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리학의 주지적 전통과 경제발전

1. 유교자본주의론

우리는 지금 근대 서구문명의 소산물인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삼국은 세계 최첨단의 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

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지금도 유교가 행위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학자는 “유교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

들의 깊이를 재는 척도는 그 사람의 유교에 대한 이해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1)고 단언한

다. 최근 대통령을 탄핵한 광화문 광장 민중의 힘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유교적 마인드

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20세기 초, 일본에 의하여 조선이 패망하자, 유교가 그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른바 유교망국론이 그것이다. 재일 사학자 강재언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그는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2)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나는 식민지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에 속한다. 한국이 왜 자율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해서 식민지

로 전락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항상 뇌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왕조 해체기에

수구와 혁신 간의 갈등과 전말을 사상사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한 사상적 배경을 ‘주자일존朱子一尊(주자만을 존숭함)’ ‘현실과

유리된 성리학’이라고 진단한다. 현상윤도 모화사상․당쟁․가족주의․계급사상․문약․산업

능력의 저하 등을 유교가 한국에서 지은 ‘죄’라고 규정했다.3)

이와 같은 비판의식은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1세기라는 시간

적 지평에서 볼 때, 우리의 근대화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근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약 1세기 만에 최대 취약점이었던 과학기술은 이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일찍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물론, 싱가포

르․타이완, 그리고 뒤늦게 개혁개방을 통하여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불과 40여년 만에 놀라울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 40년을 살아온 지

식인들은 ‘왜 우리는 성공하였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전통적 자유시장경제이론이나 제국

주의론, 종속이이론 등 기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문화적 동인을

유교에서 찾았다. 이른바 ‘유교자본주의론’이 그것이다.

1)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2012, 195쪽 참조

2) 강재언․하우봉,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한길사, 2003, 25쪽 참조

3) 현상윤,『조선유학사』,나남, 2008, 45쪽-49쪽



기존의 유교자본주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 형성에 유교의 문화적 전통이 큰

기여를 하였다. 즉 높은 교육열과 엄격한 노동윤리가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이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 유교적인 정치질서와 사회제도의 전통이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강력하게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가족공동체주의, 도덕

성의 중시 등 유교적 전통이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이외에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한국경제발전의 요인으로 ‘풍부한 노동력, 외자의 성공

적 유치, 수출의 성공적 달성, 정부주도형 경제정책, 기업가의 성장의지, 국민들의 의지’등을

거론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주로 6,70년대 한국경제 발전의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당

시 한국의 주요 산업은 신발․섬유․전기제품 등 노동 집약적인 분야였다. 그러므로 엄격한

노동윤리와 교육받은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강력한 정부주도의 경제 정책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첨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이 요인들

만 가지고 한국경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악화

시키며 국제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력은 주로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입된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2. 한국 경제의 원동력: 첨단 기술개발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인구증가․자본증가․수요의 변화․기술진보’를 들고

있다. 이담 스미스, 맬더스 등 고전 경제학자들은 노동과 토지가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인이

라고 보았다. 최근에는 자본과 노동이 핵심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국토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협소하며, 노동력의 원천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

리고 자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본이나 노동보다 ‘기술’이 우선이라는 학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슘페터(Schumpeter)는

‘기술은 과학을 기업화하는 활동으로서, 기술이 혁신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

주의 경제발전의 유일한 원동력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술은 ‘정밀정확도 요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 원시공업, 1/100mm이하 <호미․낫․완구류 등>

2단계 : 경공업, 1/1,000mm이하 <직물․시멘트․식료품․펄프․전선 등>

3단계 : 노동집약 공업, 1/1,000mm 이하 <라디오․카메라․철강․철도차량․농업기계 등>

4단계 : 중화학 공업, 1/10,000mm 이하 <자동차․선박․통신기․계측기․고급 특수강 등>

5단계: 지식집약 산업, 1/100,000mm 이하<대형 전산기․항공기․원자력산업․우주로켓

등>

한국은 60,70년대 경제 개발 초기에 주로 2,3단계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양질의 노동력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상품은 IT제품과 자동차․선박․철강 등이다. 이제 원자력 산업과 항공기 등 5단계 기

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용되었다. 지금 한국경제의 견인차는 바로 이 첨단기술들이

다. 물론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에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미흡하다.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도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세계전체의 첨단산업 생산증가가 연평균 10% 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향후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동안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생명공학 분야 특허점유의 증가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3. 첨단기술 개발의 배경: 주지적 전통

정밀도 1/10,000mm 이하, 나아가 1/100,000mm 이하의 첨단기술은 고도의 과학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 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은 고도기술과 두뇌집약산업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한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지식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식

은 노동력․자본․자원․기술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재결합하고 새로운 방식으

로 작동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의 노동집약산업에서부터 자

본․기술집약산업 구조를 달성하고 이제 두뇌․지식집약산업 구조로 이행해 가고 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요인으로 지목한 공동체주의․

엄격한 노동윤리․우수한 관료 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유교의

‘주지적 전통’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한국인은 정감을 중시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한류열풍의 주역들은 한국

적 감성을 기반으로 순수한 사랑(겨울연가)이나 형제애(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그린 감수성

짙은 영상물과, 전통적인 ‘흥’에 기반을 둔 k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는 강한 주지적 전통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주지적 전통은

한국유학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 시대 500년 동안 한국 지식인 사회의 주류는 성리

학자들이었다. 성리학은 양명학이나 고증학보다 분석적이며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합리

적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은 사단칠정논변과 호락논변 등 한국 성리학 논쟁 과정에서 잘 드

러난다. 사단칠정논변의 주역인 이황(李滉, 退溪 1501-1570)과 기대승(奇大升, 高峯 1527-15

72)은 연령과 신분 등 일체의 외적인 조건을 배제하고, 인간의 정감을 이기론으로써 해명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신의 학설을 치밀하게 논증하는 동시에 상대

방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주장과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재비판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이이(李珥, 栗谷 1536-1584)와 성혼(成渾, 牛溪 1535-1598)에게 이어졌

으며 계속하여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17,18세기에 전개된 호락논변도 100년 이상, 수십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인간과 자연의 본성 문제, 그리고 마음의 작용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심설논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쟁들은 500년 가까이 지속된 치열한 ‘논리 싸움’으로서, 학문을 숭상하고 교육

을 중시하는 풍토와 결합하여 강한 주지적 전통을 형성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퇴계

와 고봉의 논변과정을 검토해 보자.

제1규정.추만 [1537년] : 사단은 리에서 발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출한다[四端發

於理 七情發於氣]4)

4) 『退溪集』,卷41, 「天命圖說後敍」, <天命舊圖>. 『退溪集』,卷16, 「論四端七情 第1書」 8쪽 : “四



제2규정. 퇴계[1553년] : 사단은 리의 발현이고, 칠정은 기의 발동이다[四端理之發,

七情氣之發.]5)

제3규정. 퇴계[1559년] :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

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므로 선악이 있다 [四端之發, 純理故無不善; 七情之發 兼氣故

有善惡]6)

제4규정. 퇴계 [1560년] : 사단은 리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

은 기가 발동함에 리가 그것을 타고 있는 것이다[“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

之].7)

제5규정. 고봉 [1561년]: 정의 발동은 때로는 리가 움직임에 기가 갖추어지는 것

이고, 때로는 기가 감응함에 리가 타고 있는 것이다[情之發也, 或理動而氣俱, 或氣感而

理乘]8)

제6규정. 퇴계 [1568] : 사단의 정은 리가 발현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니 본래 순

선무악하여 악이 없는데, 반드시 리의 발현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에

가리워진 후에 不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리가 그것

을 타고 있으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만일 기가 발동한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하여 그 리를 멸하게 되면 방탕하여 악이 되는 것입니다[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揜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

發不中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9)

이 논변은 어떻게 도적적 정감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기론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다. 그 발단이 되는 추만의 제1규정이 1537년에 나오고 퇴계의 최종학설이 1568년에 나왔다.

‘사단/칠정’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무려 31년간이나 지속된 것이다. 조선 후기

에도 사단칠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오늘날도 이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성리학의 주지적 전통이야말로 서구의 과학적 성과를 단시일 내에 소화하여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불과 40여년 만에 국민소득을 100배 이상 증가시킨 한국

경제발전의 진정한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21세기에도, 이 전통은 고도한 지적 역량을

요구하는 두뇌․지식집약산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端發於理, 七情發於氣.”

5) 『退溪集』, 卷41, 「天命圖說後敍」 , <天命新圖> :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6) 『退溪集』, 卷16 : “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

7) 『退溪集』,卷16 :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

8) 『高峯集』, 「兩先生四七理氣往復書」, 下篇, : “情之發也, 或理動而氣俱, 或氣感而理乘.”

9) 『退溪集』, 卷7 : “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揜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

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