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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장애인관(障碍人觀)에 대한 역사철학적으로 비교한 동ㆍ서
담론이다. 연구결과, 장애ㆍ장애인에 대한 동ㆍ서양의 인식이 서로 달랐
다. 즉 사유방식의 기본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 플
라톤은 수호자와 철인(哲人)을 인간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 이는 인간
을 완전체(完全體)과 불완전체(不完全體)로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기능적
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고대 사상가들인 공맹(孔孟)의 이상형은
군자(君子)이며 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仁)으로부터 출발한다. 동ㆍ서양
의 중세시대(中世時代)에 들어오면 서양에서는 장애ㆍ장애인(障碍ㆍ障碍
人)을 죄받음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기독교의 성경(聖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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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원죄설(原罪說)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장애ㆍ장애인은
신(神)에 의지하는 불완전한 인간 중에서도 더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
는 여전히 플라톤의 완전체과 불완전체라는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
체계를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공맹의 유가(儒
家)사상을 이어받아 여전히 인간에 대한 사랑이 사상적 원류(源流)로 작
용한다. 특히 한반도(韓半島)에서는 장애인을 가족부양의 원칙과 사회제
도로써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되었다. 즉 동양에서는 장애인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보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
연구는 동ㆍ서양의 장애인관을 역사철학적으로 살펴본 바, 동양의 장애
인관은 서양과 달리 일반인(정상인)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보았으며,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멸시(죄를 받은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음을 밝힌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잘못된 것’ 혹
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주제어
장애인, 플라톤, 공맹, 노자, 성경, 다름과 틀림, 차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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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 있어 障碍人은 사회적 약자이며 동시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런 태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
니다. 시대적 특수성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또한 함께 변했다. 이런 태도는 장애인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닌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 시대를 지배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장애인만을 분류해서 학문의 대상으로 삼
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통시대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당 시대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학자들의 저작 속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자들의 저
작을 통해 장애에 관한 인식태도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관을 유
추하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당 시대 학자들의
장애에 대한 사상과 장애인에 관한 그들의 태도, 그 사이에는 적잖은 일
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서양의 대표되는 몇몇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념과 주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단, 이들 학자들의 장
애인에 대한 인식은 당대의 일반적 통념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함을 전제
로 한다. 그것은 이들이 장애인 전문가가 아니며 또한 시대를 완전히 대
표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상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
상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읽는데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
서 전통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상을 유추하기 위해 이들의 사상은 당시
의 사상적 분위기를 위한 ‘다양한 입장으로써의 하나의 이해’임을 근거
로 한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상이 ‘당 시대와 어긋나는 사상’이 아니라
‘당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대표사상’이 되고 있음을 또 한 번 지적한다.
이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우선 서양의 경우 플라톤(Plato)이 활동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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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활동한 중세까지를, 동
양의 경우는 莊子가 활동했던 戰國時代부터 朝鮮時代까지를 대상으로 삼
는다. 여기서 조선시대가 연구의 범위에 들어가는 까닭은 조선시기에 많
은 장애인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정 학자의
구체적인 주장 및 학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는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儒家思想을 그 근거로 삼고 유가의 사유체계를 분
석함으로써 당대 장애인인식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분
명한 차이가 있음 것임을 가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원
인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에서 찾으려한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접
근을 위해 세계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틀을 동･서로 나누어 이를 토대로
삼고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사상과의 연관성을 주요쟁점
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동･서양이 지니고 있는 장애인
인식이 다르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사상적 배경)를 밝혀본다. 둘째, 같은
지역(동양과 서양의 각각의 지역)의 역사(시대흐름) 속에서 장애인에 대
한 인식이 다르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역사적 배
경)를 확인한다.

2. 障碍人에 대한 東ㆍ西 認識
동･서양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상이한 태도가 보인다. 한 문
장으로 정리한다면 장애를 ‘틀림으로 본 서양’과 ‘다름으로 본 동양’이다.
즉, 서양은 장애인을 정상인과 구분되는 ‘차별적 존재’로 보았고, 동양은
‘병에 걸린 것’으로 보았다. 동양사회의 통념에서는 장애인을 정상인과
구별하려는 차별적 태도는 없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서양의 경우 고대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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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은 매우 강하다. 그는 국가에서 장애를 가
진 영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열등한 부모의 자식들은,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자식으로서
불구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듯, 밝힐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 둘 걸세1)

이 때 말하는 은밀한 곳은 영아의 유기(apothesis)를 의미하는 것이
며, 이는 당시의 헬라스에서 일반화된 산아제한 방법이었다. 영아 유기
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자녀가 너무 많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시행
되었지만 그것과 별도로 스파르타와 같은 국가에서는 신체가 기형(장애)
인 영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죽이도록 제도화하고 있
었다.2) 플라톤은 평소 衆愚政治로 얼룩진 아테네의 민주주의보다는 엘
리트주의의 형태를 띤 스파르타에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의
철학 전반에 흐르는 엘리트의식은 영아 유기에 대한 그의 입장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의도된 주장이었다. 이는 신체 건강한 사람조차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산아제한(임신과 출산에서 제외 대상)
을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플라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을 양분했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또
한 장애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 그는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
간의 감각이며 그 가운데서도 시각･청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시각은 대상을 인지하고 구분하고, 청각은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형이상학･
정치학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플라톤, 국가 460c : 이러한 플라톤의 이론은 19세기에는 우생학적인 관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 이선우,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9,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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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알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써 감각의 애호를 들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애호하는 것은 눈에
의한 것(즉 시각)이다. 그 이유는 본다는 것은 어떤 다른 감각보다 우리
들에게 사물을 가장 잘 인지 할 수 있게 하고 각종의 차이를 명확히 해
주기 때문이다.3)

위 내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
물이다’, ‘인간은 언어를 지닌 동물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공동
체인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그에게 있어 정치를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인 언어는 시각과 더불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기관과 정상인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즉 아리스
토텔레스에 의하면 결국 ‘말 못함’과 ‘보지 못함’은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입장과 달리 당시 그리스에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당시
의 법률이 있기도 하다.4) 그러나 이것은 정상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내려 보는 형태를 취했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서양의 인식은 중세에도 이어진다. 중
세는 종교(基督敎)가 사회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중세
는 성경에 의한 ‘장애에 대한 강력한 기반 인식의 틀’이 있었다.
다음은 장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가진 예문이다.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
에게 지시하는 그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성심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야훼께서는 너희를

3)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序論｣
4) 이선우,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2009,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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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미치게도 하시고 눈멀게도 하실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잃고 앞이
캄캄하여 허둥대는 장님처럼 대낮에도 허둥대게 되리니(『성경, ｢신명
기｣, (28: 15. 28면-29면).

이 구절(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즉 여
기서 의미하는 장애ㆍ장애인은 신의 뜻을 거역한 행위의 처벌로 나타난
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장애ㆍ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에 대한 장애인 연구(중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를 한 톰 셰익스피어
(Tom Shakespeare)는 “만약 원죄가 이브의 죄악을 통해 여성의 육체
에 구체화되었다면, 장애인의 육체는 역사적으로 특히 유대-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조상의 죄악에 대한 신의 처벌을 나타낸다.”5)고 정의하였다.
중세 역시 고대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 정책이
보이지만 그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서양에 있어
서 고대와 중세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동양의 경우는 장애인을 부정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
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했
다. 경우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
과 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서양과 근본적인 측면
(사유의 틀)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몇 가지 예를 통
해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戰國時代, 諸子百家의 인물 중 莊子(莊子)
에서 찾을 수 있다.
莊子에는 다수의 장애인이 등장한다. 그 중 주시해 볼만한 부분은 ｢
德充符｣와 ｢人間世｣에 기록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이다. 전자는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진 王駘ㆍ申徒嘉와 같은 인물을, 후자는 선천적 척추
장애를 지닌 支離疏를 등장시킨다. 특히 支離疏 說話에서 당시 장애에
관한 사회제도를 엿볼 수 있다.
5) Shakespeare, T., ‘Cultural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Dustbins for
disavowal?’ in Disability and Socitey, 9(3), 1994, 283-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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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무사를 징발할 때면 그는 언제나 팔을 휘두르면서 그 장소
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고, 나라에 큰 부역이 있을 때에도 정상이 아니라
하여 언제나 면제되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때에는 그는 삼종의 양식에 열 단의 나무도 배급받았다.6)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척추장애를 가진 支離疏는 군역과 부역의 면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 시행하는 구휼에서는 정상인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 장애인 복지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존재하였다. 한반
도의 고대･중세 법률이 중국 법률을 모방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한반도의
장애인제도 역시 중국 법률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한반도 장애인복지의 사례를 시대별로 예증한 것이다.
三國時代 장애인복지정책은 가족부양원칙에 따랐다. 즉, 해당가족이
장애인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근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로 인해 해당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마을공동체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高麗時代 장애인복지정책은 高麗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成宗 때 毒
疾이 있는 자에게 穀布를 주었고 篤疾ㆍ廢疾者7)에게는 약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元宗 때는 오늘날 요양사제도와 같이 篤疾ㆍ廢疾者에게
봉양할 사람을 한 명씩 붙여주었다. 恭愍王 때는 王命으로 篤疾ㆍ廢疾者
를 보호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篤疾ㆍ廢疾者가 죄를 지을 경
우에는 감형을 해주었으며 徭役에 있어서도 면제를 해 주어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지원과 면제라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직업을 마련해 주었
다. 이는 卜業8)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켰고, 盲人들에게도 登龍門을 열어
6) “上徵武士 則支離攘臂而遊於其間 上有大役 則支離以有常疾不受功 上與病者粟
則受三鍾與十束薪(『莊子, ｢人間世｣).”
7) 篤疾ㆍ廢疾者는 오늘날 중증 환자 혹은 장애인에 해당된다.
8) 복(卜)은 일(日)ㆍ월(月)ㆍ성(星)ㆍ신(辰), 즉 천문(天文)의 운행을 관찰하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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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것이 그러한 예이다.
朝鮮時代 역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책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는 서양과 달리 중증장애인도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부양으
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직종 역시 더욱 다양해져 占卜･讀經ㆍ管絃樂과 같은
직업들이 생겨났다.9) 조선 후기에 이르러 下半身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안경을 갈아주며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지적 장애인들이 민가에서 놋그
릇을 닦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살았다는 기
록도 있다.10)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한반도의 역사, 즉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
르기까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반도에서는 각 시대마다 모두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이며 동시에 정상인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과해서는 안 될 주의점이 있다. 이것은 동양의 역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이 뚜렷하며 또 그 사상적 思惟體系가 시대마
다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莊子로 대표되는 道家와
삼국과 고려를 지배했던 佛敎 이어지는 조선에서는 그 사유의 틀이 儒敎
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유체계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
해서 한결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입장(정책ㆍ제도)이 大同小異한 것은 어떤 이유
에서일까? 그것은 모든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하나의 공통분모, 즉 시대
를 뛰어넘는 東洋思想이라는 큰 思惟體系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학(天文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관할하는 관서(官署)로 사천대(司天臺)
가 있었다. 사천대에는 복박사(卜博士)ㆍ복정(卜正)ㆍ일관(日官) 등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이 있었는데 복업은 이러한 관원을 채우기 위한 선발시험이었다
(다음백과사전).
9) “殘疾篤疾 尤爲無告之民 盲人則旣設明通寺 聾啞蹇躄之徒 令漢城府廣覓保授 東
西活人院優恤 每節季啓聞 其以此知會該司(朝鮮王朝實錄,｢세조 3년 9월 16일
｣)”
10) 이선우, 장애인복지의 역사, 2009, 54~57면.

257

退溪學論集 18호

연구는 이것을 동양사상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동양사유의 기본 틀이라고
여긴다.
시대(역사)와 지역(동ㆍ서양)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동ㆍ서양이 장애인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장, 즉 동양과 서양의 장애인관
이 왜 서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동양과 서양의 사유체계라는 이분법
적 원리를 적용하려 한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구조가 서로 다름
이 있다는 전제를 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동서양의 기본적인 근거사
상, 그것의 개념분석과 함께 또 동서양의 기본사상의 의미를 확인해 보
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障碍人에 대한 서양 철학적 해석
서양의 고대철학사에서 플라톤은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철인이다. 플라톤 이전에 탈레스(Thales),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데
모크리토스(Democritus)와 같은 철학자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인간이 아닌 세계의 근원(Arche)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인간)에 대한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 연구는 인간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철학자는 소피스트(sophist)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 相對主義的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인간
에 대한 엄밀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정상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기준
또한 모호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인간의 보편성을 추구했던 플라톤은 아레테(Arete)11)라는 개

11) 아레테(Arete: ἀρετή)는 훌륭한 상태의 도덕적 미덕(moral virtue) 혹은 어떤
종류의 우수한 상태(excellence of any kind)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
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과 가장 훌륭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아레테
에서 찾으려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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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탐구를 통해 인간다움의 기준을 제시하려 했다. 이 때 아레테는 탁
월함, 기능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보편, 완전함
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플라톤은 우선, 불변의 세계인 예지계(idea)와
그것을 모방한 작용의 세계인 현상계(Doxa)로 세계를 구분한다. 플라톤
은 이러한 구분을 이 세계의 모든 대상에 적용시킨다. 그리고 그 적용은
다시 보편과 특수, 완전과 불완전이란 속성으로 나눈다. 이런 구분은 인
간에게도 적용되며, 결국 인간에 대한 보편적 혹은 이상적 기준이 마련
되어 진다. 플라톤이 요구한 인간다움의 기준은 충족한 존재로는 수호자
(tutelar; phylax)와 哲人(philosopher; basileus)이 있다. 이 중 수호자
는 軍人(soldier)의 역할을 철인은 統治者(king)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된 개념은 수호자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수호자는 반드시 육체와 영혼의 탁월함을 동시
에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본래 세계
의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
는 이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이 세계에 속한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지
녔기에 늙고, 병들고 마침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간이 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육체를 벗어나 불변하는 영혼이 예
지계로 돌아가야만 한다. 문제는 인간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 육체
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플라톤은 불변하는 영혼이 가장
잘 머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탁월한 육체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훌
륭한 육체는 비록 그것이 현상계의 일부라 할지라도 저급한 육체에 비해
영혼의 기능을 보다 탁월하게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에
의하면 플라톤은 육체의 외적 조건에 맞추어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이다.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자주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하
지만, 제일 변변찮은 남자들은 제일 변변찮은 여자들과 그 반대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앞의 경우 자식들은 양육되어야 할 것이되, 뒤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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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가 없다네. 만약에 우리의 무리가 최상급이려면 말일세.12)

이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톤은 결혼의 정당성(the right : to orthon)의
기준을 육체적 탁월함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非
휴머니즘 혹은 反社會的인 주장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品種改良(breeding)이다. 플라톤은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입장이 이와 같은데 만약 장애인을 거론한다면 그 태도는
당연히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플라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상태
를 최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탁월함(arete), 좋은 상태(euexia) 정
당성(to orthon)과 같은 단어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
들의 개념을 인간의 육체에 적용될 시킬 경우 그것은 결국 기능적 측면
으로 연결된다. 특히 수호자의 경우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호자의 탁월함을 바로 신체 및 운동 능력에 해당된다. 결국,
육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자와 장애인은 격리 혹은 배척으로 대상으로 규
정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 규정 속에 포함 시킨다.
한 사람이 신랑으로 된 날로부터 일곱 달째에서 열 달까지 사이에 태
어나는 아이들 모두를 이 사람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들로, 그리고 여
자들은 딸로 부를 것이고, 이들은 그를 아버지로 부를 걸세. 또 이런 식
으로 그들의 아이들은 그는 손자들로 부를 것이며, 이들은 그 또래를 할
아버지들 그리고 할머니들로 부를 걸세.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들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아이를 낳던 그 시기에 태어난 자들을 형제자매
로 부를 걸세.13)

위의 인용구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이다. 그가 생각한 이상
적 가족은 뛰어난 신체를 지닌 남녀의 交合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때 교
합은 집단적인 성행위를 통해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많은 영아를 출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부모 또한 정해진 것이 아닌 일정 기
12) 플라톤, 국가, 459e
13) 플라톤, 국가, 46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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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 성행위를 한 모든 남녀가 공동의 아버지와 어
머니가 된다. 그리고 그 기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남매로 맺게 하는
것을 가족의 이상적 형태로 보았다. 이 경우 육체적 약자와 장애인은 자
연스럽게 소외되고 결국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플라톤이 장애인을 부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
에서 근거한다. 플라톤은 이 세계를 실재(to on)에 대한 모방(mimesis)
으로 보았다. 그는 모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그가 예술가의
추방을 주장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플라톤은 예술가들의 행위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회화와 같은 예술은 모방된 세계
(현상: to phainomenon)를 다시 모방하는 模倣術(he mimetike)에 불과
한 것(예술작품: eidolon)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본
질(이데아: to on)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혼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라톤은 완전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견지한다. 이런 그의 주장에 미루어볼 때 장애인은 본래 불완전한 인간
의 육체가(변화하는 세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불완전한 상태
로 나타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플라톤이 장애아의 遺棄에 대한 주장
은 이러한 의미에서 충분히 類推할 수 있다.
플라톤이 제시한 완전과 불완전의 이분법적 사유는 종교 즉 기독교가
서양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한 이후(中世時大)에도 여전히 지
속된다. 우선 기독교적 세계관은 많은 부분이 플라톤의 세계인식과 유사
점을 가진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현실세계와 사후세계의 구분은 흡사하
다. 쌍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두 사유는 닮아있다. 이는 우연이 아닌
학문들 간의 교류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철학의
형성 배경에는 신플라톤주의와 플라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아우구
스티누스(Augustinus)의 사상14)이 스며있기 때문이다.15) 다만 플라톤철

14)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의 7주덕은 플라톤의 4주덕(절제, 용기, 정의, 지혜)에
종교적 3덕,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love)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다.
15) CㆍH 패터슨지음/이양호 옮김, 중세철학입문, 이문출판사, 199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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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episteme) 통해 완전함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에 반해 초기 기독교철학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조명아래
에서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 세계관
에서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모두 타락된 불완전한 존재로서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16)
中世時代의 인간은 플라톤과는 다른 의미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
된 존재이다. 즉 지적 탐구를 통해 자기구원이 가능했던 플라톤의 입장
과 달리 중세의 인간은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고
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부정의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神의 被造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정의 대상이 아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장애인의 경우는 불완전한 존재인 정상인들 보다 더욱 더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의 조명을 받지 못
한 훨씬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다. 많은 殉敎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종
교적 신념은 죽음조차도 초월한다. 그들에게 종교적 신념은 단순한 가치
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실의 문제였다. 이 때문에
종교적 사유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던 중세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박해는 그 또한 가치가 아닌 사실의 문제로 자리매김 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당시는 모든 것을 종교의 원리로 點綴되고 있었다. 철학은 종교의
侍女로 전락했고, 인간의 모든 사회문화가 종교에 歸屬되어 있었다. 따
라서 장애를 가졌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그 원인을 종교(聖經)의 원리,
신의 懲罰에서 찾고 있었다.17)
中世가 끝나고 다시 인간의 가치가 표면에 드러나는 근대시대에 이르
러서도 완전과 불완전의 문제는 여전히 지식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
거리였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Descartes)의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理性)을 완벽에 가까운 실체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무한실체인 신에 의지하는 유한실체에 불과 했다. 즉, 인간은 변화하는
16) CㆍH 패터슨지음/이양호 옮김, 중세철학입문, 이문출판사, 1994, 51면.
17) 성경, 「구약｣, 신명기, 2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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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감각기관의 실체이고 또 그 자체인 것이다. 이후의 많은 철학자
들도 자연의 빛과 이성의 빛이라는 완전을 지향하는 개념을 통해 이 세
계를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완전과 불완전의 사유는 서양의 지성사를
貫徹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이자 고대와 중세시대를 살아간 장애인들을 핍
박하고 박해한 사상적 토대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近代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그
또한 어디까지나 르네상스 이후, 인간을 중시했던 시대적 氣風에서 비롯
된 것이지 결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결국 서양의 역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유
의 基底는 古代 플라톤의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이분법사유로부터 시작하
여 중세시대는 종교적 입장인 죄의 징벌로써의 장애로 그 결정을 이루고
있었다.
서양은 오늘날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많은 발전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그러했듯이 서양철학에서는 지금도 장애인을 不完
全體, 즉 죄받은 신체라는 通徹된 사유체계의 도가니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것 같다. 역사철학의 입장에서 살펴본 서양사상의 思惟構造는 장
애인에 대하여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불완전체의 신체(플라톤), 죄받음 신
체(기독교)라는 서양 특유의 이분법 사유체계의 장력을 극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양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기독교의 교리를 벗어던질 수 없
다. 그것은 바로 서양 思惟의 틀이며 서양 思惟의 正體性이기 때문이다.

4. 障碍人에 대한 동양 철학적 해석
서양과 달리 동양의 전통사회에서는 儒ㆍ佛ㆍ道를 막론하고 장애인을
부정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연구는 먼저, 이 연구에서 논하는 佛
敎는 原始佛敎가 아닌 중국식의 格義佛敎임을 전제로 함을 밝힌다. 格義
佛敎는 중국의 思惟가 原始佛敎에 침투하여 생성된 중국식 불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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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침투된 중국의 사유는 莊子思想이 通徹되어 있다. 莊子의 기철학적
세계와 현실 중심적인 思惟는 중국에 전래된 佛敎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
켜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禪宗을 낳게 된다.18) 이 때문에 古･中世의 불
교적 思惟와 그에 기초한 障碍人에 대한 인식은 이를 근거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19) 중국식 불교(格義佛敎)를 전제로 한 이유는 이러한 입장에
서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동양사상, 즉 儒ㆍ佛ㆍ道에 의한 동양의 장애인 인식은 서양
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장르의 내용이다. 동양의 사유 특
히 중국철학의 사유는 크게 儒家와 道家로 양분될 수 있다. 불교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불교 속에는 莊子思想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 넓
은 의미의 보면 莊子思想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儒家的 思惟는 孔
孟思想을 벗어나지 못한다. 孔孟의 思惟는 漢代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사
회에 막강한 파워(power)를 가진다. 특히 儒家的 世界를 지향한 韓半島
(朝鮮)의 경우 그 정도가 중국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
시대에 시행된 장애인정책의 배후에는 儒家的 世界觀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儒家哲學의 대표 사상가인 孔孟은 「論語｣와 「孟子｣ 등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분석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또한 類推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장애인 연구는 곧 인간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기
능적 측면에서 수호자와 철인을 인간의 이상적 모델을 그렸다면 반면에
孔孟이 이상으로 삼는 대상은 君子였다.20) 따라서 孔孟이 의미하는 君
18) 이택후저/ 정병석옮김, 중국고대사상론, 한길사, 2005, 399~401면 참조
19) 이를 강조하는 까닭은 인도의 경우, 카스트제도 및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고대 중국이나 삼국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유교에서 성인(聖人)은 수치치인의 ‘완성자’임, 군자(君子)는 수기치인의 ‘완성
으로 향해 가고 있는 자’이다. … 유교의 모든 사상은 ‘수기’를 통해 자신의 덕을
닦아 천도(天道)에 부응하는 인의예지(仁義禮智)를 갖춘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며, 수기로 얻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타인에게 전하고 교화하여 완성자인 ‘성인
(聖人)’ 또는 성인의 덕을 향해 나아가는 ‘군자(君子)’를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

264

障碍人觀에 대한 東西 比較 : 歷史哲學的 接近(주동진⋅엄진성)

子의 기준과 조건을 파악한다면 플라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인과
장애인에 대한 유가적 기준이 확보될 것이다.
孔孟思想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인
간은 누구나 德性의 확충을 통해 君子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
문이다. 孔孟은 세계의 해석을 초월적 존재(神)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 행위의 기준은 自身에서 찾았다. 특히, 周代 이후 上帝의 개념이
天命으로 바뀌면서 세계 해석의 권리 또한 인간에게 주어졌다. 孔子는
仁, 孟子는 仁義를 바탕으로 性善說의 敎育을 통해 자기완성자로서의 인
간상을 그려냈다. 또 孔子는 仁의 개념을 통해 인간을 나와 타자에 대한
사랑의 원리(忠恕)를 제기했고, 孟子는 이를 더욱 개념화 시켜 인간의 도
덕 감정인 四端으로 구체화 시켰다. 四端은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이며 동시에 감성의 영역이다. 孺子入井21)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구
나 그 상황을 마주하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깜작 놀람과 슬퍼함 및 뛰쳐
나감이 동시에 생겨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보편 감성인 惻隱之心에
근거한다. 孟子는 이것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
준으로 삼았다. 孟子思想에서 육체는 인간을 구성하는 동물적 요소일 뿐
결코 인간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孟子는 다
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거의 드무니,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고,
군자는 이것을 보존 한다.22)

이 때 거의 드물다(幾希)는 것은 禽獸와 인간은 동물적인 범주로 볼
때는 大同小異하지만 분명히 금수와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성이 있음을
으로 언급하는 것이다(이동건, 「선비와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군자/소인, 진유/
속유, 대장부, 유ㆍ불ㆍ선｣,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학논집 15권, 2014, 13
면).”
21) 이것은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익이나 명예 등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그 아이를 구한다는 의미이다.(『孟子, 「公孫丑 上
｣, “孺子入井.”)
22) “人之所以異於禽於獸者幾希,庶民去之,君子存之(孟子, ｢離婁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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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는 것이다. 즉, 비록 인간이 금수와는 구분되지만 그 특성이 너무
도 미약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간과 금수와
의 구분 짓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23) 이 때 인간과 금수를
구분 짓는 것은 도덕적 본성 혹은 도덕감각이다. 따라서 孟子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적 장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신체가 정상일지라
도 도덕 감정을 가지지 못한 존재는 인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플라톤의 수호자가 육체의 탁월함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孔孟의 君子
는 도덕 감정과 그것의 발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하여 孔孟이
인간의 동물적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君子 또한 신체
를 가진 인간이며 인간인 이상 食色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식색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
다. 따라서 孔孟哲學은 동물적인 부분을 조절 또는 억제의 대상으로 본
다. 결국 절제된 인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적인 부분에서
발현 된 욕망이 때에 따라 인간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식색에 기초한 욕구는 어떤 형태를 지녔으며 그것들은 君子와 小
人의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단초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로
부터 찾을 수 있다.24) 감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특수한 감
정을 취한 다음 君子와 小人이 취하는 감정의 변화양상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 가운데 하나인 즐거움을 예로 들어본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즐거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동물적 욕구인 먹는 것(食)으로부터 생겨난 즐거움이다. 예
를 들어 ‘이 곳에 굶주린 사람(A-1)이 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면 그는 분명 그것은 먹고자하는 욕구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욕
23) 정병석, ｢맹자에서 도덕적 자아의 인식과 발전｣, 계명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중
국학보, 제6호, 1990, 95면.
24) 孟子가 인간의 고유한 四德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 감정인 사단을 이야기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孟子에게 있어서 마음의 모든 작용은 그것이 도덕적이
든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든 모두 감정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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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는 만족감과 포만감과 동시에 즐거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동물적인 욕구가 아닌 내면으로부터 생겨난 즐거움이다. 위
와 같이 같은 예를 들어 보자. ‘이 곳에 굶주림 사람(A-2)이 있다.’ 그
또한 음식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의 곁에 ‘또 다른 굶주린 사람(B)’이 있
어 그것을 먹지 않고 ‘또 다른 굶주린 사람(B)’에게 양보했다. 그것은 그
(B)가 자신(A-2)보다 더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자. 이때 A-2
의 행위는 비록 배고픔이란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신
에 ‘불쌍하게 여긴 자신(A-2)의 마음’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
위 또한 만족감과 즐거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사례에서 만약 두 사례의 인물(A-1과 A-2)이 같은 사람(同一
人物)이었다면 전자(A-1)와 후자(A-2)는 모두 즐거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자(A-1)와 후자(A-2)는 명백히 구분된
다. 전자(A-1)는 어디까지나 동물적 욕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욕구를 외
부에서 찾았다. 즉 이런 경우는 반드시 채울 외적 대상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외적이며 의존적이다. 반면에 후자(A-2)는 외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행위자체로 즐거운 것이다.25)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즐거움이라는 동일한 감정을 생성했지만 그 원
인을 찾아보면 사뭇 다르다. 즉 같지 않다. 전자(A-1)는 외부에서, 후자
(A-2)는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는 후자(A-2)가 가지고 있다. 후자(A-2) 쪽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
가 군자인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후자(A-2)의 즐거움을 가졌다할지라
도 상황에 따라 후자(A-2)를 포기하고 전자(A-1)를 선택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군자로 볼 수 없다. 군자라 함은 어떤 형태이던 육체적 요소, 동물
적 본능(식욕)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체로부터 비롯된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타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육체의 조건과 관계없이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어야 군자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5) 엄진성, ｢퇴계철학에 나타난 즐거움의 의미｣, 유교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54
집, 2013, 2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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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유가 인간에 대한 동양의 내적인 접근이라면 반면, 동양
의 외적인 접근은 莊子를 통해 찾을 수 있다. 莊子와 孔孟의 사상은
서로 對立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두 사상 모두 연속성이란 토
대 위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술한 孔孟의 경우
인이나 四端과 같은 도덕 감정은 모두 나로부터 발현되어 타자에 이르는
확장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은 나와 타자의 사이를 메우는
氣적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氣의 개념은 春秋時代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것을 이론화 된 것은
莊子에 의해서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의 개념이 오직 莊子만 언급된
것은 아니다. 孟子 또한 기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浩然之氣가 그것이
다. 孟子는 浩然之氣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浩然
之氣의 개념은 인간의 도덕 감정과 그것의 확장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술한 『孟子의 孺子入井의 경우, 우물에 빠지려
는 아이와 그것을 보는 나 사이에 어떤 因果的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이것
은 나와 아이 사이에 기의 연속성이 감응을 불러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 해
석으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莊子는 氣를 물리적 세계의 재료로 이해한다. 그는 모든 사물
을 기의 흩어짐과 모임(聚散)이라 생각했다. 이 때문에 인간이 氣의 집합
에 불과한 육체에 집착하는 행위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이에
대한 莊子의 인식은 아래 문장, 즉 자기 부인의 죽음 앞에서 행한 그의
행위에서 엿볼 수 있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서 혜자가 문상을 갔다.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
아 질그릇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혜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자식을 키워 함께 늙은 처지에 이제 그 아내가 죽었는데 곡조차 하지 않
는다면 그것도 무정하다 하겠는데 또 질그릇을 두들기고 노래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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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심하지 않소!’라고 하자 장자는 ‘아니, 그렇지가 않소. 아내가 죽은
당초에는 나라고 어찌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겠소. 그러나 그 태어나기
이전의 근원을 살펴보면 본래 삶이란 없었던 거요. 그저 삶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소. 비단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기도 없었소. 그저 어릿어릿한 순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화
하여 형체가 생기며 형체가 변해서 삶을 갖추게 된 것이오. 이제 다시
변해서 다시 죽어가는 것이니 이는 사철을 되풀이하여 운행함과 같소.
그런데 내가 소리를 질러 따라 울고불고 한다면 나는 정해진 이치를 모
르는 거라 생각되어 곡을 그쳤단 말이오.’26)

여기에서 莊子의 氣적 世界觀을 엿볼 수 있다. 부인의 죽음은 어디까
지나 기가 흩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자연의 순리이며 인간이 태어났
다가 죽는 것 또한 순리를 벗어날 수 없다. 儒家가 죽음에 대해 큰 의미
를 부여한 것에 비해 莊子는 그것조차 하잖게 여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때 부정은 정상적인
신체 자체가 아닌 정상적인 신체에 구속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즉 정상적인 신체에 집착하여, 신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을 소
외시키고 잘못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莊子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정상인보다 훨씬 뛰어남
을 주장한다. 다음은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支離叔과 滑介叔은 冥伯의 언덕, 崑崙의 산, 곧 황제가 쉰 곳에서 노
닐고 있었다. 갑자기 골개숙의 왼쪽 팔목에 혹이 났다. 골개숙은 놀라며
언짢아하였다. ‘자네는 그것을 미워하는가?’ ‘아니야. 내 무엇을 미워하
겠는가? 우리의 생이란 하나의 빌려온 것이네. 이 빌려 온 것을 빌려서
생긴 것은 하나의 티끌일세. 그리고 죽음과 삶은 밤과 낮과 같은 것이네
또한 내 그대와 함께 만물의 변화를 보았는데, 이제 그 변화가 내게 미
26)“莊子妻死, 惠子弔之 莊子則方箕踞鼓盆而歌 惠子曰 ｢與人居 長者.老.身死 不哭
亦足矣 又鼓盆而歌 不亦甚乎!｣ 莊子曰 ｢不然 是其始死也 我獨何能无槪然! 察其
始而本无生 非徒无生也而本无形 非徒无形也而本无氣 雜乎芒忽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秋冬夏四時行也 人且偃然寢
於巨室 而我교교然隨而哭之 自以爲不通乎命 故止也(莊子, ｢至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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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왔거늘, 내 어떻게 그것을 미워 할 수 있겠는가?’27)

여기서 支離叔은 몸뚱이가 다 풀렸다는 의미로 곧 몸뚱이를 잃은 사
람, 즉 불구를 뜻하는 것이다. 滑介叔은 익살꾼으로써 낮은 지위의 사람
을 뜻한다. 불구자인 支離叔에게 혹이 난 것을 보고 滑介叔은 안타까워
했지만 支離叔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큰 문제 되지 않다고 대답한
다. 그 까닭은 氣의 측면에서 볼 때 몸에 난 혹 또한 氣의 일부의 부분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상적이다’ 혹은 ‘비정상적이다’와 같은 개
념적 구분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이름은 단지 그
대상을 지칭하는 도구에 불과 했다. 이는 “나를 소 같은 놈이라고 말했
다면, 나는 나를 소라고 불렀을 것이다. 나를 말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나를 말이라고 불었을 것이다.”28)라는 예문이 이를 가늠케 한다. 莊子에
게 있어 육체는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있어 육체의 정
상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莊子가 懷疑論者는 아니다.
莊子思想의 핵심은 ‘자신의 삶을 즐겁게 보내라는 것’에 있다. 莊子가
보기에 신체의 정상유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 기준
에 불과하다. 氣的 世界觀을 지닌 莊子에게 있어 모든 인간의 생성은 동
일하며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儒家의 관심이 어떻게 죽느냐(不朽)에 있
다면 莊子의 관심은 어떻게 사느냐(保生全身)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莊子는 道義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首陽山에서 죽은 伯夷나 이익을
탐내다 東陵山에서 죽은 盜跖의 죽음 역시 모두 동일한 죽음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명예로운 죽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움을 헤치는 것
일 뿐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29)
27) “支離叔與滑介叔觀於冥伯之丘 崑崙之虛 黃帝之所休 俄而柳生其左주 其意蹶蹶
然惡之 支離叔曰 ｢子惡之乎?｣ 滑介叔曰 ｢亡 予何惡! 生者 假借也 假之雅生生者
塵垢也 死生爲晝夜 且吾與子觀化而化及我,我又何惡焉!｣(莊子, ｢至樂｣)”
28) “昔者子呼我牛也而謂之牛 呼我馬也而謂之馬(莊子, ｢天道｣)”
29) “故嘗試\論之 自三代以下者 天下莫不以物易其性矣 小人則以身殉利 士則以身
殉名 大夫則以身殉家 聖人則以身殉天下 故此數子者 事業不同 名聲異號 其於傷
性以身為殉 一也. 臧與穀 二人相與牧羊而俱亡其羊 問臧奚事 則挾筴讀書 ; 問穀
奚事 則博塞以遊 二人者 事業不同 其於亡羊均也 伯夷死名於首陽之下 盜跖死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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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보았다. 이 때문에 인간을 구분 짓고
규정하는 일체의 행위는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것이며 결국 해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때 구속의 대상 가운데는 인간의 육체 또한 포함된다.
이런 태도에 대해 莊子는 王駘란 인물을 통해 비판한다. 王駘는 兀者30)
이지만 莊子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그려낸다. 그 이유는 그가
인간 본연을 자연스럽게 체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莊子가 바라본 인간
의 본연은 모든 구속으로 벗어난 자유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즐거움인 것
이다. 다음은 王駘에 대한 莊子의 평가이다.
(王駘)그런 사람은 제 육신을 한낱 거짓된 거처로 여기며, 귀와 눈을
하나의 치레로 생각한다. 지혜가 아는 바를 하나로 보아서 마음이 언제
나 죽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31)

莊子에게 있어 육체의 완벽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인간이 ‘審美的 境界에서 노닐 수(逍遙遊) 있느냐’
였다. 심미적 경계에서 노닐 수 있는 자는 자연과 合一(物化)된 존재이다.
그리고 자연과 合一된 존재는 주체와 자연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다.
결국 莊子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리고,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여, 마침내 예정된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느냐’이다. 여기에서 육체적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
으며 또 비난의 대상도 될 수도 없다. 장자의 이러한 사유는 장애인을
대하는 동양적 사유이며 또한 동양적 가치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莊
子에게 있어서 장애인은 정상과 장애라는 다름일 뿐 차별이 없다.
이상으로 동양사상(儒ㆍ佛ㆍ道)을 역사철학적으로 살펴본 결과 儒는
性善說을 바탕으로 仁과 德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一
元論的 自他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자신의 확장으로써의 타인관계-사회화

於東陵之上 二人者 所死不同 其於殘生傷性均也(莊子, ｢駢拇｣)”
30) 올자(兀者)는 죄를 지어 그 형벌로 발뒤꿈치가 잘린 사람을 일컫는다.
31) “直寓六骸,象耳目 一知之所知 而心未嘗死者乎!(莊子, ｢德充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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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과 조화).32) 그리고 佛과 道는 장애에 대해서 정상과 차별이 없
고 다만 다름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동양의 전통사회에서는 서양과 달
리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있었지만, 차별은 없었던 것이다.

5. 결론
21세기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인권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권개념이 생겨나기 이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지금
과 사뭇 달랐다. 서양철학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
이었는데 반해 동양은 신체적 장애를 큰 문제로 삼지 않았다. 이는 장애
인에 대한 동양의 표현인 篤疾ㆍ廢疾의 용어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篤疾ㆍ廢疾은 당시의 사람들이 장애를 질병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상적 차이의 원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사
회ㆍ문화ㆍ윤리ㆍ종교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플라톤의 이분법적 사유 이래 신체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장애=불완전)이 부단히 이어졌고 그 연장선에서 신체적 결함을 가
진 사람(장애인=죄의 징벌)은 부정되었다. 반면 보편적 도덕 감정의 발
현 유무를 통해 인간을 기준한 孔孟과 氣的인 世界觀과 함께, 신체적 결
함을 단순한 것으로 치부한 莊子에게 있어서 장애는 결코 인간을 구분하

32) “근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서양의 물질문명(과학만능주의) 일변도로 발
전하여 왔다. 그동안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휴머니즘 상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 과학과 철학의 ‘균형과 조화’를 동양(論語)(주동진, 「논어에서
살펴본 체육의 도｣,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16권, 2015. 133-165
면).”사상에서 찾는 것은 처음부터 동양의 공맹사상이 인간학이었기 때문이다.
공맹사상은 장애에 대한 직접적이 언급은 없지만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을 펼치는 사상적 근거로 공맹의
교훈, 즉 「논어｣와 「맹자｣라는 고전은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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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즉 신체의 외형으로 인간을 옳고 그름을 판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록 누군가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 도덕 감정을 가지고 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며, 그 속에서 審美的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된다. 仁과 性善說을 가
진 도덕적 인간,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노닐 수 있는 逍遙적 인간, 이
것이 고대 동양에서 추구했던 인간상이다. 따라서 고대 동양사회가 장애
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사회
활동에 참여토록 한 것은 동양사상의 당연한 歸結點이다. 이는 불완전
(장애=죄의 징벌 모습)은 분리=차별의 대상이라고 여긴 서양의 장애인관
과는 다른 동양의 思惟이다. 동양에서는 완전체(君子)를 향한 불완전(障
碍)의 修養 그리고 그대로의 즐거움(逍遙遊)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
스러운 일이며 완전(정상)과 불완전(장애)에 대한 차별과 분리는 없고 함
께 어울림(공동의 사회구성원)이 당연한 것이다.
“다름과 차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그것과 같다. 그렇다고 장애와 비장
애인에 대한 인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
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 하며,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33)
동ㆍ서양의 장애인관을 역사철학적으로 살펴본 바, 동양의 장애인관은
서양과 달리 정상인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보았으며, 장애인을 차별
(분리)하지 않았고 멸시(죄의 징벌에 의한 신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다. 장애인도 그 자체로 인간답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을 추구했다. 즉 동양의 장애인관은 서양의 그것과 달리 비장애
인과 비교하여 ‘잘못된 것’ 혹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고 ‘차
이’는 인정하였지만 ‘차별’은 두지 않았다.

33) 주동진, 심태영, 박기용, ｢대한장애인궁도협회 발전방안: 경기와 협회 운영에
대한 시론(試論)적 접근｣, 한국특수체육학회 23권 3호, 201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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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astern and
Western Viewpoi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es
Joo, Dong-jin⋅Uhm, Jin-sung

This study relates to the Viewpoi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compared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pirit of the East and
the West for the disabled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root. The
ancient philosopher Plato in the West shared the human body in
a healthy body and an unhealthy body. And he saw a man in
functional terms. But the ancient philosophers, namely Confucius
and Mencius argued a Love for Humans. Love for Humans is
Humanity and Justice(仁義禮智信: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and sincerity). East and West in the Middle
Ages, also recognized for the disabled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philosophy of the West saw the disabled as a result of
sin. But Eastern is still emphasized their love for humans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of Confucius and Mencius.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Disabled recognition of the
East and the West is different. Eastern philosophy was considered
a disability in the same society. and Eastern philosophy di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disabled. Disabled in Oriental philosophy
was not the subject of contempt. Ra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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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subject of protection. Disability is not a 'wrong' or 'wrong
thing'. Disabled is just a little different.

Key words: the disabled, Plato, Confucius and Mencius, Lao-tzu, the
Bible, dissimilarity and being wrong, 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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