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

3. 유교의 내용적 현대화 방법론 및 예시

4. 향교․서원형 교육콘텐츠 개발 예시

5. 교육 운영전략 제안

6. 맺음

향교 서원을 활용한 유교 현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 정 이(지식에너지연구소 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유교의 현대적 재맥락화

전통문화는 한 민족에 의해 오랜 세월 지내면서 정착되어진 정신적 형식적 문화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며, 유교는 이러한 전통문화 중에서도 현대인의 삶의 양식과 내면적 외면적 태

도에 있어서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편이며, 다른 전통문화(불교 및 무속 등)에 비해 오히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면서 능동적으로 현대화되기보다는 단지 전통이기에 유지, 보존되는 정도의

접근만이 있다. 즉, 전통이라는 기억 속에 갇혀 현재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복고와 보수

라는 비판 속에서 점점 사회와의 소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주요하게는 20세

기 근대화․산업화․서구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식민지 경험이라고 하는 비주

체적 근대화 과정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유교는 현대적 사상으로 계승 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근대와의 대척점에서 전근대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면서 타

파의 대상이 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구 문명의 가치론적 실패와 세계적인 인식론 전환의 흐름을 고려하고, 그간 한

국 사회에 누적된 가치와 모범의 부재로 인한 사회 문제 등을 상기할 때, 유교는 인류 사회

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사상적, 교육적 대안이자 모범으로 재발견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유교의 현대화를 논의하는 데 형식으로서의 유교문화 자체와, 도구적 가치로서 유교

의 근본원리와 철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과거 사회의 맥락에서 형성된 문화적 틀

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평

등․연대의 원리와 공동체적 삶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패러다임과의 조응 속에서 유교적 세

계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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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현대적 재맥락화의 방향

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 유교 문화자원인 향교 서원의 현대적 역할 발견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1)현대인의 감성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가

치와 윤리에 대해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권위주의적 활용 방식과 (2)고건축(古建築)적

측면에 집중된 유교 문화자원(향교 서원 등)의 박제화․박물관화 (3)향교 서원 등 유교문화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주체 고령화 및 보수성으로 인한 고답적 사업 실행 등이 있으며, 지자

체의 적극적 관심 부족 등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유교 문화

자원인 향교와 서원은 현시대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에 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

고 학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던 공적 교육기관이었다는 본래적 교육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

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향교와 서원의 건축적 보전 상태가 양호하

고, 명륜당 등의 교육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예(禮)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가치관의 내면화를 추구한 유교의 본래 목적을 현대 사

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철학적 대안으로 교육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특히 향교와 서원

은 예(禮)의 원리를 공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 공간보다 효과적으로 유교 콘텐츠를 교육할 수 있다.

셋째, 향교와 서원은 명현(名賢)과 스승에 대한 존숭을 담고 있는 공간인데, 공자를 비롯

한 배향인물들이 대부분 한국, 나아가 동양의 위대한 학자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 인물에 대

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유효적인 교육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

넷째, 향교와 서원을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확립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교와

서원에는 공자 등 인물 외에도 지역에서 존경받던 명현들이 배향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서원에서 이루어지던

향음주례와 향사례․강학례 등은 지역 사람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였던 만큼, 그것을 현

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래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자원의 활용범위를 예절교

육, 고건축 체험 및 해설 등의 제한적 측면에서 현대인의 삶과 연계된 평생교육적 측면 및

지역사회 구심점으로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교육 실패에 대한 대안적 가치로서의 유교적 교육콘텐츠 개발

현재 한국의 교육이 총체적 위기 상황, 교육 실패의 상황에 봉착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유교의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근대 교육체제의 실패에 대

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특별히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한

하나의 준거틀로서 ‘선비’의 의미와 그 가치를 복원하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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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사회에서 선비는 참된 인간을 추구하는 인격체로서 ‘어질고 의로운’(인의) 덕을 실현

하는 주체이며, 청렴과 청빈, 항상 깨어있는 마음, 불의에 맞선 저항의식과 지조, 자연과 벗

하는 풍류 문화 등의 ‘선비정신’을 내재화한 존재였다. 즉,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도덕군자,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존재인 동시에 문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정옥자, 2004).

이런 측면에서 삶의 철학인 동시에 인간됨의 실천학인 유교사상의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

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고, 현시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 공간으로서 향교와 서

원의 교육 문화 거점공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분석

가. 유교, 향교 서원 SWOT 분석

1) 유교 SWOT 분석

<유교 SWOT 분석>

유교에 대한 SWOT분석을 보면 유교는 높은 정신문화의 뿌리라는 역사적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와의 괴리로 인해 정신문화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잘 이뤄지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학과 괴리된 현대화가 아닌 정신문화의 가치 중심적 현대

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교가 하나의 완결적인 통치질서로 기능했던 시절의 결과물(유교의 형식)에 대한

답습과 재현이 아니라, 유교가 사회와 인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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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질문이 현시대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향교․서원 SWOT 분석

<향교 서원 SWOT 분석>

현 시대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과 과도한 경쟁사회에 대한 회의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

으며, 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다양한 열망들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의 구체화를 위해

서는 지역 내 적절한 거점이 필요하며, 향교와 서원은 바로 그 지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중적으로 향교와 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를 정도의 낮은 인지도는 심각

한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향교와 서원이 대중적으로 ‘명상’, ‘주

말농장’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상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외부적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획 및 운영인력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기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는 단순

히 공간 운영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을 넘어 향교와 서원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기 위한

핵심과제가 된다.

나. 역사 속 향교 서원 분석

1) 현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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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교는 300여 개, 서원은 700여 개로 이 숫자가 기초 교육 기관인 서당을 제외

한 숫자라는 것과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이 200개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화된 체계적 교육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국 각지에 흩어진 대규모의 교육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철학

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것인데, 통치이념이자 삶의 철학으로서 성리학을 전 국가적으

로 교육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

으며, 향교와 서원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 통치와 이념 통치 중 이념 통치의 핵심

축으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향교와 서원의 기능에 대한 개념화>

2) 공간적 특징

유교는 구분과 위계에 따른 질서의 확립을 통해 예와 근본의 실천을 추구한 이념체계이며

향교와 서원은 그 공간적 구성에서도 이러한 유교의 근본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공간

곳곳에 교육적 상징을 배치하여 일상적으로 향교와 서원의 운영 목적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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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와 서원의 공간적 특징>

3) 프로그램

향교와 서원의 프로그램은 교육과 의례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에 내재한 근본 질문은 “인

간됨은 무엇인가?”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례가 독립된 형식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향교와 서원의 운영의 표준 모델은 성균관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성균관의 교육 과

정 자체가 하나의 의례로서 품위와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의례의

절차와 내용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學)과 습(習)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과정으로서 학습(學習)이 진행되도록

운영되었다. (내용과 형식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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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와 서원의 교육 및 의례 프로그램 개념화>

다. 현재의 향교․서원

1) 일반현황

전국 16개 시․도에는 향교 234개, 서원 581개, 사우 234개가 존재하며, 경기도 지역에는

향교 25개, 서원 34개, 사우 22개가 있다. 특히 경기 파주일대는 기호유교의 창시자 율곡 ‘이

이’와 우계 ‘성혼’을 배출한 곳으로 한국 기호유교의 발상지인데, 그와 같은 역사성에도 불구

하고 지역의 유교 문화 활용 방식이 왕실 및 실학문화 중심의 문화관광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경기 서북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역시

관광개발 중심의 정책사업이다.

2) 유교 현대화의 각종 사업 현황

유교의 현대화 사업은 크게 ①유교문화 관련 관광개발사업 ②유교문화 시설 건립 ③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관광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이 완료된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 관광개

발사업이며, 그 외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이 지연

되고 있고, 경기 서북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은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유교문화시설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국민의 여가․

정신건강 증진 실현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개소의 시설건립

사업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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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수행주체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민간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09~10 5,000 2,500 2,500 - 경북 안동시 완공

경북유교 문화회관 09~10 7,000 3,500 3,500 - 경북 안동시 사업지연

산청선비 문화연구원 08~13 19,800 9,900 9,900 - 경남 산청군 진행중

정읍선비문화 

체험교육센터
09 2,500 1,000 1,500 - 전북 정읍시 완공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12~14 9,000 4,500 4,500 - 강원 강릉시 진행중

천안유도 연수원 00~02 10,400 5,000 - 5,400 (재)성균관 공사중단

<2010∼2012년 유교문화시설 건립 지원내역>

(출처 :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2011))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사업명 및 세부내용 금액(백만원)

국고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639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전문인력 지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800

향교․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지원 (신규)
소수서원 등 향교․서원의 제례 및 음식 조사

100

서원향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 교육운영
시범향교 운영(261백만원)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연수(110백만원)
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18백만원)

1,541

지방비
서원․향교 활성화 지원 (신규)

우수한 프로그램 지원 
120

<2012년도 유교 교육 사업 예산 현황>

(출처 :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2011))

유교 현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서 향교․서원의 건립지원,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비를 비교하여 보면, 2009년 기준 경기도 지역 건립지원․시설운영비 대비 프로그램 활용비의

비율은 약 35%로 프로그램 운영 보다는 시설 관리 지원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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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은 이보다 못 미치는 1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향교․서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투

자 및 다양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유교문화 관련 지원 정책이 ‘관광자원화’와 ‘전통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나마 개발되어 있는 유교교육 사업의 프로그램도 청소년․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양고전, 예절교육, 전통체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과천향교

에서 2012년부터 향교문화아카데미를 시작하여 기존의 향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 프로

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설봉서원은 일반시민 대상의 설봉대학을 개설하여 고전․국

악․외국어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기 때

문에 유학의 창의적 계승을 위해 교육철학의 복원과 함께 교육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

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운영 현황

유학의 보존․계승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는 유도회․성균관․향교재단 등이 있으며, 유

림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6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구 분 주요활동 비 고

(사)유도회

- 교육문화사업 : 한문연수원 운영, 지역주민 대상 문화강

좌, 초중고등학생 대상 예절 특강, 중등교사 대상 한문

연수, 문화유적 답사 실시

- 학술연구사업 : 동양고전학회 발족, 학술연구와 학회지

발행, 한국학 관련 자료집 및 논문집 출판

- 고전국역사업 : 한국학 관련 주요 학술서 번역 출판

- 도서출판사업 : 한문경전 및 동양고전 출판

- 대외홍보사업 : 유도회보 및 유도 등의 정기간행물 발

행, 사이버서당 운영

전국 유림들의

모임(유도회관)

성균관

- 성균관 운영 및 ‘유림조직의 대중화’, ‘유교이론의 현대

화', ‘선비정신의 실천화'를 위한 각종 활동

- 영주선비문화수련원, (사)석전대제보존회, (사)유교학술

원, (사)서원연합회, 교육원, 유교신문사 운영

- 교육기관 : 선비학당, 한림원(전문교육기관), 석전교육원

(전승자 양성, 학점은행제 대학)

- 프로그램 : 청소년인성교실, 어린이예절학교, 서원스테이

성균관의

재정은

특별분담금,

헌성금,

임원회비,

사업수익 등

향교재단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었으며, 해당 시도에 위치한 향

교의 재산을 관리함(향교재산법)

향교재단의

이사장은 해당

시도 향교 전교

중에 선출(임기

3년)

<유학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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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및 시사점

가) 교육의 대안으로서 유교 철학 복원의 필요성

현재 향교와 서원 및 유교 자원의 활용 방식은 크게 (1)관광자원화, (2)전통문화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다수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즉, 공간 운영을

위한 콘텐츠인 ‘what'은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청소년 교육 및 시민 교육의 위기는 ‘what’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것

이 아닌 ‘why’에 대한 공감의 과정과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유교 현대화 방식은 현대의 교육 문제에서 발견되는 ‘철학의 부재’를 반복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 현대화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 철학에 대한

공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교와 서원 프로그램 성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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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공동체 복원의 구심점 역할 회복

향교․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교화하는 역할

을 담당하였다. 이는 석전제․삭망분향 등의 제례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향촌사회․유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였다는 것과 향음례․향사례․향약 실시의 중심기관이었다는 것에

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향교와 서원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었던 관계가 기초가 되어 역사적으로 주요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때, 향교와 서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원을

동시에 이뤄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향교와 서원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붕괴된 지역사회 안에서 섬처럼 존재할 경우 장기 존속이 어렵기

때문에 향교와 서원의 운영 및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략이다.

다) 의례의 가치 복원의 필요성

과거 향교․서원에서 행해진 의례는 규범적 의례와 일상적 의례로 나눌 수 있다. 규범적

의례는 삶의 근본(신․문묘․조상)과 인간의 만남을 규정한 것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지

향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며, 일상적 의례는 인간과 인간의 관

계에 대한 것을 형식을 통해 전승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의례는 공동체 유

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의 질서, 규범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례의 목적과 내용이 생략되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를 들어 향교․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전제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형식을 따르는

것 외에 의례의 본질적 목적과 역할에 대한 공감의 과정이 없으며, 향음례 역시 지역 전통

주 축제와 연결시켜 시연의 일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의례의 목적과 내용에 대

한 가치와 해석이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향교와 서원에서 행해졌던 의례가 추구한 정신적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

면에서 볼 때, 서원은 공자 등 유학의 공식적인 성인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출신의 대학자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배향했는데, 이러한 성현 숭배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경할

만한 롤모델에 대한 지속적 상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교의 내용적 현대화 방법론 및 예시

유교의 내용적 현대화는 정신문화이자 실천 철학으로서의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현대 사회에서 유의미한 방향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분야와 내용은 관점

에 따라 방대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유교의 내용적 현대화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시도된 바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간의 연구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전반적으

로 유교(유학)의 내용에 대한 해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교의 현대화라기보다는 유교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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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대어 풀이와 같은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마치 향교와 서원의 프로그램이 현대적 재맥락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복원과 재현

에 머무르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교의 실질적 현대화를 이루기 어려운 바 내

용적 현대화의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유교의 내용적 현대화 방법론에 대한 예시를 위해 ‘삶과 죽음의 철학으로서 유교’와

‘교육 철학의 대안으로서 유교’라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삶과 죽음의 철학 유교와 현대적 적용의 한계

1) 유교에서의 삶과 죽음

유교가 삶과 죽음에 대해 바라보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사람다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죽음의 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음을 통해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않는

선비 정신을 궁극적으로 실증해낼 수 있으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명예롭

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기운이 ‘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죽음은 모

든 것의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니 비통해할만한 것이 못 된다.

2) 현대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

유교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 내용의 훌륭함에

도 불구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적용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즉, 연구의 결과물을 현재의

향교와 서원에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연

구가 유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교에 대한 기초적인 해설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현대인

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였다는 것이다. 전술한 유교에서의 삶과 죽음은 현 시대를 살아

가는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는 당장 취업이나 진학 등의 경쟁환

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지상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초월한 인간다움의 실현’이라

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현대적 적용을 위한 방법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학의 현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죽음조

차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달성할 수만 있

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현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이상만 높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유학의 세계관을 현대화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의 계기 제공’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삶을 위한 철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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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현대화와 이것의 구체적인 프로그램화의 과정은 반드시 현대인의 삶의 일반적 조건,

내 삶의 조건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이해(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다음에는 그 속에서 자신이 어

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영위해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혹은 가

치관 부재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해, 자신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 후에야 비로소 개인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유교가 죽음을 대하

는 태도를 어떻게 현대인에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유교가 가진 숭고한 정신문화와 현대인의 삶의 조건 사이의 심연의 괴리

로부터 비롯되는 부득이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건강한 정신문화의 힘을 보편적으로 공

유하고 있다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

교와 현대인의 삶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과정으로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즉, 유교에 대한 이해에만 치중하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참여자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의 현대인이 사라지고, 현대인에 대한 사회학적․인문학적 분석에만 치중하면 유학이라는

정신문화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

의 올바른 전형을 제시한다는 기존의 유교 현대화 프로그램의 접근법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

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대안적 교육으로서 유학

1) 유교에서의 배움의 의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현재의 교육은 방법론과 교육 자원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함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이 시사하는 바는 교육의 자원과 방법론의 발달만으로는 현재의 교육의 위기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유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안적인 교육 철학과 방법론으로 쓰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학 교육은 공자의 예에서부터 후대의 유학

자에 이르기까지 스승이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유학 자체를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학은 성선설을 바탕으로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인(成人) 되는 것에 있음을 배

움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의 현대화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유학은 배움의 내용을 기능적인 지식의 축적에 두지 않

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에 두었는데, 이는 유학의 목표 자체가 인간됨의 실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 평가 부분에서는 성균관 유생의 배움의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인 대통에서부

터 통․조통․불통 등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움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 깊이’를 각별

하게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유학의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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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학은 배움의 내용을 반드시 일상에서 예(禮)의 실천을 통해 익히게 하여 배움과

삶이 유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배움의 모범이 되는 역사적 인물들을 성균관의 문

묘와 향교․서원의 대성전 등에서 항상적으로 배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학 교육이 현 시대의 교육과 차이를 만들면서 대안적 교육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점은 ‘배움의 목표’, ‘배움의 내용’, ‘배움의 과정’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2) 현대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

하지만 이러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유학 교육을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시점에서 유학 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지, 혹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질문하

고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없이 현재와 같이 향교와 서원에서 유학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

식의 프로그램 개발은 지식 전달과 암기에 지친 학생들에게 과목이 하나 추가되는 것 이상

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특히 현 시대의 많은 학생들은 이미 “배워서 뭐하나?”라는 비관적 인식을 상당히 공유하

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한 회의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유학의 가르침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현대적 적용을 위한 방법론

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개의 유학 교육은 예절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예절 교육이라 하면 공

수법․배례법․제사법 등의 예절의 형식에 대한 암기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학이

가진 풍부한 담론과 성찰의 깊이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선 이에 대한 이미지

의 개선이 가장 급선무이다.

전술한 유학교육의 특징을 통해 살펴본 내용에서 유학의 현대화 과정에서 배움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도출해본다면 조금 도식적일 수는 있지만, 철학과 심리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유학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학문을 시작하기 때문에 ‘철

학하기’를 배우는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유학의 목표와 방법, 내용은 모두 유학

이 바라보는 인간론인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는데, 철학으로서의 유학에 대한 배움은 우선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학은 성선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망의 근원과 그것의 영향에 대

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학문이라는 특징을 통해 심리학적 탐구와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면에 대한 성찰과 탐구는 비뚤어진 욕망의 누적과 부적절한 해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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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사건사고를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학 교육을 철학과 심리학 교육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유학 교육을 막연한 예절

교육이나 현 시대와는 동떨어진 고루한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구체적이고 연상이

가능한 교육 방법론이자 내용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단, 이것이 반드시 철학과 심리학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나) 인지와 실천, 내면화의 종합으로서 학습

유학에서의 배움은 구체적인 표상을 부단히 모방함으로써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음

을 상기할 때, 유학의 현대화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에게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라 할 수 있

다. 즉 실천을 강조하기 이전에 담고 싶은 누군가의 부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롤모델 제시를 유학의 선현 중에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제한

할 경우 현 시대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공감을 얻기 어려우므로 현재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서 존경받는 인물을 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향교․서원형 교육콘텐츠 개발 예시

향교 서원형 교육 콘텐츠 개발은 유교의 핵심 가치에 대한 분석 및 도출을 기반으로 하

며, 향교와 서원이라는 공간을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내용이 연결되는 배경으로 보고, 유교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형’, 유교의 의례와 관련한 ‘의례형’, 그리고 유교문화 일반과

관련한 ‘기타’형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형’과 ‘의례형’의 핵심가치는 ‘사

회’, ‘학교’, ‘지역’과 연계하여 대상별·내용별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성할 수 있다.

○ 콘텐츠형 : 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 유교, 유교인물, 향약, 선비, 전설, 민담,

일화 등

○ 의례형 : 석전례, 향사례, 향음주례, 강학례, 성년례, 전통혼례 등에 기반

○ 기타 : 투호, 다도, 꽂꽂이, 서예, 통과의례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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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핵심 가치 키워드 기반 교육모듈화 전략>

가. 대상 분류 및 형태 분류

향교·서원 기반의 유교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크게 ‘사회’,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

재 향교·서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인성학교와 같이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사회․지역 각 분류에 모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보다 광

의의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

램의 형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형’과 ‘의례형’ 및 ‘기타’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상호 결합이 가능한 짝을 찾아보면, ‘사회-의례(기업교육)’, ‘사회-

유교(리더교육)’, ‘지역-의례(공동체교육)’, ‘지역-유교(시민교육)’ 등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진

행해볼 수 있다.

나. 프로그램 실례

1) 사회-의례형 : 기업교육

사회-의례형 교육 프로그램은 신입사원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팀빌딩과 같은 기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규범적·일상적 의례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전승하고

집단적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했던 의례의 속성과 의미를 인력양성, 조직구성의 관점과 접목

시킨 것으로, 의례의 행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향교·서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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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에 기업교육에서 의례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

이 아니라 기 시행 중인 기업교육에 유교적 의례의 내용과 방법론, 추구를 녹여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유교형 : 리더교육(선비교육)

사회-유교형 교육 프로그램은 글로컬라이제이션 교육, 글로벌 교육, 리더십 교육과 같은

리더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선비정신, 즉 일상적 자기 수행

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태도와 존재들 사이의 ‘관계’와 ‘차이’

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는 유교 그 자체의 텍스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하는 프로그램

이다.

3) 지역-의례형 : 공동체교육(예절교육)

지역-의례형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식, 입학·졸업식, 다문화교육, 놀이교육과 같은 공동체

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의례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활용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예(禮)에 기반한 사회적 의식을 복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통적

유학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유학과 의례에 내재한 가치를 현대적 의례와 접

목하여 현대적 가치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지역-유교형 : 시민교육(인성교육)

지역-유교형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포럼 및 세미나, 성찰교육, 시민(인성)교육, 예비 부부

교육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의례형 교육 프로그램이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지역-유교형 교육 프로그램은 ‘유학’의 철학적 개념을 현대적 맥락으로 풀어냄

으로써 ‘지역’ 안에서 유학의 정신을 실천하는 ‘개인’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

로 한다.

5. 교육 운영 전략 제안

유교(학)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유교에 대한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교․서

원 기반의 교육 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법 상의 전통 문화

유산 활용과 관련한 법령 검토와 교육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 마련의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유림에 의해 보전,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향교․서원의 운영 구조로는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을 힘 있게 추진해내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에 향교․서원 기반의 유교

현대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외부의 시스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대적 맥락으로 유교를 재해석해내는 단계, 재해석된 유교 콘텐츠를 지역 사회에

확산시키기는 교육 모듈화 단계, 교육 모듈화 작업 이후 단계로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높은 기획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획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을 영입

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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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교․서원 운영 조직의 변화 필요

아래 표는 운영 관리 유지보수의 측면이 강조된 현재의 향교․서원의 조직체계를 유교 현

대화의 내용적 측면에 적합한 방식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향후 향교․서원의 역할이 원래의 기능인 의례와 교육을 중심축에 두고 가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유림에 새로운 신진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As is 역할 To be

전교 향교의 대표자, 향교 내의 사무 총괄지휘 전교

부전교 향교의 부대표자

의전장의 문묘건봉 의식일체에 관한 사무 의전

총무장의 서무, 인사, 기획, 회의, 문서수발 업무 등
운영

재정장의 재산관리, 금전물품의 보관출납, 예산결산 등

교화장의 도의의 천명, 윤리의 부식, 문화의 계발
+교육기획

조직장의 유림의 조직 및 연락

섭외장의 선전, 홍보 및 섭외 +교류협력

습의장의 향교의 모든 업무를 적극 지원
+지역유관기관

+ 지역 인사 의촉

<향교, 서원 운영조직의 변화>

제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향교․서원은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향교․서원의 변화는 본래의 기능과 본질

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향교․서원의 전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향교·서원에서 전교(또는 도유사, 원장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여기서는 전교

로 통일하여 사용함)는 해당 지역 유림총회에서 선출하여 성균관장이 임면하는 구조로 운영

되고 있고 지역 유림회의 원로 인사가 맡고 있는 실정인데, 이보다는 과거와 같이 가르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향교·서원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이자 유교 현대화의 거점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향교·서원의 일반 행정 및 운영에 관한 기능은 축소하고 향교·서원 내의 유학에

관한 연구 인력, 교육기획 및 운영 인력, 지역 네트워크 개발 및 교류 인력과 같은 전문 인

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과거 향교에서는 중앙의 교관 파견이 중단될 경우 지방에서 스

승이 될 만한 인물을 뽑아 교육과 향교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향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다시 향교가 해당 지역(마을)의 결속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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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향교·서원의 위상 제고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역

할을 위해 지역의 명사를 향교 등의 전교로 위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명사는 학교의 운영과 지식체계를 만들어가는 전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경영능력과 더

불어 현대적 맥락으로 유교를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인 혹은 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낸 분들을 ‘향교․서원 명예

도유사 제도’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As is To Be Model>

나. 외부 사업단 구성

효과적․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 관리할 전략 단

위로서의 ‘향교․서원 기반 유교교육 사업단(위원회)’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단의 구

성은 교육시스템 설계자, 유교 관련 연구자, 문화행정가(기획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향교․서원기반 유교교육 사업의 개념 공유

- 향교․서원기반 유교교육 사업 전략 공유

- 관련 학자, 예술인, 기획자 추천

- 향교․서원기반 유교교육 사업 실시를 위한 현장조사

- 향교․서원기반 유교교육 단위 사업 코칭(CoP 퍼실리테이터)

- 향교․서원기반 유교교육 단위 사업 사례 연구

- 향교․서원기반 유교교육 사업 성과 평가

<‘향교․서원 기반 유교교육 사업단(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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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존재하는 ‘향교․서원 기반 유교교육 사업단(위원회)’은 향교․서원의 대표 프로그

램을 안착시키는 것을 조력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주며, 향교․서원의 역량강화

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사업 관련 홍보를 개별 향교․서원 차원을 넘어 통

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교의 현대화 사업의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성과관리를 돕

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맺음

이상의 ‘향교 서원을 활용한 유교 현대화 연구’는 탁월한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

교의 내용을 현시대 상황과 조응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재맥락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자 공동체 강화의 거점이었던 향교 서원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위에 현시대 교육 실패의 대안적 방법론으로서 유교의 가

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 및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자체에만 집중하는 좁은 안목이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 내 외부 환경인 운영인력 양성과 정책 가이

드, 지역사회와의 관계, 재정구조, 동시대인의 상황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에라야 유교가 그저 ‘보존’이라는 수세적 명

분을 뛰어넘고, 동시대 안에서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원천이자 힘이라는 자긍심의 이유가 되

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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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서원을 활용한 유교현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토론문)

박 성 진(유교방송 제작편성본부장)

유교관련 문화재 활용의 한계

현대사회에서 유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남아있는 유교문화 관련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지난한 숙제이다.

김정이 대표의 논문은 유교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을 견지하려는 남다른 노력이 보인 글

이며 바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근하고자하는 변증법적 접근이 탁월하다. 어디 하나 나무

랄 데 없는 글인 관계로 본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달리해 몇 가지를 거들고자 할 뿐

이다.

유교자산을 복구하고 유지해가는 데 천문학적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의 예산에 나타난 부분은 조족지혈이며 다른 예산방식으로 엄청난 규모가 투입되고 있지만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은 유교는 한국정신 문화의 뿌리라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적 시각과

유교의 보수성으로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과도한 상처의 추억일 것이며 서양 교육제도

의 도입으로 교육생을 잃은 불필요한 교육기반 시설이라는 학교기능 상실의 강박 관념이 그

바닥에 깔려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향교와 서원은 국가적 이데올로기 차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지

고 있다. 중국의 사회혼란은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근본정신 토대의 와해가 그

근본원인이라는 진단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문화를 버려야할 전근대적 자산이라 여기

는 경향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치인들조차도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을 자본주의적 병

폐에 의한 분석적 태도로 일관하고 그보다 근본적인 국가 국민 정체성을 고양하여야 한다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라 하겠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향교와 서원의 복원은 문화재적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활용이라는 측면조차 문화재 보호라는 단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향교 서원은 복원하되 문화재로 보호하고 외부에 유사한 시설을 지어서 향

교 서원의 본래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

교자산이 우리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한국사회에 어떤 위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와 또 하

나는 이미 다 파괴했음에도 또다시 정통 유교문화 국가라는 기치를 세우고 전 세계로 마케

팅하는 중국과 다른 차별적 전략의 수립은 불가능한가하는 점이다.

단순 서원․향교 활용에서 벗어난 유교 클러스터 사업(개별사업에서 클러스터 사업으

로의 전환)으로 인식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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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자산에 대한 가치를 가장 먼저 눈뜬 지역은 영남학파가 중심이 된 경상북도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주제로 국책사업을 수립하여 2002년

부터 2012년까지 공공재원 8,600억원, 민간자원 4,000억원에 달하는 1조 2천만원 규모

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경북 북부지역에 산재된 유교문화 자원들을 복원하고 신개념의 유

교문화 향유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공정을 끝내고, 제2단계 3대 문화권 사업을 연결하여 대

대적인 유교문화사업의 현창을 꿈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향교 서원은 말끔하게

복원되었고 향교․서원 인근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체험관 등의 조성하여 본격적인 활용 단

계에 성큼 앞서 있다고 하겠다. 3대 문화 권역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목표로 이

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3대 문화권사업의 개발방향은 유교․가야․신라 문화권에 낙동강․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권을 융합한「3+1 전략」구상이다. 특히 유교의례, 선비문화, 화랑정신,

신비의 가야문화 등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 체험관광과 전통음식․전통주거 등 생활문화 체

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태공원․에코트레일 등 녹색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 총 50개 사업, 3조 5,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활용의 새로운 경향 유교 활용 복합 시설의 설치

안동과 도산서원은 가장 광범위한 정신문화적 요소를 구비한 지역으로서 도산서원과 퇴계

종택, 국학진흥원 등을 연계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현재 운영 중이며 영주시는 소수

서원을 중심으로 각종 체험 연수시설을 확충하여 체험, 연수 축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영주의 정체성 고양에 앞장서고 있다. 즉, 1단계 서원․향교 복원, 2단계 복합교육 및 체험

복합시설의 설치, 제3단계는 현재 진행중인 유교 클러스터 사업으로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교 연계 사업 항목과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봉화지역) 3,140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안동 영주지역) 2,955억원

선성현 문화단지(안동 국학진흥원 주변) 636억원

유림문학유토피아(안동 도산서원 권역) 499억원

누각 정자 휴 문화누리(봉화지역) 414억원

태평성대 경상감영(상주지역) 222억원

유교 음식 디미방 사업(영약지역) 308억원

무섬지리문화경관 사업(영주 수도리) 223억원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성주 김천) 241억원

향교서원 활용의 당면과제

문화재는 이제 단순히 정적인 보존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이나 도시나 지

역의 경제활성화나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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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심지어 민간개발업자까지도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활용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공간이며 역사, 교육, 인물, 기록 등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

유한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이다. 최근 서원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이해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

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서원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활

용 방안과 프로그램은 고답적인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대중에게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참여율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서원 향교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김정이 대표가 지적한 내용대로 세 가지 정도의 당면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활용 시설 확보(Hard ware)이다.

둘째는 인적 자원 확보(Human ware)이다.

셋째는 프로그램 개발(Soft ware)이다.

유교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중국은 대세계전략 및 공자문화산업적 측면으로 접근

- 화해를 통한 평화이미지

- 서양문명에 대비한 자국문화 선양사업

- 판월드 정책으로서의 중국 이미지 메이킹 사업(공자학원)

- 문화 관광 산업적 측면

시설활용이라는 강박관념을 벗어나 활용에 대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

다. 즉 문화적 측면과 정신문화라고 하는 생활계도 측면, 관과적 측면, 계몽행사적 측면, 한

국 유교문화의 세계화 측면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보아 현대사회에 적합한 나름의 활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밑줄은 문화융성위원회 정책포함 사항임)

1. 문화적 측면

1) 한국인의 정체성 고양 측면에서의 유교 다시보기

-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포럼개최

- 목표 및 지표 설정

- 10대 프로젝트 선정 및 연차별 계획 수립

2)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문화적 접근

- 석전대제 및 주요서원 향사를 공식 문화행사로 전환

- 국제유교센터 건립(기호학의 집대성)

3) 유교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 역사적 유교문화의 창의 융합 아이디어 상품화 사업화를 위한 캠프 운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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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발굴(영상, IT, 실험예술 분야의 젊은이 참여)

4) 문화융성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사업이나 행사보다는 인문학적 제도 기반에 중점

- 국민들의 자발적 인문학 동아리 결성 및 책 읽는 풍토조성

- 지역 유산별 문화매개인력 배치(문화여가사)

- 인문정신진흥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 인문 정신교육을 중심과제로 삼아 사회 계몽

2. 생활계도(정신문명 계승) 측면

1) 인문학 운동으로의 전개

(1) 인문학운동(바른 사람 만들기)

- 국제유교포럼 정례화

- 지역별 서원 향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 초중고 특별교과 과정 개설(효문화 선양 웅변 글짓기 대회,

경로효친 강좌개설, 4자경 천자문 읽기, 효경읽기,

논어읽기 등)

인문·사회 인문정신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인문학 교육우수 선도학교 중점육성(인센티브제도)

- 1교 1서원 자매결연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

- 지역별 신서원 운동(아파트 혹은 마을 단위별 인문학동아리 결성 추진을 통한 인

문학 보급운동)

* 신서원 운동 : 향사 없이 학습하는 공용공간)

(2) 새마음 운동(마을 공동체 정신가꾸기)

- 포용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지역 커뮤니티 운동연계

- 문패달기(정명운동)

- 가훈 게첨 및 실천운동

- 마을 촌장 추대하기(마을 학숙 개설)

- 마을 이야기 정리하기(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이야기)

농어촌 마을별 전승 생활풍습 등 발굴, 보존 및 활용 지원

- 신향약운동(마을 이웃 간 서로 마음나누기 프로젝트)

관혼상제 공유 프로그램

소외이웃 나눔 프로그램

마을의 날 행사 개최

- 입학 졸업식 향교 서원에서 봉행 권장(장원자 급제행렬행사 동시거행)

- 나눔 운동의 전국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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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나누기 : 인(仁). 인사와 감사운동

소유나누기 : 의(義). 기부와 공유운동

공경나누기 : 예(禮). 공경과 질서운동

지식나누기 : 지(智). 학습과 지식공유운동. 지식SNS 나눔, 책 나눔

- 1촌 1마을 문화예술 가꾸기 사업 권장

(지역문화커뮤니티 주민주도의 활동지원 확대)

(3) 기존 축적 자료의 활용정책 강구

- 문화관광체육부의 유교문화 콘텐츠 제작(기제작) 활성화

- 중국 측과 한국 문화관광부 제작 유장(儒藏)의 연동화

- 성균관, 퇴계학회, 박약회, 국학진흥원, 경북도, 유교문화재단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작한 유교문화 콘텐츠 등을 종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정책

수립

- 지역별로 지역문화 특화를 위해 제작한 각종 교육, 강연 자료의 종합적 정비를

통한 자료 활용

3. 관광적 측면

1) 유교 문화관광 지도만들기

- 문화유산별, 성씨별, 음식기행, 스토리가 있는 길, 옛길 등

- 지역문화지도 개발

2) 경기 유교관광 프로그램 선정 및 시행

- 길 따라 사람 따라(학자의 길, 지식의 길, 선비의 길, 봉사의 길 등 다양한 순례

코스 개발)

- 종가를 찾아서

- 서원의 향기를 찾아

- 촌장과 함께하는 유교 인문학 배우기(과정별 프로그램)

1서원 1훈장 제도 정착

- 방송프로그램과 함께하는 경기유교 관광

유교방송, 지역방송 등과 연계

4. 계몽 행사적 측면

1) 지역별 ‘선비정신 함양 중심인물’ 발굴 선양 사업

- 1지역 1인물 표상사업

- 1서원 1인물 표상사업

2) 선비문화대상(사회봉사대상)

- 현대적 선비상인 사회봉사자에 대한 국가적 시상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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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교 경전 전국 암송대회의 전국단위 개최

- 율곡의 격몽요결과 퇴계의 성학십도 암송대회

- 청소년 경전 글귀 서예 경진대회 개최 등

- 초 중등 대상 고전읽기 자료 개발· 보급

4)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강화

- 서원 도서기증 운동

- 주말 서원 찾기 등 공용 역사공간화 추진

(가족단위를 위한 서원 프로그램 개발)

5. 유교문화 세계화적 측면

1) 자매결연 추진

- 자매결연 추진현황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

필암서원과 악록서원

국학진흥원과 악록서원

- 결연 재추진

광역 및 지자체의 유교관련 성시와의 자매결연 맺기

서원 향교별 자매결연 맺기

성씨별 결연추진 및 상호방문 기회 확대

2) 경기 국제유교문화주간 행사 개최

- 중국의 경우는 국가행사로 거행. 중국곡부국제공자문화절

(中国曲阜国际孔子文化节) 주요행사

중국曲阜국제공자문화절 개막식

제공대전(제공대전)-국가급 공자제전행사

세계유학대회(100명 규모로 초청)

공자문화상, 교육상 수여

- 경기의 경우 가능한 국제행사는

경기 국제유교문화주간 개막식

세계 유교문화 포럼 개최

문화부가 후원하는 국제유교문화대상

선비문화대상(전국)

3) 국제행사의 공동추진 검토

- 중국 : 중국문화부, 산동성, 공자기금회, 제령시정부, 국제유학연합

- 기타 유관국가 : 일본,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 공동추진 항목 검토 : 국제유교문화주간 행사 교차개최

자매결연, 상호교류방문, 청소년 교류, 학자간 교류

국제 유교문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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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교[儒]의 세계관

2. 전통문화의 핵심원리, 음양과 오행

3. 태극기 4괘 도형의 음양원리와 동양 정치문화의 기준

4. 낙서의 오행원리와 훈민정음

5. 맺음말

유교와 한국의 정신문화유산

최 정 준(성균관대 겸임교수)

1. 유[儒]의 세계관

‘유(儒)’란, 글자 그대로 수인(需人)으로 필수(必須)적인 사람(人)이라는 의미이다. 수(需)는

주역 64괘에 들어있는 수천수괘(水天需卦䷄)에서 그 깊은 의미를 만날 수 있다. 수천수(水天

需)는 물 기운이 하늘위에 있는 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상이다. 생물이

우로받아 살기에 비를 기다리듯이 수(需)란 일차적으로 ‘기다림’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

이 기다리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이기에 음식과 같은 ‘필수’라는 의미를 지닌다.1)

음식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수인

(需人)이고 유(儒)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모름지기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바라는 군자로서

의 유(儒)가 진정한 유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권하였다.2) 유(儒)라는 의미에서 드러나

듯이 유교는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에 유교가 현실을 고민하는 이유

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이 무색하다. 유학이 세계와 세계의 변화에 대해 늘 고민하는 이유

이다.

그렇다면 유교 진리체계의 시원(始原)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유교가 공자를 조종으로

삼는다고 할 때 공자는 다시 요순(堯舜)을 조종으로 삼고 있다.3)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

금이 우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전한 핵심은 중(中)을 잡으라는 것이었다.4) 그렇다면 이

중(中)은 어디에 연원한 것일까? 공자는 요순 이전의 성왕(聖王)의 도(道)의 연원을 황제

씨․신농씨를 거슬러 올라가 복희씨로부터 언급하였다.5)

복희씨가 우주의 공간구주와 시간변화의 원리를 담으려 창안한 팔괘(八卦) 부호는 문자

1) 주역, 需卦, 象曰, 雲上于天, 需, 君子以飮食宴樂.

2) 논어, 옹야 :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3) 중용, 30장 : 仲尼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

4) 논어, 요왈 :　堯曰 咨! 爾舜! 天之曆數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祿永終. 舜亦以命禹.

5) 주역, 계사하전 제2장 :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

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

所, 蓋取諸噬嗑.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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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대의 의사소통체계, 즉 또 하나의 언어였기에 그 안에는 사상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들어있는 팔괘부호는 모두 세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의 획은 하늘을 상징

한 것이고 맨 아래의 획은 땅을 상징한 것이고 가운데는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상중하(上

中下)의 천지인(天地人)은 상천(上天)과 하지(下地), 중인(中人)이다.6)

유(儒)를 수인(需亻)이라 할 때 수(需)가 현실참여의 의미라면 인(亻)은 팔괘의 구성에서

그 자체가 인중(人中)의 가운데라는 뜻을 지닌다. 유교 핵심사상의 중(中)은 이렇게 시작되

었다. 도상적으로 가운데라는 쉬운 의미에서 중용, 중심, 근본 등등의 깊은 철학성으로 확충

되면서 유학의 중(中)사상은 발전을 거듭해간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라는 유(儒)의 세계관은

‘현실〔需〕’과 ‘중용〔人〕’으로 압축된다.

2. 전통문화의 핵심원리, 음양과 오행

유학의 세계관을 ‘현실〔需〕’과 ‘중용〔人〕’이라고 할 때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핵심원리

는 변화의 철학체계인 음양(陰陽)과 현실정치학인 오행(五行)이라 할 수 있다. 음양론은 세

계의 끊임없는 변화를 ‘역(易)’의 이론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지향할 곳을 정하는 이론인데

근간이 되는 철학원리는 교역(交易)과 변역(變易)이다. 이 이론은 세계의 변화를 유행(流行)

과 대대(對待)로 삼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음양론은 공간적 대대(對待)를 본체로 삼고 시간

적 유행(流行)을 작용으로 삼는다. 이 전거는 바로 『주역』 「설괘전」 에 있다.

음양론과 짝이 되는 오행론의 오행은 ‘다섯 오(五)’와 ‘다닐 행’ ‘갈 행’, ‘움직일 행(行)’을

해서 오행인데, 오행은 물․불․나무․쇠․흙, 즉 수화목금토(水火木金土) 다섯 가지를 말한

다. 이 다섯 가지가 다섯 번의 절차를 행한다. ‘다섯 가지가 가지(行) 않는 곳이 없다’ ‘다섯

가지가 모두 움직인다’고 해서 오행이지만, 行을 ‘항렬 항’으로 보면 다섯 가지가 나란히 있

는 ‘오항(五行)’이 된다. 즉 수화목금토가 형제처럼 나란히 行(항)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생물이 액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물이다. 물은

유액무기(有液無氣), 액만 있지 기운이 없는 것을 수(水)라고 한다. 다음의 불은 유기무형(有

氣無形), 기만 있고 모형이 없는 것을 화(火)라고 한다. 세 번째 목(木)은 유형무질(有形無

質), 형상은 있는데 질이 없는 것을 목(木)이라고 한다. 네 번째 금(金)은 유질무체(有質無

體), 질은 있는데 체가 없는 것을 금(金)이라고 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금에서 네 번째로 질

이 생기고, 질이 생긴 다음에 토로서 완전한 형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일왈수

(一曰水)요, 이왈화(二曰火)요, 삼왈목(三曰木)이요, 사왈금(四曰金)이요, 오왈토(五曰土)이

다.7) 맨 먼저 물, 다음에 불, 다음에 나무, 다음에 금, 맨 나중이 토이다.

오행의 성질을 홍범구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물은 아래로 적셔져

흘러내리므로 ‘윤하(潤下)’, 불은 위로 타올라가므로 ‘염상(炎上)’, 목은 굽혀지되 곧게 뻗으므

6) 이 셋의 구조는 유교철학의 핵심인 恕를 말할 수 있는 원형이기도 하다. 

7) 書經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제1조목인 오행(五行)에 ‘一五行은 一曰水요 二曰火요 三曰木이요 四曰金이요 五

曰土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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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2

3 5 7

8 1 6

로 ‘곡직(曲直)’, 금은 단단하지만 외부의 충격이나 힘에 의해

모습을 바꾸므로 ‘종혁(從革)’, 토는 중심에 해당하므로 심고

거두는 작용인 ‘가색(稼穡)’이라고 한다.

오행은 하늘에는 수기 화기 목기 금기 토기의 오기가 있으

면, 땅에는 수 화 목 금 토의 물체가 있어 하늘의 기운으로 땅

의 물건으로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오행이 움

직이지 않는다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 오행이라고 한다. 오행

이 없는 곳에서는 생물이 나올 수도 없고 오행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는 생물이 살아갈 수

가 없다. 그래서 오행은 다섯 오(五), 갈 행(行) 즉 다섯 가지가 어디든 가고 있으며 또한

다섯 가지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잘 드러내주는 그

림이 바로 낙서이고 마방진이다. 동양의 낙서라는 그림은 전설에 우(禹) 임금이 9년 홍수를

당해 치수(治水)사업을 할 때 신비한 거북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등에 숫자모양이 새겨있었

다는 것이다. 유교경전이 『서경』에 의하면 오행(五行) 학설은 원래 우임금 시절에 정립된

현실정치의 학설로서 가치를 지닌다.8)

3. 태극기 4괘 도형의 음양원리와 동양 정치문화의 기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태극기를 구성하고 있는 두 부분으로 중앙의 태극

도형과 4괘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가운데 김두

봉 논문에 의하면 김경수의 제안에 의해 중앙의 태극

과 주위의 4괘로 정해졌을 것이다. 혹은 『사화기략

(使和記略)』의 내용처럼 시각적 명확성과 모방의 편

리성 때문에 8괘 중 4괘만을 사용하여 건곤감리를 4

각(四角)에 위치시켰을 것이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나라 태극기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태극의 원과 원을 반분하는 곡선의 양끝의 접점이 각각 건(乾)과 곤(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 두 점을 편의상 양극(陽極)과 음극(陰極)이라 표현해 두자. 이것은

역학의 원리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 다름 아닌 중앙의 태극도형과 4괘의 긴밀

한 상호관계성을 말해준다. 8괘 중 단지 4괘만 쓰고 4괘를 4각(四角)에 위치시켰다는 표현을

뒤집어 말하면 똑바로 있던 태극도형을 중심으로 똑바로 있던 팔괘 중 4괘를 사각에 위치시

키는 과정에서 각도가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각도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극도형에서의

8) 서경, 홍범 :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敍.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

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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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극점의 위치는 4괘의 기울어진 각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역학의 중요원리에 입각해서 살펴본다.

1) 방위의 문제

먼저 4괘 도형의 원형인 8괘의 도형과 관련하여 선천

팔괘와 후천팔괘의 방위도를 검토해보자. 복희선천팔괘

도는 아래의 팔괘도를 지칭하는데 이 그림이 복희팔괘

방위지도(伏羲八卦方位之圖)이다.

일생이(一生二)의 수리에 의해서 자연히 생성되는 팔

괘, 혹은 복희씨의 관찰에 의해 그려진 팔괘는 둥글게

원모양으로 배치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선천팔괘도라 한

다. 이에 관한 전거는 『주역』 「설괘전」 3장이다.9)

설괘전 3장에 대해서 소강절(1011∼1077)은 복희팔괘의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여 그

구체적인 자리를 언급하였고 이른바 선천(先天)의 학(學)이라고 규정하였다.10) 이때의 자리

에 대한 언급을 보면 건乾(☰)은 남쪽에, 곤坤(☷)은 북쪽에, 리離(☲)는 동쪽에, 감坎(☵)은

서쪽에 자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천팔괘도에서 건곤리감(乾坤離坎)은 4정방(四正方)에

위치한다. 나머지 괘를 살펴보면 태兌(☱)는 동남에 거하고, 진震(☳)은 동북에 거하고, 손巽

(☴)은 서남에 거하고, 간艮(☶)은 서북에 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천팔괘도에서 태진

손간(兌震巽艮)은 4간방(四間方)에 위치한다.

후천팔괘도의 그림과 그 의미는 그 전거가 『주역』 설괘전 5장이다.11)

이에 대해서 소강절은 "여기에서 괘의 위치는 문왕(文王)이 정한 바로 이른바 후천(後天)

의 학(學)이다"12)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정해진 팔방에 팔괘를 배치한 것이 아래의 팔괘원도

9) 설괘전 3장 ; 천지가 자리를 정함에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치며 물과 불이 서로 

쏘지 아니하여 팔괘가 서로 섞이니 가는 것을 수놓음은 순하고 오는 것을 아는 것은 거스리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易은 逆數이다.〈天地가 定位하며 山澤이 通氣하며 雷風이 相薄하며 水火가 不相射하야 八卦相錯하

니, 數往者는 順코 知來者는 逆하니 是故로 易은 逆數也라〉 

10) 설괘전 3장 注: 邵子曰: 此伏羲八卦之位, 乾南、坤北、離東、坎西、 兌居東南、震居東北、巽居西南、艮居西

北。 於是八卦相交而成六十四卦, 所謂 ‘先天之學’ 也.

11)설괘전 5장 ; 帝가 震에 出하야 巽에 齊하고 離에 서로 見하고 坤에 役을 致하고 兌에 說하고 乾에 戰하고 

坎에 勞하고 艮에 成하나니라. 萬物이 震에 出하니 震은 東方이라. 巽에 齊하니 巽은 東南이니 齊라함은 萬物

의 潔齊함을 이름이라. 離란 것은 明이니 萬物이 다 서로 볼새니, 南方의 卦니 聖人이 南으로 面하야 天下를 

聽하야 明을 嚮하야 治하니 이에 取함이라. 坤이란 것은 地니 萬物이 다 養을 致할새, 故로 坤에 役을 致타 

이르니라. 兌는 正한 秋니 萬物의 說하는 바일새, 故로 兌에 說타 이르니라. 乾의 戰함은 乾은 西北의 卦니 陰

陽이 서로 薄함을 이르니라. 坎은 水니 正한 北方의 卦니 勞하는 卦니 萬物의 歸하는 바일새, 故로 坎에 勞타 

이르니라. 艮은 東北의 卦니 萬物의 終을 成하는 바요 始를 成하는 바일새, 故로 艮에 成타 이르니라.〈帝出乎

震하야 齊乎巽하고 相見乎離하고 致役乎坤하고 說言乎兌하고 戰乎乾하고 勞乎坎하고 成言乎艮하니라. 萬物이 

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라. 齊乎巽하니 巽은 東南也니 齊也者는 言萬物之潔齊也라. 離也者는 明也니 萬物이 

皆相見할새니 南方之卦也니, 聖人이 南面而聽天下하야 響明而治하니 蓋取諸此也라. 坤也者는 地也니 萬物이 

皆致養焉할새, 故로 曰致役乎坤이라. 兌는 正秋也니 萬物之所說也일새, 故로 曰說言乎兌라. 戰乎乾은 乾은 西

北之卦也니, 言陰陽相薄也라. 坎者는 水也니 正北方之卦也니 勞卦也니 萬物之所歸也일새, 故로 曰勞乎坎이라. 

艮은 東北之卦也니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일새, 故로 曰成言乎艮이라.〉

12) 설괘전 5장 주: 邵子曰, 此卦位乃文王所定, 所謂 ‘後天之學’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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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것이 문왕팔괘지도(文王八卦之圖)이다. 이것을 문왕팔괘도나 후천팔괘도 혹은 문왕후

천팔괘도라고 부른다.

후천팔괘원도는 선천팔괘도와 비교해볼 때 구성하고

있는 팔괘는 동일하지만 그 팔괘의 위치가 바뀌었다. 후

천팔괘도에서도 방위와 관련하여 같은 결론을 발견하게

된다.

후천팔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유의할만한 부분이 역

에서 방위의 기준이 되는 ‘남면(南面)'의 의미이다.

2) 남면지술(南面之術)과 이괘(離卦)

발을 드리우고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政事)을 처리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이란 말

에서 알 수 있듯이 예부터 정치하는 것을 정사(政事)에 관한 여론을 잘 새겨듣는다는 의미

로 청정(聽政)이라고 하였다. 관상학적으로 귀가 커야 정치를 잘한다는 속설은 귀의 물리적

사이즈가 커야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도 사리에 합당하면 잘 새겨들을

줄 아는 덕량(德量)이 있어야 국가를 잘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도와 더불어 지

도자의 덕은 국가운영의 또 하나의 큰 기틀이다. 이는 비단 국가적 단위의 조직운영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귀가 커야 정치를 잘하는 까닭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원리에 답이 있다. 『명심보감』

에 ‘자로(子路)는 자신의 허물을 들으면 기뻐했고[子路聞過則喜] 우(禹) 임금은 착한 말을 들

으면 절을 하였다[禹聞善言則拜]’라고 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고쳐서 더 좋은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한편으로 자신의 허물은 커도 알아채기 힘들고 타인의 허물은 작아도 잘 보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허물을 고해주면 달갑게 듣기 어려운 법이다. 귀가

커야만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 ‘개과천선(改過遷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역사가

들은 이처럼 속칭 ‘귀가 큰’ 대표적인 정치가로 위징(魏徵)과 같은 쟁신(爭臣)의 충언을 잘

받아들인 당태종 李世民 등을 꼽는다. 그러나 ‘귀가 크다’는 것이 그 당시 인군이 신하의 간

언을 다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명석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자신이 다스리는 천하를 밝게 보고 밝게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임금의

자리는 남면(南面)을 하고 있다. 멀리서 임금을 향해 절을 함을 북향재배(北向再拜)라 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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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임금이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밝은 남쪽을 향해서 넓게 여론을 듣고

밝게 판단하라는 의미가 임금의 조정(朝廷)에서의 자리배치 문화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남쪽이 밝은 이유는 동양 북반구 문화권에서는 일월(日月)의 운행을 관측하기 위

해서는 자연 적도부근을 향해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서 해가

떠서 앞에서 가장 고도가 높아지고 우측으로 해가 지게 된다. 이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가 가장 밝은 때이며 이 방향이 곧 남쪽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청정(聽政)이나 남면(南面)의 오랜 전통은 바로 『주역(周易)』의 팔

괘(八卦)에서 나왔다. 「설괘전」에 공자께서 팔괘(八卦)의 후천적 쓰임을 설명하면서 이괘

(離卦)에 대해 ‘성인이 남쪽을 향해서 천하를 들어[南面而聽天下] 밝은 곳을 향해 다스렸으

니[嚮明而治] 대개 이괘(離卦)에서 취하였다[蓋取諸離]’고 하였다.

이괘(離卦)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太極旗)의 4괘 중 좌하(左下)에 있는 괘로 후천적

쓰임에 있어 방위로는 남쪽이며, 그 성질로는 밝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밝음을 향해서 밝게

보고듣고 판단하라는 이것은 정치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가택문화(家宅文化)와도 연관되니

크게 보면 제가(齊家)와 치국(治國)은 같은 원리인 셈이다.

4. 낙서의 오행원리와 훈민정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오행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어금니 소리[아음牙音]인 기역이나

키읔은 목음(木音), 혀에서 나오는 소리[설음舌音]인 니은과 디귿․티읕․리을은 화음(火音),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순음脣音]인 미음이나 비읍․피읖은 토음(土音), 이(치아)에서 나오는

소리[치음齒音]인 시옷․지읒․치읓은 금음(金音),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후음喉音]인 이응이

나 히읗은 수음(水音)에 해당한다. 어금니는 뿌리이므로 목, 혀는 잘 움직이므로 화, 입술은

상하로 합해 있고 모든 소리를 조절하므로 중앙토, 이는 단단하므로 금, 목구멍은 소리를 내

는 본원(本源)에 해당하므로 수가 되는 것이다. ‘가나다라마바사아’의 순서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차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3)

13) [훈민정음 解題]에 보면 모음의 경우는 천(丶)‧지(一)‧인(l)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되어 있다. 역

학적인 관점에서는 글자형상으로 볼 때, 十의 一은 양천(陽天), 丨은 음지(陰地), 가운데의 교차점(丶)은 사람

에 해당한다.



- 40 -

5. 맺음말

이 글의 방향은 유교의 본질적 부분과 문화유산과의 상관성에 있다. 먼저 유교의 세계관

을 ‘유(儒)’와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두를 ‘천지의 도는 하나의 음

양과 오행일 뿐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전통문화와 관련한 유학의 핵심원리는 음양과

오행이며 이는 『서경』과 『주역』에 전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대표적 문

화유산인 태극기와 훈민정음에 내재된 원리이기도 하다. 현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

서 전통문화유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유교문화유산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현대적 활

용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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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 한류 전파의 중심, 재외 한국문화원과 유교문화콘텐츠

～ 최정준 교수의 「유교와 한국의 정신문화유산」글을 읽고 ～

임 영 상(한국외대 교수)

○ 한류가 5천년 한민족사에서 한국을 문화발신국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무

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평범한 한국인의 얼굴을 가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대변되

는 K-POP(대중가요), 신한류가 유럽과 미주까지 확산되면서, 드라마(K-Drama)와 영화

(K-Movie) 중심의 한류1.0시대에 이어, 대중가요(K-Pop) 중심의 한류2.0시대가 진행 중이라

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나아가 앞으로 드라마․영화․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글․태권도․한식․문학․패션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K-Culture로 브랜딩, 유투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 한류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2

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문화광연구원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한류 콘텐츠

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한류확산 토대 마련을 위해 총 5차에 걸친「전통 문

화와 한류의 동반 진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 국내방문 및 거주 외국인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

화체육관광부가 개발도상국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에 참가한 외국 문화예술

인 44%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문화로 고궁 등 전통문화를 선택했다.(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22%, 공연문화 7%, 2011)

○ 국내뿐만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문화의 소개, 즉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재

외 한국문화원에서도 한글교육 외에 한국의 전통문화교육 또한 수강생들의 관심 속에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원이 K-POP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2013년 7월4일 개관

한 방콕 한국문화원 이준호 원장은 국가기관인 한국문화원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류를 단지 활용하고는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문화원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류 3.0시대는 대중적인 콘텐트를 넘어 전

통문화와 순수예술이 그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방콕뿐만 아니라

1997년에 설립된 도쿄 한국문화원, 그리고 지난 10월23일 26번째 재외 한국문화원으로 개원

한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문화원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랑방’을 설치하고 있

다. 바로 여기에 유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시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재외국민과 현지인

에게 제공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가 왔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현지 문화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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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준 교수의「유교와 한국의 정신문화유산」글의 본질을 토론자는 언급할 자격이 없다.

유학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다만, 유교의 본질적 부분과 문화유산과의 상관성을 언급

하면서 전통문화와 관련한 유학의 핵심원리인 음양과 오행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의 대표

적 문화유산인 태극기와 훈민정음에 내재된 원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너무 와 닿는다. LA

한국문화원은 한글, 훈민정음 전시를 해놓았는데, 최교수가 자문해주면 더 좋은 내용으로 전

시가 가능할 듯하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태극기와 훈민정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

을 담고 있는 유교문화가 한국문화교육콘텐츠로 개발되어 재외 한인사회와 코리아타운에서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한류 팬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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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

2. 한국국학진흥원의 유학 현대화를 위한 사업

(1)교육 (2)도서 간행 (3)고전 번역 (4)콘텐츠 개발

3. 한국국학진흥원의 유학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

유학 현대화를 위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 및 성과

박 순(한국국학진흥원 전문연구원)

1.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은 1995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

으로 인가받아, 그 이듬해 안동시(安東市) 내에 설치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001년 10월에

안동시 도산면 퇴계리의 현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립 목적은 한국국학진

흥원이라는 기관 명칭처럼 <국학(國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유학(儒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1) 아마도 안동이란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관

명칭 때문에 왜 <국학>이란 이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이 <유학>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방문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한다. 항의하는 방문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현

재의 여건으로는 외연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도 알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전경

1)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유학>이란 단어보다는 <유교>란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유학과 유교의 차이점

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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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국학진흥원은 상징 마크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아우른다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천(天)·지(地)·인(人)의 화합으로 우주가 되고 처음과 끝이 없이 이어지

는 무한성을 상징하는 삼태극(三太極)과, 이를 둘러 싼 팔괘(八卦)를 배치하여 국학이 세계

중심의 학문으로 거듭나는 발전과 번영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가장자리를 둘러 싼 보상

꽃(寶相華) 구름문양은 우리의 학문이 세계를 주도하고 이바지함으로써 학술을 통한 이상세

계를 펼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색상은 오방색(五方色)에서 인용한 청색(靑色)을 기본 색

으로 하는데, 청색은 선명하고 활발하며 화합의 이미지를 주는 색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발한 학문탐구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유학> 또는 <유교>라는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든 활동이 <국학>이란 단어로 설명되고 있지만 <국학>이란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설명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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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유학 현대화>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실생활과 멀어진 유학을 보다 친근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실생활과 접목된 유학을 어

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하였다.2) 이러한 단순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국학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설립 목적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3)

① 민간 소장 국학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 수집 및 과학적인 보존

② 국학의 종합적인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③ 국학 자료의 간행, 보급 및 데이터베이스화

④ 한국인으로서의 정신적 좌표확립을 위한 교육연수

⑤ 국학 자료를 활용한 한류 및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⑥ 전통문화의 체험교육을 위한 국학문화회관 운영

⑦ 국학 자료의 보존 전시를 위한 유교문화박물관 운영

위에서 제시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는 ‘유학의 현대화’란 용어는 보이질

않는다. 설립 당시에 ‘유학의 현대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혹 논의

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문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아마도 한국국학진

흥원이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안동이 가진 독특한 정서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일

부 유림들은 ‘유학의 현대화’를 <천박>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20년 전 안동 유림들의

정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강경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4)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여 두드러지게 <유학 현대화>란 단어

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설립 단계부터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①교육 ②도서 간행 ③번역(특히 일기류) ④ 콘텐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2013년 5월 13일, 경기문화재단 등이 주관한 <유교문화 현대화를 위한 향교·서원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생활과 동떨어진 유학을 어떻게 생활 속으로 되가져오는가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으

로 파악하였다.

3)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reastudy.or.kr/) 참고.

4) 이 정서는 유림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유림 집단의 정서를 말한다. 유림 전체가 아닌 개개인으로 접촉해 보면

종종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사당 참배에 대하여 유림들은 이

를 금기시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성 연구자가 종가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으로 사당을 살펴보기를 원하면

대부분 허락해 주는 것도 한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더디기는 하지만 안동에서도 유교의례에 변례變禮

를 적용하여 시대와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 예가 없지는 않다. 최근 들어 다수의 문중에서 음력날짜로 정해진

시제時祭 일시를 양력의 <○월 ○째 주 ○요일 ○시>로 고정해서 시행한다든지, 도산서원의 상덕사尙德祠에

여성의 알묘謁廟를 허락한 것도 안동의 유림사회가 아주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안동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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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목 적 대 상 교육내용

국학순회

교양강좌

·국학 대중화

·지역민 자긍심 고취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 함양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유림

·사회단체 구성원

·지역민

·유학전통

·호국정신

·유교문화유산

시민을 위한

국학아카데미

·안동의 전통문화 재인식

·시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 경쟁력 강화

·안동시민

·중국과 한국유학의 특

징

·영남유학의 특징과 적

용

경북

선비아카데미

·선비정신 함양

·건전한 시민사회 구현

·지도층 양성

·경북 도민

·유림

·문화단체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

·한류관련 콘텐츠

기획자

·문화단체 회원

·문화콘텐츠와 전통기록

유산과의 만남

·일상사로 읽는 한국전

통문화와 한국인의 의식

·story themepark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양성과정5)

·조손(祖孫) 세대 간의 문화

적 단절 극복

·조손 세대 간의 문화전승

및 유아인성 함양

·조손 세대 간의 문화적 단

절 극복

·전통적인 무릎교육의 미풍

양속 계승

·55세 이상 여성

·아름다운 옛 이야기와

생활주변의 미담 발굴

·어린이 대상 화법 교육

2. 한국국학진흥원의 유학 현대화를 위한 사업

(1) 교육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교육을 위해 <연수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연수관을 설

립하여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http://www.humanityedu.or.kr/). 연수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옛 선비들의 삶과 정신, 전통문화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수부 교육현황>

5) 이야기 할머니란 “유치원 등 이야기 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옛 이야기와 현대

의 미담을 들려주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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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연수부 사이트

특히 <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는 민족의 정서와 혼이 배어있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및 확산사업과 한국 전통마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사업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류의 문화적 원형질을 연구ㆍ

조명하고, 토크콘서트 등의 방식으로 보급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대중적 활용방안

모색하는 것으로, 한국의 얼, 한국의 멋, 한국의 맛, 한국의 흥, 한국의 정, 한국의 꾼/끼 등

의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다. 한국전통마을 체험프로

그램은 외국인과 한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류형 한국 전통마을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함으로써 한류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외에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기업체관리자 연수과정, 사회지도층 연수과정, 청소년

연수과정, 다문화가족 지도자 연수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는 해외 동포 및

입양인 연수과정도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의 교육 중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호응도가 좋은 교육

중 하나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다. 문화관광부의 협조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현들의 미담,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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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원 지역별 활동인원  유치원 

 2009년    30명   대구 · 경북 30명    

 2010년  100명
  대구 · 경북 50명

  서울 · 경기 50명
  21명      81개소

 2011년  300명

  수도권 100명

  충청 · 전라 100명

  영남권 100명

 105명     313개소

 2012년  600명

  수도권 200명

  충청 · 전라 200명

  영남권 200명

 386명  2,128개소

할머니를 양성하여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손세대 간의 문화 소통을

통한 미래 세대(유아 및 아동)의 인성 함양과 민족문화를 전승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출발

하였다.

2013년 현재 881명의 이야기할머니들이 전국의 2,582개소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활약하

고 있으며 활동기관의 만족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파견을 요청하는 유아교육기

관의 수요에 약 50% 정도만 충당하는 정도이며 2014년에는 선발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

다. 사용되는 기본교재로는『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4권 1세트와 부모용 교재로 『이야기

쌈지』를 1년에 4회 발행하고 있다. 현재 계속 고전 및 선현들의 미담을 발굴하고 있으며, 미

담의 발굴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번역 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할머니들이 전통 한복을 차려

입고 교육에 임한 경우와 생활 한복이나 양장을 하고 교육을 하였을 때의 만족도에 큰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육은 당장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들이 전통 한복을 입었을 때 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은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 형태가 아닌가 한다.

< 야기할머니 양성 및 활동 현황>

(2) 도서 간행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간행하는 도서는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서를 위주로 간행하고 있

으며, 이와 함께 대중을 위한 교양서도 간행하고 있다. 교양서는 어려운 유교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한국국학진흥원 교양총서>, 이름난 유학자들의 일생을 전기 형태로 간략히 풀어

쓴 <퇴계인물시리즈>, 경북지방의 유교문화를 간략히 설명하고 사진을 첨부한 <유교문화권

역사체험서>, <국학교양총서> 등과 전통 가정교육, 안동의 역사문화기행 등과 관련된 책들

을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어렵고 난해한 유학 경전의 내용을 일반인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퇴계학파 인물들 중 뛰어난 학문적 업적이나 지행합일을 실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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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의 일생을 다룬 전기물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교문화권 역사체험서>는 경상

북도의 각 시·군에 아직 남아있는 종가, 서원, 정자 등을 사진, 간략한 설명, 위치 등을 수록

한 책으로, 이 책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현장에 접근하여 유교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

록 기획한 책이다. <국학교양총서>는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종가문화, 풍수, 계, 제례문화,

전통적인 가정교육 등을 쉽게 풀이한 책들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이처럼 유교문화에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적과 함께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지, 자료집, 목록집 등도 꾸준히 발간하고 있어 유교문화를 우리 삶속

으로 연결하는 문제와 전문 서적 등을 병행 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도 꾸준

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3) 고전번역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고전번역 사업은 ①조선시대 생활사를 복원할 수 있는 일기

의 번역 및 보급 ② 국학연구 결과의 대중화와 사찬사료의 학술적 활용성 제고 ③ 정신문화

유산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다

른 분야의 사업에 비해 <생활사 복원, 대중화, 현대적 계승> 등 현대화와 관련된 단어를 비

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아마도 안동의 정서와 현대화를 가장 마찰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분야가 <고전번역> 부분으로 여겨진다.

특히 조선시대 생활사를 복원 할 수 있는 일기의 번역 및 보급을 위한 일기류 번역 사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일반인과 다름없는 선비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된 일기류들은 <일기국역총서>란 시리즈 제목으로 간행되고 있는데,

2012년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일기(草澗日記)』, 권벌(權橃)의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

記)』, 장흥효(張興孝)의 『경당일기(敬堂日記)』, 김종(金琮)의 『임진일록(壬辰日錄)』, 서

찬규(徐贊奎)의 『임재일기(臨齋日記)』, 김택룡(金澤龍)의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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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원일기(朝鮮時代 書院日記)』 등을 이미 번역물로 간행하였으며, 2013년에도

김령(金坽)의 『계암일록(溪巖日錄)』 등 다수의 일기류 출간이 진행 중이다. 특히 국역된

일기류들은 아래 서술할 스토리테마파크 사업과 연결되어 향후 수많은 콘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상정(李象靖)의 『대산선생실기(大山先生實記)』는 병호시비(屛虎是非) 문제로 대원군에

의해 책을 간행한 목판이 분판(焚板)된 것을 복간한 것으로, 어렵고 복잡한 병호시비의 전말

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번역서이다.

이와 함께 전체를 번역하지는 못하였지만, 경북지방 유학자들의 문집을 간략하게 해제를

<문집해제 : 현재 18권까지 출간>도 유학을 공부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

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초간일기 경당일기

대산선생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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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이나 일기류 등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해독하기 힘든 한문을 한글

로 번역한 때문이다. 이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번역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한

국고전번역원과 연계하여 대구와 안동에 한문강원을 설치하고 한문 해독의 초급과정에서 초

서를 충분히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반을 운영하여 현재 졸업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배

출된 졸업자들은 한국국학진흥원의 번역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보다 정제된 번역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4) 콘텐츠 개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소장 자료를 DB화하여 기탁자와 연구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디

지털국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 자료의 DB화를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통문화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

는 사업이다. 현재 제공 중인 전통문화콘텐츠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유교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 역사체험 콘텐츠

→ 경상북도 북부 유교문화권 11개 시ㆍ군의 유교 관련 문화유적을 사이버 상에 집대성한

역사체험 콘텐츠

② 조선시대 일기, 해리포터를 꿈꾸다 :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

→ 조선시대의 국역일기를 가공하여 전통 관련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문화산업현

장에서 활용 가능한 단위별 이야기 소재 제공

③ 주제별 전통문화 콘텐츠

• 사행록 역사여행(http://saheng.ugyo.net) : 디지털콘텐츠로 다시 태어난 조선의 외교기록

• 옛 문서 생활사 박물관(http://life.ugyo.net) : 문서를 통해 보는 선인들의 삶

• 조선의 교육(http://edu.ugyo.net) : 사람됨과 인재양성의 요람

• 조선시대 유산기(http://yusan.culturecontent.com) : 문화콘텐츠가 된 옛 사람의 산행기록

• 선비문화체험관(http://hanok.koreastudy.or.kr) : 사이버 세계에서 만나는 선비의 일상

• 가례(http://form.ugyo.net) : 멀티미디어로 보는 조선의 관ㆍ혼ㆍ상ㆍ제

이러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는 사이트가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속의 <유교넷>이다.

(http://www.ugyo.net/) 유교넷에서는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유교관련 용어를 쉽게 풀이한

다거나, 유교문화 관광을 위해 각 지역의 관련유적과 동성마을, 종가, 건축, 인물, 문화 등으

로 세분하여 사진과 함께 쉬운 설명을 첨부하였으며, 누구나 이를 본인의 컴퓨터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아직 경상북도 지역의 유적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타

지역까지의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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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연구원의 유교넷 사이트

콘텐츠 사업 중 가장 최근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스토

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이다. 스토리 테마파크 사업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개발 사업의 하나로 201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조선시대

일기류에 기반한 국학자료 문화콘텐츠 창작소재 스토리뱅크 구축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일기류가 가진 풍부한 생활사적 요소들을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하

기 위한 의도로 기획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학자료의 문화산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통관련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

프라를 구축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소스를 찾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소재 뱅크를 구축

하고,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소스를 제공하며, 이들을 시간과

공간, 주제에 따른 분류 틀 속에서 서비스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다운

받아 어디서나 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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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국학진흥원의 유학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

한국국학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인건비, 운

영비의 일부 등을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위치가 안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업에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한계성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보다는 안동

(시민을 위한 국학아카데미)과 경상북도(경북 선비아카데미)에서 의뢰하는 사업이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국학순

회 교양강좌·한국전통문화 체험연수·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양성과정 등을 들 수 있을 정도

이다.

이들 교육 중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경우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매

년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원자도 4: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호응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서 교육기관들의 약 95% 정도가 만족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얻고 있으며,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야기할머니의 파견을 요청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야기할머니들의 복장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으며, 양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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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할머니들에게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와 주기를 요청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교육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업으로 스토리 테마파크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장 자료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조선 선비들의 생생한 생활을 담

고 있는 일기류가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게 되었다. 여기에

현역 방송작가, PD, 영화 감독, 만화가 등 관련자들을 모아 현장에서 체험과 함께 스토리텔

링의 소재를 제공하여 방송, 드라마, 영화, 만화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종가를 방문하여 종손으로부터 문중의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듣고 종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경험이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12년 11월 30일에 [안동양반의 사생활] 이란 제목

으로 KBS 1TV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어 벌써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는 조선 중기 안동의 재지사족이었던 김택룡의 『조성당일기』를 바탕으로 소소한 일기 속

의 일상을 재연한 다큐멘터리이다. 이제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활용 범위가 넓지

않지만 조만간 더 많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 56 -

유학 현대화를 위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 및 성과 (토론문)

류 주 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 이래 한국학 전문 연구 기관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진흥원이 위치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은 유교 문화권의 중심으로서 현재도 유교

문화 자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유학 현대화를 위한 한국국

학진흥원의 사업 및 성과”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가운데 한국국학진흥

원의 향후 사업 방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개원이 10주년이 되는 시점

에서 전차 사업을 정리 ․ 점검하여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 박순 선생님의 발

표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유학 방면에 대해서는 지식의 폭

이 좁고 일천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에 제가 적합한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한국국학

진흥원의 사업 내용이 본인이 소속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보화 사업 방향과 연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업을 이해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의 주제인 “유학의 현대화”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 선생

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국학진흥원의 기관 명칭에 “국학=한국학”을 내세우고 기관 설립 목

적 또한 한국학 자료 중 문중이나 서원 등 민간에 흩어져 소장되어 멸실 위기에 직면한 자

료의 수집, 보존, 연구 및 보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런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유학 자료에 중점이 두어져 이뤄

지고 있어 국학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가문 중심으로만 진

행된 사료 수집의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요. 향후에는 기관 명칭과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자료 관리 및 연구 센터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여쭙니다.

2. “유학의 현대화”를 기치로 진행되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학 순회 교양 강좌, 시민을 위한 국학 아카데

미, 경북 선비 아카데미,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연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양성 과정 등

이 진행되고,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간행과 고전 번역 사업, 유교넷을 통한 유교 문화

콘텐츠 개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학은 ‘진행 중인 역사’가

아니라 ‘전통으로 보존되는 역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지적 학문적 탐구 대상이기 보다는 현실 생활과 사회적 행위 규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이 다양하게 운영하는 교육 프

로그램은 유학의 현대화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다만 한국국학진흥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색깔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통 문화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들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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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한 유학이 우리 전통 사회에서 삶의 방식, 도

덕, 사회 규범 등을 지배해 왔고, 현재까지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국학

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변화와 맞물려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프

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3.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고전 번역 사업과 콘텐츠 개발 사업은 수준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번역된 자료들을 도서로만 간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DB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콘텐츠 구축 방법도 애니메이션과 성우 해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용자들

의 요구 분석을 반영하여 콘텐츠 사업도 고도화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