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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근대문명을 발전시킨 동력은 인간중심주의와 모두에게

욕망 추구의 자유를 법적 인권으로 보장한 것이다. 근대

문명은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이를 합리적 이념으로 정당
화하였다. 그러나 지금 근대문명은 그 동력의 자기파괴적

모순에 의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부터 파생한 모순
은 자연생태계를 유린하고 파괴하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확대, 심화시켰
다. 생태계 파괴는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가파르게 심화되었다. 지금 인류는 격화일로에

있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및 전지구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
는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미래에 대한 낙관은 무너지고 이

대로 가면 인간이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
으로 암울해 하고 있다.

자기파괴적 근대문명은 붕괴가 불가피하다. 이 위기에서

인류가 벗어나는 첫걸음은 근대문명의 구심력이 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

의는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이든 인간이든 타자를 대상화하고 지배·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 인간중심주의는 자기 삶의 터전인 생태계는 물론이고 사회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
들어 결국에는 생존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모순에서 벗어나자면 먼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철저한 극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대과학에 압도되어 인문정신을 잃
어버리고 인간존재의 의식 내면 탐구로 후퇴한 근대인문학으로는 그러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근대적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전통 인문학의 성과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전통 인문학은 ‘
사람됨’, ‘사람다움’을 학문 최고의 가치로 삼았는데, 그 ‘사람다움’을 세계 구성의 일원으로서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온전히 체현하는 것이었다. 이 전통에 의하면 인간의 사람됨은 천하 만물의 이치를
밝혀 그 부모가 되는 천지의 이법에 합치하도록 각각의 존재성이 조화롭게 발현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천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성은 천하만물을 형제처럼 생각하는 공공

성(公共性)이다. 인문정신을 이 공공성의 체현에 두고 인문학 체계를 수립한 대표적인 학문적 성과
로는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가 있다.

전통 인문학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성의 영특함을 마치 암세

포와 같이 개별 존재의 이해에 매몰되어 끝내는 존재 자체와 그 생명의 바탕인 세계를 해치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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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인간 욕망의 무차별적 긍정도 공공성과 괴리된 사욕마저도 정당화함으로써 모순에서 벗
어나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든다. 근대이성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근대문

명이 자기파괴적 혼돈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만 할뿐 문제 해결의 갈피를 찾지 못하는 원인
은 다름 아닌 공공성의 인문정신을 상실한 데 있다.

지금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근대문명의 파국에서 자신을 구할 탈근대 인문학이다. 탈근대 인문학은
근대문명의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인류의 오랜 유산인 공공성의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인문학,
천하만물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의 사람됨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탈근대
인문학은 ‘法古創新’하는 인문학이다.

Abstrac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is anthropocentrism

an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pursue our desire for legal human rights for all. Modern
civilization justified it as a rational ideology as the worldview of evolutionary theory, but
it is now in danger of collapse due to the self-destructive contradiction of driving force.

The contradiction derived from this devastated and destroyed natural ecosystem, endangering the survival of mankind, expanding and deepening social divisions and confrontations.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expanded globally and steeply intensified
towards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Now, humanity is facing intensifying social

divisions, conflicts, and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It’s a global disaster, with lost
optimism towards a grim future creating concerns for our own survival as a species.

The collapse of a self-destructive modern civilization is inevitable. The first step for mankind to escape from this crisis is by overcoming anthropocentrism, which has become

the central force of modern civilization. Anthropocentrism seeks to objectify, dominate,
and possess the other, whether natural or human, to satisfy selfish desires. This selfish
anthropocentrism destroys and devastates not only the ecosystem, the home of human

life, but also society, making it impossible for survival. To escape from of this contradiction, humans need to criticize and thoroughly overcome such selfish and exclusive

anthropocentrism. However, humans cannot accomplish such task within modern humanities, which, overwhelmed by modern science, has lost the spirit of human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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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계인문학포럼

retreated into exploring the consciousness of human existence.

In overcoming modern anthropocentrism, the achievements of traditional humanities
have become valuable assets. Traditional humanities have regarded ‘character’ and

‘humanitas’ as the best values of the study, which was fully embodying the natural sociality of humans by having that ‘humanitas’ as a member of the world. According to this

tradition, being human is to reveal the reason of all things in the world and make each
existence harmoniously expressed so that it conforms to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
which becomes its parents. An indispensable sociality to have to wholly bear such a
heavenly mandate is ‘publicness’, which considers all things in the world as brothers.

“Seonghakshipdo” (“Ten Diagrams of the Sacred Learning” by Toegye Yi Hwang) and
“Daeseunggihinronso”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are major academic

achievements in establishing the humanities system with humanities spirit in the realization of this publicness.

In terms of publicness, which is the core value of traditional humanities, anthropocentrism harms and destroys the existence itself and the world, the basis of its life, which

ends up burying the intellect of human reason in th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existence like cancer cells. Moreover, the indiscriminate affirmation of human desire justifies self-interest which is far from publicity, making it impossible to find a way out of the
contradiction whatsoever. The loss of the humanities spirit of publicness is the definite

cause of modern reason having lost its direction and that modern civilization has only
plunged deeper and deeper into self-destructive chaos and is unable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What is urgent for mankind now is postmodern humanities that will save itself from the
catastrophe of modern civilization. Post-modern humanities should be humanities that

overcomes the anthropocentrism of modern civilization, restores the humanistic spirit

of publicness, which is the long heritage of mankind, and aims for humans to live in a

world where all things coexist. In that sense, postmodern humanities are humanities
that can be labelled ‘Beopgo Changsin (Create the new while do not contradict the spirit
of the classics)’; meaning the creation of the new by emulating the spirit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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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학의 전통과 근대 인문학

인문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다. 인류는 생태환경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

면서 삶을 영위해왔다. 그런 만큼 인류는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
회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나 모순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인문학은 그러
한 도전과 노력으로부터 탄생하고 발전하였다. 인문학의 역사가 오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모순을 해결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의 삶은 그를 둘러싼 무

수한 존재들과의 복합적인 관계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의 모순과 고통은 그 관계로부터 생긴
다. 관계에서 표출되는 모순과 고통은 주체적 측면과 객체적 측면의 원인이 상호 연기적으로 결합되

어 발생한다. 따라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한 연기적으로 결합된 각각의 분면을 구성하는
수많은 이치와, 그 이치들이 결합하는 원리들을 궁구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인문학은 그 순리를 찾
고 통찰하여 해결책을 찾고 이를 삶으로 구현하는 학문이었다.

그러했던 까닭에 애초 인문학은 생존 관계망을 구성하는 존재들과 관계망에 대한 여러 분과 학문들
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이었고, 철학 혹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경세학과 실용성이 있는 다양한 분

과 과학이 결합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에 따라, 가령 신학의 권위가 압도적이

었던 중세와 같이, 특정 분야 학문의 비중이 커지기도 하는 등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중세 말까지
는 지속되었다.

동양의 전통에서 보면 인문학은 13경, 혹은 4서 5경으로 구성되었고, 역경 시경 서경 춘추등 철학

과 경세학을 중심에 두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 등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우
리는 19세기 초반 정약용이 구축하였던 다산학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서구의 인문학 전통 또한 다르지 않았다. 서구 인문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라 할 수
있다. 파이데이아는 소피스트들이 청년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학문체계로로 자연철학, 철
학, 수학 등을 중심으로 수사학, 문법, 음악, 체조, 지리학 등 당대 학문 전반을 망라하였다. 이 인문
학은 ‘알테스 리베랄레스’로 불리기도 했는데 시민인 자유인을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 기르기 위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폭 넓은 소양과 이에 관련된 학문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로마시대 이후에는 ‘후마니타스’(humanitas) 로, 중세 대학교육 태동기의 ‘아르스 리베랄리스’(ars
liberalis)로 이어졌다. 1)

이러한 인문학의 전통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동을 겪는다. 근대로 들어오면 인문

학은 인간의 근원문제나 인간의 문화와 가치,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이해하는, 달리 말해

인간의 존재와 사상 문화에 관한 탐구하는 제한된 분과학문으로 후퇴한다. 삶의 구성하는 관계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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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연구하던 학문에서 그 구성요소의 한 부분인 인간 존재를 이해 하는 학문으로 축소된다. 2) 근대
인문학의 연구분야는 구체적으로는 언어·언어학·문학·역사 ·법률· 철학·고고학·예술사·비평 예술

의 이론과 실천 등이다. 현대의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거나, 더 분야를 좁혀
서 사회과학과도 분리된 문학, 역사, 철학을 지칭하는 분과학문으로 제한되고 있다.

근대에 들어 인문학의 연구 범위를 축소시킨 학문적 계기는 데카르트의 철학으로부터 나왔다. 데카

르트는 근대과학의 이념을 정식화한 철학자로 유명하다. 데카르트는 신을 대신해 인간을 사유하는
주체로 격상시키고, 인간의 의식에 명석판명하게 알려지는 것만을 객관적 지식으로 인정하는 근대

과학의 이념을 정립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직관과 연역에만 의존해 성립하는 수학을 당
대 학문 가운데 최고 과학이자 가장 학문다운 학문으로 보았다.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인간 이성을 주체로 새로운 과학 및 학문관을 정립하자 이를 계기로 학문의 근

대적 분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수학의 발달과 그 성과에 기반을 두었던 자연과학이 독자적 연구방법
론을 수립하며 자립하였고, 그 뒤를 이어 관찰 가능한 사회현상을 연구하던 법률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등의 사회과학이 인문학에서 독립해 나갔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독립해 나가자 결국 인문학은 가시적 관찰대상이 되기 어려운 인간 의식 내

면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로, 다시 말해 인간의 근원문제나 인간의 문화와 가치,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로 그 연구 범위가 축소되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구성하는 관계

망 전체를 연구하던 학문에서 관계망의 한 축이라 할 인간 존재를, 그 가운데서도 가시적으로 관찰
하기 어려운 의식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후퇴하였다. 그 연구방법 또한 경험적 접근과 검증이 곤

란한 분석적, 비판적, 사변적 방법에 의존하였던 까닭에 근대과학의 반열에 들기 어려웠다. 이로 말
미암아 근대 인문학은 빠르게 학문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인간됨을 추구하는 그 본래적 지향 또한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인류사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은 이와 같이 과학과 인문학의 학문위상이 근본적으로 전도되는 과
정이었고, 인문학 자체로는 생존 관계망과 그 속에서의 인간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던 학문에서 그
관계망과 분리된 인간존재의 의식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문명사적
으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한 것일까?

2. 근대이성과 근대문명의 인간중심주의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달과 연계하여 괄목할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인류는 이러한 성과에 경탄하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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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과학의 힘으로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에서도 마침내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을 키워갔다. 그

희망은 특히 대자본 주도로 공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던 20세기에 들면서 마침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근대적 이성과
과학에 의거한 사회구성과 운영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간, 민족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

소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확대하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학의 성과는 그 갈등과 대립
을 더욱 파괴적으로 악화시키기 방향으로 이용되었다. 근대 과학으로부터 파생한 모순은 사회적 분
열과 대립을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연생태계를 유린하고 파괴하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

태롭게 만들고 있다. 생태계 파괴는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가파르게 심화
되었다. 지금 인류는 격화일로에 있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및 전지구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생태

계 파괴에 직면해 미래에 대한 낙관은 무너지고 이대로 가면 과연 인간이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
까하는 걱정으로 암울해 하고 있다.

인간 이성과 과학에 의거한 근대 문명이 도리어 자기 파괴의 모순에 빠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근대의 학문과 문명을 이끈 견인차였던 과학은 인간 이성이 합리적이고 선하다는 것을 거의 맹목에
가까울 정도로 신뢰하였다. 인류의 근대는 서구의 르네상스로부터 싹터 나왔다. 르네상스는 중세를
지배한 종교적, 신적 이성이 비합리적이고 우매하였음을 폭로하고, 세속권력이 기득권에 집착해 신
성과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 야만적으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억압하
였음을 고발하였다. 이를 계승해 데카르트는 그 굴레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전면적으로 해방시키는
확고한 학문적 정초를 구축하려 하였고, 이를 계기로 인간의 이성이 신적 이성을 전면 대체하는 이

른바 근대과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근대과학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합리적 관찰 및 사유능력에 의
거할 뿐 아니라 그 활동이 객관적, 정합적, 인과적으로 수행되게 할 나름의 합리적 규칙과 방법론을

수립하며 발달하였다. 맹신에 가깝다 할 만큼 인간 이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이러한 과정을 배경
으로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과연 근대의 과학적 이성은 합리적기만 한가? 이와 관련해 먼저 검토할 것은 데카르트와 그
의 후계자들이 너무도 당연한 이성적 판단이라 전제했던 인간중심적 자연관이다. 그것은 합리적 이

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므로 인간이 자연계의 “주인이요 소유자”여야 한다는 인간 위주의
세계관이자 자연관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세계관을 주위세계의 존재자들을 도구적으로 이용하

려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들을 대상화시켜 객관적인 이론을 구성하기도 하는 현존재(인

간)의 관심 즉 인간중심적인 지배 욕구라 비판하였다. 근대과학 이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
관념은 바로 주위 세계를 대상화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지배하려는 인간 위주의 관점이다.3) 인간 활

동을 근원적으로 방향 짓는 이 기본 관점에서 근대 이성은 치명적 한계라 할 자연환경 유린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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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질서체계 파괴 요인을 이미 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근대의 과학적 이성은 인간의 욕망 추구를 적극 긍정하였다.4) 중세는 신적 이성을 앞세워 대중

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희생시키면서 소수 지배층만이 한껏 욕망을 추구한 사회였다. 중세사회
를 무너뜨린 시민혁명은 그 모순을 개혁하면서 시민 모두에게 욕망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였다. 인

간은 합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성적 방법으로 욕망을 추구할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대사회를 성립시키고 발달시킨 사회적 동력은 모두에게 욕망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한 것과 그 실현을 뒷받침한 과학적 혹은 실증적 이성의 개발과 활용이었다. 근대 계몽
사상가들은 과학적 혹은 실증적 이성이 개발되면 근대적 산업과 자유 시장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꽃피며, 물질적․지성적․도덕적 요인들이 인간의 최대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결합되는 사회적 진보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작 근대사회와 역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몽사상가들의 기대와는 근본적으로 괴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한 괴리는 지당한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욕망추구의 자유가 현실에서는 결

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추구는 역사적으로는 자
본주의 시장경제를 발달로 귀결되었다. 자본주의가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게 되자 ‘과학적, 실증적 지

성’의 개발과 이용도 결국 자본이 주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자기증식 즉 자본축적을 일
차적이자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달성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과학적, 실증적 지성’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

고 시장에서 생존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과학적, 실증적 지성’을 자본축적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자본의 운동성은 이윤축적에 맹목적으로 매몰

되면서 합리성과 사회성을 상실해 갔다.5) 근대 과학이성의 사회관 또한 욕망을 긍정하는 인간관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모두에게 욕망 추

구의 자유가 주어지면 필연적으로 사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모두에게 공
평하게 주어진 자유지만 개별 존재들 각각의 욕망 충족을 위한 활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평등과 공

정이라는 사회적 한계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방향을 제시한 근대 과학자가 찰스

다윈이었다. 다윈은 근대과학의 방법론에 의거해 자연계의 변화 발전을 연구하여 진화론을 수립하
였다. 다윈의 진화론은 중세 신학의 창조론을 과학적 연구로 부정함으로써 근대 세계관 수립에 결정

적으로 기여하였다.6)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계의 변화 발전이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른다는 이론이었

다. 다윈의 진화론은 곧 바로 당대 사회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적자생존 이론

에 의거해 인간사회의 진보를 설명하는 사회진화론을 수립하였다. 사회진화론은 사적 자유가 사회
적으로 충돌할 경우 그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적자생존 이론에서 찾았다. 적자생존이라는 경쟁과정을
통해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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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화론에 따르면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경쟁하는 국면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타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이성을 작동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적
자생존을 위해 “저 마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럼으로써 남들을 그 같은 유리한 지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투쟁 혹은 행동”해야 한다.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사회진화론은 인간사회 내에서도
차별적 분리를 만들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지배하는 것을 정

당화한다. 그리하여 결국 근대이성은 문명과 미개,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 엘리트와 대중 등등의
기준으로 사회적 분리와 차별을 만들고, 상대를 배제하는 강자 위주의 차별과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말하자면 합리적이라 자부하였던 근대의 과학이성은 그 스스로의 한계로 말미암아 근대문명을 발

달시킬수록 자연생태계와 그 질서를 파괴, 훼손하였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적대를 심화시
켰다. 그리하여 결국 근대는 고작해야 불합리한 욕망이 과학과 학문을 도구로 이용하여 한껏 위세를

떨치는 또 하나의 자기파괴적 야만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근대과학과 이성이 주도하였던 근대문명

의 발달은 20세기말 폭발적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을 계기로 마침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
하는 총체적 문명붕괴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3. 근대이성의 형평성 상실과 인문정신의 실종

근대문명을 발전시킨 기본 동력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사적으로 욕망을 추

구할 자유를 사회적 기본권 또는 인권으로 보장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성의 합리적 활동의 결정
체인 과학의 발달이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인간은 과학을 이용해 욕망을 효과적 합리적으로 추구

하고 달성할 수 있었고, 과학은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들의 직, 간접적 지원을 토대로 발달하였다. 말
하자면 근대는 신을 대신해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이성에 의거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여 문명을
발전시킨 시대였다.

근대문명을 발달시킨 이성을 근대이성이라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하나는 경
험적으로 현실을 관찰해서 법칙적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다른 하나는 기본의 사회제도

나 관행이 내포하고 있는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능력이었다. 계몽사상가 이래 근대인들은 인간의 정
신적 능력인 이성이 대상을 왜곡 없이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 능력에 의거해 법칙
적 지식을 산출하고, 사회제도나 관행을 비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근대학문관의 정초를 놓
은 데카르트는 참된 학문은 직관과 합리적 연역으로 수립된다고 선언하였다.7) 근대학문은 말하자
면 이성의 직관, 관찰력과 합리적 연역, 추리에 의거해 성립하고 발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과연 왜곡이나 편견 없이 대상을 직관할 수 있는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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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는가? 물론 자연과학 분야의 일부 영역에서와 제한적이나마 직관의 순수성을 검증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직관의 순수성, 무오류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다. 말하자면 그 순수성은, 반증 가능성이 열려있는, 확률적,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수가 명시적
이든 묵시적이든 “그렇다고 인정”하자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설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다는 것

이다. 그런 까닭에 다수설, 일반론, 또는 기존 질서나 제도에 대한 저항 또는 도전 등이 직관의 순수
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다수설이나 일반론이 집단적 편견에 지나지 않은 사례는 무

수히 많고, 기존 질서나 제도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 또 다른 편견에 의거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앞서 검토한 데카르트 이래의 자연계를 대상화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적 관점이나, 홉스 이

래의 욕망 추구의 자유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한 것 또한 이른바 ‘직관과 합리적 연역’에 의한
근대이성의 합리적 판단이었다. 근대문명이 자기파괴의 임계점애 이른 지금도 여전히 근대문명은 이
와 같은 근대이성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근대이성의 한 축으로 이루는 직관의 순수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직

관의 순수성에 대한 비판은 철학자 니체나 프로이트, 융, 라캉 등의 정신과학자들에 의해 20세기 초
반부터 제기되었다. 니체는 직관을 이성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작동하는 정신작용으로
보았고, 정신과학자들은 직관을 잠재의식, 무의식에 지배를 받은 의식활동으로 이해하였다. 현대의
정신과학과 뇌과학은 이러한 직관이성의 작동과정을 미세 관찰과 실험을 통해 해명하는 연구를 빠
르게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인간이 대상과 마주하게 되면 이성은 감성적 측면과 지성적 측면에서 대상에 대해 반응한다. 감성과
지성은 불가분한 이성의 두 분면으로 상호 연관하는 구조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기능은 각별하

다. 대상 자체의 객관적 상태가 그러하든, 주체가 희망하는 것이든 간에 대상에 과부족, 곧 남는 부

분(잉여: 大·多·長·老·廣·外·動·上·暗)과 모자라는 부분(부족:小·寡·短·少·狹·內·靜·下·明)이 있

게 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이 작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이 작용한다. 물

론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는 감성과 지성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율배분적으로 기능하지
만 상호 연관하며 서로를 동반자로 취합하면서 인과율을 차제를 밟아 안정점과 평형점을 향해 나

아간다. 시간적으로는 감성이 먼저 발동하고 뒤이어 지성이 발동하지만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안정점을 향해 나아간다. 지성과 감성이 상호작용을 거쳐 평형점에 이르면 이성은 객관적 인과율을
온전히 발현한다.8)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언제나 이러한 평형상태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일
상에서의 인식과 판단은 평형성 위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감성이나 지성 어느 한쪽에 치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은 그러한 인식에 의거해 선악을 판단하고 가치를 설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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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평형성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성적

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믿는다. 그렇게 인식하는 무리가 다수를 이루면 그 믿음은 사회적으로 인정되
는 진실로까지 받아들여진다. 근대이성과 근대문명이 자기파괴적 파국에 이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오류에 있었다. 인간의 이성과 욕망, 인간 중심 관점에 대한 부분별한 긍정은 감성과 지성의 평형을
이루지 못한 다중의 이성이 공업(共業)으로 형성한 편향된 이념일 뿐이었다.

인간 이성의 작용에 불합리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은 아득한 상고시대부터 있었고, 이를 경

계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학문으로 정립되어 후대로 전승되었다. 그 학문의 중심을 이룬 것이 인
문학이었다. 전통 인문학은 학문의 목표를 인간됨,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구현하는데 두었다. 인간다

움이란 인간의 정수라 할 정신을 온전히 활용해 삶과 세상을 순리적으로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었다. 인간답기 위해서는 그 인식과 판단, 행위가 천지자연의 순리를 발현하는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므로 그 시작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철저한 이치의 탐구 , 즉 격물궁리(格物窮理)였다. 격물궁리는

인간 이성의 활동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격물궁리를 온전하게 하자면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이성의 두
측면인 감성과 지성의 평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통 인문학은 그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은 공공성을 체현하는 데서 찾았다. 공공성은 천하 만물의

보편적 사회성으로 존재가 관계에서 자기중심성을 초월하여 상호 중심성 혹은 탈중심성을 온전히

실현할 때 구현된다. 관계에서 상호 중심성, 탈중심성이란 인간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동시적 전방위
적으로 등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이란 ‘무아(無我)’의 사회성이다. 전통 인문학
의 인문정신의 핵심은 공공성이다. 전통 인문학에서 공공성을 확립하는 중심 학문이 철학이었다. 철

학의 학문영역은 인식론·존재론· 가치론으로 구성되는 바 그 가운데 이성의 형평성을 중심 과제로
삼았던 분야가 인식론이었다.

이와는 달리 근대 인문학은 르네상스 시기 고대 인문학의 계승과 부흥을 기치로 출발하였지만 그 역

사적 행보는 전통 인문학과는 달랐다. 중세에는 정치권력이 된 신학이 철학을 봉쇄하고 모든 학문 위
에 군림하여 학문과 사회의 진보를 가로 막았다. 근대 이행기 신학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과 도
전은 자연과학계가 선도하였다. 자연과학이 검증 가능한 합리적 연구로 신학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을 폭로하고 무너뜨렸으며,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그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그 성과를 활용하여 상공
업을 발달시켜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이를 배경으로 계몽사상가들이 대거 등장해 정치적으

로 시민들을 결집함으로써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근대 이행과정이 이러했던 까닭에 시민혁
명 이후 자연과학은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중세시기 신학의 직접적 통제를 받으

며 크게 위축되었던 철학을 비롯해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그 발달이 부진하였다. 결국 전통적인 학문
질서는 무너졌고, 앞서 언급한 대로 자연과학이 진정한 학문으로 격상되면서 인문학으로부터 독립

해 갔고, 사회과학조차 그 뒤를 이었다. 결국 과학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변화에서 뒤처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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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문학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주변부 학문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근대과학의 인간중심주의가 대상을 인식하는 기본 관점으로 자라 잡았고, 전

통 인문학이 중시한 공공성의 인문정신은 쇠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성은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사적 욕망에 편향된 도구적 이성의 남용은 결국 근대문명 그 자체의 붕괴위기를 초래하기
에 이른 것이다.

4. 공공성의 인문정신 회복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인문학

근대문명의 붕괴를 불러 온 근대이성의 자기파괴적 모순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 애초 르네
상스의 인간중심주의는 초월적 신 또는 교회이성의 불합리에 저항하며 등장하였다. 인간중심주의

혹은 휴머니즘은 근대로 이행하던 역사시기에는 부당한 종교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인간과 사회
를 해방시켰던 점에서 진보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종교가 사회적인 구속이 되지 못하게 되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이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이성을 활용하는 존
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념으로 힘

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심이동은 인간의 욕망을 적극 긍정하고 개개인에게 욕망 추구의 자
유를 법적 인권으로 보장하였던 근대이행기의 사회변혁과 짝을 이루며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중심주의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성을 활용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근대인

의 전형을 형성하는데 중심 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생존방식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 자연계
의 순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삶의 방식으로까지 정당화되었다. 일차적으로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

였던 인간중심주의는 나아가 욕망의 충돌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자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강자 중심의 이기적 지배논리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하여 결국 자연과 타
자를 대상화하고 그 존재성을 유린,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욕망이기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자기파괴적 근대문명은 붕괴가 불가피하다. 이 위기에서 인류가 벗어나는 첫걸음은 근대문명의 구심

력이 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이든 인간
이든 타자를 대상화하고 지배·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 인간중심주의는 자기 삶의 터전

인 생태계는 물론이고 사회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생존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모순에서 벗어나자면 먼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철저한 극복이 필

요하다. 그러나 근대과학에 압도되어 인문정신을 잃어버리고 인간존재의 의식 내면 탐구로 후퇴한

근대인문학으로는 그러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근대인문학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인간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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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고 인문정신을 재정립하는 탈근대 인문학의 건립이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근대적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전통 인문학의 성과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전통 인문학은 ‘
사람됨’, ‘사람다움’을 학문 최고의 가치로 삼았는데, 그 ‘사람다움’을 세계 구성의 일원으로서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온전히 체현하는 것이었다. ‘사람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전통은 특히 동
양학에서 두드러졌다. 그 전통은 [주역] ‘비괘(賁卦)’에 인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라 하겠고, 그 사상의 핵심은 천문(天文)의 이법에 합치하게 천하 만물이 각각의 존재성을 조화롭

게 발현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전통에 의하면 인간의 사람됨은 천하 만물의 이치를 밝혀
그 부모가 되는 천지의 이법에 합치하도록 각각의 존재성이 조화롭게 발현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천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성은 천하만물을 형제처럼 생각하는 공공성
(公共性)이다.

인문학이 이러한 공공성을 배우고 체현하는 학문임을 명확히 제시한 학자로 주목되는 이는 퇴계(退
溪) 이황(李滉)이다. 퇴계는 인문학의 핵심 공부체계를 [성학십도(聖學十圖)]로 정리하였다. [성학

십도]는 제1도 태극도(太極圖)가 그 시작이다. 태극도는 무극(無極)·태극(太極)으로부터 천하 만
물과 세계가 화생(化生)하는 과정을 역(易)의 원리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밝힌 것으로 곧 인문학의
궁극적 목표를 추상적 철학원리로 제시한 것이다. 이 원리에 의거해 인문학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

것이이 제2도인 서명도(西銘圖)다. 서명(西銘)은 횡거(橫渠) 장재(張載)가 저술한 것인데, 퇴계는
이 서명이 사람됨의 학문 목표를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보고 태극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배치하였다.

“건(乾)을 부(父)라 하며, 곤(坤)을 모(母)라고 한다. 나는 매우 작은 존재로서, 흔연히 그 가운데에 자

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사이에 들어찬 것은 나의 몸이며, 천지를 이끄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동포이며, 모든 사물이 나와 같은 족속이다. … 성인(聖人)이란 그 덕이 천지
와 더불어 합치되는 사람이며, 현인(賢人)이란 빼어난 사람이다. … 천지의 조화를 알면 그 천지 부

모의 사업을 잘 계속하며, 그 조화 속의 신묘함을 다 궁구하면 그 천지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게 된
다. 보이지 않는 방구석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을 보존하
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음이다.”

9)

역의 원리에 따르면 태극이 일양일음(一陽一陰)으로 나뉘고,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5행을 낳는
다. “무극의 진(眞)과 이(二)·오(五)의 정(精)이‘ 묘합(妙合)하여 엉기면 건도(乾道)와 곤도(坤道)를

이루는데, 이 두 기가 교감하여 만물이 화생(化生)한다.10) 따라서 천지 사이의 만물은 건과 곤을 부

모로 태어난 동포이자 같은 족속이고, 비록 그 각각은 분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되게 건곤 교감

의 이치를 소이연(所以然)으로 한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빼어남을 얻은 영특한 존재
로 태어났다. 이것은 인간의 천명이 곧 천지의 조화와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만물의 부모인 천지

곧 건곤의 이법이 동포이자 같은 족속인 모든 존재와 그 세계의 합리적 질서체계로 체현되도록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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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됨은 형제이자 족속인 모든 사람과 사물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그

각각이 존재성을 체현하고 조화롭게 발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이 천명에 합치하는 사람의 도리
가 인(仁)과 의(義)다.

퇴계는 서명도를 통해 건·곤 두 이치의 교감으로 화생한 만물로 구성된 세계에서 그 일원으로 태어

난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온전히 체현하는 것을 인문학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계구성의 일원으로
서의 사회성이란 만물을 형제, 족속으로 공평하게 사랑하는, 달리 말해 인간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동시적·전방위적으로 등가적 관계를 형성하여 순리적인 조화를 완성하는 공공성이다.11) 공공성이

란 세계를 구성하는 만물 본연의 보편적 사회성이다. 모든 존재가 그 본연의 공공성을 체현하면 존
재와 세계는 그 생명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변화가 무궁한 활동을 펼친다.

인간 마음의 영특함은 존재 본연의 세계성 혹은 사회성이라 할 공공성에 입각해 발현되어야만 순리
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두고 순천자(順天者)는 길(吉)하고 흥(興)한다고 하였다. 사
람의 공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동력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을 뜻을
세운다는 의미로 입지(立志)라 한다. 인문학 공부의 시작은 언제나 입지를 바르고 원대하게 하는 데
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공부나 행위가 전부 공공성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성과 괴
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전통 인문학에서는 공공성과 괴리된 목표나 동기를 사욕(私

慾) 또는 사욕(邪慾)이라 경계했다. 이것은 존재의 이해에 매몰되어 세계성을 상실한 것으로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존재와 사회를 파괴하는 악(惡)이 된다. 퇴계는 기대승과 벌인 사단칠정(四

端七情)논쟁을 통해 인간의 이성이 공공성과 괴리되어 오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발동의 단초에
서부터 이를 바로잡는 공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탁견은 [성학십도]에서는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로 정리되어 있다.

퇴계는 공공성을 체현하는 공부법을 주자의 글을 인용해 방심(放心)을 물리치는 신독(愼獨)과 본연
의 성품을 기르는 계구(戒懼) 존양(存養)으로 체계화하였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영특한 존

재다. 인간의 영특함은 마음에 있다. 허령(虛靈)·지각(知覺)·신명(神明)한 마음은 아래로는 몸을 주
재하고, 위로는 만물의 이치와 그 부모 되는 건곤, 나아가 건곤의 근원이 되는 음양과 태극, 무극이 이
치까지도 체인(體認)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건·곤의 이치와 더불어 그 이치에 합치하는 천

하세계의 조화와 질서를 완성하는 삼재(三才)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그 영특함을 오용
하면 도리어 자신과 모든 존재를 파괴하고, 그 생존의 바탕인 세계의 질서체계조차 무너뜨릴 수 있

다. 전통 인문학은 이 위험성을 경계하여 그 영특함, 달리말해 이성이 오용되지 않도록 그 작동 단초
에서부터 철저히 바로잡는 공부를 중시하였다.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가는 신독(愼獨)과 본연의 마음
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계구(戒懼)가 그 공부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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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욕이 마음의 영명함을 가려버리면 구방심(求放心)신독(愼獨)과 계구(戒懼)·존양(存養)

이 가능하지 않다. 그 상태에서는 의리를 따르고자 애써도 그것이 도리어 의리를 해친다. 그런 까닭
에 인문학 공부는 먼저 마음의 영명함이 살아나도록 사욕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켜야 하고, 그 상

태로 사욕에 가려 의리를 벗어났던 말과 생각과 행위를 바로잡아 가며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공부가 정제엄숙(整齊嚴肅)·유일집중(唯一執中)·상성성(常惺惺)으로 정리되는 경(敬)이고, 인문
학은 바로 이 경(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하는 지경(持敬)을 근본으로 하여야 한다. 퇴계는 “경
(敬)이란 상하에 다 통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착수하는 데서나 그 공부의 효과를 거두는 데서나 항

상 실천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12)이라 중시하고, 인문학 공부체계인 [성학십도] 전체가 경(敬)을 위

주로 하였다고 하였다.

퇴계 보다 앞서 인간이성의 함정과 욕망의 불합리와 모순에 대해 연구한 학자는 신라 중기에 활동하
였던 원효(元曉)였다. 원효의 비판은 퇴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심오하였다. 당대에 이미 세계 최고

의 불학자로 명성을 얻었던 원효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명저 [대승기신론소]에서 만물의 궁극적 근

원을 일심(一心)이라 하고, 일심으로부터 만물이 연기(緣起)한다고 하였다. 원효는 일심을 체(體)로,

그 현상인 만물을 용(用)으로 설명하였다. 인간 또한 그 용(用)이며, 인간의 몸을 주재하는 의식 또한
그 용(用)이다. 원효는 마음을 부처의 마음(覺心, 眞如心)과 중생의 마음(不覺心, 衆生心)으로 나
누었는데, 중생심은 진여심이 무명·악업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았다. 원효는 중생심을 불가의 용
법에 따라 의식(意識)으로 불렀다.13)

근대이성은 원효의 분류법에 따르면 진여와 합치하는 각심(覺心)일수도, 불각심(不覺心)인 의식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성 일반은 의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의식은 무명에 의

해 오염된 번뇌심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 속성은 허상인 ‘아(我)에 집착해 대상을 왜곡

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악업을 짓는다. 인간의 욕망은 그 무명에서 시작된 업감연기(業感緣起)
가 의식(6식) 범주에서 현상하는 작용이자 악업(惡業)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심(心)이 무명에 물들면서 연기(緣起)의 원리에 따라 심의식(深意識:아
뢰야식)에서 잠재의식(말나식)을 거쳐 가시적 반경인 의식(6식)과 악업으로 현상하는 과정을 분석

하고 연기차제별 의식 및 악업의 속성과 인과를 해명하였다. 나아가 원효는 악업과 오염된 의식을 환
멸연기(幻滅緣起)의 원리에 따라 청정한 본래 마음(覺心)을 회복하는 수행법을 체계화하였다. 원

효가 제시한 수행법 곧 인문학 공부의 핵심은 심급별로 구분되는 선정(禪定)과 관법(觀法)의 실행
이었다. 원효의 인문학은 체계화된 선정과 관법에 의해 깨침을 체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불성(佛性)
인 화엄법계(華嚴法界)의 공공성을 체현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퇴계는 심(心) 본연의 영명(靈明)함을 회복하고 기르는 기본 공부법으로 경(敬)
을 중시하였다. 퇴계가 중시한 성리학의 경(敬)은 그 학문적 연원이 불가(佛學)의 선정(禪定)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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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효가 제시한 선정은 수행 심급에 따라 정(定)의 심천과 방법이 다르고 관법(觀法)도 각별하다.

이에 비해 성리학의 경(敬)은 그러한 단계 구분 없이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져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성리학의 경(敬)이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간화선법이 유행하던 남송 시대에 그
영향을 받으며 성립되었기 때문이다.14) 그런 만큼 성리학의 경(敬)은 화엄불학의 선정에 비해 치밀하

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다.

요컨대 전통 인문학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은 근대문명의 양대 축이라 할 인간중심주의와 인간 욕망

에 대한 긍정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성의 영특함
을 마치 암세포와 같이 개별 존재의 이해에 매몰되어 끝내는 존재 자체와 그 생명의 바탕인 세계를
해치고 파괴한다. 또한 인간 욕망의 무차별적 긍정도 공공성과 괴리된 사욕마저도 정당화함으로써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든다. 근대이성이 방향성을 상실
하고, 근대문명이 자기파괴적 혼돈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만 할뿐 문제 해결의 갈피를 찾지
못하는 원인은 다름 아닌 공공성의 인문정신을 상실한 데 있다.

지금 인류는 근대문명의 파국에서 자신을 구할 인문학을 절실히 찾고 있다. 그 인문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류의 오랜 유산인 공공성의 인문정신을 회복하는 인문학, 천하만물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의 사람됨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이어야 한다. 공공성의 인문정신은 특히 전통 인문학의 특히 동양학

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므로 탈근대 인문학은 전통 인문학의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
키는 ‘法古創新’의 학문으로 발전할 것이다.
NOTE

1) 이광주.[교양의 탄생 – 유럽을 만든 인문정신](한길사) 2009.

2) 우리나라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을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 의미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3) 최진덕.[인문학, 철학, 그리고 유학](청계) 64쪽.2004.

4) 홍승표.[동양사상과 탈현대적 삶](계명대학교 출판부) 81쪽. 2011.

5) 이윤갑.[현대의 문명사적 위기와 새로운 선택 – 탈중심적 삶의 방식과 등가적 소통체계의 구성][민족문화논총](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6. 2002.; [현대의 문명사적 위기와 인문생태적 전환][인문생태의 눈으로 지역혁신을 꿈꾼다](계명대학교
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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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유상.[인간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를 위한 총론 - 인간의 이해(3)][사회철학]6·7합본호(사회철학사, 1995) 74~78쪽.
9) 이황, [퇴계선집](윤사순 역주. 현암사). 316~319쪽.1993.
10) 이황, 앞의 책(1993). 310-312쪽.

11) 박유상.[사회철학의 새로운 지평][사회철학](영륜사회철학연구소) 창간호. 22쪽.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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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황, 앞의 책(1993). 334쪽.

13) [대승기신론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박유상.[대승기신론강좌]1~7권(도서출판 방하).2012~2014.
이기영.[원효사상-1.세계관](홍법원).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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