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新文化運動期에 있어서
‘国故整理’의 문제에 관한 검토
- 胡適을 中心으로 金元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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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緖論

淸代이래 國學은 樸學이란 이름으로 5․4 신문화 운동기 이전까지 주로 실증적 학술 연구
방법으로서 고증학, 훈고학 등 전통적인 治學 방식이었다. 그 당시 일부 문학사의 경우에도, 國
學史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자의 개념 차이가 없었다.1)
1905년, 15세의 나이였던 胡適은 엄복의 《天然論》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양계초의 글
을 읽으면서 자신의 학문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됨을 역설하고 있다. 胡適은 양계초의 《中國學
術思想變遷的大勢》라는 책을 읽고 ‘新世界’에 눈을 떴음을 고백하면서 훗날 《中國哲學史》의
씨앗이 싹텄음을 고백하듯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학술사상 변천의 대세〉는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나로 하여금
《四書》《五經》이외에도 중국에 학술사상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이는 첫 번째로 역사
적 안목으로 중국의 옛 학술사상을 정리하는 것이며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나의 ‘학술사’의
견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야심은 내가 나중에 《中國哲學史》를 쓰는 씨앗이 되었
* 建陽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敎授, wonjoong@konyang.ac.kr
1) 예컨대, 竇警凡이 光緖 32년(1906년) 에 출판한 《歷朝文學史》로서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에 문학의 기원을 다
루고 나머지4장은 經, 史, 子, 集 에 의거하여 순서를 매겼다. 따라서 陳玉堂은《中國文學史書目提要》에서 이 책을 “ 實係國
學槪論, 而非文學史.”라고까지 비판하였다.

다.2)
같은 해인 1905년 3월 王國維도 <論近年之學術界> 라는 글3)에서 ‘能動時代’와 ‘受動時代’라
는 두 개념으로 ‘外界의 勢力’에 대한 중국 학술의 반응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六朝부터 唐

이 ‘受動時代’라고 했다. 그 이유는 중국 고유의 사상이 인도사상과 서로 병행 발전하였기 때문
인데, 宋代에 이르러 점차 ‘능동시대’로 바뀌었다가 송대 이후에서 청대에 이르는 시기는 다시
침체된 수동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제2의 불교가 출현하였으니 서양사상이 이것이다.”4)
라고 하면서 수동시대의 관점을 규정했다.
즉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볼 때,

胡適의 전통 인식은 미국으로 유학가기 전에도 이미 배

태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양계초가 “西學을 버리고 中學만을 주장할 경우 그 중학은
분명 쓰임(用)이 없고 中學을 버리고 西學을 말하는 자는 그 西學은 반드시 근본(本)이 없다
.”5)고 말했듯이 ‘서학’과 ‘중학’의 차이로 말하자면 중학은 ‘用’이 없고 서학은 ‘本’이 없다는 식
의 태생적인 관점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양자의 차이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그
차이는 胡適이 말한 ‘정신’과 ‘물질’의 차이6)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19세기 후반부터 다윈의 진화론을 비롯한 서양사상이 중국으로 들
어오면서 지식인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들었으며, 그런 와중에서 國學의 정리 문제는 외부의
충격에 대한 조화와 조정의 필요성을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20세기 중국학술사에 있어서 중심인물”7)로 평가받는 胡適은 신문화운동기에 있어서 학술의
현대화 사업에 정력을 쏟아 과소평가될 수 없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즉 胡適은《先秦名學史》,
《中國中古思想史綱要》, 《說儒》, 《評論近人考据〈老子〉年代的方法》, 《戴東原的哲學》,
《顔李學派的程延祚》 등 적지 않은 학술 업적을 남겼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일종의 典範
(paradigm)을 세우려는 것이며, 새로운 방법‧관념에 의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그가 추진한 정리국고 운동이 잠재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治學 방법
을 둘러싼 방법론적 탐색은 그가

일관되게 벌인 문학혁명운동의 일환이기도 한 ‘整理國故’ 운

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호적은 〈新思潮意義〉에서‘硏究問題, 輸入學理, 整理國故, 再造文明’의 네가지 총체적 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진독수와 함께 이 문학혁명 운동을 진행하였다.8) ‘정리국고’는 懷疑精神에 입
각하여‘객관적 표준’혹은 ‘과학적 방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호하게 존재해 왔던 기존 중국
학술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 정리 작업을 위한 노력이었다.
2) “〈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也給我開辟了一個新世界. 使我知道《四書》《五經》之外中國還有學術思想.……這是第一次用歷史
的眼光來整理中國舊學術思想,第一次給我們一個‘學術史’的見解.……這一点野心就是我後來做《中國哲學史》的種子).”胡適,《四十
自述》,《胡適作品集》第1冊, 臺北遠流出版公司 1986年版, 58-59쪽
3)“當是時吾國固有之思想與印度思想互相幷行而不相化合,至宋儒出而一調和之.此又由受動之時代出而稍帶能動之性質者也.自宋以後以
至本朝,思想之停滯略同於兩漢.”이라고 하였다.
4) 王國維, “至今日而第二之佛敎又見告矣,西洋之思想是也.”〈論近年之學術界〉《王國維遺書》第五冊《靜庵文集》 上海古籍書店
1983年 93-94쪽
5) 梁啓超,“舍西學而言中學者,其中學必爲無用;舍中學言西學者.其西學必爲無本”〈西學書目表後序〉, 《飮氷室合集․文集》第一冊,
北京, 中華書局,1989, 127-129쪽
6) “무릇 하나의 문명의 조성은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자연계의 세력과 재료를 포함
한다. 또 하나는 정신적 요소로서 하나의 민족의 총명함과 지혜 및 감정과 이상을 포함한다. 무릇 문명이란 모두 인간의 마
음과 지혜가 자연계의 물질과 힘에 운용된 작품이며 하나의 문명에 정신적인 것이 없다면 또한 하나의 문명에 물질적인 것
만 있는 것도 없다(凡一種文明的造成,必有兩個因子:一是物質的(Material),包括種種自然界的勢力與質料;一是精神的(Spiritual),包
括一個民族的聰明才智,感情和理想.凡文明都是人的心思智力運用自然界的質與力的作品;沒有一種問名是精神的,也沒有一種文明單
是物質的).”胡適,〈我們對於西洋近代文明的態度〉,《現代評論》4卷 83期 《胡適文集》3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 417쪽
7) 그는 余英時의 《中國近代思想史上的胡適(臺北:聯經出版事業公司,1984.)》의 서문에서 “20世紀中國學術思想史上的一位中心人
物.……這一事實充分說明了他在中國近代史上所占據的樞紐地位.”(6쪽)이라고 평가되었다.
8) “文學革命的進行,最重要的急先鋒是他的朋友陳獨秀”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2卷, 上海亞東圖書館1929, 194
쪽

胡適의 기본 관점은‘整理國故’를 함에 있어서 서양 근대 문명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
고 있었으며,9) 동방의 구문명은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맞는 현대적 신문명으로 바뀌어야 됨을
강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

進化論이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역사 안목

을 가지고 胡適은 중국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인류문화의 동일성에 치중하여10) 세계 문
화의 대열에 동참을 호소한 것이 ‘정리국고’의 기본취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본고에서 5․4신문화운동시기에 문학혁명을 제창한 胡適이
사업의 주된 축으로 정한 ‘整理國故’를 중심으로 제기된 관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
해 胡適이 견지한 과학적 태도와 증거주의 및 국학의 재발견 등에 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전통과 반전통의 충돌이라는 양자 대립적 상황을 벗어나 열린 시야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점에
의하여 중국 전통문화를 재건하려는데 있다는 전제하에, 自由主義的 사상가로 대변되는 胡適의
진일보한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國學危機와 ‘國故整理’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

‘國故’라는 말은 1910년 章太炎이 북경의 秀光舍가 간행한 《國故論衡》에서 비롯되는데, 사
실 이보다 앞서 1903년에 쓴 그의《獄中自記》에서도 ‘國故’라는 말이 등장11)하였다. 장태염은
官學을 반대하고 민간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한 학자로서, 그는 1924년 12월에 《華國月刊》에
<救學弊論> 이란 글을 발표했던 자였다.
胡適은 〈國學季刊〉發刊宣言에서 ‘國故’의 개념을 ‘國學’, ‘國故學’과 연계하여 비교적 명쾌한
어조로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는 역사적 안목으로 기존의 문화를 재정리 하는 것이 ‘國故’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였다.
“‘國學’이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단지 ‘國故學’의 줄임말이다. 중국의 모든 과거의 문화 역사
를 모두 우리들의 ‘國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체의 과거의 역사문화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곧 ‘國故學’이라고 하며 그것을 줄여서 ‘國學’이라고 한다. ‘國故’란 이 명사는 가장 타당하
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중립적 명사로서 포폄의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고
에는 ‘國粹’(국가의 정수)라는 것도 함유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한 ‘國渣(나라의 찌꺼기)’도 포함
9) 胡適은 ‘全盤西化’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중국 문화의 보편성 확장을 시도하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은 부득이 수량 상에
있어서의 엄격한 ‘전반서화’는 쉽게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문화란 단지 백성들 생활의 방식으로서 곳곳마
다 모두 백성들의 경제상황과 역사습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곧 내가 이전부터 말했던 문화의 게으른 습성이
다(我們不能不承認,數量上的嚴格‘全盤西化’是不容易成立的. 文化只是人民生活的方式,處處都不能不受人民的經濟狀況和歷史習慣
的限制,這就是我從前說過的文化的惰性).”〈充分世界化與全盤西化〉第1935年6月30日 天津 《大公報‧星期論文》《胡適文集》3卷
544-545쪽
10)“우리들의 출발점은 이렇다; 문화는 민족 생활의 양태이며 민족생활의 양태는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
면 생활은 단지 생물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며 인류의 생리적 구조와 근본적으로는 대체로 서로 같기 때문에 따라서 대동소
이한 문제 아래에서는 해결하는 방법 또한 대동소이한 몇 가지를 넘어설 수 없다(我們的出發點是:文化是民族生活的樣法,而民
族生活的樣法是根本上大同所異的.爲什麽呢?因爲生活只是生物對環境的適應,而人類的生理的構造根本上大致相同,故在大同小異的
問題之下,解決的方法,也不出大同小異的幾種).”여기서 말하는 ‘文化’(Culture)는 문명이 형성하는 생활의 방식이다. 胡適,〈我們
對於西洋近代文明的態度〉, 《現代評論》4卷 83期
11) 그 말은 다음과 같다. “至於支那閎碩壯美之學, 而遂斬其統緖, 國故民紀, 絶於余乎, 是則余之罪也”라고 했다. 여기서 ‘整理’란
말과 ‘國故’란 말을 합치면 새로운 뜻을 보유하게 되어 학술연구의 한 연구방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毛子手의 <國故和
科學的精神>에 쓴 글에도 ‘硏究國故’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개념에 대해 傅斯年은 비교적 적절한 해석을 하여 “우리 중국이
이전의 학술, 정치, 사회 등등을 자료로 삼아 계통적으로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다(把我中國已往的學術,政治,社會,等等做材料,硏
究出些系統的事物來).”라고 했다.胡適의 학술적 성취에 관해서는 耿雲志․聞黎明 編, 《現代學術史上的胡適》(北京, 三聯書店,
1993年版), 185-199쪽 참조.

되어 있다. 우리들이 만일 ‘國渣’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國粹’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국학의 영역을 확충해야만 하며 위아래로 3,4천년의 과거문화
를 포괄하여 모든 대가의 선입견을 타파하고 역사의 안목으로서 일체를 정돈하며 國故學의 사
명이 중국의 모든 문화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며 이는 곧 모든 편협한 대가의 의견을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12)
여기서 胡適은 ‘國學’이 곧 ‘國故學’이라고 보았으며, ‘國學’은 과거의 모든 역사문화에 관한
학문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胡適이

〈硏究國故的方法〉이란 글에서 ‘國故’란 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溫故知新’의 개념을 연상 시키는 발언과 그 맥이 닿아 있다.
“‘國故’란 명사는 ‘國粹’란 말보다 훨씬 더 낫다. 章太炎이 한 권의《國故論衡》을 지은 이후
에 이 ‘國故’란 명사는 비로소 성립되었다. 만일 ‘國粹’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國渣’
라고도 하나, ‘國故’란 이 명사는 중립적이다. 우리들은 현사회의 정황을 명백히 하고서 ‘國故’
를 연구해야 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과거를 알아야 비로소 현재를 알 수 있다.”13)
즉 胡適은 ‘국고’에는 ‘나라 학문의 찌꺼기(國渣)’도 ‘나라 학문의 정수(國粹)’도 함께 포함되
며, 국학의 연구는 나라의 학문문화를 연구한다는 뜻이니, ‘나라의 정수’나 ‘나라의 찌꺼기’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14) 그래서 그는 중립적 개념인 ‘國故’란 말을 사용
할 것을 제안하였으니 이는, 기존의 국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야만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고 보았던 것이다.
胡適은 ‘國學’과의 구분을 시도했어도 ‘國故’란 말에는 일반적 전통 학술을 지칭할 뿐만 아니
라, 이 속에는 문화가치와 민족정신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國故’라는 개념에는 민족정신이 내포되어 있고 중국문화의 도덕적 이성과 인문전통도
스며있으며, 서양문화의 지나친 유입에 따른 西歐化에 대한 비판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整理’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했다. 胡適은 1919년
11월에 쓴 <新思潮的意義>에서 국고 정리를 중국의 기존의 학술사상을 評判하는 하나의 태도
로 삼아 新思潮15)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적지 않은 호응이 있었다. ‘整理國故’는 그 당시에
일종의 학술기풍이 있는 몇몇 대학안의 연구소에서 계획을 만들었으니 1920년 10월 19일에
《北京大學日刊》에서 간행한 〈國立北京大學硏究所整理國學計劃書〉라는 문서는 중국학술의
혼란한 상태를 바꿔보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16)
과거를 알되 제대로 알아야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胡適은 1928년
胡朴安이 자신을 중국학회에 참석하도록 권했으나, 거절하였는데, 그의 논지17)는 이렇다 : 소위
12) “‘國學’在我們的心眼裏, 只是‘國故學’的缩寫. 中國的一切過去的文化歷史, 都是我們的‘國學’;硏究這一切過去的歷史文化的學問, 就
是‘國故學’, 省称爲‘國學’.‘國故’這個名詞, 最爲妥当;因爲他是一個中立的名詞, 不含褒贬的意義. ‘國故’包含‘國粹’;但他又包含‘國渣’.
我們若不了解‘國渣’, 如何懂得‘國粹’? 所以我們现在要擴充國學的领域, 包括上下三四千年的過去文化, 打破一切的门户成見:拿歷史
的眼光來整統一切, 認清了‘國故學’的使命是整理中國一切文化歷史, 便可以把一切狭陋的門户之見都掃空了.”《胡適文集》3卷 370
쪽
13) “‘國故’的名詞, 比‘國粹’好得多. 自從章太炎著了一本《國故論衡》之後, 這‘國故’的名詞於是成立. 如果講是‘國粹’,就有人講是‘國渣’.
‘國故’(National past)這個名詞是中立的. 我們要明了現社會的情況. 就得去硏究國故. 古人講, 知道過去才能知道現在.”《胡適文
集》3卷 上海, 亞東圖書館, 1921. 356-357쪽
14) 민두기,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서울 : 일조각, 1997.)76-77쪽
15) 余英時는 5‧4운동이 ‘新’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면서“對於五四運動的硏究和評論,向來都强調它‘新’的一面,” 余英時, 《中國思想傳
統及其現代變遷》(南寧,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4.)82-83쪽 라고 했다. ‘新’의 관점이 적용된 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胡適은
〈水滸傳考證〉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 말한다. “但我也想努一努力,替將來的‘《水滸》專門家’開辟一個新方向,打開一
條新道路.”라고 하면서 ‘新方向’과 ‘새로운 길’에 의한 새로운 연구업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16) 이러한 것들은 胡適의 국고 정리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1922년 8월 28일 胡適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전현동이 나의 옛 책 정리계획에 찬성하였으나 우리들은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현재 이 일을 할 수 있
는 사람은 아마도 다만 전현동과 고힐강 그리고 나 세 사람뿐이다. 전현동은 착수하는데 기대어야만하고 거의 바르게 책을
편찬할 수 있으나 나는 거의 너무 바쁘게 되어버려 이러한 일이 정녕 어느 때에 비로소 할 사람이 있어서 해낼지 모르겠다.”
17)“我認爲中國學術與民族主義有密切的關係.若以民族主義或任何主義來硏究學術,則必有夸大或忌諱的弊病. 我們整理國故只是硏究歷

정리국고를 민족주의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할 경우 피할 수 없는 병폐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整理國故에 대해 역사를 연구하
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18) 일종의 實事求是이며 民族精神의 발양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
다. 그는 과학 실험하듯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국학의 과학화와 과학적 국학을 세우는데 주
된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전통문화가 현
대 생활면에서 일종의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비판적인 분석을 가하자는 것이다. ‘國學’
으로 대변되는 본래적 ‘傳統’이란 단일화된 정체성(identity)을 가진 것으로 현대적이고 외래적
인 ‘新生’과는 대비되지만, 현대화에 따라 轉換을 거치면서 중국문화 쪽으로 재흡수 시키자는
것이 ‘整理國故’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이 형성된 데는 그가 서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
기 때문이다.
사실상 胡適은 1926년 6월에 《中學生》제2호에 실린 〈我們對於西洋近代文明的態度〉라는
긴 글을 발표하였는데, 胡適은 문화와 문명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확립하면서 어떤 문명이든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요소를 함유하고 있지 순수한 물질문명이나 순수한 정신문명도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 근거도 없으면서 가장 해독적인 요사스런 말은 서양문명을 유물적(Materialistic)이
라고 폄하하는 東方文明은 정신적(Spiritrial)이라고 존중하는 일이다. 이것은 아주 낡은 견해인
데도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새로 일어나는 기상이 있다. 종전에 동방민족은 서양민족의 압박을
받았으므로 왕왕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조롱한 것을 자기위안을 삼으려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에 유럽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일부의 서양인이 근대과학문명에 대하여 일종의 염증 섞인 반
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양학자로서 동방의 정신문명을 숭배하는 주장을 때때로 듣게 되
는데, 이런 유의 논의는 본래 일시적 병태적 심리인데 그것이 때맞추어 동방민족의 誇大狂에
영합되어 동방의 보수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적지 않은 기염을 더하게 되었다.”19)
이렇듯 胡適은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반대하면서 중국이 ‘정신’ 문명에 의해 자기위안이
나 자아도취에 빠질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방의 문명의 가장 큰 특색은 ‘知
足(충족을 아는 것)’이고 서양의 근대문명의 가장 큰 특색은 ‘不知足(충족을 알지 못 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서양 근대문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태도와 개방적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명을 찾을 것을 외쳤으며 그 학술적인 작업이 바로 ‘정리국고’라
는 것이다.
1924년 1월 胡適은 남경의 東南대학에 가서 ‘整理國故’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서 같은 해 2
월 25일에 〈晨報副鐫〉에서 다음과 같이 ‘整理’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이전의 포괄적 개념을
전제하면서 정리방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國故’라는 두 글자는 章太炎 先生이 생각해 낸 것으로서 ‘國粹’나 ‘國華’ 등의 명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褒貶에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정리의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 最低限度의 整理──讀本式
의 整理, 둘째, 索引式의 整理, 셋째, 장부식의 整理, 넷째 專門 歷史書式 整理 등이다.”20)
史而已,只是爲學術而作工夫,所謂實事求是也,從無發揚民族精神感情的作用.”〈胡適致胡朴安〉(1928年 11月)
18) 胡適은 역사를 과학 정신의 발전사라고 파악하여 중국 철학사를 과학 정신의 발전사로 엮으려 하였으며 胡適은 논리학에 접
근하는 이유를 계통 있는 학설로 구성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다.
19) 이 문장의 원문은 ‘今日最沒有根據……增加了不少的氣焰’이다. 그리고 이 글은 본래 일본의 《改造月刊》에 쓴 글이다. 본문
은 姜義華 主編《胡適學術文集》(哲學與文化) 190쪽에 있다.
20) 胡適, “‘國故’二字爲章太炎先生創出來的, 比國粹, 國華, ……等名詞要好得多, 因爲它沒有含得有褒貶的意義. ……据我個人意見,
整理之方式有四種:一, 最低限度之整理──讀本式的整理, 二, 索引式的整理, 三,結賬式的整理, 四, 專史式的整理.”〈再談談整理國
故〉《胡適文集》3卷 앞의 책, 406쪽

胡適이 말한 “整理”라는 단어에 유의해 보면, 관점을 갖고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다. 이 점은 그 당시 朱希祖와 顧頡剛, 梁啓超 등도 이미 인식한 것인데, 이러한 점은 ‘國
故’즉 국학과의 상호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적은 이 글의 말미에서 胡適은‘中材’와 ‘常
識’만 가지고 있으면 정리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歷史的觀念’, ‘擬古的態度’, ‘系統的硏究’, ‘整
理’ 등 4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21) 그는 이 글에서 다시 결론지어 “총괄적으로 말
해서 우리들이 이른바 ‘역사적 안목으로 국학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말은 단지 우리들
모두가 국학이란 國故學이며 國故學은 일체의 과거의 문화 역사를 포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야만 한다.”22)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세 방향, 즉 “첫 번째, 역사적 안목으
로 국학연구의 범위를 확대한다. 두 번째, 계통적 정리로서 국학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다. 세
번째, 비교의 연구로서 국학의 재료의 정리와 해석에 도움을 주는”23)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917년 7월6일 胡適은 미국유학으로부터 돌아와 북경에 머물다가《新靑年》제3권 3호에 실
린 일본학자의 〈中國學硏究者的任務〉 라는 글을 보고는 다음과 같은 감회를 언급했다.
“<중국학연구자의 임무>라는 글은 그 대체적인 뜻이 中國學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科學的
方法을 채용하자는 것인데 그 말은 지극히 옳다……말단에 말하기를, 中國書籍은 정리를 거치
지 않아서 쓰임에는 不適合하다. ‘整理’란 곧 영어의 systematize라는 것이다. 그가 그 예를 들
면 《說文解字》가 검사하는데 불편하고 《圖書集成》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지극히
당연하다…….”24)
胡適은 일본학자가 중국학에 있어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체계화 하자는 것에 깊은 감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이 두 책이 지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활용하기에
불편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호적이 ‘정리국고’라는 방침
을 정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그 자신이 전통 학문에 대한 강한 애착에
서 비롯된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科學的 國學의 定立과 ‘整理國故’의 方向性 정립

陳獨秀는 《前鋒》창간호(上)(1923년 7월 1일)에〈國學〉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국학
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실제로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國學是什麽,我們實在不大明白).” 라고 하
고는 말미에서 “국학은 본래 함의가 모호하여 하나의 명사가 될 수 없다(國學本來是含混糊涂
不成一個名詞).” 라고 하였다. 그는 ‘國學’을 ‘聖賢之學’25)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고 胡適을 국학
대사의 첫머리에 두었으며, 胡適의 ‘정리국고’업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胡適은 대표로 삼은 ‘整理國故’운동은 5․4이래 학문의 이치를 수입하는 사업인 동시에 文
21) 徐雁平, 《胡適與整理國故考論》(合肥, 安徽敎育出版社 2003.)42-43쪽 참조.
22) 胡適, “總之, 我們所謂‘用歷史的眼光來廓大國學硏究的範圍’, 只是要我們大家認淸國學是國故學, 而國故學包括一切過去的文化歷
史.”〈再談談整理國故〉《胡適文集》3卷 406쪽
23) “第一, 用歷史的眼光來廓大國學硏究的範圍. 第二, 用系統的整理來部勒國學硏究的資料. 第三, 用比較的硏究來幫助國學的材料的
整理與解釋.”《胡適文集》3卷 379쪽
24)“中國學硏究者之任務一文,其大旨以爲治中國學宜採用科學的方法,其言極是……末段言中國書籍未經‘整理’, 不適於用,‘整理’卽英文之
systematize.其所擧例,如《說文解字》之不便檢査,如《圖書集成》之不合用,皆極當…….”
25)“當今所謂國學大家:胡適之所長是哲學史章太炎所長是歷史和文字音韻學,羅叔蘊所長是金石考古學王靜庵所長是文學,除這些學問之
外,我們實在不明白什麽是國學?不得已還只有承認聖人之徒朱熹先生的話,‘國學’者,聖賢之學也,仲尼孟軻之學也堯舜文武周公之學也.”

化建設의 大事業이었다. 그 과정은 한편으로는 서양의 학문이론을 대량으로 끌어들이고 現代思
想哲學과 文化成果를 수입하여 우리들의 저녁 기운처럼 침침한 傳統文化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중국 3천년 文化傳統 중에서 새로운 시대 문화 건설에 적합한 문
화를 찾아내어 新文明的 요소와 내함을 열어 빛나고 찬란하여 지금 이후의 더욱 더 빛나고 찬
란한 과거로 하여금 歷史的 經驗과 有用한 價値를 提供하게 될 것이다.”26)
즉 胡適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리국고의 목적이 문화 건설 사업이며 서양학문의 이치를 수입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서양의 학문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전통문화에 新文明的 요소를 더
하는 작업임을 분명히 하였다.27) 신문화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은 대체로 학문에 소양이 없는
자들도 아니고, 서양학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시대에 있어서 ‘昌明國
粹’와 ‘融化新知’의 문제는 논쟁이 적지 않은 학술계의 시대적 화두였다. 과연 신문화 운동기에
서학을 받들고 국학을 배척한 것인가 하는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28)
국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무릅쓰고 거듭 제기되었다.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국학의 침체 혹은 몰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장함과 서글픔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간행된 《국학계간》은 1923년 1월 북경대학 제1권 1호를 내면
서 胡適의 선언문을 싣고 있다. 胡適은 첫머리에서 국학의 위기를 말하면서 시작된다.
“최근 년에 옛 학문의 큰 스승은 점점 모두 죽어가고 새로 일어난 학자도 여전히 어리고 성
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할 때 겨우 5명의 늙은이가 그곳에서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다. 古學界의 表面上의 寂寞함은 마침내 많은 사람의 無限한 悲觀을 자아냈
다.

따라서 많은 늙은이들이 드디어 말한다. ‘古學은 없어지려하는구나!’ ‘古書는 오래지 않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겠구나!”29)
여기서 말하는 5명의 늙은이는 王國維(1877-1927), 康有爲(1858-1927), 葉德輝(1864-1927), 梁
啓超(1873-1929), 章太炎(1869-1936)등 거물급의 국학자로 유추되며, 이들은 만청과 민국 초기
의 정통 한학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면 인식에는 서양학술의 수입이 국학 몰락의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선언문 이면에는 胡適이 300년의 古學발달의 역사를 관찰
해 보고, 국내외 학자들이 중국학술을 연구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비관적이라기보다
는 낙관적이라고 보면서, 林語堂이 호평한30) 다음과 같은 胡適의 말처럼, 국학의 장래를 재점
검하자는 것이었다.
26)“胡適爲代表的‘整理國故’運動正是‘五四’以來與‘輸入學理’同時進行的一項文化建設大工程,一方面是大量引進西方的學理,輸入現代思
想哲學與文化成果,使之冲刷滌蕩我們暮氣沆沆的傳統文化;另一方面又努力從中國三千年文化傳統中尋找出適合新時代文化建設, 開
創新文明的因素與內涵來,使過去的光輝爲今後的更加光輝燦爛提供出歷史的經濟與有用價値.”〈陳獨秀與‘整理國故’〉(《文學遺産》
2003. 2期)
27) ‘整理國故’를 학술에 적용하려고 胡適은 1921년 11월 북경대학 硏究所에 國學系를 만들고 1922년 2월에는 《國學季刊》을 간
행키로 하고 자신이 편집을 맡았다. 1923년에 출간된 《국학계간》은 구두점이 찍혀 있고, 고유명사에 줄로 표시되었으며 단
락도 구분되어 있고 가로쓰기로 짜는 획기적인 편집을 하였다.
28) 王瑤 主編,《中國文學現代化進程》(北京大學出版社, 1998.)255쪽에 의하면 胡適의 국학연구는 함께 운동한 진독수에 의해서도
비판받았는데, 심지어 ‘분뇨더미 속에서 향수 찾는 것에 불과하다(不過是在糞穢尋找香水)’라고 할 정도였다. 이 시기의 국학연
구는 과학적 소양이 결핍되거나, 청대의 고증학자의 견해를 습용하는 것이 적지 않아 오히려 ‘고서를 어지럽게 뒤집어 놓는
다(亂飜古書)’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梅光迪도 ‘타인의 문화로서 그것을 대치하는 것(取他人文化以代之)’라고 하고 胡先鐫도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려면 반드시 고적에 침윤해야한다(欲創造新文學, 必浸潤於古籍)’고 하면서 신문화 운동의 반대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茅盾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나 또한 ‘옛 것을 정리 한다’는 것도 신문학운동이 안에서 호응하는 일임을
알지만, 백화문이 모든 사회에서 아직 하나의 신앙이 되지 않았을 때다. 우리들은 반드시 너무 완고하게 古書를 보지 않겠다
고 맹세한다(我也知道‘整理舊的’也是新文學運動題內應有之事, 但是當自話文尙未在全社會內成爲一類信仰的時候, 我們必須十分頑
固,發誓不看古書.《茅盾全集》第八卷 第445쪽,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9年
29)“近來年,古學的大師漸漸死完了,新起的學者還不曾有什麽大成績表現出來.在這個靑黃不接的時期,只有三五個老輩在那里支撑門面. 古
學界表面上的寂寞,遂使許多人發生無限的悲觀.所以有許多老輩遂說.‘古學要淪亡了’,‘古書不久要無人能讀了!’” 《胡適文集》3卷 364
쪽
30) 林語堂의 평은 이렇다. “我們此去治經學將受科學何等的影響,及科學對於中國的經書將有何等的貢獻?《國學季刊》的發刊宣言可
算是討論此問題的第一著作.我們可以說是開新學界的一個新紀元的.”〈科學與經書〉《晨報五周年祈念增刊》1923年 12月 1日 21쪽

“우리들은 깊이 믿는다. 國學의 將來는 확실히 國學의 過去보다 훨씬 뛰어나며 過去의 成績
이 비록 분명 아니더라도 將來의 成績은 반드시 더욱 더 좋게 無數한 배수가 될 것이다.”31)
胡適은 낙관의 근거를 방법에서 찾으려하였기에 그는 ‘가설’을 마치 신념의 상징으로 보았으
며, 자신의 ‘정리국고’의 기본적인 목적이 ‘科學的 國學’을 건립하는 것인데, 과학적 지식과 방
법은 우리들이 구학문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계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인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굳이 양계초의 말32)을 떠올릴 필요 없이, 胡適이 1921년에 출간
한《中國哲學史大綱》의 ‘導言’에서 언급한 ‘述學’, ‘明變’, ‘求因’, ‘評判’등의 4개의 과정은 그가
철학사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리국고’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明變’과 ‘求因’은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서 각 학자들의 전수한 연원과 상호 영향 관계를 밝히
는 것이 ‘명변’이고, 각 학파가 흥성과 멸망 및 연혁 변천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구인’이다.
이 두 가지는 정리국고를 하는 간편한 원리를 제공해 주었으니, 顧頡剛이《古史辨》(第一冊)
自序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胡適선생의 수업을 듣고 나서 歷史的 方法을 硏究하는 것이 하나의 사정의 앞뒤 좌우의 관
계를 찾아내는데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나
는 먼저 세계상의 사물을 많은 흩어진 材料로 보고 다시 이러한 사소한 科學的 方法을 사용하
여 각종 흩어진 材料에 시험하였으니 곧 分析, 分類, 比較, 實驗을 좋아하여 因果를 찾아내고
감히 歸納, 假說設定, 證據를 收集하여 假說的 證據를 이루어 새로운 主張을 발표하는 것이다
.”33)
이렇듯 자료 분석을 분석, 비교, 시험, 원인탐구, 귀납, 가설, 수집 등으로 해나가겠다고 하였
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胡適의 확신은 자신의《中國哲學史大綱》의‘導言’에서 《국학계간》의
‘발간선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구한 학술연구방법이었다. 그가 1928년에 과학과 국고사업
을 결합시키며 기존의 학자의 범주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과학실험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그런 이후에 너희들의 남는 힘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들의 國故를 整理하
면 반드시 고정림(고염무)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34)라고도 말했다.
저 유명한 ‘대담한 가설, 꼼꼼한 증거 찾기’ 라는 말이 있듯이 과학에 대한 지나친 추존은 과학
이야말로 萬能의 역량이 있다고 믿는 일종의 과학주의(Scientism)였던 것이다.

35)

31) 胡適, “我們深信,國學的將來,一定能遠勝國學的過去;過去的成績雖然未可厚非,但將來的成績一定還要更好無數倍.”〈《國學季刊》
發刊宣言〉《胡適文集》3권 365쪽
32) 양계초는 1902년 10월 16일에 〈進化論革命者頡德之學說〉이라는 글에서 (《新民叢報》第十八號) “自達爾文種源說出世以來,
全球思想忽開一新天地,不徒有形科學爲之一變而已,乃至史學.政治學.生計學.人群學.宗敎學.論理道德學,一切無不受其影響. ……偉哉
近四十年來之天下,一進化論之天下也.”이 글은 나중에 《飮氷室合集․文集》第十二冊의 79쪽에 재수록 되었다.
33) 顧頡剛,“廳了適之先生的課,知道硏究歷史的方法在於尋求一件事情的前後左右的關係,不把它看作突然出現的. ……我先把世界上的
事物看成許多散亂的材料, 再用了這些零碎的科學方法實施於各種散亂的材料上,就歡喜分板, 分類, 比較, 實驗,尋求因果,更敢於作歸
納, 立假說, 搜集證成假說的證據而發表新主張.”《古史辨》第1冊, 95쪽
34)
胡適,
“等你們在科學實驗室裏有了好成績,然後拿出你們的餘力,回來整理我們的國故,那時候,一拳打倒顧亭林.”<學的方法與材
料>(1928年 9月),《胡適文存》三集.黃山書社 1996年 102쪽
35) 胡適은 이렇게 말한다.“我的思想受兩個人的影響很大;一個是赫胥黎,一個是杜威先生.赫胥黎敎我怎樣懷疑,敎我不信任一切沒有充
分證據的東西. 杜威先生敎我怎樣思想,敎我處處顧到當前的問題,敎我把一切學說理想都看作待證的假說, 敎我處處顧到思想的結果.”
그가 내세운 증거 찾기의 원칙은 그 당시의 ‘迷信’과 ‘盲從’에 대한 ‘의심’과 ‘비판’이었으니 우상의 타파라는 그 방법은 胡適이
〈介紹我自己的思想〉에서 말한 대로 ‘科學精神’, ‘科學態度’, ‘科學方法’등 이었다. 그는 ‘과학적 태도의 정신(scientific attitude
mind)’과 ‘사고의 습관(habit of thought)'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며 이는 듀이의 책《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WE
THINK, 1910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胡適은 실험주의가 학문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였으며 1919년 4월 《新靑年》6권 6
호에 쓴 〈實驗主義〉라는 글에서 듀이를 소개하면서 듀이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경험을 인간이 미래에 대처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미래에 연결되는 점진적 주동적 창조적인 사상활동으로 보면서 그것이 ‘我’를 ‘環境’에 대응케 하는 도구가 되는 점
을 밝혔다고 했다. 민두기,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76쪽 참조.

4. 漢學的 傳統의 繼承과 ‘整理國故’의 體系化 戰略

胡適의《中國古代哲學史大綱》은 학술계에서의 위상을 확립시켜주는 것으로써 蔡元培는 이
책의 서문을 써서 다음과 같이 胡適이 ‘漢學’의 遺傳性을 가지고 있음을 칭찬하여 말하였다.
“현재 ‘漢學’을 공부했던 사람이 비록 아직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서양 철학사를 공부한 적
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서양에 유학한 학생이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몇 사람 밖에 없다.
이 몇 사람 중에 능히 ‘漢學’을 할 수 있는 자는 더욱 적어졌다. 적지(胡適) 선생이 세상에서
전해오는 漢學의 積溪 胡氏로 태어나 ‘漢學’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고 비록 스스로 어려서 신식
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漢學’을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침이 없
다.”36)
蔡元培의 이 말은 胡適이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의 한
학의 수양이 예사롭지 않음을 기리며, 이런 한학적 배경이 미국 유학에서 오는 서구 편향적 시
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특히 蔡元培가 지적한 대로, 胡適이 한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乾嘉樸學의 계보를 胡適이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기에 梁啓超도《淸代學術槪論》에서 胡適을 평가하여“또한 청대 유학의 방법으로 학문을 하
여 정통파 풍모가 남아있다(亦用淸儒方法治學,有正統派遺風)”라고 하였던 것이다.
胡適은 이런 한학의 전통을 내면에 깔면서 중국의 기존의 산만한 저작에 ‘계통’즉 체계의 중
요성을 언급한다. 蔡元培는 胡適에게 써 준 한 序文에서 胡適의 관점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말
한다.
“중국의 고대 학술은 체계적인 기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莊子》의 <天下篇> 《漢書藝
文志》의〈六藝略〉《諸子略》은 모두 일반적인 기술이다.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편성하려면 고
인의 저작은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부득이 서양 사람의 철학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37)
胡適은 서양 사람의 기준에 의거하여 중국의 기존 서적들을 보니,“중국의 서적은 비록 많지
만 계통적인 저작은 열 권도 찿아 보지 못한다(中國的書籍雖多,但有系統的著作竟找不到十部)
.”38)고 하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胡適은 1922년 4월 23일의 일기에서 “중국은 마음을 기울여 구성하여 체계
성을 갖춘 저작이 아주 적으니 대략 다음과 같다(中國很少精心結構而有系統的著作戱希,略擧如
下).”고 하면서 그가 이런 체계를 갖춘 책으로《史通》,《資治通鑑》《通書》《通志》《音學五
書》,《明儒學案》,《原善》,《聲類》,《聲韻考》,《文史通義》,《考信錄》,《國故論衡》,《文
治》등 13종에 대해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표시했는데 그 기준은 체계성 여부의 문제였다.
이러한 책들을 예시하면서 胡適은 자신의 정리국고 개념이 청대 고증학적 성과와의 상관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전통 한학자들의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는 인식 때문이
다. 胡適은〈論國故學─答毛子水〉라는 글에서 청조의 한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은연중에 갖

36) “現在治過‘漢學’的人雖還不少,但總沒有治過西洋哲學史的. 留學西洋的學生,治哲學的,本沒有幾人.這幾人中,能兼治‘漢學’的更少了.適
之先生生於世傳‘漢學’的積溪胡氏,禀有‘漢學’的遺傳性;雖自幼進新式的學校,還能自修‘漢學’,至今不輟.”蔡元培〈《中國哲學史大綱》
序〉 胡適,《中國哲學史大綱》上海古籍出版社 1997年版 1쪽
37)“中國古代學術沒有編成系統的記載.《莊子》的〈天下篇〉《漢書藝文志》的〈六藝略〉《諸子略》,均是平行的記述. 我們要編成系
統,古人的著作沒有可依傍的,不能不依西洋人的哲學史.”「蔡元培《〈中國哲學史大綱〉序》 胡適의《中國哲學史大綱》上海古籍出
版社 1997年版 1쪽」
38) 胡適 <硏究國故的方法> 《胡適文集》3권 93쪽.

고 학문에 임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물며 현재 國故를 정리할 필요는 실제로 아주 많다. 우리들은 마땅히 ‘國故家’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국고를 연구하는 것을 지도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만 하며, 하나의 ‘쓰임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아서 많은 본래의 의견을 탄
생시켜야만 한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한 하나의 뜻이 있으니 너는 일찍이 끝까지
발휘해 나간 적도 없다. 청조의 ‘漢學家’ 國故學의 위대한 발명가일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형 중에 과학적 방법에 몰래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錢大昕의 古音硏究,
王引之의 《經傳释词》, 兪樾의 《古书疑义举例》 는 모두 과학 방법의 생산품이다. 이것은 또
한 의식하지도 않은 과학방법으로 이미 이러한 성적을 내게 되었다.”39)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胡適은 청조의 ‘한학가’가 무의식중에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위
대한 발명가의 역할을 했으며, 그 대표적인 업적을 보유한 자들은 錢大昕, 王引之, 兪樾 등과
같이 모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고증학자들로서 그들의 업적을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新樸學’으로 불리는 근대 학술의 주류는 청대 고증학과의 계승 발전임을 부인할 수 없어 ‘樸
學’이라는 말과 구분하여 ‘新’이라는 관사가 붙여진 이름이다. 胡適이 소설가들의 연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든지, 고증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 문학연구의 考證化 작업을 연
계하면서 소설과 희극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그 독창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40) 이러한
면모는 그가 章回小說에 대한 고증과 소설 書目의 작성 혹은 新史料의 발견과 고증 및 이용
등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胡適은 국학연구의 사명이 중국의 과거 문화사를 이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그 방
식은 역사적 안목이었으며, 국학의 목적 역시 중국문화사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하였다.
“國學의 사명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국의 과거의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있다. 國學의 방법은
歷史的 眼目을 통하여 일체의 과거문화의 歷史를 整理하는 것이다. 國學의 목적은 중국문화사
를 만들려는 것이다. 중국의 系統的 硏究는 이로써 귀결되어야 한다.41)”
胡適이 중국문화사를 쓰려던 목적은 과거에 經學중심의 서사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문화배경에 어울리는 원칙 즉 ‘新史學’의 번창이 활발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1937년 錢玄同은 《劉申叔先生遺書》의 序 에서 그간 50년간의 ‘國故硏究’에 대해 말하기를
“최근 오십년 이래 중국학술사상의 혁신시대다. 그중 국고 연구에 대한 새로운 운동이 진보가
가장 빠르고 공헌이 가장 많으며 사회 정치 사상문화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42)라고 하면서
‘革新時代’라는 말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전현동의 말을 구태여 들지 않더라도 胡適
보다 앞서서 ‘國故硏究’대표자로 12명이 있었으니 康有爲, 宋平子, 譚嗣同, 梁啓超, 嚴復, 夏曾
39) “况且现在整理國故的必要, 實在很多. 我們應該盡力指導‘國故家’用科学的研究法去做国故的研究, 不当先存一个‘有用无用’的成见,
致生出许多元谓的意见. 你以为何如? 还有一层意思, 你不曾发挥得尽致. 清朝的‘汉学家’所以能有国故学的大发明者, 正因为他们用
的方法无形之中都暗合科学的方法. 钱大昕的古音之研究, 王引之的〈经传释词〉, 俞樾的〈古书疑义举例〉都是科学方法的出产品.
这还是‘不自觉的’(Unconeious)科学方法, 已能有这样的成绩了.”《胡適文集》3卷 338쪽
40) 胡適은 30년대에도 “小膽的假說” 역설어를 통해 《紅樓夢》과 《醒世因緣傳》등 중국문학의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
던 것이다. 특히 그가 20년 이상을 《水經注》연구에 쏟아 부은 것도 그의 학문기반이 국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기
에 충분한 것이다. 胡適은 《詩經》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와 송명이학에 대해서도‘格物致知’의 과학정신도 적지 않게 이
해했다. 그는 특히 宋代 儒學者들의 格物說에 대해 귀납적정신이 있다고 보았고 宋代 理學의 科學化도 청대학술가의 연계를
소통시키는데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41)“國學的使命是要使大家懂得中國的過去的文化史;國學的方法是要用歷史的眼光來整理一切過去文化的歷史. 國學的目的是要做成中
國文化史. 中國的系統的硏究,要以此爲歸宿.”胡適〈〈國學季刊〉發刊宣言〉《胡適文集》3卷의 379쪽
42) “最近五十余年以來, 爲中國學術思想之革新時代. 其中對於國故硏究之新運動,進步最速, 貢獻最多,影響於社會政治思想文化者亦最
巨.”《劉申叔遺書》, 紅蘇古籍出版社. 1997年版, 28쪽

佑, 章太炎, 孫語讓, 蔡元培, 劉師培, 王國維 그리고 崔適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1기 국학자들
이었다. 1917년에 시작된‘文學革命’을 경계로 삼으면서 ‘國故’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으니
이러한 관점의 중심인물인 胡適은 ‘국학의 정수’즉‘國粹’라고 하는 것에 대해 ‘評判的態度’를 언
급하여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학술사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있으니 곧
‘整理國故’다. ‘整理’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속에서 하나의 체계적인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고
두서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因果關係를 찾아내는 것이며 제멋대로 지껄이는 말과 황당한
해석으로부터 하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며 함부로 단정하는 미신으로부터 하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째서 整理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고대의 학술사상은 여태
까지 조리가 없었고 두서도 없었고 계통도 없었기 때문이다.”43)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전에 없던 것으로 논리도 없고 두서도 없고 계통체계도 없는 옛날의
학술사상을 재정립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 1기의 학자들이 국학연구, 국수보존, 등으로 일
관했다면, 서방사조의 유입이 대세인 지금은 ‘國’과 ‘族’은 이미 생존권의 위협까지 처한 시대에
있으니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44)요 입장이다. 정리, 분석, 종합이 정리국
고의 기본맥락이라는 것은 胡適이 〈新思潮意義〉에서 “평판의 태도와 과학의 정신으로 한 차
례 정리국고의 일을 해 나간다(用評判的態度,科學的精神,去做一番整理國故的工夫).”라고 하고
다시 같은 글에서‘國故’야 말로 ‘하나의 본래의 면목(一個本來的面目)’요 ‘하나의 진정한 가치(一
個眞價値)’라고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리과업은 “이전에 계통이 없던 문학,
철학, 정치 이면으로부터 객관적 태도로서 계통을 찾아가는 것(是要從從前沒有系統的文學,哲學,
政治裏邊,以客觀的態度,去壽出系統來的).”45)이라는 것인데, 胡適의 치학의 근본은 ‘科學方法’이라
는 ‘방법론의 자각’46)을 염두에 두고 ‘假說’과 ‘求證’의 원칙 하에서 착수하였다.
이러한 胡適의 취지는 胡朴安이 1928년 겨울에 발기한 중국학회의 <整理中國學術之意見>에
서 “만일 ‘整理’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經, 史, 子, 集의 계통으로 있어서 세계 학자들이 중국학
술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중국의 나중에 시작하는 자들도 중국의 학
술에 대해 또한 점점 비루하여 버릴 마음만 생기게 할 것이다47)라는 말과 그

취지는 다르지

만, 기본입장은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역풍도 있었다. 즉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는 1919년 1월 신문화 운동을 반대하는 북경대
학생들이 《新潮 》社와 《國故》社를 성립하면서 전자는 ‘학술은 이른바 나라의 차이가 없다
(學術原無所謂國別)’라고 하면서 ‘점차 세계의 조류에 들어가자(漸入世界潮流)’48)고 했고 후자는
‘중국 고유의 학술을 넓게 밝히는 것을 종지로 삼았다(昌明中國固有之學術爲宗旨)’49)라고 하였
다.
43) 胡適, “我們對於舊有的學術思想,積極的只有一個主張,―就是‘整理國故’.‘整理’就是從亂七八糟俚面尋出一個條理脈絡來;從無頭無腦
俚面尋出一個前因後果來;從胡說謬解俚面尋出一個眞意義來;從武斷迷信俚面尋出一個眞價値來. 爲什麽要整理呢? 因爲古代的學術
思想向來沒有條理,沒有頭緖沒有系統(강조필자).”《新思潮的意義》(1919년 11月1日),《胡適文存》1集, 黃山書社, 1996年版
532-533쪽
44) 이 당시 許之衡은〈讀《國粹學報》感言〉에서 “國魂者原於國學者也,國學苟滅, 國魂奚存?”라고 말했다.《國粹學報》第一年乙已
第六號(光緖三十一年六月二十日)
45) 胡適 <硏究國故的方法> (1921年 7月)
46) 1919년〈淸代學者的治學方法〉으로부터 1952년 대만대학에서 쓴 〈治學方法〉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 온힘을 기울인 것
이 방법론이었다. 胡適의 이러한 방법론의 탐구는 “나의 유일의 목적은 학문 사상의 방법을 주목하는 것(我的唯一的目的是注
重學問思想的方法)”이라고 할 정도다.
47) 梁潁整理, “若不加以,仍舊爲經.史.子.集的系統,不但世界學者不能了解中國的學術眞象,就是中國的後起者,對於中國的學術,亦漸漸生
鄙棄的心.”<胡朴安友朋手禮:中國學會創立始末>,《歷史文獻》第二集,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年版, 198-199쪽
48) 〈〈新潮〉發刊旨趣書〉,《新潮》1卷 1號, 1919年 1月
49) 〈〈國故〉月刊成立紀事〉,《北京大學日刊》1919年 1月 28日

5. 結論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胡適의 ‘정리국고’원칙은 전통문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신봉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통한학의 유전성은 계승하며 단점은 단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정확하게 재
인식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것은 傳統 國學의 발전적 解體(deconstruction)와 과
학적 再建(reconstruction)과 다를 바 없었다. 胡適이 서양 학문의 방법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
장을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가 전통 한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특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서구문화 수용에 장애가 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전
통은 심각한 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胡適이 ‘정리국고’라는 國學의 再建을 추진하는데
기여한 것은 그가 미국 유학경험에서 비롯된 해당 전공분야의 지식의 섭렵 및 진화론 등 서구
문화론의 습득을 통해 시각의 확대와 방법론의 계발이 큰 보탬이 되었던 점도 밝혀진 사실이
다.
그리고 ‘정리국고’의 방법은 어떤 주어진 결론에 논증 없이 승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國故’
문제 하나하나에 대하여 독립 자주의 입장에서 懷疑‧假說‧論證의 단계를 거치는 방법으로 사
고하는 근본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즉 과학이라는 구호로서 실
험주의와 자유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하면서 그는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만이 맹목적 타협을
거부할 수 있으며, 批判精神만이 위기에 처한 國學을 再建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서구사조, 특히 과학주의적 사고는 ‘整理國故’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시켜주는 원천이었다. 즉 胡適이 말하는 정리국고란 중국 전통 연구에 그 實驗精神을 適用
하는 것이며

모든 대상에 대해 先入見을 거부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整理國故’의 일관된

취지요 방향이었다.
요컨대, 본고에서 검토한 ‘정리국고’의 문제는 近代 學術思想의 現代的 轉換을 의미하며, 이
는 西學東漸의 시대에 여타의 知識人들과는 제기방식이 다른 新學問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었
다고 본다. 다만, 본고의 지면상 그의 ‘정리국고’가 傳統 漢學 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술적 연
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經學이나 小說 考證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자리매김을 했
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정리국고의 문제가 胡適의 《白話文學史》집
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당시 文學史家였던 鄭振鐸과 陸侃如 등의 文學史 및 詩史 작
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과의 관점의 相異點 등도 검토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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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胡適繼承了淸代樸學傳統,

胡適对中国幾千年国故之价值进行重新再發見

,特別是墨守乾嘉學風.

而且胡适可以求助于他大力提倡治學方法,他确实也認爲只有整理國故才是國學考证的妥当范围.

他

特別注意到了西方的实驗主義和科學精神. 他認識了中西兩種方法之间的互相性, 提出了一套用来整
理中国文化古籍的方法體系.
胡適在一定程度上对西方文化观念有所接触和借鉴,

以进化论的眼光和歷史眼光去看待國故问题.

他采取的是科學的立场, 主张一点一滴的进化 , 反对激烈的西歐化. 由此他提出研究问题的時後, 以
客觀的态度倡导‘整理国故’.他认为'国故'中有价值也有糟柏 ,胡適的觀點就是:‘國學’就是‘國故學’的缩
寫.‘國學’硏究這一切過去的歷史文化的學問, 就是‘國故學省称爲‘國學. ‘國故’這個名詞有中立的性質.

所以他講究应该怎样才能以最有效的方法吸收中國傳統文化, 使它能同西方的外來文化相一致协调持
續发展.这樣‘整理国故’的運動对于保存和弘扬傳統文化是有決不可没的.
本文卽使將討論的問題限制在‘整理国故’的範圍內,本文也有很多遺漏,如整理國故與他的古典方面
硏究業績之關係,‘整理国故’與硏究通俗文學之間的互相關係, 故將這些問題擱置,這也是筆者留下的遺
憾.
主題語: 胡適, 整理国故,進化論,中國文化史, 漢學, 科學的方法.文學革命,國學,國故學, 假說, 論證,
懷疑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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