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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배달겨레의 꿈,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일시 : 2018. 12. 6(목)  09:30~13:0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주최 : 통일문화연합, 국회의원 정동영 
 주관 : 통일문화연합, (사)단군조선연구회, (사)다른백년,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사)동학민족통일회, 삼균학회, 천도
교종학대학원, 한백통일재단, 인사동예술가들, 한국정신․문화알
리기회, (사)재외동포포럼, (재)한국지식관리재단, 다산포럼, (사)
평화통일단체총연합, (사)남북환경교류연합, 김규식선생기념사업
회, (사)한국MICE융합리더스 포럼, 3.1운동 세계기록유산유네스
코등재 국민추진위원회, 서울-제주균형발전위원회, 고전문화토
론회, 독일학습문화연구모임,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2025평
화통일포럼, 포럼 시대정신, 은평향토사학회, 한민족대통합연구
원, (사)대한페탕크협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사)한국떡류식품가
공협회, (사)혁신리더협회,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한국전
통문화예술원 예움, 미래유산포럼 2018, 동양고전아카데미,  
(사)한국공예산업연합회

     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브레이크 뉴스, 스트레이트뉴스,                   JMB방송, 동포세계신문, 시사타임즈, 서울일보 

     “문화대국, 통일강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통 일 문 화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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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10:35~
11:35)

배달겨레의 꿈, 통일한국의 

국가운영 원리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이경태 박사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최자영(부산외국어대교수)

제2세션
(11:35~
12:05)

 민족통합과 단군조선 
홍혜수 이사장

(단군조선연구회)
최용기(창원대 명예 교수)

제3세션
(12:05~
12:35)

 일제식민문화 극복
이일걸 회장 

(간도학회)
김준혁(한신대 교수)

종합토론
(12:35~
13:00)

  청중 및 참가자 전원

09:5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09:55 통일문화연합 창립취지문 낭독 (양성호 상임고문)
09:55 내빈소개 (이경태 상임대표)  

10:05 인사말 (이경태 상임대표) 

10:07 환영사 (국회의원 정동영)

10:10 축  사 (박원순 시장, 송영길 의원)

10:15 축  사 (오영훈 의원, 권영걸 계원예술대 총장)

10:19 기념촬영

10:22 한국문화영상(에밀레종) 상영
(송혜경, 한국정신문화알리기 상임이사)

제1부  식전 공연  09:30 ~ 09:50
경 서 도  소 리 , 아 리 랑  등 (박 진 선 , 국 가 무 형 문 화 재  제 2 9 호  서 도 소 리  및  제 5 7 호        

                                                                  경기민요 이수자)
축 가 : 임진강, 오라 통일이여 (재독 소프라노 서경희 교수)

제2부  식전 행사 09:50 ~ 10:30

제3부  세미나 10:30 ~ 13:00

   좌장 :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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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창립선언문

국가란 매일매일 뜨개질 하듯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배려 받고 약자는 보호받아 정의로운 사회여야 하고 모두

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나

라, 하나의 나라를 위한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의 바램이자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인류사회의 현실은 모든 국민과 인류가 정의롭지도 행복

하지도 않다. 21세기 고도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불평등과 억압이 민중

에게는 노예제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우리 통일문화연합은 이러한 현대자본주의 문명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라고 생각한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전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생명이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와 우

주 만물이 서로 무관한 것이 없고, 한생명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사상입

니다. 이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직해도 잘 살 수 있고, 죽음에 내몰릴 정

도로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인류사회가 하나

로 통합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통일문화연합은 한국사회의 모든 적폐의 근원에는 분단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

의 민족적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천명한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민족대통합에 대하여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

의를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시기이다. 

통일문화연합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8천만 한민족의 지상과

업인 통일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신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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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재개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남북간의 대결과 분단의 시간이 긴 만큼 동질성과 공동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본전제하에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혁신을 통한 민족통합

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통일문화연합은 이와 같은 사명감에 기초하여 문화적인 방향과 가치를 기반

으로 통일을 실천해 가고자 한다. 즉, ‘분열과 분단’의 문화를 ‘통합과 상생’의 

문화로 바꾸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한민족대통합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민족

의식과 시민의식을 양성하고, 민족통합, 인류공동체 시대에 부합하는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사상으로 국가를 

재설계하고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의식 고양과 동시에 제도적 

개혁을 위한 연구 및 시민운동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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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이경태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지 20만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계

급과 부의 불평등이 생긴 이래 소수 지배층의 억압과 속박

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두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다

수 대중의 자각과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에 바

탕한 고도 자본주의 문명사회인 오늘날 보편적 지식과 보편적 인권의 개념

이 성립되어 형식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중받는 인류사회를

이룬 듯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실은 결코 모두에게 자유롭거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지구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생존 자

체를 위협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극단화 되어 세계부유층 1%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부유층 100명이 빈곤층 40억명보다 더 많

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분단구조하에 기득권 구조는 고착

화되어 양극화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유가 왜곡되었고, 형식적 자유

는 보장되지만 돈이 없으면 실제는 고대노예 사회나 다름없는 부자유 속에

대부분 인류는 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AI와 로봇으로 대변될 4차 산

업혁명 사회에서는 다수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통일문화연합은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창립되었으며, 분단된 조국을

통합하고 민족의 번영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한 인류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인류사회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적동동체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생명

은 전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생명이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우주 만물이 서로 무관한 것이 없고, 한생명

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귀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

며, 함께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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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의원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먼저 오늘 통일문화연합과 저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배달겨레의 꿈, 통일 한국의 국가운영원리> 주제로 열리

는 학술세미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세미나에 좌장을 맡아주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님, 바
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제를 맡아주신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님, 홍혜

수 단군조선연구회 이사장님, 이일걸 간도학회 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 최자영 부산외국어대 교수님, 최용기 창원대 명

예교수님,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퉁일문화연합은 남북이 분단되고 상호 대립/갈등하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극복하

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족대통합을 위해서 통일이 이 시대 최고의 민족적 역사

과제라는 것을 천명하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문화연합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로‘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를 제

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하되 공정한 시

장경쟁과 균형사회를 위한 분배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산출된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라는 개념에서 출발

하여, 개인의 자유 또한 사회공동체내의 제한된 자유이기에 상생과 배려, 공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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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세미나가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

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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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통일문화연합의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해방과 분단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지
나, 수십 년 동안 몰라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과 달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남북의 미래상
을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통일의 미래를 깊게 고민하고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해법을 제시한 
통일문화연합 이경태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
내드립니다. 

오늘 통일문화연합의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나오는 소중한 의견들이 통일
한국의 미래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저 역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미있는 세미나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 12.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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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통일문화연합, 정동영 의원님께서 공동주최하는 「통일문화연

합 학술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

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통일한국에 대한 

논의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과 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돼 반갑고도 기쁜 마음입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무드가 조성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

진 또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분단 70년 간 대륙과 단절되었던 경제

적 혈관을 연결한다면 대륙을 가로질러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

너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이며, 당당히 세계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핵심인 ‘신북방정책’을 진두지휘하며 9개의 경제적 다리 

연결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다각도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서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고 있

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길을 더 크고 넓게 뚫어내 그 길 위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와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통일문화연합 관계자분들과 정동영 의원님, 후원을 

통해 뒷받침해주신 민주평통, 브레이크뉴스, JMB방송, 동포세계신문, 시사타

임즈, 스트레이트뉴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가 풍

성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의원  송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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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문화연합 제
1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통일문화
연합을 비롯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수산교류 
확대에 물심양면 주최에 힘써주신 정동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
표자와 토론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봄을 알리던 4월 판문점 선언 발표와 1·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김
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
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배달겨레의 역사적 사명인 위대한 통일한국
을 건설하기 위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한양체제의 장단점,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이
를 넘어서서 통일한국의 국가체제와 운영원리의 방향성과 민족의 정체성, 아
직도 잔재되어 있는 식민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의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북미간 협상의 물꼬가 트
이고 남북간에도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리는 등 분단 이래 민족통합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통일이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학술세미나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
니다.



- 16 -

  또한 남북 수산교류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우리나라 수산자원 및 어민
생계 보호 등 남북간 윈-윈(win-win)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무
엇보다도 리스크나 비용 측면을 고려해도 여타 경제교류에 비해 부담도 적
을 것입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 현실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남북간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번을 계기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정책과 입법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
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제법 추운 날씨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
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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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통일문화연합 창립기념 제1회 학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경태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태권도를 통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
는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30일 북한
을 방문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열리는 ‘WT-ITF 태권도시범단 합동시
범’ 행사에 참석하며 방북 일정 동안 남·북간 태권도 교류를 위한 초석
을 다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발판 삼아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
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포럼을 통해 남․북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통일문화연합 창립기념 제1회 학술포럼’ 개최를 축하드립
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2.6.
국회의원 이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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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참되고 바른 평화통일
            권영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하늘은 우리에게 나라를 잃게 했고, 민족을 일제의 식민 
노예로 만들었다. 36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
나,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늘은 우리의 땅
과 민족을 다시 둘로 나누었다. 분단 70년을 거쳐 통일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지금, 통일의 과정과 형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옥고를 치루고 있지만, 이는 땅에서의 부정과 비리, 실
패와 실덕 때문만이 아니며, 갈라진 땅과 민족을 하나로 회복하려는 하늘의 뜻
을 섬기지 않은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장구한 역사의 이 지점
에서, 우리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에 통하고, 통일과업과 사람의 때를 살
펴야 한다. 남북 모두가 ‘거짓됨이 없고, 올곧은, 평화통일’을 예비하고 추진해
야 한다.
하늘의 플랜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참되고, 바른, 평화통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
이다. 통일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격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 전
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 그 문명사적 대전환도 기실 하늘이 주도
하는 일이다. 그 변화는 우리들이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이다. 그것은 우리가 통
상적으로 지녀왔던 이분법적 사고, 냉전적 사고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
의 것이다. 
통일의 대의는 무엇이며, 참 통일은 어떠한 통일인가? 오늘 새로이 창립하는 
통일문화연합이 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족의 시원始原을 찾
아 밝히고 증명하는 일, 일제식민문화를 삼제芟除하는 일, 그리고 배달겨레의 
꿈과 통일한국의 국가운영 원리를 연구발표하고 토론한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 
앞에 놓인 통일의 선결과제들인 것이다. 통일문화연합이 민족의 새로운 정신혁
명을 견인하고, 민족의 새로운 가치의 푯대를 세우며, 그 가치에 기반하여 새
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싱크탱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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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제문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 태 적 공 동 체 민 주 주 의 ( E c o l o g i c a l 

Communitarian Democracy)

이 경 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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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공동체 민주주의(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이 경 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Ⅰ. 문제제기 Ⅳ.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국가패러다임 구현

Ⅱ. 현실진단 1. 중단기 과제 : 헌법개정 등 제도구현

    1. 남북한 체제 비교 2. 장기과제: 교육제도, 내용개혁, 시민문화혁신

    2.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 3. 남북관계 및 민족통합

Ⅲ.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Ⅴ. 맺음말

    1. 공동체주의

    2. 생태민주주의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Ⅰ.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철학의 궁핍, 역사의식 결핍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개인은 좌우명, 
가정에는 가훈, 국가에는 국가이념과 국정철학이 있다. 그러한 철학이 있고 없고에

따른 개인, 가정, 국가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여

는 중요한 열쇠이다. 한국의 국가이념은 해방후 7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였다. 자
유민주주의는 自由와 平等을 중요 가치로 삼는 主權在民의 20세기를 지배해온 정치

사상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직도 유효하고 적합한지에 대

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적합한가 ?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돌아보고 남북통일을 역사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이념은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결론

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단군사상인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사상을 잘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분단으로부터 74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

기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산업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온갖 갈등의

중첩으로 인한 사회분열 위기 등 각종 위기가 상존하였고, 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할



- 24 -

위기도 있었다. 해방 후 5년 만에 들이닥친 동족상잔의 6.25는 국가의 존속을 백척

간두로 내몰기도 하였고, 90년대말 부닥친 IMF구제금융 위기는 이 나라가 다시 경

제식민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세계문명 리더국

가로서 발돋움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위기는 상존한다고 하지

만, 최근의 한반도와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대한 위기

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위기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 반면, 작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본질적 위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한

다. 분단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번에 분단구조 자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
반도는 강대국의 세력전쟁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

의 모순이 극에 달하여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로 후진국으로 전

락하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다. <표1>은 한국사회를

개괄적으로 시대구분하여 각 시대별 과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사회의 시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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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촛불혁명 정부시기에 우리가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

도의 안보위기와 더불어 남북통일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앓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로 인한 사회해체와 인공지능, 생명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하는 등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가지 중대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큰일이다. 지금 이대로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는 반성

과 의분이 2016년 겨울 1,700만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추운 광화문 광장으

로 몰려 나오게 하였다. 분단구조에 의한 모순의 누적과 온갖 비리 불법, 부조리, 
부패,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던 촛불정신이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은 이 나라

를 완전히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의 나라로 재건국하라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이 ‘적폐청산’이라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적폐청산 작업을 힘들여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촛불시민

이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노력으로 충분

하고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민족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방법이나 논의

차원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통일방법론과 통일의 이득

논의, 북한개발 방법 논쟁, 남북과 한반도 현안 논의, 최근에는 남북철도공동조사사

업 착수 등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보다 먼저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일한국은 어

떠한 나라여야 하는지, 어떠한 철학과 이념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여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마치 뿌리는 없이 잎과 가지만 무성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는 비정상

적인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오죽 했으

면 국정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국가개조’였겠는가 ? 현재 남북한은 서

로 너무나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70여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융합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통일을 논하는 것

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체제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국가와 민족의 비젼

부터 분명히 수립되어야 남북한 체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체제변화를 도모하여 상

호간 수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또한 남북한 동포 및 해외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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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의 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초래한 남한 사회내부

문제로서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위기의 문제도 임기응변식 부분적 처방만으로는 고

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주의 자체의 문제이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기의 전세계의 문제이므

로 그 해결 방안과 대책 역시 자본주의 자체의 부작용 극복과 4차 산업사회에 대응

하는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남북간 냉전적 이념구도가 여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이다. 물론,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초의 개념을 벗어나 생태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경직된

이념구도로 인해 지식인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감히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문

화적 제약 속에서 본 발제는 민족통일과 자본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에 대하여 냉전의 족쇄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근원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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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실진단

전세계인이 놀라는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

재인 정권이 탄생한지도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위기라는 말이 떠

나지 않고 있다. 걱정거리가 많다. 생존자체가 걱정이다.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먹

고사는 걱정이 많다. 식자층들은 국가경쟁력이 사라져 미래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

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다. 안보걱정, 계층갈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근원적인 걱정을 해야

한다.

1.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문제점 : 자본주의 對 사회주의

1) 남북 체제의 대립구도

우리민족은 단군이래 수천년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채 살아왔

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민족정기를 침탈당하는 시련을 겪고 수많은 희생 끝

에 찾아 온 광복이지만, 강대국들의 세력싸움에 분단되어 74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 적개심을 갖고 살아 왔다. 그러면서도 분단세월 동안 남북 양측은 서로

가 하루도 빠짐 없이 통일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양측이 모두 자기 위주의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북측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남측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

이고, 남측은 북측을 남한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통일시키겠다고 한다.1)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합체제에 대한 논의나 체제타협은 없이 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어느 한측을 무력이든 기타 방법으로든 붕괴시키고 흡수하겠다는 주

장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통일을 천년을 논한들 전쟁으로 상대를 허물어 뜨리지 않는 한

답이 나올리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대량살상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
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
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하여 남한을 사회주의화 통일하
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
다” 고 하고 이어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
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
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의 
대상이 남한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은연 중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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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당사자가 어느 일방을 없애

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치는 데에는 협상과 타협의 방법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

는 양측이 모두 솔직하게 양측을 협상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양체제의 장단점을 인

정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가 상대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전혀 쓸모 없고 민중을 수탈탄압하는 체제로서 사라져야 할 체제라

고 선전해 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양체제가 다 문제점과 한계가 있고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1980년대말 동구권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소련

이 몰락함으로써 자본주의 대비 경쟁력이 뒤처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임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따라 올 수 없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수요공급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또한 유물론적 사관에

의한 경제결정론, 즉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 역시 한계를 가진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는 유물론이 유력한 이론일 수 있지만, 정신과 물질을 분리

된 별개로 보는 이원론은 동양적 일원론에 비해 옳지 않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으로

도 입증된다.2) 상부구조(정신, 제도상)와 하부구조(육체, 경제)는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의해 절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향력 크기 역시 일정비율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자지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개조하여 이타적 인간으로 교육을 통하

여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기적 본능을 완전히 버리고 이타적으로 되도록 바꿀 수 없

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다.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본성 자체

를 천성이라고 볼 때 불변의 것이며 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융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영혼의 본질은 선하고 물질계에서 생존을

위해 생존본능으로서 이기심이 발동하는데 이것은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

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天下萬物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생명체의

2) 유교의 태극론, 음양오행론, 불교의 색증시공 공즉시색은 동양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여 인식하
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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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누구라도 본성을 탐구(참선)하면 결국 부처

의 마음에 다다른다는 것으로 부처의 마음은 선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理氣論에

의해 우주만물을 설명한다. 천하의 원리인 理와 물질현상인 氣로 나누어 설명하는

데, 인간의 내면을 4단7정으로 구분하여 본연지성인 4端(仁義禮智)와 기질지성인 7
情(喜怒哀樂愛惡慾)으로 설명한다. 본연의 성질인 4端은 선한 것이며, 물질로 발현하

여 생긴 7情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고의 克己復禮, 
修己治人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3)      

인간자체를 선하다 악하다고 논하는 것은 실제 별 실익이 없다. 본성은 선하지

만 생존을 위한 생명욕구(본능)를 가진 실체로서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생존욕구를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경우, 이를

선한 본성이 통제를 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 것

이다. 따라서 교육과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본래 惡하다면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도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인성을 통제하고 규제

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할 때 인간이 만든 사회국가 제도와 규율, 이념, 사상, 

문화, 교육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4)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

의 국가이념과 체제, 문화, 교육제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간본성과 본능까지 善하도록 교화하여 공산주의 유토피아

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념하에 건국된 체제이다. 물론 50~60년대 북한내 권력

투쟁과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생존을 위해 자체의 사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인간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을
개발하여 북한식 독재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지만 기본은 사회주의 원리하에 운

영되어 왔다.5) 사회주의는 어쨌든 명분상이라도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3) 주자의 성리학에서 시작된 우주와 자연의 생성을 설명하는 이기론이 조선에 와서는 인간심성론으로 
심도 있게 발전하였다.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 이발기승론, 기발이승론, 이기호발론 등 복잡하게 전
개되지만 결국은 인간의 심성은 본성은 착하지만 현상계에서의 작용에 의해 선할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나 인간수양은 필요하고 교육의 존재가치가 있
게 되는 것이다.  

4) 인간본성론 역시 고도로 발달한 생명공학의 앞에서는 부질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생명공학의 기
술로 인간의 감정도 조정하고 양심도 통제가 가능하다면, 공산주의도 가능하고 지옥도 가능할 것이므
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이런 류의 고민은 아무 쓸모가 없어 질 것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사회주의,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
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
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
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자연과 사람을 개조하는 것도 사
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이다....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 자신에게 있다.”라고 설명하여 마치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도 상통하는 듯하다. 그러나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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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점 단 점
경제력 비교6)

인구 GDP 1인
GDP

남한/자본주의 자유, 창의, 의욕, 
역동성, 높은 생산성

부도덕, 부패, 불평등 
심화, 공동체 해체, 

인간성 피폐화, 
약육강식의 정글화, 
과잉경쟁, 피로사회, 

5,125만 1,639
조

3,198
만원

북한/사회주의
도덕성, 통합성, 가치 
정합성, 사상이념성, 

일관성, 지속성, 
민족주체성,

낮은 생산성, 자유 및 
인권 제약, 민주주의 
억압, 정체화, 경직성

2,490만
약36조
3,730

억
약146
만원

통일한국/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남북한 장점을 취합하여 승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여 위대한 

배달겨레의 통일국가를 건설함

비젼과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

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

과 사상의 덕택에 사회주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주체성, 정체성 등에 있어서는 자본

주의에 월등하게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가 ? 
<표 2>는 남북한 양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여 비교한 것

이다. 이 표를 보더라도 남북한 양 체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당연히 이들을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 더 나은 체제와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표2. 남북한 양 체제 단순비교>

2.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인민대중이 역사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밝혀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기위해
서는 수령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수령지도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체사상
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상의 주인
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사회를 물질적 조건을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사
람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정을 자연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주체사상의 핵심
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체제가 그동안 운영되어 온 결과를 볼 때 북한주민 개인의 창
조성과 자주성, 의식성을 존중한 사상이 아니라 피지배인민대중에게 혁명정신을 고취하고 혁명의 도
구로 사용하기 위한 선전선동 사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 남북한 수치는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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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꽃 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

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도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동양에서는 태평

천국의 난, 동학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자유, 
신분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투쟁위주였지만, 프랑스 혁명 후에는 自由平等 사상의

보급으로 정치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7) 그런데

그 투쟁은 다수 대중의 자유획득을 위한 투쟁이었다. 왜냐하면, 고대노예제 사회이

든 중세 봉건왕조 사회이든간에 상류지배층은 언제나 자유를 넘치도록 누렸기 때문

이다.   
자유주의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창의성과 성취욕구를 최대한 보장함으

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어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주의는 본래 自由와 동시에 平等이 균형

을 이루어야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가 자유위주의 체제이지만

20세기에는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

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종언’등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 하였다는 자만감에 빠져 평등의 가치를 등

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절제되지 못한 자유만능주의는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사

회, ‘강자만의 자유’를 만들고, 도덕성 붕괴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끝없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자만감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류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사조는 산업혁

명 초기의 ‘시장만능주의’ 광풍을 다시 불러왔고, 30여년 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만능주의 시대라는 오늘날 과연 누구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

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가 ?  20세기까지의 자유는 “권력으로부

터의 자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에 치중하였다면, 21세기에 요구되

는 자유는‘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평등을 향한 자유’라는 적극적이고 실질적

인 자유이다.  그러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7) 자유주의는 정보기술, 생명기술의 가공할 발전 앞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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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념에 따른 체제유형

                          북한                           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생태적공동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계획경제                                                     시장만능주의
생산수단완전 공유                                       생산수단 완전사유
국가개입 최대화                                            국가개입최소화
평등 강조                                                     자유강조
                 

  <그림 2>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 비교

   
       국가 시장

   정치 사회 자본

                          국가 사회

             사회 정치 시장 정치

         ①  시장 ②  자본 ③  국가

             자본

                               
 ◎ 시대 : 산업혁명 이전             20세기                       21세기  

 ◎ 체제 : 사회주의               초기 자본주의              고도자본주의

누구나 원하는 것을 소비․소유하고, 원하는 곳을 (여행)다니고, 원하는 교육을 받

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사회체제에 투입할 수 있는가 ? 전혀 아니

다. 돈이 없으면 그냥 숨쉬고 망상하는 자유 외에는 자유가 없다. 돈 많은 자들의

자유를 쳐다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자유는 있다. 아니 기득권 보수주의자들

의 하기 좋은 말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을 짓밟든 사기를 치든 범죄

를 저지러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떻게든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독하고

모진 악독한 마음을 품을 자유”는 있다.
휘황찬란한 21세기 도시문명의 자유, 부자와 기득권의 자유는 나와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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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자유’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自由는 ‘돈을 가진 자’, ‘상류

층’만의 자유라 할 것 이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에서는 돈있는 사람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돈 없으면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된다. 돈이

있어야 수요에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유주의가 고대노예제, 중세봉건

제의 자유와 무엇이 다를까 ? 그때나 지금이나 1% 로얄층은 절대자유를 누리고, 
10% 상류층은 넘쳐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나머지 90% 대중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자

유가 없다. 우리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자유주의를 올바

르게 발전시켜 왔다는 말인가 ?. 
자유를 최고로 떠받들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자본에 의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평등과 자유의 구속이

오히려 심화되고, 사회내부의 각종 갈등이 증폭되고, 국제사회도 자국민․자민족중심

주의로 회귀하여 국가간 갈등도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심화, 극우보수주의 성행 등

오히려 자유주의가 후퇴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1>은 생산수단 소유형식,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도, 시장경제 정도, 자

유와 평등 가치 비중 정도에 따른 정치사회체제를 표시하였다. 21세기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와 생태공동체민주주의라는 것을 표

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북한과 자유주의 남한 체제는 각각 좌우로 이동하여 생태

적공동체민주의 모델로 조정․융화되어야 한다.
<그림2>는 시장, 자본과 사회, 국가, 정치의 관계를 자본주의위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낸다. 자본주의 이전 고대국가 및 봉건국가 시기에는

시장과 자본의 발달이 미숙하여 정치와 국가가 시장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과 자본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치와 사회․국가권력

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대등한 관계로 까지 성장하였다. 21세기에는 시장과 자본이

과잉성장하여 정치사회 국가권력을 포획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치의 힘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

여야 한다. 따라서 ② 유형 내지는 ①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사상이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성장을 이루

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도 인류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심화시켰다. 더욱이 정

보기술과 생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불평등의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유는 더 이상 풀어두어서는 안될 위험

한 맹수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자구생태계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유를 적절히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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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平等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

이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가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

요한 것은 자유는 기본가치이고, 여기에 平等과 連帶, 相生과 共感의 정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자본주의

자본주의(capitalism)8) 자체는 이념도 정치사상도 아니다. 단어에는 주의(-ism)가
들어있으면서도 철학이나 이념이 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용어이다. 그런 이유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칼 막스는 “자
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본주

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아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

하는 경제체제’등으로 정의되는 경제형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난다. 시대상황에 따라 대두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근대적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는데, 초기

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이윤만 추구하여 Ricardo의 생존임금설 등이 말

하듯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급여를 주고 생산도구로 부리는 것이 시장경

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통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스펜서의 사회진화

론과 홉스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근거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적자생존이

자연법칙이고 생물학적 메카니즘이라면서, 인간사회도 당연히 자연법칙을 따르므로

자본주의 경쟁에서 의해 패배한 자는 도퇴되어야 하며, 자본가의 착취나 대중의 빈

곤도 자연법칙이다, 가난한자를 돕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복지제도 자체는

反자연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사회풍조가 19세기를 지배하였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동물은 배

부르면 그만 먹는다. 동물에게는 금융기관도 없고, 저축하거나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기껏해야 꿀벌, 개미, 다람쥐 등이 한 겨울 날 양식을 저장하는 정도일 뿐 인

간처럼 한도 끝도 없이 탐욕스럽게 저축하고 자식에게 상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계급이나 富를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약육강식, 적
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동물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인간을 적자생존에 그

대로 맡기면 1% 로얄층과 99%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 자연법칙이 되는데, 이것

8)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자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850년에 프랑스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
(Louis Blanc, 1811~1882)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어서 1861년에 프랑스 무정부주의 사상가 피
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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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연 바람직하고 생각할 줄 알고 양심(佛性)이 있는 인간에게 마땅한 조치일까 ?
극심한 불평등과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反자본주

의적 사상이 대두되자 자본주의는 궤도를 상황에 따라 수정 변천하면서 오늘날 거

대금융자본주의까지 발전하여 왔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기 신흥부르조아와 청교

도 윤리가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건강성을 유지하였다. 그 후 시대와 세계

질서 상황에 따라 독점자본주의, 대중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 온정적 자본주의

(Compassionate Capitalism),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도덕적 자본주의

(Conscious Capitalism), 유교자본주의(선비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박애자본주의(Philanthro capitalism), 천민자본주

의(pariah capitalism), 자본주의4.0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변천을 시도해 왔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를 개량한 개념

이다. 이처럼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치사상은 자본주의

의 변형이므로 자본주의의 위력과 스팩트럼은 참으로 넓다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강점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근거로 하여

놀라울 정도의 역동성을 나타내어 인류사회를 경천동지할 정도의 속도로 물질적 경

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는 자기확장성과 자

기증식성의 특성이 과학기술발달과 결합하여 1800년부터 지난 200여년만에 인류는

인간의 2만년 역사 전체보다 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기 1년에 약2억3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는 약 9억명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지만, 1800년부터 2000
년까지 2세기 만에 인구는 약 61억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소득은 서

기1년 약400달러에서 1800년 약 600달러로 50%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1820년 약

650달러에서 2000년 약 5,800달러로 약 9배 증가하였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1인당

산출량의 증가를 합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활동의 1820년에서 2000년 사이 180년
동안 약 49배 증가하였다.9) 21세기 들어와서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로 1년 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인류의 삶과 지구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처난 속도의 발전을 가능케 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무도덕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폐단은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데 자본주

의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도덕적(amoral)인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에

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개념자체가 없고 오직 이윤만 있을 뿐이다. 이로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은 인류사회와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유사이래 어느 때

보다 국가간, 국가내 계층간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커지게 만들었고, 인간의 행동유

9) 제프리. D삭스,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2008.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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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오직 이윤추구와 돈벌기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간성 파괴와 사회공동체 해

체를 초래하였다. 인간심성론인 4端7情論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는 4端은

아예 개념도 없고 7情만 자극하여 욕망의 불을 태우는 체제이므로 인간을 금수와

같이 만드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중심의 거대 금융이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국제금융자본주의 시

대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의 극단적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공

학과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에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더욱 극

단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차원인 과잉성장과 불평등은 전

지구의 문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성장경쟁이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즉, 지난 200여년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경제적 물질적 풍

요는 가져다 준 반면,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해체, 생태계 파괴라는 비용을 청구하

였다. 비판론자들은 자유와 세계화라는 것이 대중을 재물로 소수 엘리트들에게 힘

을 건넨 거대사기라고 한다.10)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인류사회의 위기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의 정도

를 쉽게 알게 하는 통계가 있다. 대략 세계 최고부유층 1%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부유층 100명이 최저빈곤층 40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

다. 하위 50%는 세계 총자산의 5%도 못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오늘날은 절

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문제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쉽게 비교되고 불평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리처드 월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은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저서에서 불평

등현상을 통계지수와 그래프들,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비교분석한 결과 불

평등은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불평등 사회일수록 비만, 십대출산률, 
범죄율, 사회자본, 정서질환, 아이들 교육성취도, 기대수명 하락, 사회계층 이동, 자
원분배 왜곡, 공동체 해체, 신뢰상실, 사회적 자본 약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모든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위기로 귀결된다고 한다12)  불평등 격차를

줄이면 그 이익은 빈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부작용으로 사회해체 내지 혁명의 위험이 상존하자 현대 자

본주의는 변형을 도모하게 된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 

10)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김영사, 2018. P. 23 
11)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옮김, 글항아리, 2014. p.521.
12) 리처드 윌킨스& 케이트 피켓, 전재웅 역,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이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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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본주의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살릴 세티 국

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새

로운 사회계약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빌게이츠는 ‘사회주의가 미래

지구의 유일한 대안체제이다“고 주장한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극

심한 불평등은 폭력적 혁명을 야기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고도무기체계에서 혁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구성원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정

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복지국

가를 표방하는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형 노력을 하였는가 ?  유감이지만 한국의 자본주

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형을 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

려 자본주의 만만세, 돈이 최고다, 힘센 자가 최고다 식의 막가파 사회로 내몰아 갔

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社자만 입에 올려도 수구기득권들은 빨갱이로 몰

아붙여 씨를 말리려 하였으니,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추락한 것

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 또는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의하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영미형 자유주의로 나눈다. 후일 카

톨릭의 영향력이 크고 가족중심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남유럽형이 추가된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가 개인을 방치하는 차원에서는 영미형, 특히 미국형에 가깝고, 부패와

가족주의로는 남유럽형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국가운영을 74년 해온 동

안 한국사회의 얼굴은 어떠한가 ? 
한국사회의 불평등, 격차문제를 보면, 2017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

위 0.1%의 근로소득(평균연봉 6억 5,500만원)은 중위소득(평균연봉 2,299만원) 근로

자의 약 30배이고,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83.1%(소득 1~2분위 계층)에 해당하

는 근로자의 총소득과 같다. 상위 1%의 총근로소득 40조 7,535억원은 전체의 7.3%
에 해당하고,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182조 2,856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한

다.13)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

면,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6,746만원, 상위 20%는 4,901만원, 상위 30%는

3,900만원, 상위 40%는 3,236만원, 상위 50%는 2,720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은

31%로 나타났다. 즉, 전체 근로자의 60%는 3,236만원 미만이고, 전체근로자의 50%
는 2,72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 6,460만원, 중

13) 이투데이 뉴스, 상위 0.1% 근로소득 6억 5500만원...중위소득의 28.5배 차이,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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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정규직은 3,595만원으로 나타났다.14)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의한

2018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264만원이며15),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른 2016년
공공기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연봉은 6,6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16)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 전체국민의 약 15%만 연봉

6200만원 이상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한 도시가구 표준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

민들 85%는 표준생계 유지조차 안되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60%는 월급 260만원 이하 수준이고, 국민의 50%는 월급 220만원

이하를 받고, 국민의 31%는 월급 16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

원, 공공기관, 대기업이 아니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21세기 대한

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서 한국의 불평등의 특징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월급

받아 먹고 사는 10%의 제도권 부류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90%의 비제도권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90% 중 5%는 대기업 근

로자로 제도권과 동일한 상류층이므로 비제도권에서 제외하여 제도권으로 합치는

것이 옳다. 결국 15% 국민만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

다.  
이는 근로소득만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까지 합한 총자산으

로 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불평등한 격차사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

주당 유승희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부의 편중현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근로소득의

순으로 심각한 것을 나타났다. 배당소득은 상위 0.1.%가 전체배당소득의 51.7%를 차

지하고, 상위 15%는 전체배당소득의 75.2%, 상위 10%는 전체배당소득의 94.4%를 차

지하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8%가 절반을 차지하고, 상위 10%는 전체 이자소득이

90.7%를 가져갔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가치의 절반이상이 상위13%가 차지하

였고, 토지가치는 상위 6%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은 상위 19%가 절반이상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7)  상위 1%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앉

아서 99%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새

로운 자본귀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은 새로운 계급사회임이 분명

하다. 헌법 제11조 1항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平等하다“, 제11조 2항은 ”사회

적 특수계급이 제도는 인정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平等하지

않으며, 실질적 특수계급도 존재한다. 명분과 실재가 다른 이중적사회가 한국사회인

14) 뉴시스, 2017년 근로자 평균연봉 3475만원...상위 10%는 6746만원, 2017.11.16
15)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2018. 4. 25
16)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대한민국공공기관 Ⅰ, 2018. 3. pp.67~68.
17) 경향신문, ‘부익부’ 원인, 금융 > 부동산 > 근로소득 순,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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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질적 계급만이 아니라 나아가 신분적 계급도 생겨났다. 상류기득권층은 자식

들끼리만 혼맥을 형성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들만의 ‘지배카르텔’과 ‘부
패카르텔’을 만들어 온갖 혜택과 부를 독점하면서 일반국민들과는 정서적이든 생

활방식이든 격리되어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대

한민국의 공동체 국민이라고 하겠는가 ?18)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편중된 부와 자산이 순환되지 않고 소위 상위 1%

의 수중과 비밀금고에 차곡차곡 쌓여만 있고 순환되지 않아 이 사회는 고착화되고

경직되어 외형상으로는 세계상위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 일상화

보편화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아닌 이상 일반 민중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고 꿈고

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늘 건물주 내지 공

무원 이겠는가 ?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3포5포
라고 하더니 아예 셀 수도 없이 포기한 것이 많아지더니 N포세대가 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당연한 듯이 말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꿈이 없다. 꿈을 가질 수도

꿀 수도 없다. 아예 포기한 지 오래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청
장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19)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사회인가 ?  한국사회는 OECD국가간 비교표에서 보면 사회의 건강성, 공공성과

삶의 질 차원의 척도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11위 임에도 사회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0%로 OECD 평균 21%의 절반수

준이고 북유럽형 국가들의 30%~37% 수준(최근에는 복지지출 감축으로 하향되었음)
에는 1/4수준에 그치며20), 사회적 자본 최하위, 사회갈등수준 최고, 부패수준 최고, 
최고, 최고의 자살률, 최고의 빈곤률, 최저의 출산률, 최고의 사교육 부담률, 최고의

불평등 수준, 최하위 행복지수 등 모든 공공성 지표가 최하위21)로 나쁜 자본주의로

18) 상위 1%는 99% 민중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교육부 나향욱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다. 상류층은 온갖 불법과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아성을 지킨다. 최근에는 상류층 혼맥 
프로그램 ‘333클럽’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숙명여고 성적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심지
어 상류층 사회에서는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미국에 가서 학위나 대충 받
아와서 기업을 물려받아 공부 잘한 애들 데려다 시키면 되는 것이다. 공부는 하층의 애들이나 죽어라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상류층은 힘들여 공부할 필요 없다. 왜 공부를 힘들여 하나?”라고 한다고 한
다.  외국학자들은 한국의 이러한 특성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칭하고, 마이클 존스
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형태를 엘리트카르텔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19) 중앙일보, 2015.9.8. ‘기획’ 2030세대 3ᅟᅧᆼ 중 1명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느끼는 자부심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에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3명 중 1명꼴에 달했다. 반면, 50대· 60대 이상에선 10명 중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30세대의 절반 가량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대답했다. 고려
대 아세아문제연구소(ARIㆍ소장 이종화), 동아시아연구원(EAIㆍ원장 이숙종), 그리고 중앙일보가 광복 
70주년과 중앙일보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2015년 국가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다.

20) 자유주의 천국 미국도 공공지출수준은 GDP대비 17%이고 일본도 21% 수준이다.
21) 이경태,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

정학 박사학위 논문, 2011. pp.131-159. 



- 40 -

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22)  이들 지표들만 보더라도 한국사회는 거의 생지옥에 가

깝다 할 것이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Work-Poor, 최고수준의 부패, 보편화된 도덕

적 해이, 현실의 지옥이 다름없다. 숨막히는 무한경쟁, 피고사회, 과로사회, 이중사

회, 불신사회, 최저사회적 자본, 최고의 범죄율, 존속살인, 가정해체, 공교육 붕괴, 
사교육망국23)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국민들의 심성은 피폐하고 흉폭화 되었

다. 생명경시 현상이 무섭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잔혹흉악범죄가 뉴스를 탄다.24)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조절장애 상태로 건드리면 언제든 폭발할지 모르는 흉기로 변

해가고 있다. 기득권층이라 표시되는 상층부의 도덕적 무감각과 해이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상층부만 탁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라는 데서 총체적 부도덕한 위기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25) 불신이 만연하여 사

기공화국이라는 지칭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자본은 고갈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못믿고 국가와 사회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생

각과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편할 날이 없고, 가난한 자

는 가난하여 생존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든 국민이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과잉사유화 되고 공공성은 극도로 위축되어 상

하층을 막론하고 도덕성이 붕괴되어 개인, 가족, 사회가 다 무너져있다고 할 수 있

다. 국가는 소수기득권의 독과점 형태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다. 이것이 세기말 내지 王朝末期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렇다면 왜 국제적으로는 찬탄을 받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한국사회가 이렇

22)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2016. 2. 25)가 한국사회를 진단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보고

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불안을 넘어선 강박, ★좌절을 넘어선 포기, ★피로를 넘어선 탈진(번
아웃), ★경쟁을 넘어선 고투,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을 넘어선 원한사회라고 진단하였다.

23) 공교육예산은 2018년 68조원, 2019년 75조2천억원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최소 50조 이상일 것이므
로 매년 한국사회는 120조 이상의 천문학적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붇듯이 교육부문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교육은 붕괴되어 학생들은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교실에서는 잠을 자고, ‘학포
자’라는 말이 생기고 가난한 학생은 배려받지 못하여 학업성취도는 추락하고 사회진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불평등이 구조화 되고 있다. 오죽하면 좋은 대학 가려면 “조부모의 영향력(돈)과 부모의 
무관심”이 조건이라는 말이 회자하겠는가. 

24)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모질게 폭행하여 숨지게 하고,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조두순ㆍ 
이영학으로 대표되는 잔혹 성폭행, 이별앙심 잔혹보복살인, 사소한 이유로 살인한 PC방 살인사건, 인
천초등생 살해사건,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속적인 왕따와 폭행으로 살인까지 이른 인천중학생 폭행치
사사건 등 가공 흉악잔혹 반인륜 범죄가 한 둘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존속하고 있는지 의심스
럽고,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어가며, 공동체가 해
체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5) 잠시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라도 상류층은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언론, 재벌기업, 학교 등을 막론
하고 썩지 않고 온전한 곳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 또한 ‘오십보 소백보’이다. 
사립학교 각종 성적비리, 입학비리와 특정인이 공직청문회에서 투기,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되면, 흔
히 하는 변명이 “당시에는 공인이 될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온갖 
비리불법과 야비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식과 문화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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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사회, 막장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 ? 그것은 한마디

로 소수의 강자만을 우대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를 만들어 두고, 패자와 승자와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함으로써 승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두었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OECD국가

중 최하위 밑바닥 복지수준이고,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하층으로 전락하

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게 만들어 두었으니, 굶주린 개가 뼈다

귀 하나를 두고 죽기살기로 으르렁 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 그러니 과잉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온갖 비리불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무조건

기득권 틀내에 진입하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다. 태어나자말자 한국의 어린이는 경

쟁에 시달려 순진한 유년기란 아예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마른 삶을 살고 있

다.  
 즉, 시장만능주의 내지 재벌친화적인 국가주도 경제방식, 돗내기(도급제) 방식

으로 죽자살자 일하기, 결과지상주의, 효율지상주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적자생

존 방식의 국가운영으로 기득권만 살찌우는 착취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인간성이 상실되고, 염치예의가 없어지고, 힘있는 자는 약자를 수

탈하고, 공직자는 갖은 비리부패로 제 배불리기 바쁘고, 민심은 피폐하고 각박해지

고,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며 사회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병들게 된

다. ‘돈놓고 돈먹자’‘잘먹고 잘사자’ 이외에는 철학도 비젼도 없는 천박한 국

가운영형태를 70여년 해 온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 우연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결

과가 아니다. 막가파식 우리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용어가 있다 “억
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보수수구기득권들이 입만 열면 노래하듯이 주장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만이 사회가 탄력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

다” 말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겠는가 ?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경제적 부작용과 인간의 심성을 악하게 만드는 병폐가

결합된 한국적 천민자본주의가 표출하는 각종 문제점을 생각할 때 과연 한국의 현

재의 ‘자유민주주의’방식의 국가패러다임과 운영이 바람직하고 정당한가에 의문

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답은 명약관화하고 삼척동자도 안다. 그 답을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았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 부패하고 이기심만

가득찬 부도덕한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바꿔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된다. 국민인 내

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것이 촛불시민의 일치된 각성이요 요구였다.
보수기득권층은 이에 대해 그런 불평등과 부패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있는 자

연스런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냐,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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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해야 돈 번 사람 보람이 있고,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니냐 ?  하나도 이상하지 않

다고 말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소수의 귀족이 부를 전부 소유하고 다수의

노예는 극단적으로 했어도 사회는 잘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인간적인 사회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그들

은 대체로 일제친일부역 매국노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족정기를 고양하거나

민족정기를 내세울 수도 없고 학교교육프로그램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고양이나 토

론, 비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촛불시민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현실비판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기 위

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커리큘럼을 정상적 민주시민을 양성

할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 교육시장에도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친일매국세력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두가지 중요한 결핍사회가 되었다. 역사의식의 결핍과 철학

의 결핍 사회이다. 기성세대는 철학없는 교육을 받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굳어져 있다. 철학 없는 고속성장의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난 IMF위기로 인해 중산

층이 일시에 붕괴되고 오렌지족이 등장하고, 지금 ‘이대로’라는 건배사가 강남

술집에서 유행한다고 할 때 국가운영 철학과 패러다임을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형

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는 “민중은 개돼지” “천황폐하 만

세”등의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 막판 사회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고, 표피적 증상만 보고 대증요법으로 땜질로

일관하여 병을 키우는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근원적으로 국가틀과 운영원

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 그 대안은 무엇인가 ? 민
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 
필자는 단군사상과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생태적공동체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통일과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생태적 공동체국가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과 이념으로 남북양체제를 통합융화시켜야 한다. 이

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남한사회내의 친일청산을 철저히 다시 하여야 한다. 식
민의식과 식민문화의 잔재청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청산은 물론이고 민족을

팔아 축재한 부정축재는 마땅히 환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최상위 부패

국가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부패한 공직자들의 부당하고 부정한 재산을 철저히 조

사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단군사상과 식민잔재 청산 문제는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므로 이하

에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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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21세기를 맞은 지구촌 인류와 민족통합의 역사적 과제 실현을 목전에 둔 한국

의 미래를 열어갈 국가철학과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  앞에서 살펴본 현실진단

에 의하면 명료하다. 이 시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통

합 사상, 불평등과 극심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과잉사유화, 정글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할 공공성 강화 사상, 그리고 전지구차원의 생태위기를 극복하여 더불

어 행복한 우리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생

태적공동체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지구적 관점의 생태주의 내용이 빠지고 사상적 명료성이 부족한 것

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26)  
 
1. 공동체 주의(Communitarianism)

공동체는 뜻을 같이하거나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선을 추구하고 협동을 강조한다. 가족공동체, 씨족공동

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가

있고, 여러 공동체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단

위의 전통공동체가 발달되어 자연스럽게 환난상휼의 자발적 구휼활동까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전통공동체는 와해 붕괴되고, 
직장, 사회단체 등의 인위적 공동체로 대치되었으나, 원자화된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전통적 친밀감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사회관계는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외롭

고 불안하게 살고 있다.27)  자본주의 병폐가 만연한 오늘날처럼 개인의 자유만 중

시하고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경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

26)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6일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젼과 9대 전략을 밝혔다. 첫째, 사회통합강화: -소
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
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둘째,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
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셋째, 사회혁신능력 배양,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27) 자유가 보장된 대량생산체제와 대중미디어 시대에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대중들은 군중속의 고
독(D. Riesman)을 느끼고, 자유로부터의 도피(E. Fromm)를 원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끝없이 
펼쳐진 사이버공간에 탐닉하고, 엄청난 빅데이타와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인공지능
의 세계를 접하면서 대중들은 21세기 세상이 자기와는 유리되어 별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새로운 소
외감, 사회로부터 무관해 졌다는 불안감 마저 느끼며 산다. 이러한 대중들의 공허감이 나치즘과 독재
의 온상이 되거나 각종 사이비 종교의 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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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자유만능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공동체

는 붕괴되고 강자만 살아남게 되어 결국 그 시회는 망하게 된다. 고도화된 자본주

의의 병폐로 지친 외롭고 나약한 개인들이 공동체로의 회귀를 바라고, 개인주의적

이고 이기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동체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사회에 소유개념이 생기고 부터는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가 항시 따라다녔

는데28), 불평등이 없고 공평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이상적 공동체로서 유토피아 또

는 대동세계라는 이상을 추구해 왔다.29) 공동체는 공동체의 선과 공동목표를 위하

여 구성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이 동의하여야 유지될 수 있다. 
유토피아일지라도 개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하다. 
토인비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자유나 사회정의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

위할 수 없다. 개인적 자유는 인간이 일을 성취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

한 조건이다. 그리고 사회정의는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최상의 규칙이다, 만약 개인

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힘없는 자는 위축될 것이고, 
사회정의가 무리하게 강행되면 인간의 창조적 자유는 억압받을 것이다.” 30) 고 함

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적정하게 제약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황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도 무섭다”라고 탐욕으로 흐르는 자본주의를 경고하였다. 브
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광란의 질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태와 공공의 원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변혁시켜야 한

다. 또한 생태위기에 처한 지금 공동체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 민족의 차원을 넘어

28) J. J 루소는「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것이다”라고 선언하

는 일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정치사회

(국가)의 참된 창립자였다. 이 말뚝을 뽑아내고 또는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

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는 만인의 것이며 토지는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잊는다면

너희들은 파멸이다”라고 동포들에게 외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

과 살인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를 인류에게서 제거해 주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인류가

자연상태를 벗어나 최초로 계급과 소유가 생겨나고, 한편으로는 이를 타파하여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려

는 인간의 시도를 묘사하고 있다.

29) 禮記 禮運篇에는 大同世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는 公義가 구

현된다. 현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그러

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

으로 하여금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며 장년에게는 일할 여건이 보장되고 어린이는 길러주는 사

람이 있으며, 과부와 홀아비를 돌보며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남자는 결혼할 상대가 있으며, 
여자도 시집갈 곳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저장할 필요는 없

다. 스스로 노동하는 것을 싫어 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大同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동사상은 공자의 “均無貧, 老安少懷”  맹
자의 王道,  井田制, 여씨춘추 “公則天下平, 不公天下則不平의 사상과, 이상향으로서 도연명의

‘도화원’, ‘수호전의 양산박’, 하심은의 이상사회 실험공동체인 ‘취화당’, 불교의 ‘서방정

토’ 등의 유토피안으로 등장한다.
30) 역사의 연구3, 아놀드 토인비, D.C 서머벨 편집,  김규태, 조종상 옮김, 더스타일, 2012..6.12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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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류공동체, 세계공동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동체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가

져왔다. 그 속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의 유대를 중심으로 인연공동체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없어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나의 이익, 내 집단이익 최고라는 ‘사익절대주의’ 사조가 만연

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만 구가하려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여 구성원 상호간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다. 국가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철학이 없이 성장제일주의와 각자도생의 돗내기 사회로 국민을 내몬

결과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는 급속히 그리고 철저히 붕괴되었다. 속물적 국가운영

은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전락시켰다. 서로를 믿지 못하

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기꾼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형법체계는 성장최우선 국가운영의 탓에 어느 정도의 사기는 용인하는 법태도

를 취하고 있어 사기꾼에 대해 가장 관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사기꾼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고, 날이 갈수록 사기꾼이 더욱 설쳐대는 악순환을 밟게 된 것

이다.31) 또한 인연공동체와 이익공동체들은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띠면서 패거리, 파
벌, 족벌 등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끼쳐와 사회

통합과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상충부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군자는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평생 근

심이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부처의 자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

장 중요한 덕목이다.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

에 기뻐한다.”고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 모든

문명은 사회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

다. 
한국의 공동체가 가진 사익추구적 집단이기주의적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상부상조와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3대 과제인 ① 계급모순으로서의 불평등 문제와 ② 

민족모순으로서의 분단극복 문제, ③ 그리고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군의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 기반한 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단군사상에

31)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불가사의 중 하나가 세계최고의 사기꾼 공화국인 나라, 세계 최고수준의 부패
국가로 부패가 나라 곳곳에 박힌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지 신기하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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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때 계급과 권력, 자본으로부터 진정한 인간해방이 실현된 가족공동체, 사회공

동체, 국가공동체, 열린민족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다.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가공할 정도의 발전을 보이는 오늘날 지구전체가 하나

의 공동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운동은 자연히 지구차원의 인류공동체적

성격을 띄게 되어 있다. 새로운 사회공동체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공동

체여야 한다. 사회성원간에 신뢰하고 공감적 유대가 높은 사회여야 한다. 현존하는

지구상 사회에서 참고할 사회유형은 무엇일까 ?. 제레미 리프킨은 현대사회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유럽형과 물질을 중시하는 미국으로 크게 나눈 후 물질중시 사회인

미국에 대해 평하면서 “물질주의자들은 이익 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까지 생각한다. 물질적 가

치를 중시할수록 사람을 못믿게 된다. 이기심이 늘면 이타심은 줄어든다. 물질주의

자는 세상은 얻지만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 즉 공감적 유대를 발

휘한 일에는 서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32)  많은 연구에서 ‘물질적 가치가 생활

의 중심이 되는 사회일수록 삶의 질은 낮아진다’고 한다. 물질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줄 모르고 너그럽지 못하다고 한다.33)  이러한 물질주의에 대한 설명

은 공자는 君子와 小人의 비유로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34)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는 물질적 가치에 치중하는 미국형 사회가 아

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북유럽형 사회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은 북유럽형 사회이념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미

래 인류공동체를 구원할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 사상에는

이 시대의 과제인 격차와 불평등을 시정할 평등사상과 생명사상,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2.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

생태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무조건적인

성장과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초래한 지구생태계 파괴가 인류와 지구의 종말로 까

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종말론적 위기감에서 태동된 사상이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장의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태주의의 배경이다. 산업기술과 자

32)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서울, 2010. pp.623~625.
33)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민음사, 서울, 2010. pp.616~685.
34) 里仁 16.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 述而 36. 子曰 君子는 坦蕩蕩이오 小人은 長

戚戚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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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는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ㆍ개량할 수 있고 무한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간에게 심어 주었고, 이 자신감이 지구생태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

서 과도한 성장과 개발을 부추겨, 21세기에 이른 지금 자연은 기후온난화, 대기오

염35),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기상이변, 지각대변동 등 자연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태주의(ecologism)는 인간과 자연관계를 별개의 존재이자 대립구도 내지 정복

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자연도 있다는

불가분의 공통생명 관계이자 상호 소통순환하는 일체로 본다. 즉, 인간, 사회, 자연

등 우주만물은 독자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그 자체가 하나의 섭

리 속에 긴밀히 연대되어 있으며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 현상이라고 본다. 생태주의

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생명(사람)이 아프면 전생명(인류)가 아프다‘는 사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민

주주의 원리를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로까지 확장시킨 민주주의 이념으로 환

경생태 문제를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 지구차원으로 확대한다.36)

3.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Ecological Communitarian Democracy)

오늘날 사회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 지구촌의 문제이며, 지
구촌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

의와 공동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는 흉폭

한 자본주의를 공동체적 공공성과 평등 개념으로 통제하고, 생태주의 사상으로 자

연과 전지구차원의 인간사회가 조화ㆍ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이다. 경제적

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 하되 정치적으로는 ‘평등, 균형, 상생, 공유, 공감, 소
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과 균형사회를 위한 분배

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사회적 소유 또는 공유개념이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개
인의 자유 또한 사회공동체, 나아가 인류공동체 내의 제한된 자유이므로 상생과 배

려, 공감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

35) 서울경제의 2018.11.10.자 “전세계를 뒤덮은 미세먼지 공포”라는 기사에서는 전지구촌이 미세먼지의 
공포로 떨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인도, 태국, 유럽에까지 말 그대로 피할 수도 출구도 없는 무방비
사태며, 시계제로이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공포를 소개한다.

36) 구도완,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2018.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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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본주의(자유주의)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경제원리 시장만능주의 공공원리가 시장을 통제

소유개념 개인소유권 절대,
절대적 상속제도 

모든 소유권은 사회적 소유, 공유개념 
내재, 만물은 상호연계 생성

중요가치 자유 최고가치, 합리성, 사익추구 평등, 연대, 공유, 소통, 공감, 공존, 
상생, 순환, 융화, 공공성, 지구공동체 

세계관
과학기술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투쟁 
관계,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인간사회에도 적합하다

우주만물은 상호연계, 소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한 생명(사람)이 아프면 전생명(인류)가 
아픈 것이다‘

은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지구자원의 한계와 생태계 교란, 자연환경 파

괴,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글로벌 지구공동체 시대

가 되었으므로 모든 국가와 사회체제는 지구생태계의 본질적 제약과 문제를 고려하

고 반영하는 지구공동체 개념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표 3> 자본주의와 생태적동동체민주주의 사상 비교

특히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로 발달해 가는 21세기 자본주

의는 주된 부의 창출기반이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타와 AI, 로봇을 소유관리하는 계

층은 극소수의 개인과 거대기업일 것이므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산업자본주의 시

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와 로봇의 발달

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

여 자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으나 플랫폼경제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유연성이 극대화 되어 노조를 조직화할 바탕이

흐무러지게 되면서 전통적 노조가 설 땅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지위는 더

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37) 이런 AI 사회에서는 대다수 개인은 소득창출 수단이

없어지고 실업과 반곤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사회와 국가를 재편하고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

는 것이다.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이 부를 창출하게 되는 미래에는 다수는 일자리

를 잃거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37) 서정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개혁,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자료집, 유승희 
의원실, pp.12~17. 산업사회에서는 노조결성률과 평등 정도가 비례 관계를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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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생존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등

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극소수의 엘리트로38)부터 대다수는 소외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다수 민중들이 초과학사회에서 원자화 되어 표류하지 않

도록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국가간 빈부격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민주주의 사상으로 세계정부

개념의 접근도 필요해 지는 것이다. 즉,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보편적 사

회안전망과 강력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결합될 때 인공지능 시

대에도 개인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우리 사상의 원류로 녹아 있다. 단

군의 弘益人間, 以道與治사상39)이 바로 21세기 인류가 구원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생

태민주주의 사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역사를 우리민족의 정서와 함께 해

온 불교의 皆有佛性, 인과론, 연기사상이 곧 생태민주주의 사상이므로 우리 한국인

은 생태민주주의와는 천성적으로 친밀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민족통합의 구심점을 찾은 다음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남한을 살기 좋은

생태적복지국가로 재건하여야 한다. 극심한 격차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돗내기 사회

에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사회로, 맹목적 경쟁과 과로사회에서 합리적 경쟁과 여

유사회로, 황금만능의 물신주의 사회에서 가치와 철학이 있는 품격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38)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옮김, 김영사, 2018.p.126. "AI의 부상과 생명공
학이 결합되면 인류는 소규모의 슈퍼휴먼 계층과 쓸모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
될 수 있다"고 한다.

39) 弘益人間은 널리 인류사회를 한가족처럼 사랑하는 개념이므로 차별을 없애고 분별을 초월한 평등과 
박애의 생태민주주의 개념이고, 以道與治에서 道란 하늘의 이치이니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므로 생태민주주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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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태적 공동체민주주의 국가페러다임 구현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점의 우리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필요하고

적합한 국가이념이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전국민적, 북한을 포함한 전민족적 동의

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화하고 국민의식화하여야 그 이념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단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도임을 하고, 장기적으

로는 교육과 문화변혁을 통하여 국민의식에 내재화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

근 제시한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이 공동체민주주주의적 사상이 빠진 것을 제외하

고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1. 중단기적 제도 구현 : 생태공동체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가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기본틀은 헌법이다.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필

요한국가이념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고 정하였다면 이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그 기본원칙을 밝혀야 한다.40) 87년 체제라

는 현행 헌법은 21세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

적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모두가 개헌공약을 내걸었다. 그
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정당간의 이해대립으로 진척이

없자 정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개정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

대로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생태공동체민주위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헌법의 국가 기본원리 부분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헌법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

신에 “자유, 평등, 연대, 공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로 수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생태공동체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통일 후

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지만, 통일이전의 영토는 잠정적으로 군사분

40) 헌법에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분할 될 수

없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며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1조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

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등이다. 사회민주주의 모범국가라 할 북유럽국가는

오히려 사회민주주이 명시적 규정이 없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모두 입헌군주국이며,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합의와 연대, 조합사회주의 문화가 있었기에 굳이 사

회민주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호민주주의 정치사상이 사회에 내재되었기 때문이

다. 한국의 경우는 극한 이념대결의 탓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은 이적행위로 몰라 탄압하는

경직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자생적 사회민주주의 생성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구각원

리로 규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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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 이남지역으로 한다”라고 하여 남북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제4조는 “대한민

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생태공동체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치고,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

에 규정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을 헌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고도산업사회와 AI, 
생명공학, 알고리즘의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최대화

되므로 공무원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관료주

의 병폐를 극대화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생태공동체민주주의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에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내제되어 있다”라고 규정하

여 이익공유제, 토지국공유제, 부유세의 위헌시비를 차단하여야 한다. 국민발안․발의

권, 시민의회 소집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주정치 수단을 강화하여 규

정한다.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 선출에 관하여 “계층별 비례대표를 반영하는 연

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
고 규정한다. 불평등은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평등을 향한 정치의지가 있으면 평등

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평등이 당연하다는 정치인식이 지배적이면 불평등 지옥으

로 가는 것이다. 한국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비

례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불비례성은 111.49점으로 조사대상국

가 106개국 중 26위로 높게 나타났다.41) 한국사회를 경제적 계층으로 나누면 상위

10%만 도시평균 가구소득을 벌고 있고 나머지 90%국민들은 평균 생활도 하기 어려

운 빈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극빈계층은 국민의 50% 수준이지만, 어쨌든 경

제적 계층으로 대의제도를 분석해 보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은 선출되기

이전의 소득수준도 거의 99%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42) 그렇다면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국회에 아무도 없다는 공포스런 결과에

마주친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도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여야 의회

제도는 정당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미 대의제가 불가

능하고 파탄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오로지 가진 자

와 강자들만의 세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야 말로 불평등을 시정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최소한 연

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거나 궁극적 목표는 계층별 비례대표제로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90%는 연소득 6천7백만원 미만의 중산서민층에서 배출

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50%는 연봉 2천7백만원 미만의 빈곤층에서 선출될 것이므로

41)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 2016, 페이퍼로드, 2016. pp.189~190
42) 국회의원이 되면 연봉이 1억2천만원 정도 되므로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2%에 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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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국가정책이나 국정방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

으로 정해지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이것이 현대

시민혁명의 관건이고 고도자본주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확실한 길이다. 결
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층별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다행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보

편화로 직접민주정치는 대부분의 정치영역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부 문제이다.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정된 것으

로 권력구성은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입법,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상호 통제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헌법상 독립을 명시한 덕분에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권력 형성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통제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한국의 불가침의 사법권력을 보노라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행정적

인 분야는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판사는 위에 있는 초월적 지위가 보장됨으

로써 사법농단과 금권재판 등 온갖 비리부패가 폐쇄된 사법부 내에 만연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도음으로써(抑强扶弱) 
사회정의를 최후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그와는 정반대로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한번 더 짓밟으니 한국사회는 절망과 원한의 사회가 된 것이다.43) 일본도 자민당의

수십년 누적된 금권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일본의 사

법부만은 썪지 않아 법원에 가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믿음이 전국민에 강하게

남아 있어 그 믿음이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법체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판사의 권위를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43)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 돈과 권력의 입맛에 따라 황당 판결을 한 것은 셀 수

도 없이 많다. 약자를 짓밟는 판결 중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핑싱, 전자금융 사기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의 사법부는 99.9% 거대 은행의 편을 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만 건의 전자금융 사기 사건

이 있어왔는데, 법원이 은행에도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은 그것도 1심에서 단 3건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는 그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은행은 아무 잚못이 없고 피해자 개

인이 100% 잘못하여 책임을 뒤집어 써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전자금융사기와 같은 IT 전문기술

적 범죄의 경우 선진국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방 및 방지를 못한 100% 책임을 물어 100%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OECD 35개국 중 9~10위에 해당하는 한국만 수조원의 거대자본을 가진 은

행 들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사들에게 로비하기 때문에 무조건 힘 없는 개인에게다 뒤

집어 씌워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을 한국의 판사들이 하고 있으니, 그 자들에게 양심이 눈꼽만큼이라

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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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 둔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부는 존중받아야 하고 권위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있었다. 또
한 사법부 구성원은 법적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보다 훨씬 높은 양심과 도덕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연한 대전제로 하여 성립된 제도였다. 사실 재판관은 성

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직업본질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사들 가운

데 성직자와 같이 산다는 사람을 단 한사람이라도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 오히려

오늘날 사법부 구성원은 상당수가 일반국민보다도 못한 양심과 도덕수준을 갖고 있

는 속물들이니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

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절대권력이었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너무나 당연

한 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는 유사한 절대권력을 자랑하던 검찰과

함께 그 어느 사회부분보다 염치없고 비열하게 썩어 있다. 사회기강을 책임지고 사

회정의의 최후의 수호자여야 할 사법부가 물론, 일부이지만 돈과 권력과 쾌락에 놀

아나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고, 젊은이들이 한

국에서 살기 싫다는 세상이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날 사법부 불신은 한계상황까지 이르렀다. 2018년 2월 2일 여론조사에서 사법부 불

신은 57.6%이던 것이 2018년 6월 4일 여론조사에서는 63.9%까지 추락하였다.44)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석궁테러 사건이 있을 때

억울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원한이 쌓일만큼 쌓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

다. 무제한의 사법권력을 휘두르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

가 만만하게 보여 그 맛에 취해 기고만장한 사이, 드디어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까

지 발생하였으니,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사법부가 무슨 낯과 명분으로 국민을 재판

한다는 말인가 ? 참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다.  
AI(인공지능)로 대체하여야 할 직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이 판사여야 한다. AI 판사들은 비리부패를 저지르거나 기분내키는대로 하거나, 
약자는 괴롭히고 강자는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한 AI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

다. 프로그램 오류는 고치면 된다.45) 
44) “사법부 판결... 불신 63.9%” 연합뉴스, 2018. 6. 4
45) 판결을 시민들이 공론화하거나 헌법소원할 수 있고,, 판사를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 도입을 저지하고 싶고, AI에게 그 좋은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내주기 싫다면, 판사들이 3년마다 3
개월씩 교도소 체험을 하겠다고 수용하면, 그러한 개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판사들이란 
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또 아무 관심이 없으며, 법기술자가 되어 권력놀이 하기에만 맛을 
들여 오만과 자아도취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은 사회 밑바닥 체험을 하지 않고
는 절대 고쳐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환수하여야 나라
기강이 제대로 선다. 공직관련자들의 연봉액 총액의 3배까지는 정당한 재산증식으로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의 경우는 합당한 해명을 못할 경우 전액 부정축재로 국고환수하여야 한다. 공직자 연봉으로는 
애들 유학보내고 사시사철 해외연수에다 차명 등 편법으로 여러 채의 주택에다 빌딩을 사고 은닉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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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행사에 국민

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규정은 못하더라도 법률에서 AI 판사도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법관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한다. 헌법재판소 조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국민이 직접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할 수 있고, 헌법소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제조항에서는 자유시장 질서가 발

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결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바

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이익공

유제, 부유세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2. 장기적 과제 :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혁신과 시민문화 변혁

국가이념의 국민내재화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
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모범적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

는 것은 탁월한 정치지도자들 덕분이며, 그러한 정치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국민의 정치의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알빈한손 총리로부터 중간에 한번 보수당에

정권이 넘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의 걸출한 지도자가 연속으로 나타나

50여년을 집권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이념, 가치관과 문화를 정착시켜, 오늘날 사

회민주주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웨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 합의문화, 1등 대신 평범함을 존중하는 라곰(lagom, 중용)과
안테라겐(평등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이 작용하였는데, 이것이 가

능한 것은 광범위화 되어 있는 시민교육 덕분이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교육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약9만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웨덴 인구 약 1천만가운데 약 70만명(7%)
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교육협의회에는 약30만명이 참여하여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대중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는 약 460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시민의식을 학습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교육 결과 스웨덴은 국민들의 정부와 사회정의에

강한 신뢰, 높은 세금윤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풍요를 목표

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의 조합이 가능하였다.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이, 생태공동체민주주의로 국가 틀과 제도를 구축하였다고

까지 숨겨 두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은 서민들은 여러차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힘든 것이다. 이
는 100% 비리부패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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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인식과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선전

선동을 잘하는 정치세력이 언제든지 도로 구질서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루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시민의 의식은 결국 교육에서 해결하여야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국가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이 국가이념인 생태공동체민주주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기적

으로 편성운영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육부터 생태공동체민주주이 사상을 학습하

고 익히게 함으로써 모든 한국인의 몸에 베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교

육현실은 교육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사교육 비대화로 기형화 되

고 공교육부실화, 사교육과열의 악순환으로 정상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의 기둥이요 미래가 될 것인데, 올바른 역사

의식도 없고, 사실에 대한 비판능력도 없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학습도 못한 채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교육

등 모든 교육현장이 학생이든 교사든 모두가 철학이 없고, 기능인, 기교인, 기술인

등 수단적 인간 양성에만 바쁘다.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못하면서도 우습게도 살인

적인 과잉경쟁으로 학생도 병들고 사회와 나라도 병들게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현

실을 보면 마치 고려말 왕조가 무너지는 원인의 한가운데 있었던 고려사학의 비대

화와 비리, 전횡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한국사회가 왕조말기 망조에 들어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교육이 부

패하고 경직된다면 더 이상 장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교육불평등이 도를 넘었다. 
돈에 의해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교육과정에서 온갖 성적비리, 진
학비리 등이 만연되어 사회불신을 더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세계 선진리더 국가로

서 통일한국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내용과 제도에서 혁명

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모든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가 복합적 총체적으로 연관되

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사회전체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자만 잘 살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사회와 기업이 1등만 요구하고 줄세우고, 1등만

우대하고 나머지 패자들은 엄청난 격차를 주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사회구

조하에서는 교육을 수백번 뜯어고쳐도 절대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와 기업제도를 승자독식 문화(돗내기 문화)를 철폐하고 승자와 패자의 격차

를 줄이는 제도와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학교교육을 전면 개혁하고,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토론과 주도적 참여교육, 4C교육, 
즉,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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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creativity)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공사교육비를 합하여 매년 130
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이 교육분야에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이란 것이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
식기계’를 만들고 객관식 ‘찍기 귀신’을 훈련시키는 한심한 행위를 하면서 교육

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고,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

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 매년 130조원을 물론, 돈 있는 부모나 가능한 일이지만, 
투입하면서 아귀같은 지옥을 만들었으니 학생이나 부모나 다같이 힘들고 ‘죽기 아

니면 살기식’으로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들 모두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교육이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라고 한결같이 인식을 하고 탄식

을 한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 미친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물론 최상류층은 호화판 쉬운 유학을 택하여 지옥 같은 한국 현실

에서 해방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옥같은 형벌을

받은 시지프와 같은 고통 속에 죄도 짓지 않았지만 우리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지

식인이나 지도자라면 이를 두고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우분투’ 문화, 인디안의 늦어도 함께 가는 문화, 스웨덴의 라곰

(lagom, 중용)과 안테라겐(Jantelagen, 평등의식), 합의와 토론 문화, 공동체 의식 등

을 배우고, 한국의 환난상휼, 동고동락의 정신, 두레, 품앗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

속 등에서 한국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식과

침전되어 있는 친일잔재 의식과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남북동질

성 회복의 차원에서도 북한의 교육과 민족주체성 관련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고려할 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민족만 생태공동체민주

주의 국가운영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자본(달러)가 한시가 급하게 전세계를 휘젓

고 다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당장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는 우려이다.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 걱정이다. 이는 근대화 산업화의 의식인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여야 한다는 조급함에 쫒길 때는 그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선적인 산업화의 시간을 백여년 지나온 지금 지구와 인류가 부닥친 절망적인 공

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늦더라도 함께 간다는 생태공동체적 사고로 돌아본다면

결코 초조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북유럽국가

는 생태적 발전을 하면서도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가난으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부탄 같은 나라는 가난하기도 하고, 경제성장도 느리지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그
것은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가치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전

보다는 지식의 보편화로 인간능력의 차이는 줄어들었다46)는 점에서 어떤 철학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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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으로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 평등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

건은 어느 때 보다 성숙되었다. 상류층이 탐욕을 자제하고 생명공동체적 사상을 받

아들이면, 행복한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안빈낙도형 경

제, 자연회귀형 슬로우 경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3. 남북관계와 민족통합

남북통일은 단순한 분단되었던 어느 한나라가 통일되는 것 이상의 인류사적 거

대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는 20세기의 인류사회의 모순이 집중되어 에너지가 응

축된 곳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대결에서 공산주

의의 비현실성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구생태계의 위기요 불평등의 위기로 새로운 이념과

체제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응축되어 있

는 모순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모순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탄생케 할 역사적 사

명을 띄고 있다. 그것은 서구문명의 한계를 넘어선 지구촌화된 인류전체를 구원할

새로운 문명을 출현케 하는 것이다. 동양문명의 핵심 사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

하고 있는 곳은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47) 
따라서 한반도통일은 우리민족의 통합과 새로운 비젼을 실현하는 것임은 물론

이고, 통일을 통하여 이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구원할 새로

운 사상과 체제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천지개벽할 정도의 발전

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천재일우의 대기회이다. 세계경제가 수요부족으로

출구를 못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개발을 통한 남북 모두,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력은 가히 ‘통일대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

로 엄청나다.48)     

46) 물론 21세기가 AI시대이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부자들이 인간신체 자체를 초인간화 하여 보통 사

람들과 전혀 다른 초능력인류가 출현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계급사회가 될 것이다. 생태공동체민주

주의 사상은 그러한 초인간종의 탄생을 방지한다.
47) 중국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양사상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었고, 최근 공자복위 등 유교재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적 한계로 동양사상의 원류를 회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애초부터 독자적 동양사상이 없었고 한국과 중국을 통해 유교, 불교 등 동양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자
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문물을 받아들였고, 동양에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급속
히 서구화 하면서 동양사상이 변질되고 원형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한국만이 불교와 유고 등을 자체
적으로 심화 발전시켰고, 서구문명의 범람 속에서도 동양정신을 온전히 보존계승하고 있다고 평가 된
다.  

48)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분석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올바른 통일을 할 경우에  대체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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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와 같은 남북이 각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체제와 목표를 갖고 있

어서는 통일은 백년하청이고,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홍익인간과 이도여치의 생태공

동체민주주의 이념에 의할 때 북한도 동족으로 포용과 관용의 대상이고 옹졸하고

기득권 집단이기적인 생각으로 ‘상호주의’라느니, ‘퍼주기’니 따지는 것이 아

니라 민족통합으로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다. 단군의 후손으로 5천
년 같은 민족이면서 70여년 적대시 하는 동안 많은 벽이 쌓였다. 언어, 음식, 음악, 
풍속 등 고유의 전통문화와 역사해석에서도 차이가 생겼고, 이질감과 생소함을 느

끼게 한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질화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역사해석에서 남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심하여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할 영역이다. 남한의 식민사관의 잔재가 여전히 남은 왜곡된 역사

서술과 북한의 민중사관에 근거한 역사인식은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
리민족을 남한에서는 ‘한민족’이라 하고, 국호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
라고만 칭하고, ‘조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북한과 적

대시하면서 생긴 정책이었다.49)   
남북간의 대결구도는 양측의 헌법규정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헌법제3조는 “대
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헌법제4조는 “대한민

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각각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양측

이 자신의 이념으로 통일을 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통의 이념체제로 변

일한국은 G4 이상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남북한 경제
통합시 북한은 2050년경 인도경제를 넘어설 깃이며, 통일한국은 GDP 8조 7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고 전망하면서 중국 3009억 달러, 일본 244억 달러, 러시아 136억달러, 미국 379억달러 등 주변국도 
막대한 통일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 중국 베이징대 진징이 교수는 낙후한 중국동북3성의 GDP가 최
소 1,4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신창민 교수)는 통일비용보다 통
일편익이 최소 3배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2005년 러시아 블라디비르 수린 박상의 코리아선
언에서 시작된 한-러 공생론, 골드만삭스의 예측, 짐로저스, 워렌버핏 등의 예측 등 많은 주장이 유사
하다.

49) 1950. 1. 16.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국무원고시 제7호)』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 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정권과
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조선'은 지명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조
선해협', '동조선만(東朝鮮灣)', '서조선만(西朝鮮灣)' 등은 각각 '대한해협', '동한만', '서한만' 등으로 
고쳐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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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정하지 않고서는 평화적 통일은 어렵다. 
남북한의 헌법 모두 21세기 민족통합과 지구공동체를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

에는 맞지 않으므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 상호모순 되며, WTO 규정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잠정적 특수한 관계’로 인

정하고 있다.50) 한반도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근본

적 모순상황을 풀고 민족동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라직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논의

없이, 당장의 현안해결에만 급급하여서는 현재의 각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각 체제가 변형재편하여야 하며, 생태적공

동체민주주의를 접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의 길로 가야 평화적이고 공동번영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양측에서 주장하고 목표로 제시하는

선진강국, 세계리더로서의 문화대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50)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평화와 통일을 성

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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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자유주의가 선사한 고도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초래된 지구생태계 파괴와 생명기

술과 정보기술의 고도화로 인류의 멸망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인간

본성은 선하고 영혼의 완성을 도를 추구한다는 믿음을 갖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은 자유를 공동체와 생태의 관

점에서 절제하고 제약하여 생명, 연대, 상생, 배려, 소통, 평등, 사회적 소유, 공동체

의 사상으로 지구생태계 파괴와 극단적 불평등의 보편화로 인간사회의 붕괴가 우려

되는 4차 산업혁명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동의 위기에 처한 인류사회에 새로운 희

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홍익인간 이도여치의 사상은 천지만물의

생명현상이 서로 긴말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동체 한생명 사상이며, 모든 국가사회

인류를 차등없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사해동포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보급하여 모든 국가가 동참하

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차원을 넘어 인류공동체가 공평

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부자들의 모임이라는 다보스 포럼은 매번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자본주의 문제

점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아젠다를 수차례 선정한 바 있다. 전지구차원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가 문제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불평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평등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불평등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명의 쇠퇴는

‘문명 내부의 자기결정능력의 상실에 있지, 다른 외적타격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51)라고 한다. 인류가 자체적으로 직면한 생태계 파괴문제와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성공여

부에 따라 인류파멸 또는 지구종말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다보스포럼이나 IMF, IBRD, OECD, 유엔 등 국제기구와 G7, G20 에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현안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

시하고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전지구적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다국적기업

과 선진부국들로부터 ‘지구평등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간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

하다.   한국은 지구상의 극심해진 앞으로 더 극심해질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하

고 정의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 운동을 제안해야 한다.  
우선 한국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불어 사는 생태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남

51) 역사의 연구2, 아놀드 토인비, D.C 서머벨 편집,  김규태, 조종상 옮김, 더스타일, 2012..6.12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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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사상으로 남북통합을 이루면서, 이를 지구생태와 인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으로 세계에 제시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

가운영패러다임을 재설정하기 위한 헌법과 그에 수반하는 법규들을 개정하고 장기

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문화변혁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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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 

민족통합과 단군朝鮮

홍 혜 수

(사)단군朝鮮연구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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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   

  민족통합과 단군朝鮮

            홍혜수((사)단군朝鮮연구회이사장)

1. 들어가는 말

2. 민족통합

3. 단군朝鮮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인류의 시원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의 공간속에서 선조님

들에 의해 최고로 꽃을 피웠던 문명의 시대인 단군朝鮮시대를 개국하였으나

그 기간은 길지 못하였고, 숱한 갈등과 적대로 미궁 속을 헤어나지 못하였던

혼돈(混․沌)속에서 근 반만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치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 대화합으로 가고 있다고 하

겠습니다. 한 나무에서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없듯이 ‘조(朝)’字로

함축된 ‘천지인(天地人)’의 섭리도 그와 같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중국

락빈기(駱賓基:1917-1994:金文新考 著者)선생과 김재섭(1932∼)선생님과의 7년
간 직접만남과 서신왕래를 통한 토론에서‘(朝: : )’字에서 천지인(天地

人)의 삼신(三神: )을 밝혀 냄으로서 ‘朝鮮’의 ‘朝’字의 실체를 찾아내었

고, ‘朝鮮’의 ‘鮮’字에서 ‘鮮’氏가 ‘단군(單鯀:gǔn)’임을 밝혀낸 것은 청동기명

문(靑銅器銘文)인 금문신고⟪金文新考》속 증여존⌜衆( )艅尊⌟을 통하여

필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류가 화합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인류

의 역사단계를 누군가는 밝혀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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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통합

  민족의 통합은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요 세계 인류화합의 길입니다.
남과 북은 같은 뿌리의 조상을 섬기고, 같은 언어, 같은 음식, 같은 옷 등의

같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배달겨레의 자손들입니다.

  5000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배달겨레자손들의 가족이 살고 있

는 남쪽에는 단군시조의 전설이 간직된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기(氣)가 가장

센 단군왕검이 산 정상에 참성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를 올렸다는 민족의 영

산(靈山) 마니산(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참성단(塹城壇, 사적 제136호))이
있고, 북쪽에는 5세 단군을 모셨다는 단군릉(평양직할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

산, 국보 문화유물 제174호)이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훌륭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었음

에도 몇 사람의 잘못된 인식들로 역사성이 뒤바뀌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신화적으로 둔갑을 시켜놓아 우리후손들에게는 현재

까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서(歷史書)왜곡(歪曲)의 시작은 선사시대 말기에 홍수사건일 것입

니다. 중국의 곤․우치수(鯀․禹治水)사건으로 단군조선(單鯀:gǔn朝鮮)시대와 노

(나)아방주(挪亞方舟)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

고 지금 우리는 그 뿌리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료가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료가 부족한 면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남대문인‘숭례문’을 수원

이나 다른 지역에서 찾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질성을 지닌 민족이었음에도 70여 년 동안이나 분단의 슬

픔과 고통에서 갈등과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

다.
  2018년 4․27 남북양측의 정상은 70여 년 동안 분단되었던 분계선에서 손을

마주잡고 판문점 선언을 하였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바로 민족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통합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로 공

동번영의 길로 나마 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통합은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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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통합시대가 되면 우리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계발(啓發)하
고 연구하여 전 세계에 우리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숨 쉬

는 나라, 역사가 살아있고 살리는 나라로 탈바꿈 시켜놓아야 됩니다. 우리에

게만 유리한 국수주의도 아전인수 격도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애족심

과 자긍심의 사실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교육이 필

요합니다. 

  배달민족으로부터 내려온 홍익정신인 ‘孝’ 의 근본뿌리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홍익정신인 경천애인숭조(敬天愛人崇祖)정신의 무형자산

을 시민교육 시켜 전 세계에 수출하여 우리 것을 알려야 합니다. 

  남과 북의 양측은 같은 조상 같은 뿌리의 근원인 ‘孝’정신과 ‘홍익정

신’을 이끌어내어 과감하게 미래지향적 설계를 준비하여 세계화 국제화로

배달겨레의 큰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이며, ‘孝’인 홍익정신으로 세계평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이 아닌 순수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시민

단체들의 꿈꾸는 현실이 되어야 할 것이며, ‘孝’가 살면 가정도 살아날 것

입니다.

  이것은 5000여 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보급하고 창

안하여 양측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노력하여 뚜렷하고도 구체적인 청사

진을 제시하여야 될 때입니다. 국제적 학술교류로 역사왜곡보다는 사실을 인

정하고 존중하여 새로운 학설을 맞이할 때입니다.  
 
  남과 북은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언어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가족들이 서리서리 맺혀있는

한을 민족통합의 시대를 열어 풀어주어야 되는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이 되어

야 되고 민족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민족적 문화 사업 발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측이 나라가 도덕성과 창의성으로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각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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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군조선(朝鮮) 

  
  단군조선역사서(朝鮮歷史書)의 시작은 중국의 중원(中原)지역 일대 삼황오

제 시대에 일어났던 생활사(生活史)입니다. 단군朝鮮의 역사는 당시의 정치사

(政治史)·문화사(文化史)·에술사(藝術史)등과 관혼제례(冠婚祭禮)행사 등의

업적을 청동기(靑銅器)에 새겨놓은 명문(銘文)을 그 시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같이 땅속에 매장하였던 것으로 그 무덤을 파해치면 구족

을 멸한다는 엄한 벌이 있어 보존되어 왔으나, 몇 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 시

대 흐름에 따라 나라가 바뀌고 전쟁과 개발로 인하여 땅속에서 속 속 드러

나고 있는 청동기의 명문이 발견 되므로서 신화속의 전설로만 여겨왔던 단

군朝鮮의 실체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빨굴 되

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군의 실체는 물론이요 고대朝鮮의 강역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5000여년의 역사단계를 밝혀내지 못하여 중국

의 동북공정에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단군朝
鮮까지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

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

구프로젝트로서 고대조선·삼한·고구려·발해·만주지역 역사를 중국에 편

입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이며

-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우리정부나 학계의 단군朝鮮역사 인식은 일본

의 식민사관이나 중국의 역사왜곡 프로젝트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 초등학교 교과서와 일부에서는 단군朝鮮을 한반도 북쪽지역과 중국의 동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 당시 북위40도 선상인 북경위쪽

은 2km∼3km의 빙하로 덮여있어 식물이나 동물도 살기 어려운 북쪽 위주

로 영토를 축소시키고 있는 일부 주장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내부적으로도 역사인식 왜곡의 심각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동방문명의 시작은 중국 중원 지역인 서후도·정촌인(50만년∼28만년∼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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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등과 지금까지 밝혀진 반파지역 앙소문화로부터 이어진 황하문명을 끼고

발생된 단군朝鮮역사단계인 인류최초 국가 형성을 ‘요하문명론(遼河文明論)
과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와 낙랑과 임둔’에서만 찾으려는 심각한 현실입니

다.
  저는 중국의 중원지역이 우리 옛 단군朝鮮의 강역임을 주장하였고

 ‘숭백(崇伯)’ ‘곤(鲧)’이 단군(單鯀:gǔn)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원(中原)지역은 신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명성을 들을 정도로 옛 부터 중

원지역을 놓고 무수한 전쟁을 일으킨 벌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는

문명사적 도전을 감행 동북아 역사서에 있어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류역사단계인 단군朝鮮역사의 발생지인 중원(中原)지역은, 그 당시로는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니아 문명인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유역, 이집트 나일

강 유역과, 남아시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동 아시아의 황허강과 양쯔 강 유

역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지구의 북위40도 위를 넘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지구

의 생성은 45억년동안 폭발과 얼음덩이로 수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식물(動植物)들도 그 변화에 따라 적응하며 생(生)·멸(滅)의 반복을 거치면

서 주로 강 유역은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따뜻하여 기름진 황토가 있어 일

찍부터 선사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기 시작하였던 곳이었으나

때로는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어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강

력한 지도자로 ‘숭백곤(崇伯鲧)’인 단군(單鯀:gǔn)등장하며 홍익정신의 단

군朝鮮시대 역사단계가 열리는 과정의 역사입니다.   
  모계시대로부터 문명의 시대를 열게 된 염․황(炎·黃)씨들이 평화로웠던 양

씨족간의 선양의 시대와 홍익이념(弘益理念)이 담겨진 단군朝鮮국가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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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으나, 동방계의 신농염제(神農炎帝)씨 자손으로는 마지막 제사장(祭
司長)인 ‘선(鮮)’씨 ‘단군(單鯀:gǔn)’이 순(舜)임금과 요(堯)입금으로 인하

여 귀양을 가고 주살을 당하고서부터 역사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單鯀:gǔn)님이 주살을 당한 이후부터 조선(朝鮮)의 자취는 없어지고

중국에서 전설의 나라로 생각하였던 ‘하(夏)’나라서부터 단군조선(單鯀:gǔn
朝鮮)의‘선(鮮)’字는 ‘노(魯)’나라 ‘노(魯)’字로 둔갑을 시켜놓고, 조선

(朝鮮)‘조(朝)’字를 밑으로 넣어 하조(夏朝)․상조(商朝)․주조(周朝)․진조(晉朝)․
진조(秦朝)․한조(漢朝)․수조(隋朝)․당조(唐朝)․송조(宋朝)․명조(明朝)․원조(元朝)․청조

(淸朝)등으로 이어갔습니다. 
누구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미상입니다.

【한자(漢字)목록】 
   조(朝) 
  ‘아침조’ 아침, 처음, 시작의 때, 뵙다, 아련하다, 
  【접미사】 
‘왕명(王名)’또는 ‘왕조’를 나타내는 말 뒤애 붙어 ‘통치기간’또는

‘왕조’의 뜻을 나타냄. 
  
  이‘조(朝: : )’字는 하늘과 자연(自然)의 이치(理致)가 담겨져 있는 문

자이며 동방민족(東方民族)배달겨례의 역사가 함축된 문자입니다.

배달朝鮮시대의 최초의 ‘조(朝: : )’字입니다.

 조선(朝鮮)의‘조(朝)’字는 천지인(天․地․人)삼신(三神: )과 월(月)씨
로 뭉쳐진 문자로 신농씨․뉘조․주씨를 산동곡부아사달인방(山東曲阜阿斯達人
方)인 사직단(社稷壇)에서 단군(單鯀:gǔn)님이 제사장(祭司長)으로서 공제를

모신 분들이 뭉쳐진 문자입니다. 이‘ ’字에 하늘과 땅과 태양을 상징하는

상형문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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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朝)’字에 있는 천지인(天․地․人)삼신(三神 : )은 삼황오제(三皇
五帝)시에 새로운 문명(文明)을 여신 분들입니다.

  인류들의 성씨(姓氏)는 이때부터 생겨났고 신농씨의 후손들 성씨는 현재

동남아 일대 약 200여개의 성씨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동기명문(靑銅器銘文)금문신고⟪金文新考》에서 밝혀지는 증여존⌜衆
( )艅尊⌟이 있으므로 5000여년의 역사 아래위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단군(單鯀:gǔn)의 실체도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 중여존⌜衆( )艅尊⌟이 입증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衆( )艅尊⌟

 

  ━柱子王(帝嚳)相(享)柱祖 : (주자왕(제곡)상(향)주조

王錫(給)衆艅柱貝 : 왕석(급)중여주패

鷹(鳥)王來駐(足:祝)人方.鷹 : 응(조)왕래주(족:축)인방.응
王十祝(年)又(有)五(月)五日 : 왕십축 (년)우(유)오(월)오일━

  위의‘人方’은 산동곡부아사달(山東曲阜阿斯達)이며 이곳은 그동안 고대

역사서(古代歷史書)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유명한 아사달(阿斯達)인 중원(中原)지역은 이

곳을 정복해야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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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周)왕조 이후 한족(漢族)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장강과 그 서쪽 영

역도 중원으로 인식되어 화베이 평원(華北平原)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BC140∼110년한(漢))은 ‘화이불분(華夷不分)’, 즉 중원(中原)과 이

족(夷族)을 구분 짓지 않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중원은 중국 허

난성(河南省)을 중심으로 산둥성(山東省)서부, 산시성(陝西省) 동부에 걸친

황허강(黃河) 중·하류 유역이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하겠습니

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옛날 당인(唐人)의 수도는 하동(河東)에, 은인(殷人)
의 수도는 하내 (河內)에, 주인(周人)의 수도는 하남(河南)에 있었으니 무릇

삼하(三河)는 천하의 가운데에 있다.”고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삼하

란 중국역사에서 가장 앞선 세 왕조인 하(夏)·상(商)·서주(西周)가 개발했던

중원을 가리키는 것이나, 하지만 단군朝鮮의역사는 위의 세 왕조보다 먼저

국가단계가 세워졌었고 대륙의 지배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가운데(嶽立天中)있다는 중원(中原)지역은 지질학적으로는 고생대에

서부터(5억 4200만-2억 5100만)중생대, 신생대(6500만년-258만년)와 홍적세(약
180만년-1만년)의 빙하기를 두루 거친 지역입니다. 지질시대에서는 지구 여

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얼음으로 덮여있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적세(洪
積世)빙하기는 육지가 28%에 해당되는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원지역 내에는 유명한 장가계가 있는데,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

산으로 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장가계의 자연은 3억 8천 년 전 바다와 지구의 변천과 물의 흐름 중력

에 의한 붕괴 풍화작용 등으로 인해 바다가 육지로 올라와 조금씩 장자제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며, 오랜 세월에 걸친 변화에 의해 지금의 독특한 장자

제가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3억 8천 년 전 조산운동 페름기후반에 2억 년 전 조산운동이 솟아올라 쥐

라가 중반, 석영 사암층 균열이 생겨서 1억년동안 풍화작용이 진행되어 지각

변동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300만 년 전에 깎이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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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서 붕괴되어 오늘날의 자연의 걸작 품인 장자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

다. 
 
  이 장자제를 신이내린 절경으로 ‘천자산(天子山)’이라 하는데, 1982년에

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자연의 걸작품으로, 이것은 ‘수’나라 때

발견 하였다고 하며 ‘하늘아래 가장 멋진 다리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82년 9월 장자제는 중국 제1호 국가삼림공원이 되었으며, 1988년 8월에는

무릉원이 국가 40여 곳의 중요풍경명승구로 지정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

록되었습니다. 2009년 개봉영화인 아바타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고, 1985년 
5월, 대용현(大庸县)을 폐지하고, 현급시인 대용시(大庸市)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4월 4일 대용시에서 장가계시로 개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장가

계는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한나라와 삼국시대에 무릉원은 무릉군의 땅이

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소문나서 2009년 개봉영화인 아바타의 촬영지

로 알려진 무렵 원래 있던‘남천일주(南天一柱:남쪽하늘의 기둥)’를 ‘할례
루아’ 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국민들의 반발로 되돌리는 해프닝도 있었

다는 것입니다.

  청동기명문(靑銅器銘文)금문신고⟪金文新考》에서‘남천일주(南天一柱)’는
신농씨(神農氏)의 큰 아들이 되고 전욱고양씨(顓頊高陽氏)의 부(父)가 되는 주

(柱:主)씨가 됩니다.

  조선(朝鮮)의 선(鮮)씨인 단군(單鯀:gǔn)“崇伯鲧”은 중원(中原)지역 5岳(중
국에서 이름난 다섯 산을 말함)중 중악(中岳)인 숭산(崇山)가운데에서 4악을

통솔하였던 수령(首領)이었습니다.

  이곳은 삼황5제(三皇五帝)시 12州:유주(幽州)․병주(幷州)․영주(榮州)․기주(冀州)․
연주(兗州)․청주(靑州)․옹주(雍州)․영주(梁州)․예주(豫州)․서주(徐州)도 됩니다. 

  12州에서 유주(幽州)․병주(幷州)․영주(榮州) 3한(진한․변한․마한)이 빠져 나가

며, 9州만 남게 되는데, 9州는 단군(單鯀:gǔn)‘숭백곤(崇伯鲧)’의 사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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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禹)임금이 다스리게 됩니다.

  숭산(崇山)은 중악(中岳) 부락에서 4악(동악․서악․남악․북악)의 사방 둘레는

산동에서 서안(동악‣서악)까지의 길이가 약990,69km(약2,490리)이고 베이징에

서 항저우(남악‣북악)까지의 길이는 약1,125km(약2,800,1리)인데 5악을 통솔하

였던 부락을 ‘치수 경험적’ 부락이라고 하여 놓았습니다. 동악(東岳:산동성)
인 태산(泰山)은 중국 오악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곳으로 세계자연유산과 문

화유산에 동시에 등재된 세계복합유산으로, 진시황부터 중국 12황제가 다녀

간 제왕(帝王)의 산(山)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제를 비롯한 한무제, 후한광무제, 당 고종, 
당 현종, 송 진종, 송 휘종, 원 쿠빌라이, 청 강회제, 청 건륭제, 등이 태산에

올라 봉선의식을 지냈다 전하며, 도교(道敎)에서 최고의 신인 옥황상제가 머

물고 있는 정상(玉皇頂)이라 하였는데 이 옥황정(玉皇頂)으로 불리는 옥황상

제(玉皇上帝)는 청동기명문(靑銅器銘文)인 금문신고⟪金文新考⟫에서는 신농씨

(神農氏)의 손자(孫子)제 전욱(帝顓頊)이 됩니다.

  우리가 천손(天孫)이라 함은 바로 제전욱(帝顓頊)서부터 ‘천(天)’字의 상형

문(象形文)이 나오고 ‘왕(王)’字와 조선(朝鮮)의 조(朝)자와 종묘(宗廟)하는 묘

(廟)자도 이 시기에 성립됩니다. 제전욱(帝顓頊)의 제위(帝位)기간은 47년 이었

습니다.

  낙양(落陽)에서 60㎞ 떨어진 숭산(崇山)에 있는 소림사는 496년에 북위(北
魏)의 효문제(孝文帝)가 발타선사(跋跎禪師)를 위하여 창건했다고 전하며, 소
림사가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527년 한 인도인(달마)의 방문 때문이라 합

니다. 남인도 깐치뿌람(Kanchipuram)출신인 그의 중국행은 당시 중국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의 황제는 불교 교단에 엄청난 시주를 행하

던 사람이었으므로, 황제는 불교의 본고장에서 온 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없습니다(無)! 하였

는데 이 일로 인도인은 황제를 피해 소림사까지 흘러들어와 9년간 벽을 보

고 수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일입니다. 그 인도인이 바로

달마로, 선불교(仙佛敎)의 초조(初祖)이자, 소림무술의 창시자로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숭산(崇山)을 이르기를 최초(最初)의 종교(宗敎)지로 알려지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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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最初)의 종교(宗敎)지로 알려져 있다는 숭산(崇山)에는 오악(五嶽:중국

다섯 령산(靈山))중 중악(中嶽)이 있는데, 중악(中嶽)에는 중악묘(中嶽廟)가 있고, 
악립천중(嶽立天中)이 있으며, 중악묘(中嶽廟)에는 천지지중에왕중왕(天地地中
王中王)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민족 전통의 산악신(山嶽神)입니다. 산악신(山
嶽神)은 유․불․선(儒․佛․仙)과는 다릅니다.

  선불교(仙佛敎)는 동방(東方)민족의 최초의 종교(宗敎)가 아닙니다.
동방민족의 전통종교는 자연숭배(自然崇拜)를 하였던 경천숭조외인사상(敬天
崇朝偎人思想)을 지녔던 민족입니다. 그 사상을 행하셨던 분이 단군(單鯀:gǔn)
인 ‘숭백곤(崇伯鲧)’입니다. 

그림 49
  우리전통의 산악신앙(山嶽信仰)은 선불교(仙佛敎)이전에 이미 약 2000여년

이전에 ‘종(宗)’字의 상형문( )이 나옵니다.       
  저로서는 명산제일(名山第一)인 숭산(崇山)중악묘(中嶽廟)에 모셔놓은 천지

지중에 왕중왕(天地地中王中王)이 바로‘崇伯鲧’단군(單鯀:gǔn)님이라고 발표

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토론들이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원(中原)의‘中’字를 ‘중국(中國)’의 ‘준말’이라고 하였는데, 최초의

‘中’字 는 단군(單鯀:gǔn)님의 명칭(名稱)으로, 청동기명문(靑銅器銘文)금문

신고⟪金文新考⟫병명집(兵銘集)당우삼과병명〈唐虞三戈兵銘〉에서 중부일계

(中父日癸)로 처음 등장합니다.
  ‘중(中)’字는 단군(單鯀:gǔn)님의 자칭(自稱)으로 중(中:衆: )중산(中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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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도 됩니다. 

  이 당우삼과병명〈唐虞三戈兵銘〉계보(系譜)는 동방민족(東方民族)만의 계

보(系譜)입니다.   

  
  위의 당우삼과병명〈唐虞三戈兵銘〉을 해석해낸 것은⟪금문신고(金文新考)⟫저

자인 중국 락빈기(駱賓其,1917〜1994)선생입니다. 조･부･형(祖･父･兄)의 삼대계보

(三代系譜)로 이 계보위에 위의 두 점은 깨져 있다고 합니다.
 
  당우삼과병명〈唐虞三戈兵銘〉의 조･부･형(祖･父･兄)중에 두 번째 칼 7분 중에

가운데 ‘중부일게(中父日系)’에서 최초의 ‘중(中)’字가 나옵니다. 
  이분이 ‘崇伯鲧’이고 단군(單鯀:gǔn)입니다. 

  이 당우삼과병명〈唐虞三戈兵銘〉은 1900년대초 청(淸)나라말기 국민당 초에

‘하북성 보정시청원남향역현(河北省 保定市淸苑南鄕易懸)’에서 출토(出土)된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우삼과병명〈唐虞三戈兵銘〉은 현재 요녕성 박물관에 소

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우(唐虞)는 요순(堯舜)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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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북성(河北省)에서는 중산국(中山國)의 유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래 ‘산(山)’字 역시 단군(單鯀:gǔn)의 씨칭(氏稱)이 됩니다.

  아래 청동(靑銅)은 중산국의 최전성기인 B.C. 310년 무렵 조성된 것이라 하는

데, 단군(單鯀:gǔn)님의 후손들일 것으로 받아드려집니다.

  단군(單鯀:gǔn)의 후손은 5명의 子(유(兪)씨․설(薛)씨․선우(鮮于)씨․기(箕)씨․근산(菫山)씨)
등으로기재되어있고, 딸로는 상의간적(簡狄)․강원(姜原)․여와(女媧 )등이있습니다 .《금문신고

(金文新考》 
산씨(山氏:단: :三:▲):씨족(氏族)의 우두머리

산종(山宗) : 3번째의 종가집(세번째집 증손부가 살고 계신 곳)을 뜻함, 
             삼:▲:집(集)
 중(中:衆: :∴:宗:아들들에게 준 족칭(族稱))

         중산국(中山國)의 유물 【인터넷 참조】

  아들들에게 내려준 ‘종(宗: )’字는 족칭(族稱)이 되는데 종교(宗敎)의 ‘종
(宗)’字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崇伯鲧’의 명칭은 요․
순(堯․舜)시대에 요(堯)임금에 의해 붙여진 존칭(尊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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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산(崇山)중악(中岳)을 중심으로 4악(동악․서악․남악․북악)의 사방 둘레는 산

동에서 서안(동악‣서악)까지의 길이가 약990,69km(약2,490리)이고 베이징에서

항저우(남악‣북악)까지의 길이는 약1,125km(약2,800,1리)인데 5악을 통솔하였

던 부락을 ‘치수 경험적’ 부락이라고 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단군(單
鯀:gǔn)님의 조부(祖父)‘희(熙)’씨가 물을 다스렸던 관계로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산악신(山嶽神)인‘崇伯鲧’단군(單鯀:gǔn)님을 중국에서는 그동안 꼭꼭 숨

겨놓아 5000여년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왜곡(歪曲)시켜 놓았으나, 홍수신화라

던가 단군朝鮮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이 우리에게 찾아와

준 것입니다. 단군(單鯀:gǔn)의 ‘鯀’을 한자(漢字)목록으로 확인해보면,     
   
【한자(漢字)목록 】   
    鯀  
    큰 물고기이름 곤, 물고기이름, 큰 물고기, 
    사람이름, 우왕(禹王)의 아버지.
 우(禹)임금은 단군(單鯀:gǔn)인“崇伯鲧”의 사위가 됩니다. 

  단군(單鯀:gǔn)의‘곤(鯀)’字를 병음 군(gǔn)자로 불리게 된 것은 중국어

한어병음으로 중국 언어학자 저우유광(周有光)이 고안하여 1958년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가 제정한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곤(鯀):군(병음)은 운모 36자와 성모 21자 중 성모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중국역사서(中國歷史書)에서 ‘곤우치수(鲧禹治水)’사건을 다룬 일

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92쪽의 토론 문중에서 일부 간추린 것입니다.
약간의 왜곡 된 부분이 있어 실어봅니다. 
━중국학자들의 토론 집을 그대로 옮긴 내용━

鲧（大禹之父）
编辑(편집) 锁定(쇄정)

━鲧[gǔn]，中国上古时代神话传说人物(중국상고시대신화전설인물)姓姒(성
사)，字熙(자희)，有崇氏(유숭씨)[1]，帝颛顼之子(제전顼지자)。鲧禹治水是
中国最著名的洪水神话(곤우치수시중국최저명적홍수신화)。鲧是大禹的父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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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시대우적부친)，有崇部落的首领(유숭부락적수령)，曾经治理洪水长达九年
(증경치리홍수장달구년)，救万民于水火之中(구만민우수화지중)，劳苦功高
(로고공고)。因鲧与尧之子丹朱(인곤여요지자단주)、舜争部落联盟共主之位失
败而被尧流放至羽山(순쟁부락련맹공주지위실패이피요류방지우산)，死因不明
(사인불명)，一种说法是“尧令祝融杀鲧于羽山(일충설법시“요령축융살곤우우

산)”，总之(총지)，鲧葬身于羽山(곤장신우우산)，是不争的事实(시불쟁적사

실)。鲧，是一个悲剧色彩浓厚的治水英雄(시일개비극색채농후적치수영웅)━

《山海经》
神话中的浑沌(신화중적혼돈)
中较早记述了混沌神话(중교조기술료혼돈신화)
⁃有说法是混沌是驩兜死后的怨气所化
  (유설법시혼돈시환두사후적원기소화)，
  穷奇是共工死后的怨气所化
  (궁기시공공사후적원기소화)，
  梼杌是鲧死后的怨气所化
  (도올시곤사후적원기소화)，
  饕餮是三苗或蚩尤死后的怨气所化
  (도철시삼묘혹치우사후적원기소화)。
  混沌，部分也作“浑沌”(혼돈，부분야작“혼돈”)。
  词条图册更多图册(사조도책경다도책) ⁃

 《시경(诗经)·대아(大雅)·숭고(崧高)》
 “숭고유악(崧高维岳)。”모전(毛传)：“악(岳)，4악야(四岳也)。
동악(东岳):대(岱),남악(南岳):형(衡),서악西岳:화(华),북악(北岳):항(恒)。”
（参见岳）传说中我国尧舜时代的四方部落首领）
           (전설중아국요순시대적사방부락수령)

鲧禹治水
参见：大禹治水
,最早有文献记载的一位夏氏族成员是鲧
(최조유문헌기재적일위하씨족성원시곤),。

《国语·周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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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中说鲧作为夏族首领被封在崇
(숭중설곤작위하족수령피봉재숭),
고칭(故称)“숭백곤(崇伯鲧)”。
鲧，公元前2037年至公元前2029年在崇伯位，
他是在大河南岸中岳(타시재대하남안중악), 
嵩山中的有崇氏部落首领 (숭산중적유숭씨부락수령)。
有崇氏与在大河北岸太行山东麓的共工氏
(유숭씨여재대하북안태행산동록적공공씨)，
都是富有治水经验的部落(도시부유치수경험적부락)[20] 
在尧舜时期(재요순시기)，
为了争夺王权(위료쟁탈왕권)，
鲧与共工先后对尧(곤여공공선후대요)、
舜展开了激烈的斗争(순전개료격렬적두쟁),
都失败了(도실패료)。
之后禹继承了鲧(지후우계승료곤)，
为“崇伯禹(위“숭백우)”
传说尧为部落联盟首领时(전설요위부락련맹수령시)，
他们推举舜为继承人(타문추거순위계승인)。
舜继位后(순계위후)，
他们又推举禹帮助舜(타문우추거우방조순)。
这一传说反映了原始社会末期部落联盟内部推选人才的情况
(저일전설반영료원시사회말기부락련맹내부추선인재적정황)。

【参考资料】
• 1.  盘点中国古代五大瑞兽及四大凶兽．六盘水吧[引用日期2016-02-17]
• 2.  中国十大神兽之一的饕餮的介绍．百度知道[引用日期2016-02-17]

东岳泰山（1532.7米），位于山东泰安市。
西岳华山（2154.9米），位于陕西华阴市。  
南岳衡山（1300.2米），位于湖南衡阳市。
北岳恒山（2016.1米），位于山西浑源县
文化  ， 古代史  ， 历史  ， 出版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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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岳图册(사악도책)             
                   【인터넷 참조】 아놀드 토인비의 고대조선 강역지도

동악(東岳)-산동성의태산(泰山)1,524m 
서악(西岳)-섬서성의화산(華山)1,997m 
중악(中岳)-하남성의숭산(嵩山)1,440m 
남악(南岳)-호남성의형산(衡山)1,290m 
북악(北岳)-산서성의항산(恒山)2,017m 

12州
幽州(유주),幷州(병주).榮州(영주),冀州(기주),兗州(연주)
靑州(청주),雍州(옹주),梁州(양주),豫州(예주),徐州(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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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州에서 유주(幽州)․幷州(병주)․영주(榮州)등 3한(진한 ․ 변한 ․ 마한)이 빠져
나가는 것은 모계(母系)시대였던 것을 순(舜)이 부계(父系)시대로 바꾸어놓는

계기로 3한이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김재섭은 밝혔습니다. 

五城十二樓 【인터넷 참조】
《漢書(한서)》 〈郊祀志(교사지)〉
“곤륜산의 현포 5성 12루는 신선이 항상 거처하는 곳이라는 기록,
 [崑崙玄圃五城十二樓 仙人之所常居]”

4. 맺는말

  동방(東方)의 뿌리근원(根源)을 지닌 배달朝鮮민족, 인류문명에 새로운 꽃

을 피웠던 동방(東方)의 나라 선조님들의 행적을 청동기명문(靑銅器銘文)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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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인하여 밝혀지고 있는 지금에 이제는 더 이상의 역사왜곡 연구물이 돼

서는 안 되며, 중국에서의 동북공정(1980년대부터 시작∼2002년에 진행)으로

우리고대사를 중국역사로 편입시켜 중국역사서에 묻혀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 5000여 년 동안 단군조선(單
鯀:gǔn朝鮮)을 폄하(貶下)와 왜곡(歪曲)으로 감추어놓게 되었던 관계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신문화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어른이 부재중(不在中)입니다.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동작동 공동묘지(共同墓地)에 가서 향을 올립니

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면모(面貌)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족의식으로 우리와 후세사람들이 동방(東方)의 뿌리 선조(先祖)가
누구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래들을 위하여 바른 역사인식으로 중국

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족

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놓아야 됩니다. 

                                2018 12월 6일(목)

                    
  
         (사)단군朝鮮연구회 이사장 홍혜수

             www.idangun,co,kr  유튜브 : 단군朝鮮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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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발제문

일제식민문화의 극복과 통일   

                               

이 일 걸

정치학 박사,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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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발표

일제식민문화 극복과 통일   

                               이 일 걸 (정치학 박사, 한국간도학회 회장)
Ⅰ. 서 론

  
  민족통일의 여건이 어느 때보다 잘 조성되었다고 평가 받는 오늘날 통일을 위한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제식민잔재 청산이다.
  일제항일시기 우리가 받은 식민지 역사교육과 문화의 잔재들이 청산되지 않아

우리 민족 발전의 저해 요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들

적폐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식민교육과 식민문화에 박힌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다.   
  특히 친일파 문제만 해도 간단하지 않았다. 1948년 친일파 척결을 위해 구성한

‘반민특위’ 활동이 이승만 대통령의 견제와 국화프락치사건과 경찰의

특위습격사건으로 인해 와해되었으며, 친일파를 척결하여 민족정기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대거 기용함으로써 이들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반민특위’ 활동의 실패로 인해 일제 35년 간 영향 받은

식민문화의 후유증은 아직도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북한은 정부수립시기에 일제식민주의 문화와 친일파를 척결하였다. 이와 같이

친일파 척결 문제만 해도 남북한 간의 관점이 서로 상이한 상태인 만큼 극도로

이질화된 남북의 전체 사회의 통합을 요구하는 민족통일의 전망은 더욱 난해한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병합 이후 일제식민사관의 미친 영향 및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인 언어정책 개입을 분석하고 신친일파의 현상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일제식민문화의 실상

  일제항일시기의 잉태되어진 식민문화의 뿌리가 광복 7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독초의 향내가 곳곳에서 풍기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생활하는 일상 속에 독초들이 숨어 살면서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분야, 언어분야, 영토관련 학술 및 지리 분야, 예술

분야에서도 식민사학의 누린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 중 식민사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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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영향으로 나타난 식민사학자, 간도지도의 상실 원인, 일제가 개입한

한글맞춤법과 외국어 표기법, 신친일파의 등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일제식민주의사관의 형성

   일제식민사관의 직접 형성 동기는 일제의 ‘정한론(征韓論)’과 관련되었으며, 
최초 정한론을 정립한 것은 길전송음(吉田松陰, 요시다 쇼인)이었다. 그는 일본이

미ㆍ일 화친조약 후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이 서양과의 교역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한(三韓, 
조선, 한국)을 정복하자고 1856년부터 주장하였다. 그의 정한론 1단계는 한국, 
2단계는 만주ㆍ몽고, 3단계는 대만ㆍ여송(呂宋, 루손, 필리핀) 진출이었다. 
길전송음은 고향에 송하촌숙(松下村塾)이라는 서당을 설립하여 조슈번의

젊은이들에게 정한론 등을 교육하였다.52) 
  1868년 명치유신 이후 길전송음의 제자인 목호효윤(木戶孝允, 기도 다카오시)은
정한론을 더욱 확대ㆍ수정하였으며, 명치정부에 채택되었으며, 서향융성(西鄕隆盛, 
사이고 다카모리)에 의해 1872년 정한론의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한국을 침략하려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53)
   1882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정한론 실천을 위한 조선국사 편찬이 시작되었어

 며, 1887년 동경제국대학 사학과가 설치되자, 조선국사 편찬이 사하과로

이관되었다. 1890년 제국대학 교수들이 국사안(國史眼) 교과서를 출판하였으며, 
임태보(林泰輔)는 1892년 조선사를 간행하였는데 모두 날조된 내용이었다. 임태보는

고대 조선은 타율성의 민족이라 주장하였다. 밀본 제국대학 사학과와 국사학과

교수ㆍ졸업생들은 1889년 ‘사학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식민주의사관에 의거하여

한국역사를 왜곡하는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54)
   김용섭은 일제항일시기 일본인이 한국사 연구 목적은 한반도내 식민지통치를

위한 학문적인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이며, 그들의 침략을 학문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학문연구는 식민정책이자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하였다.55)  
  이들 일본학자들이 주장한 주요 왜곡된 이론들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한국사의 타율성론, 정체성이론, 만선사관, 사대주의론, 임나일본부설, 반도적

성격론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일제식민사관에 의한 『조선반도사』를 보급하기 위하여 1916년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1925년 조선사편수화로

52) 신용하,「일제식민주의 사관의 동기와 형성과정」,『일제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 (사)겨레얼살리기국
민운동본부, 2015, pp.9-10. 

53) 위의 논문, pp.10-11.
54) 위의 논문, pp.13-15.
55) 이만열,「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 서술』,국사편찬위원회, 1980,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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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를 조선총독부 안에 설치하였다. 『조선반도사』를 『조선사』37책을 1932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적합하도록 폄하하고 왜곡시킨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민족사의 기원이 주변국가의 식민지로 시작하였으며, 한국역사가

기자조선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林泰輔ㆍㆍㆍ등), 또는 위만조선에서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小田省吾ㆍㆍㆍ등), 한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稻葉岩吉미ㆍㆍ, 그들은 단군조선을 황당무계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56).
  그들이 왜곡시킨 부분 중 전술한 것 외에도 한국역사에 나타나는 문화는

독창성이 없고 중국을 모방한 것에 불과한 ‘모방성’이 특징이라고

왜곡하였다(三品彰英, 高橋享, 關野貞, 今西龍ㆍㆍㆍ등), 한국역사는 당파성이

지배한 나라로 제대로 단결해보지 못한 것이 한국역사의 특징이라

주장하였다(三品彰英, 小田省吾ㆍㆍㆍ등), 한국민족은 사대성, 당파서, 모방성... 등
열악한 민족성을 갖게 되었다(三品彰英, 小田省吾,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조선사학회의 각종 간행물 등)57)
  이와 같은 일제 식민학자들의 왜곡하기 시작한 한국의 역사는 조선사편수회가

간행한 37권의『조선사』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사 왜곡의 중심에 있었던 ‘조선사

편수회‘에 이병도와 신석호가 수사간으로 근무하였다. 이 둘은 서울대학과

고려대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일제식민사학‘의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의 구로이타 밑에 이마니시(今西龍)가 있었고

이마니시 밑에 이병도가 있었다. 이마니시는 경도대학에서 『檀君考』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군말살의 명령 계통은 흑판승미 ⤍금서룡

⤍이병도였다. 이병도는 금서룡의 『단군고』를 열심히 읽고 시조 단군을 붓으로

지웠다.58)
  일본식민사학의 모체는 황국사관이었다. 왜곡된 황국사관은 기록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토대로 한 즉 기기사학(記紀史學)이다. 이 기기사학은 일본육군

본부와 동경제국대학 교수의 이른바 ‘관학사학’이다.59) 이와 같이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이병도류의 강단의 식민사학의 뿌리가 일제 ‘관학사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일제 35년간 빼앗긴 주권을 찾았지만 일제항일시기에 일인학자들에 의해 왜곡

조작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주창한 식민사학이

현재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매국사학자 이병도를

56) 신용하, 앞의 논문, pp.18-19 참조.
57) 신용하, 앞의 논문, pp.20-21 참조.
58) 박성수,「이병도의 일제식민사학」,『일제식민사관 극복 학술대회』,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15, p.33.
59) 위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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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 도 신 석 호 이 홍 직 이 기 백 김 철 준 천 관 우
이 기 동 문 경 현 이 덕 성 변 태 섭 김 광 수 이 용 범
신 형 식 이 종 항 정 중 환 김 용 선 정 조 묘 김 재 붕

이  름 고조선 위치 고조선 중심지 구      성 고조선 시기 근거문헌

이병도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 요
동지방

대동강유역(평양)
단군조선-
한씨조선-
위만조선

B. C.2333
~B. C.108

신 수 국 사 대 관
(보문각, 1959),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1976)

이기백 대동강 유역
과 요하 대동강유역(평양) 단군조선-

기자조선-
B.C, 12~10
세기~ B. C.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8), 

이은 그의 제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은 그들의 한국침략과

식민지적 수탈을 정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전개가 이웃 국가의

외세의 압력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반도적

성격과 국외세력에 절대 복종하는 소위 사대주의적 성격을 형성케 한다60) 
  따라서 식민주의적 타율성론이 한국고대사 분야에 철저하게 파고들었으며, 이러

한 일본의 전략에 쉽게 빠져버린 학자들이 바로 이병도 일파인 ‘식민사학자들’이
다.  특히 이병도의 한사군 인식은 일제의 침략적 식민사학 논리인 만선사관이나

타율성론을 추종하고 있으며, 구체적 위치 및 지명 비정도 일제의 연구 성과를 짜

깁기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61) 더구나 이병도의 제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곡학아세’의 기술마저 터득하여 고위 관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이병도와 일제 사학자들의 이론들을 절대시하였다. 이들은 역시 스승이 가르친 식

민사학 이론을 지금까지 고수할 뿐만 아니라 손자 제자들에게 이를 전수하여 현 우

리나라 고대 역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들이 민족의 혼인 우리 ‘역사’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이랴! 
 
  2. 일제식민주의 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

  앞절에서 언급했던 일제 관학자들이 만들어낸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다

음과 같다.
  가. 『삼국사기』 불신론자 명단

     위 명단은 최재석,『한국고대사회사방법론』, 일지사, 1987, p.526에 게재

  나. 고조선 위치와 중심지 및 시기 비정에 따른 식민사학자 명단과 근거

  

60) 이만열, 1986,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 서술」,『한국사론』6, 국사편찬위원회, pp.254-261 
61) 임찬경, 2014, 「이병도 한사군 인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학연구』제19집, 국학연구

소. 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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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조선

108.
 청동기시기 
상한선, 단군
신화는 샤머
니즘으로 해
석

한 국 고 대 사 론
(일조각, 2006)

김철준
만주 서남부
와 한반도 
서북부

대동강유역(평양)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B. C.2333

김철준,한국고
대사회연구(지
식산업사,
1977), 천관우, 
한 국 상 고 사 의 
쟁 점 ( 일 조 각 , 
1986)

이기동 대동강 유역
의 평양 대동강유역(평양)

단군조선(환웅
족)-기자조섬
(기자족)-위만
조선

B. C.2333
~B. C.108

한국사강좌 고
대 편 ( 일 조
각,1992)

천관우
대동강-
압록강-
요하-
대능하 하류

조선의 동진으로 
요하이서의 험독
과 평양의 험독

단군조선-
조기기자조선, 
만기기자조선
-위만조선

B. C.24세기
~B. C.108
청동기시대-
단 군 조 선 ,  
B. C.12세기
-조기 기자
조선은 청동
기 시대, 만
기 기자조선
은 초기 철
기시대

고조선사·3한사
연구
(일조각, 1991)

김정배 요하이동에
서 평양

 평양
단군조선-기
자(예맥)조선-
위만조선

B. C.23세기 
~
B. C.13세기

한국고대사론의 
신조류(고려대
출판부,
1980),한국사4, 
(국사편찬위원
회, 2013) 

노태돈 한반도와 남
만주

요하 동쪽에서 B. 
C.3세기 평양으로 
이동(재요녕설 부
정)

전기고조선-
후기고조선-
위만조선

B. C, 12세
기
~B. C.108

단군과 고조선
사
(사계절,2010)

서영수 요동 및 대
동강 유역

요동아사달에서
대동강 유역 이동

단군조선-한
조선-고조선
왕국-후조선

B. C, 2333.
~B. C.108

고조선의 발전
과정과 강역의 
변동(백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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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기
자조선-위만
조선

76호,2006)

이종욱
요동지역 ~ 
한반도 서북
지역

대동강유역(평양)
단군조선-기
자조선-위만
조선

B. C.15세기 
~A. D.313

고 조 선 사 연 구
(일조각,1994)

송호정
남만주, 중
국동복지방, 
한반도 대동강유역(평양)

단군조선-기
자조선-위만
조선

B. C. 10세
기 ~ B. 
C.108.

고조선·단군·부
여(고구려연구
재단,2004)

오강원 평양 중심의 
서북한 지역

 B. C.5~4세기
에는 심양, 대련, 
후기는 평양

고조선(준왕)-
위만조선 B. C.4세기

고조선 단군 부
여(고구려연구
재단,2004)

   (강단사학자들이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및 시기 등을 분석한 표)
  출처 : 이일걸,「광복 이후의 한사군에 대한 연구사 고찰」, 
   『한사군 인식에 대한 검토』(사)안중근평화연구원/(사)국학연구소, 2016.
  
  다. 일제 식민사관에 오염된 한국의 주류학계인 강단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왕검성

과 고구려의 후기 중심지를 평양으로 비정하였고,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B.C 10세기

전후로 비정하였다. 
   위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식민사학에 물든 학자들은 고조선의 중심지를 대동강

유역인 평양으로 비정하였으며, 장수왕이 천도한 고구려 후기 수도를 일제 관학자

들이 왜곡시켜 비정한 평양으로 인식하였다. 일제식민사관에 물든 강단사학자들은

고조선을 신화로 여겨 고조선 건국시기를 B.C 10세기 전후로 비정하였다. 마치 100
년 전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 축소시킨 일제식민학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강단사학자들은 또한 민족사학자와 강호사학자들은 패수를 요서와 요동으로 비정한

반면, 강단사학자들은 청천강, 대동강, 압록강 등으로 비정하였다.62) 
  심지어 시민단체인 ‘역사의병대’에선 우리 역사에 해악을 끼친 역사학자들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매국노인 역사7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63) 이들의 선정 이

유를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철저히 왜곡시킨 우리역사를 폄하시키고 축소시킨 이론

을 검증 없이 무조건 추종하였다고 하였다

  1) 역사7적 : 김정배 김현구 노태돈 서영수 이기동 조인성 송호정

  2) 선대역사7적 : 이병도 신석호 이기백 김철준, 
     * 추가 검토 대상 : 김원룡 이홍직 박춘호

62) 이일걸,「광복 이후의 한사군에 대한 연구사 고찰」,『한사군 인식에 대한 검토』(사)안중근평화연구원/
   (사)국학연구소, 2016. pp.35-37.
63) 역사의병대 홍페이지 : http://cafe.daum.net/his-milit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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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역사7적 : 서영대 임기환 이선복 배성준

    * 추가 검토 대상 : 한영우 김학준 오영찬 박유하 포함 여성학자 등

  4) 차세대 역사7적 후보 :
     * 역사비평 봄 호 기고 기경량(서울대)· 위가야(성균관대) 안정준(연세대),
     * 여름호 기고자 이정빈(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ㆍ강진원(서울대 국사

      학과 강사)ㆍ신가영(연세대 사학과 박사과정)
    * 고대사 시민강좌 강사 박대재(고려대)ㆍ이문영(상명대 석사과정)ㆍ
      강병준(서울대)ㆍ김정열(숭실대) 등
   
 
 2. 한ㆍ중 국경선의 진실은 무엇이며 지리부도에는 간도지도는 없는가?64)
   
   가. 1627년부터 만주지역 일대를 각수봉강(各守封疆)하여 봉금지대화 하였다.
   1627년 청과 조선은 강도회맹으로 만주지역 일대를 각수봉강(各守封疆)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1712년 백두산정계비 사건이 있었으며, 두 차례의 을유, 
정해년의 감계회담이 결렬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나. 압록강ㆍ두만강 이북의 동ㆍ서간도에 관리사가 파견하고 압록강 대안지역을

평안도에 편입시켰다. 서양고지도, 당빌지도, 본느지도 등 수많은 고지도에

표시되었다.
조정에서는 1897년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여 서간도 韓人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여 이주민을 보호하게 하였다.  1902년 5월 21일 간도시찰사로 임

명받은 이범윤이 이병순, 이승호를 대동하고 6월 23일 간도에 진입하여 韓人을 위

무하니 民의 판적에 든 자가 2만 7천 4백여 호이고 남녀 십여 만 명이었다.65) 한
편 서간도의 서상무도 1902년 호적을 조사하여 “변계호적안” 작성하였는데 총 7
개 면의 1,176호에 남여 총 3,374명이었다. 면단위의 호수는 리, 통으로 행정 체계화

되었으며, 통에는 통수를 두었으며 각 통에는 10내지 20여 호를 관할하는 촌락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다. 조선의 경계선는 압록강-두만강선이 아니다. 
강도회맹 이후 조․청간의 감계회담이 열리 때까지도 조․청간의 실제 경계선이 압

록․두만강선이 아닌 것은 확실하였다. 즉 봉황성을 지나서 압록강의 수계를 포함한

산맥을 지나 토문강․송화강․흑룡강 以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북 ․ 이서에

64) 이일걸, 「조선의 대 간도정책」,『간도학보』, 창간호, 2004, pp.91-95. 참조하여 기술함
65)「간도발췌문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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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대가 존재하였다. 

라. 이범윤 간도관리사는 스스로 사포대를 조직하고 한민을 보호하였다.  
간도지역을 두고 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한인과 청인의 충돌이

심해지자, 이에 이범윤은 대병의 간도 파병과 호위병의 대동 및 청국 공사의 증명

서 송부를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선 이범윤의 요청을 불허하자, 이에 이범윤

은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고 스스로 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韓人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모자산, 마안산, 두도구 등에 영소를 설치하였다. 1903년
김규홍의 상주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승진시켰다.   

마. 1909년 일제가 불법 체결한 간도협약의 내용에는 한ㆍ중 국경선이 압록ㆍ두

만강선이나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거 국제법상 무효조약이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전후처리 문제에서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유독

간도협약만 유효하여 중국이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한 상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위정자는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여야 한다. 간도문제의 해결

이야말로 일본이 만들어 낸 식민문화 척결의 마지막 과제이다.    

  바. 아래 지도들은 18 ~19세기의 간도지역의 상황을 말해주는 지도이다.
   일제식민주의사관의 영향을 받은 현 교과서, 지리부도, 역사부도에는 이런

지도가 없고 1909년 국제법상 불법조약인 간도협약에 의한 그린 지도인

압록강-두만강선을 국경선을 그린 지도만 난무한다. 

  사. 조선 초기 세종은 6진과 4군을 개척하여 북방지역을 넓었다는 이론도

일제식민주의사관의 왜곡된 주장이다.
    고려국의 북계 봉강은 고려 태조 왕건시기부터 조선 태조 이성계 시기까지

요좌, 요동으로 표현되는 요수, 요하였고, 그 지역적 거점으로서 요양, 심양, 철령, 
개원 등에 걸쳐 있었다.66) 세종은 15년(1433)에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조선지도를 보고 조서(詔書)하기를 “공험진 이남은 조선이

경계라....”라고 하였으니 경들은 참고하여 아뢰라”67)고 하였으며, 세종

21년(1439)에는 최치윤을 북경에 파견하여 공함진 이남을 관할해야할 이유와

교섭과정을 재확인하였으며,68) 세종 21년에는 김종서에게 공험진의 위치와 확인을

지시하였다.69) 이와 같이 식민사관에서 출발하는 일인학자들은 고려와 조선의

66) 윤한택, 「고려의 북계 봉강(封疆)에 대하여」,『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평양연구
팀, p149.

67) 세종실록 권 59, 세종 15년 계축, 3월 20일 계육 조
68) 세종실록 권 84, 세종 21년 기미, 3월 6일 갑인 조



- 95 -

그림 60  1899년 변간도관리도 고등학교  역사부도   교학사 2003

국력을 과소평가하고 고려의 9성을 함흥평야로 비정하였다. 고려사와 조선실록을

검토하면 이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70)    
         

                                
Ⅲ. 신친일파의 등장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친일 동조자나 대리인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을 병합 후 대륙을 진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친일파를 키워 그들의

앞잡이로 해서 왕조권력을 탈취하는 방법도 아울러 썼다. 일본이 1910년 이전까지

친일파를 육성ㆍ이용한 방법은 네 가지이다. 첫째, 유학생이나 시찰단을 받아들여

친일파를 장기계획 아래 키운다. 둘째, 친일분자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만약 실패하면 일본에 망명시켜 친일파로 양성한다. 셋째, 왕조권력에 직접 압력을

넣거나, 혹은 부패분자를 협박ㆍ매수하여 유리한 조약협정을 맺으면서 배일파를

왕조권력으로부터 내몬다. 넷째, 타락분자를 매수, 부추겨서 친일단체를 만들게

하고 친일여론을 조성시키고 배일여론은 테러로 탄압하는 방법이다.71)          
   일제는 1880년대 이후 조선은 청의 무기제조법을 배우려 간 영성사 김윤식

69) 세종실록 권 86, 세종 21년 기미, 8월 6일 임오 조
70) 이상태,「선춘령과 공험진의 위치 고찰에 관한 연구」,『학림』37, 연새사학연구회, 2016. 자세한 것은 논문을 

참조 바람.
71) 한완상 외 3, 『한국사강좌』홍문당, 1988.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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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본느지도. 1771년(이돈수 소장)그림 61 일청한삼국지도 1894년 일본에서 제작, 휘발하아래 토문하가 보인다.
     (이돈수 소장)

그림 64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이돈수 소장

그림 63  간도구분도 , 간도되찾기운동본부, 2004년 이일걸 비정

그림 65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 부분도,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변조한 지도, 작자미상, 1811년 제작, 이돈수 소장

일행(학생 38명, 관원 및 수종 21명)을 제외하고, 천 명이 넘는 조선의 유학생을

서구가 아닌 일본으로만 보냈다. 반면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340 여명을 미국 및

서구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  조선의 일본에 지우친 유학정책의 성격상 조선

조정의 단순한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친일파 관료의

의 작품인 셈이다. 개화파의 대부분이 친일파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신친일파 양성계획’ 이 호사카 유지에 의해 지난 3월 초

JTBC에서 폭로되었다.72) 광복 73년 만에 신친일파의 본체가 드러났다. 
                    
 1. 개화 초기 일본 유학생

   개화초기 일본에 유학생을 처음 파견한 것은 1881년 2월 신사유람단이었다. 
그보다 앞서 1870년 승려 이동인이 일본에 밀항하여 동경에 머물면서 ‘흥아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73)
  신사유람단의 어윤중, 유길준, 유정수, 윤치호 4명이었다. 어윤중과 유길준은

경응의숙에 입학하였고, 윤치호 동인사에 입학하였다. 이후 조선은 1884년까지

67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1년 단기간이 많았으며, 대부분 군사, 금은분석사, 

72) 한국NGO신문, 2018.11.19. 8면.
73) 이광린,『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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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 전신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하였다.74)
  또한 1885년에는 200명 가까운 유학생을, 1904년 노일전쟁 전후에 5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였다.75) 관료의 유학 및 시찰자 수는 235명, 유학생은

197명, 시찰, 견학이 33명이었다.76)
  이들 유학생들은 일본에 가서 아시아연대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0년 3월
동경에서 ‘흥아회’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아시아협회로 개칭되고, 1900년
동아동문회에 흡수되었다.77) 이 회의 회원은 일본관리, 군인, 언론인들이었고, 
일본정부의 앞잡이 기관이었다. 여기에 호응하거나 참석한 조선인은, 김홍집, 
이조연, 윤웅렬, 강 위, 이동인, 홍영식, 어윤중, 김용세, 심의구, 이봉식, 이정모, 
엄세영, 심상학, 박정양, 유진태, 강진형, 이상재, 현석운, 고영희, 이학규, 정순용, 
김홍배, 조한용, 김옥균, 서광범, 유길준 등이었다.78) 이들은 수신사이거나

신사유람단의 조사(朝士)와 수행원들이었고 유학생 신분이었다.
  당시 아세아연대론은 일본이 아시아와 연대하여 구미열강에 대항하자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아시아諸國들과 동등한 차원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발상은 정한론에서 시작하여 대동아공영권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에서 파견한 인물 중에서 ‘흥아회’에 참석하여 일본인 회원들과 어울려

시를 지은 자는 김용원, 홍영식, 이봉식, 엄세영, 심상학, 박정양, 유진태, 강진형, 
이상재 등이었다.79) 결국 이들은 한국이 아시아諸國과 연대해야 된다는 의식은

1880년대 흥아회에 참석함으로 갖게 되었다. 김옥균은 일본에서 그의

삼화주의(三和主義)를 전개한 ‘흥아지의견(興亞之意見)을 기초하였다. 그 요지는

한청일이 제휴하여 구미세력의 東漸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논하였다.80)  이와 같이

일본유학생들은 ‘흥아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부분 친일파로 변신하여 한일병합 후 식민지 관료로서 이용당하였다. 

2. 늘어나는 신친일파

  지난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 류석춘의 경력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 
단순한 뉴라이트 인사로만 알았지만 일본 극우 인사 사사카와 재단이 설립한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2004년부터 하였다고 하였다. 간혹 안병직을

비롯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아시아연구기금’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지만

74) 위의 책 , p.63.
75) 阿部洋,『구한말의 일본유학-자료적 고찰』, 위의 책, p.63에서 재인용.
76) 김영모,『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86, p.519.
77) 이광린,『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86, p.140.
78) 위의 책, pp.140-144.
79) 위의 책, p.143.
80) 井上角五郞先生傳記 編纂. 井上角五郞先生傳, p.117. 위의 책 p.145에서 재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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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시아연구기금’이 한국의 학자들을

친일파로 만들기 위한 자금줄임을 이제야 알았다. 
  일본의 ‘신친일파 양성계획’을 폭로한 호사카 유지에 의하면 한 번 만날 때

300~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에게 실제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친구가 되면 일본 위암부 문제를 일본의 시각에서 해석한 만화를

읽게 한다. 이렇게 포섭된 신친일파들은 SNS를 통해 일본 측의 펴드린다고

하였다.81)
  실제 국내 한 대학은 20년째 ‘아시아연구기금’75억을 지원 받아 한ㆍ일 관계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기금의 한국인 이사 6명 중 3명이 연세대 교수였다.(JTBC 
내용) 이와 같은 신친일파의 등장을 정태만 박사는 임진왜란 시에 이순신을 제거한

이중간첩 ‘요시라 사건’ 에 비유하였다. 일본의 금전 공세를 과거

손보기ㆍ박성수교수가 공개 강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고, 허성관 전 장관도

역사의병대 강의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신친일파의 양성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만 박사는 동북아역사재단(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Ⅰ부, 2009)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친일로 편향된 논문 11편이

정부연구기관에서 지원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호사카 유지의 왜곡된 친일적인

저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82) 역사의병대 회원들은 호사카 유지도

요시라처럼 위장 귀순을 감추기 위해 ‘신친일파 양성계획’을 폭로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강단사학을 장악하고 있는 매국사학자들도 신친일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EBS 방송에 나와 고조선 건국을 신화라 주장하고 기자와 위만이

고조선의 법통을 이었다는 식민사관의 주장을 대변한 송호정을 신친일파의 대표적

인물로 보았다.83)
  그런데 독도에 관련된 정태만 박사의 논문84)을 읽고 한국학계에 친일파 학자들이

친일적인 왜곡된 자료를 기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정대만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1951년 4월
7일자 미국 초안은 존재하지도 않고 같은 날짜 영국초안에 독도가 분명 한국영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사카 유지는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되어

있다고『독도연구』21호, p.120에서 주장하였다. 김병렬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1997, pp.482-485에서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호사카 유지의 논문의 근거가 문제가 되자

언론을 통래 이석우의 책『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2007)을 그 근거라고

81) 한국NGO신문, 2008.11.19. 8면.
82) 위의 신문, 8면.
83) 위의 신문, 8면.
84) 정태만,「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과 그 비판」, 독도연구소,『독도연구』24호,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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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석우의 책의 인용 초안은 미국초안이 아니라

영국초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석우가 ‘한국영토’를 ‘일본영토’로 반대로 변역한

것을 호사카 유지는 이를 있지도 않는 미국초안으로 둔갑시켜 인용한 것이다.85)
  또한 호사카 유지의 “미국의 영국초안 제시는 독도는 한국 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태만 박사의 반론이 있어 읽어보니 정태만 박사의

주장이 타당하였다. 이 외에도 호사카 유지의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타당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결국 호사카 유지는 독도에 관련된 글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일본에 유리하게 편향되게 확대 해석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사카 유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귀화하여 독도 전문가로 언론에 알려져

있다. 이런 호사카가 오히려 독도관련 학자들에게 친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정태만 박사의 논문에 거론되는 사실들이 맞는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김병렬, 조성훈, 김영수, 이석우 등이 친일적인 학자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석우는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시에 일본에 유리한 독도의

‘중간수역론’을 주장한 박춘호의 제자다. 당시 대부분 국제법학자들은

중간수역론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하였지만, 박춘호는 단순한 ‘어로권’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당시 외통부는

박춘호의 주장을 신뢰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에게 독도 중간수역론을 양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 신망 받는 이들이 친일 행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제가 뿌린 밀정(스파이) 문화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일제항쟁기

시기에 김좌진, 이회영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항일투사들이 밀정에 의해

피살당했으며, 최남선ㆍ이광수를 친일파로 포섭한 일본이다. 
  일본은 일찍이 정한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에 많은 밀정을 파견하였다. 심지어

일제 항일시기 항일투사들마저 금전적인 뇌물로 회유하여 친일파를 전향시킨

일본이다. 이미 130년 전 일제는 조선유학생들을 ‘흥아회’에 초대하여 친일파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당시 김옥균은 흥아회에 깊이 빠져서 ‘흥아지의견(興亞之意見) 
을 기초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정한론을 주장하면서 일제 항일시기에는 친일파나 밀정을

파견하여 항일투사 등의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고 밀고를 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신친일파의 문제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송호정 같은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적인 강당사학자들이 당당히 대학 등에서 식민주의사관을 교육시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식민문화를 척결하기에 앞서는 이와 같은 식민사관의

척결이 더욱 급하다는 점이다. 식민문화는 식민사관에서 잉태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식민사관 역시 일재 식민문화의 잔재들이며 청산해야 한다.

85) 위의 논문,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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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글의 없어진 글자와 조선총독부의 한글 정책 개입

 1. 한글의 독창성과 외국인이 보는 관점.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로 알려져 있다.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로버트 램시(Ramsey) 교수는 “한글이

중요한 이유는 서방의 모든 알파벳이 발명되기 보다는 수백 년에 걸쳐 개량되어 온

반면 한글은 실제로 발명한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찬탄하였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화브르(Fabre) 교수는 “한글창제는 인류사상 유일한 사건으로

세종대왕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적 창조적 산물이며, 발명자가 분명한 문자

체계는 오직 한글뿐이다”라고 하였다.86)
  미시간 대학의 매콜리 교수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체계 가운데가장

독창적으로 창조된 것이며, 세계의 문자 체계 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학의 레드야드 교수와 매콜리 교수는 “한글의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 문자의 부호가 그 소리를 만드는 발성기관의 형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발상이지만 그러한 문자는 한글 밖에 없다”고
찬탄하였다.87)
  외국인들이 이와 같이 한글에 대하여 찬탄하는 반면, 일본인들 학자들은

가나(カナ=假名)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이 국수주의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내학자인 이숭녕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확대 부각시키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즉
『세종대왕의 학문과 사상』(p188)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세종은 행정면에서

너무나 신하들의 반항을 받았고, 신병이 잦아 정치상 강력한 지휘가 어려웠다. .... 
결국 세종시대의 행정면의 특징은 집현전인데 학풍의 조성은 없었고 후대에

이렇다고 할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 성군으로서 국운의 상승 커브 선을 더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획기적인 전통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훈민정음

재정을 지나치게 학대함에서 국민에게 세종시대를 오해시키고 있지만 이 시대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2.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와 없어진 자모

  훈민정음 창제 기원의 뿌리는 천문, 태극, 음양오행, 오윤 육기 등을 망라하고

있는 천부경 사상에 있다.88)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과 음양오행에 바탕을 두고

86)김세환, 『훈민정음의 신비』, 도서출판 광명, 2007, p.6.
87) 위이 책, pp.7-8.
88) 반재원,『한글의 세계화 이대로 좋은가!』, 한배달, 1988,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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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의 채택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류한 것과 입의 구조에 따라 발성부위의

자형결정과 글자의 성가와 발성을 예시한 것과 이를 또다시 결합형의 음절

문자화하여 발음하게 한 것은 오직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업적이다. 89)
  훈민정음은 천부경에 바탕을 두고 생성의 모체인 천지인(⋅, ㅡ, l ) 삼재(三才)와
상형도형( o, ㅁ, ᇫ )에 의해 제정되었다. 모음은 ‘⋅’ 점(點=태양)을 본바탕으로

하고 자음은 ‘ ㅁ ’ 방(方 =지구)를 본으로 하여 사람(ᇫ)이 지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문자화한 것이다.90)
  훈만정음은 세종25년 1443년에 창제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자모도 없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아래아는 지석영 선생의 상소가 ‘ㅏ’ 로 바뀌게 된 간접적인계기가

되었으며,       학자들 대립 때문에 투표에 의해 없어진 글자이다. ⋅는

조선어학회 주관으로 제정된 1933년 10월 29일에 제정된 한글맞춤법 통일안

때 없애버린 글자이다.91)

‘ᇫ’  반치음은 훈민정음 창제 100년 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여 1586년에 지은

    소학언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92)

‘ᇹ’ 여린히읗은 세조 이후부터 잘 쓰이지 않다가 1527년 중중시기에

     창제 80년 후에 지은 최세진의 훈몽자회부터 쓰이지 않았다.93)

‘ᇰ’  옛이응은 1657년에 ' o ' 와 통합되었으니 창제 후 약 210년 만에 소멸된

    셈이다.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ㅸ ㆄ, ㅱ’  순경음인 이들은 우리의 사투리나 외국어 발음이나 의성어, 
의태어를 한결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이다.  

 3. 총독부의 ‘한글’ 정책의 개입과 훈민정음의 없어진 글자 복원 

   일제항쟁기에 조선총독부는 우리말조차 말살하려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더구나 조선어학회마저 항일운동을 한다는 구실로 회원들을 체포하고 강제

해체하였다. 한글 맞춤법까지 개입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훈민정음 28자에서 24만
89) 김세환, 앞의 책, p.26.
90) 위의 책, p.123.
91) 반재원, 앞의 책, p.58.
92) 위의 책, p.64.
93) 위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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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토록 하는 등 우리말 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훈민정음 28자 중 쓰이지 않은 글자들을 살려 쓰게 되면, 소리 값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더더욱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글자가

된다. 특히 쓰지 않는 네 글자는 세종이 우리 사투리 발음이나 중국 등 외국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소리 값대로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에 살려놓아야 한다.94)
  특히, 조선총독부는 한일병합 직후인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지정하

면서 조선총독부는 자기네 글자보다 훨씬 적은 한글 24자와 종성 10자만 사용하게

하였다. 옛글자와 순경음과 초성의 합용 병서법이 사라졌다. 세계의 발음기호인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간파하고 그 기능을 축소시켜 자기네 말만 표기할 수 있는

일본문자 수준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작업이었다. 그 뒤 1930년에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꾸라 센뻬이 등 일본인 5명과 한국인 최현배, 
권덕규, 정열모, 이세정, 심의린, 신명균, 이완용, 장지영, 김상희, 등 9명이 한글

24자와 종성 21자를 사용하는 언문철자법을 다시 만들었다. 또 1933년 10월 29일
정인섭 이극로, 이희승 등, 한국인 18명이 모여 한글 24자로 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지만, 앞의 조선총독부 언문철자법을 그대로 따라 ‘외국어

표기

에는 옛글자를 쓰지 아니한다’라고 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번에는 한국인만

참여하였지만 오꾸라 신뻬이의 힘이 그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1년 후

1934년 7월 박승빈을 비롯한 윤치호 최남선, 지석영, 이병도 권병훈, 등 112명의

이름으로 한글 24자로는 우리말과 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훈민정음 28자를

모두 써야 한다는 ’한글식 신철자법 반대 성명서‘를 내었다. 또 주시경 어윤석, 
지석영 등은 ‘옛글자와 순경음이 우리말에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외국어 표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순종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 상소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95)
  해방 후 1948년에 최현배, 피천득, 언더우드 등 22명이 참여하여 ‘들은 말 적는

법’을 공표하였다. 그 때 순경음 ㅸ, ㆄ, ㅱ 4자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어

표기에는 한글 24자 외의 옛글자나 새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는 1933년
10월 29일에 발표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내세워 일부 학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사장된 글자와

초성의 합용병서법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 된 적이 없다.96) 
  이와 같이 1912년 제정한 언문철자법에 대하여 네 차례의 맞춤법 개정을

시도하였지만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또는 언문철자법 대문에 실패하였다.
94) 위의 책, p.55.
95) 반재원, 허정윤,『훈민정음 창제원리와 기능성 한글』,도서출판 역락, 2018, pp.219-238.
96) 위의 책, pp.23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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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언문철자법을 그대로 따라 ‘외국어 표기에는 옛글자를 쓰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한글맞춤법의 개정과 외국어

표기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제식민문화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Ⅴ. 결 론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여년이 넘었다. 과거 분단 상태였던 독일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보다 활력과 경제력이 나아지고 있다.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도 민족통일을 하고 싶지만 북한의 핵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남북한의 통일 방안과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지만 가장 나은 민족 통일

모형은 국가연합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현 남북한은 이질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1단계인 남북연합체제를 남북 동질성 회복 단계로 규정하여, 민족통합의

요건을 갖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남북 동질성 회복 단계가 완성이 되면

2단계의 평화공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2단계는 연방국가의 형태이며

통일헌법에 의해 모든 행위가 규율된다. 현 남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2단계까지만

가도 성공적일 것이다.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모형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일제 항일시기에 영향 받은 식민문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역사와 영토 지리 및 신친일파의 등장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모든 식민문화의

양상은 일제 식민주의사관에 의해 규정되기 마련이었다. 남북한이 함께 경험한

일제식민지 생활은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즉 진실을 왜곡시켜야 그들의

식민지민으로 남아 종속된 생활의 영위가 가능했기 대문이였다. 따라서 지배자인

그들은 피지배자를 무능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 만선사간, 사대주의론이었다. 또한

광활한 대륙의 영토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녔던 우리의 고대사를

일제식민주의자들은 한반도 안에 축소시켰다.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를 이은

강단사학자들이 축소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은 장수왕이 천도한 고구려의 후기 수도가 요양인 줄도 모르고, 일제식민

사학자가 왜곡시킨 대동강가의 평양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국경선은 한말에

압록강ㆍ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고 서술한다. 일제식민주의에 물든 선배 학자들의

왜곡과 거짓이 가득한 역사이론을 검증하지 않고 젊은 후배 학자들은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이들 후배 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거짓 역사의 구렁텅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구렁텅에 빠진 이유도 모른 채 70년이 지나고 말았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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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신성한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제 식민문화의

잔재로 남았던 이들이다. 우리 민족 고대사의 진실을 과감하게 밝히자. 그리고

이들을 민족의 혼과 정신을 팔아버린 역사 매국노라 부르자.  
  또한 이와 같은 일제식민사관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가 지리학자였다. 이들은

1909년 청과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조약임을 모른다. 당시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해 간도를 청에 넘겼지만 23년 만에 만주국을 세워

간도지역을 되찾은 그들이다. 지금의 한ㆍ중 국경선은 1909년 이후의 역사이다. 그
전의 간도지도가 당연히 있었으며, 단지 일제식민주의 사관을 따르자니 한ㆍ중

국경선은 압록강ㆍ 두만강 선이 되었을 뿐이다. 이 역시 식민문화의 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한다. 이제 간도의 지도를 그려 넣자. 일제식민주의 역사관에 의해

날조된 한반도기를 불태우자. 
   일찍이 대륙론자인 일본 낭인집단들은 19세기 후반에 조선과 중국에 밀정을

많이 파견하였다. 그 지방이 친일파의 협조로 지도를 만드는 등 다른 일을

꾸미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우익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신친일파 양성계획’이 폭로되었다. 가장 청렴해야 할 학문의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00여 년 전 일제항쟁기 시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130여 년 전부터 일제에 매수된 친일파들에 의해 결국 국권을 잃었다. 늦기

전에 신친일파를 찾아내어 퇴출시키자. 이 역시 청산해야 할 일제 식민문화의

잔재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 한글을 창조하였다. 본래 28자였는데

일제가 24자로 줄었다. 우리 학자들은 24자로는 모든 소리를 표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여도 조선총독부는 꿈적하지 않았다. 일제가 물려간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식민잔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이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심이 간다.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한 일제가 대목을 박았다. 
   우리 가슴에 일제가 깊이 꽂은 비수들, 일제식민사관, 신친일파의 등장, 엉터리

한글철자법과 외국어 표기법을 과감하게 폐기하자. 마지막 남은 일제 식민문화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버리자.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선조들의 문화와 언어 및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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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문

통일문화연합 주제발표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대한 패널멘트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이경태 박사님의 통일문화연합 창립에 즈음한 주제발제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전적인 동의

와 함께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이박사님의 나라사랑에 대한 절절함과 더불어 그 동안 갈고 

닦아오신 내공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는 발제이었고 내게는 학습의 기회이었다. 다만 패널

로서 참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영역에 대하여 보완 내지 비판적 조언을 보태고

자 한다.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분.

이박사의 본 내용에도 언급하였듯이 자유주의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적 이기심과 탐욕은 인간이 개별적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전제조건이다. 마치 물이 중력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자연적 법칙과도 같다. 홍수로 물이 때로는 침범하고 재난을 일으킨다고 물을 제거할 

수 없듯이 자유주의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여하히 유용하고 도움이 되

도록,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유주의가 제공하는 물적 기반을 인간과 사회의 자유와 해방

적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적 사항이다. 물이 흐르는 법칙을 

자유주의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수리(水理)와 치수(治水)

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인을 억압하는 집단적 사고와 접근은 우리가 이미 지난 20세기를 통하여 보

아왔듯이 의도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고 억압

하는 집단주의와 분리하여 공동체주의의 갖는 명확한 차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공동체주의

는 자유주의적 개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존엄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를 기반으

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성찰하고 합의하고 강제하고 이행해

가는 과정과 시스템으로 공동체주의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도덕주의와 실용주의간의 상호적 의존.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자주 한국사회는 너무 도덕적인 관념에 억매여 있다는 비판을 듣곤 한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본다. 특히 조선 6백 년 역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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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른 성리학이 오히려 조선사회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굴곡한 점을 인정

해야 하며, 중국의 현대화 과정 역시 도덕적 이념을 강조하는 과정에 배공배임의 구호를 외

치며 일어난 문화대혁명의 재앙을 기억해야 한다. 

도덕의 근거와 출발이 무엇인가는 엄청난 철학적 주제이다. 다만 최근의 사회생물학과 진보

적 게임이론에 의하면 도덕 역시 처음부터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가 처한 

환경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조건에 의해서 진화되어온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단군신화에서 가르치는 이화세계 측 이도치국과 홍익인간,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인 

합일에 따른 천명사상, 근대적 변혁운동의 정신인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천주와 사인여천 

등의 도덕적 기준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매우 근본적이고 소중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도덕이라는 주제는 현재적 현실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고 상황과 조건이라

는 환경과 끊임없이 성찰적이며 반성적인 대화를 나누어야만 한다고 본다. 도덕주의와 변혁

적 실용주의(實事求是)의 융합이 바람직하다.

시장기제와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나친 우익적 반공사고와 이에 기초한 지난 세월의 

교육과정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본주의만이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사회주의는 오로지 계

획경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소비에트의 진행과정을 보면 초기 혁명의 시기에는 레닌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했으며, 계획경제라는 제도는 스탈린의 독재체재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와 중

앙적 계획경제가 서로 친화성이 강하고 자본주의는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유시장적 성향을 

매우 선호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학에 지경학적 조건을 강조했던 페르낭 브로델이나 정의론이라는 탁월한 저서를 

통하여 현대 복지체체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존 롤스 등 공히 세계적인 석학들은 시장경

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게 중립적으로 적용 가능한 열린 기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로 대국굴기하고 있는 중국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보여주

는 성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기제는 당연히 북한의 향후 발전계획 및 

과정 설계에도 적용이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사활적 주제이다..

투기와 투자의 구분.

또 한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와 투기에 관한 것이다. 왕왕히 필자가 만나는 전문가

연(然) 하는 많은 분들 중에 투자에는 투기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투기 역시 투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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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교집합적 성격의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이 투기에 관대한 사고와 무비판적 관행으로 우리사회는 

최악의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변질되었고 각종 지대추구적 부패 행위에 눈을 감으며 자신

도 같은 행위에 젖어 들면서 시민 대부분이 함께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자기증식, 탐욕적 매카니즘의 눈으로 보면 투기이든 투자이든 어떤 방식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실현하면 그만인 셈이다.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의 고통과 

피눈물을 외면하고 오로지 회계학적 수치로서 수익이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통칭 신자유주의적 수탈과정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투기와 투자를 

구별해야 할 하등의 필요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동체적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기와 투자는 명명백백히 서로가 

다른 것이다. 투자는 경제 순환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하여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하고자 하

는 노력이며 실현된 가치를 기여에 따라 배분하는 윈-원win-win의 선순환적 주제인 반면에, 

투기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타자의 몫을 빼앗는 정글법칙과 같은 반인륜적 반규범적이

며, 합의된 규칙을 어기는 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투기와 불로소

득에 의해서 형성된 소득은 사회적 합의와 강제를 통하여 환수하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자

원으로 재사용되어야 마땅하다. 한걸음 더 나가면 자산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조세는 공동

체의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평등이냐 정의(正義)냐

이박사가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아낸 개념들, 생명, 균형, 상생, 공유, 공감, 

소등의 용어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다. 이사야 벌린이 자유를 이야기하자면 백 가지가 넘는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

했듯이, 평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출발선에서의 평등, 공

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열린 평등을 이야기한 존 롤스적 수준이라면 이런 내용의 

평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였던 자유와 평등이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

과 수단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이후 전개된 서구의 사민주의 실천과정에서 자유는 존엄으로 

평등은 정의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정의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유의미한 가치재(이는 항상 부족한 상태)를 획득하고 배분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과정과 

원칙에 대한 민주적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것이다. 초기적 조건의 평등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된 원칙과 과정을 지켜내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박사님

의 평등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혼란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 평등보다는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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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소유와 사회적 공유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과 구호를 우리 사회에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이박사님이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의 내용 속에 사회적 소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 매우 반가웠다. 

사적 소유개념은 개인주의와 함께 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지난 200여 년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함께 천부적 권리로서 지위를 향유해 왔다. 물론 절대왕권과 

구 지배세력이 권력과 물적 기반을 장악한 상태에서 역사의 정합적 흐름에 있던 신흥 자본

가계급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를 기술한 로크 등의 주장은 당시에는 매우 소중하고 올바른 

것이었으나 현재처럼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하고 폐해가 지대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진보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지닌 하버드 대학의 전설 웅거 교수에 의하면, 사유재산권과 상

법 그리고 이에 기초한 현대의 계약 규칙은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역사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본제하에서 기득권을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적 소유권을 집단적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라고 설명하면 

획득–점유-향유–배제-이전(증여 또는 상속)의 권리로 세분화하여 재규정하고 재구성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웅거의 시각에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득과 점유와 향유(소비)는 현행대

로 수용하되, 배제(독점)권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필요와 대아적 요구가 발생하면 법적인 근

거를 갖추고 제한하거나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재산소유권은 본인이 살아있는 생전

에만 유효한 개념으로 사후에는 사회적으로 상속되어 환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상속에 관하여서는 후손들에 대한 배려로서 일정수준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

적으로는 누진적 세율을 서구의 골디락스 시대인 1950-60대의 세율인 최대 80% 수준으로 

누진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공히 같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에서 형성되는 재정적 자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재산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상호보완적 접근 (본문 생략, 구두로 설명).

다시 한번 남북한 모두 배달민족으로서 지향할 미래의 좌표로서 이경태 박사가 제안하는 생

태적공동체민주주의에 큰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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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문

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일시: 2018. 12. 6. 9:3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이 경 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행정학 박사)]

에 부치는

토 론 문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현) (사)부마항쟁연구소 소장

I. 발 제 문  취 지

1. 촛불혁명 정부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근본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

함.
◯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더불어 남북통일

의 문제. 
◯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

라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앓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

회해체와 인공지능, 생명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등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문제. 

2. 인간성을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본성 자체를 천성이라고 볼 때 불변의 것이며 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

다고 본다. ”

3.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를 지향함.
◯ “자유, 평등, 연대, 공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적 기

본질서”로 수정.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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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태공동체민주공화국이다”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에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소

유와 공유의 개념이 내제되어 있다”로 규정하여, 이익공유제, 토지국공유제, 
부유세의 위헌시비를 차단, 

◯ 국민발안․발의권, 시민의회 소집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민

주정치 수단을 강화, 
◯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 선출에 관하여 “계층별 비례대표를 반영하

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국민의 90%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국회에 아무도

없다는 공포스런 결과에 마주친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도임]

II. 토론

1.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로서 사유재산권의 수정, 직접민주

정치 개념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시의적절한 제안

으로 사료됨.
어떻게 그런 제도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인간성 논의와 사회제도 간 논의의 연관성에 관한 수정 의견

인간성에 대한자연의 인간성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생태공동주의의 전망에 대한 추가적 제안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발제가가 제안한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

에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내재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분쟁으로 들어가자면 결론을 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

도로 무한히 연기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민주적

절차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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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민주정치(국민발안․발의권, 시민의회 소집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

권)와 현재 한국 대의제가 서로 배척관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권력 관계를 수정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회의 구성에 관련한 것이나, 국회의원이 개인

적으로 어떤 계층, 하류계층 출신이냐 하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자

체가 갖는 대의제도의 한계점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현재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국회가 민중의 뜻을 배반한 채 전

횡할 수 있는 체제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앞으로의 고민에 대한 토론자 제

안 세 가지

1) 국회나 위정자 중심의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

◯ 지금처럼 국회, 행정부는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어려우므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중의 직접 발안 및 직접 투표를 제도화하는 개

헌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절차를 통한 민중의 최종적 권위의 확보는 무엇보다 대의하는

위정자들을 압박하고 그 태만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 유신독재에 의해 빼앗긴 <국민개헌발안권> 조차 국회는 민중에게 돌

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는 위정자들의 관료주의적

생태에 의한 것이다. 
◯ 최근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는 연동제비례대표와 연관하여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제안을 한 것이 그 예이다. 국민의 70-80%가 원한다고 하는

개헌의 논의를 입에 올리는 국회의원을 보기 힘들다. 주권자 민중의 뜻을 백

안시하고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 위정자들만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꾸

려가겠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 명색이 민중의 뜻을 대변 하나 실제로 민중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

는 국회의원은 수를 늘려봤자 그 나물에 그 밥, 이런 비민주적 사고를 갖는

한 정치 사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 중앙집권 자체가 갖는 비민주성과 권력구조 자체를 분산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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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분권이 되지 않고 중앙에 권력이 몰려있으면, 그 위정자의 사회적 출

신성분과 무관하게 관료적, 독재적 관치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음.
◯ 의회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비민주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중

앙에 권력이 집중된 한국 국회는 거의 전권을 장악하고 개헌의 필요성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각 지방 단위의 의회로 분산하고, 각

지방에서 형편에 맞는 다양한 입법,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보

하며, 각 지방 간 경합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단위 위정자들의 관료주의는 민중의 공직자 감시체제를 제도화함

으로써 예방할 수 있음.
◯ 개헌은 마다하고, 현재 국회의 행패가 민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

애물이 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겠다는 제안을 보면, 
현 위정자들이 여전히 국회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를 탈

피하지 못하고 있고, 권위주의, 관료주의, 독재정권의 유산이 위정자들의 사

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종이 호랑이가 아닌 실제 주권자로서 국민 감시체제 확보의 필요성: 

◯ 발제자가 언급한 국민소환제 제도화의 필요성: 대의제와 직접민주정은

배치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를 해도 그 공직자에

대한 감시, 조사, 징벌권을 민중이 행사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그것이 바로

직접민주정임.
◯ 지금처럼 뽑기만 하고 뒤끝 없이 거의 감시체제가 갖추어져있지 않은

것이 온갖 질곡의 원인이 됨. 국민의 머슴을 부리는 민중이 머슴을 잘 감시

하지 않으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방기하는 것임. 지금처럼 오히려 머슴이

주인질을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국회의원 혹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시체제를 제도화하고, 공직에 관련한 한 공소시

효를 없앨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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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토론문

민족 통합과 단군조선 토론문

최용기 (창원대 명예교수·전 국사찾기 협의회장)

I. 민족 통합의 기본원리

1. 인격주의

  발표자가 孝 정신과 홍익 정신인 경천애인 崇祖 정신으로 통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민족 단결을

위한 구심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연의 순리와 하늘을 공경하는 도가

의 겸손함과 널리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부모를 공경하

고 조상을 숭배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유가의 가르침과 善行을 하고 자

비를 베풀라는 석가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인격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3, 사회복지 국가원리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사회복지국가원리로 수용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4. 법치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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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의원 회의

  남·북한의 국회와 人民대의원회를 수용하는 국민 대의원회를 구성

하여,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입법기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6. 권력 분립주의

  입법·행정·司法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3권 분립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7. 남·북한 국가연합

  남·북한은 각자의 국가를 존중하면서 화폐통일과 자유 왕래를 추구

하는 통일 민족국가연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II. 단군조선에 관한 학설

1. 단학회 제6대 회장 전형배(환단고기, 대배달 민족사 연표, 코리인 북

스, 1998.)

  환국(서력전 7198년~3898.), 배달국(환웅천왕, 서력전 3898 10월 3일
神市開天), 단군 조선국(단군왕검, 서력전 2333), 북부여국, 고구려, 大
震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대배달 민족사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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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역사문화아카데미원장 오재성, 구리계 역사부도, 다물구리, 
2011.)

  구리시대(서력전 3898), 조선(서력전 2333), 고구려,양 신라, 고려, 한
조선을 우리 구리계사라 한다. 

3. 상고사 학회장 이중재, 한민족사, 평화사, 1991)

  반고환인 정통국(배달국, 제44세, 제60씨, 서력전 8936. 상원갑자부터

5038년간 존속), 유소 환웅 유웅국(배달국, 제27세, 제86씨, 서력전

3898부터 1530년간 존속), 唐堯 단군 조선국(제123세 제139씨 2276년간

존속, 요, 순, 하우, 성탕(은·상), 기씨, 周, 고구려(구려, 서력전 231년
부터 899년간 존속), 백제(서력전 213년부터 873년간 존속), 신라(서력
전 57년부터 992년간 존속) 고려국(서력전 918년부터 475년간 존속)과
한원[ 변한 변조선국;서력전 2224년부터 제74세 1977년간 존속, 馬韓(막
조선국);서력전 1285년부터 제35세 1151년간 존속. 진한(진조선국);서력
전 1285년부터 35세 1514년간 존속]을 포함하여 단군조선 년대라고 합

니다. 

  이중재는 요임금이 단군왕검이고, 舜, 하우, 주, 진, 한이 조선에 포

함된다고 보는 학설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III. 맺음말

  발표자는 염·黃帝가 단군국가를 시작했고, 炎帝의 자손 선씨단군이

요·순에 의해 주살 당했다고 주장하고 청동기 명문 금문신고에서 나

타난 남천일주는 신농씨의 큰 아들이고 전욱고양씨의 아버지 주씨이고

단군 숭백곤의 사위인 우임금이 중원대륙을 다스렸고, 신농씨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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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욱이 금문신고에 옥황상제라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발표자가 단군조선의 수도권을 서안, 낙양, 평양, 개봉, 山東등 중원

으로 파악한 것은 타당하지만 좀 더 연구하여 단군조선을 정립하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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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토론문

일제식민문화 극복과 통일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한국사전공)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논문 잘 보았습니다.
민족주의로 무장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선후기 연구자이기에 선생님의 논문을 제대로 토론할 능력은 없습니

다. 아마도 제가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선정된 것은 오랫동안

통일운동의 한 축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문화재 전문가로 남북문화재교륙 협력 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하여 북한의 문화재 보존과

이를 통한 역사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며, 선생님의 우국의 충정에 감복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

다.

1. 선생님은 삼국사기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와 고조선 위치와 중심지 및 시

기 비정에 따른 식민사학자를 열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삼국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오독일 수

도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일반적으로 중국에 사대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을 사대파

(事大派)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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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주의자가 쓴 글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식민주의 사학자라면, 
사대주의 사관을 담은 삼국사기를 인정하는 학자는 민족주의 학자가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하여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및 시기 비정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

습니다. 저는 고조선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

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고조선의 영역에 대한 학문적 견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의 고대

사 연구에 대해 강단 사학계에서 비아냥대는 것도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요사(遼史)와 금사(金史)를 정확히 해석하여 압록강(鴨綠江)의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윤한택 교수의 연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윤한택 교

수는 압록강(鴨綠江) 의 록(綠)이 요사나 금사에서는 록(綠)과 록(淥)이 구분

되어 압록강(鴨綠江)과 압록강(鴨淥江)이 다른 위치에 있는데, 조선의 학자들

이 모두 압록강(鴨綠江)으로 표기하여 우리의 영토를 축소시켰다고 발표하였

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깊이있게 듣고 우리 학계가 참으로 무지하고, 다시

영토에 대해 연구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영토에 대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증에 치밀한 실학자 정

약용 선생 역시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 우리 영토를 현재 우리 학계가 이

야기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의 견해가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조선의 영토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현재 연구자들도 식만사학의

후예라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의

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도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일본이 만

들어 낸 식민문화 척결의 마지막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 의

견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일된 국가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실성

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경 문제는 분명 엄청난 외교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도를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중국이 영토를 내어주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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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외교문제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로 올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사드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중국으로 진출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한국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

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분히 중국에 간도를 내어 놓으라고 할 수 있

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신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훈민정음 창제가 천부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식민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원형을 훼손했다고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훈민정

음 해례본을 보면 분명 훈민정음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상형문자로 만

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민정음이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위대한 문자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천부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하기는 어렵습니다. 
천부경을 오래 연구한 김익수 교수 역시 훈민정음이 천부경의 천지인 사상

과 연관을 있으나 명백히 천부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지 않습

니다. 저 역시 천부경의 천지인 사상이 어느 정도 훈민정음 창제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훈민정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것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의 현실에서 일제 식민지 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

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에 있는 일제 잔재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밀 말속에 꼭꼭 숨어 독버섯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일본말 찌꺼기를 청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학(哲學), 관광(觀光), 물리(物理) 등 학문의 이름들

도 대다수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하다

못해 문사철(文史哲)이 하나였던 것이 문학, 역사, 철학으로 나뉘고, 역사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뉘어 있는 것은 모두 일본의 학제 방식이 그대

로 우리 학계에 적용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연구영역이 나

뉘는 곳은 일본과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식

민잔재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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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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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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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대국, 통일강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통 일 문 화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