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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존과 상생이라는 화두는 문명갈등, 빈부격차, 세대차이,
이념 갈등을 아우르는 대안으로 등장한 슬로건이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할 이념은 무엇보다, 생
명, 평화, 상생, 조화의 정신일 것이다. 근대한국의 개벽종
교는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인류의 새로운 가치 형성에 필요
한 주요한 사상적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은 2016년에 한
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근대 한국종교
의 공공성과 새로운 문명”의 키워드를 ‘개벽’으로 설정하
고, 자생적 근대화 운동의 성과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재

조명하고 있다. 동학에서부터 제창된 ‘개벽’은 한국의 자
생적 근대화 운동의 사상적 이념이었고, 이들은 척사파나

개화파와는 다른 제3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개벽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개벽종교가 추구한

공공성은 인간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의 생명(살림)과 평화, 회통과 공화(共和)를 실현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지구적 공공성’(global publicness)으로 명명될 수 있다.

동학에서 시작되어 천도교로 이어지고,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으로 계승된 ‘개벽종교’로 불리는

이 그룹들은 문명의 탈바꿈[개벽]을 위해 유무상자(有無相資), 해원상생(解寃相生), 상생상화(相

生相和), 제생의세(濟生醫世) 등 상생윤리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명전환 운동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최시형은 수운 최제우의 개벽사상을 이어받아 종래의 ‘도덕’개념을 ‘윤리도덕’에서 ‘지구도덕’

으로 전환시켰다. 그의 “천지부모-만물동포”사상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하여 지구적 차원의 ‘지구윤리’를 일찍이 제창한 것이다.

원불교에 이르면 ‘일원(一圓)의 우주론’이 전개되는데, 일원은 우주만물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신

념의 표현이다. 송규의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
자”라는 삼동윤리 또한 지구적 차원의 보편윤리에 기반한 공공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인간중심에서 지구중심의 인문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구인문학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인문학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지구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구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귀어야 할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태대(Ecozoic Era)’라는 새로운 시대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지구공동체론은 인격·비인격, 생명·무생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지하의 ‘우주적 공동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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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구인문학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지구살림학’을 지향한다
는 점에서 단지 ‘문사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지구법학이나 지구인류학, 또는 지구정치학이나 지구

종교학, 지구평화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영역이 들어올 수 있다. 천도교와 원불교의 사해일가(四海

一家)나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사상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마스 베리의 지구공동체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위기는 인간이 지구시스템을 교란시킨 결과

이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전환이 필요하고, 지구적 연대, 즉 지구공치(地球共治,
Global Governance)가 요청된다. 아울러 인간 중심의 ‘인간세’ 또는 ‘인류세’에서 지구 중심의 ‘지
구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구인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이다.

최근 지구의 위기와 관련하여 울리히 벡은 다른 저서 [자기만의 신]에서 인류의 미래는 열린 종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보편적 성격을 가진 종교야말로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주의의 극

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서구지배적인 과학과 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근
대 한국종교의 선각자들은 이에 대해 응전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들의 예지가 오늘날 더욱

요청된다. 문명의 한계에 다다른 지금 지구적 공공성 구축을 위해 지구인문학은 필수적인 분야가 되
어가고 있다.

Abstract

The themes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encompass civilizational conflic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generation gap, and ideological conflict. The ideology we must pursue now must include, above all, the spirit

of life, peace, mutual benefit, and harmony. It is thought that the reformist religion of
modern Korea can provide important ideological wisdom necessary to form new values for humanity, for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 To do so, 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at Wonkwang University was selected as a university-focus

research institute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16. It has decided
to use ‘reform’ as the keyword for the ‘Publicity and new civilization of modern Korean

religions,’ shedding new light on the achievements of the self-motivated modernization

movement in terms of ‘publicity.’ ‘Reform,’ which was advocated via Donghak (lit. East-

ern Learning), was the ideology of Koreans’ self-motivated modernization movement.

Section 2-4 현실에 답하는 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진흥 전략 모색

547

The reform religion can be classified as a ‘reform group’ in that they chose a third path,
different from that of ‘Cheoksapa’ Group and ‘Enlightenment Group.’ The publicity this

reformist religion sought to realize involved life (living) and peace as well as repentance
and universal harmony on a global scale beyond the boundaries of humans and the
state.

These groups, called ‘Reformist religions’, originating in Donghak, continued within

Cheondogyo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and were inherited by Jeungsangyo, Dae-

jonggyo, and Won Buddhism. For the reform of civilization, they suggested theories of
coexistence, such as: ‘the haves and have-nots help each other;’ ‘resolve grudges for the

mutual benefits of all life;’ ‘coexistence and mutual harmony,’ and ‘saving one’s own life
first before saving the world from ills,’ and they actively carried out a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movement. For example, Sihyung Choi inherited the reform idea of Su-un
Jewoo Choi and changed the conventional concept of ‘morality’ from ‘ethical morality’

to ‘earthly morality.’ His idea of ‘heaven and earth parents—all things are compatriots’
recognizes the earth as one ‘community’ and promotes ‘Earth morality’ at the global
level by paying attention to the interdependence of all living things in it. The ‘Theory of

the whole universe’ develops in Won Buddhism, and the whole is an expression of the

belief that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basically ‘one’. Gyu Song’s triple ethics, ‘Let’s

build the whole world as one form of logic in one fence, one family in one house, and
one worker in one workplace’ asserted publicity based on universal ethics at the global
level as well.

Now, the world must transform from human-centered to earth-centered humanities.

Here, Earth Humanities refers the field of study that recognizes the Earth as a community and regards non-human beings as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and a subject
of the humanities. Geophysicist Thomas Berry proposes the concept of a new era called

the ‘Ecozoic Era,’ arguing that the Earth should be recognized as a subject to befriend
and not as an object of exploitation. His theory of earth community connects with Ji-ha

Kim’s concept of the ‘cosmic common subject’ in that it includes character-non-character and life-non-life. Earth humanities is not limited only to Literature, History, and Phi-

losophy in that it aims for ‘Earth Living’, which considers the earth as one community,
and it can include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Earth jurisprudence, Earth anthropol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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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y, Earth politics, Earth religion, and Earth peace studies. The idea of the ‘Four oceans
are one family’ or the ‘World is one family of Cheondokyo and Won Buddhism is in line
with Thomas Berry’s concept of a global community, as it aims to create a world where
humans and all things form one community.

The global crisis of COVID-19 that humanity is facing today is the result of human disruption of the Earth system. To overcome the pandemic, global transformation and

global solidarity, that is, Global Governance, are required. Moreover, a transition from
the human-centered ‘anthropocene’ to earth-centered ‘anthropocene’ is needed. Earth
humanities as a study aims to meet the demand of the times.

Regarding the recent global crisis, Ulrich Beck argues in his other book ‘A God of One’s

Own’ that the future of mankind depends on open religion. He believes that a religion

with a universal character can respond to the maximization of capitalism through neoliberalism. By the time Western-dominated science and capitalism landed on the Kore-

an Peninsula, pioneers of modern Korean religion replied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Their foresight demands more from us today. Now that the limit of human civilization
has been reached, global humanities is becoming an essential field for building global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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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은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근대 한국
종교의 공공성과 새로운 문명”의 키워드를 ‘개벽’으로 설정하고, 자생적 근대화 운동의 성과를 ‘공공

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동학에서부터 제창된 ‘개벽’은 한국의 자생적
근대화 운동(indigenous modernity movement)의 사상적 이념이었고, 이들은 척사파나 개화파

와는 다른 제3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개벽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개벽종교가 추구한 공공
성은 인간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적(global) 차원의 생명(살림)과 평화, 회통과 공화(共和)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지구적 공공성’(global publicness)으로 명명될 수 있다.

19세기 말에 한반도에 상륙한 이성 중심의 서구 근대문명은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인권, 개

인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건설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

점자본주의의 지구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와 빈부격차,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와 자연파괴 및 지구

환경의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즉 자연과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과 파괴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자국 중심, 인간 중심의 근대화를 진

행한 결과 국가와 국가 간, 인간과 자연 간의 공공성이 깨져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서구적 근

대문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 문명을 지향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한반도에서 탄생한 일련의 자생종교이다.

동학에서 시작되어 천도교로 이어지고,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으로 계승된 ‘개벽종교’로 불리는

이 그룹들은 문명의 탈바꿈[개벽]을 위해 유무상자(有無相資), 해원상생(解寃相生), 상생상화(相
生相和), 제생의세(濟生醫世) 등 상생윤리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문명전환 운동을 진행했다. 이것

이 바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슬로건인 ‘개벽’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종교 전통, 그 중
에서도 특히 100여 년 전의 한국 동학을 비롯하여 증산종교, 원불교 등 근대 한국종교가 지향했던
생명과 평화에 바탕을 둔 ‘지구적 공공성’은 주목할 만하다. 개벽종교가 지향한 ‘공공성’은 ‘천지만물

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인간은 물론이고 만물이 공화(共和)하는 상생의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天地〕을 공경〔敬物〕과 은혜〔四恩〕의 관계로 보는 윤리로 구체화시켰
다. 이러한 개벽종교가 제시한 지구적 공공성은 오늘날과 같은 지구위험시대에 하나의 통찰과 지침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 19 펜데믹이 보여주듯,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을 내장한 지구위험시대이다. 이
제는 공생과 상생의 공공성을 토대로 한 문명적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인간과 자
연 모두에게 착취가 아닌 외경과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나아가는 인류세에서 지구세로의 새로운 문
명을 건설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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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벽종교의 지구적 공공성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개벽사상을 이어받아 종래의 ‘도덕’
개념을 ‘윤리도덕’에서 ‘지구도덕’으로 전환시켰다. 여기에서 ‘윤리도덕’이란 신분제도와 혈연주의에

바탕을 둔 인의예지의 사회적 질서를 말한다. 반면에 ‘지구도덕’은 만물이 생태적으로 얽혀 있다는

존재론적 원리에 입각한 상호존중과 만물평등의 윤리를 말한다. 그래서 최시형의 지구도덕에서는
신분과 혈연의 차등이 부정되고 인간과 사물의 위계가 사라진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상이 최시형의 “천지부모-만물동포”이다. 최시형은 인간과 만물의 존재

론적 근거를 천지, 즉 지구에 두면서, 모든 존재는 지구라는 ‘포태’안에서 살고는 자식과 같다고 하였
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존재론적 위계가 없고, 모두가 지구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동포에 다름 아
니며, 인간은 물론이고 사물까지도 하늘처럼 존중해야 한다는 경인(敬人)과 경물(敬物)의 윤리를

설파하였다. 이것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상호의
존성에 주목하여 지구적 차원의 ‘지구윤리’를 제창하고 있다

천도교에 이어서 원불교에 이르면 ‘일원(一圓)의 우주론’이 전개되는데, 일원은 우주만물이 근본적
으로 ‘하나’라는 신념의 표현이다. 원불교의 경우에는 지구공동체의 의존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은(

四恩) 을 말하고 있다. 사은이란 모든 존재는 천지[지구]와 부모, 동포와 법률이라는 네 가지 은혜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상으로, 일원과 더불어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핵
심사상이다.

박중빈을 이은 송규(宋奎, 900-1962)는 1961년에 삼동윤리(三同倫理)를 발표하였는데, 삼동윤리
란 동원도리(同源道理)‧동기연계(同氣連契)‧동척사업(同拓事業)으로, 게송으로는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삼동윤

리에서 ‘동(同)’은 ‘하나’(一圓) 또는 ‘함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동원도리는 “세상의 모든 진리
는 하나이다”는 뜻이고, 동기연계는 “만물은 하나의 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동척사업은 “
하나 된 세계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말이다. 이렇듯 근대한국 개벽종교가 지향한 개벽사상은 지
구적 공공성과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한국 근대종교의 보편적 철학성에 대한 발견은 한국종교학의 체계를 세운 류병덕이 이미 주

장한 바 있다. 그는 근대 한국종교 사상을 한국의 철학체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

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국의 철학으로 확립되었다. 1)류병덕은 근대 한국종교의 사상에 대해 철학
성을 부여한 것이다. 말하자면, 최제우의 후천개벽사상만이 아니라 김항(金恒, 1826-1898)의 정역

사상,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신명사상, 나철(羅喆, 1864-1916)의 삼일철학, 박중빈의 일원

철학을 근대 민중철학의 5대맥으로 불렀다.2) 이는 한반도로부터 발신된,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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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편철학의 보고(寶庫)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3. 인간중심에서 지구중심의 인문학: 지구인문학

지구인문학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인문학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구인문학에 가장 걸맞는 대
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베리(1914-2009)이다. 자신을 ‘지구학자’(Geologian 또는 Earth Scholar)

라고 자칭한 그는 지금까지의 학문들은 모두 인간이 지구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지구의 목적을 위해 지구를 연구할 때가 왔다고 제창하였다. 아울러 지구를 착취의 대상
이 아닌 사귀어야 할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태대(Ecozoic Era)’라는 새로운 시대
개념을 제안하였다. 3)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지구라는 우주선(우주선지구) 안에서 다른 존

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런 의미에서 그는 ‘지구공동체’(Earth Community)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지구공동체는 인격·비인격, 생명·무생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지하의
‘우주적 공동 주체’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5)

또한 토마스 베리는 지구공동체 개념에 입각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구
법’(Earth Jurisprudence)을 제창하였는데, 이 제안은 최근에 현실화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

년 3월에 전 세계 최초로 ‘강’에다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왕거누이 강의 오염을 우
려한 뉴질랜드 의회와 원주민 마오리족이 합작해서 지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6) 이러한 흐름을 반영

하여 최근에 한국에서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

어 지구중심주의로가 출간되었다. 7)

또한 인류학 분야에서도 종래의 인간 중심의 인류학을 넘어서(beyond) 지구적 차원의 인류학이 시
도되고 있다. 2013년에 출간된 에두아르도 콘(Eduardo Kohn)의  숲은 생각한다8) 가 그것이다. 원

제는 “How Forests Think: Toward an Anthropology Beyond the Human”인데, 부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서도 ‘사유’능력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의 인류학
을 넘어서(beyond)는’ 지구적 차원의 인류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학문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구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

고 있다. 지구인문학도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지구살림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단지 ‘

문사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지구법학이나 지구인류학, 또는 지구정치학이나 지구종교학, 지구평
화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영역이 들어올 수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위기는 인간이 지구시스템을 교란시킨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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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전환(Glob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고, 지구적 연대,
즉 지구공치(地球共治, Global Governance)가 요청된다. 아울러 인간 중심의 ‘인간세’ 또는 ‘인류
세’에서 지구 중심의 ‘지구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구인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이다.

4. 나오며

동학에서 시작하여 천도교, 원불교에 이르는 근대 한국의 개벽종교에서도 지구학에서 사용하고 있
는 ‘지구적 상상(global imaginary)’이나 ‘지구적 의식’(global consciousness)과 같은 개념을 찾

을 수 있다. 해월 최시형의 “천지부모 만물동포” 사상, 소태산 박중빈의 ‘일원’과 ‘사은’, 정산 송규의
‘한울안’과 ‘삼동윤리’, 천도교와 원불교의 사해일가(四海一家)나 세계일가(世界一家) 등이 그것이

다. 이것들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마스 베리의 ‘지
구공동체’(Global Community)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Foreign  Affairs 에 기고한 글 ｢문화는 숙명인

가?｣(Is Culture Destiny?)에서 동학이나 불교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지구민주주

의’(global democracy)개념을 제창하였다. 또한 인도의 저명한 생태운동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1952-)도 “지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Vasudhaiva Kutumbakam>

에 바탕을 둔 Earth Democracy김대중과의 차이를 말한다면 global과 earth로써 이 또한 각각의
주장의 특징을 반영한다를 주창하였다. 특히 김대중이 말하는 ‘지구민주주의’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
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학사상가 해월 최시형(1927-1898)

이 제시한 ‘경물(敬物)’개념을 연상시키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태민주주의’나 9) ‘지구법’과도 상
통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개벽종교에는 지구적 공공성의 요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

의 분리라는 근대화 테제가 동아시아에서는 최근 100여 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

문이다. 그 전까지는 천인합일이나 천인상생과 같은, 토마스 베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구와 인간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천인관(天人觀)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나 지구환경 위기 등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며, 해결책도

인간이 쥐고 있다. 최근 지구의 위기와 관련하여 울리히 벡은 다른 저서 [자기만의 신]에서 향후 인류
의 미래는 신 혹은 진리와 직접 소통하는 열린 종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야말로 신자

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극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종교의 교의는 세계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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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 듯 종교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전파된다. 따라서 그는

종교의 참여를 “평화가 진리를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인류의 존속이 결정된다.”, “‘세계

정치에서 더 이상 종교가 하는 역할이 없다’라는 테제에서 ‘종교는 세계정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
행한다’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10) 고 한다. 그만큼 시급하기도 하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
적인 종교의 보편사상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종교가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지배

적인 과학과 자본주의의 물결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이들은 꽃을 피웠고, 새로운

현대문명에 대한 대응의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선각자들의 예지가 오늘날 비로소 요청되고 있다. 문
명의 한계에 다다른 지금 지구적 공공성 구축을 위해 지구인문학은 필수적인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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