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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공/사/공공 개념을 개관해 본다. 다음으로 교토포럼의 문제의식
과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확인되고 공유된 “공공하는 철학”의 이념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공공의 개념과 특색, 그리고 그 바탕을 이르는
“”의 사상・철학, 그리고 한국 신종교의 후천개벽 사상과 그 공공적
의의를 살펴본다.
서구 공공성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도시국가의 모습이 원형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는 고대만이 아니라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다양한 “공”(또
는 공공)과 “사”의 개념들이 중첩되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동양을 보면 중국의 “공”과 “사”는 지배자(공)와 그에 속하는 농민
(사)의 관계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뒤에 공/사가 각각 “공평・공정”과
“사곡(私曲)・사사(私邪)”라는 윤리적/비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공”은 천(天)의 개념과 결부되면서 백성은 하늘이 낳은 것이라는 시
각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공”이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정권・지배자는
“사”가 되는 역동성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도(道)・자연(自然)의 작용이
“공” 개념과 결부되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공”이고 어긋나는 것이
“사”라는 관념도 생겼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찍이 전한(前漢) 때 사기
에서 “공”과 “사”와 다른 “공공”의 개념도 나타났다는 점은 중요하다.
한편 일본의 “오오야케(公)”와 “와타쿠시(私)”는 오오야케 안에 와타
쿠시가 내포되고, 그 와타구시도 그 안에 있는 작은 와타쿠시에서 보면
“오오야카”가 되는 상대적이고 연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믐”(공)과 “하쓰”(사)의 개념을 두 축으로 삼는 이슬람의 공/사 개
념에서 국가・정부의 역할은 부수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꾸
란, 샤리아를 축으로 하는 이슬람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기본이 된다.
김태창 전 공공철학공동연구소 교토포럼 소장은 “공”과 “사”의 2원론
이 결국 “멸사봉공”이냐 “멸공봉사”이냐 라는 비생산적인 대립 구도에
빠지고 만다고 지적하면서 “공”과 “사”와 그 양자 사이를 매개하는 “공
공”의 3원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상 “공공(公共)”의 초출
이기도 한 사기 열전 중의 장석지와 황제의 대화에 착안하고 서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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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다른 “공공하다”라는 동사적 공공 개념을 도출했다. 장석지와
황제의 대화는 바로 “공공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인 “대화(對話)・공동
(共働)・개신(開新)”이 드러나고 있는 원형인 것이다.
교토포럼에서는 2008년경부터 “한국적 공공성”을 해명하는 데에 주
력했다. 그 결과 조선의 왕과 선비들은 실제로 군신 또는 군민(君民) 대
화에 노력했고 권력자에 의한 자원・부의 독점에 반대하고 학문적 대화
를 통해 더불어 새로운 차원을 여는(즉 공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근대 한국의 여러 신종교들은 후천개벽사상을 내세우면서 후천시대
의 이상세계를 제시했다. 그들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의 강조하면서도
인간지상주의・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생태・환경・사물도 함께 존중하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시키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
다. 또 타종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회통하려 했다.
김태창은 한국적 공공성의 밑바탕에는 “”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함석헌도 “은 우리 정신생활의 등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 순
수 한국어로 하나, 한걸음, 한 방울, 한뜻, 한 구석 등 다양한 의미로 사
용되는 낱말이다. 그런데 김태창은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에 “”적 영성
이 깃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내면에도 있지만 자기와
타자, 나아가서는 삼라만상 사이에서 그 전체를 크게, 대충대충 하나로
감싸는 우주적 영성 또는 생명력인 것이다.

주제어
공(公), 사(私), 공공(公共), 공공하는 철학, , 후천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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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989년에 결성된 이래로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공공철학공동연구

フォーラム; 이하 교토포럼)은 김태

소 교토포럼(公共哲學共働硏究所京都

창(金泰昌) 소장(당시)의 주재(主宰)로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사상,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환경, 장래세대, 종교, 문학, 예술, 여성,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일본 내외의 석학들과 전문가・실천
자(實踐者)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본적으로 3일 동안 발제(發題)와 토
론을 진행하는 대화를 무려 20 여 년간 거듭해 왔다. 그리고 그 논의의
내용은 뒤에 문서화되고 도쿄대학출판회(東京大學出版會)에서 공공철학
(公共哲學) 총 20권으로 간행됨으로써 사회에도 널리 공개되었다.
또 교토포럼에서는 서양의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의 연구・소
개・보급에 머물지 않고 중국・일본・이슬람 등에서의 공・사・공공 관
념까지도 검토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적 공공성에 대해서
도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을 했다.
본고에서는 주로 교토포럼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서양과
동양(중국・일본・이슬람)의 공・사・공공 관념을 개관하고, 이어서 교토
포럼이 도달한 “공공하는 철학”의 이념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
국적 공공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서양의 공・사・공공
1) 고대
서양의 “공공”의 원형은 고대 희랍・로마의 도시국가(희랍어: 폴리스
polis, 라틴어: 키위타스civitas)에 있다. 후쿠다 간이치(福田歡一)에 의하
면 고대 그리스 혹은 제정(帝政) 이전의 로마는 유럽문화권에서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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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하나의 카논(희/라: canon; 표준, 기준)이 되고 서양이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미래를 모색하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대저 “공(公)”(및 공공公共)에 해당되는 퍼블릭(public)과 “사(私)”에 해
당되는 프라이베트(private)의 개념 자체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하는 개
념이다. 따라서 공과 사, 그리고 공공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피해 넘어갈 수 없다.1) 예를 들면 오늘날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의 Republic, 불어의 République, 독일어의
Republik 등의 어원은 라틴어의 “레스 푸브리카(res publica)”인데 그
어원은 바로 “공공의(publica) 것(-res)”이다. 나라(공화국) 자체가 바로
공공의 것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public의 어원인 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는 “공개성”
즉 “공중의 눈에 뛰다”, “중인감시 속으로”, “자유민에게 심사를 받는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 publico”라고 하면 야외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private, privacy의 어원인
“프리와투스(privatus)”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에 의하면 퍼블릭(푸불리쿠스)과 프라이베트(프
리와투스)는 과연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널리 사람들에 관한 것과 그
렇지 않는 것으로 관념상의 영역성(領域性)을 가지고 있지만 동양 한자
문화권의 “공(公)”과 “사(私)”의 관계성과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다. 프라이케트한 것은 퍼블릭의 일부로 그것에 포섭되어 있지 않다. 오
히려 그것에 포섭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프라이베트는 결코 퍼블릭과
상반・적대・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내면의 믿음과 같이
프라이베트 중의 프라이베트한 것이 더욱 귀중할 수 있는 것이다.2)
폴리스 또는 키위타스는 원래 여러 개 마을이 합친 정도로 구성원들
도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작은 공동체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의

1) 福田歡一, ｢西歐思想史における公と私｣, 公共哲學１ 公と私の思想史 p. 1 참
조.
2) 渡邊浩, ｢「おほやけ」「わたくし」の語義―「公」「私」, “Public” “Private”
との比較において｣, 公共哲學１ 公と私の思想史 p. 146-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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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공동체라는 점이 특징이고3) 또 시민
스스로도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왕 또는 참주(僭主)가 나와서
지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시민 또는 자유민(自由民; 희:
polites, 라: cives)이 도시국가 경영의 주체가 되었다. 그들은 전쟁이 일
어나면 자기 재산으로 무장을 갖추고 출정(出征)하는 의무와 더불어 나
라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리스 도시국가는 마케도니아의 정복 이후 여러 개의 헬레니
즘 왕국으로 변모했고 공화제 로마는 영토 팽창과 더불어 제국(帝國,
Imperium)으로 바뀌었지만 도시국가 시대의 국가・공동체 관념과 공공
성 개념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2) 중세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시대가 중세로 넘어가면서 고대국가가 담당하
던 공공성을 기독교회(로마가톨릭교회)가 인계하게 되었다. 고대 희랍에
서 시민들이 소집되어서 중요한 정치문제를 논의한 민회(民會)를 의미하
던 “에끌레시아(ecclecia)”라는 말이 기독교회를 의미하게 되고, 로마교
회가 “에끌레시아 카톨리카(Ecclecia Catholica)” 즉 보편적인 교회, 공
동(公同)의 교회로 자칭하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겔만 각 부족들이 서유럽 땅에 할거하면서 이른바 봉건제(封建制,
feudalism)가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가장 밑바탕의 농노(農
奴)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영유권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계
약을 맺고 강력한 세력이 약소한 세력을 보호해주는 대신 작은 세력이
큰 세력에게 봉사하는 관계가 중첩(重疊)되는 사회질서이다.
고대에서는 사람이 직접 사람을 지배하는 속인지배(屬人支配)가 기본
이었지만 중세에는 어느 땅의 영유권을 가지는 것이 곧 거기서 사는 백
3) 福田歡一, ｢西歐思想史における公と私｣, 公共哲學１ 公と私の思想史 p. 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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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지역적・영토적인 지배 원리는
근대국가에까지 이어지는 중세의 중요한 유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원리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왕(國王)부터 대공(大
公), 공작(公爵),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기사(騎
士)에 이르기까지 영주의 격이 정해졌다.
하지만 어떤 영주의 소유지에는 그보다 상위의 영주라도 함부로 들어
갈 수 없었다. 따라서 국왕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영민(領民)이 아니라 신
종(臣從)하는 영주의 백성부터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없었다. 만약 전비
(戰費)를 국왕 자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하의 영주들한테
요청해서 오늘날 기부금을 모으는 식으로 돈을 모여야만 했다.
봉건영주의 우두머리로서의 국왕은 중세세계의 공공성의 담지자로서
의 교회를 다른 세력의 침해로부터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 공공
성을 인정받았다. (소위 “칼의 공공성”) 그것을 통해 국왕은 봉건제 질서
를 하나의 법질서로 정착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맡았다. 국왕의 존재 자
체가 가시적(可視的)인 질서의 상징이 된 한편, 국왕 스스로 그 질서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법학의 역사에서 보면 거기서 저항권의 개념이 도
출되기도 했다.
때로는 국왕의 대권이 미치는 범위와 기타 봉건영주의 특권 등이 문
서화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
이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 1215년)이다.
대헌장에 의해 신분제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국왕은 자기 직할령 이외
에서도 징세가 가능해진 한편, 귀족의 의화와 더불어 서민원(또는 하원,
House of Commons)이 만들어지고 평민(commons)에게도 정치적 참여
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의회가 생겨나면서 “대표”의 관념도 등장했다.
국왕, 귀족부터 평민 대표에 이르는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승인
한 것은 나라 전체가 승인했다는 말이 되고 의회가 필연적으로 공론을
구성하고 표명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중세 말기에 이르러 종교전쟁으로 인해 중소 영주・제후들이
몰락한 한편 각국의 국왕들은 점차 절대왕정을 확립했다. 그들은 상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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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료제를 정비하고 국왕의 주권(主權) 즉 신분제 의회나 봉건법(封建
法)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와 같
은 국왕에의 권력 집중을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과 “공공의 복지(salus
publica)”의 개념으로 정당화시켰다.
국가・영토는 결국 봉건영주로서의 국왕의 개인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면할 수 없었지만 프랑스 왕국의 재상・추기경인 리슐리외(A. J. du
Plessis de Richelieu) 와 같은 일부의 절대주의 정치가・사상가는 정부
의 국고(國庫)와 왕실의 시유재산인 궁정비(宮廷費)를 명확히 분리하고자
했다. 그들은 국고에서 사적 재산적인 성격을 불식시킴으로써 국가를 완
전히 공적(公的)인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3) 근대
중세 말기부터 인쇄술의 발달에 의한 책의 보급, 신문의 발간, 그리고
신흥 시민계층의 성장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층이 등장했다. 그들이
만든 독서 사롱이나 학자들의 아카데미(학회), 유력자・명사의 클럽이 국
가나 교회와 독립된 새로운 공공권(公共圈)을 형성했다. 오늘날 지금도
독서 인구, 독서계, 또는 낭독회를 가리켜 “리딩 퍼블릭(reading
public)”으로 부르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모인 신흥 지식층은 키위타스/키비타스(civitas), 레스 푸브리
카(res publica)와 같은 고대 그리스・로마 유래의 개념들을 환골탈태함
으로써 절대왕정의 이념을 해체시키고 시민혁명의 이론적 기초를 닦았
다.
그들의 공공 개념은 비록 고대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된 것이지만
사실 그것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었다.
우선 고대 도시국가에 있어서 “시민”(희: 포리테스polites, 라: 키웨스
cives)이란 노예제를 전제로 한 자유민이었다. 남에게 종속되지 않는 것
은 물론, 전시(戰時)에는 자기 부담으로 무장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을 의무이자 명예로 여겼다. 남성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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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치는 대가로 광장(희: 아고라agola, 라: 포룸forum)에서 열린 정치적인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고 여성, 노인, 노예, 외국인 등은 그런 의무가 없는 대신 정
치적 결정권도 없었고 법적인 권리도 많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개인이라는 관념이 아예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 “아테네 사람이 아테네를 위해 있는 것이지 아테네가 아테네 사람
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졌듯이 도시국가 공동체 그 자체가
수호신(예를 들면 아테나이의 아테나 여신)의 비호를 받은 어떤 정치
적・사회적인 실체・주체로 간주되었다. 희랍어로 포리테스(polites), 라
틴어로 키웨스(cives)로 불린 시민들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를 위해
죽는, 말하자면 도시의 부속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에 대해 근대에서는 개인이 실체・주체가 되고, 그러한 개개인이 서
로 공존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만들어 낸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
는 것은 기본적인권의 개념으로 국가는 그 권리・생명・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근대적 시민이 확립된 시기에는 아직 세계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나
그것도 점차 폐지되어갔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진전으로 지금은 거의 모
든 나라가 부인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시민적 권리를 추구하는 데서 시작한 페
미니즘은 “사적” 영역으로 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져 온 가정 내의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적/공적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8세기 신대륙에서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미합중국이 독립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들어 있는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라는 구절
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이 추상화되고 정치사회의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4)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으로 봉건적인
소유권(영유권)이 철저히 부정되었으나 혁명 후의 혼란기에 실권을 창악
4) 福田歡一, ｢西歐思想史における公と私｣, 公共哲學１ 公と私の思想史(도쿄: 東
京大學出版會, 200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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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이 1804년에 제정한 프랑스민법전에
서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치안・국
방・사법・공공사업이 “공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징세와 징병, 그리고
국민군에 의해 그 수요를 충당하도록 했다.
이것에 의해 이른바 “워로부터의 공공성”은 공법(公法)의 체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법정은 “법 앞의 만민의 평등”, “국가의 세속성(비종교
성)”, “신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이른바 “근대적”인 가치관
을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규범으로 만든 것으로 수많은 나라의 법률에
영향을 미쳤다.
또 프랑스는 이미 절대왕정 때부터 법체계와 관료제가 잘 정비되었던
덕분에 19-20세기의 100여 년 동안에 공화제, 왕정복고, 제제(帝制), 파
리 코뮌 등 일곱 번 정체(政體)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속에서도
질서(l'ordre)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서구의 공공성에는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
에 이르는 역사가 중첩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보통선거가 실현되고
선거권이 점점 확대되면서 야심찬 정치가가 시민적 권리와 이익의 보장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국가주의, 애국심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고 민심을
동원・선동하는 것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이 공권력을 독차지하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짓밟는 전체주의
에로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고 맹목적인 자유와 권리의 추구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노동자와 자본가・경영자와 같이 권리
와 권리의 충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바
람직한 공공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을 등
장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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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양의 공・사・공공
1) 중국
(1) 중국의 “공(公)”과 “사(私)”
후한(後漢) 시대의 허신(許愼)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공(公)”은
“평분(平分)” 즉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편의 “사(私)와 위배하는 것이 공(公)”이라고 하는 해석을 채
용했다. 그리고 허신은 사(私)자를 “간사(奸邪)함”이라고 풀이했다. 다시
한비자를 보면 “ム”가 사사 사(私)의 원자(原字)로 모두의 것, 공동체
의 것을 독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공사 이해이다.
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에 의하면 갑골문이나 금석문에서 “公”자는
“厶”가 “ㅁ”로 되어 있고, “八”의 부분은 원래 “ㅁ” 위에 두 직선(||)을
쓴 모양이었다고 한다. “厶(ㅁ)”는 궁실(宮室)을 나타내고 “八(||)”은 궁
실 앞마당[廷前]의 좌우에 세운 장벽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公)자 전체는 좌우에 장벽을 세워놓고 의례를 거행하는 신성한 궁실
앞마당[齋庭]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로 원래 “공궁(公宮)”을 의미했다
고 한다. 은(殷)나라 도읍지인 천읍상(天邑商)에도 공궁(公宮)이 있었는데
이 공궁은 지배자인 족장영주(族長領主)의 씨족의 묘소이다.
공궁에서 의례를 거행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 거기에 모셔질 사람이기
도 했다. 그래서 그러한 신분의 사람도 역시 “공”이라고 불렸다. 또 공
궁의 제사는 씨족 공동체 전체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이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는 사물의 의미도 파생되었다.
또 시라카외에 의하면 “私”자의 “禾”는 경작하는 것, “厶”는 보습[耜]
을 본뜬 것으로 “사(私)”자 전체는 보습을 잡고 밭을 가는 사람, 예농적
(隸農的) 신분의 경작자, 족장영주・귀족인 “공”에 사속(私屬)하는 농민
을 가리켰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에게 소유되는 노비・농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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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바로 “사”의 원형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과 “사”는 본래 씨족공동체 안의 지배관계・사회관계
를 나타내던 말이었으나 “공”이 관부(官府)의 의미도 가지게 되면서 관
(官)과 민(民)의 정치관계도 또한 “공”과 “사”로 표현되게 되었다.
시라카와는 공의(公義)・공정(公正)이라는 말도 원래 지배자의 논리였
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마치 원래 정복(征服)의 의미였던 “정(正)”자가
중정(中正)・정의(正義)의 뜻으로 쓰이게 된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
다. 후세의 “사”에는 사곡(私曲)・사절(私竊)과 같은 부도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옛날의 “공”과 “사”는 단순히 지배관계를 나타낸 말
에 지나지 않았고 바르고 그름(正邪)의 뜻은 없었다고 말한다.5)
한편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는 전국시대에 “공” 개념이 “천(天)”의
관념과 결부되면서 공평・공정과 같은 윤리적인 의미를 띄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자(老子), 장자(莊子)와 같은 전국시대 도가 문헌
을 보면 천(天)・도(道)・자연(自然)이 치우침이 없음을 공(公)자로 표현
한 사례가 많다. 즉 치우침이나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의 성격이 “공(公)”
이라고 규정된 것이다.
또“하늘의 공”은 다시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적 측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옛날부터 하늘이 백성을 낳았
다는 천생증민(天生蒸民)6) 사상이 있었다. 백성은 국가・조정이나 지배
자가 아니라 하늘・천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평천하
(平天下)”의 “평”은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평온함만이 아니라 사람들
이 두루 공평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실현이라는 윤리적인 함의가 있다.
또한 어느 왕조가 폭정을 자행하다가 민심을 잃게 된 경우 “하늘・천
하=공”의 시각에서 그 왕조・정권・정부가 오히려 이기적이고 전사적(專
私的)인 “일성일가(一姓一家)의 사(私)”가 된다. 심지어는 역성혁명(易姓
革命)으로 뒤집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치적인 공/사 개념은 그
5) 白川靜, 字統 ｢公｣ ｢私｣, p.285-286, 365 참조
6) 詩經 大雅・蕩之什 ｢蒸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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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잘잘못에 따라 공과 사의 관계가 역전되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때 사(私)는 사전(私田)・사가(私家)와
같이 “공” 영역 속에서 허용되는 면과, 편사(偏私)・자사(自私)・사곡(私
曲)・사사(私邪)와 같이 “공”과 상반되는 부도덕・반윤리로 부정되는 면
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과 “사”에 도덕적으로 대립하는 의미가 있는 것
은 서양의 퍼블릭(public)과 프라이배트(private) 개념과 아주 대조적인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측면에서 보면 장자(莊子) ｢응제왕(應帝王)｣의
“만물의 자연을 따라서 사(私)를 용납하지 않으면 천하가 다스려진다7)”
고 말한 것처럼 먼저 도가 사상가에 의해 “공”은 “도(道)”・“자연(自然
)”・“본성(本性)” 등의 개념과도 관련지어졌다.
이에 대해 3세기의 철학자・현학자(玄學者)인 곽상(郭象)은 “본성에게
맡기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공(公)이요, 그것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私)다. 사를 허용하면 과연 생생함에 부족하니 공을 따라
야 생생이 온전히 이루어진다8)”라고 주를 달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 또는 “본성”은 전국 말기 도가 집단에서 우주
만물의 존재 양태・근거를 나타낸 개념으로 등장하고 위진(魏晉) 시대에
이르러 널리 쓰이게 된 계념이다.
곽상은 지도(至道)・지무(至無)와 같은 초월적인 실체개념을 생각하는
종래의 해석에 반대하고 사물 자체의 내부에 그것의 존재근거를 찾았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는 만물의 자연・본성에 대해 작위적인 것이
개재・개입・간섭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은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 그
자체 혹은 그것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의 원초적인 의미를 대략 정리해 보도록 하자.

7) 莊子 ｢應帝王｣: 順物自然而無容私焉, 而天下治矣.
8) 莊子 ｢應帝王｣ 郭象 注: 任性自生, 公也. 心欲益之, 私也. 容私果不足以生生,
而順公乃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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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배자(족장영주・귀족) 혹은 그와 관련된 것
ㄴ) 씨족공동체 또는 공동체 전체의 소유와 관련된 것
ㄷ) 치우침이 없고 바르다는 윤리적인 의미(공평公平・공정公正 등)
ㄹ) 자연・본성의 작용 또는 그것에 그대로 맡기는 것.

한편 “사(私)”의 의미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공(公; 족장영주・귀족)”에 예속・사속하는 백성, 혹은 그들에
게만 관련된 것
ㄴ’) 공동체 안에서 개인・집이 각자 소유하는 것(사전私田・사가私
家 등)
ㄷ’) 치우치고 그르다는 뜻, 비윤리적・반윤리적인 것, 또는 공동체
모두의 것 또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사사私邪・사
특私慝・사곡私曲 등)
ㄹ’) 자연 혹은 본성에게 그대로 맡기거나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
려 하거나 자기 마음으로 그것에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는 마음

송대(宋代)의 성리학자들은 위와 같은 역사를 지닌 공과 사의 개념을
이기이원론(理氣二元論)에 의해 체계화시켰다. 특히 남송(南宋)의 주자
(朱子)는 “공”을 이(理)・천리(天理)와, “사”를 인욕(人欲)과 결부시켜서
“천리의 공”(天理之公)과 “인욕의 사”(人欲之私)라는 2항 대립적 개념을
성립시켰다.
인의예지(仁義禮智)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천리, 윤리적인 감정은 우주
자연의 조리가 사람에게 발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우주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 “공”이다. 또 사람은 우주자
연의 이치 속에서 비로소 본성의 자연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으
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본성(본연지성本然之性)에 따
르는 것이 또한 “공”이 된다. 이에 대해 자기의 혼탁한 기질(氣質)에 흐
려져서 우주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익・쾌
락・명예 등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곧 “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면 16-17세기 명말청초(明末淸初) 시기의 중국에서 이와 같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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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자연의 관념이 수정을 겪었다. 양명학 좌파의 이지(李贄)를 비롯하
여 양명 우파에 속하는 황종희(黃宗羲), 주자학자의 고염무(顧炎武) 등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사(自私)・이기(利己)의 마음을 인간적 자연으로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리적 본성뿐만 아니라 소유욕, 생존욕구까지 본성적 자연 속
에 포용시킨 것이다. 그들은 전제권력(專制權力)이 극도에 달한 명나라
황제들과 “존천리 알인욕(存天理遏人慾)”을 외치면서 인욕・사욕을 부인
하고 억누르는 속된 유학자들에 대해 백성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해
놓고 스스로는 백성들로부터 수탈하고 착취하는 지배층의 기만과 위선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배층들의 “대사(大私)”를 비판하고 일반 백성 개개인
이 가진 욕심을 긍정・인정해주고 그것을 조화롭게 성취시키는 것이
“공”이요 위정자의 의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사”를 부정적으로
만 보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사”의 긍정을 통한 새로운 “공”
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公共)”의 개념
한자문화권에서 “공공(公共)”이라는 단어는 문헌상 기원전 90년 경
전한(前漢)의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 권102 ｢장석지 풍당 열
전(張釋之馮唐列傳)｣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장석지(張釋之)가 정위(廷尉)라는 사법장관급의 벼슬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황제(한나라 문제文帝)가 행차하다가 어느 다리를 건넜을 때 갑
자기 한 남자가 다리 맡에서 뛰어나와 황제의 마차를 끌던 말을 놀라게
했다. 황제는 즉각 호위 기병을 시켜서 남자를 제포하고 장석지로 하여
금 심문케 했다.
남자는 황제의 행차가 두려워서 다리 밑에서 숨었는데 한참 지나서
이미 가버린 줄로만 알고 뛰어 올랐더니 마침 마차가 왔을 뿐, 전혀 나
쁜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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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지는 그의 말에 거짓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법에 따라 약간
의 벌금만 부과하고 풀어 주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다행히 나의 말이 착했으니까 별 탈이 없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더
라면 내가 마차에서 떨어지고 크게 다칠 뻔했잖소! 그런데 너는 그놈을
그 정도로 용서해주었단 말인가? 도대체 말이 되느냐?”
라고 크게 화를 냈다.
이에 대해 장석지는 “법이라는 것은 天子所與天下公共也. 지금 법의
규정보다 무겁게 다스린다면 법을 백성이 믿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라고
황제를 타일렀다. 황제는 한참 생각한 뒤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했다.
김태창은 이 구절에 주목하고 이 일화 전체가 동양적 공공의 진면목
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종래 중국・한
국・일본을 통틀어서 “天子所與天下公共也”에 대해 법이 곧 “천자와 천
하 만민의 공공의 것” 또는 “천자와 천하가 더불어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정도로 해석・번역되어 왔다.
진(秦)나라 때까지만 해도 법가적(法家的)인 사고방식이 일반적이고
법이라는 것은 임금이 창악하고 결코 남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는 상과
벌의 두 자루,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는 지배의 도구로 여겨져 왔다. 그
러나 장석지는 이와 같은 법 개념에 반대하고 법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김태창은 그것만으로 끝나면 “공공”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고, 또 학문의 독법으로도 정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공공”을 “공공公共하다”라는 동사로 보고 與天下公共는 “천자가 천
하 만민과 더불어 공공公共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일화 전체가 서양적 공공=퍼블릭과 다른 동양적 공공을 나
타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한다.9) (이에 대해서는 제4장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아쉽게도 사마천 이후 “공공”이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없었지만
송～명대 신유학(新儒學; 성리학과 양명학)에서는 다시 약간 중요한 의
9) 金泰昌 편, ｢公共哲學を語りあう 中國との對話・共働・開新｣ p.56-57, 24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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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었다. 주자는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에서 “천하공공(天下公
共)”과 “중인공공(衆人公共)”을 논의했다. 이 주자의 “공공” 개념은 성리
학 또는 주자학의 주변국에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일본 등지에도 전해
졌다. 또 왕양명도 “천하공공지학(天下公共之學)”은 공자든 누구든 사사
로이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王陽明全集別卷)
현대 중국어의 “공공(公共, gōnggòng)”은 “public”의 번역어도 있으
나 정치・행정 차원에서는 정부가 인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의
미로 쓰이고, 민간에서는 주민 서비스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
게끔 제공되는 것” “배타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는 것, 즉 누구나 사
용하는 것을 저지되지 않는 것” 정도의 뜻, “공용・공유・공개”의 의미
로 자주 쓰이고 있다.
2000년 전후의 중국에서는 국가나 공산당에서 독립적인 “공공성”이
거론된 바 있었다. 2002년에는 상해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에서
“공공성과 지식인”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발표논문이 공공성
과 공공지식분자(公共性與公共知識分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그 후 한때 공공적 지식인(公共知識分子)라는 개념이 인터넷 등에서 비
판을 받고 모습을 감춘 시기가 있었으나10) 최근에 와서 다시 공공(철학)
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고 관련 서적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2) 일본
(1) “오오야케(公)”와 “와타쿠시(私)”
일본어에서는 한문의 “公”을 “오오야케 (おおやけ, <옛말>おほやけ)”,
“私”를 “와타쿠시(わたくし)”로 읽는다. (公共에 대응하는 일본 고유어는
없다) 오오야케는 원래 오오(큰) 야케(집) 즉 “큰 집”에서 유래하는 말로
역사적으로 천황・조정, 또는 국가・정부・권력자의 의미로 쓰여 왔다.
에도시대에는 막부가 “코우기”(公儀), “오오야케”라고 불렸다.
10) 金泰昌 편, ｢公共哲學を語りあう 中國との對話・共働・開新｣ p.236-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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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어에서 “오오야케”는 명사로는 “국가・천황・지배자・통치
자・관료・공무원・정부・관공청・공동체”를 의미하고 동사・부사로는
“공개하다・공개된”이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 명사의 와타쿠시는 “나, 저(1인칭)”, “개인적인 것”, “집안의 일”
등의 의미가 있으나 한자의 “私”와 달리 사곡(私曲)・편사(偏私)의 사
(私)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 하지만 “와타쿠시스루(わたくし
する)”라는 동사가 되면 “사물화하다”, “독차지하다”, “횡령하다”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
“오오야케”는 지배자와 그에 관한 것,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는 한자의
“공(公)”의 원초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과 달리 “오오야
케”는 공평・공정 등의 윤리적인 함의와 하늘과의 연관성도 없고, 따라
서 하늘의 시각에서 백성이 공(公)이 되고 지배자가 사(私)가 되는 역동
성도 없다.
또 오오야케/와타쿠시는 “위/아래”, “바깥/안”, “겉/속”과 관련되는 상
대적인 사회관계・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오오야케와 와타쿠시
의 관계는 마치 마토료시카(러시아인형)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어느 조직과 그 안의 부서와 거기에 속하는 개인과 같이 “오오야케”는
그 안에 “와타쿠시”를 내포하고 있는데, “와타쿠시”도 그 안에 속하는
더 작은 “와타쿠시”에서 보면 “오오야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오오야
케” 안에 큰 “와타쿠시”가 있고, 큰 “와타쿠시”안에는 작은 “와타쿠시”
가 있다. 따라서 오오야케와 와타쿠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큰 조직이나 집단이 될수록 “와타쿠시”는 “오오야케”에 내
포되고, 그 “오오야케”는 더 큰 “오오야케”에 내포되는 연쇄적이고 중층
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쇄 고리 끝에
있는 가장 작은 “와타쿠시”가 바로 개인이다. 그래서 일본어의 1인칭인
“와타쿠시”는 것도 상대방을 “오오야케”로 높이는 겸양어(謙讓語)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오오야케와 와타쿠시는 상대적인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그
연쇄 고리의 어느 단계에든 간에 하위(와타쿠시)에 속하는 자가 상위(오
508

동서양 공공성 연구와 한국적 공공성 탐구(야규 마코토)

오야케)의 조직・개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호우코우(奉公)”이라고 부른
다. 에도시대에는 사무라이가 주군을 섬기는 것도 서민이 상가(商家)에
고용되는 것도 모두 호우코우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봉건적인 사회관계・고용관계를 의미하는 “호우코우”는 (비
유적인 의미를 재외하면) 오늘날 별로 쓰이는 일은 없지만 회사 등에서
고용되는 것을 일종의 “호우코우”로 보는 감각은 현대 일본사람 가운데
어서 여전히 남아 있고 고용관계를 개인과 조직의 대등한 계약관계고 보
는 사고방식은 아직 희박한 편이다.

(2) 일본에 있어서의 “공공(公共)”의 성립과 좌절
“오오야케”와 “와타쿠시”의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기본이 되는 일본사
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수평적인 인간관
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예(遊藝)・취미・오락의 세계에서는 오오야케/와
타쿠시의 상하관계를 떠나서 놀이・유희를 매개로 개인과 개인이 맺어지
는 일종의 수평적인 유대관계, 공공세계가 성립되고 있었다.
중세 일본에서는 산진(散人), 코우코(江湖)라는 말이 떠돌이, 유예인
(遊藝人)과 같은 노마도(nomad)적 존재를 가리켰다. 이 말은 선림(禪林)
에서는 세속의 권력・권세 혹은 가문의 세력에 의지하거나 얽매이지 않
는나는 의미에서 이상시(理想視)되고 출가자의 유대감에 기초한 승려들
의 정신적인 공동체를 함의하게 되었다.
근세(에도시대) 이후 “코우코”라는 말은 메이지시대에 이르기까지 정
치적인 입장이나 직업 등을 떠난 재야 문화인・지식인들의 문예(문화인)
공동체의 의미로 이어져 왔다.
또 17세기부터 19세기에서는 “공공(公共)”을 거론한 사상가들이 단속
적으로 나타났다. 교토포럼에서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이시다 바이
간(石田梅岩), 요코이 쇼난(橫井小楠), 아라이 오오수이(新井奧邃), 다나
카 쇼조(田中正造), 나카에 초민(中江兆民)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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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에도시대 말기의 무사・사상가・정치가인 요코이 쇼난은 에도시대 도
쿠가와 막부의 정치를 도쿠가와 장군가(將軍家)의 “사정(私政)”이라고 비
판하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公共)의 정치[政]”를 구상했다.
또 그는 “천지공공(天地公共)의 실리(實理)”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도쿠
가와 막부의 쇄국정책과 그것에 기초한 무분별한 외국 배척, 그리고 당
시 유행했던 맹목적인 양이론(攘夷論)을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우호적・평화적으로 개국을 요청해오는 유도(有道)한 나라와는 국교를
열고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무도(無道)한 나라와는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선택적 개국론을 주장했다.
이처럼 근세 일본에서는 “公=오오야케/私=와타쿠시”와 다른 공공의
사상이 싹트고 있었으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같은 사람은 “국가
의 공”과 “인민의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신권적
(神權的)인 천황제 절대주의를 확립하고자 한 메이지정부의 신도국교화
(神道國敎化)정책과 대교(大敎) 선포운동을 거쳐서 형성된 국가신도(國家
神道) 체제를 확립했다. 이와 같은 공사의 분리와 천황 및 국가의 신성
화와 더불어 멸사봉공(滅私奉公) 사상이 고취되고 일본의 자생적 공공의
싹은 매몰되고 말았다.

3) 이슬람
(1) “암므”(공)와 “하쓰”(사)
이슬람 세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알라(allāh; 하나님) 그리고 그 알라의 “타우히드(tawḥīd; 유일성)”
에 대한 믿음이 온갖 사상적 영위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슬람 사상의 저변에는 인간이 약하고 위태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오류와 방황에서 벗
어나 올바른 길에 돌아서기야 한다는 강렬한 원점 회귀에 대한 지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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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에 의하면 이슬람 또는 아랍어의 “공”과 “사”
는 “암므('āmm)”와 “하쓰(khāṣṣ)”이라는 한 쌍의 축 개념에서 도출된다.
“공중/일반/전체의”라는 의미를 지닌 암므에서 “공적인, 공공의”라는 의
미가 되는 “옴미”, “공공성”을 뜻하는 “옴미야”라는 개념이 파생된다.
한편 “특수한, 개별의”라는 뜻의 “하쓰”에서는 “사적인, 사인(私人)의”라
는 의미의 “후쓰쉬”와 “사적인 것, 사적 성격”을 의미하는 “후쓰쉬야”라
는 개념이 파생된다. 또 암므와 관련된 단어 “아믐마”는 영어의 코몬즈
(commons)와 비슷한 “공중, 대중”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하쓰와 관
련이 있는 “핫싸”라는 말는 “개인재산, 요인(要人)들, 개성”이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암므와 하쓰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이슬람 혹은
아랍어의 “공”과 “사”의 개념은 공동체 전체와 그 내부의 개체와의 관계
성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물론 아랍어에는 국가・정부와 개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공/사 개념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암므/하쓰”을 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개념에 대한 개입이자 교란(攪亂)으로 간주된다.11)
무슬림의 의무는 크게 신앙고백, 예배, 단식, 희사, 순례 등의 종교적
의무를 가리키는 “이바다트('ibādāt)”와 사회적 규범을 가리키는 “무아말
라트(mu'āamālat)”로 나누어진다. 다만 이 두 가지는 편의상 또는 개념
상 나눠질 뿐, 종교적 의무도 사회적 행위로써 수행되고, 사회적 의무도
알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적이고 서
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종교적인 것은 곧 사회적이고, 사회
적인 것은 곧 종교적인 것이다. 이슬람에 있어서 신앙과 행위는 나눌 수
없고 사회와 개인은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바다트와 무아
말라트는 하나의 의무의 두 가지 측면인 것이다.

(2) “움마”(이슬람공동체)
사회계약 면에서 보면 먼저 “움마(umma, 이슬람공동체)” 내부에서는
11) 板垣雄三, ｢イスラーム思想史における公と私｣, 公共哲學１ 公と私の思想史
p.97-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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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마(지도자성)”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의 이념에서 통치자는 이슬람
공동체의 합의 또는 선택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계약 면에서 보면 먼저 “움마(umma)” 즉 이슬람 공동체 내부에
서는 “이마마(지도자성)”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의 이념에서는 통치자는
이슬람 공동체의 “슐라(shūrā, 합의)” 또는 “이프티야르(선택)”에 의해
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이마마)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주 금
요일마다 거행되는 집단예배에서 재확인된다.
또 움마와 다른 종교 공동체인 “밀라(milla)”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
금과 안전보장의 다각적 계약인 “짐마(dhimma)”가 이루어진다. 이 다각
적 계약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다르 알 이슬람(dāl al-Islām)”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의 집”을 뜻하는
이 말은 이슬람세계를 가리킨다. 무슬림들은 이것이 인간 본성에 기차하
면서 다양한 개개인관 종교들이 뒤섞인 도시공간의 성립과 지속을 보장
한다고 생각해왔다.
다음으로 움마와 다른 종교 공동체인 “밀라(milla)”와의 관계에 있어
서는 세금과 안전보장의 다각적 계약인 “짐마(dhimma)”가 이루어진다.
이 다각적 계약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
역을 “다르 알 이슬람(dāl al-Islām)”이라고 부른다. 직역하면 “이슬람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이 말은 이슬람세계를 가리킨다. 무슬림들은 이것
이 인간 본성에 기차하면서 다양한 개개인관 종교들이 뒤섞인 도시공간
의 성립과 지속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알라의 계시이자 이슬람법의 법원(法源)인 꾸란(al-Qur'ān)과 무함마
드의 언행록인 하디스(ḥadīth)의 규범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에
대해 통치자・국가가 제정하는 법은 희랍어 “카논(kanōn)”에 유래하는
“카눈(kānūn)”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샤리아(Sharī'a)”
의 보완물(補完物)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슬람은 애초부터 도시의 종교인만큼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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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히스바(ḥisba): 권선징악을 의미하는 “히스바”는 주로 장사의 공
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시장감독관(市場監督官)으로 번
역되는 “무흐타시브(muḥtasib)”는 히스바의 담지자로서 도량형의 검사,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의 감시, 부정의 단속 등 정당한 거래를 위한 시
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도 무흐타시브의 제도
는 여전히 남아 있고 소련 붕괴 후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처럼 과거에 폐
지된 무흐타시브 제도가 다시 부활된 경우도 있다.
(ㄴ) 마스라하(maṣlaḥa): 이 말은 아랍어로 “이익”을 의미하는 말이지
만 이슬람법학에서는 특히 “공공의 이익”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이슬람 법학의 주요 개념으로 중요한 법학적
판단 근거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ㄷ) 와크프(waqf): 이 말은 아랍어로 “멈추다, 정지하다”를 뜻하고 이
슬람 법학에서는 소유권의 영구 정지(된 재산)를 의미한다. “기진지(寄進
地)”, “기증”, “신탁재단” 등으로 번역되는 와크프는 이슬람세계에 특징
적인 제도이다. 이것은 종교 활동・교육・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적 시설
물이나 재단 등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와크프 재산을 운영해서 올린 수
익을 영속적으로 충당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와크프에 지정된 재산
은 “알라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와크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징세는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개입・간섭도 할 수 없다12). 이슬람세계에서
는 여전히 모스크・병원・고아원・공공급수장・학교・학생 장학금 등의
유지관리를 와크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ㄹ) 기타 도시문제에 관한 해결책: 예나 지금이나 도시에서 공공공간
과 사적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한 문제이
다. 도시 설계와 이해관계자의 불일치, 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법학자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축적
해왔다.
12) 다만 근대 이전의 이슬람권에서는 와크프 제도를 악용해서 유력자가 자기 자신
또는 일족을 와크프 관리자에 지명하고 탈세를 시도하는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현대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와크프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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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마다 주요한 모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예배야말로 “암
마(서민)”의 공공성이 가장 드러나는 장소이다. 이슬람의 원칙으로는 지
배자의 정당성은 민중들의 합의와 신임을 필요로 했다. 금요일의 집단예
배에서 설교자가 지배자의 이름을 불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그
것이 확인되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일반 서민들과 섞어
서 예배의 줄에 설 일개 신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슬람세계에서는 위정자가 종종 재무・징세・경찰 등의 공무를 대리
인에게 청부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적 영역의 잠식과
사적 영역의 무질서한 확대, 부패와 착취, 폭력 등의 온상이 되었다. 이
로 인해 부정과 폭정이 자행되고 “울라마(이슬람법학자)”도 감히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지 못했을 때 도시의 “아이야르(깡패, 무뢰한, 협객)”, “하
르프쉬(고지)”들이 일어서서 권력자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들의 행동
이 부패하고 왜곡된 “샤리아”를 구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보완
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각 지역의 주요 모스크에서 거행되는 집단예배는
“암마(amma)” 즉 서민의 공공성이 가장 드러나는 자리이다.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도 그 자리에서는 단지 일개 신도로
서 일반 서민들과 함께 줄서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 통치의 정당성을 보증・인정받는 것도 바로 집단예배의 자리에서였
다.
그런데 이슬람세계에서는 위정자가 종종 재무・징세・경찰 등의 공무
를 대리인에게 청부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적 영역의
잠식과 공사혼동, 부패와 착취, 폭력 등의 온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가
꿈 부정과 폭정이 자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법
학자인 “울라마('ulamā)”가 그것에 대해 감히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지
못했을 때 마을의 “아이야르('ayyāl, 깡패, 무뢰한, 협객)”, “하르프쉬
(ḥarfūsh, 고지)”들이 일어서서 권력자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시민사회
의 변두리에 있던 그들의 행동이 부패하고 왜곡된 “샤리아”를 구출함으
로써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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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를 통해 열린 “공공하는 철학”의 이념
1) 공/사 2원론을 넘어서
교토포럼은 발족 이래 “공공”이라는 대목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종교, 환경, 성, 과학, 생명, 법률, 조직, 안보, 리더십, 인물, 세대
간 대화 등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쌓여 왔다. 그리고 그 활동
을 통해 “공”(公; 국가, 관료, 정부)과 “사”(私; 개인, 시민, 일반인)와 다
른 “공공(公共)”도 포함한 세 차원이 필요하고, 공과 사를 대립적으로 보
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맺고 잇고 살리는 상관연동(相關連動)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기존의 공사 담론이 “멸사봉공(滅私奉公)”이냐 그 안티테제로서의 “멸
공봉사(滅公奉私)”냐를 막론하고 결국 공/사의 2극 대립구도와 공을 중
심으로 해서 사를 그것과 관련시키는 문제의식・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영여 public의 번역어로써의 “공”
또는 “공공성”의 속성으로 상정된 “공평성”, “공정성”, “공개성”은 어디
까지나 공이 사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대도・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이 지니는 “권력성”, “방위성(防衛性)”, “폐쇄성”의 측면과 대
비시켜서 특히 강조되는 “공”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고 “공” “사”와 병
립되는 “공공”의 차원과는 다르다. “공공(하기)”는 어디까지나 “공”과
“사”와의 “사이”의 상호관계의 문제인 것이다.13)

2) “공공하는 철학”
김태창은 교토포럼의 철학이 서양의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과
다른 “공공(公共)하는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전술한 사마천의 
13) 金泰昌 편, 公共哲學を語りあう 中國との對話・共働・開新 p.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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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열전에서 서술된 장석지와 황제가 나눈 대화가 동양의 “공공하기”
그리고 “공공하는 철학”의 전형이자 원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장석지의 행위가 바로 “공공”하는 것의 전형이었고 그 행위야말
로 법을 법답게 하고 법이 제대로 법이 되지 않는 위기에서 법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석지의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행위는 어떤
남자와 황제 사이에 서서 양쪽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주장과 뜻을 충
분히 살펴 헤아림과 동시에 양쪽에게 공평・공정・공명한 사법판단을
실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다시 읽고 황제의 일방적인
독단・명령・집행은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켰고, 이와 동시에 황제와 민중 사이를 중개・매
개・공매(共媒)시키는 것을 통해 어느 쪽도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으면
서도 양쪽이 공인(共認)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의 길이 제시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가 황제를 향해 “공공”하기를 진언했다는 줄거리를 다시
장석지의 행위야말로 “공공하기”의 원형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퍼블릭
과는 유래가 다른 “공공(하다)”라는 개념을 안출(案出)한 것입니다.14)

우선 “공공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김태창은 그 구체적인 내용
이 대화(對話)・공동(共働)・개신(開新)이고 장석지와 황제의 대화 자체
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차원(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는 과실로
인해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된 불쌍한 남자의 생명을 구함)을 열게 되었
다는 줄거리 자체가 바로 동양적 공공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15) 말하자면 “공공하기”는 공과 사의 영역(혹은 공과
공, 사와 사) 사이를 매개하고 서로를 살리는 맺고 잇고 살리는 운동이
자 역동이다. 그럼 그 운동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김태창은 그것을 “공
공하는 철학”의 핵심을 “활사개공(活私開公)”, “공사공매(公私共媒)”,
“행복공창(幸福共創)”으로 정리한다.
14) 金泰昌 편, 公共哲學を語りあう 中國との對話・共働・開新 p. 27.
15) 金泰昌 편, 公共哲學を語りあう 中國との對話・共働・開新 p. 56-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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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철학”과 “공공하는 철학”의 차이점을 보면 전자는
(ㄱ)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론화시킨 철학
(ㄴ) 한 나라의 정치체제를 정당화・변호하는 철학
(ㄷ) 자기관리(통제)와 구조관리(통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철학
(ㄹ) 시민을 위하여/에 관하여/에 의한 철학
(ㅁ) 주로 정치체제의 문제를 논의하는 철학
(ㅂ) 전문가들끼리의 정책논쟁이 중심이 되는 철학
(ㅅ) 어느 학자가 혼자 생각하고 이론화하고 자타의 학설을 해석・정
리・비판하는 철학

이에 대해 “공공하는 철학”은 다음과 같다.
(ㄱ') 철학・이론 자체의 공공성을 다시 묻는 사고와 실천의 철학
(ㄴ') 글로벌(global, 지구적) 차원과 로컬(local, 지역적) 차원의 상호
관계에서 너셔널(national, 국가적) 차원 또는 기타 다양한 문제
를 재고(再考)하는 철학
(ㄷ') 매개가 없는 자기(사)와 닫힌 전체(공; 공동체)라는 이극 대립적
인 폐쇄상태를 그 중간에서의 발상과 역동으로 헤쳐 나가고 새
로운 지평을 찾고자 하는 철학
(ㄹ') “모두와 함께, 더불어”의 차원을 중시하는 철학
(ㅁ') 인간과 국가와 세계의 문제를 각각 사이에서 다시 묻는 데에 중
점을 두는 철학
(ㅂ') 전문가와 시민 사이에 활발한 토론을 촉발하고 정치철학을 비롯
하여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과 기술 분야의 참여・협동을
통해 인간과 사화와 자연의 상호 관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철학
(ㅅ') 학자나

시민들의

polyphonic),

다성(多聲,

다리(多理,

plurivocal),

polylogos),

다음(多音,

다분야(多分野,

multidisciplinary)의 공동참여, 공동창발의 철학16)

16) 佐々木毅, 金泰昌 편, 公共哲學10 21世紀公共哲學の地平 p. 4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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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하는 철학”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20여
년 동안 거듭해온 대화와 공동의 시도 자체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
에서 참여한 무려 2,000여 명에 달하는 학자・연구자・관료・언론인・
사회운동가・학생・경영자 등등의 대화와 공동을 통해 개척된 것이었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하는 철학” 자체가 끊임없는 “공공하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5. 한국적 공공성의 탐구
1) 교토포럼의 한국적 공공성 연구
교토포럼에서는 각 문화권・지역・국가에 있어서의 공공성에 대한 연
구발표와 토론을 거듭하는 한편, 한국의 사상・철학・문화・역사・종교
속의 공공성 탐구와 다문화 철학대화도 정력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 무렵부터 <실심실학(實心實學)>, <최한기(崔漢綺) 기학
(氣學)>, <한과 동학과 생명>, <개벽>, <선비와 사무라이>, <상생(相
生)>, <공복(共福)>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사상・철학을 집중적으로 다
루고 또 성학십도(聖學十圖),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학습
화도 개최했다.
2010-11년에는 교토포럼 기간지인 공공적양식인(公共的良識人)에
서 김태창과 야규 마코토의 공동 집필로 ｢국의 공공하는 인간｣을 연재했
다. 이것은 원효(元曉)・화담 서경덕(花潭徐敬德)・퇴계 이황(退溪李滉)・
율곡 이이(栗谷李珥)・남명 조식(南冥曺植)・하곡 정제두(霞谷鄭齊斗)・
다산 정약용(茶山丁若鏞)・혜강 최한기(惠岡崔漢綺)・수운 최제우(水雲崔
濟愚)・증산 강일순(甑山姜一淳)・정산 송규(鼎山宋奎)・다석 유영모(多
夕柳永模)・신천옹 함석헌(信天翁咸錫憲)의 총 13명을 공공하는 철학의
시각에서 다시 읽고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하는 인물・사상가로 일본 독

518

동서양 공공성 연구와 한국적 공공성 탐구(야규 마코토)

자들에게 소개했다.17) 이와 같은 연구와 토론의 결과 “공공(성/하기)”라
는 안목으로 한국의 역사와 사상・철학을 다시 봄으로써 “공공(하는)”
사상적 전통과 정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조선시대의 “공공”
조선왕조는 “공공하는” 나라였다. 한국 고전에서 “공공(公共)”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조선왕조실록만 보아도 무려 600여 건에 달한다. 이것
은 중국・일본의 한 역사서에서 겨우 수 십 것에 지나지 않는 것과 비교
하면 파격적인 숫자이다. 또 황제전제체제가 강하고 임금과 신하의 대화
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중국이나 무사계급의 지배가 무려 700년 지속
되면서 상의하달(上意下達)의 풍조가 강했던 일본과 비교해도 조선왕조
에는 임금과 신하의 대화・토론의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공공”의 내용도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이
것은 조선조의 건국이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조선왕조 건국 당시 정도전(鄭道傳)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임금이 신하에게 말해주기를 요구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린다면
벽이 허물어지고 가려짐이 제거될 것이다. 임금과 신하의 사정이 통하면
어찌 어진 이가 버려질 수 있겠으며 어찌 원통한 사람이 억울함을 못 풀
을 수 있겠는가?18)”라고 말하고 위민정치(爲民政治)를 신국가의 기본이
념으로 내세웠다.
세종대왕(世宗大王)에 이르러서는 정도전의 “위민”을 “여민공락(與民
共樂)” 즉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말로 바꾸었다. 그뿐만 아니라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 28자를 제정했다. 물론 예외는 있었으나
역대 임금들은 경연(經筵) 자리에서 신하들과 토론하고, 또 행차 길목에
17) 이 내용은 한국에서 먼저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들려준 한삶과 한마음과 한얼
의 공공철학 이야기(김태창 구술, 야규 마코토 기록, 정지욱 옮김, 모시는사람
들, 2012)로 출판되었다.
18) 鄭道傳, 朝鮮經國典 ｢求言進言｣: 上之求於下者以言. 下之進於上者以書. 則決
壅去蔽. 上下之情通矣. 何善之有遺. 何寃之不伸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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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성의 격쟁(擊錚)을 맞이하거나 신문고를 통해 백성의 하소연을 듣
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여민공락”의 이념을 거듭 확인했다. 임금은 신
하와 백성의 말을 잘 듣고 많이 대화를 나누어서 그들의 뜻을 이루게 함
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요순(堯舜)과 같은 옛 성인의 행실을 본받는다는 유교적 정치
이념 실천의 모습을 띄고 있었지만 똑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조선왕조만큼 빈번한 임금과 신하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에서 오히려 조선왕조 특유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1215년에 제정된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은 흔이
서구 근대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사
실 존(John)왕이 프랑스 왕과 전쟁하다가 번번이 패배하고 전비 부담에
대해 더 이상 못 참게 된 영국 귀족과 시민들이 분노해서 존 왕의 퇴위
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존 왕은 스스로 대헌장을 내놓고 왕권을 제한하
는 대신에 간신히 왕위를 유지했다. 즉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헌장 자체
에는 별로 대단한 이념 같은 것은 있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것은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존 왕｣(King John)에서도 무시당할 정도로
중세기 내내 망각되어 왔다. 대헌장이 다시 빛을 바라게 된 것은 영국에
서 왕과 의회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민주혁명이 일어난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조선왕조의 역대 왕들이 건국 초기부터 유교적
민본주의에 입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신하들과 대화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
렴하고자 노력한 것은 세계의 민주주의, 또는 공공성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문집에서 “공공(公共)”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시대
의 초기의 정도전・이언적(李彦迪)부터이다. 조선시대 중기에 오면 이율
곡(李栗谷)이 권문세도가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힘써 권문가가 사사로
이 하는 것을 막고 우리 생민(生民)으로 하여금 왕토(王土)를 공공(公共)
하게 하라19)”고 임지에 부임하는 관찰사에게 훈계하고 또 성학집요(聖
19) 李珥 栗谷全書 ｢敎黃海道觀察使朴大立書｣: 懋杜私門. 使我生民. 公共王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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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輯要)에도 “천자의 부(富)는 사해(四海)에 조장되고 제후의 부는 백성
에 조장되어 있사옵니다. 창름부고(倉廩府庫)는 공공(公共)의 것으로 삼
기 위해 있는 것이니 사사로이 쌓아놓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국군이 사사
로이 저축함이 있으면 이것은 정리(征利)라고 하옵니다.20)”라고 하듯이
그는 “공공”을 지배층의 독점을 물리치고 국토에서 생산되는 자연의 혜
택을 천하의 백성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또 비록 “공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퇴계(李退溪)와 기대승
(奇大升)이 7-8년에 걸쳐서 전개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은 조선조
선비들의 “공공하기”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십 세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승은 물론이지만 퇴계도 나이 차이가 30
세 가까이 되는 제자에게 정중한 예를 다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 진리를
논의하는 데에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마침내 퇴계는 기대승의 지적
을 일부 받아들여서 “사단은 이치에서 일어난 것(四端理之發)이고 칠정
은 기운에서 일어난 것(七情氣之發)”이라고 하던 종래의 자기의 주장을
“사단은 이치에서 일어나고 기운이 따른 것(理發而氣隨之)이고, 칠정은
기운에서 일어나고 이치가 거기에 탄 것(氣發而理乘之)”으로 수정하는
겸허함을 보였다. 기대승도 또한 퇴계의 반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상적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은 곧 앞에서
본 “공공하기” 즉 “대화・공동・개신”의 한국에 있어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의 정약용(丁若鏞)은 경제론에서 “공공상의(公共商議),”
“공공심미(公共審美)”, “공공출납(公共出納)” 등의 말을 사용하고 “공공”
의 개념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공공”의 용
례, 또는 “공공하기”의 실제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천하고금공공(天下古今公共)”의 개념이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중국・일본 등지에서도 공공(에 해당되는 개념)은
소위 공공권, 공공영역 등 주로 공간적 표상으로 생각되고 시간축의 공
20) 李珥, 栗谷全書 ｢聖學輯要｣ 七: 天子之富. 藏於四海. 諸侯之富. 藏於百姓. 有倉
廩府庫. 爲公共之物. 不可有私貯也. 國君有私貯. 則是謂征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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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역사・문집에는 있다. 그것
이 바로 천하고금의 공공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世宗實錄) 중에서 “법이라는 것은 천하고금이
공공하는 바이지 전하께서 얻으시고 사적으로 가지시는 바가 아니옵니
다.21)”라는 신하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하고금의 공공”이라
는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면우 곽종석(俛宇郭鍾錫)이다. 조선왕조-대한제국
시기의 나라가 점차 쇠퇴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시기에 살았
던 그는 다내가 몰래 생각건대 의리(義理)의 정(情)이라는 것은 자기 혼
자만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천하고금 사람이 공공하는 바라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22)”라고 말했듯이 “천하고금의 공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력에 의한 의병투쟁보다 각국 영사관에게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는 글을 보내는 언론투쟁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1919년의
파리장서사건 때에는 136명의 유림대표와 더불어 파리장서(巴里長書)를
작성・연서(連書)하고 각국 신문사와 파리강화화의에게 보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들과 세계의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식민
지 조선의 진상을 알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도리와 정의에
입각해서 식민지주의를 비판하고 조선 독립을 호소한 것이다.

3) 공공성의 바탕으로서의 “”
김태창은 한국적 공공성의 밑바탕에는 “”이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
다. (한)은 한자로 한(韓) 이외에 간(干), 한(汗), 환(桓) 등으로 표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은 순수 한국어로 수사・부사・형용사 등으로
일상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21) 世宗實錄 권25 世宗6(1424)年 7月 28日 2번째 기사: 法者, 天下古今之所公
共. 非殿下所得而私也.
22) 郭鍾錫, 俛宇集 俛宇先生文集 권87, 書 ｢答金仲衍｣ 在植○丁酉: 竊謂此是義理
之情. 非一己之私. 而爲天下古今人之所公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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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하나, 한걸음, 한 방울, 한뜻, 한 구석, 한쪽, 한비, 한물, 한
가운데, 한겨울, 한복판, 한길, 한 10분, 한때, 한참, 한낮 등등의 “한”이
다. 김태창은 이와 같이 다양한 한의 의미를 일(一), 다(多), 중(中), 대
(大), 범(凡 또는 혹或)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또 한과 상통하는 확(확
열리다), 환(환하다), 훤(훤하다, 훤히)에서 개(開; 엶/열림), 명(明; 밝음),
활(活; 삶/살림)의 속성까지도 도출해냈다.
김태창은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에 이와 같은 “”적 영성이 깃들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개개인의 내면에도 있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자기와 타자, 나아가서는 삼라만상 사이를 유행하면서 그 전체를 크게,
대충대충 하나로 감싸는 우주적 영성 또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23)
이것을 원효(元曉)는 일심(一心)이라 부르고, 퇴계는 그것을 이(理), 천
리(天理) 또는 이발(理發), 활리(活理)로 보고, 최한기는 신기(神氣) 혹은
그냥 기(氣)라고 불렀다. 또 수운(水雲)은 “한울님”, “상제(上帝)” “천주
(天主)” 또는 “지기(至氣)”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外有氣化)”라고
불렀고 소태산(少太山)은 그것을 일원상법신불(一圓相法身佛)라고 표현했
다. 유영모(柳永模)・함석헌(咸錫憲)은 이과 같은 우주적 영성・생명력이
깃든 개개의 보통사람을 “씨”이라고 불렀다. 또 함석헌은 “한 혹은 
이 우리 정신생활의 등뼈다”라고까지 말했다. 한국적 공공성의 밑바탕에
는 바로 이 의 우주적 생명 또는 영성이 원동력 또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을 한(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태창에 의하면 한(恨)은 어디까지나 한국적 심성의 극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한자의 한(恨)은 마음 심(忄)과 어긋날 간(艮)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내적인 조건의 결핍과 외적인 부당한 억압과 방해
로 인해 본래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전한 마음의 움직임이 억눌리고 그
생동이 멈추고 가로막히며 침체된 상태를 이른다. 생동하는 온전한 마음
23) 야규 마코토, ｢지금의 일본에서 한철학과의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태창 구
술, 야규 마코토 기록, 정지욱 옮김 일본에서 일본인에게 들려준 한삶과 한마음
과 한얼의 공공철학 이야기,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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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한마음>이고 그것이 억압・침체・응결되면 한(恨)이 되고 억압
자・침략자에 대한 저항력으로 수렴・결집・농축된다. 이것이 하나의 방
향성을 잡게 되면 엄청난 변혁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한(恨)은
마음의 역동의 일부분이자 그것이 억눌리고 일그러진 상태로만 이해되
어야 한다.

4) 한국 신종교의 공공성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 열린 새
로운 “공공”
한국사상에서도 특히 동학(東學)을 필두로 하는 한국 신종교를 특징짓
는 것은 후천개벽(後天開闢) 또는 다시개벽의 사상이다. 후천개벽은 낡은
천지의 질서가 끝나고 난 후에 새로운 천자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방식은 사상가 또는 종교마다 각양각색
하다.
최제우(崔濟愚)는 술수학(術數學)・역수학(易數學)적인 개념을 빌려서
선천(先天) 5만년의 시운을 다하고 후천(後天)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강증산(姜甑山)은 선천시대가 바로 단주(丹朱)24)의 한(恨)에 의해 뒤
덮인 상극(相克)의 시대였다고 하는 신화적 또는 무교적(巫敎的)인 논리
로 파악했다. 그리고 후천개벽을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한(恨)・
원(怨)・원(寃)을 푸는 “해원상화(解冤相和)”의 개벽을 이르고 “선경상생
(仙境相生)”의 후천의 도덕적 낙원세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
했다.
소태산 박중빈(少太山朴重彬)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
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앞서가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24) 단주(丹朱)는 고대 중국의 성인인 요(堯)의 아들이다. 그가 불초였기 때문에 요
는 임금 자리를 물러주지 않고 순(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러주고 딸 두 명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유교적 역사관) 그런데 증산에 의하면 단주는 그것에 불만
을 품다가 마침내 순을 죽게 하고 부인들까지 강에 던지고 익사시키고 말았다.
그 후 갈수록 원한의 종자가 퍼지고 이제 천지에 가득차서 인류 전체를 위협하
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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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개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천/후천의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논리는 각 종교마다 각
양각색이지만 후천개벽의 논리구조는 공통되어 있다. 또 개벽사상의 공
공적 의의도 역시 공통된 부분이 많다.
개벽사상은 언뜻 보기에 종말사상 또는 천년왕국사상과 비슷하게 보
인다. 하지만 종말사상이 말 그대로 종말 즉 구질서의 전면적인 파괴・
붕괴・멸망이 장차 다가온다는 것이 강조되고 그것에 대비하라고 최촉되
는 데 비해 후천개벽사상에서는 선천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 그 후
의 쇄신・혁신・건설이 보다 강조되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정치혁명이 한번 성사된 후에는 혁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혁명의 적”, “반혁명 세력”을 적결・숙정하는 쪽
으로 치우치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조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개
벽사상에서는 사회변혁과 동시에 나날의 수행・수양과 생활 속의 도덕실
천을 통한 자기변혁・자기혁신이 더욱 중요시되는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한국적 후천개벽사상에 내포되는 공공성은 대
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간존중사상
한국 신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 특히 기존의 사
회에서 차별되고 억압되고 무시당했던 여성・천민・어린이가 사람으로서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운은 “시천주(侍天主)” 즉 사람마다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존귀한 존재임을 설파했다. 이것은 해월 최시형(海月崔時亨)의 “사인여천
(事人如天)” 즉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 의암 손병희(義庵
孫秉熙)의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한울이다”라는 사상으로 계
승・발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학을 탄압하던 유생들조차 귀천, 남녀, 빈부의 차
별이 없었기 때문에 백정이나 술파는 사람들이 동학에 모여들이고,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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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론하고 접포(接包)를 만들기 때문에 과부들이 모여들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돕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서술할 정
도로 동학의 평등 실천은 철저했다.
원불교에서도 소태산이 영산(靈山)에 있었을 때 그 밑에 몇몇 창녀가
입교하고 다녀오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세상 사
람들의 비방을 받을까, 교단의 발전에도 패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왕래를 금해야 된다고 진언했다. 그러자 소태산
은 “세상에 신분의 상하, 직업의 귀천이 있어도 불법에는 그러한 차별이
없다.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녀들이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함께 공
부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그러한 자가 오히려 제도(濟度)하기 어
려운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의 소견이 좁음을 꾸짖었다.25) 즉 모든 사람
은 일원상의 진리를 제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
닌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도 진리의 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2) 생태・환경・사물 존중 사상
앞에서 보다시피 한국 신종교에서는 영성에 입각한 인간의 존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인간의 가치가 높다는
차별적 논리가 아니었다.
해월은 수운의 시천주 사상을 발전시켜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
(敬物)의 “삼경(三敬)”을 주장했다. 한울님과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것만
이 아니라 우주만유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물건마다 한울이요 일마다 한울이다”라고 하는 도리에 비추어
모든 것은 “이천식천(以天食天)” 즉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 것이라고 말
했다. 한울 전체를 본다면 동질적인 것은 서로 도움으로써 기화(氣化)를
이루게 하고 이질적인 것은 한울이 한울을 먹음으로써 기화를 통하게 한
다는 것이다.
25) 圓佛敎全書 ｢大宗經｣ 제12 實示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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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태산은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법률은
(法律恩)의 “사은(四恩)”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 번째의
“동포은”의 “동포”는 반드시 같은 민족・국민・혈연 또는 인간만이 한정
되는 것이 아니다. 금수초목과 같은 생명체까지도 동포로 보고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도 은혜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자연에 대한
존중의 사상은 자원・환경・생태계의 보전・보호 면에서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3) 새로운 공동체와 이상세계
동학의 접(接)・포(包)는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수행하는
신앙공동체임과 동시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안에는 귀천・신분・남
녀・빈부의 차별이 없어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는 상생(相生)
의 공동체이자 후천개벽 세상을 구현한 모델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 이후, 특히 전주화약(全州和約) 이후에 설치된 폐정개혁(弊政改
革)의 기관으로서의 집강소(執綱所)는 지방 관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행정을 대행하는 정치기구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원불교에서는 사은의 하나로 법률은(法律恩)을 들고 일반사회의 법
률26)을 준수하고 인도정의를 실현하도록 권장되어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도학(道學)과 과학,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른 전반세계(氈盤世界) 건설
을 지향하고 있다.
또 강증산은 해원(解冤)에 의해 상극을 풀고 자타간의 상생・상화(相
和)를 실현하면 성(誠)・경(敬)・신(信)의 덕목이 실천되고 단지 물질적
인 부유함보다 정신적인 부유함이 우선되는 후천의 선경(仙境)이 이루어
진다고 주장했다.

26) 단, 원불교 교리에서 말하는 “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정
하는 법률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개인과 대인관계의 윤리도덕도 포함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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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간 대화・소통・상호이해
근대 이전에도 원효가 화쟁회통(和諍會通)을 설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
사상사에서 회통의 논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신
종교도 역시 대체적으로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우호적이며 특히 신도와
미신도・이교도・불신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후자에게 벌이 내려진다거나
하는 폐쇄성・배타성・전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태산은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 삼대 종교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
지 신흥종교도 적지 않지만 그 근원이 되는 도리는 하나같이 일원(一圓)
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다고 설파했다. 그래서 일의 시비・이해를 분석하
고 이치의 대소・유무를 밝히며 인생이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를 밝도록
하는 것으로 유교・불교의 많은 경전과 기타 각 종고의 많은 글들을 보
아도 모두 그렇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27)
또 그가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어느 목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기독교
의 울타리에서 나와서 광대한 천지를 구경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목
사가 그 광대한 천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것은 마음가집을 바꾸고
널리 바라보는 데에 있다고 대답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것에
만 고집하고 남의 것을 비난하고 배척한다. 그렇게 해서 철벽처럼 굳어
진 울타리가 생기게 되었다. 나라와 나라, 교화와 교회, 개인과 개인 사
이에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울타리를 타파하고 서로의 집을 융통시켜서 원만하고 활기
찬 신생활을 전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28)
어느 목사가 소태산의 가르침을 듣고자 방문해 왔을 때 소태산은 기
독교의 울타리에서 나와서 광대한 천지를 구경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목사가 그 광대한 천지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
했다. 마음가집을 바꾸고 널리 바라보는 데에 있다. 즉 만약 그렇지 못

27) 圓佛敎全書 ｢大宗經｣ 제3 修行品 23 참조.
28) 圓佛敎全書 ｢大宗經｣ 제8 佛地品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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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자기 것에만 고집하고 남의 것을 비난하고 배척한다. 그렇게 해
서 철벽처럼 굳어진 울타리가 생기게 되는데 나라와 나라, 교화와 교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울타리를 타파하고 서로의 집을 융통시켜서
원만하고 활기찬 신생활을 전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29)
이렇듯 한국 신종교에서는 세계의 여러 종교도 근원은 하나라는 신념
을 가지고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에게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한국적 공공성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시대의 “공공”
개념 또는 “공공하기”의 실제 사례를 보면 거기에는 김태창이 지적한
“공공하기”, 다시 말해 대화・공동・개신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권력자에 의한 천연자원・부의 독점에 반대하고 백성들
이 그것을 두루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공유(共有)・공용(共用)의 정신이기
도 하다. 또한 “천하고금의 공공” 또는 “천하고금 사람의 공공하는 바
[天下古今人之所公共]”라는 말처럼 한국 이외에는 보기 드문 “고금”이라
는 시간성을 가진 “공공”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의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봉건적 사회질서와 가치
관을 전체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을 비롯한 한국 신종교는 후천개
벽을 내세우고 그 낡은 사회질서와 가치관의 무효를 선언했다. 그리고
영성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월의 삼
경(三敬)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존중을 말하면서도 오직 인간만을
특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환경, 생태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학・원불교・증산교 등의 신종교는 모
두 이와 같은 인간관・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나름대로 이상적인 공공세
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신종교가 대체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 별
로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종교의 지도자들은 오히
29) 圓佛敎全書 ｢大宗經｣ 제8 佛地品 21 참조.

529

退溪學論集 20호

려 다른 종교도 도(道)가 구현된 것으로 인정하고 편벽한 종교인들이 서
로 울타리를 짓고 시비를 따지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타종교와 적극적
으로 소통・회통을 시도했다. 그리고 함석헌・김태창 등이 “”이라고
부른 큰 영성이 이와 같은 공공성과 공공적 실천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대화와 생명을 중시하고 포용성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적 공공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교토포럼 공공철학공동연구소의 연구와 대화를 통해 정리
된 서양과 동양의 공공성, 그리고 교토포럼과 수많은 참가자들의 대화・
공동・개신을 통해 확립된 “공공하는 철학”의 기본 원칙, 그리고 한국
사상・철학의 공공적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우선 서양의 “공”과 “사”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폴리스 및
키위타스)가 모델・원형이 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국가는 시민이 도시의
광장(아고라 및 포름)에 모여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국가 자체가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그리스・로마가
도시국가로부터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임금을 받드는 제국으로 변모한
후에도 도시국가의 이념형은 오래도록 계속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그리스도교회(로마가톨릭교회)가 고대
의 국가를 대신해서 공공성을 짊어지게 되었다. 세속의 국왕들은 그 교회
를 무력으로 보호함으로써 (봉건적) 사회 질서의 상징으로 공적인 성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세로부터 시작된 영역 지배의 원리 등은 근대에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전쟁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소의 영주・제후
들이 몰락하는 한편 국왕들은 상비군과 관료제를 갖추고 절대왕정을 성
립시켰다. 그들은 “주권”과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론적으로도
지배의 정당화를 시도했으나 마침 신흥 시민사회와 지식층이 등장하고
논의・언론・사상의 새로운 공공공간・공공권(公共圈)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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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다시 읽으면서 고대적인 개념을 재해
석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시민혁명의 논리를 구축했다. 그
리고 그들은 명예혁명, 미국독립, 프랑스혁명 등을 성사시켰다. 또 프랑
스혁명 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뒤에 황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나폴레
옹은 프랑스 민법전을 제정하고 개인의 사적 권리와 정부가 관장하는 공
적 영역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그 근대적 공공성 개념은 중세 말
기 절대왕정의 공공성을 부인한 면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계승
한 면도 있었다.
이렇듯 서구의 공공성 및 “공” “사” 개념은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개를 무시해서 논의할 수 없다.
다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민족, 계급, 적과 우리 편과 같은 심
벌(상징)을 이용해서 지도자가 민심과 권력을 창악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고 이것은 장차 전체주의에로 이어졌다.
또 페미니즘은 일찍이 깊이 검토되지 않았던 서구적 “공”과 “사”, 그
리고 공공 영역에 대한 재겸토를 요구했다. 그 외에도 종교개혁과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사적 영역에 몰렸던 종교의 공공성, 국가 및 공적 사회
의 종교성을 재조명하는 “공공종교”가 거론되고 있다.
동양을 보면 중국의 경우, 갑골문・금석문의 “공(公)”은 원래 지배층인
족장영주(族長領主)가 자기들의 조상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인 공궁(公
宮)을 본뜬 상형문자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모셔진 조상신과 지
배자 본인과 제사지내는 장소를 모두 “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私)”는 원래 그러한 족장연주에게 사속(私屬)하는 농민을 가리켰
다고 한다. 그러한 공/사 관념이 정치적으로 전용되면서 군주・정부가
“공”이 되고 신민・백성이 “사”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시대 무렵에 “공(公)”과 하늘(天)의 관념과 결부되면서 공
이 공평・공정 등의 의미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원래 신분적인 개념
으로 가치적인 의미가 없었던 “사”가 “사곡(私曲)・편사(偏私)・자사(自
私)”와 같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띄게 되기도 했다. 또 “공”의
개념이 천생증민(天生蒸民) 사상과 결부됨으로써 백성이 오히려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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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폭정을 자행하고 하늘이 낳은 백성의 살림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가
오히려 “사”로 간주되고, 지배자・정부・정권과 민의 “공”과 “사”의 위
상이 역정되는 역동성도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도가사상에서는 “공/사” 개념이 도・자연・본성과도 결부되고
도・자연・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공”이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사”라고 설명되기도 했다.
송대(宋代) 성리학에도 이어지고 예컨대 주자는 천리(天理)와 인욕(人
欲)의 개념을 각각 “공”과 “사”와 결부시켜 “천리의 공”과 “인욕의 사”
로 대립적으로 정식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6-17세기의 명말청초(明
末淸初) 시기에는 종래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사”, 특히 백성의 자사
(自私)가 긍정되는 기운이 일어났다. 뭇 백성의 사를 인정하고 이르게 하
면서 그것을 알맞게 조화시키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사 관념
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사기(史記) ｢장석지풍당열전(張釋之馮唐列傳)｣ 중의 정위(廷尉)
장석지(張釋之)와 황제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法者, 天子所與天下公共也”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태창은 이 대목이 서양적 공공성과 다른 동양적
인 “공공하기”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또 남송의 주자도 
주자어류(朱子語類) 중에 “천하공공(天下公共)”이나 “중인공공(衆人公
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公)”과 “사(私)”가 훈독(訓讀)으로는 “오오야케”와
“와타쿠시”로 읽힌다. 그런데 일본 고유어의 오오야케와 와타쿠시는 위/
아래, 바깥/안, 겉/속, 대/소와 같이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오
야케 속에 와타쿠시가 들어있고 그 속에 좀 작은 와타쿠시가 들어있고
그 속에 더 작은 와타쿠시가 들어있다는 식으로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와타쿠시에서 보면 그보다 큰 영역/바깥/상위가 오오야케이고, 오
오야케에서 보면 그보다 작은 영역/안/하위가 와타쿠시가 된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 때문에 일본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성립시
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중세 이래 유예・취미・오락 등의 영역
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벗어나 노리 등을 매개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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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킬 수 있었다.
중국적 공공성과 달리 일본에서는 “하늘의 공”과 같은 개념은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에도 시대 후반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친
17-19세기 무렵에는 요코이 쇼난(橫井小楠), 다나카 쇼조(田中正造)와
같이 국가・정부에 독점되지 않는 “공공” 개념을 강조한 사상가・정지가
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 공공 사상의 싹은 메이지정부가 고
취・추진한 국가신도(國家神道)와 멸사봉공(滅私奉公) 사상 밑에 매몰되
고 말았다.
이슬람세계에서 공/사 및 공공은 알라에 대한 신앙과 “타우히드(하나
님의 유일성)”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슬람의 “공”과 “사” 개념은
이슬람공동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암므”(공)와 “하쓰”(사)의 두
개념을 축으로 성립된다. 물론 국가・정부 대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암므/하쓰의 축 개념에 대한 개입
이자 혼란으로 간주된다.
이슬람의 기본 규범은 종교적 의무(이바다트)와 사회적 의무(무아말라
트)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의무에 있어서 중점 또는 시
각의 차이일 뿐 종교적인 것은 사회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종교적이어서
양자는 서로 나눌 수 없다.
이슬람적 사회질서는 알라의 개시인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록인 하디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주석・해석인 샤리아(이슬람법)가 기
본이 된다. 적어도 이슬람의 이념상 위정자가 제정하는 법(카눈)은 어디
까지나 샤리아를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람은 원래 도시의 종교인만큼 도시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법학은 여러 가지 제도적・이론적 장치를 마련하
고 있다. 거기에는 무흐타시브(시장감독관), 마스라하(공공의 복지), 와크
프(기신지, 신탁재단) 등등이 바로 그것이고 통치자에는 이와 같은 제도
적 장치를 이용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포악한 통치자가 나타나고 우라마(법학자)들도 그 부패와 횡포
를 비판하지 못할 경우 깡패나 고지들이 일어서서 샤리아적 질서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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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대체적으로 이슬람의 공적 역할은 이슬람법과 이
슬람 공동체, 그리고 이슬람 지식인・법학자로서의 “우라마”에게 있고
국가・정부의 공적 역할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교토포럼에서는 동서양의 공공 개념을 살펴보고 연구발표와 참가자들
의 토론을 거듭하면서 공/사 2원론이 아닌 공과 사와 그 사이에서 양자
를 맺고 잇고 살리는 공공(하기)라는 3차원 상관연동을 중요시한다. 그
리고 활사개공(活私開公)・공사공매(公私共媒)・행복공창(幸福共創)의 원
칙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한국사상의 공공성은 교토포럼에서 2008년경부터 집중적으
로 다루어졌다. “공공(하기)”의 시각에서 한국의 역사와 사상・철학・종
교 등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는 확실히 두터운 “공공(하기)”의 전통과
사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공공”의 개념은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특히
“천하고금공공”이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지역・문화권의 공공성 개념에
서 찾아보기 힘든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또 김태창은 한국적 공공성의 저변에 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에는 일(一), 다(多), 중(中), 대(大), 범(凡 또는 혹或)의 다섯 가지로 정
리되고 또 개(開, 열음/열림), 명(明, 밝음), 정(正, 바름), 활(活, 삶/살림)
의 속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란 개개인 속에도 깃들고 있지만 내면에
만 한정되지 않고 자기와 타자, 나아가서는 삼라만상 사이를 유행하면서
그 전체를 크게, 대충대충 하나로 감싸는 우주적 영성 또는 생명력이다.
그런데 이  우주적・근원적인 생명력이 억압되고 온전한 작동이 방해
되었을 때 그것이 한(恨)이 되고 억압・침략을 제거하고 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국 신종교를 특징짓는 것은 후천개벽 사상이다. 이것은 종말사상과
도 서양 근대적 혁명사상과 달리 사회의 변혁・혁신과 개개인의 새로운
인간관에의 각성・수행이 수반된다. 개벽사상의 논리는 각 종교마다 각
양각색이지만 그 인간존중사상, 생태・환경사상, 공동체론, 그리고 타종
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종교간 대화・소통・상호이해를 재촉하는 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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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공공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2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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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Public in the East and
the West and Korea
–Focusing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Kyoto Forum-

YAGYU, Makoto*

1)

Kyoto Forum is a private academic society that has held debates
from around the world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its formation
in 1989. This Institute discussed very diverse theme. thought,
society, politics, economics,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future generations, religion, literature, art, women,
and persons.
President Ph.D. Kim Tae-chang and 2,000 other scholars and
experts from each field will gather together for a basic discussion
on a topic for three days. The contents were published in "Public
Philosophy Series" 20 volumes at the Tokyo University Press, and
it is widely publicized.
Kyoto Forum also studied not only the public philosophy of the
West but also public, private and public ideas in China, Japan, and
Islam. Especially since the late 2000s, we have focused on Korean
publicness.
We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Kyoto Forum, at first, look
at ideas of public and private of the Western and the Eastern
(China, Japan, and Islam). Next, we identify "Doing public-common
philosophy(공공하는 철학)" that it is reached by Kyoto Forum. it’s
* Wonkwang University, The Rese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University-Centered Institute, Researcher. (projectpeke@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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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from Western public philosophy. Finally, I think about
Korean publicness and its possibility.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HAN()" philosophy which is the basis of traditional publicness
and new thought of the new religion's it.

Key Words: public, private, public-common(公共), Public-common
Philosophy, The HAN, postnatal beginning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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