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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6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근대

한국유학 관련 인문사회 연구는 총 31편으로 본 연구가 처음 발간하기 

시작한 2015년도(2014년 성과분석) 및 2016년(2015년 성과분석)보다 

대략 20–30%정도 늘어났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유학을 과거 전통 속

에 놔두기 보다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정신적 가치로써 재해석

하려는 일련의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근대중국연구와 마찬가지

로 근대한국유학분야 역시 제도적, 학술적 난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근

대중국연구와는 달리 이전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이유는 한국학 

및 한국사회에서 이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는 중국의 일명 ‘유학열(儒學熱)’의 영향도 있다. 한국유학의 독자성을 

폄하하는 중국의 연구들을 대응하려는 학계의 의지가 일련의 연구 성

과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 활성화의 이유

를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우리사회의 근대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려는 시도이

다.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의 유학은 조선을 파멸로 이끈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인식은 해방 후에도 일정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근대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사회는 그 성과

를 보다 면밀히 고찰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유교자

본주의’를 수용하여 김일곤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화시킨 이유도 여

기에 있다. 한 편으론 우리 근대화의 뿌리를 조선 후기 일명 ‘실학(實學)’

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계속되었다. 조선 후기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익, 유형원, 정약용 등 이른바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을 지칭하는 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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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實學)’이란 용어가 이들이 살던 시기에는 동일한 범주를 포함하지 않

았다. ‘실학’이란 최남선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즉 근대용어이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용어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근대적 산업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1970년 이후 ‘실학’이란 한국적 근대성의 

또 다른 발현이었던 것이다. 한 편, 현재 연구들은 좀 더 깊은 사고에서 

우리의 근대성을 접근하고 있다. 즉, 눈으로 보이는 성과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지속되어 온 인식의 측면에서 근대

성을 찾는 것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전통과 근대를 잇는 교량으로써 

근대 유학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는 현대 우리사회에서 전통 유학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법이다. 이 법을 제정한 이후로 유학에 

기반한 전통적 가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2016년 12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2조(정의)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을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 가치 또는 덕목”으로 명문화하였다. 예와 효

를 명시했다는 것은 유학적 가치에 대한 현대적 재정립을 요구한 것으

로,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인공지능, 초연결사회, 

사물인터넷, 드론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도 유학적 가치를 불러왔다. 

4차산업이 도래할 경우 인문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가 철학적 사

유를 불러왔고,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 

중 하나로 유학을 소환하여 인간의 소외를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환경, 소통, 문화 등의 측면에서 유학은 현대적 가치로써 다시 

소환되고 있다.

셋째는 국가적인 연구지원이다.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 볼 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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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학연구는 국가적 연구지원이 미약한 채, 개인 연구만이 간

간히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주도로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학문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국가정책에 부합해야만 한

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에서의 유학 연구는 국가지원 프로

그램도 비교적 일정규모이상 활성화되었고, 지나친 국가 이데올로기화

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한 파트로 

한국유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연구 확대는 근대중국유학연구보다 근대한국관련연구를 보

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2017년 올 해의 한국학중앙

연구원 토대사업에는 총 1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근대유학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가 총 5개가 선정되었다.1 이러한 추세

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율을 중심으로 한 조선 성리학 연구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반면, 후기와 근대에 관한 연구에는 여전히 많은 

공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중국의 국가주도 유학을 극복할 필요이다. 최근 중국의 ‘유

학열’은 현재 중국과 유학을 일치시키고 있다. 중국은 곧 유학이고 유학

은 곧 중국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 하에 한국의 유학도 중국의 아류로 보

는 비정상적인 태도가 출현하고 있다. 이전부터 중국의 유학 관련 인문

학은 근대학문으로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의심받았다. 그런데 이 같

은 학문함의 결함이 보완되기는커녕 이 결함을 무기(?)로 한국 유학에 

대한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중국에서 박사학

1　5개는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물명 집성과 DB 구축’, ‘『연암집』 정본 사업’, ‘서간문에 기
초한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 생활사 자료 DB 구축’, ‘심설논쟁 아카이브 구축’, ‘대한
제국기 국한문체 잡지의 현대어 번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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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고 돌아온 한국연구자들 중에 이러한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지

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퇴율의 논의가 이미 중국에서 있었고 때

문에 퇴율철학은 중국의 아류’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철학자라면 쉽

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비판에 대한 답변들이다. 생

산적 논의보다는 ‘천라이[陳來]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미 종료된 얘기다.’

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근대한국유학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박은식, 신채호 등의 대동사상이 강유위나 양계초의 대동

사상의 아류’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들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박은식이나 신채호 등 한국유학자들의 전적을 분석할 필요도 없

다. 양계초 전적의 발행시기나 한국내 유통시기만 보아도 대부분의 주

장들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유학

이 중국의 아류’라는 주장은 중국 국가주의화 유학의 산물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 최근 한국 유학 특히 근대 연구가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연구 환경 하에 2016년 근대한국유학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물과 주제 등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할 것이다.

2. 인물별 분석

이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인물은 박은식이다. 전년에도 박은식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활발하게 연구된 인물이 있다. 

바로 전우(田愚)이다.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간재학회가 활발하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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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면서 전우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동

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먼저 박은식 

연구들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김현우 박은식의 동학 인식 儒學硏究36
충남대 유학연구

소

사학 김동환
근대 유교지식인의 인식 변화에 대
한 연구

선도문화20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국

학연구원

사학 유용태
백암 박은식이 본 ‘현실중국’과 ‘역
사중국’, 1882–1925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1

서울대학교 교육

종합연구원

문학 황재문
박은식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성격
과 영향력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1

서울대학교 교육

종합연구원

김현우는 다수의 박은식 관련 연구를 가지고 있다. 전년에도 박은

식 관련 연구를 발표했는데, 동학에 대한 박은식의 인식변화를 고찰한 

연구이다. 초기 저작인 『겸곡문고』에서 박은식이 본 동학은 기존 유교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한국통사』

(1915)에 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이르면 동학

은 농민에 의한 민중혁명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러

시아 혁명(1917)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독립, 특

히 3.1운동에서 민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동환은 박은식을 대종교인으로 분석했다. 박은식은 초기에는 전

통적 유교지식인이었지만, 1911년 서간도망명을 계기로 대종교인으로 

활동했고 이에 따라서 그가 유학보다는 우리나라 원형적 사고에 기반

하여 대종교의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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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대종교보다는 1909년 이후 

박은식이 양명학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양명학의 

고유한 특성을 근거로 행동했다는 점이 그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유용태는 박은식의 중화관과 망명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중국을 대비시켜 보았다. 하지만 유용태의 주장처럼 박은식은 중국을 

관대하게 보지 않았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후 나타난 대한자강회

에서 모화주의(慕華主義) 즉 중화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강유위나 양계초와 만났다고 유학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교류하였지 그들 사상 모두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양계초

의 「애국론」을 번역할 때, 양계초가 중국을 주변국가와 비교해서 우월

하다고 한 “環列皆小蠻夷, 無有文物, 無有政體, 無成其爲國. 吾民亦不以平等

之國視之.”의 원문을 생략한 것과도 연결된다. 그 밖에 황재문은 박은식

이 1914년 이전에 작성한 안중근전의 서지학적 문학적 특징을 설명하

였다. 다음은 전우 관련 연구들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박학래
간재 전우와 간재학파 연구 현황 및 
과제

孔子學 30 한국공자학회

철학 소현성 艮齋 田愚의 明德說 一考 유교사상문화연구 64 한국유교학회

철학 유지웅 간재 전우의 도덕적 심론과 명덕설 유교사상문화연구 65 한국유교학회

철학 이천승 간재 전우의 자존의식과 강학활동 유교사상문화연구 63 한국유교학회

사학 서종태 艮齋 田愚의 전라도 문인집단 형성 朝鮮時代史學報 78 조선시대사학회

박학래에 연구에 의하면, 1988년 전우의 성리설 전반에 대한 검토

가 진행된 연구가 제출된 이래, 2016년까지 총 250 여 편에 연구가 발표

되었다. 그중 전우에 대한 연구가 150여 편에 이르고, 간재학파 및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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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100여 편에 이른다. 더불어 최근에는 유학통사류, 조선

유학사 저작에서도 전우와 간재학파에 대한 기술이 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전우연구로 박사학위가 나오기도 했다.2 이 현

황에 의하면, 전우 연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될 것이다. 아

직 정본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

이다.

소현성과 유지웅은 전우의 심설을 연구하였다. 전우는 조선 유학의 

마지막 대논변이었던 심설논변(心說論辨)의 한 축이다. 심설논변은 19

세기 후반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서까지 이어진 성리학 논변으로 주요 

학파는 전우의 간재학파를 비롯하여, 한주학파, 노사학파, 화서학파가 

명덕심을 도덕적 주체성으로 해석하면서 나타난 논변이다. 이 논변은 

근대기 전통 유교 철학이 서구와 일본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철학적 대

응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천승은 전우의 강학활동에 대한 심구를, 서종

태는 전라도 지역의 간재 문인들을 고찰하였다. 그 밖에 연구된 인물들

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김윤경 정인보와 장병린의 주체론 비교 인문학연구 52
조선대 인문학연

구원

철학 김형찬
이상은 선생의 "근대" 연구와 "탈근대"
의 전망

韓國思想과 文化 

82
한국사상문화학회

철학 추제협
한주 이진상의 심주재성과 존덕성공부
론

유교사상문화연

구 66
한국유교학회

사학 노관범 근대 한국유학사의 형성 韓國文化 74

서울대 규장각 한

국학연구원(한국

문화

2　유지웅, 『간재의 심론과 명덕설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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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정윤화
19세기 중엽 寒洲 李震相의 現實認識
과 國家體制改革論

朝鮮時代史學報 

79
조선시대사연구회

문학 김새미오
소백(小栢) 안달삼(安達三)의 교유와 
그 의미

탐라문화 51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원

문학 전성건
19세기 삼례서연구의 다양성과 고증학
의 영향

韓國漢文學硏究 

62
한국한문학회

문학 정시열
금계(錦溪) 이근원(李根元)의 한시(漢
詩) 일고(一考)

韓國思想과 文化 

85
한국사상문화학회

김윤경은 한국양명학연구자로써 그동안 하곡학에 대해 연구해 왔

다. 전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근대 정인보를 장병린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양명학의 근대적 전환과 중국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였

다. 

김형찬은 현대학자인 이상은(李相殷, 1905–1976)에 대해 연구하였

다. 그는 이미 1965년 고려대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의 이상은 

발표에 주목하였다. ‘유학의 오랜 전통에 기반하여 그가 동아시아적 근

대성은 물론 탈근대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근대화를 서구화

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안정, 통일, 현대화 국제적 지위의 향상 및 이

상적 인류사회로의 지향을 포함시켰다. 김형찬의 이 연구를 비롯하여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유교

철학 및 동양철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

간 현상윤(玄相允, 1893–？), 김창숙(金昌淑, 1879–1962)에서 유승국

(柳承國, 1923–2011)에 이르는 현대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유학과 한국의 근대성

에 관심을 갖고 김일곤, 최근덕 등에 대해서도 연구한 점에 비하면 우리

의 연구는 너무도 과거에 있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추제협, 정윤화, 전성건은 근대 유학자 중 이진상에 대해 연구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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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그만큼 이진상에게 닥친 서세동점의 현실이 

다양한 학문 활동을 낳았기 때문일 것이다. 추제협의 연구는 특히 심설

논변과 관련있는 것이다. 조선 성리학에서 ‘심즉리(心卽理)’를 주창하여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한 그의 심설에 대한 연구는 당시 제논변자들과 

함께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그 밖에 한국근대사학연구에 주요 학자인 노관범은 한국유학사의 

출발을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서 찾았다. 근대 조선 유학사에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조명하였으며, 이를 통

해 다카하시도루의 조선유교관과 한국 유학의 중화관을 극복하려는 사

상사적 시도에 대해 면밀한 고찰을 시도했다. 김새오미는 제주출신 유

학자 안달삼(安達三, 1837–1886)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교적 잘 알려

지지 않은 이 인물로 또한 그의 아들이 제주를 떠나 노사 기정진의 문인

으로 살게 된 동기 등을 그의 유고인 『소백처사유고』를 통해 고찰하였

다. 정시열은 화서학파로 알려진 이근원(李根元, 1840–1918)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그의 문집인 『금계집』에는 한시 338제 362수가 전하

는데, 이를 대상으로 그의 시가 담고자 했던 이상적, 현실적 세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유학에서 인물 중심의 연구는 오래된 연구방식이다. 전년도에

도 많은 유학연구가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근대분야에서 마찬

가지였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지속될 것이며, 동시에 아직 

미진했던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설논

변을 둘러싼 유교철학의 논의와 더불어 관련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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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석

한국근대유학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근대성에 관한 연구이다. 한

국 또는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인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전년에는 유독 한국근대

유학과 동시대 중국, 일본과의 비교 연구가 많았다. 이는 무차별적인 

중국학계의 ‘아류론’과 일정부분 연관이 있다. 이편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년도 연구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근대성과 관련

한 연구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황정아 한국의 근대성 연구와 "근대주의" 사회와철학 31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학 박지현
식민지기 유교 지식인의 도시 이주와 
가족사의 새로운 전개

진단학보 126 진단학회

사회학 윤대식
독립협회에 대한 유교 관료와 지식인
들의 인식

사회이론 50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학 이황직
해방 이후 유교 근대화 시도에 대한 분
석과 평가

사회이론 50 한국사회이론학회

정치학 김시천
왜 다시 유교인가? 아시아적 가치와 
현대 사회

정치와평론 18 한국정치평론학회

황정아는 ‘우리의 근대성에 대한 고찰에서 식민성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부적절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식민성이 여전히 ‘자학적’인 인상이라면 이것은 유럽중심주의

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황정아

의 이런 주장은 식민지 시절에 대해 보다 주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식민성은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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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사실 식민성에 대한 연구와 극복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식민성 또는 식민지 시기에 대한 다양하고 자유

로운 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도 남아되는 식민지 권력

의 잔상이 철저히 해체되고 동시에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지현은 이 시기 새로운 근대적 인간관계가 사적인 전통 유학 집안

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 실증적 연구이다. 즉 양반 출신

의 유학 지식인인 김광진과 그의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직면하게 

된 진학 및 구직 문제와 결혼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이에 대한 타협 

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윤대식은 독립협회를 통해 본 사고에서의 근대

적 전환을 고찰했고, 이황직은 해방이후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교 근

대화에 초점을 두었다.

김시천의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국가주도적 유학과 이를 

유학의 재도래로 재생산하는 한국 유학계에 대한 일침이다. 김시천은 

유학이 다시 도래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현대 사회의 시민들간의 실천

윤리로의 변신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합리적이며 타당한 답을 내놓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유학 현대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그

는 탈종교화, 정치적 평등, 도덕적 자유 등에 대한 유학 현대화가 정립되

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근대시기 동아시아의 유학교류에 관

한 연구들이다.

구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우남숙
량 치차오의 <自助論>과 한국의「자강」·
「독립」 사상

동양정치사상사 

15–2

한국동양정치사상

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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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문대일
양계초의 尙武精神과 한국 근대문인의 
관련 양상

中國語文論譯

叢刊 39
중국어문논역학회 

문학 문대일
양주동과 양계초의 시와 시론의 관련 
양상

世界文學比較

硏究 57
세계문학비교학회

문학 손성준
수신과 애국 : 『조양보』와 『서우』의 「애
국정신담」 번역

比較文學 69 한국비교문학회

우남숙은 그동안 근대 동아시아의 사상교류에 대해 연구해왔다. 위 

연구에서 우남숙은 양계초의 『청의보』 연재기고문인 「자조론」과 이에 

대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문 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문대일의 두 편의 논문도 근대 한국사회에서 양계초의 계몽사상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박은식의 ‘文弱論’에 대한 해석은 다소 

잘못된 것 같다. 그는 박은식이 ‘《文弱之弊는 必喪其國》을 통해 ‘文弱’하

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하며 상무정신을 강조하였다.’

고 적고 있다. 그런데 ‘문약’에서 문은 인문적 사고를 의미한다. 그러므

로 ‘인문적 사고가 약한 폐단이 있으면 반드시 국가를 잃는다.’라고 해

석해야 한다. ‘문은 약하므로 무를 숭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글 전 편에 ‘문약무강’의 논리가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것은 박은식의 논리가 아니다. 한편 양주동이 그의 시론(詩論)에서 양계

초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은 타당한 논리가 있다.

손성준은 근대시기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진 다양한 자료들

의 번역을 통해 한국의 근대성을 탐구하는 학자이다. 그는 근대 한국에

서 「애국정신담(愛國精神談)」으로 두 번 변역된 중문으로 된 프랑스 소

설과 그 과정에 나타난 양자의 차이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애국정신

담」의 원본은 Tu seras soldat: histoire d'un soldat francais : recits et lecons 

patriotiques(1888)이다. 이 소설은 일본→중국→한국의 순으로 번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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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번역을 통해 기획된 근대의 산물’이었다. 손성준은 이 연구를 

통해 당시 한국적 지성의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당연히 그의 연구에서

는 근대 한국 지식인들의 지적 확장을 아류 대신 선택으로 사용하였다.

근대한국유학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근대성이고 최근 

많은 연구 성과를 내는 분야는 한중일 교류사 부분이다. 다만 근대성은 

서구적 지향을 교류사는 중일을 지향하다보니 근대한국유학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다음에서는 몇 편의 논문을 

들어 이들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김동환의 「근대 유교지식인의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박은식, 유교 

가치에서 대종교 가치로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는 2014년 한국

연구재단 한국사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김동

환은 여기서 1910년 이후의 박은식을 대종교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 두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그

는 1905년 이후의 박은식을 중화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박은식이 

양명학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논의의 근본에는 ‘유교는 

중화’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박은식의 양명학 즉 구신유교는 중화

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그는 『대한자강회월보』에 기고문에서 ‘대한정

신’을 숭상하고 모화주의 즉 중화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

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한 양명학으로의 사상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므로 1910년 이전의 그를 중화주의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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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박은식과 대종교와의 관계이다. 박은식이 서간도 대종교인 집단

촌락으로 망명한 것은 사실이다. 이외에 망명이전에 박은식이 대종교

와 관련이 있다는 몇 가지 근거도 있다. 그러나 그가 대종교인이었다면 

왜 서간도에서 나와 상해 임정에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그는 여

전히 중국 강유위와 공교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는 독립을 위해서 여

러 기관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가 대종교에 있었다고 

해서 그를 대종교인으로 확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연구방

법의 문제이다. 박은식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한 편의 논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논문을 씀에 있어서 우리의 연구정서는 바늘구멍으로 세상

을 볼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엄정함을 추구한다. 그런데 한 장, 한 장이 

박사학위가 나올 정도의 거대 담론으로 이어진 이 연구는 과연 논리적 

정합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 사상적으로 볼 때, 그는 유학은 물론, 기

독교도 수용하고 있다. 그의 유교구신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견준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을 보면, 논자는 박은식을 기독교의 바울

로 묘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박은식을 대종교인으로 묘사한 본 연

구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우남숙 『량 치차오(梁啓超)의 <自助論>과 한국의 「자강」·「독립」 사

상』도 다소 논의거리가 있다. 일본 망명초기, 양계초는 무술변법운동을 

되새기면서 입헌군주제나 민약론에 몰두하였다. 이 「자조론」이 1907

년 서우에서 「자치론」으로 초역되었다. 우남숙은 이 ‘자조’ 또는 당시 

한국의 ‘자강’이 도덕 수양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었고, 결국 이 

자조론에 휩싸인 채 의병운동의 포기를 종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런데 양계초의 「자조론」이 일본망명초기 1902년 즉 보수화되기 이전의 

글이라는 점과 이 글이 한국에서 인용한 것은 1907년 이후라는 점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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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양계초 사상의 유통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의 유교지식인들은 양계초를 취사한 것이지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당시 유교지식인들은 양계초 보다는 양

계초가 기술한 서구사상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 연

구가 자칫 1907년대 한국의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이 양계초를 무비판

적으로 수용했다는 논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 가지 더 지적

하자면, 중국어 梁啓超를 ‘량치차오’로 읽어야 하나, 아니면 ‘양계초’로 

읽어야 하나? 왜지 량치차오는 언어주권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

다간 孔子도 ‘꽁쯔’로 읽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5.4운동(1919)을 기점으로 이전 활동자는 한문

식 발음으로 이후 활동자는 병음식 발음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김윤경의 「정인보와 장병린의 주체론 비교」 연구는 2015년 한국학

중앙연구원 총서사업인 “우리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근대전환기 한

국철학의 도전과 응전–”의 일환으로 집필되었다. 여기서 김윤경은 정

인보와 장병린의 주체성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양국의 양명학에서 

찾았다. 장병린의 ‘의자불의타(依自不依他)’는 ‘임시적인 환아(幻我)를 

초월하여 무아를 증득함으로써 주체를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혁명에 이

르는 과정’인 반면, 정인보의 ‘저는 저로서 함’은 ‘주체가 본심을 환기

하고 불안이라는 도덕적 긴장 속에서 속일 수 없는 본심을 회복해나감

으로써 주체를 확립하며, 민중의 감통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초월적 리더를 후자는 현실의 소통자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러

한 추론은 한국유학의 독자성을 분석한 것이다. 철학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이 달랐음에도 그간의 연구는 유학이라는 같음을 통해 한국유학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거센 ‘아류화’의 직면한 지금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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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다는 ‘다름’을 분석해야하는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 김윤경의 연

구는 근대한국철학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

5. 평가와 전망

전년도 근대한국유학분야는 예년대비 비교적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

다. 특히 전통의 성리학을 현대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전통

적으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에 국한되었던 이 시기 연구에 새로운 시

도가 이어졌다. 전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진상, 이항로 등

의 연구도 지속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7년도에는 한국학중앙연

구원 토대사업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에서 ‘심설논

쟁의 아카이브 구축’(연구책임자 최영성)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에 기

반하여 연구소에서는 “심설논쟁 아카이브 센터”를 개소하여, 자료의 

수집, 표점, 해제는 물론 관련 연구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 연

구 사업은 이 분야 연구에 학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 밖에도 근대

성에 관한 연구도 사회학 계열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근대한국유학은 중국의 국가중심 유학이라는 역풍을 직접 받고 있

다. 양계초의 유학사상은 일본의 번역성과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스스

로를 ‘일본의 아류’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양계초를 통해 서구를 보고

자 했던 한국의 유교지식인들을 그들의 아류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패권이 이어지다 보면, 근대한국유학은 물론 전통한국철학은 

모두 중국의 아류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국유학 특히 근대와 연결되는 근대한국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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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근대한국유학은 4차산업사회에서 예상되는 인간소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7년 한국유교학회가 조선

대 우리철학연구소,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와 “4차 산업혁명과 유학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공동개최한 추계학술대회는 나름의 의미가 있

다. 4차산업사회 속에서 유학의 가치를 찾는 것이야 말로 “왜 다시 유교

인가?”라고 반문했던 김시천의 지적에 답이자 유학의 현재적 존재 이유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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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6년 한해의 한류는 ‘태양의 후예’, ‘아가씨’,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 2월 24일 부터 4월 14일까지 KBS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사전에 제작되었고 중국에 실시간으로 동시 

공개된다는 점에 주목을 끌었다. 방영이 시작되면서 시청률이 치솟고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경계를 할 정

도로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6월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개봉되었다. 일제시대

를 배경으로 귀족 아가씨와 그 하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프

랑스에서 열린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미술·

음향·촬영 등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다.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지는 못

했지만 전 세계 총 175국에 판매 계약을 맺는 성과를 이루었다. 개봉 후 

국내에서 428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각종 영화제에

서 수상을 하였다.

그 전달인 5월에는 나홍진 감독의 샤머니즘 영화 <곡성>이 개봉되어 

680만 여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7월에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개

봉되어 총 115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 두 영화 역시 미국, 프

랑스,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에 판매되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 부문의 성과와는 별도로 중국과 정치적인 마

찰로 한류가 영향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7월에 발표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여 중국내 한류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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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 것이다. 이 덕분에 <태양의 후예>로 한층 달아오른 분위기에 먹

구름이 끼었다. 뒤이어 K–pop 아이돌그룹의 중국내 활동이 금지되고, 

1만 명 이상의 대공연이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한류 관련 활동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16년도에 발표된 국내

의 한류 연구 성과 중에서 유교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내의 ‘한류와 유교’ 연구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보

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2017년 11월 21일 기준)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도서자료 35 24 19

학위논문 65 74 72

학술기사 331 396 527

인터넷자료 69 64 74

전자자료 3 2 3

비도서자료 5 6 4

참고데이터DB 1 1

합계 509 567 699

전체 총 자료 수는 2014년도에 509건, 2015년에 567건, 그리고 

2016년에 699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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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편, 즉 23%가까이 늘어나 2015년도에 증가된 폭보다 훨씬 더 크

다.

자료별로 살펴보면 도서자료, 즉 단행본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5권 → 24권 → 19권으로 줄었는데, 2014년에 비하면 약 1/2정도가 줄

어든 것으로 한류 관련 단행본 출판이 최근에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위 논문은 2015년 이후 해마다 70편 이상의 발표 성과가 

있으며, 학술기사, 즉 학술논문은 331편→ 396편→ 527편으로 2016년

에 전년도보다 130여편이 더 늘어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위논문이 70편 가까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는 것은 한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자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학술 논문 편수가 급증한 것은 학계내부에 한류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

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류에 대한 인문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한류’와 ‘유교’를 복수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3편의 논

문만 검색된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창섭
한류 드라마, 동남아 시장 개척의 선봉장 : 동남
아서 다시 열기 고조되는 한국 드라마, 한국 제
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 견인차

『시사저널』. 통권1387호, 시

사저널사, 2016.05.24

2
劉洪瑞
이익성

한국드라마가 중국인의 한국호감도와 애호도 
및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컨벤션연구』제16권 제2호, 

통권44호, 2016.6.30

3 김건
퓨전 ‘경북風’ 글로벌 ‘한류 태풍’으로 : 불교 + 
유교 + 가야문화

『新東亞』 59권 11호, 통권

686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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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편의 연구 역시, 동남아 시장, 한국 방문의사 등 한류의 경제적 

측면이나 관광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로 인문학적인 관심과는 먼 주제

들이다. 다만 2016년에 발표된 몇몇 연구에서 한류와 유교에 관한 단편

적인 언급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박영환의 「중국 지식인층의 문화한류 해석과 수용관점 추이 연

구」(『동아인문학』37, 2016.12)는 먼저 “1997년 <사랑이 뭐길래> 드라

마의 열풍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중국정부와 언론, 중국학계

를 비롯한 지식인층에서는 한류열풍을 어떤 관점으로 인지하고 해석하

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에, 다음과 같이 그 답을 제시했다. 

“1997년에서부터 2005년 <대장금>의 중국열풍에 이르기까지 대부

분의 중국지식인층들은 한류열풍의 원인을 문화전통이 유사한 유

교 문화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 요

인에서 찾았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중국

내의 국가주의 대두와 맞물리면서 한류열풍이 ‘유학의 보은(儒学的

反哺)’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여기에서 ‘보은(反哺)’이란, 자식이 성장한 후에 부모가 어린 아이에

게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먹이던 그런 양육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

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학의 보은이란 중국의 유교문화가 부모와 같이 

한국의 문화를 키우고 양육하여왔는데, 이제는 한국문화가 충분히 성

장하여 다시 중국에 그러한 유교문화를 돌려줌으로써 부모와 같은 중

국문화, 즉 유교문화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중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특히 2013년에 방영한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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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가 중국 및 아시아 각국에서 크게 유행

한 이후, 중국학계 및 지식인층에서는 이전처럼 감성적으로 유교문화

와의 동원성을 강조하는 대신, 다소 객관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한류열

풍이 중국 내 20여 년간 지속한 이유와 원인분석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담홍월의 『중국 내 한류문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 :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은 2016년 2월에 제출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으로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어 서구의 미디어콘텐츠에 비해 수용자가 더 큰 정도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를 갖고 있다. 물론 차이가 존재하지만 문화적 근접성, 역사적 

유사상 등의 요소 때문에 문화적 할인(간격–필자주)을 줄일 수 있

었다.”(75쪽)

담홍월의 논문은 중국에서 한류, 특히 드라마와 영화가 어떠한 계

기·유형·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사례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 분석한 것이다. 유교가 외국문화인 한국문화를 중국인들이 좀 더 친

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김상현·장원호의 「국가 이미지와 한류 소비 요인간의 관계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4호, 2016.8)은 ‘한류와 유교’ 연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한류의 문화적 근접성(친근성–필자주)에 대해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4개국의 인터넷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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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 TV프로그램 시청요인으로 문화적 근접

성(cultural proximity)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필리핀과 태

국에서는 문화적 근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류의 성공

요인으로 항상 제시되었던 유교문화적 근접성이 설명력을 잃고 있

음을 보여준다. 태국과 필리핀 응답자들이 한국 TV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높은 문화적 근접성은, 최근 한류의 주된 소비요인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근대성’과 서구문화와의 ‘혼종성’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한류는 근대성과 서구문화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동아시

아 지역 사람들에게 어필된다는 이야기다. 저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한

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국가 이미지가 강한 집단에서 문화적 근접성

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이미지와 문화적 이미지간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동경이 한류 문

화에 대한 동경과 한류소비로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공이 바로 한류에 대한 소비와 한국문화에 대

한 동경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보면 한류는 우리의 상상

을 넘어서 매우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와 지역

에 따라서 한류문화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한류가 가진 

보편성과 문화적 호소력은 의외로 강력하며, 이 점이 20년 넘게 유지되

고 있는 한류의 생명력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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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와 철학

2016년에 한류와 유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눈에 띄지 않으나, 

철학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철학과 현실』 110호(2016년 

가을호)에서 한류를 다룬 특집이 발표되어 주목된다.

‘철학’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잡지에서 한류를 테마로 이렇게 다수 

논문을 싣는 경우는 우리학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참고로 국회도서

관에서 그동안 한류를 철학과 관련지어 연구하거나, 국내 철학 전문학

술지에 실린 한류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희재 華夷觀에서 본 ‘韓流’
『哲學硏究』 대한철학회논문

집, 제87집, 2003. 8

2 이욱연
두개의 한류와 한중 문화 교류 : 중국은 우리에
게 무엇인가?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

실』, 통권 62호, 2004 가을

3 이상훈 퓨전문화로서의 한류 이해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

실』, 통권 63호, 2004 겨울

4 조동일
“대중문화 만족 말고 고급문화로 나아가라” : 우
리 조상의 생극론 철학전통 연구 필요 : 세계인
에 널리 도움 주는 한류 만들어야

경향신문사, 『뉴스메이커』, 

제15권 제19호 통권674호, 

2006

5 김문환 한류의 문화정책 : 문화외교적 관점에서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

실』, 통권69호 2006 여름

6 이상훈 “새 천년 문화선도형 한류”에 대한 비전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

실』 통권69호, 2006 여름

7 김경동 ‘한류’도 문명사적 의미가 있을까?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

실』 통권69호, 2006 여름

8 윤평중 한류의 문화철학과 세계화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

실』 통권69호, 2006 여름

9
송갑준
(宋甲準)

한국사상(=문화)의 특성과 한류
대동철학회, 『大同哲學』 제

37집, 2006.12

10
권상우
(權相佑)

한류의 정체성과 풍류정신
한국동서철학회, 『東西哲學

硏究』 제43호,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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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극훈
한류문화에 나타난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 : 비
판철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제23집, 강남

대학교 출판부 2012.06.30

12 현남숙
문화횡단 시대의 한류의 정체성 :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

와 철학』 제23권 3호, 통권

60호, 2012년 가을

13 박종현 한류문화 현상의 종교철학적 기원과 분석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

학대학원, 『신학논단』 제76집, 

2014년 6월

14 최광식
최치원의 ‘풍류도’와 현대의 한류
(Ch’oe Ch’iwŎn’s P’ungnyudo and Present–
day Hallyu)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016; 21(1)

모두 14편으로 이중 『철학과 현실』에 실린 논문이 6편으로 약 43%

에 해당한다. 『철학과 현실』은 2006년 여름에도 4편의 논문을 실은 바 

있어 10년 만에 다시 한류 특집을 꾸민 것이다. 

위에 소개한 연구 성과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상우는 「한류의 정체성과 풍류정신」에서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

였다.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정체성 혹은 이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적 불교, 한국적 유교, 한국적 기독교를 관통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 … 단지 유교, 불교, 도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적인 것과는 관계없는 타자에 불과하며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 

내지 사상을 우리의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333쪽)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불교나 유교 혹은 기독교

에 한정되지 않고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유교는 한류를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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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리

고 그것을 달리 말한다면 한류 안에는 한국적 불교, 한국적 기독교의 모

습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삼국사기』(진흥왕조)에 나타난 “우리나라에는 깊고 오

묘한 도(道)가 있다. 이를 풍류라 한다.”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한국 문화

의 원형으로서 풍류정신을 들었다. 그가 말하는 풍류 정신은 멋을 추구

하며, ‘한(恨)’으로 표현되고, 또한 삶으로 표현되는 정신이다. 그러한 정

신이 수많은 한류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342쪽) 결론적으

로 그는 풍류도가 한류의 맨 바탕에 깔려 있음을 주장한다.

김경동의 「‘한류’도 문명사적 의미가 있을까?」라는 논문은 다소 도

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한류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과거에 서방문화가 일방적으로 유입하여 기세를 떨친 것은 부득이 

우리의 처지가 미약하고 비교우위에 있지 않았던 탓이다. 경제성장

을 이룩하고 정치민주화도 성취한 유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

했으므로 적어도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런 맥락에

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이웃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력의 상대적인 증대와 문화

콘텐츠의 향상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품이 한류다.”(38쪽)

한류의 등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소개한 김상현·

장원호의 「국가 이미지와 한류 소비 요인간의 관계 분석」 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다.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 문화를 돋보이게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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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기에 걸맞는 훌륭한 한류 콘텐츠의 제작이 뒤따랐다는 점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조동일은 「대중문화 만족 말고 고급문화로 나아가라」라는 『뉴스메

이커』기고문에서 먼저 “일본보다 앞설 수 있는 우리의 장점은 셋이다.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공연예술이고, 하나는 철학이다.”라고 지적하

고 철학과 관련지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철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리공론에 몰

두하다가 나라를 잃었다는 비난을 이제 반대로 돌려야 한다. 수입

학을 넘어서는 창조학을 이룩해 세계 학문 발전에 남다르게 기여할 

가능성이 철학하는 능력에서 보장된다. 상생(相生)이 상극(相克)이

고 상극이 상생이라고 하는 생극론(生克論)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다.”

한류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는 “지금 창작되

는 방송극, 영화, 대중가요 등의 공연예술이 밖으로 나가 아시아 이웃 나

라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한류 현상은 공연예술의 오랜 전통에 연

원을 둔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공연예술은 바로 생극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생극론은 우리의 음식문화에도 들어 있는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문학자답게 한류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

안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깊이 있게,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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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한다. 수입 학문은 무력하고,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는 장님 

같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문학이 큰일을 맡아야 한다.” 

한류 연구는 특히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많다. 한류에 관심을 가진 

인문과학 연구자들은 많지 않다. 조동일의 주장처럼 사회과학자가 한

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

회과학이 가진 학문적인 한계, 즉 인문학적인 시각의 결여에 따른 것이

다. 그러한 한계는 인문학자들이 메워야한다. 그 점에서 계간지 『철학

과 현실』이 10년만에 한류 특집을 꾸민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사건이

다. 동 잡지 110호에는 다음과 같은 한류 관련 논문이 실려 있다.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리나 코르군
(Irina Korgun)

한류 : 미래로 향한 길을 찾으면서

『철학과 현실』 

통권110호,

2016년 가을

2 엄정식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류'의 문화철학

3 주성혜 한류, 우리 문화는 세계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

4 곽영진 한류의 진화와 전망

5 오인규
한류현상을 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가?

6 박장순 K–pop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7 곽영훈 등
한류, 한국문화의 세계화인가?<좌담> (https://www.
youtube.com/watch?v=lrsvkE8pxCc)

이중에 엄정식의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류’의 문화철학」은 한류

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

로 배우 이영애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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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한류의 성세(盛世)를 만들었다. 한국은 1998년부터 민주

화가 시작되어 금기를 타파하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한류’가 

발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저자는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한

국적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를 담은 

내용으로 승화되어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15쪽)고 지적

하고 한류가 더 발전하려면 문화의 본질인 그 품격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품격이란 칸트가 말한 도덕화(Moralisierung)이며, 그것은 물질

적 충족이나 풍요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정신적 고양에 의해서만 진입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17쪽)

이외에도 곽영진의 「한류의 진화와 전망」은 ‘한류(韓流)의 시작과 진

화’, ‘한류의 전파지역과 효과’, ‘한류의 발전 배경’ 등을 다루었으며, 오

인규는 「한류현상을 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가?」에서 한

류 드라마에는 ‘숨겨진 여성의 문화코드가 있다’, ‘한류 드라마는 “젠더 

멜랑콜리아”의 치유제’, ‘한류는 선진형 학습의 동기를 부여’, ‘중국이

라는 새로운 대륙의 서막과 한류 경제’, ‘한류는 장르다’ 등의 문제에 대

해서 논의하였다.

박장순의 「K–pop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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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pop과 유교

한류와 유교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때, 2016년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

과는 단연 박장순의 논문 「K–pop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들 수 있

을 것이다. 이 논문은 ‘유가(儒家)에서 길 찾기’라는 부제목이 붙여져 

있다. 

박장순은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로 프로덕션디자인 전공 전

임교수이며, 한국방송비평학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Aliant 대

학에서 Performing Arts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에서 영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때는 연극영화를 전공한 

바 있다.

그는 일찍부터 한류에 주목하여 많은 저술을 발표하였는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술 제목 발행기관, 발행연도

1 한류, 신화가 미래다 : 위기의 한류, 그 실체와 대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2 한류,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 전쟁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3 한류의 흥행 유전자 밈 북북서, 2011

4 한류, 아시아 TV드라마 시장의 역사 북북서, 2012

5 K–pop을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전환기의 한류 북북서, 2013

6 한류학개론 교보문고, 2014

7
(한류밈의 사단칠정론적 확장성을 통해 본) 미래의 한류 : 
그가 꿈꾸는 유교적 이상향

선, 2015

8 K·Pop 儒家에서 길을 찾다 북북서, 2016

9 한류토피아에 이르는 길 : 서구의 벽을 넘어 북북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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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래 거의 매년 1권정도 한류 관련 서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과는 한류의 발전과 함께해온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그

의 저서 타이틀만 보아도 그가 한류라고 하는 현상에서 무엇을 읽어내

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에는 일시적으로 주춤한 한류에 대한 걱정스러운 

관심이 엿보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저작에서는 일본과 각축

을 벌이는 한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 그 시선은 아시아까

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한류드라마가 일본드라마를 넘어섰

다고 하는 자신감이 담겨있다.

2013년에 그의 관심은 K–pop으로 넓어졌다. 2012년에 싸이의 <강

남스타일>이 유튜브를 강타하며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는데, 그 영향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한류와 유교를 

연계시킨 저작이 등장한다. 사단칠정론과 유교적 이상향, 그리고 유가

(儒家)에서 길을 찾는다는 제목에서 그가 한류에 대해서 더 큰 희망을 품

게 되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희망은 2017년에 발표

한 『한류토피아에 이르는 길 : 서구의 벽을 넘어』라는 제목에 여실히 드

러나 있다. 한류가 갈수록 발전되고 확산되는 모습이 이렇게 그가 발표

한 저서의 제목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저서 『K·Pop 儒家에서 길을 찾다』는 어떤 내용일까?

그는 지금의 K–Pop에는 ‘표피적 행태’라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

이 있다고 본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유가 음악론’을 도입하여 그러한 

음악론에 입각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았다. 그가 제안

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K–Pop에 유가적 문화 입히기’이다. 향가로 

대변되는 우리 고유의 문화에 유가 사상을 도입하여 K–Pop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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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체성 결여의 문제 해법을 찾자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치유의 묘약으로 K–Pop이 발전해야한다고 희망하였다.

이러한 저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2016년 9월에 발표한 논문 「K–pop

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잘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논문의 대강

을 살펴보고 평가해보기로 한다. 

이 논문은 주제별로 ‘도입부’, ‘왜, 유가인가?’, ‘유가에서 음악이란?’, 

‘유가에서 길 찾기’로 나눌 수 있다. 

도입부에서 저자는 한류붐을 1차 한류시대(1987–2009), 2차 한류

시대(2010–2015)로 나누었는데 K–pop은 2차 한류시대에서 메인 스

트림으로 등장했다. 이때 K–pop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1차 한

류시대의 주류였던 드라마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데 그는 이러한 K–pop에 대해서 다소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낸다. 즉 K–

pop이 ‘표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K–pop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는 “음악의 파워는 볼거리가 아닌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 음악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일반 시민의 

댓글을 소개했다.

“자유, 젊음, 평화, 사회풍자, 전쟁반대, 자본주의 비판 등의 메시지

를 담고 있는 서구 팝송과 달리, K–pop은 핵심이 없고 맨 날 사랑, 

이별 타령뿐이다. 가수들의 성형이 너무 심하다. 목소리보다 얼굴

이 더 중요한 듯 대형 포스터에는 자극적인 의상만 눈에 띤다. 일부 

가수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작곡을 하지 못한다. 노래 속에 온통 기

계음만 들린다. 가사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춤이 마치 성욕

을 표현하기 위한 말초적 수단처럼 보인다. 퍼스낼리티가 없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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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똑같은 얼굴과 춤사위, 메시지가 없는 공허한 지껄임, 갓 등 철학

부재의 문화가 만들어낼 역기능에 우리의 자손들이 후일 고통을 당

할지도 모른다.”(153쪽)

그는 또 K–pop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표현에 너무 치중하여 내

용이 없으며 창작자의 정신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정체성 부재

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은 K–pop쪽에서 본다면 다소 불만스럽다. 지금까지 K–

pop이 이룩한 성과는 그러한 ‘내용 부재’, 혹은 ‘정체성 부재’에도 불구

하고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K–pop이 맨날 사랑, 이별 타령뿐이라는 

평가가 설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K–pop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다. 

그의 지적과는 달리, 스페인의 어느 언론이 분석한 K–pop 열풍 중 

하나는 ‘풍자적이고 유쾌한 가사’라고 한다.1

“K–pop이 사랑받는 두 번째 이유는 ‘풍자적이고 유쾌한 가사’다. 

아이돌 그룹들의 완벽하고 세련된 안무는 늘 이들의 무대를 매우 

진지하게 만든다. 하지만 화려한 안무와 중독적인 멜로디 뒤로 흘

러나오는 가사를 보면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다. 주로 파티에

서 가볍고 즐겁게 따라 부를만한 가사이거나, 남녀 간의 연애와 사

랑 등을 다룬 유쾌한 가사가 주를 이룬다. (스페인 언론의)기사는 바

로 이 점에 주목했다. K–Pop의 가사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

1　백승아, 「스페인 언론이 분석한 K–Pop 열풍의 세 가지 이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통
신원리포트(http://kofice.or.kr/),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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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벼우면서도 때로는 코믹한 주제이나 풍자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가령 ‘이별’이란 주제를 무겁게 다루기보단 신나는 리듬

과 함께 반어적인 어투로 상황을 위트 있게 표현해낸다는 것이 설

명이다. 하지만 가사의 주제가 유쾌하고 가볍다고 해서 결코 ‘K–

Pop’ 자체가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사는 ‘K–pop 가수들의 좌

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가 ‘위트’있는 가사에 더해져 진지하고 세

련된 무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외에도, 현재 세계 유행음악의 주류에 서있는 서구의 팝

송, 즉 미국 팝과 비교하여 사회비판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고 가수들

이 작곡을 못한다는 것은 K–pop가수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요구일 수 

있다. K–pop가수들을 대신해서 변명을 해보자면, K–pop가수들은 작

곡 대신 무대 공연을 위해서 닦고 준비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 작곡은 

별도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며 그들과 분업작업을 통해서 K–pop

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K–pop은 새로운 인

터넷 시대, 얼굴의 미세한 점까지 표현하는 초고화질의 모니터 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살아남은 새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으로 진화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으나 박장순은 K–pop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K–pop이 우리 고유의 문화에 천착해야한다’

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는 무엇인가?

그는 두 번째 부분인 ‘왜, 유가인가’에서 “신라의 향가는 한자의 음

과 훈을 빌려 기록한 향찰로 쓰인 정형시가다. 신라인들의 열망과 욕구

를 해소하고, 그들의 정서를 결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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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pop의 뿌리다. 향가는 여러 가지 사상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유교

를 채택하고 있다.”(155쪽)고 하였다.

K–pop의 한 뿌리는 가깝게는 일본과 미국에서 들어온 영미팝이라

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쪽 뿌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

을 터인데, 박장순은 향가에서 찾고 있다. 향가는 신라 때 민간에서 부르

던 노래, 즉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가사는 남아 있

지만 곡은 남아 있지 않다. 저자는 향가와 K–pop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하지 않았다. 

랩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K–pop은 전통 판소리와 닮은 부분이 

있다. 또 사물놀이의 박자가 K–pop에서 구현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

으며, 심지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전통과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이

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중국의 역사기록에는 한

반도 고대 사람들이 노래와 춤이 뛰어났다고 하는 기록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 K–pop의 한 전통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부

분은 학술적으로 쉽게 추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어찌 되었든 저자는 

K–pop의 뿌리를 신라시대까지 올라가 향가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향가의 사상적 배경 가운데 유교가 있음을 지적하고 

K–pop의 표피적인 행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유가(儒家)에서 찾고자 

하였다. 향가에는 들어 있던 유교적인 요소가 지금의 K–pop에는 없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K–pop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읽어가다 보

면 이 논문의 목적이 K–pop의 현상분석이 아니라, K–pop의 지향점 모

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K–pop 현상 중에서 유교적인 

내용이나 유교적인 영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K–pop이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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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 즉 ‘표피적인 행태’의 문제점을 유교사상을 이용하여 극복하

자는 제안에 이 논문의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유가에서 음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인류문화

를 위해서 K–pop이 맡아야할 유가 음악적 과업은 무엇인지 묻고, 대답

하였다.

사실상 K–pop의 주요 팬들은 10대 초반의 소년, 소녀들이다. 20대, 

30대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K–pop에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빨리 

접근하는 세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다. 지금의 K–pop현상은 전세

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유가적 음악은 무엇일까?

저자는 유가의 음악이 천지간의 조화(調和)이며, 신과 인간을 조화롭

게 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며, 음양의 도를 고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음악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세계인과 함

께하는 유기체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57쪽) 그것은 콘

서트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159쪽)

그런데 K–pop은 그러한 음악에 마음에서 움직이는 인의예지(仁義

禮智)의 덕성을 실어야 한다. 인의예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측은한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

음에 바탕한 한국인의 투명하고 맑은 기, 그리고 맑은 정을 세계인들에

게 실어 날라야 하며,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인과 하나가 되

는 한류 대동사회를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그러한 사회는 바로 

K–pop이 구현하는 절대선을 통해 이뤄지는 한류토피아의 세계라고 

한다.(160쪽)

유교의 이기론과 사단칠정론은 성리학에서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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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개념이며 이론이기도 하다. 성인(聖人)이나 군자, 즉 지혜로운 사람

이 되기 위한 수양론에 이런 이론이 동원되기도 한다. 저자는 그러한 성

리학의 개념을 K–pop으로 끌고 와서 K–pop의 알맹이로 채우자고 주

장하는 것이다. 성리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사회를 K–pop을 통해

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K–pop이라고 하는 ‘예술’에 성리학의 ‘사상’을 담자

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언뜻 들으면 불가능하고, 터무니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저자는 이어서 “K–pop,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한다. 유가의 음악론에서 보면 좋은 음악이란 소박하고 간략

함에서 음악의 형식적 덕목을 찾아야 한다. 절제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즐거움이라는 유가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때 K–pop의 대중음악적 

보편성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는 ‘K–pop,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답을 하였다.

“K–pop은 문화콘텐츠다. 문화콘텐츠는 ‘즐거움’의 추구를 지상과

제로 한다. 유가에서 길을 찾은 K–pop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일까? 한국인의 덕(性)을 실은 K–pop, 간이하고 절제된 중절의 모습

을 한 K–pop, 천지와 동화하는 대악(大樂)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K–

pop이라면 세계 인류와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현대 사회에 만연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21세기 자본주의 문화의 분열증을 치유하

는 묘약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속이 꼭 찬 

K–pop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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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상으로 2016년의 한류와 유교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류와 

유교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보이지 않

았지만, 한류에서 철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 혹은 철학 잡지에 

실린 한류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고 간단한 소개를 곁들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장순이 『철학과 현실』잡지에 투고한 「K–pop

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유가(儒家)에서 길 찾기」라는 논문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박장순의 입장은 K–pop이라는 한류 현상을 객관자의 입장에서 조

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고 이상적인 K–pop을 창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즉 참여자의 입장에 서 있다. 적어도 K–pop문화 생산의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엄

밀히 말한다면 서구에서 높게 평가하는 과학자나 학자의 입장이 아니

다. 어리석은 민중을 계도하고 가르치는 계몽주의적인 사상가에 가깝

다.

그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는 K–pop의 ‘표피적 행태’도 현장에 있

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전세

계적으로 K–pop을 즐기는 주류 소비자들은 10대 초, 중반의 청소년들

이다. 그들에게 K–pop은 지금 이 상태로 만족스러울 뿐이다. 여기에 또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하지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박장순이 제시한 ‘유가(儒家)에서 길 찾

기’는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자극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 

사상을 빌려 현재의 K–pop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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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제안은 K–pop이 단순한 가요의 차원에서 끝나는, 미천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일깨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

하고 세계 인류의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새로운 유토

피아로 안내하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 일이 실

현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점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K–pop의 등장으로 상대화되고 있는 A–pop, 즉 아메리칸 팝에 지

금까지 그런 식의 요구가 있었을까? 미국의 지식인들 중에 미국 가요에 

그러한 원대한 희망을 의탁한 경우가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

위에 혜성처럼 등장한 K–pop에 우리 소비자들, 즉 K–pop팬들은 그런 

멋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박장순의 제안은 

K–pop의 생산자들에게 도발적이면서도 자극적이며, 매우 ‘생산적’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