사상으로서의 「우분투」와 결합된다. 여기서 

「적대자」와의 공생・상생 가능성의 길이 열린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아파르트헤이트와의 투쟁의 기반에는 서양중심적근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의 제거가 있으며, 이는 간디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아파르트헤이트와의 투쟁의 역사는 간디의 「사티아 그라하」사상이, 점차 인종의 틀을 

넘어 확산되고 공유화되어 구체화되는 역사이기도 하다. 1994 년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후의 「진실화해위원회」의 기축이 되어있는 「수복적」사법 도입에 의한 화해 

실현은 「사티아 그라하」사상과 그 구체화에 의한 평화적 공생(상생)실현의 보편적 

모델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２）「사티아 그라하」운동과 한국의 평화실현운동 

 

「사티아 그라하」운동이 탄생한 것은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에서였다. 거기서 

노동력으로서 남아프리카로 건너간 인도인은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수처럼 

번호로 불리는 둥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다. 남아프리카로 건너간 간디가 몸소 체험한 

것은 서양근대의 본질로서의 타자를 배려의 범위에 넣지 않는 자기중심주의, 

상호환게성을 부정하고 외부성으로서의 타자를 가지지 않는 에고이즘이었다. 

자기중심주의로부터 어떻게 해서 해방되는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 해결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이 길은 서양근대 안에는 없으나 인도토착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간디는 깨달았다. 그는 토착문화가 갖는 의미를 현실세계를 

변혁시킨다는 시점에서 다시 파악한 것이다. 

 

19 세기 중엽의 한국에서도 「근대」는 「서구형」식민지지배와 일체회된 차별・

지배를 동반하여 주로 일본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 본질은 

「자기중심주의(각자위심)」에 있다.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는 서양형근대의 본질이 

보편적인 것・객관적인 것을 부정한 자기중심주의에 있으며, 그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요즘 사람 저마다 마음 가는대로 하고 천리를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各自為心、不順天理、不顧天命) 그리고 마음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할지를 

모른다」(崔済愚『東経大全』「布徳文」、金鳳珍教授訳) 이 시대(19 시게 중엽)은 

「선천」의 마지막 시대이며 이러한 「말세」는 새로운 「후천개벽」을 맞이하는 

징조의 시대이기도 하다. 후천개벽은 물질적개벽과 정신적개벽 양쪽을 의미한다. 

「개벽」이라는 말은 조성환박사(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서술하고 

있듯이 19 세기 중엽의 한국에서는 「인간이 새로운 문명을 연다」고 하는 타동사로서 

쓰여지는 말이다(趙晟桓「開闢と近代」、『リーラー「遊」』vol.10, 131 頁、2018 年)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은 원광대학교 박광수교수가 서술하고 있듯이 

「『정신개벽』의 주체적 각성을 통한 조화의 문명세계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朴光洙「 ヨ ー ロ ッ パ 中心 の 近代化 に 対 す る 批判的省察 と

強弱進化文明社会への転換」、前掲書、98 頁). 이 「개벽」의 시점은 간디의 「사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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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하」사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동학사상에서 이러한 19 세기 중엽 한국에서의 비인간적 현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신(한울님)이 내재함과 동시에 외부성으로서의 초월적 신이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상호관계성을 체감적으로 알고, 그 깨달음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각자위심」에서 벗어나 

「후천개벽」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자각적 개인의 공동으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보국안민」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최제우의 「시천주」에 담긴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재하는 신과, 자신에게 초월적 세계로부터 작용하는 신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서양근대의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디 사상과의 공통성을 볼 

수 있다. 서양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착 사상개념인 「사티아 그라하」(간디)나 

「한울님」(최제우)를 현대의 과제와 연결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또한 간디와 같이 

만인에게 신(한울님)이 내재한다는 동학의 사상으로부터는 만인평등, 비폭력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불교, 이슬람, 기독교에 대해 종교로서의 비분리성을 설파하는 

원불교, 비폭력을 내걸은 3.1 독립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로부터 민족 

대표로서 33 명이 공동서명하고 있는 것도 남아프리카의 사티아 그라하 운동에서의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연대했던 것과 공통성이 있다. 또한 이들 토착사상의 

근대화에 있어서는 추상적 레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개혁을 가능케하는 

공동체 형성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남아프리의 사티아 그라하 운동, 동학운동 ・

3.1 독립운동의 비폭력평화주의, 서로다른 것 끼리 서로 배우는 실천 성과의 현대적 

파악은 커다란 공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서양근대를 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３）「사티아 그라하」운동과 일본의 평화실현운동 

 

서양형근대의 식민지주의지배에 대항하는 운동중에 남아프리카에 있어서는 간디의 

「사티아 그라하」사상이 탄생하고, 한국에서는 최제우의 「동학」사상이 탄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토착문화로서의 종교를 서양근대의 핵심인 「자기중심주의」의 

극복과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이 구제되는 「토착적근대」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양근대」를 기축으로한 권력측의 「근대화」에 대항하는 사상은 

일본에서는 생겨나지 않았던 것일까? 

 

「서양형근대」의 노선으로 나아가는 일본 정치적 지도자・국가권력은 국내에서도 그 

노선을 추진하여 그 일그러짐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위적「자연파괴」에도 현저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 구체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아시오(足尾) 광산이 초해란 

「아시오광독문제」였다. 이 문제 해결에 정력적으로 착수한 것이 다나카 쇼조였다. 

그는 1898 년 광독문제를 「천재(天災)」가 아닌 「인위재해(人為災害)」로 인식해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토지재산 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생명을 뺏기고, 

자연경관도 잃게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광독은 사회의 무경험에 

따라 잠정적으로 초래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게 됐을 땐 이미 

극도로 빈곤에 처해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모든 토지재산, 모든 권리, 모든 동식물의 

생명은 빼앗기고 또한 발전도 더뎌지며, 또한 자연경관도 음식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小松裕『다나카 쇼조의 근대』、現代企画室、589 頁、2002 年)여기서 그는 

서양형근대가 초래한 현실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코마츠(小松)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연을 「아무런 흥미도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철도의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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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해 서술 했던 1893 년의 서간에서의 다나카의 서양형근대긍정의 모습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러한 근대관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아소(安蘇) ・ 아시오(足尾)지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토착적 민간신앙 

「후지코(冨士講)」의 존재이며, 그의 가족이 두터운 후지코 신앙 신자였던 점일 

것이다. 「근세 후지코의 시조는 하세가와 카쿠교(長谷川角行 1541－1646 年)이며 

새로운 민중종교운동의 기초를 닦은 것은 지키교 미로쿠(食行身禄, 

1671－1733 年)다.」(村上重良 ・ 安丸良夫『민중종교의 

사상』、岩波書店、636 頁、1971 年) 후지코의 특징은 우선 첫째로 민중을 구제하고 

국토・국가를 평안하고 무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종교지도자는 그 지도적 역할을 

완수해내야만 한다는 점에 있다. 둘째로 민중의 입장에 선 재산의 사적이용 금지다. 

재산은 후지신앙의 신앙대상・선원대보살(仙元大菩薩)로부터 맡겨진 것으로 소유자는 그 

관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욕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남녀 평등성의 주장이며 「남녀에 그 어떤 차등도 있어서는 안된다. 같은 

인간이다」라고 지키교 미로쿠(食行身禄)는 논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후지산(富士山)으로서의 선원보살, 인간, 후지산의 화신으로서의 쌀, 이들의 일체성을 

주장한다. 후지코의 가르침은 「평범한 민중에게 ‘어떤 외적 권위도 의지해서는 안된다.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의 발전선상에만 스스로의 미래와 행복을 구상하라’고 호소하며, 

더욱이 이러한 민중자신의 삶과의 관계에서 미륵의 세상＝이상세계 도래를 고지한 

것」(같은 책 645 頁)이다. 상기한 특징은 후지코의 주체화의 가르침 강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다나카 쇼조는 서양근대의 본질이 자연, 인간(특히 약자) 파괴에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서양근대 안에 그 극복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도 인간도 「생명(いのち)」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설파한다. 토착적종교로서의 「후지코」의 교의를 상황화 

함으로써 「아시오관독」비판과 반대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반대운동이 

비폭력・비복종운동이었던 점은 야나카마을(谷中村) 잔류민에 대한 강제집행시에서도 볼 

수 있다. 잔류민들은 「밥이 들은 냄비나 가마를 빼앗겨 공복에 시달리면서도, 또는 

양손 양다리를 붙잡혀 집밖으로 내팽개쳐져도 폭력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키노시타 나오에(木下尚江)는 『그들 수십 가구의 농민이 여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경관도 정부도 법률도 두려워하지 않고 집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눈앞에 두면서도 보리를 타작하고, 물고기를 잡고, 평연히 일상 

가업에 종사하며 놀라하지 않던』모습에 『노동의 자신력(自信力)』을 통감하게 

되었다」(小松裕『다나카 쇼조의 근대』、500 頁) 

 

1893 년 이후에 「아시오 광독」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이러한 

「토착적근대」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던 그의 시야는 일본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가 한국의 동학의 본질을 이해했던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다. 1896 년에 다나카 

쇼조는 「조선잡기(朝鮮雑記)」에서 동학을 다음과 같이 문명적이고 공평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동학당은 문명적이다. 12 개조의 군율은 덕의를 지키는 것이 엄격하다. 

인민의 재물을 빼앗지 않고 부녀자를 욕보이지 않으며, 병참부대의 물자는 군수나 

관아에 의지하고, 병력으로 권력을 빼앗아 재물을 취하되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공평하다」（『田中正造全集第二巻』、岩波書店、283 頁、1978 年）일본에서 침략적 

민족주의가 주류가 되어있었던 가운데 다나카 쇼조는 이러한 동학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간디, 최제우, 다나카 쇼조는 서양근대가 내포하는 인간파괴, 자연파괴의 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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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주의」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현실변혁의 사상을 토착문화 안에서 

찾아냈다. 그들은 서양근대를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전인류 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적인 공생사회(상생사회)실현으 길을 운동을 통해 

제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토착적 근대」또는 「영성적 

근대」(조성환박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타가키 유조 교수가 지적하는 「비폭력의 불복종 ・ 항의의 

직접행동을 통해 자기변혁도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의 기반에 존재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또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조직원리」가 있다. 또한 거기서는 

「사회적인 공정함과 안전, 평화와 생명의 존중, 인간적 존엄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중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의 연대」, 「만물만상의 개별성・

차이성 ・ 대등성」이 공통으로 보여지며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응보적 사법이 아닌 

수복적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길도 남아프리카에서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볼 수 

있듯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평화구축은 영성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 이들 사상 ・ 문화의 

공통유산을 구체화하는 것, 상황화하는 것이 요구받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 축적은 

진실된 근대를 만들어내는 데 공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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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하는「혁명」개념의 초극 

― 무와틴혁명의 배경고찰을 위한 프로그램 ―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동경대 명예교수) 
【목차】 

１ 시작하며 

２ 우롱당하는 ‘혁명’개념 - 회의・소거／고등비평／날조・남용・왜곡 

 ａ）유럽 근대의 혐(嫌)‘혁명’전통의 반(反)‘혁명’사상과는 이질적인 낙관적 

‘혁명’부인 

 ｂ）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구조주의 

ｃ）색깔달린・징표달린‘혁명’군(群)의 횡행 

３ 구(舊)시민혁명이 돌파하지 못한 허망・일탈・편향・한계 

ａ）17세기～19세기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ｂ）20세기의‘사회주의혁명’・‘인민민주주의혁명’과 분류된 경우 

４ 영속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a ）이란의 영속혁명 

ｂ）중국의 영속혁명 

5 맺음말 

【발표용 요지】 

저는 2011년에 중동에서 세계화되고, 2016년 이후에는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새로운 시민혁명 – 저는 이것을‘무와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 의 인류사적 

획기성을 밝히기 위한 예비적 작업의 한 단계로,「변천하는‘혁명’ 개념의 초극 – 

무와틴혁명의 배경고찰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논문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논문의 첫머리에 있는 목차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 <우롱당하는‘혁명’개념>에서, 현재의‘혁명’개념의 혼란상황을 

개관합니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ㆍ법ㆍ정의가 승리하고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식 내지는 다음에는 문명충돌이라는 예측에서, (a)‘반(反)테러전쟁’을 

조작하여 인공혁명으로서의 레짐 체인지를 예정하는 정치학적 사고, (b) 법과 

폭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나‘삶’의 근원적인 국면들의 변혁에 대한 

착안에서 영성에 開眼하는 포스트모던적 사고, (c) 색깔이나 표지로 명명하는 

혁명군양상(革命群量産)의 ‘자유화’선전을 개관하고, 이것들을 

구(舊)시민혁명시대의 종말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수상이 선전하는‘생산성혁명’이나‘사람만들기혁명’의 경우에는 말의 

수식입니다.  

이어서 (3)에서는 17세기 이래의 구(舊)시민혁명이 현재에 실로 변혁의 필연성에 

노출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낳은 원흉임을 열거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20 세기의 

사회주의 혁명들도 구시민혁명의 커다란 틀 속에 집어넣어서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촛불혁명은 위의 표지 달린 혁명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남북이 통일로 향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사회주의비판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있고, 이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는 이란세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전통적‘제국’형 

편성국가에서의 영속혁명의 모습을, 서구중심주의사관에서 해방시켜 다시 보고, 

다원성ㆍ다양성을 살리는 보편주의적인 세계네트워크 폴리티에 대한 구상으로 

탈구축하는 여정의 탐구를 암시시키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엄청난 미로와 애로에 

둘러싸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무와틴혁명이 젠더나 장래세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초근대’를 소생시킬 필연성을 맺음말은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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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시작하며 
 

동기：이 글은 서구중심의 세계질서가 붕괴되어 갈 뿐만 아니라／인류사회의 자괴(自壊)・

공멸(共滅)이 다가오는／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하에 혼미・폐색(閉塞) 상태를 

타파하고 전환하고 쇄신하는 획기로서의 ‘무와틴혁명’= 신(新)✽시민혁명의 필연성을, 

세계사적으로 위치지우고 의미지우려고 하는 기획의 한 스텝이다. 직접적으로는 백낙청의 

「‘촛불’의 신사회 만들기와 남북관계」（『世界』2017 년 5 월, 219-229 쪽）에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촛불혁명’이라고도 불리기에 이른 사상(事象)을, ‘무와틴혁명’
1
 (나는 7세기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지하에 흐르고 있던 초근대성(super-modernity)이 회복・활성화되는 

움직임이 2011 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해 왔다)의 초발(初發)과정에 우뚝 속은 이정표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나, 묻고자 한다.  

 

작업스타일：이 글에서는‘무와틴혁명’을 인류사・세계사・우주사 안에서 생각해보는데 

있어서, ‘무와틴혁명’이 접근하고 있다는 징조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20 세기 이후에 특히 

현저해진‘혁명’개념의 조작적 변천과 관련시키면서 검토・고찰하는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서, 먼저 구상의 골격을 제시해 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착안하는 

개개의 사상(事象)의 기술이나 해명에 천착하는 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기로 한다. 

 

２ 우롱당하는 ‘혁명’개념 ― 회의・소거／고등비평／날조・남용・왜곡 

 

ａ） 유럽 근대의 혐(嫌)‘혁명’전통의 반(反)‘혁명’사상과는 이질적인 낙관적 

‘혁명’부인  

 

◆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1992.  
  프란시스 후쿠야마『역사의 종말』1992.   

구소련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소프트력의 변증법적 승리, 역사(=전쟁ㆍ혁명)의 종언 = 

최종단계를 살아남는 인간, 헤겔(코제브의 해석)・마르크스・니체의 버츄얼 표절 

 

◆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1999.  

죤 롤즈 저, 中山竜一 역,『만민의 법』, 岩波書店, 2006.  

도리를 분별하는 자유로운 나라의 민중(reasonable liberal peoples)과 양식적인 나라의 

민중(decent peoples)의 민주제사외와 무법국가(outlaw state)／불리한 조건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사회(societies burdened by unfavorable conditions)／자애로운 

절대주의( benevolent absolutism)／（후쿠야마식으로 말하면‘역사가 끝나지 않은 

사회’）를 대치시키고, 전자에게는 법과 정의를 예정. 전자 내부에서는 전쟁은 있을 수 

없고, 전쟁은 전자의 후자에 대한 징벌. 이에 앞서 A Theory of Justice, 
1971(『正義論』2010) 등에서는 자유원리・기회원리가 침투되었을 때 정치의 공통관념에 

호소하는 비폭력 소수자에 의한 시민적 불복종만, 자제된 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1996.  

사무엘 헌팅턴,『문명의 충돌』, 1998. [원형은 Foreign Affairs 지 1993 년 여름호에 게재되어 

호평을 받았다.] 국제정치에서의 문화나 아이덴티티 문제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문명간의 

충돌과 국면이 21 세기 중심테마가 된다고 하고, 서구문명에 대한 이슬람문명 및 

중화문명의 도전에 주목하여, 각 문명 단위에서의‘혁명’이 일종의 맹점이 된다. 

                                                      
1
 板垣雄三,「인류가 본 새벽의 무지개 ― 지역으로부터의 세계사ㆍ재론)」, 역사과학자협의회 

편집『역사평론』741호(2012년 1월호), 校倉書房, 2011 년 12월. 

https://www.amazon.co.jp/s/ref=dp_byline_sr_book_3?ie=UTF8&text=%E4%B8%AD%E5%B1%B1+%E7%AB%9C%E4%B8%80&search-alias=books-jp&field-author=%E4%B8%AD%E5%B1%B1+%E7%AB%9C%E4%B8%80&sort=relevance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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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반(反)테러전쟁’의 설계가 시작된다.  

 

 ｂ）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구조주의 

  

◆ Jean-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rapport sur le savoir, 1979.  
쟝 프랑스와・리오타르『포스트모던의 조건』, 1986. do., Dérive à partir de Marx  

et de Freud, 1973. [1994 년에 신판] 

『표류의 사상：마르크스와 프로이트로부터의 표류』, 1987.  

「5월 혁명」(1968 년)의 체험. 거대 담론의 종언(fin des “grands récits narratifs”) 

  

◆ Jacques Derrida, Force de loi, 1994. 쟈크・데리다『법의 힘』, 1999.  

이 책에서 데리다에 의한 비판이 널리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Walter Benjamin, Zur Kritik der Gewalt, 1921.  
월터 ・ 벤야민「폭력비판론」, 1969 [岩波文庫, 1994]에서 종교성을 띤 개념 =‘신적 

폭력’(göttliche Gewalt)이란 무엇인가? 그 현현이 신화적인‘법’의 주박의 끊임없는 

반복인 국가권력을 폐지하고, 폭력에 의존하는 법도, 법의 의존하는 폭력도 폐지해 

버리는‘혁명’의 환상.‘독일혁명’(1918 년)에 의탁된 꿈이 20세기말에 음미된다.  

   

◆ 환경생태계보전／지구・우주오염／농업・유목 등의 생업／수자／식품／종자／ 

동물애호／재해(자연 ・ 핵 ・ 전염병）／전란／난민／차별 ・ 혐오 방지／성 

소수자／여성／어린이／젠더／문맹／의료지원／카운셀링／교육지원／ 

긴급생활물자 지원／라이프스타일의 복구／사회재건 등등, 다양한 과제에 관한 풀뿌리 

시민유지(有志)의 사회활동인 개개인의 존재방식 ・ 대소 지역에서 세계의 존재방식에 

이르는 의식적・무의식적 변혁과 관계되는 의미를 지닐 때, 활동주체의 영성의 작용이 

주목되기에 이르렀다. 만물에 깃들어 있는 아니마에 대한 감각 등이 인간・자연・우주의 

존재방식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변하는 방식=‘혁명’관을 변화시킨다. 메시아니즘의 

관점에서의‘혁명’연구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ｃ）색칠달린・징표달린‘혁명’군(群)의 횡행 

  

◆ 이에 대해서는 그 목록과 기술, 분류, 평론예시, 관계문헌표가 다음 싸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lour_revolution 
2 

이에 의하면, 카네이션혁명(포루투갈, 1974.04)／황색혁명(필리핀, 

1986.02)／코코너츠혁명（파푸아뉴기니아, 1988.12～1998.04） 

／비로도(우단)혁명（체코슬로바키아, 1989.11～12）／불도저혁명（유고슬라비아, 

2000.10）／장미혁명（죠지아, 2003.11）／오렌지혁명（우크라이나, 

2004.11～2005.01）／보라혁명 (이라크, 2005.01）／튜울립혁명（키르기스탄, 

2005.02～04）／삼목혁명（레바논, 2005.02～04）／블루혁명（쿠에이트, 

2005.03）／진즈(jeans)[또는 데님 denim］혁명（벨로루시, 2006.03）／사프란혁명（삼마, 

2007/8～9）／포도혁명（모르도바, 2009/4) ／녹색혁명（이란, 

2009.06～2010.02）／쟈스민혁명（튜니지아, 2010 ・ 12～2011.01）／연꽃혁명（이집트, 

2011.01～02）／진주혁명（바레인, 2011.02～2014.11）／커피혁명（예멘, 

2011.01～11）／쟈스민혁명（중국, 2011.02～03）／봄혁명（과테말라, 

2015,04～09）／컬러풀혁명（마케도니아, 2016.04～07）／벨벳 혁명（아르메니아, 

2018/3～5） 

이 리스트 작성자는 이런 명명의 경향을 강화한 것으로서, 동유럽에서의 

코뮤니스트정권 내지는 승계정권에 반발하는 학생운동에 주목하고, 세계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비폭력 시민대중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권의 퇴진요구 내지는 선거부정항의 

                                                      
2
 2018년 10월 중순 이후에 12월 7일까지 수시로 열람. 

https://en.wikipedia.org/wiki/Colour_revolutio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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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확산에 주목하여, 가두행동에서의 색깔맞추기・복장, 그 외의 징표와 명명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나‘혁명’의 성격・역할・의의의 면에서 목록상의 각‘혁명’간의 

차이나 대립에는 구애받지 않고, 나아가서 2011 년 중국에서의 인터넷 댓글의 다발 

동향까지 첨가하고 있다. 게다가 운동주체의 자칭선택보다도 서구미디어의 자의적 

이미지조작의 케치프레이즈나 외국정권 내부에서 이 운동들을 선동・조작하여 이용하려고 

획책하는 코드네임적 명명이 단연 많고, 이것들이 아무렇게나 잡다하게 나열되고 있다.  

 

◆ 이런 혼란은 다음과 같은 시점을 간과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ｉ）제국주의적인 기만정책（제 1 차세계대전 후, 이집트왕국‘독립’을 인정하는 

신식민지주의의 선취를 비롯하여）에서,‘혁명’개념도 이용되었다. 이란・이슬람 혁명에서 

타도된 팔라비 왕조의 무하마드 ・ 레자 ・ 샤（Mohammad Rezā Shāh. 

재위 1941～80）가 1962 년부터 표면적으로는 1979 년까지 주도적으로 실행한 

‘백색혁명’(Engelâb-e sefîd. 토지개혁・삼림지 국유화・국영공장 払下げ・여성참정권 등 

지주제해체와 국왕권력강화정책）의‘혁명’참칭. 

( ii )  21 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9.11 사건을 기점으로‘민주화’라는 이름에 의한 

체제변혁 즉 외부로부터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간섭・개입에 의한 ‘혁명’유도가, 

재래의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은밀한 정부전복활동을 대신하여 공공연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오히려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은 그와 같은 공공연한 간섭의 계기가 

되는‘테러’사건을 연출하는데 주안점이 놓여지기에 이르렀다. 

이른바〈‘반反테러전쟁’시대〉의 디자이너와 실행자의 분업에 심층국가의 구조가 

반영된다. 금세기에‘색깔달린・징표달린 혁명’이 속속 출현하는 이유가 이해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앞질러서 의표를 찌르는 다양한‘혁명기획’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전체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기축을 이루는 9.11 사건의 

진실이 억지로 은폐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추측된다. 이것은 이라크・이란 

전쟁기의 이란・콘트라 사건（미국의 레이건정권이 국교단절 중인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수출하고, 그 대금을 중미(中米)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좌익정권과 싸우는 우익 게릴라 

=콘트라의 원조로 사용하였던 스캔들이, 이란과도 콘트라와도 뒷거래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개라는 배경과 함께, 1986 년에 발각）에서 학습한 결과의, 끝없는 악으로의 전락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슬람혁명 또한 그 긍지를 더럽혔다.  

 

(iii) 위에 소개한‘컬러풀혁명’군 리스트에서는‘냉전’기에서 소련 붕괴 그리고 

‘동’의 그 후를 전망하자는 잠재적인 문제의식이 읽혀진다. 현재의 러시아나 중국 

지도층의 반응자세에 대한 관심도 그것의 표출일 것이다. 실은 목록의 외부에 있는 

1956년의‘헝가리동란’／1968년의 ‘프라하의 봄’／1980년・89년‘폴란드 자주관리노조 

<연대>’로 이어지는‘자유 ・ 자주’의 희구의 조류 안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혁명’들을 일괄 수용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ii）의 현상에 

걸맞은 시야에서, 중대한 결함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2014 년의 대만의 

해바라기학学[生]運[動]이나 홍콩의 우산혁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6～17 년의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한 시점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본색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색깔달린 ・ 징표달린‘혁명’군 리스트에 대해 검토해 온 점으로 보면, 

촛불혁명이 이 목록상에서 값싸게 ‘정당한 위치’를 요구해야 하는 가는, 

촛불혁명을 17～18 세기의 영국・미국・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에 비견하려고 하는 

논조와 함께, 현저하게 빗나간 예측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３ 구(舊)시민혁명이 돌파하지 못한 허망・일탈・편향・한계 

 

 ａ）17세기～19세기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이슬람문명의 네크워킹으로 촉발되고, 그 초근대성에 적응하면서도, 거기에서 

병변(病変) 초래한‘유럽적 근대성’의 유해한 문제성이, 서구의 여러‘혁명’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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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극될 것처럼 보이다가, 역으로 첨예화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 근대적 토지소유 주최국가 세계분할・재분할 선점 식민지지배 세력권 

◆ 산업자본주의 대량생산형・모노컬춰형 자원・시장지배 교통・통신망 

◆ 법인 관료주의 금융기술 머니경제 대량살인파괴병기 가상현실 

◆ 수탈적 자연이용 환경파괴 에너지 순환・정보순환의 교란 여론조작 생명조작 

◆ 정교분리＝세속주의 종교분쟁선동 문화다양성에 대한 적응력 저하 윤리적 퇴폐 

◆ 네셔널리즘 군사화 강권화 소수민차별 인종주의 젠더차별 

◆ 민주주의 다케마에화・의사화擬似化・공동화空洞化 서구화의 우월적 가치독점 

전쟁의 이유 

◆ 국제사회・국제법질서 승리자 주도의 국제약정・국제기관 불공정한 이중규준 

◆ 국제경제 기업활동의 세계화 교육・의료를 포함한 불균형사회발전 남북격차 

◆ 세계규준 시간・도량형・학술 등 만반의 서구중심주의  적응도 경쟁의 국제정치 
 

이상, 그 어떤 항목도 모두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계약의 출발점이 가공의‘자연상태’나 ‘원초상태’에 대한 사고실험을 

기초로 구상되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메디나 시민의 계약문서(622 년)에 원형을 갖는 

사회계약에 의한 평화시스템의 역사가 말소된다. 17 세기의 토마스 홉스의 경우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자연상태로 여겨졌다. 20 세기의 존 롤즈는, 앞서 

서술했듯이,‘만민의 법’을 담당하는 덕을 도리를 분별하는 자유롭고 양식있는 민주적 

사회뿐으로, 이것을 위협하는 무법국가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전쟁밖에 없는 것이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ｂ）20세기의‘사회주의혁명’・‘인민민주주의혁명’과 분류된 경우 

 

이러한 귀추들에 대한 연구는 각각 나라별로 심천(深浅)・농담(濃淡)은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도 아직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해야 할 단계로, 총체적인 시야에서의 이론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민족해방 

‘독립’혁명(=‘국민국가’형성)이라는 카테고리와도 중복되는 상에서, 각각의 경우의 

21 세기적 결말의 현실에서 보면, 17 세기에서 20 세기까지를 관통하는 시계에서, 

‘구시민혁명’의 틀을 넓혀서 새로운 이론구축을 시도하는 계기가 숙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1세기의 무와틴혁명의 획기성의 연구는 이러한 시돌르 필연적인 것으로 해 나갈 

것이다.  

우선, 동유럽・조선・베트남・쿠바를 비롯하여, 몽골・중앙아시아・인도・중동・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둘러싸고는, 각 지역에서의 경험을‘ｎ지역’론적으로
3
 종합하는 식의 

트랜스지역연구의 공동토론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시아연구에서는 스탈린주의와 탈스탈린체제의 여러 단계／프로레타리아혁명론의 말로에 

대한, 중국연구에서는 항일전쟁의 의미지움／문화대혁명기의 규명／개혁개방 후의 여러 

단계에 대한, 상기(上記)의 신시각으로부터의 검토가 조직화되기를 바란다. 

 

４ 영속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속혁명론은 러이사혁명을 둘러싸고 트로츠키가 제기한 전망(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고, 부르주와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까지의 임무를 연속해서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농민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사회의 변혁은, 서구 나아가서 세계로의 

혁명확대의 과정 하에서만 보장된다고 하였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1880 년대 이후에 계기(継起)해 온 이집트의 

여러 혁명들(오라비혁명, 1919 년혁명, 1952 년혁명, 2011 년혁명）나 20 세기 전반을 통해서 

                                                      
3
 板垣雄三『역사의 현재와 지역학 – 현대 중동에 대한 시각』岩波書店, 1992,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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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멕시코혁명（혁명을 견인하는 지도자가 마데로에서, 카란사, 오브레곤을 거쳐 

카루데나스까지 교체）에 대한 시점 등과도 다른 시계에서, 이란세계와 중국을 영속혁명의 

국면으로 검토한다. 그 어느 것도 아시아 동서(東西)의‘제국’적 편성과 관계된다.  
 

a ）이란의 영속혁명 

다민족국가 이란은 시리아 내전의 국제화와 함께 레바논에서 걸프만으로 확장되는 그 

영향력을 갑자기 비약적으로 강화시켰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은 물론 

인도아대륙도 역사적으로는 이란문명의 권역으로, 상해협력기구(上合组织、ШОС)에서는 

중국・러시아로부터 그 정식가맹을 희구받는 입장이다. 고대 제국이 이집트・북아프리카에서 

소그디아나에 걸친 광역을 통치하여 문화적 영향력을 동아시아의 끝까지 행사하여, 

조로아스터교 ・ 불교 ・ 유대교가 탄생된 것은 이란세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에 

그리스도교 ・ 이슬람교를 더한 직물 위에 시아파들의 커뮤니티군이 전개되고, 나아가서 

1970 년대말의 이슬람혁명 이후는 ‘혁명’을 기피하고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이주라고 하는 

확산까지도 더해져서, 현재의 이란문명의 권역이 형성되었다.  

 이란사회에서 지속되는 혁명의 영속성을 현시점을 규정하는 이슬람 혁명에서 그 전사를 

소급해 올라가는 형태로 뒤돌아 보자.
4
 

 

 ◆이란・이슬람혁명 1978~79 팔라비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공화제 성립. 

     1963 년 테헤란이나 곰(콤)에서 아슈라집회(백색혁명비판)와 호메이니 

국외추방으로부터의 시기가 직접적인 전사(前史). 이‘백색혁명’기에 이스라엘과의 

제휴강화.  

 ◆모삿데그가 이끄는 국민전선정부의 석유국유화, CIA/군사쿠데타가 진압 1949～53 

◆쿠르디스탄공화국의 독립（쿠르드민주당, 마하바드에서）과 와해 1946 초～말 

◆아젤바이잔 국민정부의 수립과 괴멸（타브리즈에서）1945 말～1946 말 

 ◆쟌갸리운동（길란(Gīlān)혁명）1920 라슈트에서 길란사회주의공화국 수립(바크에서 

소비에트정권 탄생／타브리즈에서 아젤바이잔 민주당의 아자디스탄 건국 선언으로 

이어짐), 1921 테헤란에서 영국이 지원하는 레자 ・ 한의 쿠데타+이란 ・ 소비에트 

우호조약에 의해, 길란혁명은 버려지고 러시아혁명의 한계선이 정해짐과 함께, 

팔라비왕조 국가의 출현 1915～21 

 ◆ 이란입헌혁명 대외종속을 심화시키는 카자르왕조에 대해서, 전제(専制)에 반대하는 

우라마（이슬람 법학자들）・바자르상인・시민들의 항의・의회개설 요구가 전국에 확대, 

어쩔 수 없이 국왕은 의회를 열고 개혁을 추진하여 1906 년에 헌법을 제정했지만, 

1907 년에 이란을 남북으로 세력범위를 나누는 영러협상에 기초하여 러시아군이 개입을 

반복함으로써, 혁명은 좌절되고 헌법은 유명무실해졌다. 1905～1911. 

 ◆ 담배・보이콧 운동 1890 년 카자르왕조의 국왕이 영국인 투기가(投機家)에게 담배의 

제조 ・ 판매 ・ 수출의 이권을 값싸게 양도, 무주타히드(이슬람법의 최고권위)가 

흡연금지법 판단, 반(反)샤 운동이 나라를 뒤덮는다. 1891～92（1896 년에 샤 

암살사건） 

 ◆ 바브교의 출현과 바브교도의 반란 

   1844 년에 바브（시아파의 숨은 이맘[구세주]으로 가는 문）를 자칭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립・확대했는데, 이슬람 이탈선언에 의해 카자르왕조로부터 탄압받고, 

1850 년에 바브 사형, 1852 년에 반란 진압. 1844～52（오스만제국으로 도망한 

교단으로부터 바바이교 성립） 

 ◆ 사파비왕조의 성립과 발전 

   원래는 수니파의 신비주의교단이었던 사파비교단과 터키계 유목민 전투집단인 

키지르바슈와의 중첩을 토대로 하는 국가형성의 초기거점은 아제르바이잔의 타브리즈. 

그것이 시아파 중의 12 이맘파를 통합축으로 하는 국가형성과정에서, 가즈빈에 이어서 

                                                      
4 板垣雄三「역사를 관통하는 혁명과 연동하는 세계」『ＩＭＰＡＣＴＩＯＮ』No. 152［특집 이란, 

무엇이 누구에게 문제인가?］, 임팩트출판회, 2006 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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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한으로 수도를 정하는 이란국민국가를 실현시키고, 다양성을 내포하는 

이란세계의 중심부분이 되는 변화를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혁명’적이다. 그 

전제로서 이 지역이 몽골제국으로 편입되어 일 칸국이 성립되고, 제 7 대 군주 가잔 

칸（징기스칸의 5 대째 자손）이 샤머니즘과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1295 년에 

무슬림 이름 마흐무드）다종교 공생 체제를 보장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흑해 

주변까지의 ‘공존의 이슬람 세계화’가 결정적인 것이었던 배경은 무시할 수 없다. 

사파비왕조 1501～1736（사파비교단 성립은 13 세기말）, 일칸 왕조 1258～1353（가잔 칸 

재위 1295～1304） 

 ◆ 미완성으로 끝난 아바스혁명 

   예언자 무하마드 사후 칼리프 4 대는 움마（이슬람공동체）의 선거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는 우마이야 가문의 세습왕조로 변했다. 움마의 통치자는 ‘가문 

사람들’（예언자 무하마드의 자손）이어야한다고 하는 지하의 혁명운동이 이란고원 

북동부 호라산 지방에 혁명선전자로 내보낸 장군 압・무슬림은 이란인 신자의 조직화에 

성공, 혁명군은 다마스커스로 향해 서진(西進)하고,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트리는데, 

승리의 과실을 쥔 것은 ‘가문 사람들’로서의 외척인 아바스가(家)로, 아브(Abu) 

무슬림은 음모로 살해되고, 새로운 왕조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아바스왕조 

750～1258（아랍 대 아잠의 대립감정이나, 이란계의 문화적 우월을 과시하는 우비야 

운동도 일어났다） 

 ◆ 거슬러 올라가면 도달하는, 다리우스 １세（다라야우슈）의 등극 

   기원전 6 세기 아카이메네스（하카마니슈）왕조의 페르시아제국에서, 다리우스왕 

정통에서는 방계의 인물로, 찬탈자로서（정확하게는 찬탈자에 대한 혁명을 

통해서）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６인의 동료와 7 인조로 제국의 위기를 

구하는 권력탈취를 단행했다. 동료들은 민주제・군주제・과두제를 염두에 두고서 

정체(政体) 선택을 논의하고, 민주제는 분열을／과두제는 참주를 낳기 때문에 

자격있는 왕의 통치를 선택하기로 하자, 계략이 주효한 다리우스가 왕이 된다. 거대 

제국의 제왕은 ‘혁명’을 원점으로 삼고, 동등자 중의 제 1 인자로서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을 포섭하고 있었다. 베리스툰 비문이나 헤로도토스『역사』의 서술이 이것을 

시사하고, 플라톤의 가장 만년의 대화편인『법률』제 3 서(書)（국제）도 이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다
5
. 다리우스왕의 재위는 기원전 522～486년. 

 

ｂ）중국의 영속혁명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무수한 문제가 부상된다. ‘역성혁명’이라는 왕조단위의 

정통성(性)이데올로기가 ‘혁명’의 정당화와 표리일체가 되는 의미／선양 ・

방벌(放伐)이라는 이분법의 문제성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전통적인‘혁명’관념을 

둘러싼 논의는 제쳐두고, 여기에서는 검토하고 싶은 문제를 두 가지로 좁히기로 한다. 

즉 i)‘혁명’을 지속하는 민중 ii) 중국사회라는 역사의 장에서‘혁명’을 전개시켜 

온 민족군(群)이다.  
i)

 역사를 통해서 저변의 민중을 반란으로 몰아간 종교결사・비밀결사・회당(会党)의 

역할・네트워크 기능의 전통을 통시적으로 밝힐 것.
6 

                                                      
5
 헤로도투스『역사』의 관련 부분 The History of Herodotus transl. by G.C.Macauley 

http://www.gutenberg.org/files/2707/2707-h/2707-h.htm#link32H_4_0001 
Vol. 1, Book III (THALEIA), 61~97. 

플라톤의 대화편『법률』국제(国制) 부분 Benjamin Jowett 에 의한 영역 

http://classics.mit.edu/Plato/laws.mb.txt Book III 

同上, Plato, Laws. R. G. Bury 에 의한 영어 대역, 그리스어 원문과 대조할 수 있다.  

https://ryanfb.github.io/loebolus-data/L187.pdf p. 222~p. 253.（짝수 페이지가 

그리스어） 
6
 小島晋治 ・ 小林一美 ・ 孫江 ・ 馬場毅「중국의 국가와 비밀결사」［2001 年 3 月 1 日 の

討議記録］、『橡』Vol. 13、pp. 61~84. 

http://www.gutenberg.org/files/2707/2707-h/2707-h.htm#link32H_4_0001
http://classics.mit.edu/Plato/laws.mb.txt
https://ryanfb.github.io/loebolus-data/L1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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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말: 황건의 난을 일으킨 태평도／천사도라고도 불리는 오두미도 모두 도교로 

발전.  

당말(唐末)：소금 밀매의 전국조직과 관계되는 황건의 난.  

원말(元末)：홍건의 난의 담당자는 미륵하생 신앙을 수용／에 적응／한 백련교나 

명교(明教) 집단.  

명말(明末)：영하(寧夏)의 은천(銀川)의 역졸(駅卒)인 이자성의 난에서의 농민봉기의 

강점과 약점 40 일 천하의 순조(順朝). 

청조하(清朝下)：태평천국을 추진한 배상제회, 천조전묘제도의 호소, 저항연대를 잇는 

것. 

청말(清末)：홍창회(紅槍会), 흥중회(興中会), 가로회(哥老会), 천지회(天地会), 

삼합회(三合会), 대도회(大刀会), 소도회(小刀会) …. 

20 세기：국민혁명으로, 중국혁명으로 

ii) ‘정복왕조’사관과 그 ‘이중통치체제’관이나‘（정복자의）한화漢化’관에 

역점을 두는 시각을 극복하고, 중화주의를 다원주의적 보편왕조로 치환해서 

조망하는 것. 

     비트포겔 (1896~1988) 독일（프랑크푸르트학파派）→ 미국（역사사회학, 중국학） 

   Conquest Dynasty  ‘정복왕조’개념 1949 년의 료사(遼史)를 연구하면서,              

요遼・금金・원元・청清（거란・여진・몽고・만満）의 국가를 이것에 비정. 

    그러나 중국사는 북방 기마유목민과의 빼도 박도 못하는 관계 하에 있어 왔다.    

거란의 이전에는 흉노・돌궐・선비와, 몽고 이후는 오이라트(瓦刺)나 타타르(韃靼)와. 

선비족의 북위를 중국에 편입, 5 호 16 국이나 남북조시대를 발빠르게 앞질러 

가는‘중국사’는 중화주의와 시놀로지(sinology)가 합작하는 이데올로기 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트포겔(Wittfogel)의‘정복왕조’론은 1957～69 년에 그의 Oriental 

Despotism(동양적 전제)론의 핵심으로 제출된 Hydraulic 

Empire「수력水力［대규모관개농업］제국」론 및 Bureaucatic despotism「관려제적 

전제」론과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다. 그것은 유럽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농본주의（유목・

목축・어로漁撈・채집적 생업을 간과・경시・몰각하는）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칼 슈미트는 말한다: “인간이 풍요로운 대지를 이용하고 있는 노력, 노동, 파종, 

경작은…대지로부터 정확하게 보답받는다. 농민은…이러한 정의의 내재적 척도를 안다. 

…경계는 인간의 공동생활 질서와 장소를 확정하고, 소유・상린(相隣) 관계가 권력・지배의 

형식을 정한다. 대지는, 노동의 보수로서의 법을 자기 자신 속에 감추고 있다. …토지의 

분할과 취득으로부터 모든 소유관계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된다.”
7
 

    접촉・충돌・대립・교류・투쟁・전투・살륙・약탈・평화・상호부조・문명장치대차貸借・

거래・교환・증여・이해・반발・학습・경원敬遠・우정・연애・혼인・육아・교감・감화・

공음공식共飲共食・향연 등의 다양한 인간・사회 관계의 존재방식에 착안함으로써 

단순한 ‘한화漢化’라고 하는 규준은 상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혁을 내외의 사람・사물・정보의 넓은 교류의 시야 

속에서 문제로 삼아야 한다. 무장한 유목민집단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침입해 온다고 

하는 정경뿐만 아니라, 가령 서쪽에서 남선북마(南船北馬) 무슬림의 자유로운 왕래와 

정착이라는 시각도 중요하다. 쿠와바라 지츠조(桑原隲蔵. 1871～1931）의 국제적으로 

                                                                                                                                                            

https://search.yahoo.co.jp/search?p=%E4%B8%AD%E5%9B%BD%E5%8F%B2+%E3%80%80%E7%A7%

98%E5%AF%86%E7%B5%90%E7%A4%BE%E3%80%80%E4%BC%9A%E5%85%9A&aq=-1&oq=&ai=YfL53iRjR7

.K2dtw_lCLzA&ts=49577&ei=UTF-8&fr=top_ga1_sa&x=wrt 
7 Carl Schmitt, Der Nomos der Erde im Völkerrecht des Jus Publicum Europaeum, 

Berlin:Dunker & Humblot, 1950 . [English version: The Nomos of the Earth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Jus Publicum Europaeum, transl. By G. L. Ulman, Telos Press, 

2003.) 

https://search.yahoo.co.jp/search?p=%E4%B8%AD%E5%9B%BD%E5%8F%B2+%E3%80%80%E7%A7%98%E5%AF%86%E7%B5%90%E7%A4%BE%E3%80%80%E4%BC%9A%E5%85%9A&aq=-1&oq=&ai=YfL53iRjR7.K2dtw_lCLzA&ts=49577&ei=UTF-8&fr=top_ga1_sa&x=wrt
https://search.yahoo.co.jp/search?p=%E4%B8%AD%E5%9B%BD%E5%8F%B2+%E3%80%80%E7%A7%98%E5%AF%86%E7%B5%90%E7%A4%BE%E3%80%80%E4%BC%9A%E5%85%9A&aq=-1&oq=&ai=YfL53iRjR7.K2dtw_lCLzA&ts=49577&ei=UTF-8&fr=top_ga1_sa&x=wrt
https://search.yahoo.co.jp/search?p=%E4%B8%AD%E5%9B%BD%E5%8F%B2+%E3%80%80%E7%A7%98%E5%AF%86%E7%B5%90%E7%A4%BE%E3%80%80%E4%BC%9A%E5%85%9A&aq=-1&oq=&ai=YfL53iRjR7.K2dtw_lCLzA&ts=49577&ei=UTF-8&fr=top_ga1_sa&x=wrt


67 

 

잘 알려진 업적으로 연구대상이 된 ‘송말(宋末)의 제거시작(提挙市舶) 

서역인’포수경(蒲寿庚)은 몽골측에 붙겠다고 하는 그의 입장선택이 남송이라는 

국가의 종국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로 이 글에서 초극을 지향하고 

있는‘혁명’ 개념에 관한 태도결단을 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8 

 

 

5 맺음말 
 

무와틴혁명의 획기성을 세계사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제가, 실로 

필연성을 띤 상황으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배경이해를 위해 필요한 연구 

프로그램화를 검토해 왔다. 이 기초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자신이 발을 딛고 서있는 위치에 

대한 자기비판・자기음미가 요구됨이 실감되었다.‘혁명’이라는 카타스트로픽하기까지 한 

상황 총체의 재편・변혁・변모의 새로움을 가져오는 법과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는데 있어 

쇄신된‘초근대’를 획득하는 주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제상(国制上)의 급격한 정치적・사회적 변화, 그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의 혁명은, 역사적으로 실로 적고, 게다가 항상 말투로 실태를 얼버무리는 완충장치에 

의해 수동적인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작동해 왔다. 대화개신(大化改新), 

승구(承 久
じょうきゅう

)의 난, 어쩌면 천황살해에 의한 메이지유신, 자폭전쟁패전에 의한 무조건항복, 

모두 그러했다. 앞으로는 그것으로부터의 주체변혁의 방향은 나라의 틀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는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는 정치・사회의 전면적인 전환은 종종 국제적 간섭과 군사적 패배 

내지는 압박에 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씨조선, 고구려, 신라, 조선 등, 그러한 사태가 

계속되었다. 무와틴혁명을 개척한 촛불혁명의 경험에 의해 역사적 조건은 크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어느 사회에서도 무와틴혁명의 잠재적 조건은 충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기와 세계의 변혁의 동시추구, 그리고 네트워킹에 의해 자유・공정・

존엄・평화・생명존중을 지향하는‘혁명’에 대해 가해지는 공격은, 점점 근거없는 허위・

허구(仮構)를 조작하면서, 개인파일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고, 나라의 ‘틀枠・벽壁’강화와 

자국제일주의에 대한 여성의 세뇌・사회동원이나 아이들의 의사(疑似)체험교육에 의존해 갈 

것임이 분명하다.  

 

                                                      
8
 桑原隲蔵『蒲寿庚の事蹟』 宮崎市定編・解説、平凡社東洋文庫、1989.［원저는『宋末の提挙市舶西

域人蒲寿庚の事蹟』、東亞攻究會、1923. 

https://ja.wikipedia.org/wiki/%E5%AE%AE%E5%B4%8E%E5%B8%82%E5%AE%9A
https://ja.wikipedia.org/wiki/%E6%9D%B1%E6%B4%8B%E6%96%87%E5%BA%AB_(%E5%B9%B3%E5%87%A1%E7%A4%BE)
https://ja.wikipedia.org/wiki/1923%E5%B9%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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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평화와 통일 그리고 근대성-更定儒道의 ‘해원과 개벽’의 만남을 중심으로 

                                                尹承容(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8, 12) 

 

1. 서론: 역사적 근대론과 구조적 세계체제론 사이에서   

 

* 자주적 근대화 

-. 한국사의 근·현대는 서구의 근대성을 수용하며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기치를 들기도 하

고, 한편으로는 그것에 저항하며 자생적 근대를 꿈꾸는 민중운동으로 대응하기도 한 격변의 

시기였다. 

-. 토착적 종교들1이 서구 근대와 마주했을 때에 민중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한국에서는 동학(東學)을 비롯한 ‘개벽종교(開闢宗敎)’의 민중

운동들이다.2  

-. 본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갱정유도 역시 개벽의 종교로서, 서구 근대가 만든 냉전체제

를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 즉,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세상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였

다.  

 

* 냉전체제에 저항한 갱정유도,  

-.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북정

상회담’과 이어 6월 12일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는 

                                                      

1 기타지마 기신은 토착적 종교에는 서구 근대성과는 다른 ‘무한하게 이어지는 상호 연관성, 차이와 

평등의 공존, 비폭력 평화주의, 세속적 정치권력의 상대화, 타자에 대한 존경, 현재과거미래의 미분

리성, 안으로부터 열리는 영성 등과 같은 관념들이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 

위의 글, 21쪽) 

2 최근 동학을 비롯한 개벽종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종교의 특성, 나아가 한국적 근대 내지 토착

적 근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개벽종교의 종교적 특성을 근대적 가치를 수

용한 근대종교로서, 민중의 고난과 삶을 담은 종교이자 근대 개혁된 전통종교나 서구 문명종교와는 

다른 한국의 제3의 자생적 근대종교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윤승용, <<한국의 신종교와 개벽사상>>, 

모시는 사람들, 2017. 264-274 쪽), 또한 조성환은 동아시아의 ‘개벽과 근대’를 논하면서 서구의 근

대가 아닌 한국적 근대에 대한 특성을 동학의 개벽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한국적 근대의 특성을 

동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며, 동학의 ‘민중도덕과 살림영성’을 지적한 다음, 서구의 이성적 근대

와 한국의 영성적 근대를 구분하고 있다.(조성환, <개벽과 개화: 근대한국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

가?>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7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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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3을 발표한 이래 한반도에 형성되었던 

냉전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남북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 차원은 물론 

민족사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냉전시대 민간차원의 종교계 평화통일운동을 한번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갱정유도의 저항의 힘. 

-. 민간차원에서 민족분단의 거부운동이 아애 없었던 것은 아니다.4 하지만 그것은 1948

년 분단 초기에 일어났다가, 지배 권력의 극심한 탄압을 받아 한국전쟁 이후에는 거의 소멸

하고 말았다. 이는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 해방이후 냉전체제에 대한 거부한 종교들도 적지 않았다.5 그러나 이들 세력들은 냉전

체제가 폭발한 1950 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소멸하고 만다. 1961 년 5.16 군사정변 

이후 냉전체제에 저항한 반체제 성격을 띤 평화통일운동은 사소한 개별사건은 없지 않았지

만6 종단차원에서는 갱정유도(更定儒道)가 유일하다. 

-. 갱정유도(更定儒道)는 주로 해방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개벽종교의 막내둥이에 

해당된다. 당시 민족분단과 지배체제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국평화와 민족통일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 이 글은 갱정유도의 그런 저항정신과 실천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 가, 그리고 

그런 저항의 힘은 인륜도덕과 개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3  2 차 세계대전 말미에 소련은 동유럽지역에 공산정권들을 수립시키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위성국가

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47 년 3 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발표하고 반공노선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세계 정치질서는 미소냉전체제로 돌

입하게 되었다. 1947년 8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소련은 11 월 18 일 북한에 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같이 세계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분할되

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38°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가 1948년에 8월 15일 수립되

었다.  

4 1948 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현실화되자 제주에서는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 정부 수립

을 주장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바로 제주 4·3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서 수많은 일반양민이 학살되었다. 또한 연이어 여수·순천 10·19 사건이 1948 년 10 월 19 일 밤 8

시에 일어났는데, 이는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지역 주둔 군대 내부의 좌익 세력

들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반대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5 대표적으로 대종교의 분단반대 운동과 천도교의 ‘3.1재현운동’을 들 수 있다.  

6 대부분 간첩단 사건이거나 북한의 고무 찬양죄에 의한 개별적인 사건이다. 비교적 큰 집단적인 사

건으로는 1965년 도종예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 사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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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교의 근대 대응과 민중유교의 등장 

 

1) 유교의 근대 대응양상 

 

* 전통적 유교의 해체  

-. 전통적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명해 주는 우주관

이기도 했으며,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예교(禮敎) 체계이기도 했다. 그러한 유교는 19세기 말

까지만 해도 조선인의 세계관과 사회제도, 그리고 삶의 방식과 지식체계의 표준으로 군림하

던 통합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기심성론(理

氣心性論)적 해석을 통해 천지인[天理·地理·人事]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종합적인 인식체계

였으며, 개인의 내적 수양[內聖]과 사회적 실천[外王]을 일치시키고 각종 의례(祭祀)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던 종합적인 신념체계(信念體系)였다.7  

-  서구 근대성 이식과정에서 세속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문명종교’의 개념8과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는 ‘과학-종교-미신’ 담론9은 전통적 유교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천지인의 통

합적 성격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유교 신념체계들은 해체 분

절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 가운데 천인합일론, 점성술 등은 비과학적이라는 규정 

아래 전면적으로 폐기되었고, 천문역법, 자연관 등은 근대과학의 해당 분과에 의해 근대적 

내용으로 대체되었으며, 이기론, 심성론 등은 동양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근대학문 

분과 속에 편입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유교는 근대과학의 논리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면서 

마침내 종교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상실하고, 동양철학, 전통문화, 인륜도덕 등의 이름으로 

잔존하게 되었다.10 

                                                      

7 김호덕, <20세기 초 근대과학의 수용과 유교의 위상변화>, <<한국종교문화: 전통과 변용>>, 2018 캐

나다 UBC 국제회의 자료집. 2018.7, 21쪽.   

8  문명종교의 개념은 근대기획과 근대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종교의 중심축은 문명종교와 

세계종교다. 그러나 세계종교 개념은 문명종교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2 차적

인 개념이다.(윤승용(2017), 앞의 책, 36-40쪽)  

9  과학-종교-미신 담론은 정교가 분리된 세속국가의 종교통제 시스템이다.(윤승용(2017), 같은 책, 

47-49쪽) 

10 김호덕(2018), 앞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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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유림들의 대웅 양상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척사의 유교, 개화의 유교, 개벽의 유교가 그것이다.11외세를 저지하고 전통적 체제를 수호

하려는 개항기의 척사유교, 근대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실력양성론을 주장한 애국계몽기의 

개화유교, 새로운 문명의 전환과 도덕해원(道德解寃)을 통한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해방이후

의 개벽유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척사의 유교 

-. 척사의 유교는 인간과 금수를 구분하는 금수론(禽獸論)을 주장한다. 서양의 문명은 유

용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윤리도덕이 없는 금수와 같은 존재들이므로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리학을 정학(正學)으로 믿고 다른 사상은 사학(邪學)으로 배척하였

다.12 

 

* 개화의 유교 

-. 개화의 유교는 이미 서구의 문명개화가 대세이니, 서구적 근대를 수용하는 것이 세계 

대세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흐름은 유교의 근대화, 즉 유교의 문명화 혹은 

종교화로 이어졌다. 

-. 개혁유교는 전통적 유교를 개혁해 사회 문명화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유교는 유교자체에 대한 개혁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개혁유교는 박은식(朴

殷植, 1859-1925)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추진한 대동교운동13에서, 교회유교는 이병

헌(李炳憲, 1870-1940)이 추진한 공자교운동1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1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근대 대응을 척사와 개화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적인 근대를 

개벽에 근거를 두고 논하면서 한국적인 근대 대응 방식의 하나로 개벽을 추가하고 있다.(<<근대 한

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 재 38회 원불교사상연구 (한일공동)학술

대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의 목차 참고)         

12 19 세기 이후 불교, 도교, 풍수사상 이외 천주교와 서양의 문물 및 제도를 포함해 성리학과 다른 

유학의 흐름인 양명학, 근대 민중종교의 효시인 동학도 척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척사위정에 대한 

문명사적 의미는 (박정심, 「근대 위정척사상의 문명사적(文明史的) 함의(含意)에 관한 연구-유학적 

도덕문명(道德文明) 과 서구적 근대문명의 충돌적 만남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32권, 2009. 

440-441쪽을 참고).   

13 박은식과 장지연 등이 1909 년 친일유교단체인 ‘대동학회(大同學會)’(뒤에 공자교로 개칭)에 대항하

여 조직화한 유교운동단체다. 박은식은 양명학과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종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

추어 계발한 유교개혁사상을, 그리고 장지연은 공자의 탄일(誕日)의례와 문묘(文廟)의 석전(釋奠)의

례 및 제천(祭天)의례를 비롯한 황제의 의례 등 의례의 재정립을 통한 유교적 실천의 활성화를 각



72 

 

* 개벽의 유교 

-.  개벽의 유교는 유교적 전통과 민중적인 개벽이 결합된 새로운 민중의 유교다. 다른 개

벽종교에 비해 개벽의 유교가 상당히 늦게 등장한 것은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유림들의 전통

적 유교가 어느 정도 해체되고, 문명의 전환과 지상천국을 지향하는 개벽의 틀이 식민지사

회 민중운동의 주류로 등장했을 때야 비로소 그 성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1860 년 동학이후 등장한 많은 자생종교들은 개벽의 이상을 담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민족의 위기의식과 미래 지상천국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道德, 科學, 修鍊 등]들을 제시하고 있다.  

 

2) 민중유교의 등장: 갱정유도 

 

* 갱정유도의 창도와 도리,  

-. 갱정유도는 도조 강대성(姜大成, 1890-1954)에 의해 1929 년 ‘봄시절 개벽과 도덕해원

(道德解寃)’을 기치로 하여 창도되었다. 1951년 2월 김제군 광활면 학당리로 옮겨 갱정유도

의 간판을 다시 세우고, 도기(道旗)를 게양하여 본격적인 행도체제(行道體制)15를 마련하였

다.   

 

* 교학과 실천의 내용 

-. 갱정유도의 도리(道理)는 생사교역(生死交易)과 누건수(淚巾水)도리에 근거한다. 전자는 

개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죄를 대속(代贖)하는 것이다,  

-. 이런 내용을 수록한 주 경전이 <<부응경(符應經)>>이고, 그 핵심 내용은 ‘해인경(海印

經)’이라는 짧은 주문16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천지의 기운이 서로 바뀌는 시대가 올 것

                                                                                                                                                            

각 추구하였다. 여기서 ‘대동교’라는 명칭은 강유위의 대동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36-238쪽 참고)  

14 이병헌은 중국의 강유위를 5차례나 찾아가 그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제자가 되었다. 1923년 ‘공

교회 조선지부’의 교회로서 배산서당(培山書堂)을 경남 산청에 지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지방의 유

림들의 반대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43-246 쪽)  

15 갱정유도는 도(道)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지 않고 도리(道理)라

고 하며, 그 실천을 행도(行道)라고 한다. 제반 사회활동을 포덕(布德)이라고 한다.  

16  ‘해인경’이란 ‘우성재야천지부모궁을합덕음시감혜일심동력세계소립오주소립(牛性在野天地父母弓乙

合德吽時感惠一心同力世界所立吾主所立)’의 28자 주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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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천지만물과 화합하고 천지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끝내 지상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1954 년 도조 강대성이 선화(仙化)한 후 2 세 교주 김갑조(金甲祚,1933-1979)가 도맥(道

脈)을 이었다. 포덕, 교화, 인재양성의 사업에 정진하여 도세(道勢)가 50-60 만 명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이런 도세를 바탕으로 1965 년 ‘서울시위사건’ 이후 1984 년 ‘남북통일·세계평

화 기원대제’나 1985년의 ‘도의앙양강연회’와 1995년의 ‘도덕성회복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 그는 도주 강대성이 주장한 도덕해원이 없고는 세계평화도 없다면서 ‘영신당(도주 강대

성의 호)의 도덕(道德)으로 체(體)를 삼고, 공맹(孔孟)의 인의(仁義)로 용(用)을 삼아야 한다’

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서당을 갱정유도의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켰다.17  

-. 서당형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타산적인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중심의 현대 

교육이 인간 본성[天心]을 해치고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갱정유도는 전통적 유교와는 다른 개벽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식 명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유불선동서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과 실

천을 인간의 삶의 길인 도(道)18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고 있다. 그러기에 종단의 명칭을 

‘유교를 다시 바로잡는다는 ‘갱정유도’라고 하였다.  

 

* 유불선의 합일[開闢] 

-. 우선 유불선 합일은 기존의 사상들을 단순히 종합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의 후천

(後天) 음도시대를 새로운 선천(先天) 양도시대로 전환하는 개벽의 의미가 들어 있다.19 다

음은 ‘동서학합일’에서 동학은 동양에 더 큰 장점이 있는 정신과 도덕에 관계된 가르침 일

체를, 또 서학은 서양에 더 큰 장점이 있는 물질과 기술에 관계된 가르침 일체를 뜻한다.  

-. ‘유불선동서학합일’은 마치 양의 계절인 봄・여름이 가고 음의 계절인 가을・겨울이 끝

난 다음 다시 새로운 봄이 오는 것처럼, 노천노지로 표현된 후천의 음도시대가 가고 신천신

지로 표현된 선천의 양도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開闢]을 표현한 것이다.  

 

* 해원의 종교로 전환 

                                                      

17 <<갱정유도 개설>>, 갱정유도성당, 1989. 193쪽. 

18 도는 체(體)에 해당하는 하늘의 도리이고, 덕은 땅에서 인간이 도를 이루는 것으로 도의 용(用)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덕’을 의미한다.    

19 선・불은 음도(陰道)시대를 대표하고, 유도는 양도(陽道)시대를 대표한다는 것은 갱정유도가 선·후천

의 시대를 인식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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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불선동서학이 합일한 새로운 유도는 양반층의 전통의 고전적 유교가 아니라 도덕해

원을 담은 전혀 새로운 민중의 유교다. 이 민중유교는 인륜도덕을 중심으로 이전의 전통적 

유교에 도덕을 더욱 강화하고, 인륜인 도덕(道德)과 종교적인 해원(解寃)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해원의 종교가 되었다,  

-. 이상을 살펴볼 때, 갱정유도는 선불과 대립하는 공맹의 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이 합일한 유도, 더 나아가 동서학을 합일한 유도다. 신도와 인도의 결합, 즉 유불선

이 합일한 ‘새로운 유도’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갱정유도의 유도는 유불선뿐만 아니라 서양

의 서학과 동양의 동학까지 모두 아우른 새로운 ‘유도(儒道)’이면서 동시에 ’개벽의 종교’이

고 해원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20  

 

3. 갱정유도: 해원과 개벽의 만남 

 

1) 민중유교의 길: 도덕해원과 춘심 

 

* 도덕해원 

 -. 갱정유도의 ‘도덕해원’은 천상일기(天上一氣)가 인간에 해원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천노지를 신천신지로 변혁하는, 즉 ‘개벽’하는 단초(端初)가 된다. 도덕해원(道德解寃)이란 

원래 도덕이 원한이 맺혀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래서 천상에 머물러 있던 일기를 인간

세상으로 해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21  

 

 * 도덕문명 

 -. 갱정유도의 도덕문명은 도덕해원을 문명사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그 문명은 대립

과 분열의 상극문명을 극복하고 화합과 공존의 상생문명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 양도 춘하(春夏)시절에는 천당에 갔던 요·순·공·맹·수운·증산·서양 예수·석가여래·노자·구

험(寇譣) 등이 낱낱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니, 이 시절이 유도세계요, 그러면 도덕문명이 될 

것” 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덕문명이 형성되면 1) 도덕선심이 해원(解寃)될 것이며, 2) 평화·

통일을 볼 것이며, 3) 아울러 모든 진리가 화합[道合]되고 종교가 화합[敎合]되고 사람들이 

                                                      

20 西洋西學 東洋東學, 更生一氣 合心이네. 出入東西 來往之路, 合心하니 儒道로다.(<<豈敢忘聖人之恩

德고>>, 符應經 上) 

21  천상일기(天上一氣)가 해원이 되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만선도회처(萬仙都會處)라고 한다. 이것을 

갱정유도에서는 선당궁이라고 하는데, 이 선당궁이 갱정유도의 신앙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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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人合]되고 마음마다 화합[心合]될 것이니, 이 땅은 곧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이 될 것이라

고 하였다.22  

 * 유도의 세계 

 -. 갱정유도는 ‘도덕해원’과 ‘도덕문명’을 실현하여,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인 ‘유도세계’를 

지향한다. ‘도덕해원이 종교적 지향점이라면, 도덕문명은 유도세상으로 가는 실천적 지향점

이 된다. 이 도덕문명은 하늘 또는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명이다. 유도의 시대는 천지인(天地人)의 인도(人

道)의 시대이고, 유불선(儒彿仙)의 유도(儒道)의 시대다.  

 

* 생명을 살리는 춘심,  

 -. 갱정유도에서는 이러한 우주 자연의 원리를 ‘천지(天地)의 춘의(春意)’라고 하고, 하늘

에 근본을 두고 있는 인간의 마음 역시 천지의 춘의를 어어 받은 마음을 ‘춘심(春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춘심은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인간의 본질적 마음의 

상태를 일컫다. 갱정유도에서는 춘심을 가지는 자는 천지의 도를 위주로 행하는 자라고 하

였고,23 그러지 못하는 자는 이런 춘심에 근거한 도덕에 무지하거나24 이 춘심을 도외시함

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5  

-. 또한 도덕문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본마음만 보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

든 사람이 천심을 가진 신화인이 되고, 그들의 도덕적인 실천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천

지의 춘의[天意自然]가 사람에게서 춘심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해 생

생과 상생의 마음[春心]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 요컨대, 춘심은 온 세상 모든 존재가 천지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고26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충돌하는 상극이 아니라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27  

                                                      

22 <儒佛仙이 合一한 봄 時節: 卽 四十四世紀 道德文明으로 萬國平和>, <<萬民解寃經>>,  25쪽 

23 “道者는 春心爲主者道也니, 無春而有道乎아.”(<受福大吉知春生傳貰文>, 符應經 上) 

24 “善心生生一般道德, 봄春字의 道德이라. 봄春字 春心마음, 뉘善心이 春心없이 道德인가.”(<해몽선인

일기가 뭔소리>, 符應經 上) 

25 <슬프다 이 말 노래여>, 符應經 上 

26  同胞同胞 우리형제 同胞라니 뮌말인가. 道德同胞 父母뱃속, 天地陰陽 생긴 子孫(<天地人貴賤序>, 

符應經 下) 

27 自西洋으로 지어 東洋까지라도 基本즉 一天下之人이라 ... 同父母之恩德으로 同胎兄弟 一天下之中

人이로다. 마자 마자 相剋怨讐 짓지말자, 하자하자 어서하자 兄弟和陸 어서하자  天下中人生들아 

相生運數 어서하세 (<天心經 第 1篇>, 符應經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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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화개벽의 길: 만국평화와 평화통일  

 * <평화문> 

-. 이 글은 평화에 대한 갱정유도의 종교적 이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도조 강대성이 

1951년 음력 11월 초 직접 쓴 글이다. 갱정유도는 이 글을 바탕으로 포덕을 전개하는 한편, 

여기에 근거한 시대적 대처 방안들28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 김갑조 역시 처음 포덕을 전개할 때 이 사상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후 그가 발표한 1958년의 <유불선이 합일한 봄 시절: 즉 44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이후 ‘44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로 약함)이나 1965년의 ‘서울시위사건’의 <

통일과 평화를 위한 선언> 등도 모두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 <44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 

-. 여기에는 도덕해원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가 잘 나타나 있다. 만국

의 평화는 유불선이 합일한 봄 시절의 44 세기 도덕문명으로써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는 이글에서 다가올 44 세기는 도덕문명의 세기가 될 것이며, 그 때는 유도세계라고 

하는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 여기 ‘44세기’는 단기(檀紀) 4300년대를 지칭하는 말이며, 특히 4320년을 하나의 주기

로 순환하는 우주자연의 운수에 비추어 새롭게 도래하는 만국평화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런 

새 봄을 맞이하는 단군시대(檀君時代)의 번영을 4321 년(서기 1988 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

복하는 천지운수가 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만국의 사제국(師弟國), 

제일국(第一國), 부모국(父母國)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29  

-. ‘도덕문명’은 ‘과학문명’에 대한 대안문명이 될 것이고, 동양은 그런 도덕문명을 주도하

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30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서 속히 44세기 도덕문명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천하만국을 교화시켜 만국평화를 열어야 한다고 하였다. 

 

* ‘서울시위사건’과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 

-. 이 선언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고발하면서 민족

의 자주적인 통일과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선언은 ①미

                                                      

28 때로는 도덕성 앙양을 위해 궐기대회를 가지거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위나 대제를 행하기도 했

다. 그리고 도덕교육을 위한 서당을 만들기도 했다.  

29 『갱정유도』, 『평화와 통일』, 2001. 37쪽   

30 한재훈(2006), 앞의 글, 200-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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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종용을 멀리하고 남측과 북측의 민족이 화합하여 통일의 주

체가 되어야 한다. ②외래의 이념과 사상이 아닌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자각하고 되살

려 나갈 때 진정한 통일과 독립을 이룰 수 있다. ③저질적이고 퇴폐적인 외래의 문화 사조

를 과감하게 물리쳐야 아름다운 사회를 일굴 수 있다. ④분단과 이산의 의미를 직시하고 삼

팔선으로 상징되는 냉전시대의 잔재를 혁파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자존적인 나라를 만들어나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의 의의  

-. 이 선언에 대해 종교사회학자 노길명 교수는 당시 한국 현대사나 종교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하였다.31 첫째, 이 선언은 민족 분단과 6.25 전쟁에 대

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렬한 민족자주의식과 주체의식을 표출하였으며, 둘째, 분단의 

논리인 반공을 국시로 삼은 군사정권시대에 항의하며 반공 일변도의 정책을 숙고하게 하였

으며, 셋째, 민족도의(民族道義)를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넷째, 1960년 4.19 혁

명세력의 민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5.16 이후 잠복한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민간 주

도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갱정유도의 실천적 개벽운동 

1) 냉전체제와 민족분단에 대한 민간의 저항운동 

 

* 한국의 개벽종교 전개  

-. 해방이후 냉전체제와 서구 물질문명의 압력을 받아 개벽종교들은 기독교형 종교나 반

공의 종교로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을 거친 다음 남쪽의 종교지형은 일

제시기 ‘문명종교와 민족종교’간의 대립구도가 ‘반공종교와 민족종교’ 간의 대립구도로 한몫

에 전환되고 말았다.  

-. 해방이후 통일교나 전도관 등 기독교계의 개벽종교들의 등장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도 개벽의 종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남북분리 신화를 담고 있

는 반쪽짜리 개벽종교에 지나지 않았다. 

 

* 갱정유도의 개벽운동 

                                                      

31 노길명, <갱정유도의 ‘1965 년 평화통일 선포의 의의’>, <<갱정유도의 ‘1965 년 평화통일 선포’의 50

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갱정유도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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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1951년에 본격적인 행도체제를 갖춘 갱정유도는 개항기 이후 새로운 문명

의 변혁을 통해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개벽종교를 계승한 막내둥이다. 당시 ‘서울시위사건’은 

개벽의 종교답게 민족해원과 개벽의 횃불을 크게 들어 올린 사건이다.  

-. 1960 년대 군사정권시절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근대화(경제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때 남

쪽 사회가 지향하는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주

장한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그것도 근대 사회과학적 사회변혁의 해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유교의 윤리도덕

을 기반으로 해서 반공과 근대화라는 지배이념과 그 체제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는 지

배 권력과 관계없는 민중들의 힘을 담아내는 개벽의 종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 세계평화와 남북화해에 대한 인륜적 기반제공  

 

* 민족종교동체는 항상 후순위  

-. 개항 이후 계속 위기를 맞은 민족공동체는 항시 한반도 민중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

러나 현실의 정치에서 민족공동체는 언제나 부차적인 후순위로 밀려났다. 산업화와 민주화

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탈냉전 시대가 되어도 분단신화는 종북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남

아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시장논리와 민족논리 간의 선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

다.  

-. 더구나 2000 년대 이후 세계화의 유령(幽靈)은 민족(주의)을 한갓 근대의 산물로 규정하

며 무조건 폐기처분하려 든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들은 대거 유포되고 

있다.32  

-. 이들은 민족(주의)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주체(主體)들의 동기화(動

機化) 문제는 전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다.33 그리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개인

                                                      

32 서구의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학자들이 이미 민족(주의)가 필요치 않는 서구에서 진행된 민족담론

들을 인용하는, 그리고 서구적 시각으로 우리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대거  출판되고 있다.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생각의나무, 2009.;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이

대근, <<민족주의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한울 2008. 등의 책들이다.   

33 제국주의 국가는 문화공동체인 민족을 넘어 국가팽창주의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주

의)를 저평가하거나, 상상의 공동체로 보거나, 철지난 근대의 산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베

네딕트 앤더슨, 역자 윤형숙,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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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가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즉 시장근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의

심하지 않는다.34 

 

* 7.4 선언과 6. 15선언  

-. 한편, 갱정유도가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이 발표된 7 년 후 1972 년 남북이 협

의한 <7.4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는데, 당시의 남북공동 선언을 보면, 갱정유도의 동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 2000 년 <6.15 남북공동선언>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의 통일 방안

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는데, 여기서도 구체

적인  내용과 그 실천방안을 제외하면 1965 년 갱정유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

의 원칙과 노선을 조금도 넘어서지 않는다. 오히려 갱정유도의 선언[4대 항목]이 보다 더 포

괄적임을 알 수 있다.   

 

* 갱정유도의 선언은 역사의 이정표  

-. 1965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의 발표에 담긴 자주적 평화통일 원칙들은 동학

이후 지속되어 온 개벽종교의 이상들이었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개벽의 종교인 

갱정유도는 반공을 국시로 삼은 냉전체제의 정권에 대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민족의 평화

통일의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에 나타난 평화와 통일의 원칙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

일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로 이해할 수 있다. 분단 민족(주의)에서 통일 민족(주의)로 가는 

이정표로도 손색이 없는 것이며,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의 윤리적 지침과 기반을 제공했다고

도 볼 수 있다.   

 

5. 결론: 인륜도덕을 통한 실천적인 개벽종교   

  

 이 글은 조선유교의 근대 대응에서 출발해서 갱정유도가 ‘해원과 개벽’의 민중종교로 등

장하는 과정과 갱정유도가 1951년 본격적인 행도체제를 갖춘 이후 걸어온 민중유교의 길과 

평화개벽의 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민중유교의 길은 도덕을 만인에 해원시키는 도덕

해원과 그것을 문명으로 확대 해석한 도덕문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신화인의 춘심을 가

지고 유도세계라는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길이고, 평화개벽의 길은 <평화문>의 사상, 

                                                      

34 장석만, <신자유주의와 종교의 위치>, <<신자유주의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청년사, 2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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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계승한 <44 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선언>의 내용

과 의미를 오늘날 되살려 ‘남북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개벽종교의 실

천으로서, 갱정유도의 만국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종교적 근거와 그 실천방안을 살펴보고, 

그것의 민족사 또는 한국종교사의 의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필자의 주장들

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갱정유도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전통유교이면서 동

시에  민족과 시대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실천적인 개벽의 유교다. 대한

제국 말기 망국을 책임을 덮어쓴 조선 유교는 서구적 근대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주요 비

판대상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다시는 종교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50 년대 ‘해원과 개벽의 옷’을 갈아입고 민중유교로서, 개벽종교의 막내로서 다시 이 땅에 

등장하였다. 이는 갱정유도가 민중의 개벽유교이지만, 고전도덕의 종교로서, 전통유교의 재

흥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도 갱정유도인들은 한복을 고수하고 두발을 보존

하며 도덕문명이 지배하는 ‘유도시대’를 상징하는 ‘봄[春]’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것으로, 갱정유도는 세속이해나 이념을 넘어선, 인륜도덕의 관

점에서 만국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우리의 이정표를 세운 평화와 통일의 종교

라는 것이다. 해방이후 주로 기독교형 개벽종교들이 분단신화에 함몰되어 남북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가운데서도, 1960년대 반공을 국시로 삼은 분단 냉전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

항한 개벽종교다. 또한 분단을 외면하고 조국 근대화에 매진할 때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에 

대해 도덕해원과 도덕문명을 주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는 도덕문명을 통한 민국평화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민족도의를 내세운 통일과 평화의 길이다.   

 

 셋째, 근대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갱정유도의 등장은 한국의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토

착적 근대화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개항기 이후 한반도는 서구 근대화가 줄 곧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직도 민족분단이라는 그리고 서구 근대화라는 근대의 문제를 가지고 

시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과 해결은 바로 서구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근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말하자면 인륜도덕과 개벽의 힘으로 남북분단을 야기한 냉

전체제와 이른바 조국 근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항한 갱정유도의 평화통일운동은 토착적 

근대화의 길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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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갱정유도의 <간판문> 

참고 2, 갱정유도의 <布德文> 

참고 3, 갱정유도의 <平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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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 그리고 근대성-更定儒道의 ‘해원(解寃)과 개벽(開闢)’의 만남을 중심으로 

                                              尹承容(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8, 12) 

 

 

==차 례== 

 

1. 서론 

2. 유교의 근대 대응과 민중유교의 등장 

 1) 유교의 근대 대응양상 

 2) 민중유교의 등장: 갱정유도 

3. 갱정유도: 해원과 개벽의 만남 

 1) 민중유교의 길: 도덕해원과 춘심(春心) 

 2) 평화개벽의 길: 만국평화와 평화통일  

4. 갱정유도의 실천적 개벽운동 

 1) 냉전체제와 민족분단에 대한 민간의 저항운동 

 2) 세계평화와 남북화해에 대한 인륜적 기반제공  

5. 결론 

 

참고 1, 갱정유도의 <간판문> 

참고 2, 갱정유도의 <布德文> 

참고 3, 갱정유도의 <平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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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의 근·현대는 서구의 근대성을 수용하며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기치를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에 저항하며 자생적 근대를 꿈꾸는 민중운동으로 대응하기도 한 격변의 시

기였다. 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의 주장에 의하면, 서구적 근대에 저항한 민중운동들은 대

체로 토착문화를 기본 축으로 하는 ‘토착적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1 그는 토착적 

근대화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를 만들어내려

는 민중운동이라며 여기서 거론되는 토착문화는 서구 세속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토착적 전

통문화이기 때문에 대체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해서 

서구의 근대는 이런 토착적 종교들을 개인의 내면에 가둬두고, 종교의 초월성을 국가의 절

대성으로 포섭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포섭된 근대 국가의 절대성[帝國主義]은 민중의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게 됨으로. 이에 저항하고 또 서구의 근대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2를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종교들3이 서구 근대와 마주했을 때에 민중운동으로 나

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한국에서는 동학(東學)을 비롯한 ‘개

벽종교(開闢宗敎)’의 민중운동들이다.4 본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갱정유도 역시 개벽의 종

                                                      

1 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 <새로운 근대를 찾아서-‘토착적 근대론’의 제안>,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

적 근대화 운동>>,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21쪽 참고. : 재 38회 원불교사상연구 (한일공동)학술대

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2 통칭하여 ‘비서구 근대’ 혹은 ‘자생적 근대’ 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현재 다양하

게 논의되고 있다. 이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토착적 근대’(가타지마 기신(北島義信)), ‘대동적 근

대’(김창규, <<중국의 근대와 근대성>>, 경인문화사, 2018), ‘유교적 근대’(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유교적 근대론과 한국사 연구> 제 12차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 콜로키움, 2018), ‘영성적 

근대’(조성환, << 한국의 근대 탄생>>, 모시는 사람들, 2018),  

3 기타지마 기신은 토착적 종교에는 서구 근대성과는 다른 ‘무한하게 이어지는 상호 연관성, 차이와 

평등의 공존, 비폭력 평화주의, 세속적 정치권력의 상대화, 타자에 대한 존경, 현재과거미래의 미분

리성, 안으로부터 열리는 영성 등과 같은 관념들이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 

위의 글, 21쪽) 

4 최근 동학을 비롯한 개벽종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종교의 특성, 나아가 한국적 근대 내지 토착

적 근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개벽종교의 종교적 특성을 근대적 가치를 수

용한 근대종교로서, 민중의 고난과 삶을 담은 종교이자 근대 개혁된 전통종교나 서구 문명종교와는 

다른 한국의 제3의 자생적 근대종교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윤승용, <<한국의 신종교와 개벽사상>>, 

모시는 사람들, 2017. 264-274 쪽), 또한 조성환은 동아시아의 ‘개벽과 근대’를 논하면서 서구의 근

대가 아닌 한국적 근대에 대한 특성을 동학의 개벽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한국적 근대의 특성을 

동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며, 동학의 ‘민중도덕과 살림영성’을 지적한 다음, 서구의 이성적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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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서 서구 근대가 만든 냉전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 즉,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세상

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남

북정상회담’과 이어 6 월 12 일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는 1947 년 3 월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5을 발표한 이래 한반도에 형성

되었던 냉전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남북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 차원

은 물론 민족사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아직 진행 중이라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일단 이전의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6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냉전시대 민간차원

의 종교계 평화통일운동을 한번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방이후 미소냉전체제의 도입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일본은 전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7 분단된 남북은 양 진영의 최선봉에 서서 동족 간 대리전까지 치러

야 했으며, 이후 냉전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적대적 분단신화는 체제 내화(內化)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평화통일논의는 남북 민중이 배제된 채 패권 국가들과 지배 권력 중심

                                                                                                                                                            

와 한국의 영성적 근대를 구분하고 있다.(조성환, <개벽과 개화: 근대한국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

가?>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76-82쪽.)     

5  2 차 세계대전 말미에 소련은 동유럽지역에 공산정권들을 수립시키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위성국가

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47 년 3 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발표하고 반공노선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세계 정치질서는 미소냉전체제로 돌

입하게 되었다. 1947년 8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소련은 11 월 18 일 북한에 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같이 세계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분할되

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38°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가 1948년에 8월 15일 수립되

었다.  

6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

까지도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북제재라는 현실 벽에 직면해 있을 뿐

이지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거대한 동력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

와 다른 차별적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안보와 교류협력이 같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교

류협력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안보가 더 빨리 가고 있다. 둘째는 과거에는 남북관

계는 개선되는데 북미 적대관계는 그대로였으나 지금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가고 있다

는 점이다.  

7 1945 년 포츠담 회담과 1947 년 파리 협정을 통해 패전 독일의 전후처리에 대해 연합국과 추축 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전후질서가 확립되었으나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

의 경우유럽과 달리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봉합되고 말았다. 미국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를 중단하고 미국의 동맹국으

로 격상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와 동중국

해, 남중국해 등의 영토문제, 과거사 문제 등이 모두 미완의 영역으로 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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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민족공동체의 입장이 아니라 분단국가주의 입장에서, 남북이 적대

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에서, 그리고 타자를 배제하는 세속적인 이해나 자체 모

순을 가진 세속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패권국가나 지배권력 중심의 

이러한 분단국가주의나 세속적인 이해나 이념만으로는 평화통일의 진정한 논의는 불가능했

다. 여기에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강대국들의 한반도의 분단 관리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

이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민족분단의 거부운동이 아애 없었던 것은 아니다.8 하지만 그것은 

1948 년 분단 초기에 일어났다가, 지배 권력의 극심한 탄압을 받아 한국전쟁 이후에는 거의 

소멸하고 말았다. 이는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일제강점기까지는 개벽종교들이 새로운 문

명의 전환을 통한 한반도 중심의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민중운동[開闢運動]을 담당해왔다. 그

러나 해방이후 개벽종교들은 대부분 친미분단 국가체제에 공조(共助)함으로써 개벽종교의 

본래적 이상을 외면하고 도리어 승공통일(勝共統一)을 표방하였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더

욱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해방이후 냉전체제에 대한 거부한 종교들도 적

지 않았다.9 그러나 이들 세력들은 냉전체제가 폭발한 1950 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소멸하고 만다. 이후 1960 년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4.19 혁명이 있었으나 그 혁명은 반체제

(反體制) 성격의 민중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61 년 5.16 군사정변 이후 냉전체제에 저

항한 반체제 성격을 띤 평화통일운동은 사소한 개별사건은 없지 않았지만10 종단차원에서

는 갱정유도(更定儒道)가 유일하다.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개벽종교들은 근대 민중운동의 산실로, 문명의 전환[開闢]을 기대

하면서 광제창생(廣濟蒼生)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외친 인류평화의 종교이자 동시에 민족

자존의 종교였다. 이들의 주장은 근대 ‘조선의 민족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11 그리

고 조성환은 서구적 근대의 개화와 자생적 근대의 개벽을 대비하며 개벽의 특성들을 다음과 

                                                      

8 1948 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현실화되자 제주에서는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 정부 수립

을 주장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바로 제주 4·3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서 수많은 일반양민이 학살되었다. 또한 연이어 여수·순천 10·19 사건이 1948 년 10 월 19 일 밤 8

시에 일어났는데, 이는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지역 주둔 군대 내부의 좌익 세력

들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반대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9 대표적으로 대종교의 분단반대 운동과 천도교의 ‘3.1재현운동’을 들 수 있다.  

10 대부분 간첩단 사건이거나 북한의 고무 찬양죄에 의한 개별적인 사건이다. 비교적 큰 집단적인 사

건으로는 1965년 도종예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 사건’ 정도다.    

11 윤이흠 <한국민족종교의 개벽관의 종교사적 의의>, <<민족종교의 개벽사상과 한국의 미래>>, 한국

민족종교협의회, 2004. 441-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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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명하고 있다.12 개벽파들은 19 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반까지를 조선 문명의 대전

환기로 인식하고, 사상적으로는 성인의 교화에서 민중의 자각으로, 사회적으로는 서열화된 

신분사회에서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정치적으로는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민중에서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으로 전면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서구 근대-문명개화와 

식민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모해 왔다.13 사회의 변혁을 주도한 다시개벽(東

學)과 역수개벽(正易), 근대 문명개화의 영향을 받은 삼계개벽(甑山敎), 개천개벽(大倧敎), 문

명개벽(天道敎), 3.1운동 이후 문화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개벽(天道敎 新派), 이에 반해 조화

정부를 기대한 복고개벽(普天敎), 물질개벽에 대응한 정신개벽(圓佛敎), 도덕문명을 지향한 

유도개벽(更定儒道) 순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갱정유도(更定儒道)는 주로 해방 이후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막내둥이에 해당된다. 당시 갱정유도는 민족분단과 지배체제에 공개

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국평화와 민족통일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은 갱정유도의 그런 저항정신과 실천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 가, 그리고 그런 저항의 힘은 인륜도덕과 개벽에서 나온 것이 아닌

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2. 유교의 근대 대응과 민중유교14의 등장 

 

1) 유교의 근대 대응양상 

  조선의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위로는 국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

기까지 국가의 삶과 운명 전체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

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명해 주는 우주관이기도 했으며,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예교

(禮敎) 체계이기도 했다. 그러한 유교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조선인의 세계관과 사회제도, 

그리고 삶의 방식과 지식체계의 표준으로 군림하던 통합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천인합

일(天人合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기심성론(理氣心性論)적 해석을 통해 천지인[天理·地理·

人事]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종합적인 인식체계였으며, 개인의 내적 수양[內聖]과 사회적 

                                                      

12 조성환, <<한국의 근대 탄생>>, 모시는 사람들, 2018. 18쪽 

13 윤승용, <<한국 신종교와 개벽사상>>, 모시는 사람들, 2017. 277-278쪽 

14 신분적인 질서를 안착시키는 양반의 유교가 아니라 민중들이 수용한 민중의 유교를 말한다. 여기

서는 민중의 해원과 개벽을 지향하고 있는 유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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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外王]을 일치시키고 각종 의례(祭祀)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던 종합적

인 신념체계(信念體系)였다.15  

  그러나 개항 이후 현대 세속사회를 지배하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교체되면서 전통적 유

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합적 세계관을 지닌 신념체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서구 근대성 이식과정에서 세속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문명종교’의 개념16과 종교와 미

신을 구분하는 ‘과학-종교-미신’ 담론17은 전통적 유교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천지인의 통합

적 성격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유교 신념체계들은 해체 분절

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 가운데 천인합일론, 점성술 등은 비과학적이라는 규정 아

래 전면적으로 폐기되었고, 천문역법, 자연관 등은 근대과학의 해당 분과에 의해 근대적 내

용으로 대체되었으며, 이기론, 심성론 등은 동양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근대학문 분

과 속에 편입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유교는 근대과학의 논리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면서 

마침내 종교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상실하고, 동양철학, 전통문화, 인륜도덕 등의 이름으로 

잔존하게 되었다.18  

  당시 유교의 실질적인 사제(司祭)이자 국가사회 지도층이었던 유림(儒林)들은 위기에 처

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대 유림들의 대웅 양

상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척사의 유교, 개화의 유교, 

개벽의 유교가 그것이다.19 외세를 저지하고 전통적 체제를 수호하려는 개항기의 척사유교, 

근대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실력양성론을 주장한 애국계몽기의 개화유교, 새로운 문명의 

전환과 도덕해원(道德解寃)을 통한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해방이후의 개벽유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척사유교와 개화유교는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한 양반층의 대응방식이었다면, 개벽

유교는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민중의 대응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척사유교는 반외세 성향이 

강했으나 국망(國亡)으로 인해 거의 소멸되었고, 개화유교의 일부는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

                                                      

15 김호덕, <20 세기 초 근대과학의 수용과 유교의 위상변화>, <<한국종교문화: 전통과 변용>>, 2018 

캐나다 UBC 국제회의 자료집. 2018.7, 21쪽.   

16 문명종교의 개념은 근대기획과 근대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종교의 중심축은 문명종교와 

세계종교다. 그러나 세계종교 개념은 문명종교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2 차적

인 개념이다.(윤승용(2017), 앞의 책, 36-40쪽)  

17  과학-종교-미신 담론은 정교가 분리된 세속국가의 종교통제 시스템이다.(윤승용(2017), 같은 책, 

47-49쪽) 

18 김호덕(2018), 앞의 논문, 34쪽. 

19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근대 대응을 척사와 개화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적인 근대를 

개벽에 근거를 두고 논하면서 한국적인 근대 대응 방식의 하나로 개벽을 추가하고 있다.(<<근대 한

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 재 38회 원불교사상연구 (한일공동)학술

대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의 목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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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해외 독립운동으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유교는 일제가 조선통치를 위해 유교단체를 

다시 재건하였으나 이는 조선의 유교라고 보기는 어렵다,20 그리하여 한 동안 사라진 조선

의 유교는 1950년대 민중의 유교로 변신하여 우리사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척사의 유교는 인간과 금수를 구분하는 금수론(禽獸論)을 주장한다. 서양의 문명은 유용

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윤리도덕이 없는 금수와 같은 존재들이므로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리학을 정학(正學)으로 믿고 다른 사상은 사학(邪學)으로 배척하였

다.21 서학과 외세에 저항하고 전통적 신분질서를 수호하려고 한 것이다. 소중화(小中華)의

식과 벽이단론(闢異端論)에 기초한 것이다. 대체로 이황(李滉, 1501-1570)의 주리철학(主理哲

學)의 영향을 받았고,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주장하며 의병활동을 주도하다가 일부는 무장독

립투쟁에 참여한다. 이들은 1860 년대 대외통상을 반대하고, 1870 년대 왜양일체론(倭洋一體

論)을 주장하여 개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1880년대 김홍집(金弘集,1842 ~ 1896)이 수

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들여온 <<조선책략(朝鮮策略)>>22의 영향으로 이를 반대하는 영

남 만인소사건(萬人疏事件)을 일으켰으며, 1890년대 을미의병 등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여

기에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이항로 (李恒老, 1792-1868), 기정진(奇正鎭, 1798-1879), 최익현

(崔益鉉, 1833-1906)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전통적 유교의 교조적인 계승자들이다.   

  개화의 유교는 이미 서구의 문명개화가 대세이니, 서구적 근대를 수용하는 것이 세계 

대세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흐름은 유교의 근대화, 즉 유교의 문명화 혹은 

종교화로 이어졌다. 이 같은 유교의 근대화운동은 개혁유교와 교회유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혁유교는 사회개화의 일환으로서 유교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반면 교회유교는 유교의 개

혁을 통해 근대종교23로서 자리잡고자하는 시도였다. 말하자면 개혁유교는 전통적 유교를 

                                                      

20 일제가 조선통치를 위해 전통유교를 대동학회나 공자교, 경학원 유교, 황도유교 등으로 다시 재건

되긴 했으나 조선인이 자주적으로 재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척사유교’의 소멸로 표현

하였다.(김순식, <<근대유교개혁론과 유교의 정체성>>, 모시는 사람들, 2016, 13-23쪽 참고)  

21 19 세기 이후 불교, 도교, 풍수사상 이외 천주교와 서양의 문물 및 제도를 포함해 성리학과 다른 

유학의 흐름인 양명학, 근대 민중종교의 효시인 동학도 척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척사위정에 대한 

문명사적 의미는 (박정심, 「근대 위정척사상의 문명사적(文明史的) 함의(含意)에 관한 연구-유학적 

도덕문명(道德文明) 과 서구적 근대문명의 충돌적 만남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32권, 2009. 

440-441쪽을 참고).   

22 청국인 황준헌(黃遵憲)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일본, 청국 등 동양 3 국의 외

교정책에 대해 서술한 책으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조선의 외교정책이 핵심 내용이다. 황준헌

은 러시아가 드디어 조선까지 탐낸다고 하면서, 조선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책략은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하여 자체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근대종교’는 서구 개신교를 모델로 한 근대적 종교개념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전통적인 敎와 다

른 근대의 宗敎들이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종교와 세속의 분리, 합리적 과학의 지배 등 근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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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해 사회 문명화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유교는 유교자체에 대한 개

혁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개혁유교는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추진한 대동교운동24에서, 교회유교는 이병헌(李炳憲, 1870-1940)이 추진한 공

자교운동2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중국의 캉유웨이(康有爲)의 공교운동

26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그렇지만 전통유교를 개혁하자는 데는 일치하였으나 유교개

혁의 방향이 서로 달랐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당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교 자체가 

망국종교로 인식되어27 유교개혁의 동력은 상당기간 유실되고 말았다. 특히, 유교의 종교화 

운동을 한 이병헌의 공자교운동은 1925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28 

  개벽의 유교는 유교적 전통과 민중적인 개벽이 결합된 새로운 민중의 유교를 말한다. 

다른 개벽종교에 비해 개벽의 유교가 상당히 늦게 등장한 것은 조선사회를 지배했던 유림들

의 전통적 유교가 어느 정도 해체되고, 문명의 전환과 지상천국을 지향하는 개벽의 틀이 식

민지사회 민중운동의 주류로 등장했을 때야 비로소 그 성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860년 

동학이후 등장한 많은 자생종교들은 개벽의 이상을 담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

을 주장하면서, 민족의 위기의식과 미래 지상천국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道德, 科學, 修鍊 등]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학(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상황에 맞춘 종교들이다.(윤승용, <동아시아 종교의 근대화과 그 한계 - 동아시아의 민중 종교를 중

심으로 ->. <<한국종교>> 43집, 1918. 87-121쪽 참고) 

24 박은식과 장지연 등이 1909 년 친일유교단체인 ‘대동학회(大同學會)’(뒤에 공자교로 개칭)에 대항하

여 조직화한 유교운동단체다. 박은식은 양명학과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종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

추어 계발한 유교개혁사상을, 그리고 장지연은 공자의 탄일(誕日)의례와 문묘(文廟)의 석전(釋奠)의

례 및 제천(祭天)의례를 비롯한 황제의 의례 등 의례의 재정립을 통한 유교적 실천의 활성화를 각

각 추구하였다. 여기서 ‘대동교’라는 명칭은 강유위의 대동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36-238쪽 참고)  

25 이병헌은 중국의 강유위를 5차례나 찾아가 그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제자가 되었다. 1923년 ‘공

교회 조선지부’의 교회로서 배산서당(培山書堂)을 경남 산청에 지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지방의 유

림들의 반대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43-246 쪽)  

26 한말과 일제시기에 유교의 종교적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중국의 강유위-진환장이 주도

한 공교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유교의 개혁론을 공교운동이라고 한다. 공교운동은 크게 두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1913 년 이승희가 주도하여 진환장의 북경공교회와 연관을 맺으며 만

주 지역 한인 동포들을 조직하여 수립한 ‘동삼성한인공교회(東三省韓人孔敎會)’요, 다른 하나는 

1923 년에 이병헌이 주도하여 국내에서 일으켰던 유교의 종교조직으로서 경남 산청의 ‘배산학당(培

山書堂)’이다.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39-243 쪽)  

27 장석만, <돌이켜 보는 “망국의 종교”와 “문명의 종교”>,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비평사, 2001. 

203쪽 

28 김순석, <<근대유교개혁론과 유교의 정체성>>, 모시는 사람들, 2016.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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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개벽의 종교들은 문명전환을 전제로 그 속에 시대적 과

제를 담고 있으며, 종교적인 면에서는 유불선 삼교와 서학을 모두 흡수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교적 민

중도덕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유교적 사상과 규범을 종교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아

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논하고 하는 갱정유도는 전통적인 유교가 신앙의 기본을 이루고 있

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통적 유교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인

륜도덕을 더욱 강화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유교의 개벽종교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2) 민중유교의 등장: 갱정유도 

 갱정유도는 도조 강대성(姜大成, 1890-1954)에 의해 1929 년 ‘봄시절 개벽과 도덕해원(道

德解寃)’을 기치로 하여 창도되었다. 1942 년 진안 운장산에서 나온 도조 강대성은 회문산 

도령동으로 옮겨 최초의 성당을 짓고 28 자로 된 교명간판(時運氣化儒佛仙東西學合一大道大

明多慶大吉儒道更定敎化一心)을 세우는 한편 복희역(伏羲易)의 하도(河圖)에 근거한 선천(先

天)의 도기(道旗)를 제작하여 게양하고 태극기건립강선가(太極旗建立降仙歌)를 불렀다고 한

다. 한국전쟁 때 본부 성당을 남원 천거리로 옮겼다가 다시 1951 년 2 월 김제군 광활면 학

당리로 옮겨 갱정유도의 간판을 다시 세우고, 도기(道旗)를 게양하여 본격적인 행도체제(行

道體制)30를 마련하였다.   

 갱정유도의 도리(道理)는 생사교역(生死交易)과 누건수(淚巾水)도리에 근거한다. 생사교역

이란 천지(天地)가 거꾸로 지천(地天)이 되었다가 다시 천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선천세계(先天世界)가 그 기운이 다하고 노쇠하여 혼돈의 세계로 변화한 것을 본래적인 

선천세계로 돌이킨다는 개벽의 의미를 가진다.31 이러한 천지의 변혁을 인도할 책임을 맡은 

이는 도조 강대성과 그의 처자식이며, 이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는 뜻을 담은 교리가 누

                                                      

29 정규훈, <한국민족종교에 미친 유교의 영향 : 동학·증산교·원불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2. 28쪽. 

30 갱정유도는 도(道)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지 않고 도리(道理)라

고 하며, 그 실천을 행도(行道)라고 한다. 제반 사회활동을 포덕(布德)이라고 한다.  

31 갱정유도에서는 선후천을 다른 개벽종교에 비해 특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천개벽을 

지향하는 종교가 많으나 갱정유도는 본래 세계로 돌아가는 선천 양도시대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 

선천을 활용해서 선천의 도기를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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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도리이다. 32  이런 내용을 수록한 주 경전이 <<부응경(符應經)>>이고, 그 핵심 내용은 

‘해인경(海印經)’이라는 짧은 주문33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천지의 기운이 서로 바뀌는 시

대가 올 것이니 천지만물과 화합하고 천지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끝내 지상천

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54 년 도조 강대성이 선화(仙化)한 후 2 세 교주 김갑조(金甲祚,1933-1979)가 도맥(道

脈)을 이었다. 그는 오늘날의 갱정유도의 교학과 실천세계를 세운 실질적인 중흥주(中興主)

다. 포덕, 교화, 인재양성의 사업에 정진하여 도세(道勢)가 50-60 만 명에 이르게 했다고 한

다. 이런 도세를 바탕으로 1965 년 ‘서울시위사건’ 이후 1984 년 ‘남북통일·세계평화 기원대

제’나 1985년의 ‘도의앙양강연회’와 1995년의 ‘도덕성회복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김갑조는 도주 강대성이 주장한 도덕해원이 없고는 세계평화도 없다면서 ‘영신당(도주 

강대성의 호)의 도덕(道德)으로 체(體)를 삼고, 공맹(孔孟)의 인의(仁義)로 용(用)을 삼아야 한

다’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서당을 갱정유도의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켰다.34 서당에서는 <<

사자소학(四字小學)>>을 마치면 <<효경>>과 <<강륜보감>>을 공부하고 사서삼경(四書三經)

을 읽은 다음, 갱정유도의 기본경전인 <<부응경>>을 공부한다고 한다. 서당형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타산적인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중심의 현대 교육이 인간 본성[天心]

을 해치고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륜보감(綱倫寶鑑)>>을 저술했다.35 이 책은 인륜과 

도덕이 타락한 사회적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삼강오륜(三綱五倫)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유교 교재인 <<소학(小學)>>의 내용을 많이 원용하고 있으나 <<소학>>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소학>>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국한문 혼용

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모든 내용이 8 자를 기준으로 하는 가사체로 편찬되어 있어서 중

중모리 박자에 맞춰 춤과 노래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대, 민중의 유교에 맞

는 초보자 교재라고 할 수 있다.   

                                                      

32 누건수 교리는 세상을 구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자니 죽고 사는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것이므로 

그 슬픔에 부부자 3 인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흘린 눈물을 수건으로 짜 모으니 각기 

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여 형성된 것이다.   

33  ‘해인경’이란 ‘우성재야천지부모궁을합덕음시감혜일심동력세계소립오주소립(牛性在野天地父母弓乙

合德吽時感惠一心同力世界所立吾主所立)’의 28자 주문을 말한다. 

34 <<갱정유도 개설>>, 갱정유도성당, 1989. 193쪽. 

35 “綱者난 古今之承綱이며 倫者난 古今之人路를 常倫也라. 故로 無綱無倫이면 古今之人路를 永絶하

나니 萬世大昌을 何敢望乎아? 此世當患홈은 父不父·子不子·君不君·臣不臣하며 夫婦無別하고 朋友無

信하야 近於無綱倫之然故이리니 無綱이 可乎아, 有綱이 可乎아? 有綱이면 有禮也니 皆在此書하야 

自是로 入禮하거늘 百姓은 古今通路를 庶幾無差하리니 禮士난 求禮勸善하며 序하노라.”(<綱倫寶鑑 

序文>, <<萬民解寃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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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갱정유도는 전통적 유교와는 다른 개벽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식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불선동서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

상과 실천을 인간의 삶의 길인 도(道)36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고 있다. 그러기에 종단의 

명칭을 ‘유교를 다시 바로잡는다는 ‘갱정유도’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칭의 주

요 문구(文句)인 ‘시운기화(時運氣化)’와 ‘유불선동서학합일(儒佛仙東西學合一)’은 종단의 사

상적 지향과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운기화’는 개벽의 때를 맞으니 새로운 세상

의 봄소식[天地運數]이 온다는 것이고, ‘유불선동서학합일’은 유도·불도·선도 그리고 동학과 

서학의 합일(合一)을 의미한다. 이는 갱정유도가 기존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합일함으로써 

향후 개벽의 시대에 크게 번창할 새로운 대도(大道)임을 보여 준다.    

  먼저 유불선의 합일은 천선(天仙)·지불(地佛)·인유(人儒)의 합일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천부(天父)·지모(地母)·인자(人子)의 합일과도 통(通)한다. 이런 합일에는 기존의 사상들을 단

순히 종합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의 후천(後天) 음도시대를 새로운 선천(先天) 양도시대

로 전환하는 개벽의 의미가 들어 있다.37 다음은 ‘동서학합일’에서 동학은 동양에 더 큰 장

점이 있는 정신과 도덕에 관계된 가르침 일체를, 또 서학은 서양에 더 큰 장점이 있는 물질

과 기술에 관계된 가르침 일체를 뜻한다. 이때 동양의 정신・도덕문명은 양도시대를 대변하

고, 서양의 물질・기술문명은 음도시대를 대변한다. 따라서 ‘동서학합일’은 정신・도덕을 기

반으로 한 동양의 문명과 물질・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양의 문명이 합일된 새로운 문명의 새 

시대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유불선동서학합일’은 마치 양의 계절인 봄・여름이 가고 음의 계

절인 가을・겨울이 끝난 다음 다시 새로운 봄이 오는 것처럼, 노천노지로 표현된 후천의 음

도시대가 가고 신천신지로 표현된 선천의 양도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開闢]을 표현한 것

이다.  

  또한 유불선동서학이 합일한 새로운 유도는 양반층의 전통의 고전적 유교가 아니라 도

덕해원을 담은 전혀 새로운 민중의 유교다. 이 민중유교는 인륜도덕을 중심으로 이전의 전

통적 유교에 도덕을 더욱 강화하고, 인륜인 도덕(道德)과 종교적인 해원(解寃)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덕해원의 종교가 되었다, 이에 도리(道理)의 차원에서 보면, 도덕지상주의의 종교

같이 보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천상일기(天上一氣)를 재생시키고 도덕을 만민에 해

원시켜 누구나 성인(聖人)과 같이 도덕을 실천하여 이 땅에 도덕문명을 꽃피우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갱정유도는 천지인(天地人)의 합심, 즉 신도와 인도가 합일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

                                                      

36 도는 체(體)에 해당하는 하늘의 도리이고, 덕은 땅에서 인간이 도를 이루는 것으로 도의 용(用)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덕’을 의미한다.    

37 선・불은 음도(陰道)시대를 대표하고, 유도는 양도(陽道)시대를 대표한다는 것은 갱정유도가 선·후천

의 시대를 인식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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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천인합발(天人合發)과 천지인(天地人)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해원상생(解寃相生)을 

지상의 도덕세계(道德世界)로 가는 방법으로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전통적 유교도 아니고 도

덕의 종교도 아닌 새로운 ‘해원의 종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갱정유도는 개벽의 종교만이 

아니라 해원의 유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볼 때, 갱정유도는 선불과 대립하는 공맹의 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이 합일한 유도, 더 나아가 동서학을 합일한 유도다. 신도와 인도의 결합, 즉 유불선

이 합일한 ‘새로운 유도’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갱정유도의 유도는 유불선뿐만 아니라 서양

의 서학과 동양의 동학까지 모두 아우른 새로운 ‘유도(儒道)’이면서 동시에 ’개벽의 종교’이

고 해원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38  

 

3. 갱정유도: 해원과 개벽의 만남 

 

1) 민중유교의 길: 도덕해원과 춘심 

 갱정유도의 ‘도덕해원’은 천상일기(天上一氣)가 인간에 해원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

천노지를 신천신지로 변혁하는, 즉 ‘개벽’하는 단초(端初)가 된다. 도덕해원(道德解寃)이란 

원래 도덕이 원한이 맺혀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다. 이는 제성(諸聖)·제불(諸佛)·제선(諸仙)·충

효열(忠孝烈)·도덕선심(道德善心)이 인간 세상에서 실현되지 못함으로 해서 재생(再生)을 기

다리는 천상일기도 원한이 맺히게 되고 세상의 억조창생들도 도탄에 빠지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에 반해 도덕이 해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는 천상에 있던 제성·제불·제

선·충효열·도덕선심이 인간 세상에 실현됨으로써 천상의 일기도 원한이 풀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억조창생들도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간 세상에 

해원(解寃)되는 일기(一氣)는 모두 인간 세상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인륜도덕 가치들이다. 

그러나 지난 시대에는 이러한 가치들이 모두 인간세상으로부터 존숭되고 실현되기보다는 도

리어 핍박받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는 그러한 가치

들이 다시 회복되고 존숭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천상에 머물러 있던 일기를 인간세상으로 

해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39  

  갱정유도의 도덕문명은 도덕해원을 문명사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그 문명은 대립

과 분열의 상극문명을 극복하고 화합과 공존의 상생문명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김갑조는 

                                                      

38 西洋西學 東洋東學, 更生一氣 合心이네. 出入東西 來往之路, 合心하니 儒道로다.(<<豈敢忘聖人之恩

德고>>, 符應經 上) 

39  천상일기(天上一氣)가 해원이 되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만선도회처(萬仙都會處)라고 한다. 이것을 

갱정유도에서는 선당궁이라고 하는데, 이 선당궁이 갱정유도의 신앙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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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년 천명을 받아 저술한 <유불선이 합일한 봄 시절: 즉 44 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

>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제시하였다. “양도 춘하(春夏)시절에는 천당에 갔던 요·순·공

·맹·수운·증산·서양 예수·석가여래·노자·구험(寇譣) 등이 낱낱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니, 이 시

절이 유도세계요, 그러면 도덕문명이 될 것” 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덕문명이 형성되면 1) 

도덕선심이 해원(解寃)될 것이며, 2) 평화·통일을 볼 것이며, 3) 아울러 모든 진리가 화합[道

合]되고 종교가 화합[敎合]되고 사람들이 화합[人合]되고 마음마다 화합[心合]될 것이니, 이 

땅은 곧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40 말하자면 만국평화와 남북통일은 물

론 모든 종교와 이념 그리고 인종과 개인의 심성(心性)까지도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지

상천국과 지상극락이 될 것이고, 그러한 지상천국 실현은 지난 세기의 서양 과학문명만이 

아닌 새로운 세기의 동양 도덕문명을 알아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선도적 

역할을 했던 과학문명만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며, 새로운 도덕문명을 추구함으로써만 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갱정유도는 ‘도덕해원’과 ‘도덕문명’을 실현하여,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인 ‘유도세계’를 

지향한다. ‘도덕해원이 종교적 지향점이라면, 도덕문명은 유도세상으로 가는 실천적 지향점

이 된다. 이 도덕문명은 하늘 또는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명이다. 유도의 시대는 천지인(天地人)의 인도(人

道)의 시대이고, 유불선(儒彿仙)의 유도(儒道)의 시대다. 여기서 선(仙)과 불(佛)은 하늘과 땅

이며, 유(儒)는 사람이다.41 사람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천지(天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

다.42 또한 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선·불을 가리켜 ‘신도’라고 하고, 반면 현실 속에 도가 실

현되도록 가르치는 진리가 유도이므로, 도가 사람에게 내려와 있는 유도를 ‘인도’라고 하였

다. 그러나 오는 세상, 즉 유도세계(儒道世界)는 바로 ‘신도와 인도를 합한 것’이라고 하였

다.43 그는 천변(天變)으로 인한 신천신지(新天新地)가 도래하는 것에 못지않게 인간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는 인변(人變)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44 이 인변에 참여할 수 있는 신인(新

                                                      

40 <儒佛仙이 合一한 봄 時節: 卽 四十四世紀 道德文明으로 萬國平和>, <<萬民解寃經>>,  25쪽 

41 선(仙)과 불(佛)은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귀최령한 것은 성인

(聖人)이다. 그러므로 유(儒)이니, 유란 하늘과 땅이 낳은 것이니라.(<僧道覺世文>, 符應經 上)  

42 <再生說花開結實>, 符應經 上 

43 神道는 仙佛이니 仙佛에는 사람이 없고 단지 귀신만이 있어 밤 세상에 행하느니라. 그러나 어찌 

人道를 잊겠느냐. 人道란 儒道이니, 儒道는 지난 시대의 썩은 儒道가 아니고 오는 시대의 새로운 

儒道이니, 어떤 이치이냐 하면 神과 人의 道가 합한 것이니라.(<<受福大吉知春生傳世文>>, 符應經

上) 

44 천변(天變)이 있었기 때문에 인변(人變)이 일어나니, 천인합발(天人合發) 이 운수(運數), 만변정기(萬

變定基) 뉘 알소냐(<何性不知自爲弄言第 2經說>, 符應經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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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을 갱정유도에서는 신화인(神化人)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화인이 될 때 음도의 상

극시대를 마감하고 양도의 상생시대인 유도의 세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유도의 세계는 일기가 재생하는 해원의 세상, 즉 유불선이 합일한 ‘봄’ 시절을 

말한다.45 하늘은 가을과 같이 숙살의 계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

니라 반드시 소생의 계절인 봄을 마련한다. 이는 천지(天地)가 영원히 생생(生生)과 상생(相

生)을 본의로 하기 때문이다. 갱정유도에서는 이러한 우주 자연의 원리를 ‘천지(天地)의 춘

의(春意)’라고 하고,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는 인간의 마음 역시 천지의 춘의를 어어 받은 

마음을 ‘춘심(春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춘심은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인간의 본질적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갱정유도에서는 춘심을 가지는 자는 천

지의 도를 위주로 행하는 자라고 하였고,46 그러지 못하는 자는 이런 춘심에 근거한 도덕에 

무지하거나47 이 춘심을 도외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8  

  또한 도덕문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본마음만 보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

든 사람이 천심을 가진 신화인이 되고, 그들의 도덕적인 실천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

간이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길은 천기(天機)를 알아 때[時運]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천지부

모를 믿고 스스로 수련에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도덕적 실천의 마음도 역시 춘심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자면 천지의 춘의[天意自然]가 사람에게서 춘심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

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해 생생과 상생의 마음[春心]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춘심은 

온 세상 모든 존재가 천지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고49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충돌하는 상극이 아니라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50 천심(天心)으로서의 마음은 도덕실천의 주체인 신화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춘심(春心)으로서의 마음은 도덕적 실천 즉, 세상을 상생으로 이끄는 원동

력이 된다. 인간이란 본래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고 수양하는 사람이며, 도덕문명의 세상이

                                                      

45  한재훈, 「갱정유도의 ‘도덕문명’에 대한 시론: 대안문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신종교연구』 24

집, 한국신종교학회, 2006. 200쪽 

46 “道者는 春心爲主者道也니, 無春而有道乎아.”(<受福大吉知春生傳貰文>, 符應經 上) 

47 “善心生生一般道德, 봄春字의 道德이라. 봄春字 春心마음, 뉘善心이 春心없이 道德인가.”(<해몽선인

일기가 뭔소리>, 符應經 上) 

48 <슬프다 이 말 노래여>, 符應經 上 

49  同胞同胞 우리형제 同胞라니 뮌말인가. 道德同胞 父母뱃속, 天地陰陽 생긴 子孫(<天地人貴賤序>, 

符應經 下) 

50 自西洋으로 지어 東洋까지라도 基本즉 一天下之人이라 ... 同父母之恩德으로 同胎兄弟 一天下之中

人이로다. 마자 마자 相剋怨讐 짓지말자, 하자하자 어서하자 兄弟和陸 어서하자  天下中人生들아 

相生運數 어서하세 (<天心經 第 1篇>, 符應經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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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이런 사람들이 문명의 주체가 되는 세상이다. 김갑조가 도덕문명의 본원은 천심(天心)이

라고 말한 것도 비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한 말이다.51  

 

2) 평화개벽의 길: 만국평화와 평화통일 

  도덕해원을 통한 세상평화를 주로 담고 있는 글이 <평화문(平和文)>이다. 이 글은 평화

에 대한 갱정유도의 종교적 이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도조 강대성이 1951 년 음력 11 월 

초 직접 쓴 글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글을 내보이면서  ‘평화는 앞으로 이 글대로 될 것

이네’라고 했다고 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평화이므로, 우리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 역시 평화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 <평화문>은 ‘천주(天主)께서 평화하

라는 글이시니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는 하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글임을 보여준다. 

갱정유도는 이 글을 바탕으로 포덕을 전개하는 한편, 여기에 근거한 시대적 대처 방안들52

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1953 부터 국내외 요로에 세계평화하실 대성인의 출현을 알리는 

포덕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다가 결국 1954 년 이른바 ‘대화중흥국사건’으로 도조 강대성

이 선화하기에 이른다. 갱정유도의 이러한 모든 노력은 <평화문>의 사상을 세상에 펼치기 

위함이었다. 김갑조 역시 처음 포덕을 전개할 때 이 사상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후 그가 발표한 1958 년의 <유불선이 합일한 봄 시절: 즉 44 세기 도덕

문명으로 만국평화>(이후 ‘44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로 약함)이나 1965년의 ‘서울시위

사건’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선언> 등도 모두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김갑조는 1958 년 포덕을 위해 상경하던 중 불심검문에 걸려 병역기피자로 연행되어 서

대문 형무소에 4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수감 도중에 하늘의 명을 받아 <44세기 도덕문명으

로 만국평화>를 저술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덕해원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가 잘 나타나 있다. 만국의 평화는 유불선이 합일한 봄 시절의 44세기 도덕문명으로써 가

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글에서 다가올 44 세기는 도덕문명의 세기가 될 것이며, 

그 때는 유도세계라고 하는 지상천국과 지상극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여기 ‘44 세기’

는 단기(檀紀) 4300년대를 지칭하는 말이며, 특히 4320년을 하나의 주기로 순환하는 우주자

연의 운수에 비추어 새롭게 도래하는 만국평화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런 새 봄을 맞이하는 

단군시대(檀君時代)의 번영을 4321 년(서기 1988 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하는 천지운수가 

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만국의 사제국(師弟國), 제일국(第一國), 부

                                                      

51 한재훈(2006), 앞의 글, 202쪽 

52 때로는 도덕성 앙양을 위해 궐기대회를 가지거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위나 대제를 행하기도 했

다. 그리고 도덕교육을 위한 서당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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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父母國)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53 한글이 세계 언어가 되고 한복이 세계의 예복이 된

다. 그리고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하나하나의 기운으로 일반이천 도통군자가 나와 세계 사람

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덕문명’은 ‘과학문명’에 대한 대안문명이 될 

것이고, 동양은 그런 도덕문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54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

서 속히 44세기 도덕문명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천하만국을 교화시켜 만국평화를 열어야 한

다고 하였다. 그의 그러한 도덕문명론의 바탕에는 우리 민족과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주체적 

사상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만국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조건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1965 년에 있었던 이른바 ‘서울시위’를 통해 발표된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

선언>55의 4 대 항목56이다. 이 선언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고발하면서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과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다. 그는 500 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평화통일과 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한 이 선언을 서울시내에서 반포케 하였다. 이 선언은 ①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외세

의 종용을 멀리하고 남측과 북측의 민족이 화합하여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외래의 

이념과 사상이 아닌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자각하고 되살려 나갈 때 진정한 통일과 독

립을 이룰 수 있다. ③저질적이고 퇴폐적인 외래의 문화 사조를 과감하게 물리쳐야 아름다

운 사회를 일굴 수 있다. ④분단과 이산의 의미를 직시하고 삼팔선으로 상징되는 냉전시대

의 잔재를 혁파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자존적인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과 관련된 ‘서울시위사건’은 1965년 6월 6일 갱정유도인 500여명이 서울 광화

문 일대에서 <4 대 항목>이 수록된 유인물 30 만 장을 평화적으로 배포하는 가운데 일어났

다. 경찰은 유인물에 용공적인 표현이 있다고 문제 삼아 도인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도인들은 「단군창업조선독립만세」(檀君創業朝鮮獨立萬歲)를 외치면서 중앙청을 향

해 몰려가 시위를 한 것이다. 이에 5 백여 명 모두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각 경찰서에 분산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과 도인들이 외친 ‘단

                                                      

53 『갱정유도』, 『평화와 통일』, 2001. 37쪽   

54 한재훈(2006), 앞의 글, 200-202쪽 

55 갱정유도에서는 <4대 항목 선언> 반포 50주년이 되는 2015년 기념대회에서 이 <4대 항목 선언>

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으로 명명했다. 이글에서는 전자를 따른 명칭을 쓰고 있다.  

56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의 4 대 항목 본래 초안은 “원미소용(遠美蘇慂)하고 화남북민(和南

北民)하자”, “민족도의(民族道義)라야 통일독립(統一獨立)된다”,“양이적풍(攘夷狄風)해야 화민양속(化

民良俗)한다”, “통만국회(通萬國會)하여 보호험약(保護險弱)하자”, “충요간성(忠孝干城)이라야 세계평

화(世界平和)된다”의 5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종회의에서 “통만국회하여 보호험약하자”와 

“충효간성이라야 세계평화가 된다”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아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그 대

신 “삼팔선을 타파하고 우리 것을 찾는다”를 포함시켜 4개항으로 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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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창업조선’의 조선이었다. 유인물에 등장하는 “원미소용(遠美蘇慂)하고 화남북민(和南北民)

하자”는 내용 중에 원미소용(遠美蘇慂)을 ‘미국을 멀리하고 소련을 종용(慫慂)하자’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북의 조선이라는 국호의 사용이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시절, 친미분단

국가인 남쪽에서 그런 내용이 용인될 수가 없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

해하지 못하고 시골 노인들의 해프닝 정도로만 그 사건을 취급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전

쟁이후 민족분단의 냉전체제에 대해 저항한 첫 민중운동으로서, 그것도 공개적인 저항이라

는 면에서 민족사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갱정유도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위사건’은 과거 1954년에 있었던 ‘대화중흥국(大和中

興國)사건’57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도조 강대성은 좌우의 대립을 벗어나 

합심하고 화기(和氣)하면 모두가 천지부모의 형제가 되고 조선은 ‘대화중흥국’이 될 것이라

고 하였다.58 또 ‘조선에 천지동력(天地同力) 운수가 온다’며, ‘예의동방 조선운수’ 즉, 삼강

오륜을 밝힌 운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인간강륜이 다시 밝아 만국 중에 으뜸이 된다’고

도 하였다.59 그러나 김갑조는 이 같은 천지운수만으로 민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이상을 가지고서 44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 건설에 

동포 모두가 나서기를 촉구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이 갱정유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

족선언>은 천하만국에 도덕문명으로 교화를 시켜야 만국평화를 이룩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사적 현실에 대한 선각자적 성찰과 함께 우리 민족이 민족사에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종교사회학자 노길명 교수는 당시 한국 현대사나 종교사에서 다음과 같

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하였다.60 첫째, 이 선언은 민족 분단과 6.25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렬한 민족자주의식과 주체의식을 표출하였으며, 둘째, 분단의 논

리인 반공을 국시로 삼은 군사정권시대에 항의하며 반공 일변도의 정책을 숙고하게 하였으

며, 셋째, 민족도의(民族道義)를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넷째, 1960년 4.19 혁명

세력의 민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5.16 이후 잠복한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민간 주도

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7 교조 강대성은 1954년 국가를 전복하고 대화중흥국(大和中興國)을 세우려 했다는 국가변란의 혐의

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다. 후에 대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이미 교

세는 기울어지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58 <좌우인심 풀어지소>, <<갱정유도 개설>>, 갱정유도성당, 1989. 214쪽. 

59 <다 아르란 노래>, <<갱정유도 개설>>,갱정유도성당, 1989. 231쪽  

60 노길명, <갱정유도의 ‘1965 년 평화통일 선포의 의의’>, <<갱정유도의 ‘1965 년 평화통일 선포’의 50

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갱정유도성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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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정유도의 실천적 개벽운동 

 

1) 냉전체제와 민족분단에 대한 민간의 저항운동 

  한국의  현사에서 자생적 근대화를 부르짖은 개벽종교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일제시대 개벽종교는 실력 양성주의로 흐르다가 결국 식민지적 근대화로 식민체제에 내화

(內化)되어 버렸고, 그렇지 않는 종교들은 독립운동단체나 미신·유사종교로 몰려 해산되거나 

지하로 잠복되고 말았다. 해방이후 냉전체제와 서구 물질문명의 압력을 받아 개벽종교들은 

기독교형 종교나 반공의 종교로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의 분단은 개벽종교

의 민족도의에 큰 상처를 입혔다. 또 한국전쟁의 참화로 인해 인륜도덕과 민족자존을 고려

할 여유가 없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을 거친 다음 남쪽의 종교지형은 일제시기 

‘문명종교와 민족종교’간의 대립구도가 ‘반공종교와 민족종교’ 간의 대립구도로 한몫에 전환

되고 말았다. 해방이후 통일교나 전도관 등 기독교계의 개벽종교들의 등장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도 개벽의 종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남북분리 신화를 

담고 있는 반쪽짜리 개벽종교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의 영광과 미래를 기약하기는 했으나 

북한의 공산주의가 패망해야만 민족의 영광과 지상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승공의 논리를 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61  

 이에 반하여 1951 년에 본격적인 행도체제를 갖춘 갱정유도는 개항기 이후 새로운 문명

의 변혁을 통해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개벽종교를 계승한 막내둥이다. 당시 ‘서울시위사건’은 

개벽의 종교답게 민족해원과 개벽의 횃불을 크게 들어 올린 사건이다. 1960년대 군사정권시

절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근대화(경제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때 남쪽 사회가 지향하는 과학문

명과 물질문명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근대 사회과학적 사회변혁의 해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

통유교의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해서 반공과 근대화라는 지배이념과 그 체제에 정면으로 맞

선 것이다. 이는 지배 권력과 관계없는 민중들의 힘을 담아내는 개벽의 종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 세계평화와 남북화해에 대한 인륜적 기반제공   

  개항 이후 계속 위기를 맞은 민족공동체는 항시 한반도 민중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

러나 현실의 정치에서 민족공동체는 언제나 부차적인 후순위로 밀려났다. 개항기에는 부국

                                                      

61 이러한 논리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의 기본적인 논리다.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70호, 2005. 4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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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을 위한 서구문명 도입에,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근대화에, 해방 이후 냉전체제하에

서는 반공분단과 경제발전에, 90 년대 이후 탈냉전시대에는 시장과 종북(從北)에 밀려 항상 

후순위로만 존재해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냉전체제가 끝나면, 근대 민족국가의 문

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탈냉전 

시대가 되어도 분단신화는 종북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시장

논리와 민족논리 간의 선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2000 년대 이후 세계화의 

유령(幽靈)은 민족(주의)을 한갓 근대의 산물로 규정하며 무조건 폐기처분하려 든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들은 대거 유포되고 있다. 62  이들은 민족(주의)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주체(主體)들의 동기화(動機化) 문제는 전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다.63 그리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개인과 국가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즉 시장근본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64 

  한편, 갱정유도가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이 발표된 7 년 후 1972 년 남북이 협

의한 <7.4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는데, 당시의 남북공동 선언을 보면, 갱정유도의 동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채택된 통일원칙은 다음 3개 조항이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

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이해나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도의를 가지고 평화통일을 지향한

다는 내용이다. 또 분단이후 처음 남북정상이 만나 발표한 2000 년 <6.15 남북공동선언>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

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

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선언하고, 둘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셋째,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

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고, 넷째,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활성화를 

                                                      

62 서구의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학자들이 이미 민족(주의)가 필요치 않는 서구에서 진행된 민족담론

들을 인용하는, 그리고 서구적 시각으로 우리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대거  출판되고 있다.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생각의나무, 2009.;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이

대근, <<민족주의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한울 2008. 등의 책들이다.   

63 제국주의 국가는 문화공동체인 민족을 넘어 국가팽창주의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주

의)를 저평가하거나, 상상의 공동체로 보거나, 철지난 근대의 산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베

네딕트 앤더슨, 역자 윤형숙,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3. 참고) 

64 장석만, <신자유주의와 종교의 위치>, <<신자유주의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청년사, 2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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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였다. 이러한 선언문 내용은 1991 년 12 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진다. 이 합

의서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으며,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 6.15 공동선언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그 실천방안을 제외하면 1965

년 갱정유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의 원칙과 노선을 조금도 넘어서지 않는다. 

오히려 갱정유도의 선언[4대 항목]이 보다 더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1965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의 발표에 담긴 자주적 평화통일 원칙들은 동학

이후 지속되어 온 개벽종교의 이상들이었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개벽의 종교인 

갱정유도는 반공을 국시로 삼은 냉전체제의 정권에 대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민족의 평화

통일의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속적인 개정유도의 

노력은 시대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통찰력과 민족(주의)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되었

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에 나타난 평화와 통

일의 원칙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로 이해할 수 있다. 분단 민족

(주의)에서 통일 민족(주의)로 가는 이정표로도 손색이 없는 것이며,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의 

윤리적 지침과 기반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6. 결론: 인륜도덕을 통한 실천적인 개벽유교. 

  

 이 글은 조선유교의 근대 대응에서 출발해서 갱정유도가 ‘해원과 개벽’의 민중종교로 등

장하는 과정과 갱정유도가 1951년 본격적인 행도체제를 갖춘 이후 걸어온 민중유교의 길과 

평화개벽의 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민중유교의 길은 도덕을 만인에 해원시키는 도덕

해원과 그것을 문명으로 확대 해석한 도덕문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신화인의 춘심을 가

지고 유도세계라는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길이고, 평화개벽의 길은 <평화문>의 사상, 

그것을 계승한 <44 세기 도덕문명으로 만국평화>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선언>의 내용

과 의미를 오늘날 되살려 ‘남북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개벽종교의 실

천으로서, 갱정유도의 만국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종교적 근거와 그 실천방안을 살펴보고, 

그것의 민족사 또는 한국종교사의 의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필자의 주장들

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갱정유도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전통유교이면서 동

시에  민족과 시대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실천적인 개벽의 유교다. 대한

제국 말기 망국을 책임을 덮어쓴 조선 유교는 서구적 근대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주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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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대상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다시는 종교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50 년대 ‘해원과 개벽의 옷’을 갈아입고 민중유교로서, 개벽종교의 막내로서 다시 이 땅에 

등장하였다. 이는 갱정유도가 민중의 개벽유교이지만, 고전도덕의 종교로서, 전통유교의 재

흥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도 갱정유도인들은 한복을 고수하고 두발을 보존

하며 도덕문명이 지배하는 ‘유도시대’를 상징하는 ‘봄[春]’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 사회적 역할에 관한 것으로, 갱정유도는 세속이해나 이념을 넘어선, 인륜도덕의 관

점에서 만국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우리의 이정표를 세운 평화와 통일의 종교

라는 것이다. 해방이후 주로 기독교형 개벽종교들이 분단신화에 함몰되어 남북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가운데서도, 1960년대 반공을 국시로 삼은 분단 냉전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

항한 개벽종교다. 또한 분단을 외면하고 조국 근대화에 매진할 때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에 

대해 도덕해원과 도덕문명을 주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는 도덕문명을 통한 민국평화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민족도의를 내세운 통일과 평화의 길이다.   

 셋째, 근대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갱정유도의 등장은 한국의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토

착적 근대화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개항기 이후 한반도는 서구 근대화가 줄 곧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직도 민족분단이라는 그리고 서구 근대화라는 근대의 문제를 가지고 

시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과 해결은 바로 서구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근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말하자면 인륜도덕과 개벽의 힘으로 남북분단을 야기한 냉

전체제와 이른바 조국 근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항한 갱정유도의 평화통일운동은 토착적 

근대화의 길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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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간판문> 

 

 

 

 

 

 

 

 

 

 

 

 

 

 

 

 

 

 

 

 

 

 

 

 

참고 2. <布德文> 

 

道를 알고 德을 알자. 사람 되고 道 모르면 禽獸와 다름없다. 仙佛世界 가는 때는 禽獸의 

末運이요, 儒道世界 오는 때는 人生의 始初로다. 가는 때는 가는 道를 알고, 오는 때는 오는 

道를 알자. 運數의 오고 감을 봐서 때를 알자 때를 알아. 英雄豪傑文武輩도 오고 가는 때 

모르면 英雄豪傑文武輩가 아니다. 낮 世上에는 儒道世界로 와야 되고, 밤 世上에는 仙佛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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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로 가야 한다. 儒佛仙도 때 모르면 欲到無處(주: 도달하고 싶어도 그럴 곳이 없음) 말 아

니다. 仙佛道로 가고 보니 儒道 끊어진 그날이요, 儒道로 오고 보니 虛無仙佛 오늘이라. 

仙佛道로 가는 聖人 儒道로 살아오니 누구시오? 恩高如天(주: 은혜가 하늘처럼 높음) 德厚

如地(주: 은덕이 땅처럼 두터움) 天地合德 父母시오. 이 天地合德父母님이시여 世上 罪惡 죽

음하야 없애시고 忠孝烈을 다 살리시니 億兆蒼生 廣濟로다. 忠孝 찾아 道德 알면 文明發達 

이때로다.  

忠孝烈의 저 道德은 《海印經》에 다 들어있으니, 즉 諸聖 諸佛 諸仙이라. 各道 各敎 바삐 

오소. 이말 듣고 알았거든 네 主人 찾아봐라. 네 主人 찾으려면 ‘海印’받아 공경하고, 主人 

찾아 알아내면 네 主人이 내 主人, 내 主人이 네 主人 아닐런가.  

主人 내력 알고 보면 道德文明 때맞추고, 道合 敎合 人合 心合65되니 合一되고 合一인가. 

天下 사람 들어보소. 道道 敎敎 會會 人人이 다 나눠지는 이때시여. 一國 힘도 나눠지면 弱

해져서 亡하나니 一國百姓 가련하고, 一家 힘도 合해지면 强해져서 興하나니 一家合力 무섭

다. 合해야 되겠는가 나눠야 되겠는가? 合之大合이 力之大力이니 何事를 不成하겠냐. 力之

大力이 合之大合이니 우리 平和 여기 있다. 알아라! 道德父母를 알고 보면 合和된다. 

不合이면 無力이요, 無力이면 不合이라. 合者는 和也니 道也요, 不合者는 不和也니 非道也

라. 가는 때는 가는 道德父母를 따라가야 合해지고, 오는 때는 오는 道德父母를 따라와야 

合해지네. 다 남의 일이 아니니 갈까 올까 자세히 알면 合成文明解寃世라. 英雄豪傑 文武道

德 合成하니 多慶大吉 平和로다.  

 

참고 3 <平和文> 

 

平和를 爲主하신 天主文이라. 作平和文字誰오 天主께서 平和하라는 文也시니라.  

天主心 人主心 平和하라는 同心이 天人地 平和하라는 文이오니까  

人非天이면 無天主心하고 天非人이면 無人主心也니 天性人心이 人性天心야니라  

性非心이면 無性하고 心非性이면 無心하나니 心性和氣가 天人之和氣오니까  

天人者는 人輿天地로 同道一也시니 三變成道天人乎니까 

九變九復天人乎니까 乾坤이 更期成道하시니 成男成女基本乎 始天始地乎니까 

天地始而 人之始也니 人本於天而 天本於人也니라 

此天人之 變化再生이 陰道局聚氣 還生也요 

                                                      

65 <봉명서> 6 항, 하늘 믿는 네 이놈들 서로 옳다 투쟁 말고 道合 敎合 人合 心合하라. 이말 부탁 모른 

者는 天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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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道局聚氣 合生也니 豈非陰陽乾坤 變化再生天 再生人乎아 

再者는 復也니 昨日이 又今日也요 昨日今日이 再而復也요  

復而再也는 無往不復之理 道也天 天也人也시니라 

然則今人이 豈非古人乎아 人은 聖其天 天其人也요 非他人之 凡言也니라  

故로 天必和而 人必和也니 天時地時 人時和乎아 

和之基本이 天下大昌也요 和之基本이 國家昌盛也요 和之基本이 

世之昌盛無違也니라 況於家家人人乎아  人輿物 萬物昌盛이 亦是也니라 

不和不和 何之不和오 平安基本이 均和也요 

均和基本이 平安也니 平均一也者 和之樂이 平和乎아 平安者는 天下之太平也요 

和樂者는 萬物之樂和也니라 樂之其發이 和之平安也요 平安之其樂이 歌之平安也니  

樂歌其發이 不平和乎아 天歌樂 地歌樂 人歌樂兮여 

樂樂歌歌 天地平和 人物平和乎아 平和하라는 其文이 何之凡作이며 

其何不和平고 同樂一夜에 新平和요  

相和同日에 皆平和커늘 不平不和 難生心이 難生心裡에 去其何오 

得知讀則 能知世요 能知世則 免愚人이라 

天意人心을 如未覺이면 士者爲人 問何之오 人道平和 從萬世요 天道不絶 來和氣로다 

人人我 多讀하라 多讀知之면 眞精頌聲이 自天境으로 連出昇降타가  

圓滿汝心이 十方無違則 靑雲이 呈瑞하고  

萬仙이 來坐에 聽之感之 汝之可知 天下共知而意外 

所願所求之事 一如成就 自得於心 聞平和而 仰天伏拜 觀聖世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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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 말  

 一 ３・１独立運動와 孫秉熙 

1919 년３월１일,独立을 외치는 소리가 植民地朝鮮과 海外에 거주하는 韓国人,朝鮮人들 

사이에서 높아갔다. 그것은 民族代表３３名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発表를 한것이 契機로 

되어 순식간에 펼쳐져간 것이었다. 現代韓国에서는 ３月１日은 공휴일로 되어 그 

式典에서의 大統領演説은 重要한 方針을 発表하는 場으로 되고 있다. 

 ３・１運動은 内部적으로는 1905 年大韓帝国의 保護国化,1910 年의 韓国併合과 以後의 

武断統治에 대한 反発과 対外的으로는 激動하고 있는 世界情勢와 連動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第一次世界大戦,러시아의 社会主義革命,米国大統領 윌슨의 民族自決主義와 講和条約会議의 

開催가 그 원인이었다. 3.1 独立運動은 民族代表者들에 의한 非暴力형식으로 주로는 윌슨이 

제창한 民族自決主義에 의한 독립을 諸列強으로부터 인정 받으려는 목적으로 当事者들은 

可能性이 있다고 기대했었다. 이 運動은 東学第三代教祖,孫秉熙(号는 義菴 

1861 年 4 月 8 日～1922 年 5 月 19 日)가 主導하고 기독교와 불교의 著名人士들을 동원하여 

資金援助도 하였다.  

主導者였던 孫秉煕는 獄中生活에서 병이 깊어져 겨우 석방되나 精神적 肉体적으로 

回復되지 못 한채 세상을 떠난다. 独立運動을 거의 獄中死로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３ ・ １運動의 主導者였던 孫秉煕는 ３ ・ １運動後의 各種亡命政府가운데서 本人의 

意思와는 関係없이 主席,大統領으로 推戴받은 事例가 많다. 하지만 오늘의 韓国에서는 

孫秉煕에 대한 評価가 높다고는 볼수 없다. 金九,安昌浩,柳寛順,尹奉吉의 이름과 肖像画는 

흔히 보지만 孫秉煕의 모습을 보는 일은 거의 없다. 

 

二 孫秉煕에 대한 否定的評価의 原因 

 왜서 現代韓国에 있어서 孫秉煕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露日戦争前後 日本과 協力한 것이다. 政治적인 利用価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時期에 따라 利用하냐 利用당하냐는 이면성이 나타나기때문에 複雑해 질수밖에 

없지만 이 時期는 朝鮮王朝의 弾圧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한 日本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뒤엉켜 孫秉煕의 거동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두번째로 天道教의 核心教理인 「人乃天」에 대한 이해을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孫秉煕가 東学으로부터 天道教로 改称할때 標語를「侍天主」로부터 「人乃天」으로 

이르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人格神으로서의 天主가 

否定당하고 비人格的인 天하늘로 되었다는 해석이다. 그것은 非人格的인 

朱子学（性理学）에로의 回帰이면서 孫秉煕등은 儒教的愚民観念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孫秉煕 등의３・１運動에 대한 貢献은 消極的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誤解가 있는듯 하다. 

세번째로 政治와 宗教를 独自적인 논리로 結合시킨 孫秉煕, 天道教의 教義에 関連시키고 

있다. 孫秉煕는 政治와 宗教를 相互적인 配偶者의 関係로 보고「教政双全」이라 하고 

있지만 政治와 宗教는 같은 天道에 의하여 統合되어 있고 近代的인 政教分離와는 正反対 

라고 ,이것은 孫秉煕에 대한 否定的評価와도 관련된다. 또한 ３・１運動을 主導하고 政治에 

積極적으로 関与하고 있는 점에서 孫秉煕가 宗教家라기보다는 政治的野心을 가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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批判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네번째로 東学과 天道教를 韓国土着의 自生的인 近代思想으로 理解하는 視点의 

연약함에서 오는 否定적인 評価이기도 하다. 韓国에서의 近代思想이라고 하면 開化派 등의 

西洋적인 近代化를 志向하는 思想을 가리키고 東学,天道教는 民衆闘争에서는 거론되지만 그 

自体가 韓国의 土着적이고 자생적인 近代思想이라는 評価는 없다. 近代라고 하면 西洋的인 

近代化만을 념두에 두고 있다. 이런 視点으로부터 보면 자생적인 近代思想으로서 

東学,天道教가 높이 評価 받는다는건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集団적 

知性의 場에서 「土着적인 近代」,「霊性」을 키워드로 韓国의 土着적인 近代思想을 

찾아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東学－天道教－甑山教－円仏教를 韓国의 土着적인 

近代思想으로 보고  「開闢派」로 부르자고 제창하고 있다. 이 점은 마지막에 전망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여기서는 위의 ４가지 점을 順次적으로 再検討하여 孫秉煕에 대한 

再評価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Ⅱ 孫秉煕의 生涯 

 

一 崔済愚, 崔時亨 

孫秉煕를 알려면 먼저 東学의 歴史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東学은 崔済愚 (号는 水雲 

1824～64 年）가 돌연히 나타난 上帝（天主,天）와 対話한 

「天人問答」体験（1860 年）으로부터 시작된다. 崔済愚는 零落한 両班家에서 태어났지만 

家産을 탕진한후 한 시기는 武術을 배워서 武科挙를 지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인이 

되어 행상하면서 전국을 돌기도 하였다. 親族가운데 한사람이라도 商業에 従事하면 

周囲로부터 両班 취급을 받지 못하는 賤商意識이 강한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異色적인 

経歴이기도 하다. 하지만 賤視받는 職業에 従事하고 共同体로부터 떨어져 全国을 유랑한 

経験이 그의 식견을 넓혀 東学의 創道에 影響을 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친은 

李退溪(名은 滉,退溪는 号 1501～70 年） 学派에 관련이 있는 인물로서 崔済愚自身 

儒教的인 学問素養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故郷에 돌아온 후로는 修行에 전념하여 

天人問答体験以後 64 年에 処刑될 때까지 布教를 하였다. 崔時亨(1827～1898 年,号는 

海月)은 머슴신분으로서 당시의 学問的素養을 별로 갖추지 못했지만 崔済愚이 処刑되기 

直前에 崔時亨에게 우리의 가르침은 「守心正氣」의 ４文字만이라고 가르치고 第二代教祖로 

指名하고 후사를 부탁했다. 崔時亨은 教典整備,信者拡大 등에 전력을 다하여 이 시기에 

東学은 教団으로서 크게 成長하였다. 하지만 大韓帝国때 朝鮮王朝에 의해 체포되고 

교수형을 당한다. 

  

二 「東学」時代 

孫秉煕는 忠清北道清原郡（現在의 清州市） 郷吏（地域官庁의 

世襲的実務担当者,中人身分）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父親은 첫 부인과 死別한후 再婚하고 

그 再婚한 어머니가 孫秉熙를 낳는다. 하지만 前妻에게서 태어난 장남이 있어기에 庶孼로 

待遇되어 제사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差別에 분노를 품는다. 中人（郷吏）身分으로서 

庶孼待遇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朝鮮王朝의 身分差別과 그 儒教思想에 강렬히 反発하고 

東学에 미료되어 入教한다. 1882 年에 東学에 入道하고 3 年後에 崔時亨과 만나 高弟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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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年 甲午農民戦争때는 忠清道의 北接軍을 인솔하여 南接軍（全羅道）을 인솔하는 

全琫準과 함께 官軍과 맞서 싸웠다. 官軍의 討伐을 피하기 위하여 崔時亨을 모시면서 

元山에 몸을 감추고 崔時亨이 체포되기 직전에 崔時亨으로부터 第三代教祖로 指名된다. 

 1994 年의 東学農民戦争敗北後,東学教団은 朝鮮王朝로부터 徹底한 弾圧을 받고 

非合法組織化로 되어 체포되면 処刑당하는 状況이었다. 당시 近代化된 日本軍은 그 威力을 

과시하고 있었다. 日本과 러시아가 朝鮮半島의 覇権을 둘러싸고 緊張감이 높아지면서 

드디어 露日戦争이 폭팔한다. 孫秉熙는 상당히 複雑하고 어려운 과제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朝鮮王朝로부터 逃亡하면서 世界의 近代国家를 알기 위해 1901 年에 日本에 

亡命한다. 처음에는 日本을 걸쳐 미국에 가려고 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일본에서 ５年정도 

亡命生活을 하게 된다. 近代化의 必要성을 痛感한 연유로 朝鮮에 있을 때도 일본에 있을 

때도 亡命開化派人士들과 交流하고 上海나 明治維新以後改革의 발걸음이 빠른 東京을 

돌아보면서 人材育成의 必要性을 느낀다.孫秉熙는 露日戦争은 피할 수 없고 이 戦争에서 

일본이 勝利하리라 予測하였다. 하여 日本 勝利後에 일본이 戦勝国의 地位를 얻게 하도록 

도와주고 日本軍人과의 접근도 시도하고 露日戦争 前에는 日本에 軍資金을 提供하고 또한 

軍用西北鉄道建設에 東学信徒를 無償으로 動員하기도 하였다. 

 東学農民戦争時期에는 国王에 대해 幻想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孫秉煕가 教祖로 된 

시기에는 朝鮮王朝와의 関係가 명백하게 변해 있었다. 朝鮮王朝는 崔済愚,崔時亨을 

처형했고 또한 孫秉煕는 近代적인 世界의 흐름으로부터 君主制度에 대하여 否定的인 생각을 

가지고 共和政体를 構想하게 되었다. 

 하지만 露日戦争에 있어서 日本의 勝利에 적지않은 貢献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孫秉煕 등에게 전승국민의 지위를 주기는커녕 1905 年의 日韓保護条約,1910 年의 

韓国併合에로 나갔다. 또한 일본은 東学教団을 分裂시킬 工作도 했다. 그것이 一進会이다.  

원래 孫秉煕는 近代적인 民主主義의 母体로 構想하고 1904 年에 朝鮮内에 있는 

東学教団幹部의 李容九에게 指示하여 民会（進歩会）를 組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친일団体로서 宋秉畯이 만든 一進会가 李容九를 매수하여 進歩会는 一進会와 合同하게 

되었다. 合同一進会는 日本에 韓国保護国化를 陳情하는 声明을 発表하였다. 이 시기 일본에 

있은 孫秉熙는 状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李容九를 부르고 「保護国이 왜서 독립인가？」고 

질책하고 日韓保護条約에 견결히 반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露日戦争에서의 

日本에 대한 協力, 進歩会가 親日団体인 一進会와 合同한 일들이 孫秉熙에 대한 나쁜 

인상을 불러일으켰다는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三 「天道教」時代 

孫秉煕는 1905 年 12 月 1 日 東学을 「天道教」로 改称하고 「人乃天」을 標語로 하였다. 

1905 年末에는 東学,孫秉煕를 弾圧한 大韓帝国이 日本의 保護国된 이유로 弾圧이 심해지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教団名을 바꾼 이유는 東学은 一進会라는 朝鮮民衆의 印象을 바꾸기 

위한 것과 教理, 組織등 면에 있어서 近代적인 宗教教団에로 발전시켜 日本에 그 존재를 

인정시키고 東学,天道教에 대한 朝鮮王朝의 政治弾圧을 끝내게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天道教内部에서는 一進会의 宋秉畯,李容九 등 親日勢力과의 反目이 

격화되고 孫秉熙는 一進会의 人物들을 教団으로부터 追放하였지만 財政면에서 困難에 

봉착하게 된다. 이후 一進会系列의 李容九 등은 天道教로부터 추방된후 「侍天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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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設하고 이로서 東学은 分裂된다. 

 孫秉煕가 交渉상대로 기대했던 日本은 背信行為를 계속하여 최종적으로는 植民地化와 

武断政治 실시에 이르렀다. 당시 상황에서는 軍事力으로 日本과 싸운다는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때를 기다리던 차에 윌슨의 民族自決権構想과 講和条約会議開催의 뉴스가 

전해왔다. 이 시기 孫秉熙는 自身의 체포를 고려하여 教祖를 朴寅浩에게 양도하고 

1919 年에는 ３・１独立運動을 主導하여 民族代表３３名이 서명한 『宣言書』을 발표한다. 

그는 平和적인 独立運動을 모색하고 独立의 実現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独立宣言書（崔南善執筆）을 朗読한 후 民族代表들은 警察에 出頭하여 체포되고 孫秉熙는 

징역 3 년형을 선고 받는다. 병이 깊어 보석석방된후 1922 年에 서거한다. 孫秉煕의 

対日協力은 当時의 文脈가운데서 再検討되어야 하지 않을까. 

 

Ⅲ 「侍天主」로부터 「人乃天」에로 

 

 一 「人乃天」의 登場経緯 

 孫秉煕의 著作은 크게 말하면 다음 ４단계로 분류된다. （１）第三代教祖로 되었던 

1890 年代後半의 것은 教団再建을 위한 

「覚世真経」（1899 年）,「授受明実録」（1899 年）등 東学教理의 再整理를 한것이다. 

（２）日本에 망명중이던 때의 것으로 （1901～05 年）에 政治経済宗教도 포함한 近代化가 

前面에 나타나고 

「明理伝」（1903年）,「三戦論」（1903年）,더욱이「準備時代」（1905年4月）는 새로운 

国家의 政権構想이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이 地方自治의 具体策까지 포함되어 제안되고 

있다.（３）厳密하게는 일본 체류중에 쓴 것도 포함되지만 天道教로 改称하고 帰国한후의 

것으로 政治와 宗教와의 関係도 포함한 教理의 体系적인 정리가 중심으로 된 

「天道太元教」（1906 年）,「大宗正義」（1905～06 年）등이 있다. 

（４）完全植民地化되기 전후시기의 것으로 体系化된 教理의 完成版인 

「無体法経」（1910 年 4 月）,「性霊出世説」（1909 年）,「以身換性説」（1913～16 年）

등이 있다. 이 시기의 著作은 用語 등 면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仏教적인 色彩가 

상당히 농후해지고 生死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극히 難解한 것으로 되어있다. 

「人乃天」의 教理로 되는 「覚世真経」（1899 年）에서는 「侍天主」로부터 「主」가 

脱落하고 「人以侍天」로 된다. 「授受明実録」（1899 年）,「明理伝」（1903 年）에서는 

「人은 天人이다（人是天人）」는 표현이 보이지만 「大宗正義」（1905 年）에 와서는 

「人乃天」이라는 表現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 새롭게 天道教로 改称하고 教団의 標語로서 

「人乃天」을 前面에 내놓았다. 
1
 이렇게 孫秉熙는 天道教로 改称함과 동시에 人乃天을 

標語로 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東学,天道教라고 하면 사람들은 「人乃天」의 사상이라고 

일컬케 된다. 

 

二 侍天主 

崔済愚가 創始한 東学의 核心思想은 「侍天主」이다. 崔済愚는 神秘적인 

                                                      

1朴孟洙. 『개벽의 꿈』 모시는사람들사,2011 年,50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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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天主,上帝와의 対話를 체험한후 「侍天主」에 이르는데 그 経緯는 崔済愚自身이 쓴 

『東経大全』「布徳文」의 「天人対話」로서 아래와 같이 전해진다. 

 

1860 年４月５日의 일 산속에서 수행하던 崔済愚는 갑자기 한기를 느끼고 

이상하게 온 몸이 떨려왔다 …… 그는 집에 돌아가 자리에 누웠으나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영적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공중에서 

돌연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崔済愚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겨우 기를 가다듬고 두려운 목소리로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소리의 주인이 대답하였다. “두려워 말거라. 무서워 

말거라”, “세인은 나를 상제라고 부르노라. 너는 상제를 아느냐?” 

崔済愚는 上帝께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리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를 이 세상에 

나게 한 것으로 법을 받아 사람들을 교화토록 하라. 결코 의심을 가지지 말거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마음이 네 마음으로 옮겨 갔노라. 

（吾心即汝心也）.세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거라, 사람이 천지와 그것을 

나누되 천지의 조화를 담당하는 귀신의 것은 알 수 없느니라.  鬼神이란 우리 

일이다. 너는 무궁한 道를 받아 나가되 道를 修練하고 文章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上帝의 法을 바르게 받들어 徳을 널리 퍼뜨림이 옳을 것이다.”  

崔済愚는 소리의 주인을 향하여 “그러면 서도 (西道, 기독교）로 사람들을 

教化하라는 말씀인가요？”라고 묻자 소리의 주인은 이렇게 답하였다. “그것이 

아니로다. 내가 다음에 東에 生할 것이니 東에서 받은 道는 天道를 이르는 

말이며 学은 東学이니라.(不然.吾亦生於東,受於東,道雖天道,学則東学）” 

 

이 사료는 한문으로 쓰인 것으로「天」,「天主」,「上帝」은 한글로 쓰인 사료에는 

하눌님（HANULNIM 하늘님 아닌 하눌님）되었다, 또한 “道는 天道를 이르며 学은 

東学이니라. （道雖天道,学則東学）”에서 처럼 天道教는 여기서 이름을 얻은 것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崔済愚는 東学의 教義를 다음 ２１文字로 압축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21 文字呪文을 

외우며 修行을 実践케 하였다.  

“至氣今至.願為大降.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万事知.” 

「至氣」는 “虚霊蒼蒼 것으로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命을 가진 일이 아니다. 

그러나 形은 있으나 形状은 없고 들리나 보기 어렵다. 이것을 渾元의 一気라고 이른다. 

（論学文）” 

至氣란 自然과 世界에 가득한 것으로 宇宙万物을 가로지르는 根源的 힘으로써 生命力을 

意味하는 것이다. 「天主」란 感覚적・経験적 世界를 超越한 唯一絶対의 主宰하는 人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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呼称으로 究極原理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님 (主）」이라 부르는 것이다. 後半의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万事知」１３字는 本呪文라 하여 東学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呪文１３字를 誠心誠意로 외우면 万巻詩書도 미치지 못하니라. （教訓歌）”라고 하였다.   

「侍天主」는「天主」를 모시는 것이 아니다. 絶対権力者인 天主를 향한 一方的인 모심이 

아니다. 崔済愚는「侍」자의 

意味를「内有神霊.外有氣化.一世之人.各知不移者也.」（「論学文」）라고説明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내면 깊이에 있는 神妙한 霊氣의 効能과 外界의 天地万物에 이르는 

作用으로 生生化化한 機能을 일컷는 것으로 氣化와 相関連動을 自覚体感하는 同時에 함께 

세상을 사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境地를 知得케 하여 精神적 迷走가 없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侍天主는 “人間의 内적 神霊을 가지고 外적 氣化를 이루는 

것（内有神霊,外有氣化）”라고 説明하여 人間이 内面에 天主의 霊을 모시는(侍） 것을 

이른다. 

 

三 「人乃天」에 대한 비판 

信仰과 体験을 重視하는 標語인 「侍天主」에 비하여 孫秉熙가 標語화 

한「人乃天」은「人間이 즉 하눌(天)」라는데 있다. 하눌님（天主）과 人間의 関係에서 

人間主体를 重視를 標語이다. 孫秉熙은 “人乃天은 崔済愚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史料적 견지에서 侍天主부터 人乃天에로의 転換은 여러 가지 解釈을 낳게 한다. 이 解釈의 

주되는 하나는 侍天主에 있는 人格적인 天主＝上帝観을 否定하고 自然法則적, 理法적 

天観에 自覚적으로 止揚하며 性理学（朱子学）에로 이르려는 것이다.  崔済愚自身이 東学과 

儒教과의 근접함을 “나의 길은 공자의 道와 大同小異하다.”고 東経大全「修徳文」에서 

強調하였거니와 天主가 天으로 表記되어 法則的世界観이 前面에 나서게 한 것이다. 이러한 

評価를 하는 論者는 朱子学（性理学）自体를 非人格的이라고 評価한다.
2
  

 또한 孫秉熙는 人乃天을 標語化하면서 人間主体를 重視하는 한편 東学時代의 呪文修練 

등도 重視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孫秉熙는 民을 変革主体로 보지 않는 愚民観을 

보지하고 있어다고 하는 主張이 있다. 孫秉熙도 修行을 구하는 한편 民衆은 天이 아니라 

修行을 한 覚性者만이 天皇氏로 되고 不覚性者은 凡人이 된다고 하였다. 孫秉煕는 

人間가운데 修行의 差異 나아가 差別을 논하며 変革의 主体로서의 民衆観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孫秉煕에 의하면 ３,1 독립운동의 ３３人의 民族代表가 少数의 変革主体인 

具体的存在였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고 한다.
3
 따라서 孫秉煕의 思想과 ３・１運動에서의 

役割은 消極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말할수 있을까.  

 

四 儒教,朱子学에 있어서의 天과 人格神 

 東学,天道教의 하눌(天,天主)에 대하여 検討하기에 앞서 人格神이라는 視点에서 

                                                      
2崔東煕「天道教思想」（『韓国現代文化史大系』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所,서울,1976年.趙

景達『異端の民衆反乱』岩波書店,368頁） 
3 趙景達『異端の民衆反乱』岩波書店,3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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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教的,朱子学的 하눌(天)에 대하여 簡略적으로 整理할 필요가 있다.
4
 

 

ⅰ 古典儒教 

 먼저 古典儒教이다. 여기서 法則으로 보는 形으로서의 人格性表現이 있는 가를 確認해야 

한다. 自然의 法則的把握의 예로 春夏秋冬이라는 季節의 循環을 두고 그 法則에 따르는 

生産活動을 하려면 収穫物을 얻는 形으로 하늘(天),신(神)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늘(天)은 

通常적으로 이를 수 없지만 法則秩序의 遵守를 要求하는 것은 人格的意思을 表現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늘은 무엇을 말 하는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四時（春夏秋冬）이 

循環하여 百物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論語』「陽貨」 

 人格神라는 것은 擬人神이 아니다. 人格神이 人格神인 것을 “신의 이해와 사랑”이라고 

한다. 이해와 사랑의 主体가 非擬人的이기도 하고 人格性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하눌(天)의 人格的意思을 구하는 人間과 하늘(天)의 対話는 白熱화 된다. 人格性의 높이는 

神과 人間의 対話可能性의 높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一般法則을 넘어 하늘의 意志,人格性이 보이는 곳에 이른다. 論語에서는 먼저 

法則이 포착하지 못하는 하눌(天)의 下位의 것을 「不語怪力乱神」（「怪力乱神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放置하지만 法則을 넘어서는 하눌(天)도 말하고 있다. 공자가 가장 

期待하였던 顔淵이 ３０代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을 때 “아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 구나”라며 

깊이 탄식하였다. (「顔淵死,子曰『噫,天喪予,天喪予』」『論語』「先進」). 

그리고 “하늘을 원망치 않으리”라고 하늘과의 対話를 断念하기도 한다. （「不怨天,不尤人,

下学而上達,知我者其天乎」『論語』「憲問」）. 

 

ⅱ 漢代儒教 

漢代의 儒教에서는「天譴説」,「天人相関説」에 到達하였다. 董仲舒（紀元前 176 年? - 

紀元前 104 年?）는 하늘(天)이 民 가운데서 가장 霊적인 人物을 뽑아 君主라고 하고 民에 

仁政을 베푸나 天은 人君을 仁愛하는 고로 仁君의 「失道의 敗」에 대하여 天이 災異現象을 

일으켜 警告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天命을 받은 姓의 者에게 준다고 

하였다. （이를 테면 易姓革命）.그러나 自然科学의 未発達한 時代에 이런 説明이 一定하게 

받아들여지나 現代에 이르러 自然災害가  仁愛의 政治적 不在탓이라는 説明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古典儒教에 있어서 하늘(天)의 人格的意思을 살펴보고 人間이 天과 

対話하려는 시도는 여기에서  後退,中断된다.  

 

ⅲ 朱子学 

宋代의 新儒教에 이르러 天의 人格化는 진일보 되였다.  朱子（名은 熹,字는 元晦 

1130～1201 年）는 理의 気에 대하여 根源性을 드러내기 위하여 “천지보다 먼저 理”라고 

하였다. 天은 理에 先行한다는 것이다. 

                                                      
4古典儒教부터 朱子까지는 下記를 参照하라.岩間一雄「中国の天について」（『中国―社会と

文化』第三号,東大中国学会,1988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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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地가 있기 전에 畢竟 理가 있었다. 理가 있어 이 天地가 있다. 만약 理가 없으면 

天地도 

없다.」（「未有天地之先,畢竟也只是理.有此理,便有此天地.若無此理,便亦無天地」『朱子語

類』巻一）. 

朱子는 自然観察이 古典儒教의 時代보다 진일보한 時点에 있었기에 그의 天,自然의 

法則的把握은 상당한 발전을 보인다. 朱子는 通常의 法則（＝理）대로 自然이 運行할때  

“하늘(天)에 마음이 없다.”고 하고 꽃이 피는 등 法則에 따르지만 무엇인가 있을 때는  

“하늘(天)에 마음(心)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理가 天에 先行하기때문에 

法則的観点으로부터의 人格神的性格은 높아진다. 그러나 通常의 法則의 運行과는 다른 다른 

現象을 생성시키는  人格神으로서의 天의 躍動的인 양상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天과 

人間과의 対話는 더욱이 限定的이다. 朱子는 “天理와 人欲”을 強調하면서  

「理天」은「天理」에 逆転하며 더욱 天人相関説에도 逆転한다고 

하였다.(「臣愚竊以為,此乃天心仁愛陛下之厚,不待政過行失,而先致其警戒之意,以啓聖心,盛徳

大業,始終純然,無可非間,如商中宗周宣王,因災異而修徳,以致中興也」『朱子文集』巻十一,九張

左,壬午応詔封事）. 

  

ⅳ 李退渓 

東学,崔済愚가 直接 父에서 배우고  意識한것은 朝鮮王朝의 朱子学,그리고 그 完成者 

李退溪（名은 滉,字는 景浩,退溪는 号 1501～70 年）이다. .李退溪는 朱子와 微妙한 차이를 

보인다. 그는 “天이란 理이다.”라고 천명하였다.（『天命図』冒頭）.天은 理＝法則에 

先行되는（「理天」）가 아니라 「天은 理＝法則」라는 것이다. 李退溪의 「理는 

일어나고(発)」,「理는 움직인다(動)」,「理는 이른다(到)」는 것은 周知하는 것이나 天이 

人格的意思에 의하여 일어나고 움직이고 이른다(発,動,到)고 본 것이다. 李退溪는 

朱子学者이기에  天譴説（天人相関説）도 나온다. (「故臣愚以為,君之於天,猶子之於親.親心有

怒於子,子之恐懼修省,不問所怒与非怒,事事尽誠而致孝,則親悦於誠孝,而所怒之事,並与之渾化,

無痕矣.不然只指定一事,而恐懼修省於此,余事依旧恣意,則不誠於致孝,而偽為之.何以解親怒,而

得親歓乎」『退溪全書一』191 頁下,巻 6,56 張.) 

注意해야할 점은  漢文으로 天라고 表記하고 朱子学의 틀에서 思考하기때문에 보기 

어렵지만 李退溪가 본  天은 朝鮮의 土着적인 天이며,하늘님인 것이다. 儒教는 中国에서는 

土着思想이지만 朝鮮에 이르러서는 受容以後 긴 세월을 경과한 伝統思想化된 것으로 

外来思想이며 土着思想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朝鮮의 思想伝統을 研究함에 

있어서 土着思想과 伝統思想을 区別하지 못하였기에  李退溪의 이 天観念을 自覚的것으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李退溪의 理学에는 많은 研究가 거듭되어 왔지만 天学은 이제부터 

연구를 깊이해야할   課題이기도 하다. 東学에 적어도  文書化한 教典의 형식으로 

朝鮮土着의 人格神,天이 歴史의 表舞台에 登場한 것이다. 그것은 韓国（朝鮮）思想史上의 

事件이라 하겠다. 1860 年이라는 해는  土着的인 朝鮮近代思想의 出発点으로 되었다. 

  

五 「人乃天」과「以身換性」 

朱子学（性理学）의 天을 非人格的이라고 보는것 自体에는 無理가 있다. 理가 前面에 

나와도 그 自体로 人格神의 否定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는 侍天主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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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乃天에 이르는 흐름이 朱子学에로의 退行이었을까 하는  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孫秉熙가 人乃天이라고 하면서  民에 修行을 요구하기 때문에 얼핏보면  矛盾되는 듯한  

孫秉熙의 思想을 整合的으로 理解할 必要가 있다.
5
 

 崔済愚의 경우에 처음에는 天主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며 天主의 人格的 만남과  문답을 

体験하고 이어서 修行이 深化됨에 따라 天主가 자기의 내부에 있음을 자각하며 後에는「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吾心即汝心）라고 両者가 하나가 되는 自覚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修行이 깊어질수록 外在的인 対象에 対한 信仰보다도 自然과 心에 対한 主体的인 

自覚이 強調되고 나아가서는  合一을 強調하게 된다. 崔時亨도 「마음은 곧 

하늘이다.」（心即天）,「사람은 하늘이다.」（人是天）라고 말하였다.  

孫秉熙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過去에는 依頼時代에 있은 연고로 天이 奇跡・霊跡에 의해 사람을 

인도하였지만  今日에는 煕和時代에 있다. 例로 밝은 太陽이 天에서 万物을 비추기에 작은 

구름이 있어도 真昼에는 天下가 크게 밝은 것과 같다.  내 信徒는 이제부터는 

하눌님（天主）과 神師（崔済愚・崔時亨을 가르킴：引用者註）에 依頼하는 心을 打破하고  

自己의 내부에 있는 自天을 스스로 믿으라. 만약 自天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天主와 

神師만에 依頼하면  事에 臨하였을 때 自力을 얻을 수 없게 되고 真実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自天은 侍天主의 本体이기 때문에 우리 信徒는 오로지 主体를 客体와 区別하여 

修練하여야 할 것이다.」
6
 

孫秉熙는 人乃天을 이야기하면서 그 修道者의 修養과 自覚의 段階적 程度가 깊어지면 

最終的으로 「마음이 하늘이다」고 깨닫게 되며 나아가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각성하는 일이 東学의 修道에서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孫秉熙에게 있어서 人乃天이 

原理라면 修養에서의 具体的実践指針은 「以身換性」이었다. 以身換性라는 것은 心을 항상 

육신에 두지 말고 本来의 性霊에 두며 性霊이 主体가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以身換性」은 植民地化되던 시기에 몇 번이나 반복하여 孫秉煕가 幹部들에게 

修養을 중요시 하라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 法説은  日本과 싸우려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人乃天」도 그 意味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孫秉熙에게 있어서 人乃天은 以身換性을 意味하였지만 修行에 있어서 大降霊（天主의 

人格的 만남을 体験하는 일：引用者註）을 体験한 者들만이 「以身換性」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孫秉熙는 1912 년 4 월５일부터 1914 년 3 월 25 일까지 7 번이나 牛耳洞의 鳳凰閣에서 

全国의 大頭目 483 名을 불러 49 日간 修練을 실시했으며 주요하게 「以身換性」을 

強調하였다. 이 修練을 거친 사람들은 降霊을 받을게 하여 大降霊을 体験하는 者들을 

個別的으로 불러 모아 “이제 降霊이 되었으니 以身換性工夫를 해야한다고 한다
7
 

이렇게 보면 朱子,李退溪의 天에 対한 誤解는 잠시 놓아두고  孫秉熙가 人格的天主를 

否定한다는 理解는 東学,天道教의 修練을 理解하지 못 하는 사람들의 皮相的인 

                                                      
5 金容暉「韓末東学의 天道教改編과 人乃天教理化의 

性格」『의암손병희와３・１운동 ;통섭의철학과운동』：모시는사람들,2008 년） 

6李敦化『天道教創建史』（大東印刷所,京城,昭和８（1933）年）,第 3 編第 10 章,72 쪽 
7金容暉「韓末東学의 天道教改編과 人乃天教理化의 性格」104～10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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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的観察에 지나지 않는다. 「無体法経」 등 天道教의 教理를 体系化한 著作은 틀림없이 

法則的인 世界,人間의 説明이 많다. 그러나 孫秉煕에 있어서 人格的인 天,하눌과 法則的인 

自然,人間観은 相互적으로 二者択一的인 것이  되지 않는다. 

또한 孫秉熙가 修練을 要求하고  修業의 結果로 覚性한 者와 覚性하지 못한 者와 사이에 

序列을 設定하는 것은 朱子学이 学問과 修養으로 공부하여 聖人에 이르는 段階과 人間의 

序列를 設定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이로부터 孫秉煕는 朱子学에로 退行하는 愚民観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東学에서는 『東経大全』을 비롯한으로 東学의 経典学習과 

修練을 요구하고 特히 天主와의 対話（心告,呪文修練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개는  

어떠한 宗教도 修行과 修養을 必要치 않는 것이 없으며 修行과 修養의 程度에 의해 

信者와의 사이에 段階적인 차이가 생긴다. 다만 이런 相違가 前近代的인 身分差別등을 

合理化시키는 일인가 하는것은 묻지 않을수 없다. 朱子学에서는 理가 万人에 内在하여 

있으며 気의 清濁에 따라 差別이 드러나는데  気가 맑고 理가 밖으로 드러나도 이 때의 

理의 内容은 封建的인 上下를 포함한 . 神,仏,理 

등 名称은 무어라도 좋지만 神,仏,理가 内在하여 밖으로 드러나기때문에 人間은 平等하지 

못하고 이 内容이 人間平等을 意味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修行의 程度에 의해 

人間의 差異가 있기에 民을 変革主体로 보지 않고 朱子学（性理学）에로의 退行으로 본다면 

이것을 飛躍이라 하겠다. 東学,天道教에서는  夫婦의 平等을 가장 強調하고（「夫和婦順은 

吾道의 第一宗旨이다.」『海月法説』１７）,両班과 良人,賎人까지 평등하게 지냈다는  

報告가 많이 있다. 両班이 商業에 従事하면 両班으로 보지 않는  社会적인 환경에서  

崔済愚가 行商 경력이 있으며 良人과 奴婢의 中間的인 身分으로 머슴이었던 崔時亨이 

第二代教祖가 되고 中人으로서 庶子差別를 받은 孫秉熙가 東学에 매혹된 것 등이 東学이 

朝鮮王朝의 朱子学이 肯定해온 身分差別을 否定하는 것이 된다. 이 点은 보다 詳細한 

検討가 必要하지만 東学,天道教에서의 修養段階를 설정하는 것을  朱子学에로의 退行이고 

民衆을 変革主体로 보지 않는 愚民観으로 본다는것은  飛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Ⅳ 종교와 정치 

 

  孫秉熙는 정치와 종교를 서로 배우자의 관계로 

보면서「教政双全」（『 天道太元教』）라고 하였는바 정치와 종교를 같은 천도에 의하여 

통합되고 있다고 보고 근대적인 정교분리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는 孫秉熙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다. 또한 근대화, 외교 등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3.1 운동을 주도한 이후에 발표한 민국정부의 구상에서 주석,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에서도 

孫秉熙는 종교가라기 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가졌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孫秉熙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는 근거가 된듯 싶다  

 

 一 政教分離와 「教政双全」,「通渉の宗教」 

먼저 정교분리란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天道教는「教政双全」으로 정치와 종교는 같은 

천도에 의한 통합이라고 보며 東学농민전쟁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天道教의 교의와 연관된다. 오늘 서양근대화를 정상적인 근대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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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근대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정교분리의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이가 많지만 

이로부터는  東学, 天道教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교분리와 근대화라는 점에 

관하여 특수한 유럽의 역사적사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싶다. 중세에 

있어서 카톨릭교회가 세속에 우위하는 성역의 지배자（최고정치권력）로 있었지만 그것에 

반항하는 개신교（프로테스트）들도 있어 신구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피의 종교전쟁이 

계속되어  서로 상대를 몰살할까 아니면   평화를 가져올수 있는 그 어떤   지혜, 

해결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엄격한 체계적 교의를 가진 종교사상이다. 그 떄문에  타 종교, 가치관을 가진 

사상과 부분적으로  충돌되는 경우 그것은  부분적인 충돌에 멈추지 않고 전체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서양의 그리스도교가 스스로를  正当하고 正統적인 사상이라 

자리매김하고 다른 종교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이단파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종교조직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또한 정치권력에 강렬한 영향력을 일으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 

타 종교, 가치관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전쟁이다. 

그때문에  특정한 종교교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강렬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인간생활의 사적 분야의 일부분에 존재영역을 한정시키게 된다. 그 해결책이 

정교분리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구미세계에 있어서 정교분리가 완전히 실현된 국가는 

없는것이 아닌가고 본다. 예를 들면 영국교회의 수장은 여왕이다. 서양의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인 전쟁 회피의 해결책으로서 정교분리를 선택했지만 분쟁을 피할수 있었다면  

정교의 미분리는  문제점으로 되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은 서양의 신구그리스도교의 

종교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일층 농후하다. 국립묘지, 

대통령취임선서식에 그리스도교의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일, 대통령선거에서 낙태, 

진화론, 동성결혼 등 종교적 문제가 쟁점이 되어, 대통령후보자격에서 종교적 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권력과 종교(교단)과의 미분리는 곳곳에서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미국에 있어서 정교분리를 지키자고 강렬하게 주장하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구미세계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정교분리를 외래적 근대사상의 일부분으로 

수입하는 경우  특수한 유럽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정교분리를 이해하고 

종교단체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모두 전근대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天道教에서 정치와 종교는 天道를 통하여 완성된다. 최재우가 이 네 글자（守心正氣）가 

자기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고 마음을 지켜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을 통하여 마음을 천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東学, 天道教의 마음공부이다. 하여 어떠한 종교도 천도의 거울을 통하여 

대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같은 대도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의 

진리(대도)와 동일한 것이라는 교리에 있으며 이 것을 東学은 

최제우이래「同帰一体」「同帰一心」이라고 말하였다. 孫秉熙는「天道太元経」등에서 이 

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天道教와 신종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天道教는 天道教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세계인류의 공유물이다. 天道教는 문을 닫은 종교가 

아니라 개방적 종교이다. 천도교는 계급적 종교가 아니라 평등한 종교이며 구역적 종교가 

아니다. 세계적 종교이며 편향적 종교가 아니다. 広域的종교이며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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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적 종교이며 오늘에도 옛날에도 들으적 없고 오늘에도 옛날에도 비교할수 없는 새로운 

종교이다.”（『天道教経典』에서） 

 이처럼 모든 종교의 천도(진리)는 동일함에 의하여  이런 저런  종교간의 서로 다른 

진리를 둘러싼 싸움을 피할수 있게 된다. 더욱이 그리스도교처럼 인간의 전체 생활을 

지배하는 강력한 체계적인 신학도 아니고 부분적 충돌이 종교 사이의 전면충돌이 되는 일도 

없다. 天道教는 타 종교와 사상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고 전투적이지도  않으며 타 종교를 

통하여 포섭하는 「통섭의 종교」라고 평가 받고 있다.
8

 이때문에  3.1 운동에서도 

그리스도교, 불교지도자들도  함께 참가하도록 불러일으키는 일이 가능하였다. 오늘 

天道教는 한국내의 종교뿐 아니라 공산주의, 주체사상에도 통하려고 하는듯 조선반도의 

남북대화에도 적극적인 「통섭의 종교」로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상사에서 이러한 민중에 

뿌리 박은 東学, 천도교과 같은 「통섭의 종교」가 있은 것과 대조적으로 통치자의 

사상이었던 유교, 성리학에서는  사문난적(斯文乱賊)의 대표되는 이단에 대해서 공격적인 

측면이 있었다. 금후 총합적인 시야로 東学, 天道教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二 孫秉煕에서의 政治와 宗教 

다음에는 孫秉熙가 권력에 야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일이다. 孫秉熙는 

이미 대한제국시기에 군주제를 비판적으로 보았고 공화정, 입헌제를 찬성하였다. 제 1 차 

세계대전 한가운데 “전쟁이 종식되면 세계의 정세가 변화되고 세계에는 군주가 없게 

된다.”고 우의동의 수련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3.1 운동 이후 취조 당할 때도 

“민주정체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9
 孫秉熙의 군주제부정, 민주적공화정치 지지는 제 3 대 

교조로 된 이후 일관적이었다.  

東学농민전쟁시기에는 아직까지  군주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였지만 

조선왕조로부터의 철저한 탄압과 그 이후의 孫秉熙의 사고의 진화가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로 되고 있다 
10

 

그리하여 “３・ １운동”이후 문초과정에서는「나는 조선이 독립국이 되더라도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은 없다. 만약 내가 독립 후에 벼슬길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치상의 야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나에게는 종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며 정치적 야심을 부정한 것이다.
11

 다만 이 진술이 취조서류라는 성격을 

                                                      
8  오문환 기타 편저『 의암손병희와 3.1 운동; 통섭의 철학과 운동』모시는사람들사, 

2008 년 
9조규태「孫秉煕의 꿈과 민족운동」『中原文化研究 제 1３집』2009 년 10 월. 59～60 쪽 

李炳憲編著『三・一運動秘史』時事時報社出版局,서울,檀紀 4292 年（西暦 1959 年）  
10  다음의 에피소드는 孫秉煕가 朝鮮王朝에로의 幻想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에서 왔다. 

일본체류중이던 때 義親王 李剛公이 聖師의 인격을 흠모하여 자주 聖師를 

방문하였는데 聖師 또한 때로는 義親王의 부름을 받아 종종 국가의 大計와 経綸을 

설파하였으며 帰国후에도 義親王은 聖師의 忠義와 東学의 真理에 公鳴하여 顕道이후 

비밀히 入教式을 거행한 후에 聖師를 師父의 禮로 대하였다.  

『天道教百年略史（上巻）』「2. 의 친왕의 동학입도」1981 年,天道教中央総部 

教史編纂委員会,未来文化社,329 쪽. 

11  조규태「孫秉煕의 꿈과 민족운동」2009 년 10 월?,59～60 쪽. 李炳憲 編著『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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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孫秉熙는 1905 년말 귀국할 때 마중 나온 이종훈에게「한울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소」라고 말하였고 김연국에게는 『天道太元教』를 건네주었다.
12

 

『天道太元教』는 천도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차원으로 종교와 정치를 보고  종교와 

정치는 서로 배우자관계로 되어 종교는 선악(善悪)의 구별을 통하여 인간을 선을 지향하게 

하고 정치는 사물의 분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게 하는 것이다. 종교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기준을 정하여 선으로 하여금 그 극치에 다다르게 하고 악은  싹이 

트기 전에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선도 악도 없는 천도의 차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 정치는 사물을 분별하게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이익을 감정하여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문제를 주재하는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려는데 

있다. 이르 위하여 법이 필요하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하여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떨어져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조화적으로 그 지향을 

실현하여「教政双全」을 이루면 지상의 천국이라 하겠다.  

孫秉熙는 근대화도 독립도 인간이 해야 하며 먼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고 그 점에  자신과 天道教의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력이나 제도 등 인간의 외부적 여건 이전에 종교가로서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면 권력에 접근했다고 하여 권력적인 야심에 따라 

행동했다고만 볼수는 없다  孫秉熙가 기대한대로  3.1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면  최대급의 공로자의 한 사람인 孫秉熙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새 정부에 참가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孫秉熙가 종교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인간이였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三 共通善의 共同体 

 孫秉煕의 이런 정치의 관여방법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이래 구미의 정의론과 비슷한데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현대구미에서 격차시정때문에  공동체구성원의 공통선 가운데서 

정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정의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이르는바 분배에 대한 끊임없는 의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정치적 공동체는 제 1 차적으로 공통선의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동시에 안정을 위한 제 2 차적인 법적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정치는 도덕, 기술, 권력의 측면이 있다. 특히 권력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폭력이며 국가란 

유일하게 정당한 폭력의 독점체가 되며 이 점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는 강한 긴장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폭력만이 아니라 공통선의 공동체이다. 폭력장치를 가지지 

않는 국가로 파티칸국 같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같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공통선의 공동체에 있다고 볼수 있다. 서양에서 발생한 

                                                                                                                                                            

一運動秘史』時事時報社 出版局, 서울,檀紀 4292 年（西暦 1959 年）  
12 “한울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소.  내가 말하는 한울은 저 

푸른 한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곧 하눌이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고치기전에는 

누가 무슨 재주를 부린대도 이 세상을 바로 잡을수 없다는 말씀이오.”趙基周 

編著『東学의源流』普成社,1979年,237 쪽,10-1 聖師의 還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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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주권국가는 유일한 배타적 권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유일한 폭력을 가지고 

있지만 폭력을 국가의 가장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면 주권국가의 상위적 정치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된다. 현재 ＥＵ와 같은 주권국가를 초월하는 공동체가 성립되고 

중첩적인 정치공동체가 성립되고 있지만 사실은 서양중세에서 領邦국가, 독일왕 등이 있는 

차원의 국가가 있었고, 서양의 대부분 전역을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차원의 국가와 

정치공동체가 중층적으로 성립되었다. 근대주권국가가 이 중세의 중층적 정치공동체관계를 

청산하였으나 현대에는 또 다시 정치공동체, 국가는 중층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것은  

국가의 본질을 공통선의 공동체로 보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오늘에 이르러 동아시아도 국가를 초월하여 지역적 공동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서는 국가를 공통선의 공동체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13

 孫秉熙는 

정치공동체를 공동선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그가 天道教를 세계종교라고 하는 주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Ⅴ 맺는 말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東学과 天道教를 한국의 토착적, 자생적 근대사상이라고 이해하는 시점의  

빈약함이 東学, 天道教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되는 듯 보이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련다. 한국에서는 근대지향의 사상으로서 실학연구가 있는데 근대사상이라는 

것은 개화파, 고종황제 등의 서양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東学, 

天道教는 민중투쟁 가운데서 제기되지만 그 자체가 한국의 자생적 근대사상으로서 역사 

교과서에서 취급되는 일은 없다. 서양적 근대화만을  근대화라고 보고 거기에  이르려한  

사상적 활동만  근대, 근대지향적사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생적 근대사상이란 없는 것인가. 유교는 한국의 

전통사상으로 유교가 근대적 사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례를 검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유교적 근대화라지만 유교는 외래사상으로서 한국의 자생적근대사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유교자체에서 자생적 근대사상을  검토할수 있는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필자도 관여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집단적지성의 場에서 

「토착적근대」,「영성(霊性)」을 키워드로 하여 한국의 자생적 근대사상을 찾아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여기서는 東学-天道教-증산교-원불교를 한국의 토착적 근대사상으로 보고 

그러한 종교사상이 모든「개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개벽파」로 부르는 것을  

제창하며 한국근대사상을  대폭적으로 다시 쓰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 

사상연구를 최근 정력적으로 정리하고  견인하고 있는 조성환 씨의 매력적인 최신 정리를 

소개하면서 긴 문장이지만 인용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끝 마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근대’와 같은 번역어로서가 아니라 한국인들 자신이 스스로가 추구한 새로움을 

나타낸 말은 없을까? 조선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표현한 개념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개 

                                                      
13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관하여 경제적인 자극뿐이 아니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공통선이 

불가결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직 시작일 뿐으로 이런 시도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荒木勝 감수, 변영호편집『동아시아의 공통선 – 화.통.인의 현대적재창조를 향하여 東アジアの共通善 

－和・通・仁の現代的再創造をめざして』오카야마대학출판회 岡山大学出版会,2017 년 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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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다. 개벽은 19 세기말의 조선 민중들이 유학적 세계관과는 다른 “새로운(modern) 

세계를 열자(開闢)”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다. 그런 점에서 개벽은 하나의 사상운동이자 

이상세 계를 표방하는 슬로건이다. 또한 개벽을 주창한 이들이 추구한 ‘새로운’ 세계관이 

지금 우리 가 살고 있는 세계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 가령 東学의 

“만민평등 사상”이나 天道教의 “(개벽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명개화운동” 또는 원불교의 

“생활 속의 종 교” 운동 등등 - 개벽이 주창되기 시작한 시기를 ‘modern,’ 즉 ‘근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런 의미에서 1860 년 東学의 탄생은 한국적 근대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天道教를 비롯하여 증산교, 원불교 등이 일제히 ‘개벽’을 

외치며 동참하였다. 이 른바 개벽파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적 근대의 특징은 

유학과의 긴장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서구적 근 대가 중세와의 긴장 

속에서 탄생한 것과 대비된다. 그래서 한국적 근대는 유교적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것에 다름 아니다. 유교적 질서의 특징은 모든 가치가 ‘성인’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데에 있다. 이에 반해 東学을 비롯한 개벽종교는 가치의 중심을 중국의 ‘성인’에서 한국의 

‘민중’으로 이동시켰다. 철학의 근원을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 고 모든 이들에게 

‘분산’시킨 것이다. 公共철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을公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세계관관 인간관 그리고 수양론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개벽은 중국으로부터의 철학적 독립선언에 다름 아니다. 신라시대 

이래로 성인은 항상 중국에 있었고, 그 중국에 있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학습하는 

“학이시습 (學而時習)”이 우리 철학의 주류였기 때문이다.(해방 이후에는 그 대상이 다시 

서양으로 바 뀌었지만-). 반면에 東学에서는 누구든 내 안의 하늘님을 자각하기만 하면 

하늘같은 사람 [天人]이 될 수 있다는 민중 중심의 인간관을 제시하였다. 이제 한문을 

모르는 민중들도 수 양을 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벽은 단순한 ‘고대-중세-근대’라는 역사적 시대 구분을 넘어서 문명전 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그리스도교에서 역사를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누듯이, 개벽파는 19 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를 조선 문명의 대전환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것은 사 상적으로는 

성인의 교화에서 민중의 자각으로, 사회적으로는 서열화된 신분사회에서 차별없 는 

평등사회로, 정치적으로는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민중에서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으로, 

전면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들 개벽파가 추구한 나라의 모습은, 동양포럼 김태창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개화파와 같은 서구적인 “국민국가”가 아닌 “公共세계”였다(2018 년 

8 월 16 일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운동｣). 이 

공공세계의 특징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 되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평등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데에 있다.   이상이 개벽파의 근대성이자 한국의 근대성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개한 생활 속의 실천운 동이 개벽파의 근대화 운동이자 한국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근대화운동이었다」
14

 

 

                                                      
14 趙晟桓（円光大学円仏教思想研究院責任研究員）『開闢新聞』77 号,2018.08.《개벽신문》77 호 

(2018 년 8 월) 조성환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책임연구원)「한국은 ‘어떤 근대’를 추구하였나? - 

｢근대 한국종교의 토착적 근대화운동｣ 학술대회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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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사회적 구제와 민중종교론에 나타난 사회참여의 의미 

-원불교의 사드철폐운동을 중심으로-1 

 

원영상 (원광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한국 종교의 하나인 원불교의 공공성을 사드철폐운동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원불교는 1916 년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대각에 의해 탄생한 종교다. 개혁불교이자 

현대불교인 것이다. 그 교의는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하다. 그 속성은 불법승 삼보를 현대적

으로 해석한 교단인 것이다. 최근 원불교는 사회교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평화운동에 앞장서

고 있다. 작년 2017 년 두 차례에 걸쳐 원불교의 중요한 성지인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단계 고(高)고도 

방어체계)를 배치하였다. 한반도에는 무용한 전쟁무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법적 절차,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과의 대화도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정부도 꺼리

는 종교의 성지에 군사무기를 배치함으로써 한국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조항을 무력화시

켰다. 수많은 평화운동가들이 이 불법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원불교 또한 성주성

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이 사드철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필자 또

한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원은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드철폐운동은 이제 한

반도의 평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종교계가 있다. 원불교 또한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사드철폐운동의 과정을 통해 원불교가 내세우는 평화

관이 무엇인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원불교의 평화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민중종교인 원불교는 이제 100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의 탄생도 그렇지만 

                                                      

1 먼저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지원해준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윤명은님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초안이다. 일단 사드반대운동을 통해 원불교의 평화사상과 사회

교화론, 그리고 정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일반론과의 관계를 보완

하여 완성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논문은 조성윤과 김선필의 공동연구인 �성주 소성리

의 사드배치반대운동과 원불교의 미래�(�종교연구� 제 77 집 3 호, 한국종교학회, 2017)가 있다. 

본 논문은 원불교의 사드배치반대운동에 대해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치밀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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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민중과 함께 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대종교로서 이러한 역동적인 모

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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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2016 년부터 2017 년,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은 정권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사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한반도의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이다. 현재도 과정에 놓여 있지만, 박근혜와 문

재인 양 정권을 관통하며, 동아시아의 안보문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반

영되어 있다. 이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드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와 직

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주와 김천 지역

은 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반대의견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지역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불교 또한 이 문제에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드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어져 왔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첫째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미를 지닌다”라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권, 평화적 생존권,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헌법 60 조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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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

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조항과 사드배치의 문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는 

미국이 한국에 부지를 요구하면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이 법률효력 측면에서 상위에 있는 

헌법을 따라야 할 경우, 현재 사드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

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이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다.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

획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널리 공개되고 있

는 현실로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시행하여, 환경부로부터 이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드배치는 진행되고 있다.2 이 외

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주민의견의 수렴과정, 2017년 4월 26일과 9월 7일의 양일에 걸친 기

습적인 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경찰 공권력 행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

다.3 

  그런데 이 외에도 헌법 20조에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

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원불교의 성지인 성주 소

성리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사드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소

성리와 그 일부인 구 롯데골프장 자리는 원불교의 제 2 대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 송규(宋奎, 

1900-1962)의 고향인 동시에 구도지이자 순례길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일체 상의도 

없이 군사시설, 그것도 외국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지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원불교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군사시설물설치에 대한 

                                                      

2 환경부는 37 가지를 다시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에게도 4 가지를 요청하고, 이 중 환경오염 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회답이 없다.  

3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욱식의 �사드의 모든 것�(유리창, 2017)과 고영대의 �사드배치 거짓과 진

실�(나무와 숲, 2017)이 가장 정통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저술에서는 사드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이자 정의당의 국회의원인 김종대의 경우, 다양한 언론매체

를 통해 사드무용론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또한 사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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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에 동조한 바가 있다.4 그러나 소성리 일대는 원불교인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지

배적임에도 국가는 이에 대한 대화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김천과 성주, 그리고 원불교가 공조하여 민주변호사회와 같은 다양

한 법률적 채널을 통해 소송 중에 있다. 이 모든 문제가 법률적으로 판명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 와중에 사드부대는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농성을 와해시

키고, 2017 년에 소성리 마을 앞을 통과해 배치되었다. 정부는 향후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

쳐 이 문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완결 짓겠다고 한다. 이 또한 모순된 일이다. 대다수 주민

이 반대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미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채 사드부대배치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부대배치 또한 그 소유주인 미국의 배치교범에도 어긋나 있다.5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상황

을 빌미로 많은 측면에서 소수 국민의 의사가 배제되어 왔으며, 국가의 법률 또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과정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6  

  이 문제는 원불교에 있어서는 국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

다. 단순히 정교동심(政敎同心)의 차원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관계 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원불교의 사회교화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화두가 발

생했다. 현재 이 소성리에는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활동하고 

있다. 이 비대위는 원불교교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공식적으로 형성된 조직이다. 이 조

직을 기반으로 출가・재가의 구성원들이 물적, 정신적, 육체적 지원과 활동을 하고 있다. 사

드배치문제는 원불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향후 보

완해 가면서 완결된 논문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질정을 부탁드린다.           

 

 

Ⅱ. 원불교 사드철폐운동의 과정 

                                                      

4 계룡산 산하 소위 ‘신도안’이라는 지역은 원불교의 훈련 센터가 있었지만, 군사시설설치에 협조하여 

국가에 양도하였다. 

5 사드배치 반경 3.6km 이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을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사드부

대의 전방에는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입석리, 연명리, 노곡리 등의 마을 2천여 명이 살고 있다.  

6 대표적으로 국가가 행한 강정마을의 토지 점유와 관련, 이 지역을 자연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한 법

률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 국가의 행위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적 법률들이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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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의 사드철폐운동은 2016년 9월 6일 제 4회 각단회(최상위 출가교화단)에서 만장

일치로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물

론 8월 23일에 사드 철회 ‘원불교성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지만, 8월 30일에 부지결정이 

공식화되고 제3부지인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사드배치가 발표된 후인 다음 날 원불

교성주대책위원회는 교단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식 명칭 ‘사드 철회 및 성

지수호 원불교대책위원회’로 정했다. 

  이 비대위는 원불교 출가와 재가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에서 활동하는 

평화천막교당의 담당교무이자 사드배치반대 김천대책위의 공동위원장(최용정 교무)과 성주

사드반대대책위 전 공동위원장(김성혜 교무) 또한 이 대책위원회에 속해 있어 이 비대위는 

김천과 성주 양쪽에도 참여하는 형식이 되었다.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는 현재 원불교 성주

성지사무소가 있으며, 소성리 교화와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의 안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비

대위는 결국 사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이야말로 원불교 사드반대운동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직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듯이 김천, 성주, 소성리의 지역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비대위는 원불

교환경연대 등 원불교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서울과 같이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갖는 곳에서의 활동 또한 이 지역 네트워크를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까지 사드반대결사운동, 소성리 사드배치반대운동, 사드반

대홍보, 김천, 성주, 소성리,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사드반대단체와의 연대, 조직활성화, 기

금의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의 간략한 활동일지7에서 보듯이 원불교 사드반대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첫째는 기도회 및 집회이다. 소성리에 평화교당을 설치하고, 시기에 따라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사드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고, 소성리, 서울 광화문광

장 등을 중심으로 사드반대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 2016 년 9 월 7 일 : 사드 철회와 성지 수호를 위한 원불교 기도회 /서울 국방부 앞, 

300여 명 참석 

  ▷ 9월 12일 : 원불교평화명상기도회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참석 800여 명 

  ▷ 2017년 2월 28일 : 소성리평화교당 설치, 기도 시작 

                                                      

7 뒤에 참고자료에서 최근까지의 활동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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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0일(목) : 전쟁반대, 사드반대, 오직평화 ‘천만 번의 비움, 천만개의 평화’ 평화

의 100배 진밭평화교당에서 오후 4시 시작 

  ▷ 4월 27일 : 광화문광장 1천만배 평화의 기도 시작 

  ▷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 100배 시작/주관 원불교비대위/소

성리마을회관 앞 

 

  두 번째는 법률대응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드배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드배치 그 자체도 그렇지만, 배치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도 법적 시빗

거리이다. 이 점을 법률자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 2017 년 3 월 25 일 :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한민구 탄핵 촉구 서명과 헌법 소원 

청구인 모집 

  ▷ 4월 18일(화) : 사드부지 미군공여 절차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후 13:30 외교부 

앞, 성주, 김천, 원불교 참여-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는 사드부지 공여는 위법 기자회견 

  ▷ 5월 8일 : 부지공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심의 서울행정법원 진행 

  ▷ 7월 11일(화) :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

인소송 변론기일 진행과 기자회견 

  ▷ 7월 12일(수) 국민감사청구기자회견 오후 13시 감사원 앞-성주, 김천, 원불교 450여 

명 국민감사 청구 진행, 김선명 집행위원장 발언과 접수 

 

  세 번째는 사드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행동이다. 특히 2017 년 4 월 26 일과 9 월 7

일은 사드가 들어간 날이다. 전자에는 레이더와 사드발사대 2 대가 들어갔으며, 후자에는 잔

여발사대 4 대와 관련 장비들이 들어갔다. 이 때 원불교는 김천과 성주의 시민들, 여러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소성리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이를 적극 방어하였다. 그렇지만 두 번에 걸

친 사드반입을 위해 정부는 각각 8,000 명의 경찰을 소성리 일대에 배치하여 이 반대운동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다.  

   

  ▷ 4월 20일(목) : 사드부지 공사차량 롯데 CC 기습 반입, 저지 과정에서 원불교비대위 

윤명은 상황실장과 주민 등 부상, 강현욱 교무와 성주 주민 등 2 명 경찰 강제연행 후 저녁 

8시경 풀려남.  

  ▷ 4월 26일 : 사드 발사대 2기 임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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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월 4 일(목) : 군부대 부식차량으로 위장한 유류 반입 시도 평화지킴이 저지-오후 8

시 불법 꼼수 유류 반입 규탄 소성리 긴급집회 

  ▷ 9월 7일 : 사드 발사대 추가 4기 임시배치 / 소성리 평화지킴이 사드 추가배치 성지

수호 저항 활동 

  ▷ 11 월 21 일(화) 오전 5:30~14:30 사드부지 불법 공사차량과 자재 반입 저지 투쟁 진

행/불법 공사장비와 차량 진입 폭력 강행 규탄대회/소성리마을회관 앞/사드저지평화회의 120

여 명 참여 

 

  네 번째는 평화홍보 및 연대활동이다. 성명발표, 평화 퍼포먼스, 언론활동, 평화회의 등 

원불교의 평화정신을 알리는 한편, 김천, 성주 등을 포함한 소위 6 주체의 사드반대투쟁위와

의 연대활동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의 여러 평화단체들과도 연대를 통한 사드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밀양송전탑반대운동단체, 제주강정해군기지반대운동 단체, 

평택 대추리의 미군기지반대운동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미일과는 미군부대의 세계 확장에 

반대하는 단체, 오키나와, 교토 등 오키나와 미군기지반대운동 단체와의 연대이다.     

 

 ▷ 2016 년 10 월 11 일 : One-Peace 종교·시민 평화결사(평화기도회·평화결사·평화행진)/

오후 2시~ 5시 서울 보신각, 청계광장/원불교출재가, 김천·성주 주민, 5대 종단 종교인, 시민

사회단체 등 4,000여 명 참여 

▷ 11월 12일 : 국정농단, 사드농단, 사드배치 무효 평화행동/국방부 앞에서 광화문 

▷ 2017년 3월 18일(토) : 제1차 사드저지 소성리 평화행동/원불교 출재가 교도 300여 명 

포함 약 5,000여 명 참가/진밭교 앞 24시간 철야평화기도 천막 설치와 진밭평화교당 시작 

▷ 4월 2일~4월 17일 :  김성혜 교무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평화단체 초

청 미국 동서부 7개 도시 평화강연 

▷ 5월 21일(월) : 광화문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과 청와대 앞 릴레이 일인시위 시작  

▷ 6월 3일(토)~5일 :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 방문/집행위원장 김선명 교

무, 상황실장 윤명은  

▷ 6 월 14 일(수) : 원불교비대위 주관 소성리 정기수요집회 주관-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운영위원 초청 강연회 

▷ 10월 28일(토) : 오후 14:00 촛불 1주년과 트럼프 방한 즈음한 사드철회 촉구 평화행동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앞 인도/원불교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김천시민대책위, 평통사 등 

주관, 150여 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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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사드반대운동을 위한 핵심구성원인 사무여한단의 모집과 활동, 광화문에서의 

단식활동, 평화마라톤, 생명평화순례, 사드반대와 한반도평화를 위해 분신한 고(故) 조영삼 

영가 49일 추모기도, 평화기행, 의료봉사활동, 영화제 활동, 기금모금활동에의 참여 등 다양

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Ⅲ. 원불교의 평화관 

 

  사드배치 반대의 입장에서 원불교는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평화라는 말은 다

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원불

교가 주장하는 평화론 또는 평화사상이 무엇인지 원불교의 가르침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은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한다. 그 구조의 첫째

는 근원성으로 이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자 제불 제성의 심인이며, 우리 중생들의 본성

을 말한다. 제 1원인으로서의 근원은 종교적 세계의 본질을 형성한다. 인간과 만물의 본질적 

근원을 문화적 전통 속에서 찾아 해석해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의 

궁극적 지점은 곧 일원세계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원융회통성으로 유무, 주객, 음양, 성속, 생사 등 상대적인 모든 것을 넘어 불이

(不二)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 현실에서는 영과 육, 이(理)와 사(事), 물질과 정신, 

과학과 도학 등 회통의 관점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원만성으로 일원상의 진리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상태를 말한다. 원만성을 회복한 사회는 진

리적 삶이 구현된 낙원세계라고 할 수 있다. �정전� 전망품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존재

가 완전한 주체자인 부처로 우뚝 서는 동시에 상호 존중하는 용화회상과 같은 평화 세계인 

것이다. 

  서세동점의 근대 시기, 소태산은 식민지와 전쟁의 고통을 통해 그 원인인 제국주의와 

그것을 잉태한 근대문명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그 위기적 상황에서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

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를 걸고 출발한다. 근대문명의 총아는 과학이다. 이 과학

의 균형을 바로잡는 세계가 정신, 즉 도학이다. 그 균형의 무너짐으로 인해 전통 가치가 해

체되고, 인류는 자기 분열적 증상을 보인 것이다.  

  조지 리처(G. Ritzer)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현대문명의 대표 현상인 패

스트푸드에서 규격화・편리성・효율성 등 근대성의 불합리와 비인간화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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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계의 맥도날드화는 전통의 해체 및 가치의 소멸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태산이 

불교를 수행관, 윤리관, 종교성, 인격성 등에 있어 세계적인 종교로 높게 평가한 것은 이러

한 전통의 현대적 복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울리히 벡(U. Beck) 또한 현대문명의 위험 요인인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을 비판하

고, 과학의 합리성에 대해 도덕적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은 곧 사회, 정

치, 경제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앞서 『도덕감정론』을 주장한 

것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태산은 교의품에서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 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문명만 되고 물질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다”

고 보고 이 양자가 충실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야말로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

계”8라고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이의 극복을 위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을 삼학의 정신수양의 강령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외부 세계의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촉발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존재론은 현대 사

회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피노자, 흄, 후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

지만, 과학발전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태산은 자아분열의 기점인 개

체의 욕망이 우주자연과의 분열을 낳고, 이 분열이 차별을 낳아 마침내 세계가 갈등과 대립

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평화의 근본은 이러한 자아 및 세계의 분열을 어떻게 통합하고 

치유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태산의 평화사상의 요소는 무엇인가.9 먼저 중도와 중용이다. 일원상 진리

에 대한 견성과 양성의 과정을 거쳐 솔성에서 나오는 행동을 무념행・무착행・중도행이라고 

한다. 정각정행, 즉 깨달음 위에서 행하는 육근의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이 바

로 중도의 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살생은 인과의 연쇄만이 아니라 중도적인 삶의 평정을 

파괴한다. 원불교에서 탐・진・치(貪瞋痴)의 삼독심이 소멸되어야 성자의 반열로 보는 것은 내

적 평화가 외적 평화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평화의 현실적 조건으로 환원하자면, 

민주성과 공공성을 의미한다. 민주성을 시민사회의 중용적 덕성이라고 한다면, 공공성은 평

화를 위한 하나의 중용적 덕목인 것이다.  

                                                      

8 �대종경(大宗經)� 제 2 교의품(敎義品) 31장. 

9 이 부분은 원영상의 「소태산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8-2호, 서울대평화통일연구원, 2016.12)

에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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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상생과 조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 은혜에 근원하고 있다. 이는 불타

의 연기론(緣起論)에 의거한다. 불타는 이 연기를 이해하는 자는 자신과 진리 세계를 이해하

는 자와 같다고 보았다. 연기사상은 대승불교의 과정에서 사회적 연기론으로 확산된다. 실

상론(實相論)적인 연기론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 관계론으로 조율된 것이다. 원불교

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절대은의 교의로 체계화한 것이다.  

  사회 내에서는 모두가 공존하는 동포은의 내적 원리인 자리이타가 된다. 여기에는 <대

학(大學)>에서 말하는 종교적 황금률로써 타자를 고려하는 혈구지도(絜矩之道)의 실천적 윤

리마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상생이다. 조화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그것

이 잘 드러난 것은 ‘강자・약자 진화상의 도’10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는 평화학자 요한 갈

퉁(J. Galtung)이 언급한 문화적 폭력, 혹은 구조적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진급

과 강급이 순환되는 사회적 연기론에 입각한 갈등 해소의 평화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관용과 섭취불사(攝取不捨)이다. 관용은 절대적 신앙 앞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이다. 여기에는 한 존재도 버리지 않는 섭취불사가 전제되어 있다. 불법연구회에 창부

(娼婦)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불만에 대해 소태산은, 불성의 원리와 불법의 대자

대비심에 의거하여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도해야 한다고 표명한다. 이러한 관

용은 원융한 법신불의 진리 하에서는 선과 악의 어떤 존재도 거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칸트의 철학을 볼 수 있다. 그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편적 법

칙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칸트의 이 말은 오늘날 평화학의 기본 명제가 되어 있다.  

  다음은 이러한 평화사상이 보다 확장된 것으로 소태산의 제자이자 제 2 대 종법상를 역

임한 정산 송규의 삼동윤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원도리(同源道理)・동기연계(同氣連契)・동

척사업(同拓事業)의 삼동윤리11는 세계보편윤리의 확립, 중도 조화의 정치, 대자비의 섭취불

사 정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세계보편윤리와의 관계다.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는 1970 년 함께 사는 세계

를 위한 행동해야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7 개 항을 통해 내세웠다. 공동의 인간성, 공동의 

안전, 상호의존성, 공동의 미래, 공동의 삶, 포괄적 교육, 희망과 헌신. 이러한 내용은 세계

보편윤리를 확립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12  

                                                      

10 �정전(正典)� 제 3 수행편(修行編) 제 13장 최초법어(最初法語). 

11 쉽게 풀어서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라는 

한글 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2 1990년대에는 유네스코 철학・윤리국에서는 보편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 파리에서 

“보편윤리를 위한 개념적, 철학적 기초”를, 1999년 한국에서 “보편윤리와 아시아 가치”라는 주제로 



132 

 

  그런데 이러한 보편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존

중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내세워야 된다. 특히 다양한 문화, 국가, 

민족, 종교들의 특수한 가치를 넘어서 이들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윤리는 전체의 공동선을 향한 목표와 이러한 목표가 

개인선에도 부합하는 경우에 당위성이 성립한다. 즉, 자리이타의 경우에 세계보편윤리가 성

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가치규범인 초월적인 가

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산종사는 도운편 22 장에서 세계 평화의 3 대요소를 “주의는 일원주의요, 제도는 공화 

제도요, 조직은 십인 일단의 조직”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일원주의는, 주지하다시피 “우주만

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일원상의 진리를 말한다. 이러한 

일원상의 진리가 보편윤리로서 가능한 것을 보여준 것이 동원도리라고 할 수 있다. 제 1 원

인으로서의 우주의 근원, 모든 종교적・문화적 가치 구현자의 철학,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선한 본성을 규정하는 일원상의 진리는 세계보편윤리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윤리,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화적 수준 가운데에서도 상층에 속하는 

각 종교의 특수성 때문에 합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전제가 되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 그

것이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인 동원도리인 것이다. 이를 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포괄주의나 다원주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원도리가 근거로 하

는 일원상의 진리에는 이미 반야공(般若空) 사상과 같은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진리 그 자

체는 무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소유할 수도 없으며, 말로써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마저도 언어로써 절대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일

원상의 진리인 것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무나 돌을 상징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

전한 깨달음의 상징인 것이다. 즉, 상징은 가리키는 것이며, 이 가리키는 상징화된 진리가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동원도리는 종교의 고유한 사상이나 철학을 존중하며,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국가적, 초문화적이면서도 모든 인류의 이념을 소통가능

하게 히는 세계주의인 것이다.   

  동기연계 또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적 존재로부터 연유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서로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로서 연기의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지점에서 지구적 문제 해

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써 부상한 것이다. 즉, 지구 전체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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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자연이 연기적 생명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세계윤리화의 작업에는 1993 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 100 주년 기념회의 지구윤리선언(A Global Ethic)에서 “우리 모두는 서

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상호의존의 사상이 공히 드러난다.  

  동척사업도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보는 일원주의에 의거한 것이다. 동척사업과 더불어 강

자약자진화상의 요법은 세계평화를 위한 불법민주주의(佛法民主主義)를 구축하는 중요한 윤

리가 될 수 있다. 평화, 공존, 정의를 기치로 새로운 세계윤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삼동윤리는 상호주의 공동체를 향한 평화구축을 위한 세계시민성의 덕목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중도 조화의 정치이다.  

  정산종사가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중도사상이다. 앞의 세계 평화의 3 대 요소 가운데

에도 공화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 공화제도체제는 일원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도이다. 정산종사는 도운편 25 장에서 “이 세상이 모두 이름과 실이 함께 공화의 정신을 가

진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무엇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

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고 한다. 정산종사는 

이 공화 정신을 독점하지 않는 정신으로 보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가 구성원 전체에 

속한다고 하는 고대 로마 정치의 근본과도 부합하는 말이다. 공화의 어원인 라틴어의 

respublica가 공동의 것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최근의 정치학계나 철학계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계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정치와 시민이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정치의 역사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은 분화되었고, 대의 또는 직접민주제가 확립된 것이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되며, 주권은 국민이 갖게 된다. 그 핵심 원리는 국민 간에 모든 차별이 부정되고, 자유

와 평등이 구가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17 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 

18 세기 앙시앵레짐(구제도)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 19 세기 차르의 통치를 무너뜨린 러시

아혁명 등 여러 시민혁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정치의 역사는 한국의 현실에서도 보듯이 균제와 균형이 요구된다. 

수많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절제와 타협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

한 것을 중재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중도인 것이다. 중도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보듯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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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다. 동

서와 남북의 경계를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정산종사는 「건국론」에서 마음단결과 자력확립을 주장하며, 이룰 구현하는 것을 중도

를 참고 있다. 중도 취사, 마음 씀의 중도, 그리고 정치의 표준을 중도에 두고 있다. “불편불

의 무과불급의 중도”는 정산종사의 평생의 삶의 표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도는 동서

고금의 성현이 강조하는 덕목이다.13 무엇보다도 원불교의 영육쌍전, 이사병행, 처처불상 사

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출가재가 무차별, 남녀 권리 평등, 성속의 일치 등 교의체계와 교단

의 운영은 이 중도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건국론」은 국가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 정산종사의 중도정치의 철학을 엿볼 수 있

다. 정신, 정치, 교육, 국방, 건설・경제, 진화의 도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주장하고 있다. 그 

목표는 인본과 평등에 의거한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 중 정치에 대해서는 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동시에 중도주의를 운용해야 한다고 한다. “상대편에 서로 권리 편중이 없

는 동시에 또한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운용하는 것이니...(중략) 조금도 강압착취와 횡

포를 자행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법”을 중도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무한 절대자로서

의 법신불을 전제로 한 삼동윤리의 대동사회를 건설하자는 뜻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상은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 갈등을 비폭력적이 방법으로 해결

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요한 갈퉁의 평화사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문화적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정산종사의 모든 중도의 의미를 종합하면 수행 체험을 통해 획득한 구조 내의 닫힌 중

도가 아니라 열린 중도를 현대의 정치철학에 투영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

에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대자비의 섭취불사 정신이다. 이 점은 소태산의 사상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

략한다.    

 

 

                                                      

13 논어에서 공자가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 아는 것이 없노라. 어떤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

면, 텅 비어 없는 것 같이 한다. 나는 그 질문의 양 극단(혹은 본말)을 완전히 파악한 후 힘을 다해 

대답한다.”(子曰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 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兩端而竭焉)라고 하고 있는 것

처럼 양쪽을 다 사려(思慮)하는 마음가짐에도 나타난다. 불교 또한 고와 낙의 수행과 삶의 극단을 

배제하는 중도의 행위로써 중도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연기의 이법에 바탕하여 생(生)과 멸(滅), 

단(斷)과 상(常), 일(一)과 이(異), 거(去)와 내(來)의 중도를 강조의 용수의 팔부중도가 유명하다. 중

국에 와서는 공(空)의 진제(眞諦), 가(假)의 속제(俗諦), 중(中)의 비유비공(非有非空)이 원융하다는 

삼제원융관을 밝힌 천태지의대사의 가르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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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불교 사드철폐운동의 의미 

 

    1. 사회참여와 평화운동의 당위성 

 

  사드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원불교의 종교적인 성격은 시민종교와 공공종교라고 할 수 있

다. 역으로 이러한 성격을 살펴보면 이 원불교의 사드반대운동에 수반되는 평화운동의 당위

성을 찾아볼 수 있다.14   

  먼저 원불교의 시민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원불교는 시민종교에 대한 논의가 서양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탄생되었다. 이 

시민종교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 제3공화정에서 1905년 정교분리법이 제정되고, 근대국가로

서의 종교와의 분리를 통해 종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도 중첩된다. 근대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중세의 종교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확립되기 시작한다. 따라

서 국가의 사명 또한 공백이 된 종교의 역할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고 종교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국가에 의해 완전히 대치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닌 것이다. 

  시민종교에 대해서는 루소, 칸트, 뒤르켐, 또크빌, 벨라 등이 주도되어 논의해 왔다.  

  이를 종합하면 시민종교는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사회에 개방하는 종교다. 사회의 통합

과 영성의 사회적 공유, 모든 사회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모든 존재의 근거를 합리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종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원불교의 입장에서는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의 교리가 보편화되는 것일 것이다. 종교의 교의가 보편화되는 것이다.  

  원불교의 종교적 성격에 대해 필자는 이미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라고 밝혔다. 

이는 불교의 역사에서는 시기상응(時機相應)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원불교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태어난 교단이다. 참여불교야말

로 시민종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시민종교의 원불교적 근거는 엄밀히 말해 사은사요를 

의미한다. 원불교의 사회참여적 성격은 교육과 복지를 교단방향의 3 요소로 제정한 것, 사은

은 사회평화의 원리라고 하는 점, 사요가 세계의 불평등 요소를 개선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교리라고 하는 점에서 이미 참여종교로서의 교의는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지만,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14  본 장은 원영상의 「원불교의 평화운동과 전환기 교단의 변혁」(『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회: 원불교 평화 대토론-성지수호를 넘어 평화운동으로-』, 2017.7.13., 원불교 중앙총부)을 부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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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의를 필자 나름대로 내리고자 한다. 첫째는 개인

적인 신앙와 수행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종교적 교의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것

을 말한다. 둘째는, 이러한 참여에 있어 사회의 갈등과 모순적인 요소를 파악, 제거하기 위

한 교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셋째, 단순한 복지나 교육도 종교의 사회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위해 적극적인 종교적 활동

을 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부르디외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으로 

구분한다.15 이 가운데 종교는 이 모든 분야에 소속되어 있다. 종교 경제, 종교 문화는 신자

들의 네트워크, 상징자본은 신념과 태도의 정당화를 말한다.16 이처럼 자본으로서의 종교조

차도그 자체로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자명한 사실을 원불교

는 교의화한 것이다. 사은과 사요는 종교가 전체시민에게 갈등보다는 화해를, 분열보다는 

통합을, 시기 질투보다는 이해와 자비를 주는 교의이다. 이 교의는 또한 시민이 요구하는 

합리적 성찰 이 가능하다. 이는 일원상의 진리가 보다 중생 제도를 위해 현실화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두 번째는 원불교의 공공종교로서의 성격이다.  

  공공종교는 최근 한일 간에 확산되고 있는 공공철학에 기반한 논의이다. 공공철학을 하

나의 학문적 장으로 이끈 사람은 김태창이다.17 그는 공공철학을 세 가지 차원의 상호운동

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책임지는 철학이다. 둘째, 전문가의 철학으로 공공성의 개념 형성, 역사발전 및 현

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공공(하는)철학으로 공(公), 사(私), 공공(公共)의 자기, 타

인, 세계를 상호 운동하는 관계로 파악한다18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공과 사의 관계를 활

사개공(活私開公)과 공사공매(公私共媒)로 정의를 내린다.19  

                                                      

15 김선필의 앞의 논문, p.42. 김선필이 인용한 부분: 부르디외, 피에르(Bourdieu, Pierre)・이충한과 김

선미 역, “제 2 장 자본의 형태(The Forms of Capital)”,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그린, 2007, 

pp.63-65. 

16 김선필, 같은 글. 

17 김태창(金泰昌)이 주도한 일본의 공공철학 논의는 공공철학 시리즈(東京大学出版会, 2001-2006) 전 

20 권에서 다양한 영역의 공공철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서 상세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출

판된 책으로는 �공공철학(公共哲學)이야기�(김태창 구술, 야규 마코토 기록, 정지욱 옮김, 모시는

사람들, 2012), �공공철학(公共哲學) 대화�(김태창 구술, 이케모토 케이코 기록, 조성환 옮김, 모시

는사람들, 2017) 등이 있다. 

18 김태창,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07, pp.82-83. 

19 같은 글, p.83. 活私開公은 매몰된 사를 살리고 공을 열어 조화를 꾀하는 것이며, 公私共媒 또한 갖

은 맥락에서 공과 사가 함께 매개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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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사회철학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만, 역사적 현실을 통해 조명해 보면, 이 철학

이 주장하는 것은 자명하다. 한 마디로 역사 속에서 개별화되거나 분리되었던 공과 사가 조

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발전을 추동하자는 것이다.20   

  이러한 측면에서 조성환은 동양적 세계관의 바탕에서 공공성 개념의 기원을 찾고 있다. 

그는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공공이란 무엇인

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는 김태창의 연구에 기반하여, 한자어 ‘공공(公共)’은, 지금으로부터 약 2 천 년 전에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 처음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에 수록된 

｢장석지(張釋之) 열전｣에 처음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제아무리 천자라 할지라도 법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공공’은 ‘모

두와 함께 한다’거나 ‘공평하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김태창이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21 공공

이 관념적인 철학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사기�22의 ‘공공지리(公共之理)’를 통해 공공철학은 공리로서 모든 사회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주자가 말하는 ‘우주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이라는 우주론적인 

원리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에 와서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

에 예속됨으로써 세속화 되었다고 본다.23 그는 이처럼 공공철학을 보편성의 원리로부터 우

주론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로소 존재의 본질과 가치를 중

시하는 종교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24  

  그렇다면 원불교는 공공철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는 한 마디로 공공종교로

서의 철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교의는 열려져 있다. 앞에서 김태창이 

언급했듯이, 공공종교는 사회와 민중 속에서 활사개공, 즉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함께 

공공의 가치 확보에 참여하는 종교를 말한다. 종래와 같이 개인이 공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개인이 부처로서 우뚝 서서 모든 공공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불의와 

부조리를 현실에서 타파하는 종교를 말한다. 원불교의 입장에서는 일원상의 진리에 기반한 

                                                      

20 원영상, ｢원불교의 종교성과 공공성｣, 『佛敎學報』7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7. 참조할 것. 

여기서는 이 논문의 일부를 가져왔다.  

21 조성환, �개벽� 54호, 2015년 5월.   

22 김병총 평역의 �史記�1-10권(집문당, 1994) 참조. 

23 조성환, 앞의 글.   

24 원영상, 앞의 논문. 참조할 것. 



138 

 

삼학팔조와 무시선의 진리가 편만한 세상이다. 또한 불의와 부조리를 현실에서 타파하는 종

교를 말한다.  

  삼학의 정신수양이 분별성을 타파하자는 것은 자(自)와 타(他)의 경계, 심과 물의 경계, 

주관과 객관의 경계,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지역과 세계가 이미 하나로 전개되고 있음을 인

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활사개공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인 오류

인 멸사봉공의 용어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사(私)가 희생되므로써 그 말의 본질은 무시되고, 

공공철학에 반하는 역사적 용어가 되었다.  

  원불교의 무아봉공은 소아가 아니라 대아의 개념이다. 이는 수천 년간 종교가 지녀온 

덕목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삼학팔조와 무시선은 현실의 삶에서는 모두가 정의를 이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의이다.25 우리는 이제까지 이 교의를 탈역사적이고, 탈공간적인 개념

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종교가 역사와 민중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교의 또한 역사와 민

중과 함께 현존하며, 존재의 방향을 주재한다. 예를 들어, 맹자의 사단론이 역사성을 띨 때,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26  

  초역사적인 교의는 역사와 당대의 민중을 기반으로 할 때 역으로 그 초월성을 담보하게 

된다. 기독교의 성육신과 부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역사를 통해 구현된 것이다. 

그 역사에서 현장성이 망각될 때, 종교는 관념화 된다. 소태산이 역사의 질곡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드러낸 것은 역사 위에 교단과 교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진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불교가 공공종교라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 속

에서 개인의 깨달음과 자비의 정신이 둘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원불교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선언문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먼저 1971

년 원불교 개교반백년 기념대회의 대회선언문 요지이다. ①우리는 삼동윤리로써 세계평화, 

인류자유를 달성하는 데에 앞장선다. ②모든 인류는 빈부격차, 종족차별을 없애고 강대국간 

                                                      

25 여기에서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논외의 일이다. 물론 정의는 법적 정의, 종교적 정의, 정치

적 정의, 기업의 정의 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종교적으로 절대적 진리 앞

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라면 모든 분야의 정의에도 기본적으로 복속된다.  

26 봉건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맹자이지만 그는 당시의 군주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왕께선 

하필이면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받을 일이 없는데 주는 것

은 재물로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군자이면서 환심을 사려는 재물에 매수될 수가 있겠

는가”, “나는 일찍이 공자가 대용(大勇)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스스로 반성해서 의

롭지 못하면 보잘 것 없는 천한 사람이라도 나는 두렵게 여기지 않을 수 없거니와 만약 스스로 반

성해서 의로우면 천만인이라도 나는 가서 대적할 것이다’라고.” 의는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신념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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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현대문명의 공해를 방지하여 인류평화를 추구한다. ③국력의 자주

적 배양을 발판 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민족의 슬기와 참됨

을 바탕 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우리가 이 땅위에서 달성한다. ④종교연합기구를 통하여 

종교적 공동과제를 토의하고 종교를 생활화할 것을 결의한다.27의 4 가지 항은 시민종교와 

공공종교로서 나아갈 것을 세계에 다짐을 한 것이 아닌가. 삼동윤리와 세계평화, 평등세계, 

정신운동, 종교연합운동을 통한 종교의 생활화는 원불교가 보편종교로서 가는 길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원불교는 이 길을 얼마큼 걸어왔을까.   

  또한 2000 년 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대회의 선언문이다. ①우리는 인류의 정신을 개벽

하고 지상에 광대 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한다. ②모든 종교, 사상, 만 생령을 하나로 보고 

하나의 세계건설의 역군이 된다. ③삼학사은으로 활불이 되고 상극을 상생으로 돌려 온 누

리에 자유은혜가 충만하게 한다. ④병진조화사상으로 영육쌍전, 과학도학으로 참 문명세계

를 건설한다. ⑤정교동심과 종교연합운동으로 평화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낙원세계, 일

원주의, 삼학과 사은, 영육쌍전, 종교동심과 종교연합운동 등 교의의 핵심을 망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불교 교법의 사회화는 얼마나 진척된 것일까.  

  마지막으로 2016년 원불교백년 기념대회의 정신개벽 서울선언문이다. “원불교를 창교하

신 소태산 대종사는 일원의 진리를 깨쳐 인류사회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이고 

진리·세계·인류·일터가 하나임을 천명하여 '하나의 세계'를 개척해 나갈 것을 염원하셨다. (중

략) 

  하나, 우리는 물질을 선용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상생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하나, 우리

는 마음공부와 적공으로 강약이 진화하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하나, 우리는 서로 감

사하고 보은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원불교의 창교의 의미가 인류와 함께 해 온 백년의 역사를 더듬으며 지구의 문제를 고

뇌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정신개벽으로 규정하고, 상생의 세계, 평화의 세게, 하나의 세계

를 만들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들은 원불교가 시민종교이자 공공종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사드반대운동이 이러한 종교로서의 원불교의 당위적인 활동임을 증

명하고 있다.  

 

                                                      

27 �원불교교사� 제 3 편 성업의 결실. 여기에서는 다소 축약되어 있다. ①일체 종교와 세계 인류를 

하나로 보아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주인 될 것, ②빈부의 격차, 종족의 차별 없는 평등으로 세계의 

질서를 정립할 것, ③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를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 운동을 이 땅에서 달성할 

것, ④국제적 종교 연합 기구를 통하여 모든 종교의 융통을 토의하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종교를 생활화 할 것 



140 

 

 

    2. 정의(正義) 교의의 사회화 

 

  원불교 사상의 집대성인 『원불교대사전』의 정의(正義)에 대한 항목은 도리, 규범, 덕의 

중정(中正), 질서, 불의와 권모술수 등의 반대를 말하고 있다.28 직접적으로 교의와 관련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정의에 대한 사항은 핵심 텍스트인 『원불교정전』의 교의편과 

수행편에 나와 있다. 교의편에서는 사은의 법률은, 삼학의 작업취사, 수행편에서는 무시선법, 

솔성요론, 최초법어에 등장한다.29 신앙의 대상인 법률은의 법칙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라고 한 것은 정의가 교의 구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삼학의 수행에서도 계행에 

해당하는 작업취사의 강령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이라는 점은 실천교의로서 의미를 

갖는다.  

  무시선법에서는 “육근(六根)이 무사(無事)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

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하며, 솔성요론에서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라고 한다. 삶을 하나의 수행으로 보는 원불교는 

정의실천이야말로 교의구현에 해당한다. 이 점은 원불교가 불교를 개혁한 현대불교의 불교

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참여불교(Engaged Buddhism)30로서 사회

적 역할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사드 운동 또한 이점을 잘 보여준다.  

  정의는 소태산이 언급한 것처럼 일원상의 진리에 기원한다.  

 

                                                      

28 “①올바른 도리. 공명정대한 것. 예로부터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

으로 실천해야 할 규범 또는 가치로 여겨 온 개념. ②지혜·용기·절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 ③여

러 가지 덕의 중정(中正)한 상태. ④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 ⑤부정·불의·권무술수를 물리치는 

것” 

29 ①법률은: 법률이라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②작업취사: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이

·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 ③무시선법: 육근(六根)이 무사(無事)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④솔성요론: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⑤최초법어: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 

30 틱 낫한 스님이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원불교는 불법승 삼보를 현대적으로 개혁한 종교로 본다. 

즉, 대승불교의 반야(般若)사상에 의거해 불보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법보는 

독자적인 경전의 편찬으로, 승보는 상가(samgha, 衆)의 사회화로 규정하고 있다. 원불교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내건 만큼 사회적 정의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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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

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

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

게 한 것이니라.31  

 

라 하고 있다. 사은은 편만한 일원상의 진리가 현실로 형상화 된 것을 말한다. 이는 불교

의 화엄(華嚴)사상과 불공(佛供)의 근현대적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 신

앙은 진리에 대한 불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불공은 이 세계가 부처 아님이 없으므로 이

들 부처에게 불공함으로써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자는 것이다. 종래의 등상불-불상(佛像)을 

말함-을 향해 죄주고 복주는 대상으로 믿어왔지만, 인지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근대적 합리성과 탈신화적인 사고가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원상의 진리

는 모든 종교가 근원으로 삼고 있는 세계이다. 그 근본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의 마음으로부

터 출발한다.32 따라서 이웃종교 혹은 동양의 사상까지도 포괄하는 진리적 세계를 상징화했

다.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리가 수행상의 지표로 

나타날 때는 보다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소태산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

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 데 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일원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 주리라. 첫째는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話頭)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세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

                                                      

31 『대종경』 제 2 교의품(敎義品) 4장. 

32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心體)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

체라 하는 것은 광대 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

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入定處)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太極) 혹은 무극(無極)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

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

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에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邪道)라. (『대종경』 제 2 교의품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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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일원상을 대

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 같이 숭배될 것이니라.33 

 

라고 한다. 상징이 삶과 직결되는 것은 이처럼 깨달음과 깨달음의 실천인 수행으로 나타

난다. 수행의 귀결인 취사력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

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34라고 하는 것처럼 솔성요론과 같이 정의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3대 지도자였던 대산 김대

거 또한 이 삼학수행을  

 

  수덕지선(修德至善)=계(戒)=대소사간(大小事間)에 늘 바른 취사를 해서 대취사력을 얻는

다. 동(動)=밖으로 정의를 행하여 모든 덕을 쌓는 공부(외행정의-外行正義), 정(靜)=안으로 

계율을 지켜서 모든 악을 끊는 공부(내수계율-內修戒律). (『대산종사법문집』제 1집, 정전대

의 9.삼학) 

 

에서 같은 뜻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원불교의 정의론은 일원상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 

최종 결과를 보여준다. 인과적으로 말한다면, 인(因)으로써의 진리가 정의라고 하는 과(果)로

써 드러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해석으로 정산 송규가 언급한 다음의 법문에 잘 나타나 있다.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에 제자의 질문에 대해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35이라고 한 것이다. 일상의 삶 전체는 신앙과 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정의에 의해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원불교 정의론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정의론을 잠시 알아보자면, 무엇

보다도 분배의 정의에 관해서 평등을 주장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Karl Marx)로 사회적 평등

을 정의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의 사회철학자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처럼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주장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에 비중을 두는 학

자계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를 절충한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이 있다. 롤즈는 

그의 『정의론』에서 “사상 체계의 제 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 1덕

목이다”라는 정의를 내려 자유와 평등을 현실적 중용(中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

                                                      

33 『대종경』 제 2 교의품 8장. 

34 『대종경』 제 3 수행품(修行品) 2장. 

35 『정산종사법어』 제 6 경의편(經義編) 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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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사상가들은 자유와 평등을 정의의 핵심 가치로 보고, 사회역사적인 입장에서 정의

의 문제를 인류의 최종 가치로 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동양 전통에도 정의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또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을 주장하는 유교나 도교의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유

교의 경우, 인의(仁義)야말로 정의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주역, 『논어』, 『맹자』에서 강

조하는 4 덕인 인의예지 근원한 인의는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정의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의의 경우, 공의(公義)를 강조하는 동양의 전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양이야말로 오래 전부터 사회적 정의를 강조해온 전통이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정의론 또한 이러한 동서양 양자의 정의에도 일정 부분 소통된다고 할 수 있

다. 소태산은 불법을 믿는 이유로 불법을 시대에 적응케 하여 가정,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게 하고자 하며, 불교의 허무적멸은 『주역』의 무극과 태극, 공자의 인, 자사(子思)

의 미발지중(未發之中),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그 근본에서 만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

한 불교의 허무적멸로 “도의 체를 삼고 인·의·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어 

쓸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36라고 한다. 여기서 허무적멸은 불교의 열반(涅槃, Nirvana)으로

써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불교를 기반으로 유교의 가르침을 포용하여 체용의 

관계로 삼고, 인의예지의 사단(四端)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태산의 제자인 정산 또한 성인과 범부의 성격을 맹자가 주장하듯이 의(義)와 이(利)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는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 지나니라”37라고 하여 성인의 삶은 

정의와 대의에 있음을 설파한다. 그리고 도가(道家) 즉, 종교의 신자들에 대해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38라고 주장한다. 원불교의 종교

로서의 현실적 가치는 이처럼 동양적 정의론에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

불교의 교의 형성 배경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역사문화적 전통과도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도 원불교 교의 형성과정에서 유학자인 정산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태산의 깨달음을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적 토양에 착근시키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

다.  

                                                      

36 『대종경』 제 6 변의품(辨疑品) 20장. 

37 『정산종사법어』 제 9 무본편(務本編) 39장. 

38 『정산종사법어』 제 10 근실편(勤實編)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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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편으로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서양의 정의론과의 관계에서는 불법연구회의 활동 

그 자체와도 깊이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교명은 저축조합(1917), 불법연구

회 기성조합(佛法硏究會期成組合)(1919), 불법연구회(1924)로 변천한다. 원불교의 종교적 원

형은 조합이었다. 그리고 추후에 종교적인 세계로 확장된다. 궁촌벽지에서 간척사업을 통해 

농민공동체운동을 시작하여 종교공동체로 발돋움했다고 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를 몸소 조

합원들과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서양의 정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정치(精緻)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불법연구회의 개교의 의미를 집약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

벽하자”는 슬로건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유럽식 사회주의 운동의 하나의 부류로 보아도 손

색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시몽, 푸리에와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 혹은 크로포토킨의 상

호부조론적인 세계가 엿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식 사회주의가 근대적인 면모를 보

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하 제한된 자유의 상황 하에 저항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던 불교개혁론자들의 경우와도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모든 개인의 사회적인 배경과 조건들이 공동체 속에서는 제외되고 평등한 관

계를 지향하는 가운데 불법의 정의(正義)에 입각한 현대적 종교를 지향했다는 점도 오늘날 

논의되는 정의론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깨달음과 자비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

교의 정신이 기반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나 주변부의 소외자들이 이 불법연

구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모여들었다는 점은 현대 정의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종교

적 자유를 토대로 여전히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불교의 향후 종교적인 행보가 

결국은 사회적 정의론의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인지는 더욱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Ⅴ. 맺는 말 

 

  최근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배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

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찬반논란

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주, 중동, 아시아권에서는 수많은 언론들이 현지 취재를 

했으며, 한반도의 안보 혹은 미국의 대중국전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 묻혀 실제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소성리를 둘러싼 성주

와 김천, 원불교의 주장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율에 사드문제는 언론으로부터 점점 보도횟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중 또한 이 사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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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이 문제의 실상을 드러

나기 마련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로 인해 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미국으로부터는 사드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는 물론,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의 법률은 안보우선의 논리에 밀려 그 기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앞의 정

부가 추진한 사드배치는 현 정부에 외교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론의 분열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제제조치, 예를 들면 사드 부지를 국방

부에 제공한 롯데는 중국 내 사업에 부당한 조치를 당했으며, 중국 관광객의 한국유입은 제

한되었다. 현 시점에서는 일부 개선의 조치가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의 사드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감시의 대상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물

론,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상황과 결부시켜, 유사시에는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까지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로 인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방어무기의 배치가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온 것은 이 

무기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의 종교인 원불교가 이러한 모든 점을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 종교라고 하

는 인간 심성에 기반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에 의

미가 있다. 그리고 종교적 연대, 이와 같은 심성의 연대를 형성해가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적인 혼란에 종교적인 평화적 해결방식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드배치의 

불합리한 점을 종교적 불의로 판단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주장하는 대중들의 운동

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과 힘은 역시 원불교의 역사와 교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고 또한 이 점에 착안하여 기술한 것이다.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

극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원불교의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필을 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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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의 사상가 이우환과 근대 비판  

 

박규태(한양대) 

 

“모노를 존재하게 하는 힘과 그것을 무화시키는 힘 사이에 벌어지는  

격렬한 갈등 속에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다”(이우환) 

“우리는 한계 속에 살다 무한 속에 죽을 것이다/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는 무한을 누리다 한계 속에 죽을 것이다.”(최승호, <수평선>)  

 

 

 

들어가는 말 : 이우환(李禹煥)은 누구인가 

 

   1936 년 경남 함안군 두메산골에서 출생한 미술가이자 시인이고 문필가인 이우환은 

5,6 세 때부터 동초 황견용(黃見龍)으로부터 붓글씨와 그림을 익히는 등 유교적 교육을 받았

다.   1956 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한 1956 년 여름에 도일하여 니혼(日本)대학교 문학부 철

학과에서 노장사상, 불교사상,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 니체, 릴케, 하이데거, 메를로 퐁

티 등을 공부했다. 그 후 1968 년경부터 일어난 일본 ‘모노하’ 운동의 중심 작가 중 하나이

자 대표적 이론가로 부각되는 한편, 1970년대 초반 유럽에서 처음 작품을 전시한 이래 파리 

죄드폼 미술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본 시립미술관, 서울 삼성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

관에서 많은 개인전을 개최하고 파리 비엔날레, 베네치아 비엔날레, 카셀 도쿠멘타 등 주요 

국제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여왔다. 캔버스 작

품이 약 5,6 만 점이고 조각이 1 만여 점에다 판화나 데생까지 합치면 약 10 만 점에 달한다

는 다산의 작가 이우환은 국내에서 많은 오해와 비판을 낳기도 했지만,1 흔히 ‘수도하는 사

막의 고행자’라든가 ‘냉철하고 신랄한 노마드’ 또는 ‘만남의 작가’라든가 ‘여백의 예술가’라 

                                                      

1 가령 이우환의 작품에는 그의 이론과는 달리 관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그의 글들

은 너무 다변이라서 관객과 작품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든가(김정희, 2003: 196, 204), 

일본취향적이며 한국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든가(김영나, 2007: 210, 221) 또는 그가 서구 근대를 

비판하면서도 너무 쉽게 동서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예술을 시도함으로써 서구 예술에 편승한다든

가, 개념미술을 초월하는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무한을 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낭만주

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김미경, 1995: 85-86)는 등의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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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높이 평가받는다. 그가 대표적 저서인 『여백의 예술』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은 이우환의 작품세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모든 것이 무어라 형용키 어려운 물 자체(Ding an sich)로 나뒹굴기 시작했다. 이는 종래의 여러 

전제나 배경의 요소들이 망그러져, 세계나 사물이 보기도 말하기도 바꿔놓기도 힘든 지점에 와 있다

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일상성으로서의 문화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고 또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벌써 썩고 금이 가서 사상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누구나 이 점을 알고 있지만, 그것

은 기득권이나 배짱 같은 것이기도 해서 사람들은 현실인 양 그저 그 보수성에 따르는 시늉을 할 뿐

이다. 습속이니 정서니 전통이니 하는 것들이 그 좋은 예이다. 언제까지나 순수 주체의 안쪽으로 닫혀 

있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보물로 여기면서 그 합리화를 위해 말을 물 쓰듯 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의 태반이 근대가 만들어낸 환상의 산물이다. (중략) 해답으로 엮어진 기성의 

공동체 언어가 아니라 어떠한 타자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물음이나 표현을 모색하게 된다. 장차 새로

운 틀이 형성된다면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지평이 보이지 않으므로 출발

점은 근대의 폐허에 대한 자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이우환, 2002: 6-7. 필자의 윤문) 

 

   위에서 ‘물 자체’는 크게는 현대세계 좁게는 현대미술에 대해 이우환이 품고 있는 절

박한 위기의식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이우환 작품세계의 핵심

적인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모노’(もの)는 이 ‘물 자체’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노’는 아직 해답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위기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근대가 만

들어낸 환상’의 폭로 즉 ‘근대의 폐허에 대한 자각’을 출발점으로 삼아 “표현의 기원을 묻

는” 물음을 더 중시한다. 그런 물음의 과정에서 이우환은 회화의 경우 그리는 것과 그리지 

않는 것이 수련된 신체의 행위를 통해 부딪치면 어떤 그림의 울림이 나오는지 시도해 보기, 

조각의 경우 산업사회의 규정된 철판이나 자연계의 비규정적인 돌을 현실공간과 뉴트럴하게 

연관짓기, 그때 이쪽과 저쪽이 만날 수 있도록 양자를 매개하는 중간항을 설치하기, 주체의 

역할을 최대한 한정하고 외부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나아가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 근

대적 가치관 대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나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외부성이 가지는 가치

를 인정하면서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등의 실험을 계속해 왔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이우환의 시도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근대성에 내포된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로 그가 강조하는 것이 ‘표상주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종래의 이우환 연구에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모노’ 개념과 ‘모노하’(もの派)

를 중심으로 그의 예술관과 작품세계를 재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우환을 ‘모노의 사상

가’이자 ‘틈새의 예술가’로 재규정하려는 데에 있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이우환의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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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인 ‘무한’과 ‘초월’의 의미를 탐색하는 한편, 그가 중시한 ‘장소’ 개념의 다양한 함의

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Ⅰ. ‘시각’의 근대와 표상주의 

 

   이우환은 데카르트에서 하이데거에 이르는 서구 근대정신사의 흐름을 시각에 근거한 

표상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

제는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되는 객체의 분리라는 근대 특유의 이원론적 사유를 낳았다. 의

식을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으로 규정한 후설의 지향성 개념은 존재에 대한 의식의 우위성

을 전제로 한다. 이런 발상은 즉자(존재)와 대자(의식)를 말한 사르트르에 이르러 실존이 본

질보다 앞선다는 인간중심적 실존주의 사상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후설의 지향

성을 ‘되돌림의 투기’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근대 형이상학에서 의식의 본질이 ‘표상작

용’에 있음을 밝혀냈다.2 이우환은 ‘의식에 의해 대상화된 표상으로서의 세계’(쇼펜하우어)를 

언급하면서, 표상작용을 “일단 의식의 망에 걸린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 되돌리는 주체 내

부에서의 조작 작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상작용에 의해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이우환, 2011: 181, 184) 이것이 바로 근대 사상의 

특징을 대변하는 ‘동일성의 환상’이다. 거기서 타자는 추방되고 그 결과 자기는 세계에 대해 

닫히고 만다. 다음과 같은 이우환의 지적은 동일성의 환상이 지배하는 근대주의=표상주의가 

타자의 세계에 대해 닫힌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또는 생산(만들기)중심주의와 직결되어 있다

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근대주의란 마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이미 

성, 언어,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이를 다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근대주의입니다. 20 세기 중반까지도 기세를 떨치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는 특정 개념의 가치만

을 인정하는, 즉 ‘자아동일성’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펴는 것, 그러니까 지배자의 생각

대로 영토를 경영합니다. 마찬가지로 화가는 캔버스를 식민지로 생각하고, 식민지를 경영하듯이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에서 짜낸 것을 거기에 몽땅 실현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근대주의이고 추상주의였

습니다...근대의 가치관에서 본다면 인간의 생산 개념에 의한 문화가 우위에 있고, 거의 손을 대지 않

                                                      

2 지향성이 ‘이쪽(자신)에서 저쪽(바깥)으로’(von sich hin)를 가리킨다면, 투기는 그것을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되돌리는’(zu sich her) 것을 뜻한다. 한편 ‘앞에(vor) 세운다(stellen)’를 의미하는 표상

(Vorstellung)이라는 말은 내부(자기의식)에서 제시한 것을 바깥으로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 즉 ‘재

현’(representation)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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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 따위는 만들기 위한 소재에 지나지 않으며 무가치하고 비역사적인 것일 뿐입니다.”(이우환・심

은록, 2014: 47-48) 

 

   이런 근대성의 문제점들이 자아(내부)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이분법적 사고(주체와 

객체, 정신과 몸, 문화와 자연의 분리) 및 일방의 우위성(주체, 정신, 문화의 우위성) 등의 

발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우환은 현대미술을 

견인한 추상주의에 대해서도 근대적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그것

을 추진한 부르주아들의 기치였던 자아중심주의의 시각적 표현이 바로 추상미술이라는 것이

다. 추상미술의 등장과 함께 화가들은 신이나 자연 혹은 역사와 같은 모든 외부의 수용과 

모방에서 멀어졌고, 그 대신 표현의 모티브를 자아에 의한 아이디어와 개념에 두고 거기에 

준해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처럼 외부성을 거부하고 동일성을 전

면화한 추상미술의 도달점이 다름 아닌 미니멀아트3이다. 이우환에 따르면 미니멀아트 또한 

동일성의 환상에 입각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치부된 개념의 확대와 

증식이 확실하게 양식화된 것이다.(이우환, 2002: 116-117)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근대주

의의 시각적 표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자. 근대의 시각적 표현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원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우환은 원근법도 현대의 추상주의나 미니멀아트와 

마찬가지로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 원근법은 자아

의 의지로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보는 닫힌 자아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결국 이쪽에서 

저쪽을 일방적으로 포착하는 표상주의와 다를 바 없다. 거기서는 대상 자체나 세계보다는 

보는 주체의 의식과 지식에 의한 규정력이 더 결정적이다.(이우환, 2002: 123-124) 이는 필연

적으로 작품의 동일성과 개념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세계와 관계하는 존재성도 부정되고 

만다. 그러니까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란 “눈이 인식의 도구가 되어 표상작용에 의

해 조작된 대상의 윤곽에 사로잡히게 되는 작품적 세계”와 다르지 않다. 이우환은 이와 같

은 작품적 세계를 ‘오브제’4의 세계라고 이해하면서 오늘날 최대의 과제는 그런 “오브제 사

                                                      

3 미니멀아트란 1960~70년대 미국의 시각예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모든 기교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것

을 표현하면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을 가리킨다. 이우환은 “나는 미니멀아트에서 큰 영향을 받

았다. 그러나 미니멀아트의 작품들이 끊어 조여진 단순함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는 데 비해 나는 

역으로 미니멀성에 의해 그 외의 요소나 퍼짐을 보이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이우환, 2002: 20)고 

말하면서 미니멀아트와 선을 긋고 있다. 

4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가리키는 예술용어. 가령 마르셀 뒤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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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넘어 어떻게 시각을 대상의 윤곽에서 해방시켜 대상 그 자체를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언저리의 퍼짐을 보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니시다 기타로와 메

를로 퐁티를 참조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이우환은 시각의 근대성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신체성의 양의적 성격을 강조한 

메를로 퐁티를 따라 “보는 동시에 보이고 보이는 동시에 보는 양의적인 시적 순간에 참여하

는” 방식을 들고 있다. 그것은 세계를 표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이지 않는

다고 믿고 있는 것에 보이는 신체를 부여하는 것”(이우환, 2011: 7, 50)을 뜻한다. 그런 신체

를 통해 본다는 것은 보면서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며, 보여짐과 동시에 보는 것이 된다. 그

럴 때 작품이 만남을 가능케 하는 타자성을 띠게 되고, 본다는 것의 양의성(보는 것과 보여

지는 것)이 회복되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이우환, 2002: 124-125) 

이로써 이우환의 작업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양

의적인 전이작업이 된다. 다시 말해 이우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접점이 바

로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본다는 것에 내포된 이와 같은 신체성을 다음

과 같이 니시다 의 어법을 빌려 ‘즉’(卽)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일상의 사물을 볼 때와 분명히 다른 지각이다. 보는 

자는 거기서 그 어떤 대상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거기서 보는 것은 오히려 비대상적인 공간, 세계

의 있음새이며 그 선명한 있음의 모습이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자기 완결된 대상이 아니라 보

는 자를 포함해 열려진 지각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고 있으면서 보는 대상이 없는 세계를 니시다 

기타로는 ‘보는 것을 무로 해서 보는’ 즉의 차원, ‘무로써 유를 한정하는’ 세계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

자면 본다는 것은 보는 자가 보이는 ‘세계 한가운데’에 입회한다는 것이며, 자기의 대상성을 넘어 지

각되는 그것은 공동주관적인 신체의 세계라고 해석될 수 있다.”(이우환, 2011: 135-136)  

 

   이상과 같은 대안적 사유에는 가까운 것이 작게 보이고 먼 것이 크게 보이는, 즉 자기 

눈앞의 것(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다고 여기는 역원근법의 사

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런 역원근법에서는 저쪽에서 이쪽을 보는 것이므로 대상과 세계 쪽이 

압도적으로 크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보는 자의 한정력은 애매하고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거기서는 오히려 수동성, 우연성, 비규정성의 작용이 두드러진다.(이우환, 2002: 

123)     

                                                                                                                                                            

은 변기를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 변기를 전시했는데, 이때의 변기가 바로 오브제(Objet)이다. 이

우환은 이런 오브제가 대상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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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캉의 ‘응시’(gaze) 개념을 연상시키는 역원근법적 발상에 입각한 시각 즉 양의적・신

체적 시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이우환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고 부른다. 하이데거에서 연

유한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타자성이나 미지성을 내포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 또는 “있는 

그대로의 온갖 모순된 세계”(이우환, 2011: 56, 59)를 가리킨다. 그것은 시각의 지배를 받는 

근대인에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세계이다. 근대인은 세계에 대한 의식의 일방적이고 절

대적인 우위를 주장하며 외부 세계를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의 관점에서 보

자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란 표현의 근거가 되면서도 표현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 저쪽에 

있는 것, 표현 불가능한 것, 표현을 넘어선 것, 그럼에도 표현이 거기서 유래하는 그런 세계

를 지칭한다. 흥미롭게도 지바 시게오는 이우환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 개념에서 동학의 인

내천(人乃天) 사상을 떠올린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그것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이우환의 인간관은 자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서구 근대인과 매우 다르다. 신으

로부터 독립한 근대인은 이제 독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신과 마주본다. 그러나 

이우환이 생각하는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 속에서 이미 그 ‘안’에 있으

면서 동시에 거기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의 ‘안’이란 실은 ‘세계와 함께’, ‘세

계와 대등하게’, ‘세계와 겹쳐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지바는 이것을 근대적 의미의 휴머니즘이 

아니라 ‘사람=하늘’주의라는 독특한 인간주의라고 이해한다.(千葉成夫, 2006: 85-89)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일본인이라면 ‘자연’이라고 말할 것이다. 단, 그것은 사람의 손

이 거치지 않은 자연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환경을 포함하는 

광의의 ‘자연’이다. 지바는 이와 같은 일본적 자연 관념을 ‘세계’ 또는 ‘세계라는 퍼짐’과 거

의 겹치는 의미에서의 이우환적 ‘자연’과 등치시킨다. 하지만 일본인의 자연관과 한국인의 

자연관은 분명 다르다. 실은 지바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정원과 한

국 정원의 근본적인 차이를 언급한다. 지바에 따르면, 일본 정원의 본질은 ‘~처럼 만든다’에 

있다.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듦’으로써 마치 자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정원은 문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추구한다.  

또한 일본 정원과 달리 한국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원보다 정자 등의 건물 자체이

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하늘(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하는 공간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

다. 정원은 어디까지나 그런 자연 공간의 일부로 간주될 뿐이다.(千葉成夫, 2006: 81, 93-95)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우환의 자연 개념이 일본 정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한다. 

가령 이우환의 대표작인 <관계항> 시리즈에 등장하는 돌은 자연을 응축시킨 상징으로, 일본

의 전통적 정원을 대표하는 교토 용안사(龍安寺)의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석정의 돌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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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때 석정의 인위적이고 잘 정돈된 모래밭은 이우환의 철판

에 비유되기도 한다.(원영태, 2017: 358)  

 

Ⅱ. ‘모노하’와 근대비판 

 

   1968 년에서 1970 년대 초에 걸쳐 일본에서 전개된 미술운동 혹은 그 작가군5과 작품

군의 총칭인 모노하(もの派)가 등장한 시기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고도성장을 이룩해 가

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전환기였다. 특히 문화사상면에서 새로운 표현이 

요청되던 당대는 제 2 차 안보투쟁과 학원투쟁,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의 공동환상 비

판,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일본주의의 좌절과 할복자살, 다카하시 가즈미(高橋和己)의 

『나의 해체』(わが解體) 등이 상징하듯 종래의 지적체계가 해체를 촉구 받던 시기였다. 이우

환은 이런 당대를 동일성 환상에 대한 자기부정이 시작되던 때라고 간주하면서, ‘서구 근대

를 넘어서자’는 이념과 함께 일본의 현대미술을 서양미술의 한 유파로 보지 않고 거기에 독

자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모노하의 출현을 당대 구미의 미니멀아트와 함께 

미술사에서 세계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한다.(이우환, 2002: 279, 288) 

   이와 같은 모노하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J.Thomas Rimer, ed., 2012: 157)로 평가받

는 이우환은 현대미술이 예술가의 주체를 절대적인 위치에 둔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거기

서는 한 작품이 예술가의 이념에 일치하고, 예술가가 그때그때 선택한 대상을 완전히 자신

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우환은 현대 예술가들과 그들이 선택한 

대상의 관계를 한 국가의 식민지화에 비유하기도 했다. “캔버스는 작가가 경영하는 식민지가 

아니”(이우환, 2002: 8)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우환은 각 사물의 개별 속성을 존중하고 그들을 가능한 

한 가공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예술가는 대상과 사물을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의

지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관찰하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속성으로 내버려두어야 비로

소 사물들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경험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

이다. 이우환은 이런 관심사를 세키네 노부오의 <위상-대지>(1968)6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

                                                      

5 모노하 작가군은 크게 다마미술대학 출신(세키네 노부오, 스가 기시오, 요시다 가쓰로, 나리타 가쓰

히코, 고시미즈 스스무), 도쿄예술대학 회화과 출신(다카마쓰 지로, 에노쿠라 고지, 다카야마 노보

루), 니혼대학 미술과 출신(하라구치 노리유키) 및 철학과 출신(이우환)으로 대별된다. 

6 고베 스마리큐 공원 야외조각장에서 열린 제 1 회 현대조각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270cm 높이에 직

경 220cm의 실린더 모양을 땅 속에서 파내고 똑같은 크기의 흙 입방체를 거푸집으로 굳혀서 옆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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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표명했다. 이 작품은 모노하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이우환은 세키네가 

주창한 ‘만들지 말 것’이라는 반예술의 모토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는 이론으로 높이 평

가했다.(Rimer, 2012: 159) 

   이전의 미술과 모노하의 미술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와 같

은 ‘만들지 말 것’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제시할 것’이라는 모토이다. 모노하는 만드는 

일에서 떠났다. 그런데 거기서 모노하가 만난 것은 모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이하는 모

노의 외부성 즉 공간, 상태, 관계, 상황, 시간 등이 어우러지는 비대상적 세계였다. 그들은 

공원, 대지, 바닥, 벽, 기둥, 코너에서 각각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모노를 인간의 표상물로서

가 아니라 가능한 한 각각의 존재성으로서 관련짓고자 했다. 다시 말해 작품을 사물로서 수

렴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나 상태로서 개시함으로써 표상주의적인 오브제 사고를 넘어서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모노하의 작품은 관계항으로 열리고 임시적 혹은 임장적(臨場的) 양상

을 띠게 된다.(이우환, 2002: 280-281) 

   이우환은 이런 대안적 미술을 달성하기 위해 ‘만남’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이때의 만

남이란 작가의 주체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그대로의 선명한 세계’를 만나 매료되는 자

각의 순간이자 ‘장소’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규정되지 않는 외부성을 작품에 

끌어안으려는 시도 또한 모노하의 최대 공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리하여 모노하에 이

르러 비로소 작품이란 본질적으로 자기완결적인 것이 아니며 안과 밖에 걸친 관계항으로 재

편성되고 다시 태어나는 불확정적인 것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모노하의 이념에는 고정과 

중심이란 없다. 그럴 때 비로소 표현이 신체의 존재성으로 파악됨으로써 인간과 다른 요소

(외부)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마디로 “표상주의는 가라”는 것이다. 

거기서는 만드는 주체의 한정에 의해 작품의 무명성이 드러나게 된다. 

   모노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표상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모노하의 바탕에는 이른바 ‘근대의 초극’이 깔려 있다. 1942년 니시다 기타

로의 교토학파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13 인의 지식인들이 참여한 근대의 초극론은 결국 진

주만 공격과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7 서양 

근대의 초극이라는 점에서 모노하의 입장은 니시다 및 교토학파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우환의 서양 근대비판은 곧 근대성을 수용한 일본에의 비

판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용철, 2013: 169) 확실히 “근대의 한계를 타파하여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 모노하의 배경에 있었던 것은 근대의 모순이 집적된 일본이라는 ‘나쁜 장소’의 역사

                                                      

7 당시 일본 제국주의 문맥에서 일(一)은 일본을 의미하고 다(多)는 대동아공영권을 구성하는 조선, 대

만, 중국, 동남아 등지의 식민지를 의미했다.(원영태, 2017: 362)  



154 

154 

 

적 규정성이었다.”(椹木野衣, 1998: 149) 이런 맥락에서 이우환의 입장은 팔굉일우의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한 니시다8나 교토학파의 그것과는 확실하게 구별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우환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니시다의 철학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고 싶다. 애초 일본학자들이 나를 비판하기 

위해 니시다를 끌어왔다. 나는 니시다를 많이 인용했고 지금도 니시다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를 교토

학파로 모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니시다 외에 미키 기요시도 약간 인용된 것은 사실이

나, 교토학파와는 무관하다. 교토학파에서 말하는 니시다와 내가 해석하는 니시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

이다. 니시다는 2 차대전 때 일본제국주의에 협조했다. 그리하여 일부 비평가들이 나를 제국주의에 협

조한 학자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몰아붙이곤 한다. 하이데거도 나치즘을 지지했다.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니시다나 하이데거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이가진, 1998: 

165) 

 

   니시다와 일본 파시즘의 관계는 하이데거와 나치즘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부

정할 수 없다. 아무리 탁월한 사상가라 해도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가보다. 그

렇다 해도 하이데거가 서구 현대사상에 미친 압도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듯이, 니시다의 

모든 사상을 두부 자르듯 한 칼에 단죄하는 것은 결코 지성적인 태도라 할 수 없다. 

   이우환이 보기에 ‘근대의 초극’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너무 때가 묻어있다. 그 말은 근

대 일본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에

서 근대의 초극을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울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식민지화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거기서 초극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식민지주의나 제국주의를 초래한 

‘선택받은 주체’(팔굉일우의 신국일본)라는 동일화의 환상이다.(이우환, 2002: 296)  그러니까 

‘근대의 초극’이라고 할 때 초극해야 할 대상이 서구라는 점은 같지만 “일본의 지식인들이 

대개 서구를 초극하는 중심 주체로서 일본을 내세우면서 서구와 일본의 대결구도를 주창한 

데 비해, 동서양을 막론하는 새로운 상생의 패러다임을 꿈꾼 이우환은 결코 일본을 주체로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을 새롭게 내세우자는 것도 강조하지 않았다.”(김미경, 2006: 

58) 이우환은 이렇게 밝힌다. 

 

                                                      

8 “황실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절대적 현재이며, 우리 세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중략) 우리나라의 

황실은 단지 하나의 민족적 국가의 중심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황도에는 그 안에 팔굉위우(八紘

爲宇)의 세계형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西田幾多郞, 195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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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근대비판은 어릴 때 당해왔던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의 특수한 아이디어로 실천되는 세계의 

대상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양하자는 것이었고, 근대의 초극 즉 ‘근대를 넘어서

자’는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청산하자는 것

이고, 작품의 측면에서는 작품의 내재성인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그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근대

주의[표상주의]를 넘어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68년 일본의 전공투 운동이 일어나 제가 일본인이 

아니었으면서도 제가 앞장서고 전전의 일본비판도 했던 가운데서 모노하가 나오는 상황과 관계됩니다. 

저는 사회학적으로는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양으로 돌아가자든가 일본을 내

세우자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습니다.”9 

 

   20 세기 초부터 1960 년 초반 무렵까지 되풀이된 근대초극 논의가 비교적 국수주의 입

장에서 ‘서구를 뛰어넘어 이기자’는 편이었다면, 이우환의 근대초극은 전세계적인 68혁명(학

생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고, 서구와 일본을 대립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서구의 자기비

판’을 포함하는 세계의 사상적 흐름을 타고 있다. 다시 말해 이우환은 그때까지의 일본 국

수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의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근대주의 비판의 흐름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진보적 자기비판과 자기반성도 포함된다.(김미경, 2006: 64) 

이와 동시에 이우환이 “제국주의와 표리일체인 자폐적인 독립주의 신화에서도 깨어나야 한

다.”(이우환, 2002: 8)고 주장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모노’와 수평적 초월 

 

   모노하는 말 그대로 ‘모노’를 전면에 내세운 미술운동이었다. 모노를 취급하는 모노하

는 모노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다 모노와 주변의 관계나 구조를 바라보면서 더 넓은 해방의 

세계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모노하 작가들은 모노를 감춤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

여주고 싶어한 듯싶다. 가령 그들은 돌이라는 모노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모노를 통

해 모노를 넘어서는 경지로 들어가고자 했다.(김미경, 2006: 333, 337) 사와라기 노이는 이러

한 모노하에 대해 “미가공의 모노에 불과한 것에서 ‘모노가 아닌 모노’를 가상(假想)하고 거

기서 근대를 초극적으로 비판하는 원리를 추출하려는 고뇌와 해방의 형식”(椹木野衣, 1998: 

188)이었다고 적절하게 평가한다. 그렇다면 ‘모노’란 무엇인가? 

   모노란 통상 사물이나 물체 혹은 물건(things, material)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밖에도 

‘~한 것’ 혹은 ‘혼이나 마음’을 가리키는 등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일본어이다. 사전적 정의

에 의하면 모노라는 말은 대강 ①형태가 있는 물체 일반 ②사람(者) ③대상을 명시할 수 없

                                                      

9 2002년 8월 14일에 일본 가마쿠라의 이우환 자택에서 가진 인터뷰(김미경, 2006: 61. 필자의 윤문). 



156 

156 

 

어 추상화한 ‘어떤 것’ ④말 혹은 언어 ⑤생각이나 의식 등 마음 작용과 관련된 어떤 것 등

의 다섯 가지 용례로 요약될 수 있다.10 그것은 물(物), 자(者), 영(靈) 등으로 표기되는 ‘어

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대 일본어의 모노는 이 중 주로 ①과 ②의 용법으로 쓰이지

만, 원래는  ③, ④, 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령 “사람의 지혜로는 이

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존재”를 뜻하는 모노노케(物の怪)의 모노가 ③의 용법에 가깝다면, 

모노가타리(物語)에서의 모노는 ④의 용법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주체의 마음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마음과 공명하는 미의식인 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의 모노를 비롯하

여 ‘어쩐지 공연히 슬프다’를 뜻하는 ‘모노가나시이’(物悲しい)의 모노, ‘미칠 것 같다’를 뜻

하는 ‘모노구루오시이’(物狂おしい)의 모노, ‘어마어마하다’를 가리키는 ‘모노모노시이’(物々し

い)의 모노 등은 ⑤의 용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어학자 오노 스스무(大野晉)는 “모노란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

성을 핵심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모노는 ‘근본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사물을 가리키는 모노의 현대일본어 어법은 실은 이런 의미

에서 파생되었다. “물체도 불가역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모노라고 불리게 된 것”(大野晉, 

2006: 50-51)이다. 즉 불변적이고 항상적인 법칙, 원리,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모노라는 용어

의 본래적 의미라는 말이다. 예컨대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오모노누시(大物主神)의 본령은 법

칙, 원리,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나라의 중심인 미와

산(三輪山)에 부동의 신앙대상으로 제사지냄으로써 비로소 나라 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吉田敦彦, 2012: 150-151) 

   그렇다면 이우환이 말하는 모노는 어떨까? 그것은 전술한 모노의 다양한 용법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 및 철판이나 유리 

같은 인공물을 지칭하는 물체로서의 일상적인 용법은 물론이고, 본질적으로 그런 일상성을 

넘어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이우환은 이 중 후자 즉 비일상적 맥락의 모노가 

가지는 특징을 외부성(타자성), 관계성, ‘있는 그대로의 세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먼저 모

노는 낯설고 알 수 없는 것, 세상 바깥에서 온 것,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명백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타자로서의 외부성을 지닌 어떤 것이다. 그 외부

성은 아무리 규정해도 규정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되는 것이라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물 자체’(칸트) 같은 것이다. 가령 이우환의 <관계항> 시리즈는 공업용 재료인 뉴트럴한 철

판과 애매한 요소 투성이인 자연석을 대응시켜 타자(외부)와의 만남을 표현한 작품이다.  

                                                      

10 『日本國語大辭典』19, 小學館, 1976, 32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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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서 돌과 철판은 단순히 대상으로서의 물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부성을 

내포하는 모노는 가시적인 사물로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어떤 공간이나 시간 혹

은 상태나 상황 안에서 하나의 관계성이나 장소성으로 드러날 때에만 포착될 수 있는 일종

의 비대상적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이다. 이우환은 이와 같은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다.   

 

   “물체로서의 모노가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건 확실하지만, 모노하 작가들은 아무도 물체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체에 대한 표상주의적 대상화가 아닌, 스가 기시오가 말한 물체로서

의 모노 전체를 포함하는 장소의 존재나 세계를 중시했습니다. 물체로서의 모노를 취급하지만, 물체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물체와 주변의 관계항이나 그 구조 안에서 더욱 큰 해방감이 있는 세계를 

보려했던 것입니다. (중략) 상황이라든가 모노와 모노와의 관계 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이기도 하

고 구조적이기도 한 것을 나타냅니다. 모노는 어느 정도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인간의 

이미지를 끼워 넣은 건 대단히 어려워서 물체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 제작이 진행

됩니다.”(김미경, 2006: 344, 365-366. 필자의 발췌 및 윤문)  

 

   이와 같은 모노는 전술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이라고밖에 달리 표현

할 길이 없어 보인다. 모노하 작가 중 이우환과 쌍벽을 이루는 스가 기시오는 “무명성 저편

의 무명: 왜 모노인가”라는 글에서 모노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서 무명(無名)이라는 

점을 강조했고(菅木志雄, 1972), 탁월한 미술평론가 사와라기 노이는 모노를 “인간의 언어로 

환원할 수 없는 것”(椹木野衣, 1998: 151)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김미경은 “그런 모노

는 아슬아슬하다. 인간의 말로 불리는 순간, 언어 속에서 모노는 사물화되고 기호화되며 있

는 그대로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인간중심적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그 아슬아슬한 모노

의 상태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개념의 세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해 열

려져 있는 상황이나 관계 혹은 ‘장’ 속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우환의 방식이라고 

보았다.(김미경, 2006: 245) 다음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우환은 이처럼 관계성을 통

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속한 모노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나무나 돌은 나무나 돌이면서 나무나 돌이 아니다. 나무나 돌이 단지 ‘나무’나 ‘돌’로만 보일 때, 

보는 사람은 거기에 ‘나무’나 ‘돌’이라는 상이 대상화된 이념의 응고물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연의 세계에 ‘나무’나 ‘돌’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조정물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해진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이 표상작용을 수행하는 작가적 ‘인간’일 경우에 한해서일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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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 모노는 시시각각 그 표정이나 모습을 바꿔 인간으로부터 부여된 이름-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

로서 스스로를 드러낸다.”(이우환, 2011: 62. 필자의 발췌 및 윤문)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현(聖顯, 히에로파니)의 변증법과 유사한 “나무나 돌이

면서 나무나 돌이 아닌” 것의 드러남은 곧 ‘모노의 드러남’을 뜻한다. 이우환이 작가의 주관

성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여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노의 드러남을 위한 것이었다. 

이우환에 따르면 모노하 작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이기 위해 오히

려 “사물로서의 모노를 감추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다. “감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정말로 열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닫을 것, 보여주기 위

해서는 숨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미경, 2006: 346, 364)  흥미롭게도 이 대목은 

제아미(世阿彌)가 『풍자화전』(風姿花傳)에서 “숨기는 꽃을 알아야 한다.”(김학현 편, 1991: 

106)고 밝힌 노(能)의 테크닉을 연상케 한다. 어쨌든 이 때 ‘감추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

일까?  

   이우환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숨어있는 ‘무한’이 ‘감추면서 드러나는’ 것이

다. 무한은 유한한 것 즉 물체로서의 모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한 것 안에 감

추어져 있고 그것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말이다. 우주가 무한이라기보다는 무한이 우주라

고 여긴 이우환의 예술관은 한마디로 “무한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이며 그 탐구”라고 압축할 

수 있다. 이 때의 무한이란 “자기에서 출발하여 자기 이외의 것과 관련을 맺을 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한(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은 외부성(자기 이외의 

것)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상력이란 타자성에로의 눈뜨는 일이며 그것은 

무한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다.”(이우환, 2002: 19, 252) 가령 이우환의 널리 알려진 <점으로

부터>나 <선으로부터> 시리즈는 그리지 않은 공백과 그린 것과의 관계 또는 점이나 선의 

반복과 조응 관계에 의해 한없는 차이를 낳으면서, 동일한 것의 반복이지만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서의 무한을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우환이 추구하는 모노는 ‘무한으로서 드러나는 모노’인데, 그것은 ‘신체성을 

가진 모노’이자 ‘일상성을 초월한 것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모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우환

의 무한 개념은 항상 신체성과 초월성을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우환은 메를로 퐁티를 

따라 신체성을 외부와 내부를 매개하는 양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11 의식보다 훨씬 큰 세

                                                      

11 “인간이 타자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양의성 때문이다. 신체는 자신이면서 타자이고, 타자이

면서 자신이므로 이미 주객을 넘고 대상성을 넘는 동시성으로 열린 매개항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떤 곳에서 세계를 대상으로서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신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이우환, 201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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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맞닿아 있는 신체를 통해 인간은 외부를 알고 초월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메를로 퐁

티는 “우리가 만지거나 본다고 믿는 모든 것을 무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초월이라고 생각

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초월이 의미하는 것이다.(메를로 퐁

티, 2004: 314, 319) 초월은 하나의 깊이를 가능하게 한다. 만일 그런 깊이가 없다면 세계도 

존재로 없을 것이다. 작품 제작이란 이런 초월적 깊이와 함께 “참으로 사는 일”이며 “신체

적 행위를 통해 무한에 닿는 일” 곧 “신체성을 매개로 하여 타자성과 외부성을 수용하고 그

럼으로써 반성과 사랑과 숭고함을 보증하는 일”을 뜻한다.(이우환, 2002: 29-31, 121-122)  

   이우환은 신체성을 띠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렬하고 교묘하다 해도 

아름다운 세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체성이 결여된 것은 그저 추상물일 뿐이다. 여

기 저기 굴러다니는 돌이 그냥 돌로만 보일 때 그것은 세계와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된 추상

물일 뿐이다. 사물로서의 모노가 사물의 윤곽을 넘어서서 두께와 깊이와 퍼짐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리얼리티를 얻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체성은 대상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지

닌다고 말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비대상적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신체성 즉 보는 것과 동시에 보인다는 ‘~과’의 교차항(‘과’로서의 신체)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이우환, 2011: 149, 153) 심은록은 이와 같은 신체성과 초월성을 가진 모노의 무한이 드러

나는 순간에 대해 돌과 철판이 마주보는 작품의 장면을 들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근대성의 산물인 ‘철판’과 절대적 타자로 취급되었던 자연의 일부인 ‘돌’. 이 둘의 마주 봄은 일

종의 초월이다. 내부와 외부의 만남 즉 내부가 외부로 열리는 것, 양자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

와 너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나와 타자,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만나는 이러한 초월은 

수직적이라기보다 수평적 혹은 파노라마적 초월이다. 수평적 초월은 전통적 방식인 정신이나 영혼을 

매개로 하기 보다는 신체를 매개로 한다. 메를로 퐁티의 신체 개념에 근거하여 이우환은 몸이 외부 

세계의 일부분으로 의식보다 훨씬 큰 세계와 걸려 있으며 내부와 외부를 중재한다고 강조한다.”(이우

환・심은록, 2014: 110-111)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이든 종교든 주로 수직적 초월을 말해 왔지만, 위 인용문에서는 

신체를 매개로 하는 모노와 모노 사이의 수평적 초월에 주목하고 있다.12 이우환은 레비스

트로스를 읽으면서 종적인 것만이 아니라 횡적인 것도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

게 되리라는 암시를 받았으며 거기서 자신이 새로 재생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는데(이우환・심은록, 2014: 50), 이때의 ‘횡적인 것’이란 ‘야생의 사고’를 가리키는 듯싶다.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에서 신화적 사고(야생의 사고)와 예술적 사고의 대칭성을 언

                                                      

12 이런 의미에서 수평적 초월을 ‘모노의 스피리추얼리티’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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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 “예술은 집합(사물+사건)에서 출발해서 구조를 발견해 나가고, 신화는 하나의 구조에

서 시작하여 하나의 집합(사물+사건)을 구성한다.”(레비스트로스, 1990: 31)는 것이다. 여기서 

‘집합’은 이우환이 말하는 ‘모노’에 해당되고, ‘구조’는 ‘모노와 모노 사이의 수평적 초월’에 

대비될 만하다. 이우환도 ‘구조’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과는 달리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  

 

Ⅳ. ‘모노’와 ‘장소’의 만남 

 

   모노하의 작품세계를 지탱한 두 축은 ‘모노’와 ‘장소’이다. 모노하의 작업은 물체로서

의 모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의 미술작품에서는 소재

에 불과했던 ‘모노’와 철학적 개념인 ‘장소’를 중심적 위치에 놓고 새로운 미술의 개념을 제

시한 것이다.(김용철, 2013: 168) 이때의 장소 개념이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론13에서 영향 받

은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니시다의 영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이우환 연구에서는 니시다의 

장소론을 그대로 이우환 해석에 적용하거나 혹은 니시다의 제국주의적인 측면을 들어 이우

환을 비판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각도에서만 이우환을 보게 되면 중요한 점

을 놓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우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니시다의 장소론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으며 그의 어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인정하면서도 많은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토로한다.   

 

   “나는 니시다의 장소론을 접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니시다와 나의 장소론은 

다르다. 나는 장소론의 대부분을 니시다에게서 배웠지만(어법은 거의 그대로 니시다를 따랐다) 그가 

장소를 순수한 의식의 산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니시다는 장소를 ‘의식의 벌판’이라고 불렀

지만, 나는 장소를 만남의 관계항으로 풀었다. 니시다는 순수한 의식행위로서의 자각을 말하지만, 나

는 그것을 안과 밖의 상호한정에 의한 관계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즉’이라는 양의적인 매개 구조의 필

요성을 역설했다. 나는 니시다가 말한 ‘절대모순적 자기동일’을 비동일성의 지평으로 삼아 ‘무의 장소’

를 관계성의 표현을 통한 무한한 울림, 여백으로 전개했다.”(이우환, 2011: 241-242) 

 

                                                      

13 니시다가 말하는 장소는 ①유(有)의 장소(일상적 의미에서의 장소), ②무(無)의 장소(의식과 대상이 

관계 맺는 장소. 意識野), ③절대무의 장소(의식야가 무한히 확대되어 무와 유의 대립이 해소되는 장

소)의 세 가지 위상을 가진다. 공간적 차원에서 장소라는 언어를 쓰기는 하지만, 장소는 절대무이

다. 만물은 이런 절대무의 장소의 자기한정을 통해 성립한다. 그 장소 안에서 만물은 만물로서의 

고유성을 유지한다. 주체가 장소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술어면’으로서의 장

소 안에서 주체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이정우, 2018: 199-200 ; 이찬수, 2011: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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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환은 순수의식의 맥락에서 장소론에 도달한 니시다와 달리, ‘본다는 것이 무엇인

가’라는 메를로 퐁티의 신체론적 물음의 차원에서 장소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최초에 만남

이 있다.”(이우환, 2011: 144)는 ‘만남의 미술론’과 접목시켰다. 이우환에 따르면 예술은 인간

을 갖가지 만남의 세계로 이끈다. 만남이 무한을 열고 작품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때 만남

이란 보이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인 동시에 그 주위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이중성 또는 양

의성으로서의 신체성이 맞닿는 지각을 뜻한다. 그 양의성은 온갖 모호함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술가의 재능은 이런 양의성을 껴안은 채 어떻게 인간과 공명해가는 세계를 짜나

갈 수 있는가의 역량을 가리킨다. (이우환, 2002: 128, 149 ; 이우환, 1994: 213) 

   또한 니시다의 장소론이 인간존재나 그 의식을 장소와 대비시켜 논했다면, 이우환은 

인간존재와 의식의 대립관계를 전제하면서 장소를 모노와 대비시켜 파악하려 했다. 니시다

는 장소 개념을 통해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의 분리 이전에 존재한다고 여긴 본래의 이

상적인 통합 상태를 나타내고자 했다. 거기서 물체로서의 모노의 세계는 절대무의 자기한정

(절대모순적 자기동일)으로 말해진다. 이에 비해 이우환은 물체로서의 모노보다 장소를 우선

시하는 니시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모노들의 만남을 위한 전제로

서의 장소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럴 때 상이한 모노들이 각자의 특수성과 차이를 간직한 채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우환은 모노와 모노 사이 혹은 모노와 장소 사이의 상호 개입을 통해 열

리고 반응하는 ‘여백’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장소를 이해한 것이다. 가령 돌과 철판의 관계

는 불분명하고 일시적이므로 그 관계를 확정하는 상위의 통합적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돌과 철판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체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장소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우환은 이렇게 말한다. 

 

   “니시다의 경우는 장소 자신의 한정 작용에 의해 모노가 규정되도록 하기 위해 무의 개념을 도

입한 듯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개 모노들의 자기 한정은 쉽게 장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

렇다고 해서 장소가 개개의 모노에 우선하면 모노는 장소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 외에는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거기서는 모노가 무에 의해 장소에 종속하게 되고 만다. 그보다 오히려 개개의 모

노와 모노, 개개의 모노와 장의 상호간섭 작용에 의해 열리는 조응적인 공간에서 장소의 성립을 보아

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장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는 자와 개개의 모노 및 장은 끊임없

이 상관적이어야만 한다. 원래 장(場, 바)이라는 일본어는 ‘바’라는 한국어에서 유래한 말로, 접속사적

인 요소가 강하며 주변의 모노들이 ‘사건’(事)으로서 조응하고 관계하여 생기는 임장적인 의미로 쓰이

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시다는 온갖 자기 한정을 강조한 나머지 상호관계에 의한 간섭적 규정을 조금 

얕본 것처럼 느껴진다.”(이우환, 2002: 265-266. 필자의 발췌와 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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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환은 모노와 모노, 모노의 장의 상호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니시다의 장소 개념

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우환이 말하는 장소란 물체로서의 모

노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고정된 지리적・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변의 모노들이 사건으로

서 조응하고 관계하여 생기는 사건의 공간이자 모노가 무한성을 얻는 지대”(질케 폰 베르스

보르트-발라베, 2008: 88)를 의미한다. 그것은 “캔버스와 화가를 둘러싼 하나의 둘레로 펼쳐

져 있는 장소”(이우환, 2002: 147, 173)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우환에게 작품이란 그가 “타

자와 만나고 관계하는 장소”(질케 폰 베르스보르트-발라베, 2008: 85)를 뜻한다. 타자와의 만

남 즉 외부성을 지닌 모노와의 만남은 흔들림과 진동과 울림(바이브레이션)을 수반한다. 말

하자면 작가가 경험하는 흔들림의 폭과 모노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의 폭이 겹치면서 하나

의 장소를 이루는 것이다.(이우환, 2002: 375) 이우환은 모노와 장소의 이와 같은 만남을 

‘무’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작품의 제요소가 사건적인 서로 관계지움으로 인해 거기에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시공간이 

열려 장소가 된다. 곧 장소란 터뜨려짐의 공간이며 그러한 현상학적인 펼침에 의해 모노가 무한성을 

띠는 영역인 것이다. 회화적 세계에서는 이를 여백이라 부른다. 좀 더 넓게 조각이나 다른 분야까지 

포함하면 형이상학적인 초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無)의 장소라고 부르고 싶다.”(이우환, 2002: 

266)  

 

   위 인용문에서 이우환은 모노와 장소의 만남이 작품 속에서 여백과 무(無)로 구현된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거기서 ‘무의 장소’란 니시다의 표현을 빌린 것이지만 그 내용은 반드

시 니시다의 어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우환은 무와 장소를 연결시킨 니시다의 발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니시다와는 달리 “표현의 장소”이자 “이해의 일반적 도구”로서의 신체

를 말하는 ‘지각의 현상학’(메를로 퐁티, 2002: 358)의 관점에서 ‘무의 장소’를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우환이 말하는 ‘무의 장소’는 이를테면 “본다는 것의 양의성이 대상성을 넘어

선 공간감각의 현장”(이우환, 2002: 265)으로서의 ‘여백’을 가리킨다. 그 여백은 단순히 ‘비어

있음’(無, 空)을 뜻하지 않는다. 14  여백은 반향하는 바이브레이션(흔들림과 진동과 울림)이 

                                                      

14 “비어 있다고 해서 여백이 아니다. 울림에서 생겨나는 것이 여백이다. 여백은 모노의 공간과의 관

계에서 생기는 울림이다. 가령 종치는 사람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보통 때는 안 느껴지지만 ‘꽝’하

고 울리면서 종소리가 들리고 어떤 공간이 열린다. 이때 종, 사람, 공기, 공간의 울림이 여백 현상

이다. 나는 아주 작은 터치로 그림이 걸려 있는 공간에 어떤 울림이 퍼지게 한다. 그때 공기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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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물과 공간

이 강렬한 에너지로 반향하면서 서로에게 응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Lee Ufan, 2004: 

187) 이런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무의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모노의 무한성

과 수평적 초월성이 드러나는 자리이자, 열려진 존재방식이 낳는 만남의 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나오는 말 : 틈새의 예술가  

 

   모노와 장소의 만남에서 정점을 이루는 이우환의 ‘여백의 예술’은 그의 근대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근대의 이념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일성의 환상은 타자와의 관계를 단

절시키는 표상주의에 입각한 것인데, 이우환 예술의 의도는 모노와 장소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런 전체주의적인 표상주의의 시각적 공간에 ‘틈새’를 내고 미지성(외부성)과 만

나게 하는 데에 있었다. 이때의 틈새 또한 신체성과 마찬가지로 양의성을 지닌다. 틈새는 

붕괴의 단초이기도 하지만, 어긋남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우환의 작품은 종종 전략적으로 어긋남의 틈새를 내보인다.     

   가령 나오시마 <이우환 미술관>에 전시된 <관계항-인사>라는 작품을 보자. 시멘트벽으

로 된 삼각형 모양의 전시장에 네모난 평범한 철판과 둥근 평범한 자연석 하나가 놓여있다. 

그런데 철판 모서리가 위로 살짝 들려있다. 돌과 철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각 조금씩 

몸을 틀어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시선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이우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캔버스와 조각 등 나의 작품은 모든 것이 약간 어긋나 있다. 기하학적으로 완전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차이가 나도록 하고 어긋나는 우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는 모순이 세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이가진, 1998: 165) 

 

   모노에 내포된 양의성의 “모순이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든다.”(『파우스트』)는 것일까? 

이우환에게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긋남-틈새를 만드는 일이다. 그의 작품

은 여러 가지 틈새로 짜여 있다. 조형작품 뿐만 아니라 회화작품도 그렇다. 예컨대 <바람과 

함께>에 대해 이우환은 “어긋남이 클수록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간(여백)도 점점 더 커지고, 

                                                                                                                                                            

도를 가져서 공간이 열리면 그것이 환한 장소가 된다. 여기서 장소란 시간성을 포함하고 있다. 어

떤 ‘특정한 순간’이 장소이다.”(이우환・심은록, 2014: 142. 필자의 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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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도 점점 더 심하게 분다.”(이우환・심은록, 2014: 163)고 자평한다. 이우환의 작품은 이렇

게 비껴놓음으로써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복수적인 중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모노 중심의 사고로의 변환을 의미한다.(김영나, 2007: 219) 모노 중심

의 사고는 흔들림과 진동과 울림을 낳는 존재의 어긋남-틈새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재의 어긋남을 느끼는 데에서부터 표현 행위는 시작된다. 어긋남을 없애고 존재 그 자체이고 

싶어 하는 소원의 표출이 표현의 의지가 된다. (중략) 그러나 인간이 살아나가려고 하는 한, 어긋남은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없고 아직 없는 불확정적인 어떤 그 무엇이

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의 확고한 존재성, 세계와의 일체감을 추구하며 산다는 일 자체

가 자꾸만 어긋남을 불러들이는 짓이다. 의식의 자기 한정을 진척시키는 한편, 세계에 녹아들어가기를 

희구하는 어긋남의 바이브레이션은 일종의 모순율이긴 하지만, 그것이 삶의 원리이며 표현의 역동성

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사물에게, 더욱 새로운 어긋남을 만들어낼 때에만 어긋남을 메우

는 작업은 진척된다고 할 수 있다.”(이우환, 2002: 185-186)   

 

   이와 같은 어긋남-틈새의 예술론은 실은 “나는 나보다 앞서 있거나 뒤처져 있거나 해

서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어긋나 있다. 나는 어긋남이 생기는 흔들림의 진폭 안에 있

다.”(이우환, 2002: 375)든가 “나는 떠돌이이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어울릴지 알 수도 없으

며, 질문은 하지만 답에 머무르지 않기에 불안합니다.”(이우환・심은록, 2014: 132)라고 고백

하는 이우환 자신의 실존적 틈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리적인 벽(경계)만이 아

니라 심리적, 예술적, 내면적 벽을 무수히 통과한 작가이다. “한국에서 커서 일본에서 서고

자 하니 일본 쪽은 나더러 한국적이라며 침입자 취급을 하려 들고, 시간이 흐르니 한국에서

는 일본 바람을 탄 도망자로 몰려는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더 멀리 설 곳을 찾아 유럽 각

지를 삼십여 년 헤맸더니, 그쪽에서는 또 동양적이니 이방인이니 하며 칭찬으로 점잖게 제

외시키려 들지 않는가?”(이우환, 2002: 7-8)라고 자조하는 이우환은 그 자체로 “디아스포라의 

틈새적 존재”(김영나, 2007: 224)이자 “끊임없이 그 자체일 수 없는 비동일적인 중간항”(이우

환, 2002: 385)이다.15 이런 의미에서 이우환은 모노를 구현하는 모노의 사상가이자 틈새의 

예술가로 기억될 만하다. 

 

                                                      

15 그럼에도 그는 “자가당착의 미학”(1967)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선인이기 싶은 것과 작가

이고 싶은 것을 언제까지고 끝없이 견주어 보고 정면에서 충돌시키면서 긴장감을 자아내는 삶의 

방식 속에서 절대모순의 자기동일, 그 실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고 싶다. 조선인에게 있어서의 역

사적인 공동체의 명제와 작가에게 있어서의 자유로운 허무적 세계의 혼돈을 부여안고, 그래서 항상 

자폭의 위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운명에 분개하지는 않을 것이다.”(김미경, 2006: 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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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변혁에 마주보는 일본적 특성 

-카노우 코우키치 「안도 쇼에키」· 미야자키 도텐「혁명 문답」을 중심으로 - 

가타오카 류 (동북대학) 

 
 

[요지] 

 본 보고는 비폭력적인 변혁에 대한 지향이 약한 일본의 역사적 경향성 속에서, 함께 현재의 

폭력적인 세계에서 토착적인 평화 세계로 변혁을 희구하려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주 세계 

· 인류의 변혁에 마주보는 일본적 특성의 일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두 사람은 도호쿠 출신의 카노우 코우키치와 큐슈 출신의 미야자키 도텐이다. 카노는 18 

세기의 평화 주의자, 안도 쇼에키를 발견한 이지만,  쇼에키의 사상은 카노의 은둔적인 삶의 

방식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미야자키는 중국 혁명의 협력자로서 유명하며, 

카노우와 쇼에키보다 (1) 변혁의 실천성이 강하며 (2) 변혁의 주체가 '타자'우선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혁을 마주보는 양자의 태도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의외의 접점도 있다. 그것은 카노가 친구 나쓰메 소세키와 함께 

미야자키 도텐의 처가의 '혁명'적인 분위기를 직접 접했다는 점이다.제 2 절에서는 소세키에게 

혁명이 "문명의 혁명」 「의식 혁명」 이었음을 참조하며, 카노우의 혁명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카노우는 자기의 사상에 대한 '혁명'성의 자각이, 오히려 실천의 

사회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허무적 경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의 변혁은 '혁명'보다 '개조'라고 

하는 것이 어울린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적 경향성은 사실 미야자키에도 해당된다. 두 사람의 차이는 혁명에 

앞서서 개량할 것인가 (카노우), 혁명 후에 가량할 것인가 (미야자키)라는 전후의 차이 일 

뿐이다. 

 따라서 두 명에게 있어서 개혁 (변화)는 지속되는 변혁의 과정임을 제 3 절에서 논하였다. 

또한 그러한 생각은 서양 근대 문명에 대한 의미로서의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양자는 모두 

서양 근대 문명의 틀을 뛰어 넘어선, 문명의 변혁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카노가 

역사를 네트워크로 파악해서 우주학에 도달하고자 했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제 4 절에서는 미야자키가 제 1 차 대전 후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역설하며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타자'인식과 같은 시기에 강조되는 '자기'개조와의 관계를, 카노우 

네트워크론을 참고하여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미야자키 비판 정신의 날카로움과 카노우의 

지성 · 관찰성과 공통점에,변혁에 마주보고자 한 일본 적 특성의 일단이 보인다고 맺음지었다. 

 

 

【목차】 

１、과제와 방법의 설정 

２、"혁명"과 "개조" 

３、개선의 지속성 

４、小結 - '타자'인식과 '자기'개조 - 

 



168 

168 

 

 

1 과제 설정 

 최근에 보고자는 전근대 일본에서 유례가 없는 안도 쇼에키를 (1703 ~ 62)의 평화론을 현대적 

문제 관심에서 고찰했으나1, 몇 가지 과제를 남겼다. 그 중 하나가 폭력적 세계에서 평화 

세계로의 전환을 설한 쇼에키의 사상이 실제로 사회적 변혁 운동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던 것을 

검토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쇼에키 개인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 보다 비폭력 

변혁에 대한 지향과 그 확산이 역사적으로 약했던 일본의 문제로써 논의하는 것이 본회의의 

취지에 합치 할 것이다. 

 

 손문 (1866 ~ 1925) 등 중국 혁명의 협력자, 미야자키 도텐 (1871 ~ 1922)은 1920 년 4 월 잡지 

「일본 및 일본인」에서 '백년 후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세계의 대세에 

끌리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있다.  

  

 근계(拝啓) 스스로 각성 한 인류의 개조 운동과 무자각적인 자본주의자의 현상 유지 노력은 

서로 충돌하여 이미 계급 투쟁의 끝을 열었다. 생각하기에 그 기세가 격해지면 부자연스러운 

공산 사회를 출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인류는 

오랫동안 그 처우에 안녕할 수 없으며, 개량을 더하여 100 년 후 인류는 땅의 정당한 분배하여 

생활의 안정을 농업에 두고 자연적인 인과율 아래서 절도 있는 개인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상적인 자치 사회를 출현 시킬 것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그러한 조류에서 제외 된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100 년 후에도 세계의 대세에 끌려가는 것 이외가 없을 것이다. 배복(拝復) 2 

 

 백 년 후 인류가 이상적인 자치 사회로 변혁되어 있다는 도텐의 기대는 그 때로부터 거의 백을 

헤아린 현재 아직도 실현 도상에 있지만, 일본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백 년 후에도 세계 변혁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대세에 질질 끌려갈 거란 예측은 거의 적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도텐을 쇼에키와 비교하여 앞서 언급 한 과제를 고찰 해보고자한다. 도텐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가 쇼에키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폭력적인 세계에서 토착적인 평화 세계에 

변혁을 희구하면서 쇼에키보다 (1) 변혁의 실천성이 강한 ( ‘완력’을 긍정!) (2) 변혁의 주체가 타인 

우선 ( '아시아주의'?)라는 두가지 측면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에키와 도텐이 150 년 이상의 시대 차이가 있기에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도텐과 같은 세대에서 쇼에키 발견자이자 동향 (동북 지방의 북부)인 카노 코우키치 

(1865 ~ 1942. 토호쿠 대학에 '카노 문고'가있다)로 쇼에키을 대변한다. 그 근거는 (1) 원래 192 권 

(+ 「(大序)」한 권)이었던 쇼에키의 저서 『自然真営道』의 전체를 파악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카노 밖에 없었으며3 카노의「安藤昌益」（岩波講座『世界思潮３』、1928）는 쇼에키 

사상의 대국적 관찰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우수하며, (2) 쇼에키를 '일본이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유일한 독창적 대 사상가' 로 항상 극찬하였으며 (渡辺大濤『安藤昌益と自然真営道』), 44 세 교토 

대학 문과 대학장을 퇴직 한 후 78 세의 나이로 사망 할 때까지 고위직을 거부 왔던 카노의 삶에, 

쇼에키 사상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日本の「周辺」から見た東アジアの平和と宗教：安藤昌益（1703－62）の平和論を中心に」

2018 年度韓国宗教教育学会・西江大学校生命文化研究所主催国際秋季学術大会「東アジアの平和

と宗教」、西江大学校、2018.11.23。本稿の後に【参考資料】として載せる。 
2 「拝啓。自覚せる人類の改造運動と無自覚な資本主義者の現状維持の努力とは、相衝突して既

に階級闘争の端を開けり。思ふに勢の激する所、不自然なる共産社会を現出せざれば已まざるべ

し。されど天性自由を生命とせる人類は、長く此の境に安ずる能はず、改良を加へて百年後の人

類は土地の正当なる分配に依つて生活の安定を農業の上におき、自然的因果律の下に節制ある個

人自由主義を基礎とする、理想的自治社会を現出すべし。残念ながら今日除外国たる我が国は、

明年も、百年後も、世界の大勢に引摺られて行くの外はあるまじ。拝復。」『宮崎滔天全集 第

二巻』平凡社、1971 年、656、658 頁。 
3 同書を狩野が入手した時点では「生死之巻」の二冊を欠くのみであったが、大正十二（1923）

年の関東大震災で同書はほぼ焼失し、現在残るのはその約 6 分の 1（十五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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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명과 개조 

  

카노 코우키치와 미야자키 도텐 사이에는 의외로 접점도 있다. 카노가 쇼에키의 

『自然真営道』를 입수 한 것은 메이지 32 (1899) 년이지만 그해의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카노는 

친구 나쓰메 소세키 (1867 ~ 1916)들과 구마모토의 오아마 (小天) 온천에 갔다. 4오아마온천은 

소세키의 소설 『草枕』의 무대이며, 소세키들이 숙박 한 것은 마에다카가시5의 별장이었다. 

『草枕』의 나미 씨의 모델은 카가시의 차녀, 츠나코로 츠나코의 여동생 츠치코가 미야자키 

도텐의 아내이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마에다가의 중국 혁명 지원 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코마샤쿠 키미씨는 (注４論文)는 『草枕』의 결말의 기술로부터, 소세키가 이시기에 혁명에 

접근해 

있었다고 했다. 다만, 그것은 정치 혁명이 아니라 문명의 혁명 아내 (여성) (서민 = 생활인)의 자 

리까지 내려와서 우뚝선 의식 혁명, 자기 혁명 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세키와 함께 마에다 별 

장을 둘러싼 혁명의 공기에 닿았다고 보여진 카노의 경우는 어떤한가. 카노는 

「安藤昌益」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부터 200 년 전에, 안도 쇼에키라는 사람이 있어서, 만물은 모두 상대적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근본적 이유로 만약 절대성을 띤 독존적이고 불변적인 교법(教法)과 정법(政法)을 모두 

부정하고 따라서 이러한 법에 의한 현재의 세상 = 법세(’法世’)를 자연의 길로 인한 세상 =자연 

세상(’自然世’)에 향하게 하기 위해 그 과정으로 민족적인 농본 조직을 건설하고 이 조직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전 인류 사회 재건을 달성 시키려고 한 것이다. ...  이런 참신한 사색을 철저하게 

대담한 포부로 실현하려고 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경솔한 행동을 피한 

결과 널리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결국, 이 파격적인 인물의 존재를 잊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6 

‘法世’에서 ‘自然世’로, 변혁에 관한 쇼에키의 사색과 포부가 '중대한 더 문제를 야기하는 성질' 

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보면 실로 '혁명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성의 자각이 오히려 

'근신하는 태도’ 를 취하게 한 결과 쇼에키의 사상은 당시에도 퍼지지 않고 후세에서도 잊혀져 

버렸다고 한다. '혁명'대신 '(인류 사회의) 개조'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러한 카노의 쇼에키 이해는 오히려 급소를 찌르고 있다. 쇼에키의 사상이 

실제 사회 변혁 운동으로 발전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카노가 황태자 (후의 쇼와 천황)의 교육계에 추대되면서 자신은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라며 

거절했다는 것도 (久野収「狩野亨吉」『中央公論』1947.4) 같은 구도이다. 사상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실천의 사회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허무적 경향은 사실 미야자키 도텐도 있었다. 앞서서 본 백년 후의 일본에 대한 

예측에도 이러한 색조가 관철되고 있으며, 도텐의 저서『三十三年の夢』은 바로 '혁명'의 꿈이 

                                                      
4 夏目鏡子『漱石の思ひ出』前編（駒尺喜美「「草枕」の舞台裏―前田卓子と革命―」『日本文学』

23-5、1974 参照）。以下、本段の記述は基本的に駒尺氏の論文による。 
5 前田案山子は熊本の自由民権家で、この別荘には中江兆民（1847～1901）や、孫文、黄興（1874

～1916）らも訪れている。 
6 「今から二百年前、安藤昌益なる人があつて、万物悉く相対的に成立する事実を根本の理由と

し、苟くも絶対性を帯びたる独尊不易の教法及び政法は皆之を否定し、依て此等の法に由る現在

の世の中即ち法世
．．

を、自然の道に由る世の中即ち自然世
．．．

に向はしむるため、其中間道程として民

族的農本組織を建設し、此組織を万国に普及せしむることに由つて、全人類社会の改造を達成せ

しめようとしたのである。･･･かかる斬新なる思索を徹底せしめ、大胆なる抱負を実現しようと

したことは、啻に視聴を聳動する種類のことであるのみならず、実際重大なる問題を惹起する性

質のものであるから、極めて謹慎なる態度を取り、軽率なる行動を避けたるがため、広く世人の

耳目に触るることなく、其結果が遂にこの破格的人物の存在を忘るることに至らしめたのであ

る。」『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1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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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리 패배한 ‘인세가 꿈의 장소(夢場)’라는 각성에 서 작성된 것이다. 

 ‘(인류의 개조 운동과 자본주의자의 현상 유지와의 충돌 추세는) 부자연스러운 인 공산주의 

사회를 출현시킬 수 밖에 없다’라는 말에도 같은 색조을 읽을 수있다. ‘부자연스러운 공산 사회 

'는 도텐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류는 그것을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개량을 더하여 이상 사회를 향해 간다. 한편, 카노는 말한다. 

 

 실로 20 세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 갈구하는 자들과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에 극단적 인 

단절이 생기면 갇혀버린 불평은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안도 쇼에키는 현재를 예측해서 이론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다.  도텐과의  차이는 도텐이 충돌 (혁명) 후에 

개선하는 반면, 카노는 충돌 (혁명) 앞에 개량하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7 

 

3 개량의 영속성 

 

 카노는 또한 쇼에키을 말하면서 아마도 서구 근대 문명 ( ‘法世’)의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法世’는 문화의 진보에 따라 오히려 사기 전시장 같은 양상을 보이고, 반면에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고 한편으로는 르상티망과 절망을 초래하여 인심을 악화 시키지만, 결국은 

어떻게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확실히 있다고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색안경을 벗으면 명확하게 눈앞에 나타나 숨기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法世’의 결함이며, 질병 인 것이다. 이에 따라 죄악을 범하는 자가 끝이 없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함, 죄악의 근본적인 치료는 법률과 제도 (‘律法’)에 구해도 얻지 

못하고, 도덕과 종교 ( ‘教法’)에 구해도 얻지 못할 것도 과거와 현재에 비추어 보자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法世’의 견해는 여기까지 철저하게 할 수는 없다. 역시 좋게 바뀔 수 없는 도덕과 종교 (‘教法’)에 

의해 계속 속이며 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8 

 

 사기의 문명 속에서 '교법'의 개량에 의해 ‘法世’의 결함, 질병은 근본적으로 치료 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 도텐의 「혁명 문답」의 기술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답 : 프랑스는 혁명을 거듭해서 나폴레옹 제정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다시 혁명이 있었다. 

혁명이 서로 이어져 소란이 잇따르듯이. / 질문: 모든 물건에는 귀착 점이 있다. 네가 말하는 

혁명의 귀착 점은 과연 무엇인가? / 답 : 사해형제 자연 자유의 경지이다. / 질문: 그렇다면 

무정부주의인가? / 답 : 왜 반드시 무정부주의를 말하려 하는가. / 질문 : 그렇다면 사회주의인가? / 

답: 왜 반드시 사회주의를 말하려 하는가. / 질문 : 그렇다면 공산주의인가? / 답 : 왜 반드시 

공산주의를 말하려 하는가. 9 

                                                      
7 「実に二十世紀は容易ならぬ時となつた。･･･求むるものと与ふるものとの間に甚だしき間隙を

生ずれば、鬱積したる不平は致命的に放たるる恐れがある。是は尤も憂ふべきことである。安藤

は今日あるを見越して立説した訳ではないが、彼はかかる衝突の起らない様なる社会を建設しよ

うとしたのである。」『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54－55 頁。 
8 「法世は文化の進歩につれ却て欺瞞の陳列場の如き観を呈し、一方には奢侈逸楽を助長し、一

方には怨嗟失望を誘致し、人心を悪化せしむることあるも、終には如何ともすること能はざるに

至るのではないかと考へられる。此傾向は慥にあるものと認めざるを得ない。色眼鏡を外づせば

歴然として目前に現れる、隠匿辯護の余地はないのである。是は実に法世の欠陥であり病気であ

るのである。これあるがために罪悪を犯すもの尽きざるも亦明白なる事実である。而て其欠陥其

罪悪の根本的救治は之を律法に求むるも得べからず、之を教法に求むるも亦得べからざることは、

既往と現在とに徴して是亦余りに明白なる事実である。かかる明白なる事実は事実なるが故に之

を如何ともすべからざるものと見ることも出来る。是は頗る透徹した見方である。しかし法世の

見方はここまでは徹底し得ない。どうしても相も変わらぬ教法を以て糊塗することに勉むるの外

ないのである。」『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49 頁。 
9 「答ふ、仏国や革命を重ね来つて奈翁の帝政あり。而して復た革命あり。革命相続き騒乱相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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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시민 혁명도,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혁명도 사해동포 자연 자유의 

경지에서 보면 모든 혁명과 동란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쯤 되어서는 개량이 혁명 전후의 차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양자는 모두 서양 근대 문명의 틀을 넘어선 문명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양자는 '아시아주의'인가? 카노의 부친 카노 양지 (1829 ~ 1906)는 메이지 28 (1895) 년 

『東邦協会会報』에「義兵論二」（第 7号）, 「東邦平和策」（第 15号）을, 메이지 31 (1898) 

년에는 「宇内平和策」（第 50号）을 싣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문으로 '청나라 및 조선 

인사'10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토호 협회는 '초기 아시아주의 '로 둘러싸여 있다. 11흥미로운 것은 

카노 코우키치가 쇼에키의 ‘우리 길에 다툼이 없고. 우리는 병사를 말하지 않고, 우리 싸우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며 '세계 평화책과 무전론을 주장하는 사람, 특별히 구체적인 주의 

주장으로써 분쟁하려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12 

 아시아주의적 평화론이나, 세계주의적 평화론이든 우열을 다투고 있는 점은, 쇼에키의 철저한 

평화주의에서 보면 이는 ‘法世’의 범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카노가 보는 쇼에키의 

‘自然世’과 도텐의 ‘사해형제’,자연 자유의 경지는 상당히 근접해 온다.  

 다만, 카노는 쇼에키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쇼에키이 '자연을 

호성(‘互相’)으로만 보아서 인과로 취하는 것을 모른다'점이다.‘互性’은 자연이 '횡단적 

청적'(「横断的静的」)한 견해지만, '인과'는 '종단적 동적' 「縦断的動的」한 견해, 즉 역사이다. 13 

 역사에 대해서는 카노와는 별도로 「역사의 개념」(『丁酉倫理』、1946)이라는 한 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사실망 '(‘事実網’)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의 구석 구석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망의 하나 하나의 사실은 크다는 것도 없고 작다는 것도 

없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맥동하고 항상 정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를 생기하고, 그 결과로 

사실망은 새로운 상태로 이행한다. 그리고 이 사실망이 이동하는 상태는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14 

 

 

 이것은 바로 역사를 네트워킹으로 볼 것이다. 거기에서 이상적 역사는 '모든 지식을 종합 한 

우주학에 진화 할 것'이라고한다. 15 

이러한 생각에서 카노는 쇼에키가 명료하게 말하지 않은 ’自然世’의 내실을 다음처럼 대변한다. 

 

‘自然世’는 우선 죄악의 발생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부터 준비적으로 포설하는 농본 제도의 

                                                                                                                                                                     

ぐ。･･･／問ふ、物皆到着点あり。諸君謂ふ所の革命の到着点果して如何。／答ふ、四海兄弟、

自然自由の境即是のみ。／問ふ、然らば即ち無政府主義か。／答ふ、何ぞ必ず無政府主義を謂は

ん。／問ふ、然らば即ち社会主義か。／答ふ、何ぞ必ず社会主義を謂はん。／問ふ、然らば即ち

共産主義か。／答ふ、何ぞ必ず共産主義を謂はん。」『宮崎滔天全集 第二巻』平凡社、1971、614

－615 頁。 
10 「宇内平和策」は英文・邦文でも発表された。これは明治 32 年、ロシア帝国が万国平和会議

を提唱したことに即応するものとされる（安倍能成「年譜」、『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

209 頁。鈴木正「年譜」、『増補 狩野亨吉の思想』平凡社、2002、241 頁）。 
11 挟間直樹「初期アジア過ぎについての史的考察（５）第三章 亜細亜協会について；第四章 東

邦協会について」、『東亜』414、2001。 
12 『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46 頁。 
13 『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45 頁。 
14 「宇宙の隅から隅まで瀰漫する事実網の一々の事実は、大となく小となく密接に関聯して脈動

し、二六時中静止することなく、刻々に変化を生起し、其結果事実網は新なる状態に移行する。

而して此事実網経過の状態は何時始まつたか何時終るか判然と知ることができない」『狩野亨吉

遺文集』岩波書店、1958、123 頁。 
15 『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12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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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에서 시작하여 자연 현상의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며 그 지식으로  인하여 '개량'하고  진정 

될 곳에 진정 함을 말한다. 16 

 

'개량'(역사의 변혁 = 사실망의 새로운 상태로 이동)은 영속하기에 '진정 곳에 정착 '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귀결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귀결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滔天의 "혁명 문답」의 결론과도 통한다. 

 

 세상에 인간 세상으로 귀착 점에 도달 한 것은 아직 없다. ...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저 죽음의 귀착 점이 있고, 먹어서 생명을 

유지시키면, 반드시 죽음의 귀착 점에 도달한다. 혁명은 음식이다. 혁명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의 세상은 반드시 귀착되어야 곳에 귀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귀착 점의 모습을 

추측하는 것 같은 것은 한가한 사람의 연구에 일임 되어야 한다. 17 

 

'혁명은 주의가 아니며 수단이다. '(「『滬上評論』発刊の辞」 ) 라는 것도 같은 생각 일 것이다. 18 

 

4 맺음말 

 

 혁명의 꿈이 패배한  이후의 도텐이 더 이상 '아시아 주의자 '가 아닌 

것은「明治国性爺」（1903）에서 아시아 주의자인 주인공에 대해 프랑스 인 아나키스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 것으로 부터 명확해졌다. 

 

 세계는 네가 말한 대로, 현재 약육강식의 수라장이다. 또한 네가 말한 대로, 유럽이 주동자로 

아시아가 피동자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에 생존하고 있기에 경쟁은 그치지 않는다. 만일 그대의 

중국 혁명이 성공하여 일대 강국이 된 곳에서 국가적 경쟁이 그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재 피동자들과 주동자가 바뀌어도 약육강식의 현상은 여전히 원래의 상태이다. ... 중국을 

부흥시켜 유럽에 타격을 주려는 것은 이른바 방어적 진격으로 알게 모르게 도둑근성에 마가 들은 

것이다. 일단이 큰 습관 속에서 빠져 나오지 않으면 역시 도둑의 등불을 들은 사람이나, 국가의 

알랑쇠가 될 것이다. 19 

 

 그러나 도텐는 제 1 차 세계 대전 후 다시 새로운 아시아주의로 향한다. 20그때까지 조선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도텐은 3 · 1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21 조선의 '독립은 결코 용서해야 것은 아니다'고 

                                                      
16 「自然世とは先づ罪悪の発生を最小ならしむる目的を以て準備的に布くところの農本制度の樹

立に始まり、自然の現象の正確なる知識を獲得し、其知識により改良しつつ落着くところに落着

くのを云ふのである。」『狩野亨吉遺文集』岩波書店、1958、53 頁。 
17 「世上未だ人世に帰着点に到達したるもの無し。･･･人の世に生る、生れんと欲して生れたる

に非ず。而して先づ死てふ帰着点あり、食ふて生を保ち行くや、必ず死の帰着点に到達す。革命

は食也。革命を続け行く内には、人世必ず其帰着すべき処に帰着せん。若夫婦帰着点の情況の推

測の如き、須らく閑人の研究に一任すべし。」『宮崎滔天全集 第二巻』平凡社、1971、615 頁。 
18 滔天の作ではないとする説もあるが、藪田謙一郎「宮崎滔天の「アジア主義」と第一次世界大

戦後の世界思潮」（『同志社法学』48－1、1996）は滔天の作とする。 
19 「世界は君の云ふ通り今弱肉強食の修羅場だ。また君の云ふ通り欧羅巴が主動者で亜細亜が被

動者である。併し斯様にして国家の上に生存して居ては競争は止まぬ。ヨシ君の支那革命が成功

して一大強国となつた処でだ、国家的競争が止むであらうか、さうはゆくまい。今の被動者主動

者其地を換ゆることがあるとも弱肉強食の現状は依然として旧態を維持するのである･･･支那の

復興をして打撃を欧州に加へんとするは所謂る防禦的進撃で、識らず知らず泥棒的根性に魔せら

れて居るのじや。･･･一つコノ大習慣の中より脱却せぬと、矢張泥棒の提灯持か国家の幇間にな

るぞ」『宮崎滔天全集 第三巻』平凡社、1972、207 頁。 
20 前掲、藪田論文。以下、本段の記述は基本的に藪田氏の論文による。 
21 「朝鮮全道に亘る此の大示威運動が、二三ヶ所に憲兵警官との衝突を演じ候以外、その運動が

一揆的暴動に出でずして、至極秩序的に厳粛に行はれたるは注目に値するものと存じ候･･････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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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한 가토 다카아키 (1860 ~ 1926)를 '바보'라고 욕하고 '사람은 영구히 다른 사람을 노예 취급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도 결국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기를 비인도라고 한다.'(「出鱈目日記」1920.10.8)라고한다.  

 한편,이 무렵부터 도텐은 '사회의 개조'는 '자기 개조'로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올해에 있어서 사회의 개조가 피할 수 없는 추세 인 것을 눈치채고, 그 후에 그 모든 개조의 

근저에 사람의 인심의 개조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나아가 인심이라는 자기 

개조를 첫 걸음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리하여 자기 반성의 긴요 함을 자각했다. 

이것은 나에게 최고의 수확이다. 그리하여 다시 아기가 되고 조화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 개조 사회의 이상으로 레닌주의도 바쿠닌주의도 크로포트킨주의도 톨스토이주의도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실행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법률의 

변경만으로는 불가하다. 반드시 인심의 개조 들어가야만 한다. 인심의 개조는 자신 개조 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입각해야 모두 공하다. 염원하건데 내가 이 길을 걷고 싶다. 22 

  

 그리고 오오모토교와 대우주교 등의 영적 세계에 경도된다. 

새로운 아시아주의에 보여지는 '타자'인식과 사회의 개조는 '자기'의 개조에서부터라는 주장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 것일까. '조화의 품으로 돌아 간다'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이것은 카노가 

말하는 '우주의 구석 구석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망 하나 하나의 사실 '일의 가치, 즉 네트워크 

한점 한점 인 주체의 거듭됨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다소 엉뚱하지만 도텐의 다음의 말을 들어 본 보고서를 맺고 싶다. 

 

 그렇다, 유럽문명의 파멸의 때가 왔도다. 마지막이 왔도다. 접근 하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 높은 

곳에서 구경하는 것이 제일이다. 23 

 

 카노 코우키치와 미야자키 도텐을 비교하면, 전자는 지성 · 관찰성, 후자는 감성 · 실천성이 

탁월해  보이지만, 위의 '높은 곳에서 구경'이라는 단어는 滔天 비판 정신의 날카로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강인한 비판 정신은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반성에 이른다.도텐 유럽 문명에 대한 관찰은 아마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대세에 질질 끌려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일본의 관찰도. 그리고 모든 베일을 벗겨 낸 후 보여 

온 우주의 조화의 신비 (사실망 변화의 불가사의), 적나라한 진실은 아기처럼 순수하게 눈을 크게 

뜨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이러한 카노 코우키치와 미야자키 도텐의 공통점에 우주 · 세계 · 

인류의 변혁을 마주보는 일본적 특성의 일단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맺음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회의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특성이 새로운 '근대성'개념의 구축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 소극적인 작용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희망한다. 

                                                                                                                                                                     

る多数人の行動が時を同じふして、而も厳粛に行はれたるは見上げたる行動に候。」「同光会規定」、

『亜細亜時論』第五巻二号、1921.2、特 3 頁（藪田論文から再引）。 
22 「此の年間に於て、社会の改造が避く可からざるの趨勢なるを知得して、而して後に総ての改

造が其根底を人心の改造に置かざれば、無効なるを知得し、更に進んで人心の改造なるものは、

自己の改造を以て第一歩とせざる可からざるを知得せり。即ち自己反省の急を自覚せり。是れ我

に於て無上の獲物也。斯くして我は再び赤子となりて造化の懐に返らんことを希う。改造社会の

理想として、レーニン主義可也。バクーニン主義可也。クロパトキン主義亦可也。トルストイ主

義又復可也。されど之を徹底的に実行して永久的平和を確保せんには、制度法律の変更のみにて

は不可也。必ずや人心の改造に俟たざる可からず。人心の改造他無し、我れ自身の改造にあり。

茲に立脚せざれば皆空也。我願はくば斯の道を歩まんかな」「出鱈目日記」（1920.12.31）、『宮崎

滔天全集 第三巻』平凡社、1972、556 頁。 
23 「出鱈目日記」（1920.3.18）、『宮崎滔天全集 第三巻』平凡社、1972、319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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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일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의 평화와 종교 

:안도 쇼에키(安藤昌益、1703－62)의 평화론1을 중심으로 

 

카타오카 류（토호쿠대학） 

 

【요지】 

  본 보고에 있어서 ‘주변’이란 일본 동북지방을 의미한다.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62)는 

18 세기 일본 동북지방의 사상가이며 의사다. 본 보고는 쇼에키의 평화(비폭력)과 

종교(‘신비주의’적 경향)의 관계를 고찰한다. 

 

쇼에키가 살아있던 때 동북지방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나 6 만명이 넘는 아사 ・ 병사자가 

발생했다. 쇼에키는 그 원인을 동북지방의 식량공급기지인 토쿠가와 시대의 지배구조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에는 스스로 농작을 하지 않고 

식량을 독점하려는 ‘중심’의 욕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욕망을 토대로 세워진 국가 종교가 

주장하는 평화(전쟁 승리에 의한 지배의 산물로서의 경제적 ・ 정치적 등의 이익)가 오히려 

‘주변’의 평화(민중의 문화적인 생활기반의 보호)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쇼에키는 단순히 피억압자인 ‘주변’을 선으로 보고 억압자인 ‘중심’을 악이라고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는 상하 차별을 중심으로 하는 이분법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데, 쇼에키는 서로 대립하는 두 항은 실제로는 상호 의존, 상호작용(호수, 

互酬)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억압자의 구조적 폭력은 피억압자의 직접적 

폭력을 발생시키며 그것이 나아가 억압자의 폭력을 발동시켜 폭력의 연쇄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쇼에키는 생 / 사의 상호의존,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거기서 생 / 사의 대립을 넘은 생명의 연속적 활동 안에서의 유한한 생명존재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일상적인 부부의 밤일과 수면, 가정에서의 의식(衣食)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업과 

휴식과 같은 자연활동 그 자체인 삶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과 자연 활동을 일관하는 생명의 

진실성을 쇼에키는 신(카미, 神)이라 생각하였다. 그것은 삶의 힘이며,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고 

동시에 스피리츄얼(spiritual)한 힘인 것이다. 

 

 쇼에키의 평화론은 그러한 생명의 진실성에 대한 각성에 의해 ‘주변’민중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생명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한 것이었다. 

 

【본론】 

１、 

                                                      
1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책임 편집 『일본 평화론 대계』전 20 권 (일본 도서 센터, 1993-1994) 중, 

근대 이전에 선정 된 것은 유일하게 안도 쇼에키 (제 1 권) 뿐이다. 쇼에키 사상의 핵심이 평화론에있는 

것은 '확 (確)(= 昌益) 문(門)에 있어서, 싸움의 방법은 미세하게 말해도 활진( 活真)의 대적이 된다.(전집 

①-253 쪽) 라는 제자 다카하시 에이자와（高橋栄沢）의 평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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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에 있어서의 ‘주변’이란 일본 동북지방을 의미한다. 일본 동북지방은 혼슈(本州) 

북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일본 전토의 18%를 차지하나 인구는 7%(2017 년)밖에 되지 않는다. 

고대에는 ‘미치노쿠(道の奥)’라 불리며 정치나 문화의 중심에서 변방 취급을 받기도 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후쿠시마(福島) 여섯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 년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에 

의해 2 만명 가까운 사망자(재난 관련사도 포함함)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가혹한 사고를 일으켰다. 

 

본 보고에서 다룰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62)는 18 세기 동북지방의 사상가이자 의사다. 

쇼에키가 50 살 무렵 동북지방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나 6 만명을 넘는 아사 ・ 병사자가 

발생하였다2
. 그 후로도 동북지방은 수 차례에 거듭해 대기근의 수난을 겪게 되었다.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내게 한 ‘텐메이 기근(天明の飢饉, 1783)’・  ‘텐보 기근(天保の

飢饉, 1836)’은 일본 3 대 대기근 중 2 가지로 불린다. 

 

기근의 직접적 원인은 냉해로 인한 흉작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토쿠가와시대 이래로 

동북지방이 식량공급지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에 의한다. 동북에서 생산된 쌀은 동해측과 

태평양측 두 바닷길(西廻海運・東廻海運)을 통해 오사카와 에도(江戸)에 대량으로 운반됐고, 

화폐와 교환되어 무사의 녹봉이 되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화폐 구매력이 저하되자 

동북지방의 농민에 대한 착취는 한층 더 심해졌는데, 그와 동시에 무사는 심지어 흉작에 의한 

쌀 값의  물가상승을 바라기까지 했다3
. 

 

쇼에키는 바로 이러한 토쿠가와시대 지배체제의 구조를 뿌리부터 비판했다. 물론 그 저작은 

당시에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쇼에키의 사상이 재발견된 것은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부터인데, 

그 시대 일본사회에 있어서도 쇼에키의 래디컬(근원적)한 사상을 공공연히 칭양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관동대지진(1923)으로 인해 재발견된 쇼에키 저작의 대부분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불운까지 거듭되었다.  

 

안도 쇼에키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캐나다 역사학자이자 외교관인 

허버트 노먼(Herbert Norman、1909－57)의 “잊혀진 사상가 - 안도 쇼에키에 대해서 

-”(岩波新書、1950、原著 1949)에 의해서다. 노먼은 이 저서에서 쇼에키를 로마의 시인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Lucretius, 기원전 94 무렵～기원전 55 무렵)나 영국 시민혁명 시대의 

진정수평파(디거스, Diggers)의 제라드 윈스탄리(Gerrard Winstanley, 1609 - 1676)와 비교하고 있다. 

 

 노먼에의하면 윈스탄리는 ‘봉건귀족의 토지소유욕을 사회적 폭력 및 전쟁 원인으로서 

비난’했다 4
.  쇼에키의 평화론도 바로 이러한 논리인 것이다. 이 ‘토지소유욕’을 쇼에키는 

‘불경탐식(不耕貪食)’이라 표현하고 있다. 

                                                      
2 『森嘉兵衛著作集第一巻』法政大学出版局、1987、315頁。 

3 「知行取りにて、口には、米価高値を患ひながら、内実、俸禄の払ひ物、得分多きを喜び、凶

年を願ふ」（足代弘訓『おろかおひ』）。『허버트 노먼 全集 第三巻』岩波書店、1977、84頁로부터 

재인용. 

4 『허버트 노먼 全集 第三巻』岩波書店、1977、36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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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불경탐식’의 주체를 쇼에키는 특히 성인(聖人)과 석가(釈迦)라고 일컫는다
5
. 

 

 성인과 석가가 나타난 이래로 [･･･] 그들은 위 아래 차별이라는 자기 멋대로인 법을 

세워 활발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가르침을 설파하고, ‘불경탐식’하며, 아래 민중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한 가르침에서 아래는 위를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욕심, 위는 아래를 

탐내는 욕심이 모여 [･･･] 위 아래가 서로 교차하며 사악한 기운이 미쳐 날뛰게 되어 

[･･･] 자연 활진(活真, 모든 에너지의 근원)의 청정한 기의 흐름을 더럽히며, 부정적이고 

사악한 기운이 되어 때로는 6 월이 되어서도 한랭하여 아무 곡물도 열매를 맺지 않고, 

또한 가뭄이 들어 모든 곡물이 시들어 흉년이 되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고, 온 세상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6
 

 

 전쟁이 일어나 군대로 몰아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며, 아무도 안심하고 살지 

못하고, 걱정과 슬픔에 의해 더럽혀진 인간의 기가 자연의 활진(活真)의 기를 더럽이고, 

그렇게 더럽혀진 부정적인 기가 돌고 돌아 흉년이 되어 오곡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아사(餓死)자와 전염병 사망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인과 석가가 자기 먹대로인 법을 세워 ‘불경탐식’하여 자기가 먼저 타인의 것을 

가로채려 하는 마음이 들게끔 현혹시킴으로써 그것이 후에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폭력욕을 일으키게 된다는 데에 있다. 
7
 

 

성인과 석가를 ‘불경탐식’의 주체로 삼는다는 것은 유교나 불교와 같은 교학이 ‘불경탐식’과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사회적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강고한 이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먼은 “잊혀진 사상가” 서두에서 루크레티우스의 ‘종교는 갖가지 죄악을 초래한다’라는 

말을 들고 있다8
. 단, 그 죄악이란 종교의  ‘정치적 악용’에 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쇼에키가 

공격한 것도 ‘비합리로 여긴 통속신앙의 요소를 외부적 편의를 위해 의식적으로 

보존한다’(테오도어 몸젠 “로마사”)와 같은 ‘국가종교’에 대해서이며 신 자체가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노먼은 설명하고 있다9
. 

 

 더불어 노먼은 윈스탄리와 같은 진정수평파에 대해서도 ‘폭력을 기피하고[･･･] 위계・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신비주의적 경향(내면의 빛[Inward light], 신의 이성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5 윈스탄리는 이와같이 名主（나누시）나 肝煎（키모이리）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다（全集③－227頁）. 

6 「聖・釈、以来、[･･･]上下ノ私法ヲ立テ、欲情盛ンニシテ教ヘヲ為シ、不耕貪食シテ衆人ヲ苦

シム。故ニハヲ羨ムノ欲心、上ハ下ヲ貪ルノ欲心、[･･･] 転定・活真ノ気行ヲ汚シ、上下邪気妄

狂シ、[･･･]、不正ノ邪気ト成リ、或イハ六月寒冷シテ諸穀実ラズ、或イハシテ衆穀不熟・シ、凶

年シテ衆人餓死シ、或イハシテ多ク人死シ、転下皆死ニノヒヲ為ス。」（全集①118－119頁）。 

7 「大乱・大軍シテ人多ク殺シ殺サレ、万人手足ヲク所無ク、患ヒ悲シム其ノ邪汚ノ、転定・活

真ノ気ヲ汚シ、故ニ不正ノ気行ト成リテ、必ズ凶年シテ実ラズ、多ク餓死シ、疫癘シテ病死ス。

[･･･]是レ其ノ、聖・釈、私法ヲ立テ、不耕貪食シ、己レ先ヅ盗欲心ニ迷フテ、而シテ後ニヲ迷ハ

シ、欲賊心トサシメテス所ナリ。」（全集①119－120頁）。 

8 『허버트 노먼 全集 第三巻』岩波書店、1977、9頁。 

9 『허버트 노먼 全集 第三巻』岩波書店、1977、20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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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지혜로서의 양심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퀘이커(Quaker) 신앙과 실천의 선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0
. 당연히 쇼에키에 있어서도 동일한 평화(비폭력)와 

종교(‘신비주의’적 경향)의 관계를 노먼은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노먼의 쇼에키론이 시사하는 바를 실마리로, 본 회의의 주제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특히 ‘주변’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싶다. 

 

２、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심 ・ 주변의 모델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구조이론’을 분석한 것은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1930－)이다. 갈퉁에 의하면 어떤 조직에도 중심 

/ 주변이라고 하는 이분구조가 존재한다고 한다. 국제사회를 예로 들면 중심국(C=center) / 

주변국(P=periphery)이라는 이중구조가 있으며, C 와 P 각각의 사회 자체에도 이해 대립하는 

중심부(c) / 주변부 (p)가 있다.  

 

 단, C 와 P 양국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중심부끼리 (Cc 와 Pc)의 이해는 일치하고, 

주변부끼리(Cp 와 Pp)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가 경제 ・ 정치 ・ 군사 ・

커뮤니케이션・문화 등 모든 차원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C 는 P 를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분단한다. 이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11
. 

 

평화관도 중심에서와 주변에서는 차이가 있다. C(c)에 있어서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실현이며 그 본질이란 바로 전쟁 승리에 의한 지배의 산물로서의 경제적・정치적 등의 이익이다. 

한편 P(p)에 있어서 평화란 ‘민중이 자신들 특유의 문화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 최저한의 

물질적・정신적 기반이라는 의미의 존재(subsistence) 보호이며, 그 토지의 민중이 공유하는 환경 

이용가치가 외부의 폭력적 간섭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2
. 

 

쇼에키의 평화론은 물론 후자의 입장에 서서 특히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에 의한 

민중의 문화적인 생존기반의 파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쇼에키의 평화론을 갈퉁의 이론보다 앞서서 있었다는 것을 분석한 연구로는 무라세 

유우야(村瀬裕也)의 “안도 쇼에키의 평화사상”이 있다 13
. 쇼에키는 유교의 

‘일치일란(一治一亂)’(“맹자”)적 역사관을 비판했는데(「治乱共に乱なり」全集⑧－287 頁), 이중 

‘란(亂)’이 직접적 폭력, ‘치(治)’가 구조적 폭력에 해당된다고 무라세는 지적하고 있다. 쇼에키가 

비판한 ‘치(治)’(구조적 폭력)의 내용을 무라세는 ‘계급제와 착취’, ‘남녀차별’, ‘환경문제’ 라는 

세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논하고 있다.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10 『허버트 노먼 全集 第三巻』岩波書店、1977、357頁。 

11 高柳先男『戦争を知るための平和学入門』筑摩書房、2000、109－113頁。 

12 高柳先男「平和」（CD-ROM版『世界大百科事典』平凡社、1998）。중세 유럽 민중에 있어서의 

평화를 존재(subsistence)의 보호라고 보는 것은 이반 일리치（Ivan Illich、1926－2002）의 견해. 

또한 게오르그 피히트（Georg Picht、1913-82）도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궁핍이다'라고 

하며,  이 때의 궁핍이란 '물리적 육체적 궁핍과 연결된 정신적 도의적 궁핍의 무한 연쇄'를 

의미한다.（岡本三夫『平和学 ―その軌跡と展開―』法律文化社、1999、11頁）。 

13 村瀬裕也『安藤昌益の平和思想』安藤昌益と千住宿の関係を調べる会、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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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에키는 차별의 기본적 구조를 ‘이별(두 구별, 二別)’이라고 표현한다. ‘계급제와 착취’는 위 

/ 아래의 이별(二別), ‘남녀차별’은 남자 / 여자의 이별이다. 마찬가지로 쇼에키는 자연 / 인간의 

이별도 비판했다. 따라서 쇼에키에게 있어 자연재해(천재, 天災) / 인위재해(인재, 人災)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1 절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얼핏 천재로 보이는 것도 실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현대 환경파괴와 연결되는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무라세는 논하고 있다. 

 

 무라세의 논의는 명확하나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쇼에키가 ‘이별’적 발상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내놓은 ‘호성(互性)’의 시점의 분석이 다소 약하게 느껴진다. 

‘호성’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항이 실제로는 상호의존, 상호작용(호수, 互酬)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천과 지(天地)를 쇼에키는 ‘전(転)’ ‘정(定)’으로 

표현하여(‘정(定)’은 육・해로 이루어지는 지구, ‘전(転)’은 그것을 둘러 싸서 환류하는 대기를 

이미지 하면 좋을 것이다) 양자가 ‘호성’의 관계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기(‘전’)는 지구(‘정’) 밖, 지구는 대기 안에 있다. 바깥에서 보면 대기 안에 지구가 

있고, 안에서 보면 지구 안에 대기가 있다. 대기의 본성(‘성(性)’)은 지구이며 지구의 

본성은 대기다. 대기와 제구는 ‘호성’의 관계에 있다14
. 

 

태양(昼)과 달(夜)의 관계도 ‘호성’이다. 

 

 나아가는 기가 응집된 정수(精粹)가 태양이고, 그 안에 대기의 신묘한 

작용(‘전신(転新)’)인 달이 있다. 퇴행하는 기가 응집된 정수가 달이고, 그 안에 지구의 

영묘한 작용(‘정령(定霊)’)인 태양이 있다. 태양과 달은 ‘호성’관계에 있으며, 낮과 밤도 

‘호성’의 관계에 있다. 15
 

 

쇼에키가 ‘남녀’라고 쓰고 ‘사람(히토, ヒト)’라고 읽게 시키는 것도 남・녀가 ‘호성’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전정(転定)’)의 작은 코스모스가 ‘男女(사람)’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보면 남자 

엔에 여자가 있고, 안에서 보면 여자 안에 남자가 있는 것이며, 남자의 본성은 여자, 

여자의 본성은 남자이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호성’의 관계에 있다.
16

 

 

 이처럼 모든 ‘이별(二別)’적 관계가 ‘호성’으로 다시 파악된다. 따라서 쇼에키가 치(治) / 란(亂) 

과 같이 ‘이별’의 구조를 전제로 하는 유교 이념을 비판하는 것도 ‘치에 없으면 란도 없고, 란에 

없으면 치도 없다… 치란이 어찌 둘이 될 수 있는가’(全集③－267 頁)라고 하듯이 치・란도 

‘호성’이기 때문이다.  

 치・란을 ‘호성’의 관계라고 함으로써 쇼에키는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14 「転ハ定外、定ハ転内ナリ。外、転内ニ定備ハリ、内、定内ニ転備ハリ、転ノ性ハ定、定ノ性

ハ転ニシテ、転定互性」（全集①－267頁）。 

15 「進気ノ精凝ハ日ニシテ、内ニ月ヲ備ヒテ転神。退気ノ精凝ハ月ニシテ、内ニ日ヲ備ヒテ定霊。

日月互性、昼夜互性ナリ」（全集①－64頁）。 

16 「是レガ小ニナリ。故ニ外、男内ニ女備ハリ、内、女内ニ男備ハリ、男ノ性ハ女、女ノ性ハ男

ニシテ、男女互性」（全集①－2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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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자기 멋대로인 법을 세워서 치란이 일어났다. 치는 란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위(上)가 다스리면(治) 아래(下)는 혼란(亂)해진다. 아래가 혼란해 지면 위도 더불어 

혼란해진다.
17

 

 

‘위가 다스리면 아래는 혼란해진다’라는 것은 ‘중심’에 있어서의 ‘평화’ (전쟁 승리에 의한 

지배의 산물로서의 경제적・정치적 등의 이익)의 실현에 의해 ‘주변’에 있어서의 ‘평화’(민중의 

문화적인 생활기반의 보호)가 훼손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구조적 폭력’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아래가 혼란해지면 위도 더불어 혼란해진다’라는 것은 ‘직접적 폭력’을 위주로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아래에 있어서의 ‘란(亂)’이란 자폭테러와 같은 

‘주변’으로부터 ‘중심’에 대한 폭력적 저항의 의미이기도 하며, ‘주변’끼리(또는 내부)의 폭력적 

분쟁의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어찌 됐든 이러한 ‘주변’의 무질서화에 대해서 ‘중심’은 

군사력을 발동해서 치안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할 뿐이다.  

 

 

물론 18 세기 일본이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상태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6 만명을 넘는 아사・병사자를 낸 기아에 의해서 ‘세속은 부모 자식이 서로 챙겨줄 여유도 없는 

세상(「世俗親子知 ら ず の 世 の 中」『飢饉考』一)’이 되어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만연했고, 

‘인심은 악화되어 완전히 무경찰상태가 되어버렸다’
18

 상황을 목전에서 본 쇼에키가 민중의 

문화적인 생존기반의 파계를 일으킨 원인을 위와같이 설명하게 된 것은 아무런 위화감도 없다. 

18 세기 일본은 ‘태평’의 시대였다 19
.그러한 ‘중심’의 ‘태평’(평화)가 ‘주변’의 ‘평화’를 

괴멸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 언젠가는 세계 전체가 붕괴되고 만다는 호소를 

하는 점에 쇼에키의 평화론의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다. 

 

３、 

（１）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쇼에키는 단순히 ‘상하의 사법(위 아래를 나누는 자기 멋대로의 법)’을 세운 성인을 

비판함으로써 악순환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성인의 고볍의 

작위성을 비판한 것은 노자나 장자도 마찬가지다. 쇼에키는 그들도 성인이나 석가와 똑같이 

‘불경탐식’한 무리들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쇼에키와 노자・장자와는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고 쇼에키는 말하고 있다. 

 

 내가 대기(転)・지구(定)는 하나로 이어진 것, 남・녀는 한 몸이라는 것 등등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연(홀로, 스스로自 / 하다然)’스러운 작용임과 동시에 서로의 내면에 

서로의 본성을 두고 있다(‘互性’)이라는 정묘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위 아래나 

이분구조(‘二別’)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인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

‘활진(活真)’・‘호성’의 정묘한 길(妙道)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20

 

                                                      
17 「私法ヲ立テテ、乃イ治乱起ル。治ハ乱ノ根ト成ル故ニ、上、治ムレバ、下、乱ス。下、乱ス

レバ、上、与ニ乱ス」（全集①－210頁）。 

18 『森嘉兵衛著作集第一巻』法政大学出版局、1987、316頁。 
19 渡辺浩『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大学出版会、1997。 
20 「、転定一体、男女一人、自然・互性ノ妙道ヲ以テ上下・二別無キノ言イハ聖人ヲ謗ルニ非ズ、

自然・活真・互性ノ妙道ヲスノミナリ」（全集①―10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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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에키에 의하면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그저 ‘자연・활진・호성의 묘도(妙道)’를 

명확히 밝히려고 하고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 쇼에키의 독자적인 용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自然)’을 쇼에키는 ‘히토리스루(ヒトリスル )’라고 읽히게 한다. ‘히토리(홀로, 스스로, 

自)’라는 말은 자발이라는 의미, ‘스루(하다, 然)’라는 것은 활동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자발이라는 면에서는 자연적이나, 활동이라는 면에서는 작위적이다. 이 양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쇼에키의 ‘호성’적 발상이 엿보인다. ‘히토리스루’(자발적 활동)을 연상 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좋을 것이다. 

 

 부부의 도(道)는 ‘히토리스루(자발적 활동)’적으로 나아가기도 빠지기도 하는 기묘한 

것으로,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이르게 되는 성교의 즐거움은 

더할 나위 없다. 
21

 

 

 이러한 일상적인 부부의 밤일과 수면, 가정에서의 의식(衣食)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업과 

휴식.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지 않아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해왔던 평범한 생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과 자연스러움을 관통하고 있는 근원적 

활동력을 쇼에키는 ‘(토)활진 [(土)活真]’이라고 부른다. 

 

 

 ‘토(흙, 土)’라 한것은 식물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새싹이 돋는 것으로부터 연상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활진’이 어떤 물질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2
.  쇼에키는 ‘활진’을 

‘이키테마코토(イキテマコト)’라고 읽히게 한다. 생명의 진실성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즉 쇼에키는 자기는 그저 생명의 진실된 모습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성인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활진’에 거역한 노자나 장자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쇼에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쇼에키처럼 동북지방 북부(아오모리현)에서 

활약한 서예가, 조형가 우야마 히로아키(宇山博明, 1913－97)의 말이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야마는 ‘서(書)는 조형이다’ 라 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서예란 ‘생명을 쓰고, 자신을 쓰고, 

지금을 쓰는 것이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의 조형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가 형태가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는 생명으로 바뀐다. 이것이 나의 조형인 것이다.
23

 

                                                      
21 「夫婦ノ道ハ自然ノ進退ノ機感ニシテ、習ハズ教ヘズシテ自リ至ル交合ノ楽シミ、無又上ナリ」

（全集⑨－275頁）。 

22 松山壽一「昌益とシェリング(쇼에키와 셸링)」에 의하면 쇼에키의 「활진」은 「근원적 

물질」（『安藤昌益全集別巻 安藤昌益事典』農山漁村文化協会、1987의 해설）이 아니라, 

모든 물질성・존재성을 배제한 개념인 셸링(schelling)의 '근원적 활동'과 같은 부류의 발상이라고 

한다. 쇼에키가 '나아가고 퇴진하는' 운동을 상정하듯이 셸링의 경우도 그 활동은 항상 새로이 

운동을 시작할 적극원리와 그 적극원리를 끊임없이 제한함으로써 운동을 원천으로 회기시키는 

소극원리의 양쪽 원리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笠谷和比古編『十八世紀日本의 文化状況과 

国際環境』思文閣出版、2011、123－124、143頁）。 

23 八戸美術館「コレクション展Ⅱ 宇山博明展 ～わたしが風さ～」잡지、2010。또한, 이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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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에키는 자신의 저술활동을 우야마처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진실(‘활진’)을 ‘보이는 생명으로 

바뀌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용은 아직 쇼에키가 ‘천지’를 

‘전정(転定)’, ‘사람’을 ‘남녀(男女)’라고 바꿔 부르기 전에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거기에 <생명 그 자체가 말한다>라고 하는 발상이 보여진다. 

 

 애초에 천지의 이름은,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천지를 작은 코스모스화 한 것이 사람이고, 이름은 모두 자연의 

기에 의한 소리다. … 사람의 오장육부의 기가 입과 혀로부터 나와 ‘천지’라 부르는 것은 

즉 사람에게 갖춰져 있는 천지가 자발적으로(히토리, 自) ‘천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천지’라고 하는 이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천지가 ‘천지’라고 자발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24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천지’란 생명의 영속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기(転)를 우러러 보아도 성운, 태양, 별, 달 이외에는 딱히 형상이 없다. 이는 ‘활진’의 

기(気)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지구(‘定’. 여기서는 大海)를 바라봐도 파도 이외에는 딱히 

형상이 없다. 이는 ‘활진’의 기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대지를 파서 관찰해봐도 딱히 

형상이 없다. 이는 ‘활진’의 기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와 대해와 대지에 

작용하는 ‘활진’의 기가 상호작용(‘호성’)하면서 여덟 한난 기류가 되어 대기로부터 

대해로(‘通’), 대지에 있어서(‘横’), 대지로부터 대공(大空)으로(‘逆’) 순환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는 간사하고 더럽혀진 기는 한점도 없다. 그렇기에 청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25

 

 

 그리고 영속적으로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 

 

 대기(‘転’)의 운동은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묵묵하고 우둔하나 

끊임없이 ‘직경(直耕)’을 길(道)로 삼아 만물을 영원히 생성한다. 
26

 

                                                                                                                                                                     

해설에 의하면 우야마는 '자신의 전쟁체험에서 비롯된 평화운동이나 "전 세계가 모두 

행복해지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미야자와 켄지(宮沢賢治)에게 

감화되어 전 세계의 불행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항상 생명의 문제와 맞섰'다. 이 점도 쇼에키와 

공통된 부분이다. （http://www.city.hachinohe.aomori.jp/art/pdf/chirashi-h22-4.pdf） 

24 「夫レ天地ノ名ハ、人之レヲ曰フニ、私ノ法（コシラ）イヲ以テ言フニ非ズ。天地ガ小ニ人ト

成リ、名ハ凡テ自然気感ノ音ナリ。･･･人ノ府臓ノ気感ヨリ口舌ニ発シテ天地ト呼ブハ、即チ人

ニ具ハル天地ガ自（ヒト）リ天地ト呼ブナリ。故ニ天地ト云フ名ハ、無始無終ニ天地ガ天地ト自

リ呼ブ名ナリ」（全集③－351頁）。 

25 「転ノ回日・星月ノ、之レヲ観ルニ、形象ヲ指ス者無シ、是レ活真気ナリ。定ノノ外、之レヲ

観ルニ、形象ヲ指ス者無シ、是レ活真気ナリ。央土、之レヲチテ之レヲ観ルニ、形象ヲ指ス者無

シ、是レ活真気ナリ。是レ転定・央土・活真気、互性・八気・通横逆ニ運回スルニ一点ノ無シ。

故ニ清浄ニシテ目ニルコト無シ」（全集①－118頁）。 

26 「転道ハ中正ニシテ運回スル故ニ、言ハズシテ愚魯ニシテ、常ニ直耕ヲ道トシテ、万物、生生・

無窮ナリ」（全集③－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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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경’이란 민중의 생업(특히 농경과 길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염두하고 생각해낸 

용어인데, 생명의 진실된 모습에 반하지 않는 자연・생물의 활동의 양태를 형용하고 있다. 

 

（２） 

‘직경’, ‘활진’, ‘호성’･･･ 쇼에키가 이러한 조어(造語)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문자 발명 이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천지’의 진실이 그것에 의해 덮여 가려졌기 때문이다.  

  

 문자가 만들어지고 3 만년 이래 온 세계 모든 국가가 성인이나 석가의 문자 때문에 

사리에 어둡고 생각이 그릇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픈 일이다. 아, 

할 수만 있다면 3 만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세계와는 다른 세상과 만나보고 싶구나.
27

 

 

 모든 문자는 성인이 자기 멋대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서, 이것을 

서물(書)이다, 학문이다 라며 이를 이용하여 위에 군림하고, 아랫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인 법을 세우며, ‘불경참식’하고, ‘직경(直耕)’의 ‘전도(転道)’를 

속이고 가로채며, 폭력의 뿌리를 심는 것을 ‘천하를 다스린다’고 칭하였다. 그 이후 이 

세계는 영구적으로 폭력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문자로 된 서물이나 학문은 

‘전도(転道)’를 속이고 가로채는 도구다. ･･･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전진(転真)’의 대적(大敵)이다.
28

 

  

 그러나 ‘전진(転真)’의 대적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비판한 것만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쇼에키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인류문명방생이래의 지구의 운명인 것이다. 

 

 복희(伏羲)가 인간 세상의 평화(‘人和’) 만을 생각한 것부터 시작해서 맹자가 그것을 

계승했을 때 부터 그 후 1000 만년의 머나먼 미래까지 다툼과  혼란이 끊임없는 것은 

인간 세계의 평화로 인해 천과 지의 진정한 평화를 가로챘기 때문이다.
29

 

 

 3 만년 전부터 시작해 1000 만년 앞까지 지속될 폭력의 악순환, 증폭. 언젠가 파국을 맞이할 

지구의 생명을 두고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당초 인간보다도 먼저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빅터 폰 바이츠제커(Viktor von Weizsäcker, 1886－1957)의 다음과 같은 말은 쇼에키의 문자・

학문 비판이 어떤 인식으로부터 유래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서로 엮여야만 한다. ･･･생명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는 것이며,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 

                                                      
27 「文字出テ三万年来、天下万国、聖・釈ノ文字ノ為ニ妄逆・乱惑ノ世ト成ルコト、無是ニ悲シ

キコトナリ。嘆、庶幾クバ三万年異前ノ世ニ遇ハンコトヲ」（全集②―431頁）。 

28 「一切ノ文字ハ、己レガ得手勝手ニ私作シ、書学ト為シ、之レヲ以テ上ニ立チ、下ヲ教ユルト

テ私法ヲ立テ、不耕貪食シテ、直耕ノ転道ヲ盗ミ、盗乱ノ根ヲ植ユルヲ、転下ヲ治ムトス。是レ

ヨリ永永・盗乱ノ世ト成ル。故ニ字書・学問ハ転道ヲ盗ムノ器具ナリ。･･･故ニ文字・書学ヲ用

ユル者ハ、転真ノ大敵ナリ。此ノ故ニ、文字・書学ヲ採ラザル是レナリ」（全集①－95頁）。 

29 「伏羲ノ人和ヨリ始マリテ、孟子ガ時、猶後後千万年ニ至ルマデ、乱シテ絶ユルコト無キハ、

人和ヲ以テ天ノ時、地ノ利ノ本和ヲ盗ム故ナリ」（全集④―1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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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원래부터 시작되어 있던 것이다. 생명에 관한 모든 학문의 시작도 생명 그 

자체의 시작이 아니다. 오히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이라는 것의 깨달음임과 

동시에 생명 한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학문이 생명으로부터 튀어 나오는 

모습은 잠에서 깨는 것과 유사하다. ･･･생명 그 자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오직 개개의 생물 뿐이다.
30

 

 

 따라서 쇼에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영속적 활동 가운데 잠에서 깬 유한한 

생물의 각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3 만년 이래 문자가 미망함을 밝혀낸 이는 없고, 천(‘転’)하가 넓다 하여도 이를 아는 

자는 없었다. ･･･ 그래서 ‘전진’의 정묘한 길(妙道)은 쇠퇴해 버렸다. 나는 그것 

개탄하고 ‘전진’의 정묘한 길은 천・지・인이 더불어 하나로 어우러진다(一和)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기에 이를 후세에 전하려고 저술한 것이다. 
31

 

 

 물론 쇼에키는 자신의 문자의 한계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역시 문자를 통한 방법 밖에 없다. 

 

 옛 사람이 만들어낸 문자는 도에 어긋나 있으므로 그 어긋남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어긋난 글자를 빌려 도를 나타낸다. 문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어긋난 문자를 통해 

어긋남을 폐기하고 '활진'의 정묘한 도(道), '호성'이 두루 갖춰진 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2

 

 

 '어긋난(잘못된 )문자를 가지고 어긋남을 폐기'한다. 이것을 쇼에키는 박힌 쐐기를 뽑기 위해서는 

새로운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된다(이이제이, 이독제독과 비슷한 뜻)고 표현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였다. '너가 말 하듯 문자 ・ 서물은 '전도(転道)를 가로채는 도구이고, 

''전진(転真)'의 대적이라면 너가 엮고 있는 문서도 결국 문자다. 어찌 도둑질 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가?' 라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쐐기를 

사용한다. 결함가옥을 다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쐐기를 뽑아 그 집을 부숴야 하는데, 그 

쐐기가 빠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쐐기로 옛 쐐기를 뽑고 결함가옥을 고쳐 짓는다. 

지금 내가 엮고 있는 서물은 새로운 쐐기다. 옛부터의 학자의 어긋남을 바로세우기 위해, 그 

어긋난 문자를 뽑기 위해 역시 문자를 써서 그것을 바로잡는다. 옛부터의 서물에 의한 

가로챔과 혼란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 없애서 이후 언제까지나 영원히 가로챔도 다툼도 없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세계, '활진(活真)의 세계를 이룩하고자 그렇게 할 뿐인 것이다.'
33

 

                                                      
30빅터 폰 바이츠제커 『형태순환(ゲシュタルトクライス)』みすず書房、1975、序。 

31 「三万年来是レヲ明カシハス者無シ。転下広シト雖モ是レヲ知ル者無シ。･･･故ニ転真ノ妙道

ル。予、之レヲ悲シミ、転真ノ妙道ハ倶ニ一和スルヲ明カシ得テ、是レヲ後世ノニ修ス」（全集

⑭―84頁）。 

32 「古人ノ作ル文字ハ道ヲル故ニ、其ノ失リヲスニ乃イ失リノ字ヲ仮リテ道ヲス。字ヲ貴ブニ非

ズ、失リノ字ヲ以テ失リヲ棄テテ、活真妙・互性具尽ノ道ヲ見ス」（全集①―179頁）。 

33 「、問ヒテ曰ク、汝ガ文字書ハ、転道ヲ盗ムニシテ、転真ノ大敵ナラバ、汝ガ綴ル所ノ書モ文

字ナリ。何故ニ盗器ノ字ヲ用ユルヤ。答ヘテ曰ク、家ヲ作ルニ必ズヲ以テス。此ノ家ハリナリ。

改メ作ラントル、橛ヲ抜キテ家ヲツニ、其ノ橛抜ケザル則ハ、必ズ新橛ヲ以テ古橛ヲ抜キテ、以

テヲ改ム。今ガ綴ル所ノ書ハ新橛ナリ。古書家ノ失リヲ改ムルニ、其ノ失リノ字ヲ抜クニ、乃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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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쇼에키는 자신의 짧은 생애 안에 평화로운 세계, '활진'의 세계가 도래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생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나는 죽고 대기('転')로 돌아가지만 일단 곡물로 모습을 바꾼 뒤 다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제아무리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이 세상을 '자연'・ '활진'의 세계가 

되도록 할 것이다.
34

 

 

 사후 일단 곡물이 된다고 하는 그의 논리에 대해서는 따로 주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전생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바이츠제커는 앞서 인용한 

문장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체의 죽음은 생명을 구분하고 갱신한다. 죽음이란 전화(転化)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생식 및 출생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출생과 죽음은 

마치 생명의 표리 양면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서로 배제하는 

반대명제가 아니다. 생명이란 출생과 죽음이다. 
35

 

 

 이는 실로 쇼에키의 '생사호성(生死互性)'과 같은 의미이다. 

 

 생사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활진'의 자발적 운행이며, 그것이 나아가고 퇴행해서 

'호성ㅇ의 관계에 있는 것이 생사다. '활진'이 나아가면 삶(生)이고, 퇴행하면 죽음(死)이다. 

삶의 본성은 죽음이고, 죽음의 본성은 삶이다. 생사는 '호성’의 관계에 있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전정(転定)'도 생사, 태양과 달도 생사, ･･･ 남녀도 생사, ･･･ 낮과 밤은 

생사, 호흡은 생사인 것이다. ･･ 따라서 생사는 '호성’의 명칭이며 '활진’의 정묘한 

모습이다. 
36

' 

 

 이와 같이 쇼에키의 '호성'의 발상의 뿌리에는 '생사호성(生死互性)'이 생명의 진실('활진')의 

모습이라고 하는 각성이 있다. 

 

４、 

아마 쇼에키는 이 '활진'을 신(카미, 神)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신이란 다음 인용문에서 

일컬어지는 '정신적 spiritual 한 힘' '삶(生)의 힘' '죽음을 이겨내는 힘'과 같은 것이다. 

 

 어떤 이미지를 갖던, 종교의 핵심에는 정신적인 힘의 감각이 있다. 그 힘은 다양하게 나타나 

―헌신, 사랑할 능력, 도덕적 에너지― 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최종적인 의미는 삶(生)의 

힘이며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다. 일본에서는 그 힘을 '카미'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다. 

                                                                                                                                                                     

字ヲ用ヒテ之レヲ改ム。古書・盗乱ノ根ヲ破却シテ、後後・永永・無限ニ、無盗・無乱・安平・

活真ノ世ニ至ラシメントルノミ」（全集①―96頁）。 

34 「吾レ転ニ死シ、穀ニ休シ、人ニ来ル。幾幾トシテ経歳スト雖モ、誓ッテ自然・活真ノ世ト為

サン」（全集①―152）。 

35 ヴァイツゼッカー『ゲシュタルトクライス』みすず書房、1975、序。 

36 「生死ノコトハ無始無終ナル活真ノ自行、進退・互性ハ生死ナリ。活真進メバ生ナリ。退ケバ

死ナリ。生ノ性ハ死ナリ、死ノ性ハ生ナリ。生死ハ互性ニシテ無始無終ナリ。故ニ転定モ生死ナ

リ。日月モ生死ナリ。･･･男女モ生死ナリ。･･･昼夜ハ生死ナリ。呼吸ハ生死ナリ。･･･故ニ生死

ハ互性ノ名ニシテ、活真ノ妙体ナリ」（全集①－14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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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아의 '마나(mana)'와 같이 자연을 초월한 것에서 유래되는 정신적인 힘의 

특성을 가리키는 이와같은 말은 전근대사회에서 많이 보여진다. 다음 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보다 오히려 이 힘을 소유하는 것, 또는 이 힘에 의해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경험의 더욱 보편적인 측면이다. 
37

 

 

 쇼에키는 당시 동아시아 기존의 교학 전부를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그 교학들이 '주변'의 민중 

생명의 진실 ('활진')을 억압하는 '국가종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에키는 단순히 억압자를 '악'으로 간주하고 피억압자를 '선'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별(二別)'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억압도 피억압도 

'호성'이며, 선도 악도 '호성'인 것이다. 

 여기서 다시 노먼의 저서로 돌아가 보자. 윈스탄리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욕, 자만, 위선, 선망, 비탄, 공포, 자포자기, 광기와 같은 마음 내부로부터의 속박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강요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속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하였고, 루크레티우스는 그것을 '생명의 깊은 상처(vulnera vitae)'라 불렀다고 

한다.  

 노먼은 진정한 철학의 임무란 이러한 '마음의 속박' '생명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고, 

쇼에키의 사상활동의 본질적인 목적도 인간사회의 치유에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38

. 보고자도 이 

의견에 찬성하고 있으며 쇼에키의 주된 관심은 '중심'의 이념적 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적인 생존기반의 황폐화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심도 주변도 '호성'이며, 따라서 억압자도 피억압자도 모두 포함한 인류전체, 뿐만 아니라 

문명발생이래의 지구전체의 '생명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킨다고 쇼에키 본인은 말한다만.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깊은 상처'는 가장 현저하게 '주변'에 나타날 것이다. 

 

 의학도 평화학도 둘 다 병이나 죽음,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세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이상이 달성될 일은 아마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학이나 평화학의 

영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생명이 있는 이상 

그것을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똑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자발적이고 진솔한 영위이다. 

그것을 쇼에키는 '자연진영도(自然真営道)'라 부르며 자신의 저서명으로 지었다.  

 이를 평화론으로 볼지 종교론으로 볼지는 이제와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번역: 최다울 (토호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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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87 

 

 

일상의 영화(靈化)1 

- 장일순과 한살림운동을 중심으로 -  

 

 

김재익(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일순의 생명사상 

   1. 민족의 평화통일 

   2.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 

   3. 밥은 하늘이다 

   4. 일상의 영화(靈化) 

Ⅲ.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무위당(無爲堂) 장일순(張壹淳) 선생(1928~1994, 이하 장일순)은 원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원주에서 일생을 보낸 원주 토박이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

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고자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1954 년), 두 차례나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했으며(1958년, 1960년),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에는 공안사범으

로 몰려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다. 그는 7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80 년대 이후로는 생명운동가로 ‘한살림’협동조합 창립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여생을 시민

                                                      

1 이글은 2018 년 6 월 20 일 원주한살림 33 주년 ‘장일순 생명사상과 한살림운동’에서 발표한 글을 수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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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의 업(業)으로 살았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낮은 곳을 처하며, 무위당

(無爲堂), 일속자(一粟子)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였다.  

  돈벌이를 위한 변변한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하는 장일순을 누군가는 살아있는 예

수요, 누군가는 걸어다는 동학이라 했고, 누군가는 무위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한다. 장일순

은 당대 시민운동가였던 함석헌과는 다르게 생전에 자신의 사상을 녹여낸 체계적인 글을 남

겨두지 않았다. 다만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삼인, 2003)와 같은 대담록이나 �좁

쌀 한 알�(최성현, 도솔, 2004), �나락 한알 속의 우주�(녹색평론사, 초판 1997(개정증보판

2009),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녹색평론사, 2004),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

다는 것을�(장일순, 시골생활, 2010) 등은 당시 강연 녹취록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일화를 

찾아내어 엮어낸 글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그의 사상은 늘 생명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 리영희도 장일순은 “처음부터 생명사상에 근거해 있었으며, 현상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었다고 말한다2.  

  이 글은 장일순의 생명사상의 큰 줄기를 되짚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장일순에 대한 생

명과 평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나마도 장일순의 생명사상

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몇 해 전에 발표된 전호근 선생의 ｢장일순의 평화사상｣3이다. 여

기에서 전호근은 장일순의 생명사상의 근간이 원효의 화쟁사상과 의상의 화엄사상이 배태되

어 있다고 말한다.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친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일순의 사상에 대한 전호근의 분석은 통시간적(通時間

的)으로 접근하는 면이 아쉬운 점이다. 그의 사상체계라고 할 만한 이론적 근거들이 비약한 

상태에서 그의 언설에 나타난 다양한 사상적 특질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 주목할 

성과는 조성환의 연구들이다. 2018 년 11 월 동학농민혁명 원주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

무위당의 생명사상으로 이어진 원주동학-최시형의 ‘천지부모사상’과 원주캠프의 ‘한살림사

상’을 중심으로-｣4은 장일순과 김지하, 그리고 원주캠프의 한살림운동의 사상적 근원을 동학

사상으로 보고, 사상적 연원 관계를 추적한다. 동학에 대해 장일순은 해월동학으로, 김지하

는 수운동학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결국 이것이 융합되어 ｢한살림선언｣에 녹아있다고 

                                                      

2 강창선, �한국의 생명운동과 대안 정치운동 –무위당 장일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5, 53쪽. 

3 전호근, ｢장일순의 평화사상｣, �통일과평화� 8집 2호, 2016. 

4 조성환, ｢무위당의 생명사상으로 이어진 원주동학-최시형의 ‘천지부모사상’과 원주캠프의 ‘한살림사

상’을 중심으로-｣, 2018년 동학농민혁명 원주 추계학술대회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동학농민혁명

과 강원도 원주>학술대회 발표문, 2018년 11월 2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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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그래서 한살림운동은 신동학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8)5에서는 ‘한국학으로서의 동학’이란 주

제아래 ‘시민사회의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장일순의 사상을 조망하고 있다. 장일순의 사상구

조와 한알사상, 불이(不二)사상, 보듬는 혁명론에 이르기까지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대한 지

평을 확장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장일순의 사상의 변천과정에 대한 

조망이 부족하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일순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의 언설을 대

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방향이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 김소남의 연구는 선구적이다.6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을 주제로 방대한 자료와 당시 인물들의 인터뷰를 조사·연구하였다. 

다만 협동조합의 역사적인 측면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 한 인물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연대기적 관점에서 장일순의 생명사상이 전환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1961 년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시기와 1977 년을 기점으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했던 이전과 이후의 사상적 특질을 살펴본다.  

 

Ⅱ. 장일순의 생명사상 

1. 민족의 평화통일: 1961년까지 

  장일순 선생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틀 뒤에 투옥된다. “우리가 비록 약

소민족이기는 하나 미국이니 소련과 같은 외세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립화 

평화 통일이 돼야 한다”7는 주장이 빌미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중립화평화통일론·한미경제협정반대 소위 2 대 악법 반대 등을 선전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에 동조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판결아래 8 년형이 선고되었

다.8 장일순이 이렇게 중형을 받게 된 까닭은 그가 ‘민자통 중앙협의회’ 집행위원이었기 때

                                                      

5 조성환, ｢시민사회의 동학｣, �한국 근대의 탄생-개화에서 개벽으로-�,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 

63-84쪽 

6 김소남, ｢1970~80 년대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연구｣, �동방학지� 178, 2017; 김소남,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2017. 

7 최성현, �좁쌀 한 알 장일순�, 도솔, 2004, 26~27쪽 

8 �동아일보� 1961년 11월 29일;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검찰에서는 12년 구형을 내렸고 재판에서

는 최종 8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3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이용포, 작은씨앗,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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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민자통 중앙협의회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1961년 2월 25

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민주·자유·자주를 표방하는 민간통일단체이

었다. 여기에는 민족종교, 혁신정당을 비롯하여 교원노조 및 노동, 학생 등의 세력 등이 가

세하였는데,9 당시는 60년에 있었던 4·19혁명으로 제 2공화국이 출범한 시기였기에 혁명의 

분위기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시대였다. 더욱이 61 년 2·8 한미원조협정으로 자주적인 분위

기가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4 월 12 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 통일에 관한 결의서를 

가결되었고10, 4·19혁명 1주년으로 조국의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61년 5월 16일 차디 찬 새벽이 밝았다. 5·16쿠데타 세력은 민자통을 주도한 

진보정당, 사회단체, 언론사 사람들을 모조리 구속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11  

  이것이 그의 나이 33 세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 대 초반에 원 월드 운동

(One-World Movement; 세계연방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과 두 번의 서신

교환을 통해 “세계를 하나의 연립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 동참하여, 세계연방운동 한

국지부 상임이사로서 활동하였다12. 이러한 그의 활동의 이면에는 “평화”의 열망이 있었다. 

6·25 전쟁 당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는 삶과 죽음의 실존의 문제를 누구보다 실

체적으로 체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립과 갈등의 끝도 없는 고리는 “비폭력 저항운동

(샤타그라하운동)”을 통해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와 비

노바 베베(Vinoba Bhave)를 통해 보았다.13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회를 어떻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나름대로

의 평소 자기 정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해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 그렇

구나.’하는 정도여야지, 미움을 가지면 안 돼요. …… 일대일로 복싱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14 

“사람들은 돌이나 총칼이 최대의 무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디는 맨몸이

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최대의 무기였지요. 없으니까 탈도 없었

고. 운동은 간디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하는 것이 좋아요. 맨몸이 가장 좋다 

                                                      

9 �경향신문� 2015. 04. 11일자.(광복 70년 역사르포) 

10 Ibid. 

11 Ibid. 2012년 6월 6일에는 4월혁명의 열망을 모았던 평화통일 운동, 민자통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복권 받게 되었다. 

12 최성현, �좁쌀 한 알 장일순�, 도솔, 2004, 169쪽. 

13 이용포, �생명사상의 큰 스승, 무위당 장일순�, 작은씨앗, 2011, 83쪽. 

14 김익록,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나였다는 것을�, 시골생활, 2010,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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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야. 구호조차 외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후 또한 뭔가 가진 것이 아닌가? 누

군가에게는 구호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지. 완전한 비폭력으로 가야 해요.”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일순은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외친 것이었다. 

여기서 중립화(neutralization)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하지도 않고, 전쟁에 지원조

차하지 않는 이른바 중립을 지키는 국제적인 지위이다. 그래서 오로지 국가의 방어를 위한 

조치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며, 중립화된 상태를 변경하거나 이에 반하는 조약 또한 수용할 

수가 없다.16 마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한 당사자들이 

만나 통일을 합의해 나아가자는 주장이 중립화 평화통일론에 담긴 당시의 맥락이었다.  

 여기서 장일순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일대 전환을 맞는다. 이전까지는 남북한 분단의 

현실이 비폭력을 통한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한에서조차 설왕설래하며 의견이 분분하였고, 급기야는 자신이 공안 사범으로 몰

려 옥고를 치르게까지 된 것이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그의 언급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

다. 

 

 지금 더러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들 통일운동

을 북쪽하고 하는 건가?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자네들 

국민하고도 통일운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얼 북쪽하고 통일운동을 해? 또 나아가서 

남한 내부가 지역감정으로 갈가리 찢어져 있는데 그 이해관계도 감정적으로 골이 깊

은데, 그런 통일운동도 못하면서 어디 통일운동을 해? 나는 이해가 안 돼.17 

 

 이와 같은 언설은 전호근이 말하는 것처럼, 통일에 대한 논의 이전에 남한 내부의 지역

갈등이나 대립 등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처럼 보인다.18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언급일 뿐

이다. 장일순은 “민족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새로 도출되어 나와야 하는데, 그건 

결국 우리 민족의 통일이 우리만의 통일 아니라, 전세계 통일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미국이나 소련, 그리고 그네들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남북이 스스로 내왕하고 우리 전통, 우리 살던 방식대로 살겠다고 했더라면 분단이 

                                                      

15 김익록, 같은 책, 170쪽. 

16 강종일,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립화｣, �한국의회학회보� 창간호, 2012, 35쪽 

17  무위당사람들, ｢무위당의 글｣, �원주에서 세계의 공동체 정신을 돌아보다�, (사)무위당사람들, 

2015, 17쪽. 

18 전호근, ｢장일순의 평화사상-한국 전통불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8 집 2 호, 

2016,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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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겠어요? 안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전통, 우리 사는 방

식을 너무도 무시해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

계가 그런 형편이죠. 한마디로 주판을 잘못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판을 

잘못 놓게 되면 완전히 털어버리고 다시 놓아야지요.”19 

 

 이전까지 장일순은 민족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통일을 목적으로 한 평화를 주장

했다면, 이제는 통일의 목적이 아닌 다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목표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민족이 설사 통일이 되었다하더라도 다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는 통일

의 의미를 그리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다. 어쨌든 그는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다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민족에서 전세계인으로의 사

유의 확장은 얼핏 보면 피상적이지만 그의 생명사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변화의 시점은 아마도 3년간의 옥살이와 사회

안전법과 정치정화법에 활동이 제지되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을까싶다. 특히 3년간의 옥살이 

동안, 사랑했던 어미니를 잃었던 것과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고 말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오고는 변했다. 물결을 따라 흐를 줄 알게 됐다”고 말하는 그의 아내 이

인숙의 말20을 보면 더 그러한 생각이 든다. 

 

 

2.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길: 1964~1977년 

  장일순은 평화에 대한 생각을 더 진전시켜, 생명에 대한 사상으로 넓힌다. 더 현실적이

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된 것이다. 어느 여기자와의 대담에서 장일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의 모든 형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놓을 수 없고, 갈라놓고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 남북의 분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놓고, 지배당하고, 지배하는 쪽에 붙

어먹는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생명단위로 태양과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존재

하는 모든 것이 협동적으로 존재할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21 이렇게 그는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19 전호근, 102쪽 재인용 (1988년 9월 19일 한살림 월례강좌, 채희승, ｢무위당 장일순의 서화세계｣, 

채희승 외, �원주얼� 제 18호, 289~290쪽) 

20 최성현, �좁쌀 한 알 장일순�, 도솔, 2004, 28쪽. 

21 장일순, ｢겨레의 가능성은 대중 속에｣, �나락 한알 속의 우주: 无爲堂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판�, 

녹색평론사, 2009,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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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년 지학순 주교의 원주교구 부임은 장일순의 일생에 있어 운명적이었다. 우선 그

들은 대중을 향한 교육과 가톨릭운동을 시작한다.22 이용포의 말처럼, 그 당시 그들은 가톨

릭과 민중·민족 사상을 결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23 그리고 그들은 그 당

시 이름나 있던 사회운동가 함석헌과 같은 인물들을 초청하여 일반시민과 신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24 장일순의 사상을 비춰볼 때, 이때는 다 함께 살기 위한 방안

을 모색했던 시기였다. 그렇기에 그는 후에 스스로가 ‘예수쟁이’의 한계를 극복하며, 더 민

중에 다가가기 위해 지학순과 상의하여 1969 년 10 월 교구 부설의 진광중학교에 ‘협동교육

연구소’를 설립한다25. 교회 안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취

지에 더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후 ‘밝음 신협’을 필두로, 농촌과 광산촌에 74개

의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하며 광범위한 지역협동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26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신협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게 된다. 김지하는 

“출옥후 1970 년대의 협동운동을 평가한 결과 신협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는 결론

에 도달하게 되었다”27고 말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념적 토대가 미약했다”28고 

술회한다. 

  70 년대 장일순의 운동은 ‘생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 치중했

다. 맹자(孟子)의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는 말처럼, 장일순은 항산(恒産; 

기본소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운동에 몰두 했던 것이다. 물론 이 역

시 다함께 살기 위한 그의 생명사상의 반영이었다. 그리고 그 생명사상의 기반은 지학순 주

교를 필두로 한 가톨릭운동이 핵심이었다. 원주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참석하며 종교 세계관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또한 이러한 변

화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당시 원주교구의 평신도 회장이었던 

장일순은 지학순 주교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당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음을 그 자신도 인식하게 되었다.29 그러

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 이용포, 같은 책, 101쪽.  

23 이용포, 같은 책, 같은 쪽.  

24 같은 책, 같은 쪽 

25 같은 책, 같은 쪽 

26 같은 책, 같은 쪽 

27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无爲堂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판�, 녹색평론사, 2009, 133쪽. 

28 같은 책, 같은 쪽. 

29 같은 책,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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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당연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러

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이 산업사회가 자연을 약탈

하고 파괴시키며 생산해낸 그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먹자고 투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아니 오늘날의 핵문제·공해문제·자원보존문제 등등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30 

 

 

3. 밥은 하늘이다: 1977년 이후 

 1960~70 년대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아

끼지 않았다. 농가에는 ‘통일벼’라는 품종을 보급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또한 보급된다. 그 

결과 “1965년 350만톤에 불과하던 쌀 생산량은 77년 600만톤으로 증가하였고, ha당 생산

량도 4.94 톤으로 세계 최고기록을 세웠다.”31 당시 정부는 이를 ‘녹색혁명 성취’라고 천명

하였다.32 그러나 빛이 있으며 어둠이 있는 법이다. 당시 1976 년 6 월 9 일자 《경향신문》

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을 보면 65년 2,955톤이던 것이 70년

에 9,143톤, 75년에는 2만 559톤으로 10년 동안 7배가량 늘어났고 이중 독성이 강한 살

충제만 해도 65년 390톤이었던 것이 75년에 5,041톤으로 12배나 늘어났다.”33 쌀 생산량

의 증대의 이면에는 농약이 있었고, ‘농약중독’이라는 인재(人災)가 있었다. 농약으로 인해 

도처에서 농민들은 쓰러져 갔다. 이러한 계기는 장일순 선생을 비롯한 ‘원주캠프’라 불리던 

사회운동가들이 민주화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 일대 전환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때가 바로 

1977년이다. 장일순은 1991년 3월 21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여운연 기자와의 대담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살림운동은 몇 십 년 동안 생각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70 년대 소비자협동

조합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반독재운동을 계속하다보니까 종전의 맑스 패러다

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을 물론이고 악

순환이 계속되겠더란 말입니다. 농약·비료를 마구 뿌리고 도시산업화를 꾀하는 것을 

보니 이 강토 전체가 황폐화되겠더라고구요. 환경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방향으로 가

지 않으면 안되겠더군요. 6·3 사태 이후에 원주에서 농촌운동을 하려고 한 박재일씨와 

                                                      

30 같은 책, 133쪽. 

3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자료,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2010.11(http://m.archives.go.kr/next/m/monthly/detail.do?designateYear=2010&designateMonth=11) 

32 같은 곳.  

33 김선미, �한살림 큰 농부-인농 박재일 평전�, 도서출판한살림, 2017. 8, 150-15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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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년부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공동체 내지는 농토를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얘기 했어요.34 (강조는 인용자의 것) 

 

같은 해 정현경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장일순은 77 년을 협동하고 공

생하는 시대로 전환의 기점이라고 이야기한다.35 또한 1992년 6월 11일 MBC 텔레비전 프

로그램 <현장인터뷰, 이 사람>에 장일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사실 77 년부터 결정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 땅이 죽어가고 생

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중독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다시 봐야지.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윤을 공평분해자고 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만의 공생

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바로 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

향을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1977 년 장일순의 고백은 결국 그의 생명사상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다함께 잘 

살자는 그의 생각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지만, 근본적인 한

계가 있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문제였다. 이를 한살림 명예회장이었

던 박재일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기에는 기존의 농민운동적 시각에 따라 농민의 사회적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

서 억압구조를 깨야겠다는 생각에 머물렀는데, 무위당 선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서 사회, 사물들 속에 있는 상생(相生)의 관계를 기초로 보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

계를 보게 된 것이지요. …… 물질주의적 산업문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바랄 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현대 산업문명의 문제와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문명 창출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생명운동으로 그 길을 잡으

신 것으로 생각됩니다.36 

 

 이러한 전환점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으로의 확장이었다. 그리고 이

전까지 협동하여 공생하자는 시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

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연과 우주로 넓혀, 온 우주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장

일순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학이라는 우리의 전통의 사상에 천착한 듯하다.  

 

                                                      

34 장일순, ｢겨레의 가능성은 대중 속에(대담자-여운연)｣,�나락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2009, 

155쪽 

35 같은 책, 162-163쪽. 

36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2004, 17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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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수운(제우) 선생, 최해월(시형) 선생 속에서 생활의 모범을 봅니다. 특히 

38 년 동안 그 뜻을 기리면서 돌아다니셨는데, 언제나 그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의 

생활을 돕고, 일을 하면서도 도와주고, 말씀하시고, 천세의 모범이셨죠.37  

 

오늘날에 와서도 최시형 선생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천지만물(天地萬物)이 막

비시천주야(莫非侍天主也)(천지만물 가운데 천주를 모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 한울

님을 생명의 본질을, 본체를 모시지 않는게 하나도 없다.38  

 

 그는 동학(東學)을 세운 수운 최제우와 해월 최시형의 삶을 예로 들며 삶의 모범으로 내

세우면서도, 그들이 말한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한울님을 모시듯 해야 하는 이론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런 생명사상이 “불가에서 이야기한다면 풀 하나, 돌 하나도 부처라는 이야기와 성

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의 존재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

다고 말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던 기존의 시야를 광활한 대지를 넘어 우주적 차원

으로 시야를 넓혀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그는 전일성(全一性)이란 말로 푼다. 

“오늘날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 놓아도 전일성(全一性)을 상실했을 경우엔 그게 결국 

지식의 모자이크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생태를 죽음의 무기태로 만들어 버

리는 거지요.”39 

 장일순은 생태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을 말한다. “우리는 이제 자연과도 공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다. 풀 하나, 돌 하나, 벌레 하나를 보았을 때 함부로 꺾지 않고, 함부로 살

생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40고 장

일순은 역설한다. 그리고 나아가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의 만 가지를 다 알게 되니

라”41라는 해월 최시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락 하나도 하늘이고, 우리도 하늘이기에, 밥

을 먹는 것은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법설을 주창한다42. 그리고 이

러한 내용은 오롯이 한살림 선언에 스며들었다.  

  장일순의 생명사상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었다. 통일에 대한 그의 인식의 

변화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점차 생명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왔다. 민족에 대한 통일 인식을 

넘어 전세계를 향한 평화 인식으로 확장하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속에서 협동하여 공생하

                                                      

37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无爲堂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판�, 녹색평론사, 2009, 192쪽 

38 같은 책, 같은 쪽.  

39 김익록,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나였다는 것을�, 시골생활, 2010, 181쪽. 

40 이용포, 같은 책, 177쪽 

41 같은 책, 179쪽. 

42 모심과 살림 연구소,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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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넘어 이제는 인간과 자연 나아 우주 만물과 하나라는 영성의 차원으로 인식을 확

장한다. �녹색평론� 편집자인 김종철과의 대담에서 장일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명이란 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

명히 있단 말이지. 그 덕에 모든 것이 살아가니까. 유교가 중국에서 일단 참패를 본 

게 무엇 때문일까. 영성이 빠졌기 때문에. 공자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 불교가 들어와서 영성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라는 게 전부

가 눈으로 뵈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지경으로 되었단 말

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운동의 핵은 전일성인데, 전(全)이란 건 보이지 않아

요.43  

 

 ‘밥은 하늘이다.’. ‘밥상을 살리는 것은 결국 생명을 살린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 결국 ‘한살림’에 녹아 있다. ‘하나’, ‘전체’, ‘함께’ 라는 뜻의 ‘한’과 ‘살려낸다’, 

‘산다’라는 뜻의 ‘살림’이 합쳐져 만들어진 “한살림”에는 모든 생명을 함께 살려내고, 생명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온 생명이 한집살림 살 듯 더불어 살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44  

4. 일상의 영화(靈化)  

  생명에 대한 장일순의 인식은 분명 온 우주에 닿아있다. 그것은 “천지가부모요 부모가

천지이니 천지와 부모는 한몸이다(天地卽父母, 父母卽天地, 天地父母一體也)”45라는 것에 담

겨있다.46 이는 때로는 그에게 ‘하늘’로, ‘하나님(아버지)’으로, ‘부처(석가모니)’로, ‘도(道)’로

서 표현된다. 그렇다고 그는 ‘내가 하늘이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세계는 

‘나’라는 존재의 연장(延長)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와 나 아닌 다른 것들로 둘러 싸

여 있다는 의미의 환경(環境)이나 또 그런 의미의 생태라는 말은 장일순의 사고방식에는 맞

지 않다. 그는 ‘나(자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한 ‘자기’라는 ‘나’라는 것이 뭐냐. 그걸 이제 따져들어갔을 때 진실한 ‘나’라

는 것은 보이질 않아. ‘나’라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아(大我)의 ‘나’밖에 존재칠

[하질] 않아. 너·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 교회다니는 사람은 하느님, 불교 다니

는 사람은 부처님, 뭐 여러 가지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것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43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无爲堂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판�, 녹색평론사, 2009, 209쪽 

44 한살림, �한살림 10년을 돌아보며�, 1996. 

45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의 구절로서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해월 최시형의 기념비 속 문구 

46 조성환, ｢무위당의 생명사상으로 이어진 원주동학-최시형의 ‘천지부모사상’과 원주캠프의 ‘한살림사

상’을 중심으로-｣, 2018년 동학농민혁명 원주 추계학술대회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동학농민혁명

과 강원도 원주>학술대회 발표문, 2018년 11월 2일,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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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야. 만져질 수 있는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고맙다고 하

는 것. 또 가까이 그러한 하느님, 그러한 부처님은 풀 하나, 돌 하나 어디나 안 계신 

데가 없어. 함께 하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과 땅과 만물에게 고맙다고 생각

하는 예배를 해야 한단 얘기죠.47 

 

 장일순에게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게 나라는 것은 연대관계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가 드러난다고 인식한다. 그것

이 이른바 하늘이고 하나님(아버지), 부처(석가모니), 도(道)라고 지칭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 즉, 나(大

我)를 구성하는 나 역시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조성환은 

“생명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우주적 자아”48라고 말한다. 우주적 자아를 말하는 장일순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증산교의 강일순 선생은 원시반본

(原始返本)이라고 해서 맨 시작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보자”49라고 하며, 그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영(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50  그 영(靈)이란, 다름 아닌 

생명이다51. 우주적 자아로서의 생명성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생활하는 그 앉은 자리에서 허심하게 욕심 없이 누구나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자세로 있을 때에, 불가에서 이야기한 대로 ‘無念工夫 相續不斷’이라. 이것저것 

헛생각하지 말고 욕심 없이 그런 훈련, 그렇게 항상 생활하는 가운데 한살림이 갈 지

표가 각자에게 깃들여지지 않겠는가.  

 

 장일순의 생명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 나아가 우주와 하나라는 

공생(共生)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의 자아관은 우주적 자아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는 이러

한 세계관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영(靈)이요, 하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이 그가 즐겨 말하는 무위(無爲)이고, 모심(侍)이며, 

                                                      

47  장일순, ｢거룩한 밥상｣, �나락 한알 속의 우주: 无爲堂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판�, 녹색평론사, 

2009, 51쪽 

48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8, 78쪽.  

49 장일순, ｢화합의 논리, 협동하는 삶｣, �나락 한알 속의 우주: 无爲堂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판�, 

녹색평론사, 2009, 41쪽 

50 위의 책, 같은 쪽.  

51 위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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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경(三敬; 敬天, 敬人, 敬物)이 가진 함의이다. 그는 생활 속에서의 이른바 “정념공부와 마

음챙김”52의 수양론까지 역설했던 것이다.  

 “밥 한그릇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一碗之食 含天地人)”는 의미로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양이자, 운동이었다. 그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의 목적이자 추구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장일순은 “연자방아 돌

리던 망아지는 밭에 가도 돌기만 한다”53는 속담을 이야기하며 오랜 습관과 관행을 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는 부단한 자기 절제와 수양을 강조한다. 이러한 장일순의 

사상은 일상으로부터의 혁명이자 이른바 일상의 영화(靈化)라 할 수 있다.  

 일상의 영화(靈化)는 농약중독으로 인한 농민의 죽음과 땅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인간

중심의 서양의 근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양의 근대화의 대표적

인 성과는 자연과학의 발전이다. 자연과학은 인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을 인간의 목적

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장일순은 서양의 근대적 사고아래 인간의 지위는 자연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

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세계는 결국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게 되고, 종국에는 죽임의 세

계로 이를 것이라고 보았다. 그 실례가 바로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람과 땅의 죽음이었다. 

이와 같은 인재(人災)에 대해서 장일순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늘날 과학이란 

게 전부 분석하고 쪼개고 비교해서 보는 건데, 우리는 통째로 봐야해요. 쌀 한알도 우주의 

큰 바탕, 빽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벌레 하나도 이 땅과 하늘과 공기와 모든 조건

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54 이러한 고민이 결국 전일적(全一的) 세계관을 낳은 것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일상의 영화(靈化)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장일

순의 생명사상은 비서구적이며, 동학을 근간하는 토착적 사상이요, 영성(靈性)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그렇다고 장일순은 근대과학을 버리며 원시문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

라, 인간 중심의 물질과학 말고 생명의 과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55  

 

Ⅲ. 나오는 말 

                                                      

52 같은 책, 84쪽. 

53 같은 책, 73쪽. 

54 같은 책, 67쪽. 

55 위의 책,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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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는 장일순에 대한 추모의 글에서 그의 사상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생명과 평화”

라고 말했고,56 리영희 역시 장일순의 사상을 “생명”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

았던 것처럼, 그는 줄 곧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온 몸으

로 겪었기에 누구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그의 인식은 초기에

는 민족에 국한되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주창했고, 점차 전세계에 대한 평화로 넓혀갔다. 

1965 년 그가 출소한 이후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의 영향 아래 다함께 잘 살자라는 협동조합

운동차원의 생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인간과 인간사의 관계 속에서 공생을 모색했던 시

기였다. 이후 1977 년은 그의 사상의 일대 전환기이다. 그는 농약중독으로 쓰러져간 농민과 

땅의 죽음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의 

공생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바탕에는 서구식 근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있었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전일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동학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적 사상이 가반으로 영성적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장일순의 생명

사상은 민주평화통일을 시작으로 하여 일상의 영화(靈化)에 이른다. 장일순은 풀 한 포기에

도 우주적 생명이 깃들여 있다고 보며 전일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일상으로부터의 혁명을 강

조하였다. 때문에 한살림운동은 일상의 생활에서의 밥상살림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생명을 살린다는 생활운동으로 구현되었다. 이 글에서는 장일순의 연대기에 따른 생명사상

의 노정에 초점을 맞췄기에 한살림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원주 사회운동가들의 집단인 원주

캠프의 일원들과 장일순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필요함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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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왜 함석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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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반도의 상황을 대변하는 단어는 ‘평화(peace, 平和)’를 말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높았던 분단의 벽이 다소 낮아져가고,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까지 여러 대화가 오가면서 평화라는 표현이 익숙하게 다가

온다. 하지만 평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저마다의 자기중심적 평화를 말하며 실천의 방법에서 오는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마음과 삶속에서 평화를 상상하고 추구해 

왔다. 한반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화를 실천적 사상과 운동으로 접목시킨 

인물이 함석헌(咸錫憲, 1901-1989)이다. 

   한국 근대사의 세월 속에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20 세기를 살았던 풍부한 역사

적 경험과 철학, 깊은 종교사상에서 만들어냈다. 함석헌은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

서 평화를 보편적 진리의 차원에서 내세웠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되어간다는 것

을 누구보다 먼저 내다본 사회진화론자였다.1 한국 근현대사의 구조적 폭력 안에서 

해결해야할 선행과제로 평화를 강조했고, 동양과 서양을 결합하여 독보적인 한국 

사상을 만들고 억압과 불의에 정면으로 대응했던 평화운동가이자 역사, 문학,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상가였다. 또한, 함석헌은 일생을 종교영성의 구도자의 모

습을 보이며 일관되게 종교철학적 사유의 모습을 보였다. 평화사상과 같은 사회적 

담론의 안에는 ‘새로움’2이라는 종교체험으로 근간을 삼고 있다. 평화운동은 새 인

격의 탄생과 인간혁명이라는 정신운동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김경재는 함석헌의 의미를 동서 종교 사상을 한 몸 안에 응섭한 위대한 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고 궁금해 할 온 세계 종교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연구해 볼 

하나의 진주와 같다. 동양 사상의 핵심인 간디를 낳은 힌두교의 불상생(不殺生) 비

폭력 저항 사상, 원효를 낳은 만법귀일(萬法歸一)의 대승불교 사상, 그리고 노장의 

                                                      

1 노명식, 『함석헌 다시 읽기』, 인간과 자연사, 2004. 54쪽 

2 함석헌의 ‘새로움’은 유기체인 우주와 인간, 역사와 종교의 작동 원리이자, 씨알들의 공감의식이며, 

새 나라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상징체계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호재, 「함석헌의 종교사상에서의 ‘새

로움’과 한국적 종교영성의 가능성」, 『종교연구』제 77집, 한국종교학회, 2017.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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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본바탕을 찾아 지키려는 비판적 무위 사상과 유가의 인의(仁義) 천명(天命) 사

상 및 한국의 하늘님 신앙 등이 기독교 사상 및 서구 과학정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융합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함석헌은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고금을 넘나들

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시대를 움직인 인물이다. 독재정권에 민중을 억압하는 폭

력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도 ‘씨   ’을 강조하여 생명과 스스로 그러함(自然)에 

대한 경외감을 반영하고 있다.  

   함석헌은 민족정신을 담아냈던 사상가이면서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

동의 중심에 있었다. 또한, 민중을 억압하는 군사독재는 인간이 지향하는 평화의 길

에 반하는 것이기에 저항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주장했던 싸우는 평

화운동가였다. 1970년 「씨알의 소리」 창간과 함께 민중운동을 전개하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1979 년 미국 퀘이커봉사회의추천으로 노벨평화상 후

보에 올랐으며, 1985년에도 다시 한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20세기 한국을 대

표하는 평화운동가이다. 때문에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사상 연구는 한국의 전형적인 

민주화를 겪으면서 생명·평화·영성의 토착적 사상을 담아냈던 평화사상가로서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Ⅱ. 비폭력과 평화의 이해 

   비폭력(非暴力, Non-violence)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전통에 반대하며 

생명의 희생 없이 해탈을 추구하던 인도의 종교 전통에서 나왔다. 비폭력의 원뜻은 

불살생(不殺生, ahimsa)이다. 그런데 간디가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시민의 

불복종』 등에 영향을 받아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아힘사

(Ahimsa)’는 ‘비폭력’이라는 의미로 확장 되었다. 간디의 비폭력은 깊은 도덕의식과 

종교의식에서 나오는 정신력으로 상대방을 폭력으로 패배시키는 대신 정신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또한, 스스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함으로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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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인간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함석헌

은 “비폭력주의는 서로 경쟁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때에도 자기희생에 의하여 서로 

저쪽의 속에 숨어 있는 좋은 힘을 끌어내도록 하자는 노력”3이라 말한다. 

   평화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평화는 어떠한 경우

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 비폭력적 수단은 단순히 폭력의 배제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비폭력은 외제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이 내재하는 힘을 통해 발현 

될 수 있다. 간디는 인간의 악의나 증오 같은 내부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

게 하는 것이 진정한 비폭력이라고 말한다. 또한, 비폭력적인 삶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과 연관되며, 진리에 따르는 삶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간디는 비폭력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비폭력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의 

소극적 의미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비폭력적 수단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회적인 폭력에 대한 희생의 감수와 시민 불복

종으로 응답해야 한다.  

   종래의 평화연구에서는 평화의 대립개념이 전쟁이었다. 하지만 인도의 수가타 

다스쿱타(Sugata Dasguta)가 1968년에 「비평화와 악개발」이라는 논문에서 전쟁뿐

만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막는 요소로 ‘기아, 빈곤, 질병, 영양실조, 더러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난과 궁핍을 들고 있다. 다스쿱타는 평화가 없는 이유를 사회의 

갈등과 폭력구조 속에서 찾고 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평화적인 폭력을 지

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한칼퉁(Johan Galtung)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폭력과 평화를 재정의 하였으

며 구조적 폭력이론까지 발전 시켰고, 더 나아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평화개념을 정립하였다.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란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를 말한다. 반면에 적극적 

                                                      

3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사상」, 『한국인의 평화사상』,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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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positive peace)는 직접적,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뜻하

는 것으로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를 말한다. 요한칼퉁은 평화를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4로 정의 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쟁 없음’이 평화

와 직결되어 온 과거의 평화이해를 깨고 평화의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이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 ‘문화적이

고 적극적 평화’로 구분 된다.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언어와 행동이 친절함과 

자신에 대한 선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으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은 인

간의 모든 기본적 욕구인 생존과 복지와 자유의 정체성에 접근한다. 구조적이고 적

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평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분열 대신 결속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이것은 공동체적

이고 간접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바꿀 수 있으며, 종교, 법, 사상, 언어, 예술, 과학, 언론 등이 적극

적인 평화의 문화를 만든다.5 

   요한칼퉁은 평화연구의 과제는 ‘무엇’과 ‘왜’라고 한다. 즉, 평화적 행위의 기

본적 문제는 무엇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또는 누구를 위하여 평화 행동을 

추구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폭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

적 현실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며 이때 우선시 되는 것이 폭력연

구이다.6  폭력연구를 통해서 폭력의 상태를 진단하게 되며, 폭력의 과정들과 증가 

                                                      

4 요한칼퉁, 강종일 외 공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8쪽. 

5 김명희, 「종교,폭력,평화: 요한칼퉁의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제 56 집, 2009. 140-141

쪽. 

6 요한칼퉁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론을 제시한다. 첫째, 직접적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 또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을 말한다. 둘째, 구조적 폭력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와 국

가 간에 그리고 인간 내면의 성격 구조로부터 생기는 간접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의도되지 않은 폭

력을 말한다. 셋째, 문화적 폭력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의 내부

에 존재하며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한칼퉁, 강종일 외 공역, 『평화

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18쪽-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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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소, 동일한 정도를 예측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문제의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 

폭력연구를 바탕으로 한 처방은 평화를 위한 해결책 또는 치유의 방법이 된다.7 

   평화구축(peace building)은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거나 최소한의 고통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항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항은 인간에 의한 것도 아닌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근원

으로 돌아가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

간의 의지이며 자기중심적 평화와 욕망을 위해서 폭력을 필요로 할 뿐이다. 

 

Ⅲ. 생각하고 행동하는 씨    

   ‘씨   ’이라는 말은 유영모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가 대학의 ‘대학지도 재명

명덕 재친민 재지어지선(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을 ‘한배움 길은 밝

은 속알 밝힘에 있으며 씨알 어뵘에 있으면된 데 머묾에 있나니라고 풀이하고, 民

을 씨   ’로 명한 것에서 ‘씨   ’이 라는 말이 생겨지게 되었다.8 

   민중, 백성, 국민과 같은 말들이 엄연히 존재 하는데 굳이 씨   이라는 말

을 쓰는 까닭은 두 가지로 말 할 수 있다. 첫째, 민(民)이란 말속에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봉건제도의 잔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민

(民)이 봉건시대를 표시하는 말이라면, 씨   은 민주주의 시대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혼을 되찾기 위함이다. 중국의 사대주의 

한자문화에 의해 잃어버린 민족정신과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우리말인 

씨   을 쓰자는 것이다.9 함석헌에게 있어 씨   은 모든 삶의 근원이면서도 

거의 잊혀졌던 민(民)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하나의 형상이며 운동이다. 

                                                      

7 요한칼퉁, 강종일 외 공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81쪽 이하 참조. 

8 함석헌, 「씨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전집 14), 한길사, 323~324쪽. 

9 박재순, 「씨   사상과 민중신학」, 『씨   의 소리』 제 96호, 1988.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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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헌은 씨   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 씨   을 평화의 집약체

요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 

 

씨알은 평화요 평화는 씨알에 있다. 씨알은 말하자면 내재의 평화, 극소세계

의 평화다. 본질적인 평화다. 씨알의 바탈이 평화요 평화의 열매가 씨알이다. 

그러므로 씨알의 목적은 평화의 세계 이외에 있을 수 없다. 극소는 극대에 통

한다. 그러므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순간도 그 눈을 산봉우리에서 떼지 않아서

만 모든 발걸음을 바로 할 수 있듯이 씨알이 스스로를 닦고 다듬으려 할 때도 

세계 평화의 이상을 잊고서 될 수 없다.10 

 

   씨   이 자기 바탕에 따라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평화운동의 시작이고 평

화운동의 중심이다. 함석헌이 나이 70에 「씨   의 소리」를 내고 평화의 외침을 

부르짖은 것도 씨   의 본성이 평화이며 그것을 드러냄이 평화의 완성이기 때문

이다. 

   함석헌은 씨   을 불멸체(不滅體)로 보았다. 씨   이 스스로 자기 생명

이 불멸체임을 인식하게 되면 비폭력 평화주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

았다.11  씨   이 자신 안에 있는 평화적 영성을 깨달을 때 평화실현의 기초를 

닦는 것이자 운동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씨   의 평화주의는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씨   의 생명 근본 원리는 스스로 함에 있다. 

스스로 함에 있어서 어떠한 억압이나 폭력적인 방법은 원천적으로 거부된다. 스스

로 함은 폭력의 거부이고 폭력에 대한 저항이다. 폭력이야 말로 스스로함을 방해하

는 요소이다. 나와 남의 스스로 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과 강제성을 거부

                                                      

10 함석헌, 「세계 평화의 길」, 『6천만 민족 앞에 부르짖는 말씀』(전집 12), 한길사, 281~282쪽. 

11 함석헌, 「씨   의 소리, 씨   의 사상,」,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전집 14), 한길사, 3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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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스스로 함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되 적대적인 권력자들에 대한 폭력을 

거부하고 상대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비폭력 저항의 평화주의이다.12 

   함석헌은 평화운동은 곧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을 계산하지도 않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도 않는 인간의 속마음을 변혁하자는 것이라 한다. 1946년 11

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유네스코헌장에서도 ‘전쟁들이 인간의 마음들에서 시작되

므로,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평

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전개되어온 평화연구의 접근

방식 중 한가지는 인간적 개인적 접근방법이며, 전쟁의 원인을 인간성에 내재해 있

다고 보고 인간의 공격성, 전쟁본능을 순화함으로서 내면적 마음의 평화는 국가 간

의 전쟁을 막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본다.13 함석헌 역시 비폭력 평화는 종교

가 가지는 영성운동을 통해 인간의 새로움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함석헌은 일

생을 종교체험을 통한 종교영성과 종교철학적 기재를 보임으로서 새종교 운동을 통

한 인간의 정신개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중을 빗대어 말하는 씨   이 곧 자기

혁명으로 생명에 대한 새로움을 인식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씨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Ⅳ. 비폭력: 목적과 수단의 일치 

   함석헌의 비폭력은 간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간디의 비폭력은 상대방에 대

한 적대감의 극복과 폭력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 비

폭력은 현실의 삶에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함석헌의 비폭력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방향이며, 정신혁명이고 자기 희생정신을 동반하는 것이다. 

                                                      

12 박재순, 「씨   의 생명사상」, 『씨알 생명 평화』, 한길사, 2007. 144쪽. 

13  최상용은 서양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온 평화연구는 세가지 수준의 접근방법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첫째는 내면적 마음의 평화를 통한 인간적 개인적 접근방법이며, 둘째는 정치개혁과 민주화

를 통한 국가 수준의 접근방법이며, 셋째는 연맹이나 세계정부를 설립함으로써 평화에 공헌하는 국

가간의 교섭이나 기구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접근방법을 말한다. (최상용,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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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헌은 1965년에 쓴 「비폭력혁명」이라는 글을 통해 비폭력만이 우리가 나

아가 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나갈 길은 오직 한 길 밖에 없습니다. 비폭력혁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서나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이 시

대의 나갈 길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곧 이 비폭력의 길입니다. 이날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폭력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오늘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어지럽게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참이 아니요 거짓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과 행동과 살림을 근본적으

로 전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아니되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혁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14 

 

   참된 혁명은 비폭력의 길이며, 그것이 진리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폭력주

의 라는 거짓에 맞설 대안으로 비폭력주의을 견지하였다.  

   평화를 지향한다면 실천을 위한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전략

가 베게티우스가 말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에 반대하며 근대 

평화학에서는 요한 칼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책의 제목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15는 말로 대비하고 있다. 함석헌 역시도 비폭력 원리의 

핵심은 수단과 목적의 일치를 말하며, 비폭력의 목적은 수단의 길 감(道)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목적은 선하면서 수단은 나쁜 것이 혁명이다. 그리고 수단이 나쁠 때 목적의 

선은 남아있지 못한다. 목적은 끄트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의 순간

순간에 들어있다. 수단이 곧 목적이다. 길이 곧 종점이다. 길 감이 곧 목적이다. 

                                                      

14 함석헌, 「非暴力革命」, 『인간혁명의 철학』(전집 2), 한길사, 1983. 34쪽. 

15 이동기,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2013. 19쪽. 



211 

211 

그러므로 도(道)라는 것이요. 길 감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이라 하는 것이다. 목적은 수단을 신성화 한다.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 하는 것이 모든 혁명가가 외치는 구호지만 

속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16 

 

   여기서 혁명은 폭력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혁명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비폭력 평화운동은 수단과 목적의 일치를 말한다. 그

리고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길 감 곧 도(道)이다,   

   그러나 함석헌의 비폭력주의는 당시의 투쟁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

지 못하였다. 과격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립하려는 사람들에게 함석헌의 

외침은 종교적 망상과 다름이 없었다. 비폭력이라는 말은 폭력의 의미를 제한적으

로 해석하는 곳에서만 유의미하다. 무력에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무력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의미로서 크지만 사회와 국가의 구성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인

식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제한적 효과만을 가져온다.  

   또한, 개인, 집단, 국가가 평화를 바라는 의도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령 강자는 현 체제 및 질서의 안정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 한다면, 약자는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불평등의 해소에서 평화를 느낀다. 그래서 강자는 구조적 혹

은 체계적 폭력을 불가피하거나 필연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약자는 불평등

의 해소를 위한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을 겪는다.  

   때문에 수단과 목적의 일치에 의한 길 감(道)은 타인의 희생이 아닌 자기희생

을 필요로 한다. 함석헌은 자기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각성

을 촉구하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자기희생은 정신적으로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작용해야 한다17고 말한다.    

    

                                                      

16 『함석헌 저작집』(2권), 한길사, 2009. 170쪽. 

17 함석헌, 「人間을 묻는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전집 4), 한길사,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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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원주의적 평화공동체 

   함석헌은 평화의 개념을 동양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이해한다.  

 

평화란 말은 한문으로 平和라 쓴다. 평자는 갈라 헤치며 사사로움이 없이 공

공한 것이라는 뜻에서 기운이 땅에서 올라와서 퍼져 나가는 것을 그린 것이요. 

(중략) 화자는 본래 하나가 소리를 내면 또 이쪽에서 거기 맞추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음악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골고루 잘 조화 되도록 낸다는 뜻이다. (중

략) 한 사람이 노래를 하면 그것을 듣고 이쪽에서도 맞부는 것을 화답이라 한

다. 이것을 한데 붙여서 생각한다면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집과 집, 단체와 

단체 사이,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 하늘과 땅 사이를 고르게 하는 것이 

평화다.18  

 

   ‘평(平)’이란 단순히 반듯한 기계적, 물리적 정지 상태라기보다는 갇혀있는 기

운을 헤쳐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며, 골고루 갈라놓아서 많고 적고

가 없이 고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화(和)’란 음악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조화를 이

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조화롭게 고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함석헌이 말한 평화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골고루 고르게 하며, 서로 조화

와 통일을 이루며 인간 삶의 기운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다. 함석헌의 평화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없애 가는 동적인 과정

으로 존재한다. 이는 비폭력 평화운동이 일시적인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삶속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실천과제이면서 생명운동인 것이다.  

   ‘평화(平和)’는 관계와 관계가 소통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일컫는 폭넓은 개념

으로 사용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집과 집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 국가와 국가사

이, 하늘과 땅의 사이마저도 고르게 하는 것이 평화이다. 이는 씨   이 개인, 사

회, 국가 그리고 우주까지의 생명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18 「한민족과 평화」, 『함석헌저작집』(2권), 한길사, 2009.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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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共同體)는 ‘같음(同)을 공유(共)하는 단체(體)’라 정의하고 있다. ‘같음’을 중시

하기보다는 ‘공유’를 중요시 하면서 타자에 대한 포용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

고 씨   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함석헌의 평화공동

체는 씨   의 정신 운동을 기반으로 동일성 내지 통일감의 공동체 보다는 다양

성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포함 해 가는 공동체이다.  

   함석헌은 다양성을 포함한 조화로운 평화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

다. 

 

나는 통일된 한 빛깔의 한 가지 꽃만 만발한 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붉은 

장미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천하가 다 붉기만한 풍경은 완전을 잃은 모습입니

다. 흰 백합의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지구촌이 온통 흰 백합뿐이라면 백가

지 꽃들의 천가지 빛깔과 향내를 결하여 쓸쓸할 것입니다.19  

 

   종류와 형태, 크기와 색깔 등이 다른 다양한 꽃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힘을 

발휘해 빛깔과 향내를 내는 공동체이다. 이는 여러 생명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살아

가는 ‘평화다원주의(pluralism of peace)’20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다원주의는 다양하

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양성들 간의 사실을 긍정하는 태도이다. 함석헌은 화(和)

는 곧 조화와 고름이며 고르게 되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의 길로 갈 수 없다21라고 

말한다. 화(和)는 자기와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공존해가는 모습이다. 평화 공동체

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차이를 배제하는 자기중심적 평화를 경계하고 다원주의적 

자세로 인류 전체를 위한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념, 민족, 지역, 

                                                      

19 함석헌, 「평화로운 새 세계로의 초대」, 『인간개발』통권 58, 한국인간개발연구원, 1988. 

20 이찬수는 평화다원주의를 평화의 개념, 이유, 이해 등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다양성들 간 

조화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모

시는사람들, 2016. 18쪽.) 

21 함석헌, 「세계평화의 길」, 『씨알의 소리』2호,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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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계층 간의 자기 정체성을 넘어선 생명들 간의 조화로움을 인정 해 가는 평화

공동체의 형태여야 한다.  

 

Ⅵ. 나오는 말: 비폭력적 삶 

   함석헌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서 「평화로운 새 세계로의 초대」22를 

발표하면서 평화이론과 평화운동을 세계사에 알렸다. 이 시기에 서울평화올림픽 위

원장의 자리를 수락하고 평화대회에 참석한 함석헌의 행위는 그와 절친한 안병무로

부터도 거짓 평화주의자인 노태우 정권에 이용당하는 행동으로 비판받았다. 하지만 

함석헌에게 평화는 노태우 정권보다 큰 가치는 한민족이었고, 한민족 보다 더 중요

한 가치는 세계평화였다. 함석헌은 평화가 인류가 최후로 실현해야 할 과제임을 강

조하고자 하였다. 

   비폭력적인 삶은 진리에 따르는 삶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통

해서 가능하다. 간디의 비폭력은 정책이나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행동양

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성장시키는 생명의 원천이라23이라 말한다. 초

월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신앙의 대상도 추상적인 철학의 대상도 아니며 일상 속에

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다. 비폭력은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개개인의 시민들이 자기중심적인 가치

매김에서 벗어난 조화로운 공동체의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사

회의 촛불집회가 비폭력 평화운동의 형태로서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를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큼 수용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함석헌이 말한 ‘생각하고 행동하는 씨

   ’의 삶이다. 종교영성을 통한 개인의 혁명이 잠재된 씨   의 정신을 일깨

울 수 있다. 때문에 함석헌은 평화운동을 전체의식에 바탕한 정신운동에 기반 해야 

한다고 말한다.  

                                                      

22 함석헌은 올림픽 개회사에서 개개인의 전체의식, 새로운 정신운동, 평화의 세계사적 비전제시라는 

세가지의 평화사상과 평화운동을 제시한다.  

23 안  신, 「간디의 다문화 종교관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제 57집, 2010.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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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에 대응하여 비폭력으로 나서는 것은 자기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함석헌의 비폭력저항은 정신혁명이 무력혁명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씨   로 대변되는 민중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갈수록 

탈인간화 해가는 현대사회에 인간존중의 각성이 필요하다. 또한, 함석헌은 모든 생

명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조화롭게 포함해가는 평화다원주적 공동체를 이상적인 세

계로 바라보았다. 이제 21 세기 평화공동체의 문제는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리고 최근의 난민 문제까지 확대 해 나가야 한다. 함석헌의 표현처

럼 다양한 꽃내음이 만발한 평화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경재, 『함석헌 사상을 찾아서』, 삼인, 2001. 

노명식, 『함석헌 다시 읽기』, 인간과 자연사, 2004. 

마하트마 간디, 박홍규 옮김,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문예출판사, 2016. 

박재순, 「씨   사상과 민중신학」, 『씨   의 소리』 제 96호, 1988. 

박재순, 「씨   의 생명사상」, 『씨알 생명 평화』, 한길사, 2007. 

이동기,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2013. 



216 

216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모시는사람들, 2016. 

최상용,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함석헌, 「非暴力革命」, 『인간혁명의 철학』(전집 2), 한길사, 1983. 

함석헌, 「人間을 묻는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전집 4), 한길사. 1983 

함석헌, 「씨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전집 14), 한길사. 1983 

함석헌, 「세계 평화의 길」, 『6 천만 민족 앞에 부르짖는 말씀』(전집 12), 한길사. 

1983 

함석헌, 「씨   의소리, 씨   의사상」,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전집 14), 한

길사, 1983. 

『함석헌 저작집』(2권), 한길사, 2009.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사상과 협화주의를 중심으로 」, 『통일과평화』제 8 집, 서

울대학        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김명희, 「종교, 폭력, 평화: 요한칼퉁의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제 56

집, 한        국종교학회, 2009.  

김영호,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사상과 그 실천 전략」, 『우원사상논총』제 10집, 강

남대        학교, 2001. 

안  신, 「간디의 다문화 종교관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제 57집, 2010.  

이윤복, 「비폭력운동에 관한 철학적 고찰」, 『동서철학연구』제 41호, 2006.  

이호재, 「함석헌의 종교사상에서의 ‘새로움’과 한국적 종교영성의 가능성」, 『종교

연        구』제 77집, 한국종교학회,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