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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는 몇 년 전에 ‘유교적 근대’라는 개념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것은 명・청시대의 중국을 유교
적 근대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시대의 한국과 일본도 중국의 유교적 근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왜 유교적 근대라는 개념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유교적 근대론
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유교적 근대론의 입장에 설 때 한국사 연구
의 영역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기로
한다.

2.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의 제기
(1)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의 내용
유교적 근대론은 내가 1990년대에 제기한 동아시아 소농(小農)사회론의 발전된 논의이기 때문에
먼저 소농사회론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アジアから考える6 : 長期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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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變動』, 東京大學出版會, 1994년).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동아시아의 전통시대(중국의 명・청시대, 한국의 조선시대, 그리고 일본의
도쿠가와德川시대)를 서구적인 개념이 아닌,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기한 개념이다. 즉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전통시대를 봉건제(封建制)라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파악
하려고 해 왔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인식이 소농사회론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서구적인 봉건제 개념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시대를 파악하려고 하면, 일본만이 서구적인 봉건제가
존재했었고 한국과 중국에는 봉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일본특수성론, 일본 우위론과 쉽게 결합
되게 된다. 실제로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장(한국사와 중국사의 정체
성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2차대전 이후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도 봉건제가 존재했
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생각된
다. 무엇보다도 서구적인 개념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시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일본인 연구자의 방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소농사회론은 이러한 연구사에 대한 비
판을 의도해서 제기하게 된 개념이었다.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중국 송대 이후 지배계층으로서 등장한 사대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존재
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유교에 대한 깊은 교양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함으로써 관료가 되
어서 통치를 담당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며 그 지위는 세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송학 및 그

집대성으로 성립한 주자학(성리학)은 그러한 사대부들의 세계관으로서 그들의 존재 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사상이었다.
2) 그러나 주자학을 외래 사상으로서 받아들인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지배계층의 성격이 사대
부와 달랐기 때문에 주자학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에서 주자학이 깊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유사한 사회구조, 즉 소농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 소농사회란 농업 경영에 있어서 본인과 그 가족 노동력만을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는
농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소농사회는 중국에서는 명나라 중기에, 한국과 일
본에서는 16,17세기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소농사회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집약적인 논농사 기술의 확립이었고 소농
경영은 그러한 집약적 농업 경영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6) 소농사회가 확립됨에 따라서 지배계층이 농업생산에서 유리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신분과 토
지소유의 결합이 해체되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에서 유리된 지배계층은 과거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료가 되는 관료제 국가 체제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7) 주자학은 이러한 소농을 지배하기 위한 사상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태생적인 인간의 차별을
부정하고 배움의 차이에 의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구분을 합리화하는 사상이었다.
8) 소농사회 형성에 따라서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
는데 비해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는 그러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시아사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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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은 근대화 이전과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농사회 형성 이전과 이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소농사회론은 농업의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구조, 사회구조까지도 규정하는 체제적인
개념으로서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사회가 중국에서는 16세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17,18세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동아시아 전통사회를 파악함으로써 서구
중심적인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을 새로운 관점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2)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의 문제점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사 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본사 연구자, 베트
남사 연구에게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나로서는 소농사회론의 문제점을 점점
자각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게 된 소농사회론의 문제점은 첫째로 시대구분과 관계되는 문제였다. 소농사회론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전근대와 근대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시대구분을 비판해서 소농사회 형성 이전과
이후를 동아시아사의 가장 큰 분수령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사회 형성
이후의 시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농사회의 형성 이후 19세기 중반 근
대의 시작 사이의 시대를 근세, 혹은 초기 근대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에 머무르게 되
었다.
소농사회론의 둘째 문제점은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였다. 중국은 주지하는 바
와 같이 현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은 많은 부분 근대 이전의 중국사회와 공통
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소농사회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자각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유교적 근대론은 이러한 소농사회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제기하게 된 개념이다.

3. 유교적 근대론
유교적 근대론의 핵심적인 내용(「儒敎的近代としての東アジア“近世”」, 『岩波講座 東近現代通史
(1)』, 岩波書店, 2010년)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근대라는 개념의 재해석, 둘째, 주희(朱熹) 사상
의 근대성과 주희 사상과 중국 사회의 대응 관계, 셋째, 유교적 근대의 주변부로서의 한국과 일본의
존재. 이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 ‘근대’라는 개념의 재해석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대라는 말은 19세기 이후 유럽과의 접촉 과정에서 영어 ‘modern’
의 번역어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근대’라는 말 자체가 유럽에 유래하는 말로서, 유럽과의
만남 이후를 근대로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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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지만, 거기에 유럽적 근대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러나 동아시아의 역사를 인식하려고 할 때 반드시 유럽적인 근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유교적 근대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될 때의 첫째 고민이었다.
그러면 영어 modern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었을까? 영어 modern의 어원은
라틴어의 modernus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modernus라는 라틴어는 5세기 마지막 10 년, 고대
로마에서부터 새로운 기독교 세계로의 이행기에 등장했다고 한다(H. R. JAUSS, 장영내 옮김, 『도
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1983, 21쪽). 즉 이 말에는 고대 세기의 종말과 기독교적 세기
의 도래에 대한 의식이 표명되었던 것이다.
modern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과거와 구별하기
위해 생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modern=근대’라는 말은 역사학에 있어서 대단히 본질적인 개
념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학이라는 학문, 혹은 역사이라는 관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회가 과거부터 변함이 없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생긴 것이라는 인식 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사회가 언제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유교적 근대라는 개념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여기에
있다.

(2) 중국의 근대
근대를 위와 같이 생각할 때 중국의 근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다음에 물어야 되는 문제
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2의 대국이면서도 정치적・사회적
으로는 독특한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의 그러한 특이점은 전근대적인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러나 유교적 근대론의 입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중국
의 특이점을 유교적 근대의 특징으로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유교적 근대라는 입장에서
중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1) 주희 사상의 근대성
지금까지 주희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대체로
신분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상가로서 전근대적・ 보수적인 사상가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주희 본인의 사상이라기보다도 후세
사람들에 의해 주자학, 성리학으로 체계화된 사상을 곧 주희의 사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주희가 살
았던 사회의 현실과 관련시켜서 주희의 사상을 밝힌 연구는 많지 않았다.
내가 주희의 사상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일본의 유학연구자인 기노시타 테쯔야(木下鐵
矢)에 의해서였다. 기노시타는 주희의 사상이 확립하게 된 계기가 사창(社倉) 운영의 경험에 있었다
고 보고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위원리(魏元履)의 방식에 따르는 한, 거기에 비축된 곡물과 과실은 ‘마을의 명사(名士)’가 ‘상평사자(常
平使者)’와의 담판을 통해 얻은 ‘관미(官米)’로, 그렇다면 그 시설은 어디까지나 ‘국가ㆍ황제’라는 보호자
로부터의 일방적인 ‘시혜’ 배분의 시설로서 기능하고, 따라서 민 가운데에 자립적인 그 운용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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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의지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또 그러한 의지를 길러내지도 않는다. 즉 위원리의 시설
은 ‘민간’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래의 언설에서 보듯이, 민은 ‘시혜’를 문자 그대로 감사한 요행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존
재이다.
한편, 주희의 ‘사창(社倉)’은 1년 단위, 여름・겨울의 리듬으로 대출・상환이 이루어진다. 기근에 대비
하는 수장・비축의 시설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지역의 생계를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협동융자
조합’ 시스템으로서 기능한다. 주희의 말에 ‘사창’은 “도시에서 게으르게 어슬렁거리는(市井惰游) 무리”
가 아닌 “깊은 산과 계곡에서 힘써 농사짓고 멀리 다니는(力穡・遠輪) 백성”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고,
또 “산곡의 세민(細民)들이 창고에 쌓아둔 것이 없으므로”라고도 말하므로, 그야말로 지역의, 때때로 찾
아드는 흉년에 견뎌가면서 그만두지 않고 농사에 종사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
는 ‘세민’들이야말로 ‘사창’의 대출ㆍ상환의 대상이었다. ‘세민’측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대출, 그리고 상
환이 이 시설을 지탱하고, 거꾸로 이듬해 자신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밑천’이기도 한 것이므로, 정확히
상환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를 포함한 지역 세대들의 생계에 대한 상호부조적인 책무이기도 하다고 의
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 세계에 일상적인, 생활현장에 직결된 상호신뢰, 그 상호신
뢰에 대응하고자 하는 윤리적 의지를 기르고, 거기에서 ‘민간’이라는 공공의 공간이 실질적으로 숨을 쉬
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략)
바꿔 말하자면 ‘사창’이 성공한 것은 그러한 윤리적 의지가 지역세계에 이미 잠재하고 발로하는 한에
서일 것이리라. 건도무자(乾道戊子 4년, 1168)의 겨울, “백성들이 밤(栗)으로 상환하기를 원하여 마을
안의 민가에 저장하고, 마침내 수레에 실어서 이를 관리에게 돌려줄 것을 꾀하”는 사건에 접하면서, 주희
는 눈앞에 구체적으로 생겨난 그 ‘민’에게 존재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깨닫고, ‘사창’ 창설의 기초가 되는
감(感)을 얻은 것은 아니었을까(木下鐵矢, 5朱子學の位置6, 知泉書院, 2007, 543-44쪽)

주희는 건도(乾道) 4년(1168년), 숭안현(崇安縣)에서 스스로 실시한 사창의 경험에서 민간사회에
서 공공적인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한 민간사회에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
가를 사색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노시타의 주희 이해이다. 이런 주희 이해는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해인데, 대단히 유동적인 중국 사회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고민했던 주희 이해로서는 기노시타의 이해가 옳다고 생각된다.
2) 주희 사상과 중국사회의 대응관계
일반적으로는 주자학(성리학)은 엄격한 신분제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
은 적어도 주희 본인의 사상에 대한 이해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주희는 당나라시대까지 일
반적이었던 성삼품설(性三品說), 즉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구별이 있고 그 구별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간론을 비판해서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성(性)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평등하다, 다만 태어난 후 얼마나 배우는가의 차이에 의해 통치하는 사람과 통
치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는 새로운 인간론을 수립했다. 이것은 서구의 평등사상과는 다르지
만 ‘유학적 평등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중국사회는 명나
라 중기 이후 신분제가 거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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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남송 시대에는 정부에서 과격한 사상으로 탄압을 받았다. 주희의 사
상이 국가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313년의 재개된 과거시험(원
나라에서는 이때까지 과거를 실시하지 않았다)에서 유학의 경서 해석에 있어서 주희의 해석에 따라
야 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명나라, 청나라시대를 통해서 이 방침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자학
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 사상이 배제되거나 탄압되
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근대사회는 신분제사회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중국사회는 16세기 이후 신분제가 거
의 의미를 갖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것을 가능케 한 요인은 과거제도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발전
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시험에 의해 관료를 선출하는 과거제도는 수, 당나라시대부터 시작되
었지만, 송나라시대에 와서 관료등용제도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료가
되었다고 해도 그 지위는 세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태는 통치를 세습적・신분적으로 담
당하는 계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신분(賤身分, 명・청 시대에는 범죄자가 천신분이었으
며 수적으로는 한정적이었다)이 아니면 누구나(다만 남성만) 과거시험을 통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
갈 수 있지만, 그 대신에 그 지위를 후손들이 유지하는 것도 곤란하게 된 것이다. 과거제도의 확립
이야말로 중국사회의 유동성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중국사회는 왜 신분제를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
적한대로 많은 전근대사회에는 신분제가 왜 존재했었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신분제라는 제도가 가
진 의미는 사회적 분업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각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제에 의해 직업을 고정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근대사회가 되면 신분제가 해체되기에 이르는데, 그것은 신분제에 의해
사회적 분업을 조직하지 않아도 시장경제, 노동력 시장을 통해 사회적 분업을 조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사회에서 일찍부터 신분제가 해체된 이유가 시장경제의 발전에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시장경제는 송나라시대부터 본격화되고 16세기에 은(銀)이 아
메리카대륙과 일본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결과, 중국은 당시 세계에서 시장
경제가 최고로 발전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중국사회에서 신분제가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16세기쯤을 전후해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신분제의 해체라는 같은 시기에 다
른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선진적인 사회를 실현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태생적인 평등을 전제로 사
회의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주희의 사상이 명・청시대를 통해 국가 이념으로
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주희의 사상과 중국사회의 대응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유
교적 근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다만 유교적 근대는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는 서구적 근대와는 여러 가지 면
에서 다른 특색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법의 성격이나 토지소유의 성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
라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의 소위 서양의 충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중국사회가 전통시대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해 온
이유도 중국의 전통 자체가 갖고 있었던 근대성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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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교적 근대의 주변으로서의 조선시대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북부 베트남까지 포함해서)의 전통사회를 그 공
통성에 중심을 두고 제기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었다
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데, 유교적 근대론은 소농사회론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
도와 관련해서 제기한 개념이기도 했다. 즉 유교적 근대론의 가장 큰 의도는 현재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는 데에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
도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과 동
시에 유교적 근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국가와 사회는
유교적 근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서 유교적 근대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시대로서, 한 마디로 말하면 유교적 근대의 주변부
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유교적 근대론의 또 하나의 핵심적 주장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조선시대의 한국 사회가 유교적 근대의 주변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과거제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과 깊은 관계에 있던 양반이라는 존재와 신분제도의 모습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고려시대에 시작된 과거제도는 조선시대에 와서 관료 등용제도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과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과거제도 역시 이념적으로는 천민
신분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이념이 그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과 시험에서는 그 수험 자격이 양반 가문 출신자에게 한정해서 운
영되었다. 출신 가문을 불문하고 개인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한다는 과거시험의 이념이
왜 한국에서는 그대로 수용되지 못했던 것일까?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중국이 다른 사회보다 일찍 신분제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시장경제의 발
전에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장경제 면에서 중국과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 즉
중국에서는 송나라시대부터 시장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원나라시대와 명나라시대를 통해 그
경향이 지속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화폐의 문제만 보아도 중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르
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같이 사회적 분업을 시장경제를 통해서 조직하는 일은 불가능해서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야 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통치를 담당하는 계층도 고정되어야 했는데, 여기에 과
거시험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시험
의 또 하나의 특색으로서 중국에서는 송나라시대 이후 사라지게 된 통치를 위해 필요한 특수한 기
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즉 잡과(雜科)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잡과가 마지막까지
존속했던 이유도 노동시장의 부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시험을 실시하면서도 그 의미가 중국과 조선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의 존재는 조선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쿠가와시대의 일본에서는 과거시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무사 신분,
그것도 최상층 무사뿐이었으며, 그 지위는 세습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무사와 비교할
때 양반은 신분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존재였다. 조선에서는 과거시험을 통해 높은 자위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그 지위는 후손에게 세습할 수 없었다. 고위 관료의 후손이라도 높은 지위까지 올
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과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양반 계층 내

- 7 -

부에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보여주듯이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유
교적 근대의 영향을 받은 부분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내가 유교적 근대론을 제기한 동기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4. 유교적 근대론과 동학 연구
마지막으로 유교적 근대론이라는 입장에 설 때 동학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문
제제기를 하겠다.
동학, 동학농민운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학,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특
히 그것을 근대적, 혹은 근대 지향적인 것으로 보는지, 반대로 반근대적인 것으로 보는지,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처럼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근대적, 근대지향적이라고 할 때도, 반대로 반근대적이라고 할 때도 다 서구 근대
를 기준으로 해서 정반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서
구 중심적인 연구 경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근대와 아직 본격적으로 직면하지 않는 상
태에서 동학, 동학농민운동이 (서구) 근대를 지향하고 있거나 (서구) 근대를 반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그러면 유교적 근대론의 입장에서는 동학, 동학농민운동
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나는 동학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다.
내 생각으로는 동학,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구 근대와
의 관계가 아니라 유교적 근대와의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즉 동학, 동학농민운동에는 유교적 근대를
추구하려고 하는 측면과 유교적 근대를 비판하려고 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싶
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동학사상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유교,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 유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주지하듯이 동학은 유교 사상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상이었
고 최근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학과 유교의 관계에 주목하려고
하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유교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음미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된다.
유교적 근대론의 입장에서 유교를 새롭게 보려고 한 때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교를 보편종
교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주장이다.
중국에서 보편종교의 개조(開祖)는 공자나 노자이다. (중략) 그들은 그때까지의 공동체 종교가 기능하
지 않게 된 시대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물었던 것이다. 그들은 종교로서 주장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정치적 사상으로서 말해지고 그렇게 기능했다. 하지만 공자도 노자도 각각 새로운 ‘신(神)’
을 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공자는 초월적인 ‘천(天)’에, 노자는 근저적인 ‘자연’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먼저 공자가 주장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仁)’에 의해 재건하는 것이다.
인이란 교환양식으로 말하면 무상의 증여이다. 공자의 가르침(유교)의 핵심은 씨족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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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씨족 공동체를 고차원에서 회복하는 것이지, 단순한 전통의
회복은 아니다. 특히 공자 사상에 있어서 그 사회 변혁적인 측면은 맹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
에 있어서 유교는 법과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제사나 혈연관계에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사
상으로서 기능했다(5世界史の構造6, 岩波書店, 2010, 230-231쪽).

여기서 가라타니는 유교의 보편종교로서의 측면과 한제국의 국가이념으로 된 이후의 세계종
교(세계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종교)로서의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가라타니의 지적은 주
자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즉 주자학에 있어서도 보편종교적인 측면과 세
계종교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교, 주자학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 역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진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동학이 이러한 조선 유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
었는지, 이것이 내가 앞으로 동학에 대해 검토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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