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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근대

중국유학 관련 인문사회 연구는 총 18편으로 예년과 대동소이하다. 주

목할 것은 최근 중국의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유학부흥운동에 

대한 연구가 다소 있으나, 중국과는 달리 이 같은 추세가 근대중국유

학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근대 유학은 

현 공산당과 전통을 연결시키는 교량이자, 유학의 현대화라는 타이틀

에 부합하는 유학 연구의 기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주로 1840

년 이후 활동한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 공양학파에서 20세

기 량수밍[梁漱溟], 후스[胡適]는 물론, 무종산[牟宗三]으로 대표되는 대만

신유가(臺灣新儒家)에 이르는 근대 유가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발표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 근대중국유학연구의 폭발적 증가는커

녕 전년보다도 못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여전히 한국 연구자들에게 

근대중국유학은 시간적 근접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거리감이 큰 대상

이었다.

그 이유로는 먼저, 관련 연구의 수요 부족과 이에 따른 연구자 부족

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philosophy의 번역어 철학(哲學)은 

서구철학을 의미한다. 이른바 이 근대 전통(?)은 현재 한국사회에도 이

어져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통철학의 위상을 현저히 낮추

었다. 국내 각 대학에서 동양철학과 또는 동양철학학부는 간간히 보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서양철학의 중심의 철학과를 설치, 운영한다. 

최근에는 이 철학과마저도 대학 경영상의 이유로 통폐합되고 있다. 취

업이 대학과 학문의 존재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학과의 축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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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인문학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현실은 연구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 기존 철학과에

서 대략 30% 정도에 불과한 동양철학 전공교수들, 그리고 동양철학연

구 중 가장 비중이 적은 근대중국연구는 당연히 관련연구의 저조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원전 해석과 이해의 어려움이다. 근대중

국의 철학문헌은 문어체와 백화체가 공존한다. 또 이 둘을 섞은 반백화

체도 있다. 서구어의 가차어도 마찬가지로 문헌의 이해를 저해한다. 원

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동양철학연구에서 기초의 기초이다. 그런데 

다양한 문체와 신조어가 혼합된 근대문헌을 완벽히 해석하기란 출토문

헌을 보는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난제이다. 예로 복약백(福若伯)이 프뢰

벨(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의 한자식 표기중 하나라는 점을 알

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동시에 근대 중국 지성은 한중일은 

물론 서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시 중국철학을 올바르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철학, 역사, 문화 등 지성사

적 흐름까지도 확인해야만 한다. 이 같은 넓은 연구 토대를 한 명의 연구

자가 온전히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관련연구 역

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식 토대나 사회 관습에 부합하는 연구를 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이 서구든, 동아시아든, 고대든, 현대든 모든 

철학은 지금 이 곳을 반영한 인식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은 현

재철학이다. 이 말에는 ‘연구자의 의도와 무관한 강한 당파적 평가’가 

포함된다. 특히 현재의 출발인 근대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정서와 너

무도 가깝다. 때문에 관련연구도 너무도 쉽게 국가, 민족, 문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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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등으로 포장된 강한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단된다. 우리가 일제강

점기 식민지 한국에서 벌어진 보편적이고 이상주의적 철학 논의의 대

부분을 일종의 간접적 친일행위라고 못 박고, 일본의 대동아공영 문명

개화론을 군국주의 침략정책의 적치(赤幟)라 규정하며, 사회주의 중국

의 유학부흥을 국가주도의 전근대적 회귀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 지향이 강한 유교철학, 더욱이 근대유교철학은 당파

적 이해를 떠나서 논의할 수도, 될 수도 없다. 때문에 근대유교연구는 여

전히 현존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적 맹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 압

박으로 인해 관련연구는 타시기보다 한층 더 침체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암울한 연구현실 속에서도 중국근대연구는 나름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 2016년도 총 18편 중에 철학과 사학분야가 6편이

고, 문학이 5편, 서지학이 1편이다. 예년에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도 

연구가 나왔지만, 전년에는 관련 연구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사회학

이나 정치학의 연구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들인데, 

근대 중국 및 유학을 통해 근대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점차 줄어드는 추

세로 보인다. 다만, 이들 분야의 연구가 한국유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이황직의 「해방 이후 유교 근대화 시도에 대한 분석

과 평가」(『사회이론』 50, 한국사회이론학회, 2016)과 김시천의 「왜 다

시 유교인가? 아시아적 가치와 현대사회」(『정치와평론』 18, 한국정치평

론학회, 2016)는 주목할 만한 관련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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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전년도 중국 근대 유가연구의 주요 인물로는 역시 양계초(梁啓超)이다. 

이외에 강유위(康有爲), 장병린(章炳麟), 장쥔마이[張君勱], 치앤쉬앤통[錢

玄同] 등을 포함하여 철학 3편, 사학 2편, 문학 4편 그리고 서지학 1편 

등 총 10편의 연구가 있었다. 다음은 관련 목록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이혜경
CHINESE CONSTITUTIONALIST 
AND REVOLUTIONIST VIEWS ON 
CHOSŎN KOREA

Acta Koreana 

19-1

계명대학교 한

국학연구원

철학 한성구
중국 근대 심력설(心力說)과 양계초(梁
啓超)의 미학 사상

유교사상문화연

구 66
한국유교학회

사학 정지호
淸末民初 梁啓超의 聯邦制論과 ‘新中
國' 建設

중국근현대사 연

구 72

중국근현대 사

학회

문학 배종석
양계초(梁啓超)의 재일시기(在日時期) 
시사(詩詞) 연구

大東文化硏究 95
성대대동문화연

구원

문학 최형욱 량치차오의 尙武精神論 탐구
중국어문학논집 

96

중국어문학 연

구회

문학
한효

우림걸
양계초(梁啓超) 저술에 나타난 아동관
과 아동 문학론

泮矯語文硏究 44 반교어문학회

서지학
정성미
송일기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내용 분석 서지학연구 68 한국서지학회

위를 보면, 양계초 관련 연구는 총 7편으로 문사철 및 서지학에서 골

고루 나왔다. 양계초는 유학을 포함하여 근대중국학문을 집대성한 대

가로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외에 강유위 관련 연구가 

2편, 장병린, 장쥔마이, 치앤쉬안통 관련 연구가 각 1편이다. 그중 이혜

경은 양계초와 장병린을, 이강범은 치앤쉬안통과 강유위를 비교한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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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의 연구는 안중근의 이토히로부미 암살을 계기로 양자가 

보는 안중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이혜경은 양계초

를 입헌주의자(constitutionalist)로 장병린을 혁명가(revolutionist)로 보

았다. 다만, 안중근의 암살이 1909년이 일어났는데, 관련 인용 문헌들

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제 양계초는 이 시기 입헌주

의자라기 보다는 보수반동적 위치에서 청나라 황실의 존속을 주장하

였다. 장병린은 혁명가였지만, 그의 문헌은 매우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잘 읽히지 않았다. 특히 저본으로 제시한 장병린의 Anjungsong(安君訟) 

또는 Anjunbei(安君碑)와 양계초의 Song of the autumn winds breaking the 

wisteria(秋風斷藤曲)가 1909년 사건 직후 나온 것인데, 이때도 이들을 입

헌주의자와 혁명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성구의 연구는 근대 중국에서 미학이 어떻게 출발하였는지를 보

여준다. 당시 “미육(美育)으로 나라를 구하자.”, “미육으로 종교를 대신

하자.”는 구호가 있었으며, 양계초는 이를 ‘심력(心力)’이라고 새롭게 해

석했다고 한다. 특히 ‘심력은 양계초의 전후기 미학 사상을 꿰뚫고 있는

데, 정신과 물질, 동양과 서구를 융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였다.’ 그

의 말년 5.4운동을 경험하고 중국의 유학과 서구의 마르크르주의를 융

합시키는데 있어서 심력은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정

지호, 배종석, 최형욱, 및 한효, 우림걸과 정성미, 송일기 등이 사학, 문학 

및 서지학에서 양계초를 연구하였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윤미영 청일전쟁과 강유위(康有爲)의 페미니즘 일본사상 31
한국일본 사상

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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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강범
전현동의 강유위 경학사상 계승과 문호
의 초월

中國語文學誌 

57
중국어문학회

철학 심창애
장군매가 바라본 중국 유가철학의 현실
과 대응방안

儒學硏究 37
충남대 유학연

구소

기타 연구 인물로는 강유위와 치앤쉬앤통과 장쥔마이가 있다. 윤미

영은 강유위의 페미니즘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강유위를 비롯한 당시 

동아시아 사상가들의 여성관을 페미니즘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다

소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그가 전개했던 부전족운동과 여성교육

진흥은 실제로 여성을 국가·사회의 이익에 종속시킴으로써 근대 중국

여성의 진정한 주체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평하고 있다. 근

대기 동아시아의 여성관은 근대화라는 목적에 종속된 것이었다. 즉 여

성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적거나 없었다고 보아

야 한다. 이런 구상은 “부국강종”이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점진적으로 페미니즘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나, 

너무 낙관적인 일반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이강범의 연구는 치앤쉬앤통의 경학의 학문적 계보를 적은 것이다. 

청말의 정치문화적 혼란상황에서 그가 강유위, 장병린, 최적(崔適)과의 

교류가 그의 경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치앤쉬앤통은 고금

학이라는 전통경학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경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민국초 신문화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평

가이다. 

심창애는 중국 근대 과현논쟁의 주도자인 장쥔메이의 유가철학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쥔메이는 중국 신유가들의 공통점이 그대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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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다. 양명심학에 기반하여 주자이학을 수용하고 서구 또는 일본에

서 수학한 것이다. 이런 점은 무종산(牟宗三), 쉬푸관(徐復觀), 시옹스리

(熊十力) 등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의 유가철학을 잘 정리

하였다.

3. 주제별 분류

전년도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크게 전통 유학의 연장, 현재 

중국의 근대성 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통적 유학의 연장에서 

다룬 주제들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신현승
신유학의 대동사상과 인(仁)의 공동
체

동아시아문화연

구 66

한양대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철학 이상화
근대 중국 지식인의 진, 선, 미 개념 
연구

人文硏究 76
영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사학 배경한
戊戌維新 전야 개혁파의 아시아 인
식

중국근현대사연

구 70

중국근현대사연

구회

사학 이춘복
청대 公羊學派의 대일통사상과 淸末 
개혁파의 대민족주의

중국근현대사연

구71

중국근현대사학

회

문학 김화진
청말 교육사상의 근대적 전환과 동성
고문(桐城古文)

中國語文論叢 76 중국어문 연구회

신현승은 일본 미조구찌유조(溝口雄三)에게 수학한 연구자이다. 미

조구찌유조는 물론, 시마다겐지(島田虔次) 등의 일본 근현대학자들의 

사상을 섭렵하고 국가민족주의를 초월한 사상으로써 유학을 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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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신현승은 이 연구에서 양명학의 이상사회론과 그 연장선에서 

담사동(譚嗣同)의 인학(仁學)을 통해 인류사회의 통합적 사상으로 유가

를 설정하였다.

이상화는 근대중국철학연구자이다. 이상화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

학과의 중국근대이해와 연결된다. 이상화는 중국의 과현논쟁과 그 파

생으로 미학의 출현이 서구철학의 수입과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중국의 진선미 개념의 성립 과정을 유입된 서

구학문과 비교하였다.

배경한은 무술유신 참가자들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청나라에서는 일본 침략을 다루이도키치(樽

井藤吉)의 「大東合邦論」으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계초, 강유위 등 

공양파들의 국제정치관은 확장되었다. 이춘복은 공양학파 통일사상의 

연원을 고찰하였다. 공양학파 즉 훗날 양계초, 강유위에 의해 이루어진 

대민족주의와 손문의 한족중심의 공화개혁론의 충돌의 기미는 이미 이

때부터 나타났던 것이다. 김화진은 청말 교육사상의 변화를 당대 청대

학술의 중심이었던 동성파(桐城派)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은 근대성 

관련 연구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안재호
대륙 신유가와 중국 문화정책 - 유교
만능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

中國學報 78 한국중국학회

사학 김창규 중국 관료제의 근대성과 비판전통 역사학연구 63 호남사학회

안재호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국가주도 유학에 대해 비판적인 연

구를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유학을 만능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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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학계 역시 학문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

하여 중국에서 유학은 점차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

지 않을까 의심된다.

김창규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논

의는 이미 대부분 나온 것들이다. 막스베버는 『유교와 도교』에서 아시

아의 관료주의가 지닌 한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논변이 없다. 이는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안재호의 「대륙 신유가와 중국 문화정책–유교만능주의를 피하기 위

하여–」는 ‘현재 중국 유학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대한 

연구이다. 안재호는 현재 중국의 유학열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유학이 아니라 유교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사회정치적으로 해석하

고 나아가 제도 건립에까지 활용하려 한다. 이런 특징이 가장 강렬

하게 “대륙 신유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치 동중서(董

仲舒)가 한무제(漢武帝)에게 정통성을 선물하면서 “독존유술(獨尊儒

術)”을 외쳤던 것처럼, 이들은 유교헌정(儒敎憲政) 등을 통해 중국정

부에게 권력의 합법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구상하는 유

교 국가를 건립하려 한다.1

1　안재호(2016) 390-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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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국에서 중국몽(中國夢)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학열

에 대한 비판적 설명이다. 2010년 들면서 급속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심

각한 빈부격차를 양산하고 있었다. 또한 이른바 가진 자들의 갑질 또한 

일상적인 것이었다. 가진 자들에게는 공안도, 정부도, 외국공관도 돈으

로 해결되는 부정부패의 사회였다. 이를 잘 대변한 말이 “중국에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

력도 실시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

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다. 그것은 유학을 통해 중국정

보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문혁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유학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학

의 이상적 사회건설과는 달리 대륙 신유학은 점차 이데올로기화하였다. 

안재홍은 이를 정치유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끄는 말”에서 설명했듯이 오늘날 “대륙 신유가”는 유학이 아니

라 유교를 강조하면서 사회정치적인 해석과 제도 건립을 위해 노

력하는 것을 주된 주장과 특징으로 한다. 이런 유파를 흔히 “정치유

학”파라고 부르는데,2

마치 과거 근대중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

면, 이제는 유교를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중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국의 유교연구자들은 충분한 검

증없이 한국의 전통 유학을 중국의 아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재호 역

2　안재호(2016),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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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륙 신유가”를 비판하는 또 다른 중국학자들의 견해와 학문태도, 

그리고 公民宗敎說을 주장하는 陳明과 같은 “대륙 신유가”의 작업을 통

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전망은 유의미하게 읽힌다. “중국적인 동시에 세

계적인 것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행보가 국가의 성장을 보완하거나 

포장하려 하며 민족주의적 기호를 보였던 이전의 차원을 넘어서 전방

위적 차원에서 자신의 색채를 밝히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잠시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교류가 주춤했지만, 곧 중국의 유학 이데

올로기 공세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이 G2로 성장한 이상 그들의 주장은 

곧 정론이 되기 일쑤이다. 이들의 비논리의 논리를 비판하고 한국유학

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길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반면, 김창규의 「중국 관료제의 근대성과 비판전통」은 학문의 논리

성과 치밀성을 되새기게 한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형성된 관료제를 통

해 동아시아 정확히는 중국에 근대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중국의 관

료제를 근대성(정확히는 전근대성)과 연결시킨 학자는 헤겔도 마르크

스도 아닌 바로 막스베버(Max Weber)이다. 막스베버는 『유교와 도교』

에서 사회적 기초로써 관료제를 다루고 있다.3

막스베버는 관료제가 있다고 해서 근대성과 바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것은 아라비아의 관료제가 근대성과 연결되지 못한 이유와

도 같다. 11세기 이후 중국 송명대의 관료제가 발달하긴 했으나, 여전히 

황제의 권한을 넘긴 힘들었다. 관료들 중에는 황제와 투쟁하여 자신들

3　막스베버 저, 이상률 역, 『유교와 도교』, 문예출판사, 2003. “2. 사회학적 기초 : B. 봉건국
가와 봉록 국가”, “3. 사회학적 기초 : C. 행정과 농업제도”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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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관료는 황제의 선택에 의

해 정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황제권의 약화는 가져올 수 없었다.

과거제와 관련해서 김창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제는 인간 이성이 일궈낸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관료제 사회는 현재의 근대성 개념에 아주 근접해 있다.

반면 과거제에 대한 막스베버의 고찰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7세기 말부터 완전히 실시된 시험제도는 가산제적 지배

자가, 자신과 공훈귀족의 방식에 따라 관직봉록의 권리를 독점할지

도 모르는, 자기와 대립하는 폐쇄적인 신분의 형성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었다.4

막스베버가 본 중국의 과거제는 황제의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

이었다. 물론 현재 이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래서 생략할 수는 없다. 만약 이처럼 막스베버와 그의 저서 『유교와 

도교』가 생략된다면, 그 연구는 학적 가치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유

학과 근대성을 연결시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학자와 원

전들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학습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근대성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시도가 있고, 그 중에는 억지논

4　막스베버(2005), 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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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학적 고려없이 중국의 연구를 

모방한다면 작게는 학문이 갖춰야 할 엄밀성과 정합성에 상처를 입고 

크게는 중국의 국가주의 유학에 우리 철학을 잃고 매몰되는 처지가 될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2016년도 근대중국유학연구는 예년에 비해 다소 침체되었다. 논문 편

수도 적었지만, 동시에 논문의 질에서도 전년도를 뛰어넘지 못했다. 다

만,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대륙신유교’에 대한 안재호의 비판적 분

석은 중국 국가주의 유학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와 대비되는 한

국유학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보편

성과 특수성에 입각해서 세계철학으로써 우리 유학의 보편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적 특수성에도 적극 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4

차산업이라는 인간소외시대를 맞아 유학이 가야할 길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아류화 공세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7

년 11월 24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3회 한중인문포럼에 참석했을 때, 내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중산대에서 온 우

총칭(吳重慶)은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유학과 사회주의」라는 발표문

을 통해 근대한국 박은식, 신채호 등의 대동사상이 양계초, 강유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같은 대동

(大同)이라도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각성은 한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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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에 있었다.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를 ‘몽배김태조’라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국어 1급자격증을 가진 모방송국의 중국

인 번역작가가 힌두교를 백두교(白頭敎)로 번역했다는 웃지 못 할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유학을 둘러싼 중국

과의 경쟁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유학이 

중국의 아류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밀하고도 신뢰성 높은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