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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창립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명예교수도 
계속 늘어 지난 학기에 드디어 1,0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의료기술과 조
기진단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명예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명예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가견을 
가진 최고의 지성이다. 그러나 연령 제한으로 현역에서 퇴임함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축적해온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명예교수는 비록 법적 요건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교수연구실
을 떠났다 하여도 전문분야 최고의 학문적 능력을 사회와 후대에 전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명예교수협의회는 4년 전부터 명예교수의 다재다능한 학문적 재능을 사회
에 환원하는 재능기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료 특강을 원칙으로 하는 재능기부사업은 전국 고교, 지자체, 사회단체, 공공기
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특강은 명예교수들이 제시한 강의 제목을 이들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해당 기관이 명예교수를 선정하여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처음 재능기부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4명의 명예교수가 4회에 걸쳐 4개 기
관에서 특강을 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 사업이 널리 알려지면서 급
격히 늘어 2017년에는 22명의 명예교수가 13개 기관에서 71회, 2018년에는 32명의 
명예교수가 17개 기관에서 90회, 2019년에는 31명의 명예교수가 57회의 특강을 하
였다.

  이렇게 많은 특강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특강 내용이 특강을 초청한 몇 개 기관 참
석자에게만 제공되었기에 이를 비참석자에게도 확산하는 것이 사계의 전문가가 펼친 
명강의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보아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
고, 지난 해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 (Ⅰ)」을 펴 낸 바 있고, 올 해 두 번째로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 (Ⅱ)」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고교에서 행한 10편의 특강을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그 개요를 일별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한글에 숨은 코드를 비롯하여, 인공
지능 AI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공학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
지 성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산인 동시에 부채인 인적자원의 두 얼굴을 창
의시대에 기반하여 분석하였고, 소설은 자신의 삶이 투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삶을 
통해 얻어진 경험이 소설에 있어 무한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문
학체험을 솔직담백하게 적기도 하였다. 그리고 단위시간 내에 많이 이해하고 확실하
게 기억할 수 있는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 지 효율적
인 독서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 주위에 널리 있는 생물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천만금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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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약물이나 신약개발을 최적화하는 맞춤약학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분석하고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소개하였으며,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법치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
기도하는 특강과 함께 법과 정의를 이론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공감
하고 접근할 수 있게 풀이하는 특강 등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고서가 포켓북이나 웹북으로 출간되어 고교생의 미래를 위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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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학문 분야별 주제에 대한 논의로 종합되었다.

제1주제. 한글의 숨은 코드: 디자이너 세종의 독창성

이상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40대의 디자이너 이도(李祹, 즉 세종대왕)는 화선지에 묽은 먹으로 여러 방향의 획을 그어 
보고 있었다. 가로 세로 직선과 사선 및 원, 점 등이 보였다. 새 문자를 구상해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억(2014)p.9]

1. 세종의 경제적 변별적 디자인

 1) 획수의 최소화: ㄱ(1획)-대 Γ-Γ(2획)
  한글의 첫 자를 ㄱ이란 낫 모양으로 그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나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Γ 모양이 된다. 그러면 (왼손잡이가 아닌 한) 비경제적인 두 획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ㅋ(2획) 대 F(3획)의 경우도 ㅋ이 한 획이 적어 시간절약이 된다. 획수
의 최소화 원칙이다. F를 매일 써야 하는 서양인들은 확실히 시간을 더 쓰는 셈이다. 
한 천재 디자이너 세종이 수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벌어준 것이다.
  ㄱ, ㅋ, ㄴ의 경우, 세종이 반대의 모습(역상)인 Γ, F』을 선택하지 않은 숨은 이유
는 후자가 붓글씨로 쓸 때 한 획씩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토대로 또 하
나의 서예상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즉 필기체 획수의 최소화이다. 서예의 경제에 관
한 흥미로운 또 한 예는 원래의 ㅅ, ㅈ, ㅊ에서 후에 빨리 쓸 때는 ㄑ, ろ, え과 비슷
한 모습으로 발전된 것이다. 획수가 2, 3, 4에서 1, 1, 2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2) 자형의 유사성 회피: ㅁ > ㅂ > X曰 대 ㅍ
  한편 ㅁ> ㅂ> 曰으로 예상되는 가획 대신, 변칙적 ㅍ을 택한 이유를 보자.
  여기서 ㅁ은 3획인데, ㅂ도 4획이면 쓸 수 있으니 사실은 두 획이 아니라 한 획만 
더 추가된 것이다. 만약 ㅂ에 한 획을 더한 曰을 택한다면 가뜩이나 ㅁ이 한자의 ‘입
구’자에서 따왔다는 말을 들을 텐데, 또 한 자 曰(날, 일)을 더 모방했다 할 것이 아
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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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曰을 택했다면, 달리 만들어 놓은 ㄹ이나 ㅌ과 얼핏 모양이 비슷해서 작게 썼을 
때 루:투:早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배려를 세종이 이미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어깨숫자는 획수를 나타내고, 점선 내 부분처럼 ∃, 曰이 도입되면 결
국 ∃, ㅌ, 曰, ㄹ 등의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져 혼동이 심해졌을 것이라 4개를 다 택
하지 않고, 각각 가획의 단순한 결과인 ∃과 曰에 꼭지가 있는ㆁ과 옆으로 누인 ㅍ이 
대체되어 들어오도록 조정한 것이다.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
[그림 1] 훈민정음 창제과정에서 상정되었을 도안 원고

  曰에 관해, 이 모양은 한자(漢字) 가로 왈(또는 날 일) 曰과 혹사하며, 또 ㅌ이나 
(추론상의) ∃과도 흡사하여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유사형의 혼동 및 충돌 회피를 위
해, ㅂ 아래에 가획한 ㅒ를 90도 돌려 ㅍ을 도입한 것이다. ㅁ이 ㅂ으로 가획된 뒤 
曰로까지 가야 하겠지만 점선 내의 4개 모양이 너무 비슷하여 曰과 같이 4획인 ㅍ으
로 대체한 셈이다.

ㅒ처럼 세우는 모양이 더 자연스런 가획의 모습이지만, 모음 ㅒ 앞에 붙여 ㅒㅒ같은 
모양(현행 패에 해당)을 만들 때나, 가령 현행 픞 대신 대략 (가로로 풀어써) ㅒ-ㅒ 
같은 모양을 이룰 때는 기형적인 문제가 있다. 

또 (ㄱ>ㅋ>)∃의 가획을 써서 ∃을 허용하면 ㄹ이나 ㅌ과 얼핏 모양이 비슷해져서 
더 큰 혼동이 올까 봐 별도로 (꼭지 이응)ㆁ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ㄱ이나 ㅋ과 이렇게 모양이 다른 ㆁ이 도입된 것은 (영어에서도)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는 /ng/음의 특징을 묵음 ㅇ글자 모양에 꼭지를 얹는 변형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3) 자음의 조형성
  디자이너 자신도 몰랐겠지만, 수평·수직선 등을 잘 택한 결과는 아래에 보인 꽉 짜
인 견고한 조형미에 이르게 한다.  앞서 曰 대신 ㅍ을 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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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르게 한다. 우선 ㄱ부터 ㅂ까지를 한 네모 속에 가지런히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상치 않던 규격 속에 일목요연한 자음의 조형성을 입증하였다.
  그 다음은 ㅋ, ㅌ을 중간에 넣고 ㅌ과 ㅍ사이에 ㅁ과 ㅂ을 포함시켜, ㄱ부터 ㅍ까지
를 더 큰 한 네모 속에 아래와 같이 가지런히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ㅋ,ㅌ,ㅍ을 더 밖에 포함시켜 ㄱ부터 ㅍ까지를 또 다른 순서로 더 큰 네모 
속에 가지런히 채워 넣을 수 있다.

  ㅁ>ㅂ>曰로 제자(製字)를 했더라면 그 안에 넣기 어려웠을 것을 세종이 ㅍ 모양을 
택했기에 그 안에 다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ㅅ, ㅇ, ㅈ, ㅊ, ㅎ도 아래의 책 장정 맨 위의 한 형상에 다 집약해 넣을 수 
있다.
  맨 위 형상은 다시 다음 단계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 구멍이었던 것이다. 이 형
상[훈민정음으로 명명, 뒤에는 한글]에 감춰져 있는 ‘코드’를 읽어 가는 과정은 꽤 상상력

이 필요하다. 구멍 밑의 열쇠 같은 모양( )에 대해서는 용의주도한 모음의 
디자인 과정을 아래에 훑어 본 뒤 다시 돌아와 살펴보자.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졸저, 조선시대어 
형태사전, 2017, 서울대출
판 표지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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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음의 방사형 확장
  점 · , 수평선 ⼀, 수직선⼁를 기본으로 소위 ‘모음’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문자를 
만들 때 흔히 “수직선, 수평선, 사선, 원” 등의 획을 사용하여 결합시킬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 내지 체계적 일치를 보이는 유사성이 생겨 (일
부 문자들은) 서로 비슷해지는 것이다. (이상억, 2002, ｢훈민정음의 자소적(字素的) 독창성｣, 
고영근 외,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 출판부)
  원래 ㅣ+·, ·+ㅣ, ·+ ─, ─ +· 조합이 ┣ ┫┻ ┳의 결합으로 발전되었고 여기서 다시 
ㅏㅑㅓㅕ, ㅗㅛㅜㅠ, ㅐㅔㅒㅖ, ㅘㅝㅙㅞ, ㅢㅚㅟ 등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 과정을 하나씩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에 수렴된  ߙ  모양을 놓고 보면 기본 모음 형태
가   ߙ에서 추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ㅗ
ㅏ             ߙ             ㅓ

ㅜ     
  여기에 우선 한 둘레씩 확산된 글자를 더해 보자.

ㅛ
ㅗ

ㅏ  ㅑ            #            ㅓ  ㅕ
ㅜ
ㅠ

  다음에 ㅔ, ㅐ와 ㅘ, ㅝ가 더해진다. 
                                     ㅛ

ㅘ      ㅗ       ㅔ
ㅏ  ㅑ                       ㅓ  ㅕ

ㅐ      ㅜ       ㅝ
ㅠ

  그리고 ㅚ, ㅟ 두 글자가 도입된다. <내부의 열쇠 모양 도형에서 모든 모음자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차례대로 획을 구성해 보면 마치 열쇠와 같은 모습 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나온다.>

ㅚ
ㅛ

ㅘ      ㅗ       ㅔ

ㅑ ㅏ             ㅓ ㅕ
ㅐ      ㅜ       ㅝ

ㅠ
ㅟ

  원래 ㅣ+·, ·+ㅣ, ·+ ─, ─ +· 조합이 ┣ ┫┻ ┳의 결합으로 발전되었고 여기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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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ㅑㅓㅕ, ㅗㅛㅜㅠ, ㅐㅔㅒㅖ, ㅘㅝㅙㅞ, ㅢㅚㅟ 등이 방사형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 가획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ㅒ, ㅖ, ㅙ, ㅞ  네 글자가 표지 아래 부분의 도형 같이 추가된
다. 한편 · , ㅡ,ㅣ 즉, 모음의 기본 도형 · (天 하늘), ㅡ(地 땅),ㅣ(人 사람)에서 ㅢ를 생성
한다. 이상으로 현재 한글에서 쓰이는 21개 모음이 다 나타났지만, 원래는 .ㅣ도 있었
으나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ㅚ     ㅢ
ㅙ          ㅛ    ㅣ    ㅖ

ㅘ      ㅗ   ㅡ  ㅔ

ㅑ ㅏ          ㅓ ㅕ
ㅐ      ㅜ       ㅝ

ㅒ          ㅠ          ㅞ
ㅟ

  여기서 한가운데 열쇠 같은 모양(  )은 모든 모음이 파생돼 나올 수 있
는 원형이니 부분부분 나눠 맞춰 보면 각개 모음의 모양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숨은 
코드’를 찾아냄으로써 창제의 비밀을 엿보았다 하겠다. 

 5) 자음 중 사선과 원을 포함한 조형
  앞서 ㅅ,ㅇ,ㅈ,ㅊ,ㅎ도 다음의 한 형상에 다 집약해 넣을 수 있다고 했었다.

ㅅ-ㅊ, ㅎ

  위의 열쇠 구멍과 같은 형상에, 모든 모음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을 
열쇠처럼 꽂아 넣으면, 한글에 숨어 있던 코드가 풀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셈이
다. 마치 숨어 있던 열쇠를 찾아 열쇠구멍에 넣고 새로운 시야의 문을 연다는 상징성
이 있다.

http://archives.hangeul.go.kr/ 디지털 한글박물관 아카이브 속
‘이상억’으로 검색. [기증자 인터뷰] 중 위 화면 등 관련 동영상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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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ㅅ-ㅊ, ㅎ’에 ‘△, ㆁ, ㆆ’(고어에서 필요한 글자들)을 포함해 앞서의 안을 
개선한 것이다.

 6) 자모음 결합상 단위의 조형성

  세종이 ㄷ을 택할 때 ⊏⊐⊓⊔라는 네 방향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중 
ㄴ에서 가획으로 ㄷ을 취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나머지 유사한 ⊐⊓⊔는 더 취하
지 않고 버렸다. 
  유사성을 줄여 최대한 구별이 쉽도록 하려는 배려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른쪽이 
터진 것을 취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ㅓ,ㅕ같이 왼쪽으로 뿔이 난 모양과 붙여 쓸 때, 
ㄷ의 안쪽의 공간침투를 허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ㄹ이나 ㅌ과 얼핏 모양이 비슷해서 작게 썼을 때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염려를 했다. 그러나 세종의 결론적 구상에서는 이 글자들을 함께 써서 한 음절을 한 
덩이로 네모 속에 나타내면, 읽을 때 아주 편할 것이란 예상까지 하고 있었다. 과연 
줄이어 늘어놓은 ‘ㄹㅡㄹ’보다는 ‘를’이 한 눈길에 들어오는 장점이 바로 보였던 것이
다. 그러나 낱자들이 작은 네모 공간 속에 축소돼 복잡해 보이는 단점도 동시에 있었
다. 이런 음절 단위 네모 구성 방식은 한자에서 江, 部, 碧, 忠, 燕, 道, 導 등의 구성
에서 몸, 변, 방, 머리, 받침, 책받침 등이 그 위치를 보여준 선례가 있다. 훈민정음에
서는 이 구성방식을 아래와 같이 조직화했다. (다만 道, 導 두 글자에서는 중성 위치
의 좌우가 바뀌어 있다.)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중성  

초성 중성중성
종성

 7) 자소(字素)의 최대 변별성
  ㄱ에 가획하여 ⊐이란 모양을 취하지 않고 ㅋ을 선택한 이유가 ㄷ이란 모양과 혼동
될 가능성을 미리 회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비슷하게 ㄴ에 가획하면 ㄷ만이 아
니라 匕이란 모양도 가능하다. 자소(字素)의 최대 변별원칙을 지키면서 ㅋ 또는 匕과 
ㄷ 또는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ㅋ과 ㄷ이 선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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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ㆁ과 ㅇ에 의해 표기된 소리의 유사성을 말하면서도 ㆁ과 ㅇ에 분명히 각기 다
른 음가를 배당한 것은 역설적이다.
  더군다나 세종이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혀뿌리로 목구멍을 막는” 소리로 [ŋ]을 기
술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ŋ]은 목구멍은 열고 ‘연구개’를 막는 소리인 것이다. 그가 
당시에 입안 뒤쪽의 움직임을 명확히 관찰할 수 없었을 터이니 ‘연구개’를 목구멍으로 
잘못 인식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세종이 아무리 당대의 뛰어난 음성학자였다지만 내
시경 같은 기구로 실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 세종이 선택한 디자인이 품은 통계상 합리성

 1) 현재의 모음 모양을 취한 덕에 얼마나 편한가!
  이상억(1997)에서는 훈민정음 모음자 창제시의 수직/수평선의 분포와 선택에 대한 
계량적 고찰이 있었다. 현재와 같은 선택이 모음자 출현 빈도에 비추어 현명한 선택
이었는데 이 사실을 세종이 그 당대에 알고 한 것은 아니나 결과는 퍽 신통하다.
  세종은 주로 본인이 주도하여 자형 선택을 했을 텐데, [a, ja, ә, jә, i] 모음은 수직
선, [o, jo, u, ju, ɨ] 모음은 수평선을 배당하였다. 이런 배당의 이유는 아마도 “수직
축의 모음자”들을 더 자주 쓰이는 것들에 배당하면(현대적 통계 결과 그러한데, 세종
은 통계치 없이 선험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긴 수직선의 획이 붓으로 내리쓸 때 
수직의 축을 이루며 운필상 편리하기에 배당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축 모음자 A 무리는 수평축 모음자 B보다 더 높은 
빈도이므로, 만약 모양을 뒤바꾸었더라면(예：ㅏ를 [o]음에, ㅗ를 [a]음에 등등) 서예 운필
상 아주 비효율적이고 어색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처음 두 난은 15세기의 고유어와 한자어 각각에서의 자모 빈도 조사로 주참조 대상
이며, 셋째 난은 16~19세기 자료, 넷째 난은 20세기의 고유어만의 조사로 보조적 참
조 대상이다.

＜표 1＞ 다른 세 시기의 모음자의 빈도

15C.고유어 자료 15C.한자어 자료 Cf. 16~19C. 자료 20C.고유어
A. 수직축의 모음자

ㅏ a
ㅐ ε
ㅑ ja
ㅒ jε
ㅓ ә
ㅔ e
ㅕ jә
ㅖ je
ㅣ I
ㆎ ʌi

4532
 922
 548

26
1803
 694
1184
 359
7043
 730

14.14%
2.88%
1.71%
0.08%
5.62%
2.16%
3.69%
1.12%

21.97%
 2.28%

6252
1291
 674

26
2935
 929
1817
 426
8200
 730

15.33%
 3.17%
 1.65%
0.06%

 7.20%
 2.28%
 4.46%
 1.04%
20.11%
 1.79%

85555
 7777
 6957

 10
31995
11819
33743
 3825
63103
10762

19.93%
 1.81%
 1.62%

0.002
 7.45%
 2.75%
 7.86%
 0.89%
14.70%
 2.51%

28580
 6171

828
 11

15652
 2208
 2466

185
21785
  －

24.23%
 5.23%
0.70%
0.009

13.27%
 1.87%
 2.09%
0.16%

18.47%
    －

소 계      55.65%      57.09%      59.52%       66.03%



- 16 -

C. 양축의 모음자

ㅘ wa
ㅙ wε
ㅚ Ø 
ㅝ wә
ㅞ we
ㅟ y
ㅢ ɨi

 302
45

 274
56
 6

 154
 355

 0.94%
0.14%

 0.85%
0.17%
0.02%

 0.48%
 1.11%

 567
51 

 340
 131

 6 
 272
 422

 1.39%
 0.13%
0.83%
0.32%
0.01%
0.67%
1.03%

 7889
231

 2946
 3092

 86
 2993
 7359

1.84%
0.05%
0.69%
0.72%
0.02%
0.70%
1.71%

  718
200
899
246
 74

 1304
233

 0.61%
0.17%
0.76%
0.21%
0.06%

 1.11%
0.20%

소 계       3.71%       4.38%       5.78%       3.13%
총 계 100% 100% 100% 100%

 2) 수직축 글씨의 실례
  아래에 궁체 글씨와 몽골 서체에서 수직축이 가지런히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림 7＞ 궁체(왼쪽)와 몽골 서체

  이런 종류의 서체에서는 수직획에 가장 자주 쓰이는 소리를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국어의 경우에는 모음에 대해 이를 적용하면 좋겠다. 다만 몽골서체에서는 자․
모음이 모두 수직축에 따라 쓰이므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높은 사용 빈도에 수직선을 위와 같이 배당한 조처가 적합한 이유는, 15세기 종서 
때의 붓이건 현대 횡서 때의 펜이건 항상 검지손가락을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수평적 횡서에서는 팔(목)이 ‘수평으로’ 
움직여 가면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동시에 엄지와 검지와 장지로 쥔 펜만은 ‘수직으

B. 수평축의 모음자

ㅜ u
ㅗ o
ㅛ jo
ㅠ ju
ㅡ ɨ

 ․ ʌ

3612
 221
1015

77
2520
5582

11.27%
 0.69%
 3.17%
0.24%

 7.86%
17.41%

4669
 368
2096
 186
2806
5585

11.45%
 0.90%
 5.14%
 0.46%
 6.88%
13.70%

53392
 5696
31251
 6957
33795
18064

12.44%
 1.33%
 7.28%
 1.62%
 7.87%
 4.21%

11413
314

14189
155

10299
  －

 9.68%
0.27%

12.03%
0.13%

 8.73%
    －

소 계      40.64%      38.53%      34.75%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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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는 다른 동작이 가능하며 실은 이 수직동작이 세 손가락들의 수평 동작보
다 더 쉬운 법이다.
  끝에 붙여 모음에 대해 더 언급할 것은, ‘ ’와 ‘ ’는 가능한 조합이며 중세국어에
서도 필요한 글자였을 듯하지만, 세종이 제안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 방언음에서 ‘ 다’(되었다)라든가 축약형으로 ‘바 다’(바뀌었다)를 표기할 때 이 
글자들이 쓰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3. 디자이너 세종의 독창성

 1) 몽골 팏바 모방설: 모방이 아니라 모략
  의심할 바 없이, 세종대왕은 한글 자음이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혀가 잇몸(치조)이나 입천장(구개) 부분을 접촉하는 모양이나 입과 목구멍모양을 본 
따 글자를 창제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모방 가능한 원천으로 인근국가의 문자들

刁
tiao

乚
yin

(=隱)

匚
fang

Pinyin f 

己
chi

口
kou

人
ren
jen

을 가정했다. 간혹 훈민정음이 한자를 ‘모방’해 창제되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단지 앞
의 6 가지(ㅋㄴㄷㄹㅁㅅ)의 비체계적인 ‘유사성’에 기초해서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 
또 훈민정음이 몽골팏바(Phagspa)자와 단지 5 글자가 모양과 발음에서 우연히 유사하
다고 해서 ‘모방’했다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이런 두 ‘모방’론은 다만 ‘모략’에 그칠 
뿐이다.
  보통 ‘창제’가 아니라 ‘모방’으로 말하는 경우, “한글이 (몽골이 아니라) 중국 전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정인지) 진술이 있어서, Ledyard(1966) 같은 학자가 “한글이 몽
골 전자의 모방으로 만들었다”고까지 오해하게 된 것이다. 아래에 보일 듯이 그런 해
석은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한글이 음성문자(어두, 어말자음과 모음에서)였던 만큼, 오래된 전자처럼 
다른 두 문자 세트 사이에서 형태의 우연한 유사성보다 차이점을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다. Ledyard(1998)는 특히, 몽골 팏바 자음 [d], [l]를 한글 ㄷ[t]과 ㄹ[l]이 모
방했을 모델로 지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글 ㄹ[l] ㅅ[s] ㅈ[č] ㅌ[t’]이 비슷한 모양의 
팏바 문자 ㄹ[ŋ] ㅅ[o] ㅈ[o] ㅌ[ǰ]]과 같은 음을 가지지 않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위의 우연한 유사성으로 보이는 예를 근거로 ‘체계적 일치’라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이상억 1997) 특히 팏바 자음 [g]와 [b]도 한글의 ㄱ[k]와 ㅂ[p]와는 체계상 
아주 다르다.
  또한 ㅁ, ㄴ, ㅅ(m, n, s) 문자들의 소리를 낼 때 음성기관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
는 형태의 문자로 인정하려면, 이 글자들이 세종에 의해 획을 체계적으로 증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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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ㅂ, ㄷ, ㅈ와 같은 팏바문자에 기초해 ‘복사’한 것은 아니다. 복사 가설은 꽤 
불거지는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표 2> 팏바 문자와 한글 대조

 2) 세계 문자들 중의 훈민정음：어떤 문자에서도 쓰일 전형적 획의 세트 속에서
  어떤 표기 체계의 문맥 속에서 수직, 수평, 사선들로 획의 종류 숫자들이 오히려 
제한됐으며, 삼각형, 원, 그리고 여러 방향의 곡선들이 문자들에서 흔히 쓰인다.1) 
(Lee, S.- O. 1997：109, 또한 Dürscheid 2006：87-88)2) 한 표기체계의 몇 요소가 다른 
표기체계의 몇 요소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고 놀랄 일은 아니다. 위에 언급한 기본
획조차 단지 ‘모방’이 아니라 ‘유사성’의 준비된 후보가 될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한글과 다른 주요 표기체계(미노아, 페니키아, 그리스, 히브리, 브라미, 로만, 키릴, 
중국 및 일본)간의 유사성을 봄으로서 ‘유사성’의 문제를 세계 표기체계의 넓은 문맥에
서 탐구하려 한다. 아래는 한글과 다른 표기체계 간에 발견되는 시각적 유사성이다. 
여기서는 일치 수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유사성에 우선권을 주고 음성대응은 무시된
다. [ㅇ 14, ㄴ 13, ㅅ 13, ㄱ 11과 △ 11들은 한글과 비슷한 모양들 중 시각적 유사
성이 높다.]

<표 3> 여러 문자의 획들 중 유사성 비교

1) 아주 비슷한 생각을 정초(鄭樵 1104-1162)의 통지(通志) 34권 육서략(六書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중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1획부터 문자가 생성된다는 도표)에 기본적 기하학적 요소 ㅡㅣ∕＼⼚ㄱ
ㄴ⅃∧∨< >⼌⼐ㄷ⊐ □ㅇᐧ [그러나 △은 없음]들을 衡, 從, 邪, 反, 折, 轉, 側, 方, 圓, 偶라는 이름
의 획과 연결했다.

2) Dürscheid(2006)는 “또한 수직, 수평, 사선, 원 등의 제한된 획들을 조합한 결과로 유사성들이 생겼
다”는 필자(1997)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한글창제에 대한 반대 가설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의견에 동의
했다.

Hangeul1443/ total ㅇ14 ㄱ11 ㅋ2 ㄴ13 ㄷ7 ㅌ8 ㄹ1 ㅁ 6 ㅂ0 ㅅ13 ㅿ11 ㅈ2
Hiero-glyphic30cBC   1

口
[p]

Minoan30cBC   3 O
[a]

ㄴ
[li]

ㅿ
[ya]

Phoenician15cBC   3 ㅇ
[o]

レ
[l]

Ǝ
[e]

ㅿ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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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opian8cBC    2 ላ
[g]

ር
[r]

ለ
[l]

Greek-7cBC-  6 O
[ˁ]

ㄱ
[p]

EarlyG

レ
[l]

EarlyG

E
[e]

ModG

Λ[c,
g, l]
Early,
ModG

Δ
[d]

ㅇ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ㅿ ㅈ
Hebrew6cBC    3 ㅇ

[s]
ㄱ
[d]

ㅁ
[m]

cf.Arabicnumerals ㅇ 5 ㄱ 6 ㅅ 8

Brahmi3cBC    6 O
[th]

(ㄱ
[ʋ])

(ㅋ
[th])

L
[u]

ㄷ 
[n]

口
[b]

∧
[g]

ㅿ
[e]

Berber2cBC    4 O 
[r]

ㄷ
[d]

(ㅌ
[t])

ㅁ
[r]

∧
[g]

Iberian2cBC    3 ㅁ
[p]

∧
[l]

ㅿ
[t]

Sassanide3cAD-   2 ㄱ
[r]

ㄷ
[t]

Carianca.5cAD 4 ㅇ
[o]

E
[u]

ㅁ
[e]

ㅿ
[l]

Roman-6cAD-  2 O 
[o]

C E
[e]

Cyrillic9cAD   4 О

[o]
С Е

[e]
Λ, Л
[l]

Δ, Д
[d]

Yezidi14cAD  5 O 
[h]

ㄱ
[t]

ㄴ
[m]

ㅁ
[d]

ㅿ
[g]

Chinese14cBC  7 ⺄,勹
Pinyin 

b

刁
tiao

乚yin
(=隱)

匚fang
Pinyin 

f 

巳 己
chi

口
kou

人ren
jen

大

Japanese8cAD   5 フ
[fu]

ヲ
[o]

レ
[re]

ヒ
[hi]

モ
[mo] [ro]

ヘ
[he] [su]

KoreanIdu, 6cAD      4 [ya]
レ
[sa]

 ヒ
[ni] [i] [ko,

ku]

[tʌ],
[k], 
[yə]

[myə]

Willis1602    4 O 
TH

ㄱ 
D

L
F

ᙅ
T

Λ

A

Cherokee1821    3 Ꮮ
[tle]

Ꭼ
[kə]

Ꮑ
[ne]

ㅇ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ㅿ ㅈ

Cree
1840    5

ㄱ
[me]

L
[ma]

ᗴ
[kə]

Λ

[pi]
ㅿ
[i]

Fraser
1915    5

O
[o]

ᒣ
[ᗯ]

ᒪ
[l]

E
[e]

Λ

[ng]

Pollard
1936    6

O
[o]

ᒣ
[h]

ᒪ
[l]

ㄷ
[tɕ]

Λ

[ʑ, y]
ㅿ
[tl]

’Phagspa,
1243    1

ㅇ ㄱ
ག

ㅋ ㄴ ㄷ
ད[d],

ㅌ
cf.ཇ

ㄹ
ལ

ㅁ
བ[b]

ㅂ
བ

ㅅ
cf.∧

ㅿ ㅈ
ས



- 20 -

  <표 3>에서 밑줄 근 것들이 다른 후보들보다 한글에 가깝다. 그들의 일치수 집
계는 다음과 같다.

1(개 일치)：히에로글리픽, 팏바
2：로만, 이티오피안, Sassanides(Pehlevi)
3：미노안 (또는 크레타, 시프러스), 페니키안, 히브리, 이베리안 (프로토-히스파닉), 

Cherokee
4：한국 이두, 키릴릭, Carian(Anatolian), 베르베르(리비안 포함), Willis
5：일본 가나, Yezidi(Balti), Cree, Fraser
6：중국 한자(Pinyin 포함3)), 그리스, 브라미, Pollard

  <표 3> 속에 적용 됐듯이 ‘합치’의 더 좁은 범주를 적용한다면, 팏바의 ㄷ에서 발
견되는 제일 가까운 형이 하나뿐이었다. 한글 ㄹ에 대해 팏바 ㄹ[ng]이 [l]을 합치
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 ㄹ[ng]을 [l]에 대응시킨 레댜드의 선택이 음의 일치제약에 
의한 것이라 해도, ㄹ[ng]은 한글 ㄹ에 그 모양을 합치시킨 그 우수성은 레댜드 교수
의 주장을 약하게 만든다. <표 1>의 페니키안에서 유래한 브라미가 6개 합치를 공유
하는 반면 (티벳과) 팏바는 오직 1개의 합치만 보인다.
  위의 통계에서 4부터 6의, 한국 이두, 일본 가나, 한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위 
데이터가 보이듯이 이 셋은 한글 창제에 영향을 주었던 후보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로 한자가 이두보다 더 한글과 합치됨이 여실히 보인다. 그리스와 키릴 문자가 
서로 눈에 띄게 유사성을 보이는데, 키릴 형제가 새 문자를 창제할 때 그리스 문자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
  한글이 이두나 가나 같은 가까운 곳의 모든 문자들보다 그리스 문자와 더 합치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유사형, 그러므로 모방 복사”라는 
식의 주장을 따른다면 그 (모방)영향이나 (복사)모델의 후보들 중에 오히려 그리스의 
문화 판도는 가장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그리스문자를 본땄거나 복사했다는 
지탱하지 못할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ㄴㄷㄹㅁㅅ과 한자 ㇄ ㄈ 己 口 ㅅ은 거의 완전히 같다고 주목할 수 있다. 중국어 
주음부호 ㄈ[f]은 한국어 ㄷ[t]와 거의 모양이 같다. 이런 합치는 한자가 세상의 어떤 
문자체계보다 수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놀랄 것이 없다.
  우리가 일본어로 돌아가도 비슷한 합치를 발견한다. 한국 이두 尼[ni]와 일본 가나 
比[hi]에서 각각 비롯되었을 匕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한편 ㅁ은 같은 呂에서 유래됐고 

3) Pinyin(拼音) 즉 Hanyu Pinyin(漢語 拼音)은 1958년 이후 북경관화의 로마자 표기체제로 현재 널리 
쓰인다.

[g] cf.ང[n] [ʤ] [l]
cf.ㄹ
[ng]

b [o]
not 

initial

[s]
cf.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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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려[ryo]와 일어 [ro]를 각각 나타낸다. 야 也[ya]에서 한국 っ, 由[yu]에서 일본 
ユ도 생겼다.
  그러나 한글과 다른 표기체계 사이에서 찾거나 보여지는 모든 현저한 유사성에 대
해 사실 그런 관찰된 유사성으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없다. 인류역사에
서 발견되는 표기체계상의 모든 증명된 ‘모방’에 대해, 말하자면 제2의 창제가, 세상
에 유일하고 선행된 예가 없는 음성자질 표기체계라는 명백하고 단순한 이유로, 세종
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선행모델이 된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
다.
  세종의 천재성의 산물로서 한글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전례가 없는 음성자질표기체
계를 보여 주었다. Bell의 Visible Speech보다 오래전에 세계 최초의 Visible 
Speech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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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생명체의 창조와 진화, 생명공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들어가기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을 대신하고, 유전정보의 조작으로 질병을 예방
하거나 생명현상을 인위적으로 개조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복제하고, 동물 장기를 사
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분간
할 수 없게 하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사람도 다른 동물처럼 인
공적으로 복제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일을 용감하게 시도하는 과학자가 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격변하는 과학만능시대에 살고 있는 우
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고등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배우는 생물 이야기는 우주가 생성되고, 태양계의 한 
행성인 지구가 분리된 뒤에,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하여 원시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기록한다. 그리고 이 초기 생명체가 진화
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졌고, 그 자손 중에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계의 
동, 식물과 미생물들로 분화되어 생명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배운다. 사람 또한 그러한 
생명체 중의 한 무리인 동물의 한 종으로서 지구 위에 살아남았으며, 이 생명체들 중
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니게 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물계를 지배하는 우점 
종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생물진화 
이야기와 성경 속에 기록된 생명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함께 받아드려야 할지를 고민
하게 되고, 그 중 어느 한 이야기는 잘못된 사실이 아닌지 의심한다.
  자연과학의 한 분과인 생물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이러한 발전과 변천
의 역사를 어떻게 거쳐 왔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명체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갖가지 생명현상들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구하는 과학적인 지식이 넓고 깊어질수록, 지난날의 학문적인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수정 보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생물학의 학설들은 이렇게 수정 
보완되면서 지난 3천년의 긴 세월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그 생명과학의 발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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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생물학의 발전

  생물학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자연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학문의 역
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하여 생명체를 형상(form)과 
질료(material), 그리고 생기(soul, spirit)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자연계의 사물이 지닌 모양을 결정하는 틀을 의미하고, 
‘질료’는 그 형상을 구체적인 실체로 만드는 물질을 뜻한다. 그리고 이 형상과 질료는 
생물이 아닌 무생물에도 적용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돌이나, 흙, 물 따위도 그렇
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돌이나 흙이나 물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실체이지만, 
공기 따위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들도 모두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이런 비 생물적인 물체들과는 달리, ‘생
기’라는 요소를 하나 더 지녀서 생명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생기라는 요소는 
우리가 생물이 살아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무생물들과는 차별되는 생명체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이러한 생명체 이해 사상을 ‘생기론적 생명관(vitalism)’이라
고 하며, 근대과학이 발전하기까지 초기 생물학을 지배하던 주된 생명사상이었다. 생
물학의 기초가 되는 생물의 ‘종(species)’이라는 말은 이 ‘형상’이라는 그리스어를 라
틴어로 번역한 말이다. 결국 생물은 종류별로 각각의 생명체가 지닌 다양한 생기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을 한 종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기 중에서 가장 하등한 것은 식물적인 생기여서, 이 생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물은 감각기능이나, 운동기능은 없고, 그냥 정적으로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만 지니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동물적인 생기를 지닌 생물은 
이 식물적인 생기를 지닌 생물의 생명활동에 더하여, 감각하고 운동하는 기능까지 지
니게 된다. 그리고 이 동물적인 생기도 종류가 다양하여 하등한 동물이 지닌 생기로
부터 고등한 동물이 지닌 생기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져서,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인
간은 이런 동물적인 생기에 더하여 사물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더한 생기
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계를 지배하는 최상위 생물 군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이러한 생기론적 생명관은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유럽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생물은 하나님이 종류
대로 창조하였다’라는 생각과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며 생명체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
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였고, 식물과 동물
들에 이어서 인간은 특별한 섭리 하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최초의 인간
인 아담이 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이런 기독교적인 생명관
을 ‘창조론적 생명관(creationism)‘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초기 생물학에서는 생물은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한 종류의 생물이 다른 종류의 생물로 발전하게 된다는 생물진화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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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볼 수 없다.

2. 생물진화 사상의 발전

  르네상스 이후 16, 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사회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연과학
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관찰을 통하여 증명되는 지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생물학을 바라볼 때. 생명의 본질로 규정한 ‘생기’는 
과학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아니어서,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물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생기는 생물학적 생명체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
키는 일을 제외시켰다. 이처럼 자연계의 생명체들에서 생기라는 요소를 제외한다면, 
우리들이 관찰하는 생명체는 언 듯 보아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교한 기계처럼 물질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대상물이어서 우리가 아는 과학
적인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체라고 이해한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앞서 논의된 생명관들과 구별하여 ‘기계론적 생명관(materialism)’이라고 한다.
  현대 생물학의 주된 사상이 되는 진화론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
는 역사적인 배경 아래, 프랑스의 소장 과학자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생물의 종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서로 다른 다양한 종들 사이에서 어떤 
종들은 서로 생김새가 너무 닮고, 다른 종들은 그렇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이처럼 서로 닮은 종들은 과거 이들이 하나의 공동조상(common 
ancestor)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 보다 서로 더 닮은 것과 같은 이
치여서, 이처럼 유사한 종들은 결국 공동의 조상을 지닌 개체들이 오랜 세월을 지내
면서 조금씩 생김새가 달라져서 새로운 생물의 종으로 진보(progress = 진화 
evolution)하게 된다는 진화 사상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결국 자구상의 다양한 생물
들은 이처럼 진화적인 발전을 통하여 종이 갈라져서 다양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한 것
이다.
  이러한 초기 진화 이론을 발전시킨 선두 주자는 프랑스의 라마르크(Lamarck)였고, 
그가 발표한 이 진화의 원리는 [동물철학(1809)]과 [무척추동물지(1815)]라는 책에 기
록되어 있다. 라마르크의 진화이론은 흔히 ‘용불용설(Use and Disuse Theory)’로 알
려져 있다. 이 이론은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몸의 지체는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지체는 점차 퇴보하게 
되어서, 그 결과 이들의 자손은 그렇게 발달한 지체를 지닌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발달한 지체를 갖지 못한 개체들과는 생김새가 점차 서로 달라져서, 결국 서
로 다른 종으로 진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라마르크로 대표되는 이들의 진화이론은 그 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과학적
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불충분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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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을 확고한 생명철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영국의 찰스 다윈
(Charles Darwin)이었다. 그는 라마르크의 동물철학이 발표되는 그 해에 태어나서, 
반세기를 넘긴 1859년에 발표한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을 통하여 새로운 생물진화의 이론을 제
시하여, 당시 유럽사회에 큰 반응을 일으켰다. 그의 책 제목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
과 같이 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과거 이들의 공동의 조상에서 자연선택
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종들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이 책에
서 자신이 관찰한 수많은 실증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논리의 전개로 이 이론을 전개하
였다. 이로 인하여 소위 ‘자연선택설(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로 불리는 그
의 진화이론은 당시 생물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학문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윈이 제시한 자연선택설은 자연계의 생물 종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서, 주어진 환경에 알맞게 적응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은 잘 살아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면 주어진 
환경에 이처럼 적응된 개체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집단만 남게 되어서, 과거 동일한 종
에 속해 있었더라도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은 개체들과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게 되고, 마침내 각기 다른 종들로 진화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다윈이 제시한 이 자연선택을 통한 생물진화의 이론은 결국 ‘생물의 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김새가 변하며 그로 인하여 지구상에 새로운 생물의 종들이 생겨나
게 된다’는 생물진화의 원리를 밝힌 것으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계승되며 현대생물
학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생명철학이 되고 있다. 다만, 다윈 이후 많은 생물학자들에 
의하여 다윈이 제시한 진화이론을 추적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재검토되고 비판, 
보완되었다. 그것은 다윈이 설명한 생물진화의 원리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검정을 거
쳐야 하는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으로 그 결과를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종의 개체들이 생겨나서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을 대대로 관찰하면서, 생김새가 어떻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지를 계속 관찰하여야만 결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윈의 진화이론을 증명할 다양한 학설들이 그 후 제시되었지만,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생물진화의 원리를 확고하게 밝히게 되는 연
구 성과는, 뜻밖에도 언뜻 보아 진화론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유전학의 발전
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3. 유전학의 발달과 생물 종의 이해

  오스트리아의 한 신부였던 멘델(Mendel)은 다윈의 진화론이 서구 사회를 휩쓸 때, 
한 수도원의 온실 포장에서 완두를 재료로 하여 실험한 연구 결과를 모아서 18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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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짧은 논문 한 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엉
뚱하게도 생물 종의 진화를 입증하는 실마리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는 연구가 되었고,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역사적인 연구로 발전하였다. 멘델이 이 
논문을 발표하던 때, 유럽 학계는 아무도 이 논문의 학문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
지만, 그는 자신의 연구 업적이 반드시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
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0세기 벽두, 국적이 다른 세 사람, 네덜란드의 드 브리스(de Vries), 독일의 코렌
스(Correns), 오스트리아의 체르마크(Tschermark)이 각각 독자적으로 멘델이 발표한 
유전의 법칙과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어 각기 독자적인 연구 성과로 학계에 발표하였
으나, 그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 멘델에 의하여 발표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
하여 20세기에는 벽두부터 유전학 분야의 연구가 생물학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유전학의 연구 성과의 하나로, 러시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된 도브잔스
키(Dobzhansky)는 1937년에 [유전학과 종의 기원]으로 대표되는 저술을 통하여 진화 
이론을 유전학적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방법론을 구체화시켰다. 즉, 생물의 종은 생김
새(=형상)에 따라서 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생김새를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생물진화는 생물 종의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요인을 밝히면 그 원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올챙이와 개구리는 모양이 서로 전혀 달라 
같은 종임을 알 수 없지만, 길러보지 않고도 이들이 지닌 유전자를 비교 조사하면 서
로 같은 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김새가 달라 다른 종으로 구분된 생
물체들은 각각의 개체가 지닌 유전자를 상호 비교분석하면 동일한 종인지 다른 종인
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한 종의 생물 개체들이 지닌 유전자들을 전부 한데 모은다면[이것
을 ‘유전자 풀(gene pool)’이라고 한다], 다른 종의 개체들이 지닌 유전자들을 모은 
풀과는 서로 다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론을 기초로 하여 ‘생물진화는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라도 각기 속한 집단 안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개체들이 지닌 유
전자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개체들의 유전자들과 서로 다르게 변하게 되고, 마침내 
각각의 유전자 풀이 서로 하나로 섞일 수 없을 만큼 이질화 되면, 그 결과 이들은 서
로 다른 종으로 독립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한 
생물 종이 지닌 유전자 풀이 다른 생물 종이 지닌 유전자 풀과 서로 같은지, 다른지
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을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밝
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현대생물학에서 정의되는 
생물의 종이란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개체들의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김새가 서로 유사하지만, 교배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없게 된 개체
들은 각각 생식적으로 격리되는 독립된 종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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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생물 종의 이해

  한편, 1953년 미국의 왓슨(Watson)과 영국의 크릭(Crick)은 생물의 종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본체로 알려진 핵산(nucleic acid) 중에서 DNA(deoxyribo-nucleic acid)
가 이중나선으로 된 구조임을 밝혀내어서, 유전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생물진화의 과학적인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기초도 
확립하였다. 그것은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DNA의 구조가 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내면 생물진화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
다. 이처럼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원리를 밝힌 연구를 종합해 보면, 크게는 돌연변이
(mutation), 격리(isolation), 염색체의 배수화(chromosome duplication)와 잡종형
성(hybridization)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돌연변이란, 한 생물 종이 지닌 유전자들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모 세대가 갖지 못한 유전자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 부모 세대의 유전자
들을 물려받은 개체들과는 유전자 풀이 서로 달라져서, 상호 교배가 이루어지지 못하
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서로 다른 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격리는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같은 종의 개체들이 작은 집단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각각의 집단이 지닌 유전자 풀이 서
로 이질화되어, 마침내 교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서로 다른 종
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염색체의 배수화는 한 종의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
수분열을 하지 못하고 모체와 같은 수의 염색체를 지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에, 
이런 생식세포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체는 부모 세대와는 달리 그 염색
체 수가 배로 늘어난 개체를 이루게 되어서, 정상적인 감수분열을 통하여 만들어진 
개체들과는 서로 생식적인 격리를 이루면서 마침내 다른 종으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잡종형성에 따른 종의 분화는 서로 다른 종의 생식세포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
로 수정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때,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유전자 
풀을 갖는 개체들로 분리될 수 있어서 독자적인 종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5. 생명의 기원

  자연계의 생물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신의 창조설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우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지구상에 날아왔다는 천체비래설(Cosmozoa Theory)도 있다. 그러나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람은 러
시아의 생화학자인 오파린(Oparin)과 영국의 할데인(Haldane)이었다. 그들은 원시 지
구상에 있던 간단한 무기물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점차 복잡한 유기물을 합
성하게 되고, 이처럼 고분자 화학물로 된 유기물의 복합체가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
하였고, 오파린은 이 원시생명체를 이룰 유기물 덩이를 코아서베이트(coacervate)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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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이러한 생명체의 창조이론을 유기진화설(Organic Evolution)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1953년 미국 시카고대학의 대
학원생이었던 밀러(Miller)와 그의 지도
교수였던 유레이(Urey)의 실험을 통하여 
원시지구에서 만들어졌을 유기물의 합성
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생명체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실험실에서 증명하여 오파
린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밀러는 실험실에 있는 플라스크에 전
극을 꽂고,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 및 
수소들을 채우고 산소 없는 상태에서 이 
기체들이 순환하면서 전극의 방전에 의
하여 유기물인 아미노산과 지방산, 그리
고 당류와 그 밖의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후 

폭스(Fox)나 버나르(Bernal) 등, 여러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 이 유기물들은 적당한 
환경 조건 하에서, 엉켜서 외막이 형성된 작은 액체 방울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마이크로스페어(microsphere)라고 명명하여, 원시생명체의 모형으로 제시하였
다. 이 액체 방울은 순전히 물리,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성되고, 그 속에서 만들
어진 단백질인 효소와 핵산의 합성을 촉진하게 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면서, 원시생명체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생물학에서는 원시 지구상에서 이처럼 무기물이 물리,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코아세르베이트를 거쳐서 마이크로스페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생명체의 출현 단계를 
생물진화에 대응하는 화학진화(chemical evolution)로 이해한다. 그리고 지구상에 산

   <그림 1> 유레이-밀러의 실험장치

<그림 2> 오파린이 생각한 코아서베이트의 
전자현미경 사진

<그림 3> 폭스가 관찰한 마이크로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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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것은 생물체가 만들어진 후의 일인 것으로 알기 때
문에 밀러의 실험에서는 산소 없는 원시지구를 상정하여 그런 실험으로 유기물이 합
성되는 과정을 밝힌 것이다.

6. 자연관의 이해 – 생물진화에 대한 현대생물학적 해석

  20세기 중엽, 독일의 크뤼크호른(Klueckholn)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인식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예속적 자연관, 조화적 자연관, 그리고 정복적 자연관으로 구분한 바 있
다. 여기서 예속적 자연관이란 고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연 아래 예속된 삶을 살던 시
대의 자연관이었고, 조화적 자연관은 동양인들이 이해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과 더
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 자연관이다. 그리고 정복적 자연관은 16세기 영국의 프
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으로 대표되는 근대 유럽사회가 인식한 자연관으로서,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정복의 대상물이어서, 이를 남보다 먼저 점유하고 활용하는 
자가 삶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자연관이다. 근대 유럽문명은 이와 같은 자연관을 기
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므로, 생명에 대한 인식도 기계론적 생명관을 기초로 하여 발전
하게 된 것이다.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생명과학에서 이해되는 생명창조의 역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시 지구상에서 무기물의 물리화학적인 결합으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
기물이 진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원시생명체를 이루었으며, 그 원시생명체가 계속해서 
진화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생명 세계를 이루었다고 정리한다. 이와 같은 
생각의 바탕에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생물의 종이 진화적인 발전을 통하여 다양한 생
물의 종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논의의 핵심이 되는 생물의 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물학의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대생물학은 이 물음에 대
하여 ‘생물의 종은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있도록 동질적인 유전자 풀로 묶
인 개체들(개체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의 종은 여러 가지 원인
으로 각 개체군이 지닌 유전자 풀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생김새와 기능
이 달라진 개체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과거에는 같은 종에 속해 있던 
개체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퍼
뜨릴 수 없는 단계),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런 현상을 생물 종의 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결국 생물진화는 자연계의 생물들이 생활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도한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종의 분화를 밝힌 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채집한 바다에서 사는 미세한 홍조식물의 
한 종과, 외형적으로는 서로 아주 유사하나 이것과는 다른 종으로 명명된 미국 태평
양 연안에서 생육하는 홍조류 한 종을 함께 채집하여 우리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교
배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 식물의 수컷과 미국산 식물의 암컷은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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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정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자손을 번식하였지만, 한국산 식물의 암컷과 미국산 
식물의 수컷은 수정 후 수정란이 첫 번째 분열을 할 때 그 세포가 녹아서 죽고 말아, 
서로 생식적인 격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이들 두 종이 북극지방에
서 생육하다가 남하하면서 한 집단은 태평양 서쪽 북미 대륙 연안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태평양 동쪽 일본과 우리나라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오랜 세월을 거
치면서 두 집단 간에는 유전자의 이질화가 진행되어 부분적으로 생식적인 격리를 이
룬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르게 종 분화가 진행 중인 집
단으로 갈라졌지만, 아직은 진화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종들로 분화되지 못한 
중간 단계에 있는 집단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물학이 밝혀내는 생물진화라는 객관적인 현상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 현상이 우연의 결과인지, 계획된 필연의 
결과인지, 우리가 아는 현대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물음은 과학
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현대생물학은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떤 답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종교, 특히 생물학에서 논의하는 종의 진화는 신앙(이를테면, 
기독교 신앙)으로 믿고 있는 신에 의한 생명체의 창조와는 본질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진화가 우연의 산물인지, 신의 섭리에 의한 필연의 산
물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각자가 지닌 생명철학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생명의 본질인 생기가 아직은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적인 실험의 대상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보기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어떤 독실한 신앙인이 죽음에 이를 위험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는 당연히 가장 
신뢰할만한 의사를 찾아 그 병이 낫도록 현대과학을 총 동원한 치료 행위를 부탁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그는 믿고 있는 신에게 어떤 길을 통하여서라도 그 병을 치유
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의사의 진료 행위로 그 병이 나았다
면, 의사는 그 치료 과정을 현대의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이고, 그것은 올바른 과학적인 이해이다. 동시에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
은 전적으로 그가 믿는 신의 은총이었다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신앙이다. 현대과학은 신앙으로 받아드리는 이 신의 섭리에 의한 은총
을 과학적인 잣대로 증명할 아무런 지식도 아직은 갖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믿
음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
다.
  그러므로 생명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인식될 주제가 아닌 
과학과 믿음의 영역에 속한 별개의 주제이고, 이 둘을 어떻게 수용할지는 각자가 지
닌 생명관에 입각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현대생물학이 풀어야 할 과제는 생명체
를 이해하는 관점이 앞서 설명한 기계론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
명체가 지닌 물질적인 측면만 다루어지고, 윤리적인 가치나 정신적인 가치는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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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근 3천년에 이르는 생명과학의 긴 발전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해 
온 생물학자들의 노력은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사상적인 견해에 따라서 생기론과 
기계론적 입장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생물학은 생물진화의 역사를 과
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생물학은 고대 생기론적 생명관을 탈피한 기계론적 생명관
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생명체를 물질적인 대상물로 인식하
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명 조작
의 과학적인 접근은 건강과 수명 연장의 수단이 된다는 명분으로 윤리적인 성찰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생명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지닌 윤리적인 가치, 특히 인간이 지닌 생기의 가치를 
외면할 때 인간은 동물 군에 속하는 한 분류 단위에 불과하게 되고, 생명체에 대한 
물리적인 조작을 윤리적인 성찰 없이 감행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
다.
  결국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의 기초는 인간 또한 자연생태계의 일원이며, 자연계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상의 바탕 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자연생태계의 주된 역할자이면서, 이를 관리할 책임자라는 사살
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들이 시도하는 생명조작 행위도 바른 가치관이 입각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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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창의 기반사회, 인재강국 DNA를 살리자!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1. 경이적인 성장발전과 인재강국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경이적인 경제성장 발전을 이룩하였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맨주
먹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1960년대 100달러정도 이
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한국경제는 이제 3만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후진
국으로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미국 텍사스의 7분의 1, 캘리포니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위에서 1960년 아프리카의 가나 등 최빈국 국가와 똑같았던 경제
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비록 오늘날 에티오피아나 파키스탄 등 최빈곤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나라들도 70
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들이 우리나라 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여왔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우리의 이웃인 동남아 여러 나라들, 이를테면 필리핀, 태국, 인
도네시아, 미얀마 등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우리보다 잘 살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북한도 1972년 이전까지 GNP가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았던가.
  그러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 국가들이 수 백 년 이상 걸려서 
해낸 일을 불과 지난 반세기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쟁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러한 한국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
리나라 기업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의 남다른 개성과 
독창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시장에서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보잘 것 없는 한국의 기업들이 무수한 시련과 역경을 뚫고 당당히 선진국 기
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 몇몇 기업들은 명실 
공히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자, 자
동차, 중공업, 건설, 화학, 섬유, 금융, 엔지니어링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각화된 
경쟁력 있는 기업군으로 등장한 것이다.

 2) 한국경제 성장 발전 이면에는 인재강국 DNA 가 작용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한 근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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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국 경제사회의 급성장은 근로자의 땀, 과학 기술자의 고심(苦心), 기업 경영인의 
선택,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인적자원, 즉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DNA를 빼놓을 수 없다.
  수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가가 자기회사의 고객인 미
국의 한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초청된 미국의 바이어가 서울에서의 10일간 체
류를 마치고 떠나는 날 공항으로 배웅 나온 자기를 초청해준 한국기업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김사장!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하나의 불가사이를 발견했소
이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대단히 빈약한 국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정말 나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요. 살아가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
으면 말 좀 해주시오”라고 했다. 이때 질문을 받은 한국 기업가는 대답하기를 “아 그
것 말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서로 뜯어먹고 삽니다.”라고 웃
으면서 농담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동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답변이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 경쟁과 경제의 원동력을 생산요소별로 볼 때 노동, 자본, 
기술, 토지 중 노동, 즉 인적자원이 가장 큰 요소였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자본에 있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자본상품의 거래가격인 이자율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자율이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기술과 토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경쟁우위 요소인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환언하면 그동안 인적
자원의 경쟁력인 인건비를 뜯어먹고 산 셈이 되기 때문에 “서로 뜯어먹고 산다”는 답
변도 일리있는 응답이 라고 볼 수 있다.
  생물의 생태계에는 4가지의 존재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서로 뜯어
먹으면서, 즉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경우로서 이를 상생(相生)관계
라 한다. 둘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입지 않는 경우이며, 이를 편생(片生)관계라 한다. 셋째,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한쪽
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이고, 이를 기생(寄生)관계라 한다. 마
지막으로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가 손해 보는 경우로서 이를 상생의 반대인 상극
(相剋)관계라 한다.

2. 성장동력과 인적자원의 자산화

 1) 산업사회 성장동력은 기술이고,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다.

  산업사회의 성장동력은 자본과 노동 기반시대에서 기술기반시대로 경쟁전략 중심의 
축이 이동된다. 오늘날 개방화와 더불어 세계화(Globalization)는 경제사회의 비교우
위중심의 제한경쟁시대에서 경쟁우위중심의 무한경쟁시대로 변하고 있다. 리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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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 D.)의 이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비교우위 경쟁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노동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자본이 풍부하고 자
본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기업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노동기반시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하에서는 가격, 품질, 납기 신
제품등 새로운 혁신을 좌우하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곳으로 기업이 모여들어 기술기
반시대를 이룩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는 경쟁력의 원동력을 자본과 노동에서 기술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 즉 파워(power)의 원천이 기술로 집중되고 있다. 오늘날 
기술은 파워의 원동력으로 등장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경제는 헤쳐모이고 있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을 마감함으로써 혈연 민족주의시대에서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시
대로 헤쳐 모였다.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시대는 다시 페레스트로이카를 정점으로 기
술민족주의 시대로 재편되었다고 도 할 수 있다. 밖으로 보면 경제요 안으로 보면 기
술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경제민족주의로 헤쳐모여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기술
민족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기술은 파워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오로지 기술은 기술끼리 서로 교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날 경영 주체들 간의 전략적 제휴의 중심이 기술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어
제까지만 하더라도 경쟁의 적대 관계에 있던 기업체들이 하루아침에 기술 때문에 동
반자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때 기술은 제조기술, 생산기술만이 아니라, 정보기술, 지
식기반기술 등도 포함한다. 즉, 설계기술, 반도체기술, IT기술, AI기술, 유통, 마케팅 
기술, 금융기술, 관리기술 등 지식기반기술 모두를 포함한다.

 2) 기술은 인적자원의 자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람의 만남을 생각해보자!

  파워 형성의 원천은 자원이다. 물적 금전 인적 자원이 파워형성의 원천이 된다. 물
자, 돈, 사람을 갖게 되면 파워를 갖게 된다. 전통산업사회에서는 물적 금전 자원과 
같은 부존자원 내지 가시적 자원이 파워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대산
업사회에서는 파워의 원천으로서의 자원은 부존자원이 아닌 창출자원이며. 가시적 자
원이 아닌 비가시적 자원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이 되겠다. 이중에서도 비가시적자
원의 가장 포괄적인 대상으로서 “기술”을 손꼽을 수 있겠고, 이때 정보와 지식은 기
술 속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오늘날 파워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은 기계시설에 따라다니는 하드웨어 기술
이 있는가하면, 사람에 따라 다니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있다. 오늘날 파워의 원동
력으로서 기술형성은 전자의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축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축적의 노력은 기술식민지 내지 기술종속화를 결코 못 벗어나게 된다. 사
람에 따라다니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중심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기술형
성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기술의 공간이 크게 세 군데나 있다. 첫째 손끝의 기술을 꼽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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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우리는 기능기술 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머릿속의 기술을 들 수 있다. 이를 
지식기술 혹은 노하우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손끝의 기술과 머릿속의 기술을 묶어
주는 기초적인 기술형성의 공간이 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손끝의 
기술과 머릿속의 기술은 곧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 가장 기초적인 기술 형성
공간은 바로 마음속에 있다. 이를 우리는 태도기술이라고도 한다. 손끝의 기술은 손끝
의 능력을, 머릿속의 기술은 머릿속의 능력을, 마음속의 기술은 마음속의 능력을 의미
한다. 따라서 기술이란 인간에게 체화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술형성은 곧 능
력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의미하게 된다.

 3) 인적자원은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경영상으로 볼 때, 인적자원은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로 등장한다. 이를 테면 기
업의 경우 유능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의 자산이 되겠지만, 무능한 
구성원을 안고 있을 때는 부채가 된다. 왜냐하면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지출 때문이
다.
  인적자원이 자산화되기 위해선 인간과 기술의 결합, 노동과 기술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직무상 전문적 능력과 성취의욕을 갖춘 자를 자산적인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 전문적 능력은 기능과 지식으로 구성되며, 이는 손끝의 기술과 머릿
속의 기술을 의미 한다. 성취의욕은 태도인 바, 이는 곧 마음속의 기술을 말한다. 따
라서 인적자원의 자산화는 곧 인간과 기술의 만남을 의미하고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
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인적자원을 경영상 자산(資産), 부채(負債), 악성부채(惡性負債) 등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조직의 구성원을 ‘능력(能力)’과 ‘의욕(意欲)’의 
2대 기준에 입각하여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평가한다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직무상 전문적 능력과 성취태도를 갖추고 업적
을 낼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하는 인적자원 평가의 기준으로 따라 다
음과 같이 ‘낙후형’, ‘문제형’, ‘성실형’, ‘발전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Ⅳ형인 낙후형(dead wood)은 직무상 능력인 전문적 지식과 기능이 없고, 직
무상 태도인 성취자세인 의욕도 없어서 업적도 못내는 조직의 부채적 존재이다.
  둘째, Ⅲ형인 문제형(problem employee)은 전문적 능력은 갖고 있으나 성취태도
가 결여되어서 업적을 못내는 부채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 그룹은 기회가 주어지면 
또 동기유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업적을 낼 수 있는 집단이다.
  셋째, Ⅱ형인 성실형(work horse)은 비록 직무상 전문능력은 부족하나 조직에 대
한 충성심과 더불어 성취의욕을 갖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바람직한 업적
을 도출시키는 조직의 자산적 존재이다.
  넷째, Ⅰ형인 모범형(star)은 직무상 전문능력도 갖추고 동시에 성취의욕과 충성심
도 갖춘 자로서 현재도 성과를 도출시키고, 또 미래에도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출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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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산적인 그룹으로서 조직 및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인사관리의 전개방향

낙후형

성실형 스타형

문제형

의
욕(

태
도)

많
음

적
음

적음 많음

II 형 I 형

IV 형 III 형

능력(지식, 기능)

성과

17

<그림 1> 인적자원의 4가지 유형

  따라서 조직으로 보아서는 Ⅰ형, Ⅱ형은 자산적 존재이고, Ⅲ형, Ⅳ형은 부채적 존
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부채적 존재인 Ⅲ형, Ⅳ형 중에서도 Ⅳ형은 악성부채
적 존재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효율적인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개발되지 않으면, 능력과 의욕이 없
는 ‘낙후형’이 조직의 헤게모니(hegemony)와 파워(power)를 쥐고 조직의 핵심적인 
직책을 차지하게 된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소위 혈연주의(nepotism)나 지연주의
(localism) 인사에 의하여  핵심적인 직책을 차지하고 조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전형’은 떠나게 되고, 조직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낙후형’
은 계속  남게 된다. 즉,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나가는 현상
이 일어난다. 결국 악성부채적 구성원이 자산적인 구성원을 몰아내는 소위 인사관리
의 그레샴(Gresham)의 법칙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계시설
과 풍부한 자본을 가졌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적자원의 자산화, 인간과 기술의 만남은 목표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와 
결과를 달성하는 데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 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관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늘날 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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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의 압력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경쟁우위 원천으로서의 인적자원의 자
산화를 위한 노력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인적자원 자산화 전략과 정책은 우리
나라 경제와 기업 성장 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인제강국 대한민국
이 되기 위해선, 산업사회 지각 지형변동에 부합할 수 있는 인적자원축적과 자산화를 
위한 역량개발 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
겠다.

3. 경제기술의 지각변동과 새로운 패러다임

 1) 경제기술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창의기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기술사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경제사회의 지각변동은 
산업사회에서 기술사회로, 기술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다시 지식사회에서 창의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지각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화를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혁명은 기술사회와 지식사회의 지각변동을 일으켜 창의기반 시대로 옮겨 가도
록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산업사회의 지각변동

산업사회 기술사회 지식사회 창의사회

<그림 2> 산업사회의 지각변동

  기술적인측면의 디지털 혁명과 경제적측면의 세계화는 급속도로 지식기반사회의 지
각변동을 일으켜 창의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디지털 혁명은 그 실체에 있어
서 두 영역에서 그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하나는 인간의 논리적 
사유과정을 기계·물리적 과정으로 변환시키되, 그 정밀도 정확도 그리고 그 속도에서 
인간의 자연지능을 크게 능가하는 기술로, 이른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한 정보 산출 및 처리 기술인 IT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다. 또 다른 하나
는 이렇게 산출 및 처리된 정보내용을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훨씬 더 신속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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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구 전체의 원거리에 전달하는 기술인 CT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즉 통신기술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두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어 제3의 기
술,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이다. 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생명체 밖의 물리적 기계 속
에서 인간의 사고활동과 감각활동이 결합하게 된 것이다. 정보(산출/처리)기능은 인간
의 사고기능의 확장을, 그리고 통신기술(커뮤니케이션)은 감각적 지각기능의 확장을 
실현한 것이다. 이 두 기술의 융합은 인간의 고유기능인 사유와 지각을 외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융합과 호환을 비생명적 물리적 공간속에서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 융합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남김없이 멀티미디
어와 유비쿼터스 세계(ubiquitous world)를 가능케 하였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가
상현실(virtual realty)을 실현케 함으로써 자연적인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제시한다.
  디지털기술은 인공지능기술과 통신기술간의 융합만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타
의 다양한 기술들 사이에서도 융복합이 가능하게 한다. 기술 간의 경계가 약화되어 
고유의 영역이 붕괴되고 그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로 융복합화 한다는 것이다. 기계공
학 기술, 전자공학 기술, 재료공학 기술, 화학공학 기술, 광학공학 기술 등이 유합되
어 나온 반도체 기술은 그 대표적 예이다. 또 통신기능 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처리-
관리 기능, 카메라기능, 게임기능, 티브이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는 휴대전화 제조에서
도 본다. 앞으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를 통하여 정보기술(IT)을 주
심으로 생명공학기술(BT)과 나노기술(NT)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도출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의 융복합은 자연히 산업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산
업 간의 고정된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들이 융복합 현상이 일어난다. 휴대전화의 제
조 산업에는 이제 통신 산업만이 아니라 정보 산업, 카메라 산업, 게임 산업, 금융 산
업, 운수 산업, 유통 산업 등이 한 데 어울려져 융복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융복합: 보험 산업, 금융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융복합;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등 수송 및 운수산업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산
업에서의 융복합 현상은 지식사회에서의 지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손동현, 2007).
  이러한 융복합 기술 혁명은 기존 제품-시장-기술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향상을 추
구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시장-기술을 도출을 
통해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기반시대를 맞이하도록 재촉하였다.
  세계화와 더불어 디지털 혁명은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또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
래케 하여 지식사회의 지각변동을 급속도로 야기하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인간에 내재화되어 있던 사유와 지각기능의 외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의 융합과 호환을 비생명적 물리적 공간속에서 현실화시킴으로써 창조적 사유를 적극 
도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이성적 사유의 기능을 도태시키는 상반된 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후자의 디지털의 부정적인 측면은 사유와 감각의 호환기술을 통하여 사유내용의 감
각화를 절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유에 대한 감각의 우세를 도출하게 하고,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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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삶을 회피하는 경향을 초래케 하였다 이는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질의 정보와 스팸의 홍
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 소위 디지털 저능아 내지 문제아를 도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을 생각토록 하여 올바른 길을 찾는 사유의 빈곤을 유발
시킨다. 소위 디지털의 양극화(digital divide)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기업들은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정보 과잉의 바다에서 
혼란스럽다. 정보 과잉은 결국 정보부재로 이어진다. 때문에, 경영에 꼭 필요한 엄선
된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를 소화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존재하는 것들을 분류함에 있어
서 인간의 존재를 생명이 없는 무기물은 물론이거니와 살아있는 동식물과도 구분되는 
존재로서,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스칼(B. Pascal)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로 보는 눈과 데카르트(R. Descartes)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인재육성은 기성지식의 전달이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하
고, 적용할 수 있는 창의능력을 길러주는 일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능력, 자신
의 사유내용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능력의 함양은 실로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
다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폭 넓고 깊이 있는 안
목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창의력 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여 창의(創意)기반사회
의 실현을 촉구시킨다. 창의적 인적자원의 절대적 요구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식사회
의 지각변동을 도출하게 하여 창의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게 되었다. 생산-시장의 세계
화와 정보-통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 자유사상을 한걸음 더 나아가 뇌본주의(腦本主
義) 창의사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실로 세계화와 더불어 디지털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내재화되어 있던 인간의 사유와 
감지기능을 외부화하고 확대시킴으로써, 초(超)시공간의 새로운 차원으로 인간의 사고
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킨다. 또 다른 한편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자아내었다. 즉 
세계는 개방화, 정보화와 더불어 이미 제2의 산업화시대의 물결을 지나 제3의 정보화
시대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4의 두뇌혁명시대라는 새로운 미래에 직면해 있
다. 창조력, 독창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등 21세기형의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창의적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아 당당히 겨룰 수 있기에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 새로
운 시장, 새로운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수적이며, 또 이러한 창의력을 길러내는 인재육성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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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다.

 2) 창의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어떤 사물, 사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 즉 보는 눈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한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인식과 더불어 정신 마음의 지도이다. 거기서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삶의 결과가 자라난다.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며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려면 태도와 행동, 방
법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본
질이 바뀌어야만 현실이 바꿔지는 것이다. 만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채로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이나 방법만 바꾸려고 노력할 때에는 결국 패러다임이 변화를 가로막아 
버린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된다. 때문에 태도와 행동
을 바꾸는 것 이전에 근본적인 것은 그런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패러다임을 재
검토하는 일이다. 창의기반시대는 창의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과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 창의시대는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가. 창의와 초월적 융복합
  창의시대는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을 통한 창조적인 초월적 
융복합의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혁명은 융복합 기술과 문화를 도
출시켰다. 기존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하여 유용한 관점으로 개발하는 사고의 융통
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을 통한 창조적인 융복합의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청
하고 있다. 이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조직의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융복합의 사고와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경영전략차원에서 오늘 
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 서로 상반될 것 같
은 2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절묘한 융합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창의시대를 맞이하여 융복합과 관련하여 타원궤도(Ellipse Focus)의 패러다임이 절
실히 요청된다. 원과 타원은 궤도에 차이가 있다. 하나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원, 2개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타원이다. 기업은, 혁신과 공동체, 
성장과 안정성과 도출과 공정배분 창조성과 생산성 등 2개의 초점을 가지는 타원궤도 
위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혁신은 창의를 기반으로 한다. 창의는 개인의 머리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팀워크의 협력을 통하여 완성된다. 팀워크는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공동체
를 통하여 완성된다. 창의 기반시대의 핵심과제는 혁신과 공동체의 실현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게 작용도 하지만 서로 보완적으로도 작용한다. 하나의 초점만으
로 궤도를 형성하지만 2개의 초점을 가지고도 궤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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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원과 원

  이를테면 글로벌화와 로컬화 등 상반되는 목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한편
으로 글로벌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로컬화 하고, 표준화하면서도 혁신적이며, 보
편성을 띠면서도 다양성을 중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익 창출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현하고, 사람이나 문화·책임감 같은 ‘소프트(soft)’ 자산과 함께 기술이나 제품 
혁신 같은 ‘하드(hard)’ 자산도 함께 가꾸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들 기
업의 특징을 뽑아보니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나타났다. 서로 상반될 것 같은 2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한편으로 글로벌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로컬화하고, 표준화하면서도 혁신적이며, 보편성을 띠면서도 
다양성을 중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익창출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현하고, 사
람이나 문화·책임감 같은 ‘소프트(soft)’ 자산과 함께 기술이나 제품 혁신 같은 ‘하드
(hard)’ 자산도 함께 가꾼다(Kanter, R. M., 2008).
  이상과 같이 상반되는 목표를 절묘하게 조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초월적인 보다 
큰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같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 전체가 보다 큰 가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윤 극대화’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가치창출을 극
대화하는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비단 기업
경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요청되기도 한다.

   나. 융복합과 강점몰입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 실현에는 ‘강점기반 몰입’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청된다. 혁
신은 강점중심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전략주체
인 조직과 구성원 자신을 정확이 알아야 한다. 즉 자신이 지닌 개성과 특성이 무엇이
며,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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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기의 개성과 특성을 장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로 사람은 누구나 인품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인품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와 비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열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성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다른 자와 비교와 차별화는 할 수 있지만 우열은 단정할 수 없다.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개성을 살려서 장점화하도록 하는 것이 체질강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창의시대를 맞이하여 개성을 살려 장점화하는 노력은 내생적 체질강
화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는 것이다.
  효율적인 체질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노력은 전략주체가 지닌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 장점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지닌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에서 
강점과 장점중심으로 몰입하여 힘을 모우고 공격하는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강점과 
장점활용에 최선을 다하는, 즉 강점과 장점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인 역량에 올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목표달성을 위한 상황극복에 즈음하여 위협과 기회를 자신이 지닌 
창조적인 강점을 무기로 삼아 공격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약점과 
단점의 보완노력을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점과 단점은 최소한으로 보완
하고 강점과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실로 
자기가 지닌 강점과 장점이 선도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것이 확신되어 약점과 단점
은 상대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약점과 단점이 먼저 부각되면 지니고 있던 강
점과 장점은 활용하여 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수가 많다. 요컨대 강점 부각에 총력
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창의시대는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창의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선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과 함께, 자유공동체 패러다임
의 구축이 요구된다. 자유와 공동체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
르다. 자유는 질서속의 개성을 살리는 행동이다. 창의시대는 구성원의 개성과 독창성
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동시에 독창성을 실현시키
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팀워크를 비롯한 공동체의 구현을 적극적으로 요구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궤도는 하나의 초점으로만 형성되지만, 2개의 초점을 
가지고도 형성된다. 자유 공동체의 패러다임은 자유와 공동체의 2개의 초점을 지닌 
타원궤도를 이루는 창의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 창의와 자유
  창의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목표는 능력과 
발전성을 가진 개성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자유와 분위기의 다양
성’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서로 결합됨으로서 ‘개성의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이 생기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즉 개성의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이 서로 결합되어 ‘독
창성’(originality)이 되는 것이다(이근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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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From, E., 2012)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인간은 자유를 항상 갈망하고 있다. 
‘소극적인 자유’가 아닌 자아의 자발성을 뜻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갈망한다. 이는 외
부의 억압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와 행동이 아닌, 자발적 자아를 이룩하고, 
개성을 형성해나가는 방식으로 무력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자아를 형성하
는 자유를 의미한다.
  프롬에 의하면, 자발적 자아를 이룩하고, 개성을 형성해나가는 행위는 세계와 새로
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무력감과 고독감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적극적 자유’
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이 해야 할 행동도 내 자발적 자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타인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상호 
타협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나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
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개성을 가짐으로써 세계 속의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는, 
그리고 진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공리주의적으로 표현하면 개성의 실현에서 인간은 가장 높은 기쁨을 얻는다. 밀에 
의하면, 개성은 이성적 면인 오성(understandings)뿐만 아니라 감정적 면인 욕망과 
충동도 포함한다. 인간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때이다(이근식, 
1999).
  인간이 기계나 원숭이가 아닌 이유는 스스로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실현시
킬 수 있는, 즉 개성에 입각한 자유의지의 선택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개성은 매우 소중하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서로 다른 장
점을 결합시킴으로 써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인간의 행복추구는 자유에서 시작된다. 
자유는 질서속의 자아실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靈長)으로 일컫는 
것은 자유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표인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은 자아의 핵심의 개성(individuality)에 
있다는 독일의 자유주의자 빌헬름 훔볼트(Humboldt, W.)와 영국의 경제학자 밀(Mill, 
J. S.) 주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개성을 확
보함으로써 세계 속의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는, 그리고 진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의 추구를 위해선 조직과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착상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롭지 못하면 혁신을 기
대할 수 없다. 혁신은 행위주체의 개성과 특성의 자유로운 실현을 절대적으로 요구한
다. 통제나 강제적인 획일적 구속 하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
비스, 그리고 기술과 시장에 대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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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창의와 공동체

  창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창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시작되지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만 완성된다. 창의는 개인의 머리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팀워크의 협력을 
통하여 완성된다. 팀워크는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된
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관계는 공동생활을 요
구 한다. 또 관계속의 자유가 확립되어야만 공동생활이 번영하게 되고 발전한다. 자유
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욕구인 동시에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 이면
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란 권리의 이면에는 질서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로 자유를 누르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생활 속에 질서를 지켜야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질서란 구속 하에 실현되는 것이다. 인간생활의 보편적 가치인 공동
생활의 공동체 가치는 어느 시대나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구성
원의 존엄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자아실현을 무시한 자유가 없는 전단적 집단은 공동
체로 볼 수 없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생활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또 자유가 확립되어야만 공동생활이 번영하게 되고 발전한다.
  창의시대의 공동체는 개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창의공동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Weber, M., 1972)와는 그 특성과, 운용
방식도 달리하여야 한다. 창의시대의 공동체는 또한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시간과 공
간을 극복하는 가상공동체가 등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공동체(Jones, Q., 1997)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창의공동체형성도 적극 확충하여야 한다. 가상공동체는 
공통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형성하는 집합체로 기존에 중요시되던 특징인 지
연, 혈연, 학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공통의 가치와 신념만 있다면 가상공
동체 내에서 활동하는데 직업, 출신, 성별의 구애를 덜 받는다(손동현, 2007). 그러나 
익명의 가상공동체의 심각한 역기능의 문제점도 인식 하여야 한다.

4. 창의 시대, 인재강국 DNA를 살리자.

 1) 창의시대 인재 강국 DNA를 구축하자!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 국가들이 수 
백 년 이상 걸려서 해낸 일을 불과 지난 40여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쟁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러한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의 이면에는 인재강국 대한민
국의 DNA가 깔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임금 저성장과 함께 창의시대의 난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는 저임금 고도성장 하에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통하여 상생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고임금 저성장과 창의기반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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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여 우리는 이미 상생관계를 벗어나고 있다. 공존공생(共存共生)이 아닌 공도공
멸(共到共滅) 관계의 길로 걷고 있다. 인재강국 대한민국이 서로 뜯어먹으면서도 서로
를 모두 살찌우기 위해서는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능력 과 성취동기를 갖춘 경쟁
력을 갖춘 자산적인 인적자원이 계속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
께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한다.
  실로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경제기술 및 사회의 지각변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
히 진행되고 있다. 생산-시장의 세계화와 정보-통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 자유사상을 
한걸음 더 나아가 뇌본주의(腦本主義) 창의사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창의적 인적자원
을 절대적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고찰한 바 있듯이, 디지털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내재화 되어 있던 인간의 사유와 감지기능을 외부화시키고 확대시킴으로써, 초시공간
의 새로운 차원으로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킨다. 또 다른 한편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자아내고 있다. 즉 세계는 개방화, 정보화와 더불어 이미 제2의 산
업화시대의 물결을 지나 제3의 정보화시대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4의 두뇌혁
명시대라는 새로운 미래에 직면해 있다. 창조력, 독창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
력 등 21세기형의 인재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기술,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창의기반 인적자본시대를 맞이하여 
인재강국 DNA를 살려 창의기반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생존과 
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들에게 부여된 인재양성의 책
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재강국의 DNA를 급변하는 
환경의 변이 과정에서 선택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
아, 인재강국의 대한민국 DNA를 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 기술사회 지각변동의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사회적 갈등의 
병리현상을 극복치 못하고, 인재강국 대한민국 DNA의 멋과 장점이 급격하게 사라지
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실은 동태적인 도전적 창조 혁신의 DNA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집단적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의 적당주의 병리현상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현실과 역사적인 냉철한 고찰을 통하여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사실과 
유산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루 속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강점인 창조 혁신의 DNA를 어떻게 계속 확립시킬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노
력을 기할 때가 왔다.
  DNA란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세포 안에서 유전정보를 지니고 
있는 물질로서 이중나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DNA는 생명체의 뿌리 개념이다. 과
거에는 생명체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전문용어로 쓰인 말이었다. 유전인자는 생물체가 
만들어 질 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인위적인 조작적으로는 형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생물학적 차원뿐만 아니리 공학적인 차
원에서 유전자 조작식품, 동물복제, 유전자치료에 이르기까지 DNA의 인위적 조작과 
관련된 의미로 우리 생활에 폭넓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경영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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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DNA 개념을 조직과 사회현상 설명에 널리 활
용되고 있다. 조직과 사회를 하나의 생명시스템으로 보고, 그들의 체질강화 DNA 형
성을 위한 의도적인 변화(intentional change)와 계획적인 변화(planed change)의 
노력을 중시한다. 인재강국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성취의욕과 능력 등 인적자본형성의 
뿌리인 DNA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창의시대를 맞이하여, ‘초월적 융복
합’ 패러다임과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성
취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의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DNA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
되는 바이다.

 2) 인재강국형성 토대구축을 위한 새 질서를 모색하자!

  창의시대의 인재 강국의 DNA를 구축하기 위해선, 그의 토대로서 사회적 결합의 새
로운 질서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결합의 노력 없이는, 인재강국 
형성의 기본 재료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인
재강국의 뿌리는 인적자본이고, 인적자본의 DNA는 성취의욕과 능력이다. 이러한 인
적자본형성을 위해선 반드시 사회적 결합의 사회적 자본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즉, 노벨상 수상자인 베커(Becker, G. S.)는 인적자본은 그의 형성과정에 있어
서 물적, 금전자본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적자본은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결합의 사회적 자본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창의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본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창의시
대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사회적 결합의 사회적자본 형성의 노력 없이는 결코 경쟁력
의 원동력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없고, 인재강국 지향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
환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사회적 결합과정에는 질서가 있고, 이러한 질서는 경제기
술사회의 지각변동에 따라 요구되는 중심의 축이 이동한다. 대한민국도 산업화와 창
의시대의 맞이하여, 인재강국의 DNA를 구축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태에 부합하는 사
회적 결합의 질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바이다 여기에는 현대사회의 개인화와 직능
화 사회구조 맥락 속에서 새질서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3) 마무리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맨주
먹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한 근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경제 성장 발전 이면에는 인재강국 DNA가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산업사회 성
장 동력은 기술이고,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고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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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를 테면 기업의 경우 
유능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의 자산이 되겠지만, 무능한 구성원을 
안고 있을 때는 부채가 된다. 인적자원이 자산화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 
노동과 기술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직무상 전문적 능력과 성취의
욕을 갖춘 자를 자산적인 인적자원이라고 한다.
  경제기술사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경제사회의 지각변동은 
산업사회에서 기술사회로, 기술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다시 지식사회에서 창의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창의기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창의시대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요구한다. 창의시대는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창의시대는 또
한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실로, 산업사회의 지각 지형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인적자원 전략적 선택의 노력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대두된다. 특히 창의기반시대에 합당한  전략적 과업 선택
은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성장 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환언하면 우리는 급변하는 기술,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창의기반 
인적자본시대를 맞이하여 인재강국 DNA를 살려 창의기반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한 인
적자원개발이 국가 생존과 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재강국의 DNA를 급변하는 환경의 변이 과정에서 선택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 특히 창의시대를 맞이하여,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과 ‘자유
공동체’ 패러다임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성취동기유발과 능력개
발의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DNA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그
리고 창의시대의 인재 강국의 DNA를 구축하기 위해선, 그의 토대로서 사회적결합의 
새로운 질서 모색이 또한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대한민국도 산업화와 창의시대의 맞
이하여, 인재 강국의 DNA를 구축하기 위해선, 현대사회의 개인화와 직능화 사회구조 
맥락 속에서 인적자원 자산화를 위한 사회적결합의 새질서 모색이 필요한 바이다. 우
리 모두 힘을 모아, 인재강국의 대한민국 DNA를 살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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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소설쓰기와 자아형성, 그리고 인성교육

우한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1. 글쓰기로서의 소설

  젊은 시절에 겪은 문학 체험은 생애 전체를 지배한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상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체험은 신선하다.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 이 
글에서는 소설가로서 나의 문학체험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그 체험이 자아형성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체험이 인성교육과는 어떤 연
계성을 지니는가를 암시하고자 한다.
  소설가 편에서 보자면,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즉 호모 나란스(homo narrans)이
다.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남의 이야기이다. 남은 이야기하는 자신에 대해서 환경을 형
성한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는 주체와 환경을 연계한다. 이야기의 특정한 공간 속에서 
시간과 더불어 진행된다. 이 환경 가운데는 나를 둘러싼 다른 인간이 포함된다. 주체
와 환경의 관계를 가장 밀착되게 다루는 언어영역이 이야기인데, 이를 다른 말로 서
사라 한다.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란 제목을 달았다. 
자그마치 75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소설을 쓸 것인가 죽을 것인가”(p.149) 번민하
면서, 소설가로 자신을 세워 나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사는 자기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자기이야기는 자신의 생애를 집
중적으로 전개하는 양식이다. 이를 생애이야기 혹은 생애서사라 한다. 생애이야기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성찰을 담는다. 살아온 과정에는 현재 살아가는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삶의 계획이 함께 언급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
고 미래를 내다보는 삶의 실천, 그것이 생애이야기이다. 그 생애 이야기에 허구개념이 
도입된 것이 소설이다.
  텍스트상으로 본다면 소설은 자기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은 남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한다. 거기다가 소설은 허구서사
라 하고, 그 허구성을 소설의 본질요건으로 전제하기를 잘 한다. 그 결과 소설을 허
구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로 평가되는 이광수의 <무
정>에는 이광수 자신의 자기 이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허구
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소설의 의미가 보편성을 띤다. 독자는 그 소설에서 개화기 
사회상과 인간의 애정, 인간의 성장과 자기인식 등을 작가 이광수와 분리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
  소설가는 자기를 포함한 어떤 인간의 생애를 글로 쓰는 사람이다. 소설가가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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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구라고 해서 믿음을 안 주는 독자는 거의 없다. 독자의 의식공간에서는 허구성
과 사실성이 맞물려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텍스트에 부여한 허구성은 
독자가 독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로 수용된다.
  한 사람의 생애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진행되어 나간다. 그 문제들은 생애서사를 
왜곡되게 한다. 왜곡된 서사를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바로잡는 일은 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서사의 교육작용이다. 내기 번민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소설에서 발견할 때, 나의 번민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런 문제로 번민
한다는 것을 보고 위안을 받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소설가로서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생애이야기 쓰기가 자기
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자기교육은 ‘되어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부단히 성찰하고 교정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다. 감성과 논리와 윤리적 실천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자아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인간형성의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인성교육과 연관된다.
  소설을 쓰면서 내 생애를 돌아보고, 현재 내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전개될 내 삶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작업을 한다면 이는 자기교육을 위한 삶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교
육자로서 내 생애와 소설가로서의 내 생애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애이야기쓰기 혹
은 자기서사 쓰기가 인성교육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글
의 목적인 셈이다.

2. 소설가의 자기반성과 성찰

  내가 소설가로 등단한 것은 1987년이다.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본격적
으로 소설 습작을 한 것은 대학에 입학한 1968년부터이다. 소설에 뜻을 둔 지 20년 
만에 등단 절차를 밟은 셈이다. 물론 중학교 졸업 무렵 <개미의 교훈>이라는 콩트 비
슷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아이>
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를 마치는 젊은이가 장래를 선택하는 문제를 겪는 고충을 소
설로 쓰기도 했다.
  나는 좀 특이한 소설가의 행로를 밟아왔다. 소설이론을 공부하고, 문학과 소설을 
가르치면서 소설을 썼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융복합적으로 생애를 운영한 셈이
다. 나에게 소설쓰기는 문학의 총체적 수행의 한 방법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소설이론
과 소설교육이 내 소설쓰기의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동시에 
진행되는 일들이라서 어느 하나를 다른 영역에 종속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아무
튼 한꺼번에 세 가닥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세 가닥의 삶은 각각에 대해 일종의 열등의식, 즉 콤플렉스로 작용했다. 이 상호연
관적 콤플렉스는 생활이라는 문제와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생활 여
건이 내면의 의욕을 가차없이 차단하고 파괴하기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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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콤플렉스의 목록 맨 앞에 놓이는 것이 허기짐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등장하면서, 역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게 했다. 민주화를 외치는 데
모에 참여하지 않고 뒷전에 물러서서 속 쓰려한 것도 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버티고 있던 까닭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공부에 몰두할 수 없었다. 학문의 
근원적 속성을 가치로부터의 자유(Wertfreiheit)로 규정하는 논리는 응용학문으로서의 
‘문학교육’으로 맞서기 어려웠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콤플렉스는 자기인식이 구체성을 띠면서 자아를 옥
죄어왔다. 나를 옥죄는 콤플렉스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대리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소설쓰기였다. 나에게 소설쓰기는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각적으
로 수행되었다. 국어선생으로 일자리를 잡으면서 소설쓰기는 뒷전으로 밀렸다. 더욱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는 소설쓰기에 힘을 나눌 짬이 없었다. 이후 대학에 자리를 잡기
까지 ‘공부’를 빌미로 소설쓰기를 뒤로 미루어왔다. 물론 습작은 지속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와 창작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대학에 자리를 잡고 나서 5년이 지나는 동안 소설에 대한 인식이 나름대로 성장했
다. 소설에 대한 공부가 소설쓰기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신 없는 시대에 진정한 가치
를 추구하는 예외적 인간의 자기탐구가 소설이라는 점을 거듭 생각했다. 대학에 자리 
잡은 지 5년 만에 등단이란 절차를 거쳤다. 교수가 소설쓰기를 겸한 것이다. 그 때 
쓴 작품이 <고사목 지대>인데, 남북 이념의 대치와 육이오, 그리고 그 후유증을 다스
리는 문제를 소설로 다루었다.
  이후 세 가닥의 삶은 지속되었다. 단편소설 중심의 소설집 8권, 중편소설집 2권, 장
편소설 3편을 냈고, 소설론 분야 저서 6편, 문학교육론 분야 저서 10편을 출간했다. 
이 소슬한 업적을 두고 소설쓰기가 내 생애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기로 한다. 소설쓰기를 통해 나의 콤플렉스를 다스리면서 
살아온 과정은 내 소설작업에 대한 일종의 메타적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나 자신의 콤플렉스를 소설쓰기로 푼다는 것은 과도히 목적문학으로 기울어진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과정으로서의 소설쓰기는 자아의 확충과 함께 
가치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자아성장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기인식과 자기치유와 연관되는 사항이다. 나아가 내 소설작업에 대한 자기비평이란 
의미도 지닌다. 아무튼 나에게 글쓰기 혹은 소설쓰기는 일종의 기도와 같은 간절한 
작업이었다.

3. 기도와 상처의 관계

  기도하는 손에는 상처가 있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기도하는 손>과 함께 그 그림에 깃들인 일화가 떠오른다. 친구의 희생적 지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뒤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보고 감동해서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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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러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의 친구 프란스는 피아니스트로 대성하고 싶었
다. 그런데 두 친구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둘이서 
약속을 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 공부하
게 하자는 것이었다. 뒤러가 먼저 공부하게 되었다. 뒤러가 성공하여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친구는 노동을 하느라고 손이 굳어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 
둘이는 손을 맞잡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 장면에서 맞잡은 두 손을 그린 것이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란 작품이라는 이야기다.
  간절한 기도(祈禱)는 무슨 일을 도모하는 기도(企圖)와 같다. 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자기투신, 그 기투(企鬪)가 삶의 과정이다. 이는 출발의 의미이
기도 하다. 삶의 출발은 어떤 모양이든지 상처를 남긴다. 기도하는 자의 무릎은 상처
투성이이다. “상처 없는 무릎을 보았는가.” 김윤식 교수의 어느 책 서문에 그런 구절
을 읽은 기억이 난다. 삶을 지향하는 출발에는 모험과 망설임이 동반된다.
  삶을 짐 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며, 상처를 치
유하는 과정이다.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는 내면화된다. 그게 이른바 외상(外傷, 
trauma)이다. 외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존재를 와해시키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외상
을 평생 치유하는 과정을 삶의 과정이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망가지지 않고 살아내자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상처의 치유는 남의 도움을 받거
나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나 자신의 상처를 추스르기에 벅찬 
경우, 남에게 의존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상처를 남에게 의탁해
서 치유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자신의 상처를 자신이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
다. 그 치유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인식과 자기형성을 도모하는 이야기 만들기이다. 
넓은 의미에서 철학을 하는 뜻이 여기 있다. 철학은 또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다. 인
문학은 문학에 연계된다.
  자기인식과 자기치유의 방법으로 나는 소설이라는 문학양식을 택했다. 내가 선택한 
소설은 소설공부하기, 소설 가르치기, 소설쓰기를 모두 포괄한다. 문학의 총체적 실천
인 셈이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된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가 ‘환경파괴’라는 
것이었다. 1990년 한 해 동안 ‘전북일보’에 연재한 소설을 손질해서 낸 것이 <생명의 
노래>라는 두 권으로 된 장편소설이었다. 그 소설을 쓸 무렵부터 나는 환경에 대한 
책을 지속적으로 읽었다. 마침 비평에서도 ‘생태학적 비평’이라는 것이 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문학 자체는 물론이고 문학을 가르치는 일이며 교육 일반이 생태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왔다. 1990년대의 상황과 그 이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반생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종의 추체험을 통해 자기치유를 도모하는 방법이 소설쓰기일 거라고 짐작된다. 
소설을 쓰면서 혹은 쓰고 나서 소설쓰기가 자기인식과 자기치유의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 듯하다. 깨달음은 실천의 시간적 말미가 없는 때에 오
기 때문에 비애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비애감을 동반하더라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돼지의 행복보다 소크라테스의 불행을 택하는 것을 자신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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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역설해 마지않는 인간의 길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던가. 모순과 아이러니 
가운데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는 이 과정이 삶의 진상이다.
  소설쓰기가 자기인식과 자기치유의 방편이라면, 소설장르를 선택한 일부 특정인에
게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자신의 소설쓰기에 대한 추체험은 
소설쓰기의 의미를 메타 차원에서 추적하는 일이다. 이는 삶의 의미연관의 자장을 확
대하는 일이다. 누적되어가는 의미연관 가운데 자아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면, 이
는 개인적 정서의 충족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의미로 다가가는 방법이 된다.
  소설쓰기는 글쓰기 일반의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소
설 속에는 글쓰기의 전영역이 포회될 수 있는 것이다. 롤랑 부르뇌프와 레알 우엘레
가 지적하듯이, 이른바 ‘대식가적인 장르’가 소설이다.(김화영 역, 현대소설론 참조) 
또한 소설은 진행형의 장르라서, 소설로서 소설을 부정하여 자기변신을 거듭하는 장
르이다. ‘소설의 시학’이 한갓된 비유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인생의 시학은 없
다. 설령 인생에 시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가생산적인 것
일 뿐이다.
  시학이 없는 소설의 시학을 수립하기 위해 추구하는 노력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
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이 고약한 순환을 수용해야 한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또 상처를 내야 하는 이 모순은 기도를 멈출 수 없게 하는 생
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다. 소설을 통해 내 상처를 확인하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
해 또 다른 상처를 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다. 그래서 소설 읽기는 환희와 진
통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종의 제의(祭儀)가 된다.

4. 개별적 정서와 보편적 법칙

  소설을 쓰면서 개인적 삶의 사회적 삶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종의 책무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작가가 사회 역사적 소명을 깨닫는 일이라 생각된다. 소설은 개인
의 생애사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연대기라고 한다. 루시앙 골드만(1913~1970)이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소설의 출발은 개인에게 있다. 그
리고 지향은 사회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쉬울 턱이 없다.
  소설가로 등단한 이후 처음 낸 소설집에는 <불바람>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그 
소설집의 표제작인데, 안면도 방폐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 시위가 소재가 되었다. 그 
이후 <귀무덤>이라는 소설집을 냈다. 표제작은 ‘장기매매’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소설은 근원적으로 물음을 제기하는 문학양식이다. 물음은 물음을 제기하는 주체를 
새롭게 한다. 인간은 왜 자신의 존재 연장을 위해 자식을 두고 싶어 하는가? 이는 개
인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의 한 단면이다. 그런가 한편 사회-역
사적 보편성을 띠는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을 다룬 소설이 <양들은 걸어서 하늘로 간
다>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한 해 동안 프랑스 루앙대학에 
연구교수로 가서 지낸 적이 있다. 늦게 결혼해서 불임으로 갈등하는 부부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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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과 네덜란드 남성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애달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소재로 소설을 구상했다. 그리고 새로운 만
남에서 아이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데서 소설을 마무리했다. 인간이 보편
적으로 가지는 문제를 거들어 보이는 데서 소설을 마무리한 셈이다.
  소설은 정서적 개별성과 논리적 보편성 사이의 갈등, 그 팽팽하게 긴장된 외줄 위
에서 하는 줄타기이다. 그래서 문학은 모험이다. 모험이기 때문에 안주(安住)하는 정
신을 문학정신이라 하지 않는다. 위안의 문학을 넘어서려는 지난한 노력을 쉬지 않는 
이유가 이 부근에 있다.
  탁월한 해석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인간 삶의 생연관적 의미를 추구한 선례를 보여주었다. (딜타이, <정신과학에서 역사
적 세계의 건립>, 김창래 역, 아카넷, 2009)
  (인용) 딜타이가 원했던 것은 “감성적으로 주어진 생소한 개별자의 삶의 표출”에 대
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이해”였다. (p.698)
  그런데 그 이해는 완결될 수 없다. 하나의 물음은 다른 물음을 물고나오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해란 완성된 기계가 아니라 무한한 과제”라는 모순에 처하는, 말하자면 
자학적 질문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해석학의 운명이다. 인간을 다루는 학문 치고 명쾌
한 답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해명되지 않는 인간사, 그 인간사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 그 둘이 맞물린 문학
을 통한 자기이해는 근원적으로 과제가 중첩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학문에 헌신하기
로 작정하고 나선다. 해석학적 순환의 “형식논리적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인식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점” (p.702)이 철늦게 딜타이를 공부
하는 의미라고 번역자는 자신이 하는 작업을 정당화한다.
  인식의 성장에 기여하는 물음의 과정, 그 과정은 소설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물음
을 지속하는 속성과 꽤 닮아 있다. 개인의 감성적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개인이 거
기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도모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관의 보편화라고 정리되는 명제이기도 하다.
  바우만(Zygmunt Bauman, 1925~2017)은 한 사회의 자기인식을 질문이라는 문제
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
  (인용) 자율적인 사회,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는 미리 주어진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
는 사회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제반 의미를 창조하도록 해방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
회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할 능력이 되
는) 창조를 자유롭게 한다.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서양의 파산>에서 언급한 
내용을,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강, p.339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
  질문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특성이 자기가 포함된 사회의 속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
는 점을 다시 이렇게 강조한다.
  (인용) 만일 사회가 그 사회에 대한 질문을 멈춘다면 사회는 아픈 것이다. (p.342) 
사회가 아프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이다. 상처로 괴로워한다는 뜻일 터이다.



- 54 -

  (인용) 사회는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질문을 유보함으로써 자기가 
자율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이는 병이다. 또한 그 사회가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한다는 환상을 유포하여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운명론적 결과들을 불러온다면 이는 
병이다. (p.342)
  이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질문을 거듭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순 가운데 생의 진실을 찾아 나아간다.
  (인용) 질문을 새로이 던진다는 것, 이는 장기적으로 치료로 한걸음 다가감을 의미
한다. 만일 인간 조건의 역사에서 발견이 창조와 동등한 것이라면, 인간조건에 대한 
사유에서 설명과 이해가 같은 것이라면, 인간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들 속에서 진
단과 치료 역시 그렇게 서로 합치될 것이다. (p.343)
  질문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질문하는 사회, 질문하는 양식으로서의 소설, 이
들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시가 기도나 호곡(號哭)이라면 소설은 질문하는 문학이다. 
질문은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은 자기인식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의식인의 첫째 조건은 질문을 하는 데 있다. 소설은 자신에 대한 
질문이며 자기인식과 인간탐구를 지향하게 된다. 개인적 관심에서 보편적 문제로 확
대되는 질문이다. 2019년에 <심복사>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우리가 잘 아는 혜초
의 <왕오천축국전>을 모티프로 해서 엮은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출발점은 혜초의 
행적에 대한 물음에 있다. 혜초가 천축국(지금의 인도 지역) 다섯 군데를 여행하고 남
긴 기록이 그 책이다. 그런데 혜초가 여행을 마치고서도 신라로 돌아오지 않는 까닭
이 무엇인가, 그 물음이 소설의 출발점이다.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인간의 보편성은 
관념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점을 서사를 
통해 밝혔다.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인식행위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자신에 대한 인식행위라는 의미를 지닌다. 자신에 대한 인식행위에 대한  방
법적 질문은 나는 왜 아파하는가라는 명제로 표현된다. 이 명제는 개인적 정서 차원
에서 발생한다. 소설은 개인적 정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공적인 규칙을 지향하는 스
펙트럼을 그려간다. 그 성공여부는 다른 질문으로 전이될 뿐이다. 변하는 사회와 더불
어 소설양식 또한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명쾌한 결론은 늘 기대 밖이다.

5. 소설과 이념

  젊은 시절은 삶의 원칙을 세워가는 시절이다. 넓은 의미에서 삶의 원칙을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는, 이념에 관한 문제에서 개인의 경우와 다른 면이 있다. 개
인들의 경우는 뚜렷한 주관을 가진 사람을 칭송한다. 소설가는 좀 다르다.
  소설가는 자신의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를 포기함으로써 객관적인 눈을 얻게 된다. 
소설가의 이데올로기가 강할수록 현실의 진상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데는 장애가 커진
다. 나는 특정한 정치이데올로기를 가지는 데 대해 경계심을 견지하는 편이다.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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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는 긴장력으로 그 자리가 유지된다.
  질문에 대한 잠정적 답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치를 담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경우, 그게 이데올로기이다.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는 억견(臆見)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독사(doxa)로 바꿔 부를 수 있다. 억견을 가지고 사는 
삶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객관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과도한 주관성은 일종의 질병이다. 주관성으로 점철되는 삶은 이데올로기적 삶이다. 
이데올로기는 추상적이다. 추상성은 삶의 구체성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항목이다.
  삶의 이데올로기적 추상성을 벗어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삶을 서사화하는 것이
다. 서사화란 이야기만들기이다. 서사화는 신화화와 다르지 않다. 신화에서는 시간의 
전후관계를 인과관계와 혼동하는 전후의 오류(post hoc fallacy)가 작용한다. 전후의 
오류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게 그 결과의 원인이라는 식이
다.
  서사에 작용하는 전후오류를 벗어나 삶의 실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소설이다. 소설에서 인과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논리를 부여하기 위해서이
다. 삶에 논리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삶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일이다. 
삶에 대한 해석은 연관성 없이 전개되는 사건들에 인과성을 부여하여 다른 시각으로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삶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뜻이
기도 하다. 이 때의 질서는 소설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질서이다. 윤리적 질서와 다
른 질서이다. 여기서는 선악의 대결도 질서개념으로 설명된다.
  내 삶이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혼란상에 다다랐을 때 이를 정리하여 논리를 부여하
기 위해서는 삶에 다른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삶에 대한 일종의 대안(代案, 
alternative)이다. 삶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기본적인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자기인식은 절대적 의미의 자아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른 의미연관 가운데 포함해 
넣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을 논리를 부여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삶의 재구성 과정에 삶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미래전망이 포함되어 들어간다. 역사
적 재구성 과정에서는 사태를 합리화하게 된다. 이는 삶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
다. 작가가 소설을 쓸 때도 이러한 과정이 포함된다. 어떤 인물의 과거를 이야기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논리화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역사전망이 서야 한다. 그 역사전망은 허구적인 구성의 일종이다. 이는 소설외적인 환
경에서 개입해 들어오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한다. 거칠게 말해서 현실은 허구양식인 
소설의 레퍼런스이다. 현실을 모델로 소설을 쓴다는 뜻이다. 몽골에 가서 몽골 역사를 
더듬어본 적이 있다. 구소련체제 하의 몽골에서 잔혹한 독재를 휘둘렀던 ‘초이발산’의 
삶을 몽골 근대사와 연관지어 중층적으로 살핀 것이 소설 <호텔 몽골리아>이다. 이와 
연관되는 작품이 <붉은 열매>이다. 적군 수색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남편을 아내가 
‘몸’을 바쳐 구해내는 이야기, 목숨 사는 조건이 윤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허구 가운데 현실이 개입함으로써 허구는 진리치를 포함한 서사가 된다. 허구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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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통해 역사의 상처를 다스린다. 작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허구적 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전망은 작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 용감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망설임은 스스로 이데올로기에 포박당하지 않으
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섣부른 
결론은 유보되어야 한다. 어설픈 결론보다는 회의하는 모색이 소설의 진정한 가치일 
터이다. 이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와 작중인물의 이데올로기가 상치하는 가운데, 작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6. 글쓰기는 철들기와 동시적으로 진행된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식이 새로워지는 시절이다. 철이 드는 시기인 셈이다. 철이 
든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성인은 정치행위나 경제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성인’보다는 발달단계상 형식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정도의 성숙된 인간을 뜻한
다. 우리 교육제도상으로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여기 속한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이성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자기 객관화 자아 개념의 성
립과 자아의 상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다. 자아인식은 자기 속의 타자를 발견하는 
행위이다. 자기 속의 타자를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벗어나 남의 자리에서 자
기를 성찰하는 행위이다. 다른 말로 역지사지(易地思之)라 한다.
  내가 남으로 자리를 바꿔보는 데는 가정법이 동원된다. 만약(if) 내가 너의, 혹은 그
의 처지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만일, 만약 이러이러했
더라면 하는 발상은 ‘허구개념’을 포함한다. 허구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은 지적 성장과 
밀착되어 있다. 허구개념은 개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운용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기 때문이다.
  소설을 쓰면서 교육자로 역할을 해온 나는 일종의 ‘교육소설’을 이따금 시도한다. 
<멜랑꼴리아>라는 소설집에 들어 있는 작품들이 그 예가 된다. <꽃배가 흘러가는 
곳>, <열씨와 종달새>, <고추잠자리> <범틀과 족제비> 등이 그런 유형의 작품들이다. 
정신적 성장은 깨달음을 동반한다. 깨달음 가운데는 ‘역지사지’하는, 사유의 유연성이 
포함된다.
  소설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아무런 매개항 없이 소설을 예술로 간주하여 예술
적 분석 방법과 평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설은 예술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미적
감수성 혹은 쾌락에 연관되는 작업으로 간주된다. 과연 그러한가? 언어로 서술되는 
이야기 가운데 ‘즐거움’ 이란, 다른 예술의 즐거움이나 쾌락과 동질적인 것으로 이야
기될 수 있는가? 소설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가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설은 미감이나 쾌감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식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하는 장르
이다. 이른바 인생의 예지를 감지하고 그러한 감각을 통해 인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소설의 장르 특성이다. 그러한 점에서 넬슨 굳맨(Nelson Goodman, 1906~199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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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주의 미학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지주의 미학이론에 따르면 소설은 일종의 철학이다. 소설을 철학이라는 것은 인
간 삶의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다루는 게 소설이라는 뜻이다.
  “예술허구도 미적인 사고실험으로서 탐구와 발견의 수단이다. 허구는 사실성 요구
에서 벗어나 어느 특징과 그 실현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형한다.” (황유경, 예
술기호론-굿맨과 엘긴의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527 등) 인간 삶을 대
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예술 일반은 물론, 소설은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방법적 지
식(knowledge how)에 해당한다.” (황유경, p.523)
  소설이 방법적 지식이라는 것은, 소설에서 텍스트내적으로 해결되거나 분석되는 문
제는 없다는 언명과 같다. 텍스트 바깥에 돈키호테는 없다. 돈키호테는 텍스트를 매개
로 독자의 독서행위에 구성되는 인식공간에 현전한다. 독자의 독서공간 혹은 의식공
간에는 돈키호테가 살아 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고, 로시난테는 산초판자와 이 광경을 
시큰둥한 태도로 구경한다. 지시하는 구체적 인물이 아님에도 독자의 의식공간에 실
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나이는 ‘철들기’ 시작할 무렵이다. 허구를 사실로 환원하는 
형식적조작이 가능한 시기이다.
  이 무렵이면 작품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러한 텍스트를 만들
어 보고 싶다는 의욕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실험에 따르면 중학생들의 소설쓰기가 
성공하였다는 점을 증언한다.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발달하는 시기의 문학에 대한 감
수력 또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 경험으로 보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
절에 소설쓰기 혹은 이야기 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신체변화가 뚜렷해서 이차성징이 드러나는 시기를 사춘기
(思春期)라고 한다. 사춘기에는 삶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뚜렷한 형태로 부각되는 시
기이다. 수많은 문제가 갑자기 부각되면 자아는 흔들리게 된다. 변화하는 자신의 신
체,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 인간간계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의 미숙 등
으로 수많은 문제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이 나이대이다.
  또한 생활의 장면에서 개인의 역할이 다양하게 분화되기 시작한다. 학생이면서 생
활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으로서 집단 안에서 역할도 맡겨진다. 인생이 
여러 겹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계기는 단순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은 중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 surdétermination)
이란 용어는 프로이트에게서 연유하는 용어인데, 루이 알튀세르(1918~1990)의 소개로 널
리 쓰이게 되었다. 인생사는 중층결정의 연쇄다.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인생사가 중층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이루
어지는 계기는 단순하지만 결정과 실천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2019년 2월에 아프리카 세네갈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수상한 
나무>라는 소설집을 냈다. 식민지와 노예무역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식민지를 경험
한 세네갈이 식민지 언어인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곳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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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고 불어로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나라 사람들 삶을 결정하
는 것이 반식민지적 정서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중층적으로 결정되는 인생사를 단순화하지 않고, 중층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철들기
의 한 양상이다. 삶을 규율하는 여러 요인을 상호 대조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이성의 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린 글쓰기의 전범을 소설에서 발
견하게 된다. 소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의 감수성, 의지, 
판단 등이 발현되어, 이를 통해 독자는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자아형성과 연관되는 점에서 치유기능을 하는 걸로 이해된다.

7. 내 소설에 대한 반성

  작가는 자기 의지에 따르건 강요되건, 어떤 콤플렉스를 지니고 살기 마련이다. 그
것은 직접 표현되지 않지만 작품에 어떤 그늘을 드리운다. 근간에 발간한 중편집 <사
랑의 고고학> (문학나무, 2017. 11.)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1)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개인이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물론, 사
회적으로 주어진 직업에 종사하는 일도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내가 소설을 쓰는 
일은 우리소설사 혹은 우리 문학사에 기여하는 작업이다. 물론 작품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널리 보면 우리 언어사에 기여하는 일도 된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수탐하고 의미부여를 하는 
일은 아마 공부하는 사람이 역사에 참여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왕성으로 가는 길>은 익산 미륵사 사리봉안기의 발견을 모티프로 하여 당대의 역
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한 소설이다.
  설화에서는 선화공주가 발원해서 미륵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리봉
안기가 발견됨으로써 사택적덕의 발원으로 미륵사가 창건되었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
인되었다. 그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을 밝히는 일은 미륵사를 신
화에서 역사로 가는 길에 내어놓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한다. 역사의식이니 역사적 사명을 
논하기도 하고, 어느 시대의 해결 안 되는 문제는 후대 역사의 평가를 기다린다는 식
으로 미루어두기도 한다. 소설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소설을 쓰는 나는 역사적 존재로
서 역사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공부하는 방
식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 상황과 행동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나갔다. 그러한 점
에서 <왕성으로 가는 길>은 역사에 대한 빚갚기인 셈이다.
  당위적 사실로서 역사적 존재인 나와 현실에서 역사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지내면서 갈등하던 내가 이 작품을 씀으로서 역사적 존재로서 자기위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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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설쓰기가 내 콤플렉스 하나를 소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2) 동서 인간의 상호이해
  나는 이른바 국내파 학자로 분류된다. 유학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학체험이 없
다는 것은 세계의 동서를 함께 이해하는 안목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 친미주의자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경험의 폭이 문학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생각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돌아다니고, 
그 중에 소설을 구상하고 쓰기를 자주 했다.
  <거문도 뱃노래>는 거문도와 백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을 때, 취재해서 만든 작품
이다. 거문도에 갔을 때, ‘거문도사건’이란 역사적 사건이 떠올랐다. 거문도 사건과 연
관된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거문도에 왔던 영국군이 근대에 한국에 처음 접근한 서양
인들의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문도에 와서 부두를 만들고 해안을 측량하던 
영국인 병사들. 그들 사이에 아일랜드 출신의 병사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독교, 무교, 유교(유학)가 거문도를 배경으로 만나서 교류하며, 그 가운데 남녀의 사
랑을 통해 동서양의 인간이 만나는 구체적 상황을 그린 것이 이 작품이다. 이는 인간
교류의 원형을 찾아가는 지적여행의 일종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인간의 행동 결정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도 촉구되었다. 문화
인류학을 공부한 영국군 병사가 무녀에게 접근해서 굿을 채록하는 등 문화교류의 한 
양상을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한국인의 뿌리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를 상고하면서, 삶의 자장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인간사 ‘널리보기’의 한 시도인 셈이다. 인간사
에 대해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를 형상화하는 작업은 자아의 확충이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소설쓰기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3) 제국주의와 종교의 문제
  서양의 어느 학자는 종교는 문학을 위대하게 하는 요소라고 했다. 스리랑카의 옛 이름
은 실론이다. 실론티가 나오는 이 나라는 포르투갈(1505~1658), 네덜란드(1658~1796), 
이어서 영국의 식민통치하에(1796~1948) 있었다. 1505년부터 440년간의 식민통치를 
당하는 중에도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힘이었다고 생각된다.
  제국주의, 식민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상념으로 가득한 채 여행을 했고, 그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쓴 작품이 <부처님의 발바닥>이다. 스리랑카의 불교유적 가는 데마다 
부처님의 발바닥 상징물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곽시쌍부(槨示雙趺)라는 설화와 함
께 전해지는 부처님의 이적이었다. 석가모니가 입적하여 입관한 후, 외부에 나가 전교
에 힘쓰던 가섭(迦葉)이 달려와 슬피 울매 부처님이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밀어 친견
하게 하는 이적을 보였다는 설화가 있다.
  이 설화를 통해 체험으로서의 종교 이해, 종교적 깨달음의 경지 등을 생각했다. 또
한 ‘불치사’에서는 종교와 역사가 어떻게 교합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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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에서 종교를 다루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다. 종교의 이적 체험은 세속의 미학
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에서는 정당하게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소설을 세속의 미학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종교적 이
적을 다루기 불편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비체험을 소설로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
다. 다루는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나는 이 작품이 내 소설적 인식의 영역을 넓힌 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인
식의 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은 작가가 작품작업을 그만두기 전까지 지속해야 하는 일
이다. 중심이 잡혔으되 부단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소설적 자아’의 상일 터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소설읽기 또한 평생 지속해야 하는 일종의 문화적 장차이다. 독자 
또한 작가와 더불어 부단히 성장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자기표출의 소설적 가능성
  정년을 앞두고, 이제까지 살아온 역정을 간단한 작품으로 써서 책을 내자는 제안이 
있었다. 마침 전공이 각기 다른 네 사람이 한꺼번에 퇴임을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하
는 바가 있어 그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성장과정과 대학시절, 교사로 산 기
간, 대학에서 가르친 이야기 등을 시간흐름에 따라 서술하면 별다른 특색 없는 글이 
될 것 같아 걱정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학에 들어간 첫해 한 해에 내 삶의 이
야기를 압축하기로 했다. 대학 신입생 이야기는 그 전의 삶과 연관되고, 그 뒤에 전
개된 삶과도 줄기가 닿아 있었다. 문학 공부하고, 문학 가르치고 그리고 소설 쓰는 
‘세 갈래 길’의 삶이 이미 신입생 때 자리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스스로 놀라워
했다. 그 작품이 <세 갈래 길>이다. 소설과 자서전의 변경邊境을 오락가락하는 ‘보더
라인 장르’의 작품이 되었다.
  자서전과 소설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제법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작중인물을 ‘그’라 호칭하는 이른바 3인칭서술자로 설정하여 전개한 
이 작품은 내용은 내가 겪은 신입생 시절의 이야기 거의 그대로이다. 다른 게 있다면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사건의 드나듦이 다소 생겨난다는 점이었다. 필립 르죈의 <자
서전의 규약>에서 자서전은 필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주인공을 우한용이라 하거나 그라 하거나, 아니면 나라 하는 걸로는 텍스트상에서 그
게 필자 자신이라는 어떤 지표도 되지 못한다. 글쓰기라는 행위는 서사행위이다. 이야
기만들기이다. 자서전도 자신의 삶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다만 몇 가
지 작은 규칙들이 소설과 다를 뿐이다.
  (인용) 삶을 텍스트화하여 이해하는 행위, 다시 말해 구체적인 자기 통일성을 확보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 
자서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유호식, 자서전, 민음사, 2015,p.8)
  (인용)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미리 규정된 그런 행위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수많은 의문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 그 자체이다. (유호
식,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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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자료로 하여 글을 썼으되 의문은 의문 그대로 남는 것이었다. 어쩔 것인
가, 그 의문이 정리되어 명확한 답으로 제시된다면 그걸로 생을 더 이어갈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일 터.
  앞에 인용한 바 있는 딜타이도 <정신과학에서 역사적 세계의 건립>이라는 책에서 
자서전에 대해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
  (인용) 자서전은 단지 문학적 표현의 형식을 띤, 자신의 삶의 흐름에 대한 한 인간
의 자기자각(Selbstbesinnung)이다. 이러한 자기자각은 그 어떤 개인에게서도 특정한 
정도로 늘 새로워진다. (p.475) 자기자각은 일종의 자기이해일 터인데, 이해의 속성은 
이렇게 설명된다.
  (인용) 이해는 너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Das Verstehen ist ein Wiederfinden des 
Ich im Du. 정신은 항상 연관의 더 높은 단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p.452)
  소설은 자율세계 창조의 작업이다. 소설은 비유컨대 하나의 사회이다. 이 사회는 
개인의 자기자각과 구조적 동일성을 지닌다. 이러한 작업에 자서전과 소설을 엄격하
게 갈라볼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내가 글쓰기를 한 것은 자서전적 자료를 가지고 소
설을 썼던 셈이다. 여기서 얻은 것이라면 내 자신을 객관화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인격적 성장을 이룬 이의 정신특성 가운
데 하나이다.

8. 자기인식과 형성을 지향하는 소설쓰기

  학생들이 소설을 쓴다면 아마 현실성 없는 짓으로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설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성장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소설쓰기를 장애하는 원인은 예술교육 일반의 장애요인과 유사하다. <예
술기호론>의 저자가 밝히는 예술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예술은 
“추론, 인지, 사실”의 문제인 과학과 대조하여 “즉각적인 경험, 정서, 가치”의 문제로 
보는 예술에 대한 오도된 시각 (2) 예술은 오락도구에 불과하다는 발상 (3) 예술작품
의 장점을 판단하기 위한 명료하고 의존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다는 현혹적인 발상 
(4) 예술은 가르칠 수 없으므로 예술교육은 무익하거나 심지어 해롭다는 주장(예술기
호론, pp.566-568) 나의 경우도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위에 열거한 오도된 
관점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
  소설은 감성과 지성의 통합적 긴장으로 자아를 확충하는 일이다.
  (인용) “가장 간단한 지각에서 가장 미묘한 패턴의 감지와 가장 복잡한 개념적 명
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이해와 발견이 그러하듯이, 예술의 이해와 창조는 
수동적인 관조나 순수한 영감의 문제가 아니고 식별과 상호관계 파악과 조직화의 능
동적이며 구성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각은 사고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감각
들은 각기 격리되지 않으며 예술이 과학으로부터 격리되지도 않는다. (예술기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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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8)
  내가 쓰는 소설이 진부하지 않고 읽을 가치가 있으며, 그러한 소설을 쓰는 일로 
(얼마간) 충족된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성공한 삶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의 살을 성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교육적 가치를 지
닌다.
  소설쓰기를 자기자신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상정할 수 없을까. (인용) 예술교육은 섬
세한 지각적 식별을 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관계를 포착하고, 희미한 패턴을 식별해내
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p.588)
  (인용) 예술이 다른 교과 못지않은 인지교과라는 점에서 예술교육은 이를테면 치료
효과, 창의력 육성, 정서표현, 감수성 연마 등과 같은 근거위에서보다 한결 설득력있
게 정당화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지적 학습이라는 것이 학교교육의 
우선적 목표이며 또한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p.589)
  위 인용문에는 예술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강조하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이전의 
“미적가치와 감정의 고립”을 벗어나 “예술은 의당 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효과
적인 교육수단이 된다” (p.590)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의 주장이다. 다중적으로 결정되는 삶의 길에서 미
래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은 현재 삶에 대한 메타적 성찰로 
인해, 현재의 삶이 언제든지 다시 문제로 부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의식있는 삶의 특징적 양상이다. 이는 어쩌면 의
식인의 비극적 전망일지도 모른다.
  오디세우스가 거지꼴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의 유모였던 이가 그를 알
아본 것은 그의 허벅지에 난 상처가 계기가 되었다. 상처는 과거의 것이다. 상처가 
완치되면 기도할 일이 사라진다.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은 다시는 상처를 만들지 않
는다.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과거를 환기하는 것은 현재의 욕망
을 읽어내는 과정”(유호식, p.272)이다. 현재의 욕망에 대한 자각적 인식은 문제를 만
들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투하는 과정이 글쓰기이다. 소설쓰기 또한 이에
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소설쓰기는 삶을 연장해가기 위한 서사적 기도企圖이
다. 내가 쓴 소설론 관련 책들이나 소설교육에 대한 책들은 소설쓰기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담고 있는 작업들이다.
  소설쓰기를 통해 ‘내 존재를 뜨겁게 포옹할’ 수 있다면, 나의 자아는 스스로 건강하
게 성장하기를 거듭할 것이 아닌가. 그런 소망으로 나는 소설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내가 쓴 소설이 독자의 감수성을 활기차게 하며, 인식의 범위를 넓혀주고, 윤리적 판
단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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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독서능력개발의 이론과 훈련원리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들어가는 말

  문자의 해독에서 출발하는 독서는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의 문화유산과 선조의 정신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이다. 이러한 독서의 기능으로 인하
여 독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세계를 넓혀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고 우리의 지능도 높
여준다. 최근 의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매일 아침 10분 정도만 독서를 해도 지능(IQ)이 
높아지게 되고, 6분을 독서하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된다고 한다. 지식·정보 사회에
선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라는 하지 않는가?
  지적 발전과 마음 수양 그리고 자본 축적 등 그 기능이 다양해진 독서를 독자의 자
의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독서교육의 한 영역으로 ‘독서능력개발’을 포함시켜 독자가 자신의 효율적인 독서성
과에 만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자게 되게 하고자 한다. 독서능력개발이란 ‘읽는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위 시간
에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 독서 친화적 감성을 지니게 될 것
이다. 독서에서 얻어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밑거름이 되어 사고의 지평을 넓어질 
것이고, 넓어진 사고의 덕택으로 독자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의 목표를
     읽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독서능력 향상과
     읽은 글의 내용을 실타래 풀듯이 술술 적어나가는 글쓰기 능력 향상으로
정하고자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독서능력개발을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
는 독서능력개발 모델을 만들었다. 소개하는 ‘독서능력개발 이론’과 ‘구체적인 훈련 
방법에 따라 누구나 스스로 익혀 몸에 배이게 할 수 있다.
  이 독서능력개발은 학교에서의 학력 향상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작업능력도 향상
시켜 줄 것이다. 독서능력개발 훈련은 독서의 주체인 독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
시키는 훈련과 문자를 포착하는 눈이 문자를 의미단위로 묶어 읽도록 하는 훈련 등으
로 되어 있다. 또한 독서의 대상인 텍스트에 관련된 이론의 이해도 필요하다. 텍스트 
이해를 위해 독서과정모형과 독서지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구체적 실습을 하도록 한
다. 그리고 독서는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리라는 독서교육이론을 낳게 한 스키
마 이론을 설명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정의적 요소와 독서 목표를 달성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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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지적 요소와 상위인지 등을 설명하여 독서능력개발의 이론과 실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중심말

1. 독서능력개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

 1) 독서의 개념
  국어사전에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을 말한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예전에는 종이 
위에 인쇄된 글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독서 의미가 확장되어 
인쇄된 문자를 읽는 것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TV,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 하여 이해하는 것 모두를 독서라고 하
게 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독서의 영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에 전자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지식·정보 획
득의 도구인 독서가 더욱 확대되고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 절약을 위
한 능률적인 독서를 위해 독서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의 추세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독서를 국어
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지도를 체계화 하고 있지만, 독서를 
할 때 ‘읽는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독서기술과 공부 방법
은 독서교육에서 도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어 『학력 향상을 
위한 조창섭 독서법』이라는 책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펴내 독서기술과 공부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것을 위해 2008년도 4
월 10일에 ‘한국독서교육실천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에 현직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오다가 3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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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 독서능력 개발에 역점을 두는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 독서의 대상
  독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확장된 독서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그것을 텍스트
(Text)라고 부르게 되었다. 텍스트는 단어나 문장들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어나 문장들이 통일된 하나의 의미를 만들도록 나열되어 있는 문자 
조직체이다. 독서에서 독서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특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언어 조직체이며,
  둘째, 통일되고 완결된 사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문자 언어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개념에 따라 텍스트는 대하소설처럼 한 없이 긴 글에서부터 교통표지판처
럼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단순 기호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하철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것도 독서의 일종이 되었다. 책을 
펴 읽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독서를 즐겨하지 않
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독서 영역의 확대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독서를 게을리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출판문화연
구소의 조사에도 성인 중 약 3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으며, 신문 잡지 
소설을 다 포함하여 전국 성인의 1일 평균 독서 시간은 31분 주말에 29분이라고 통
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TV 보기와 스마트 폰 보기를 합하면 통계치는 조금 높아
질 것이다. 그러나 독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은 확실하다.

 3) 독서행위
  독서를 하는 활동을 독서행위라고 한다. 텍스트를 읽는 ‘독서’와 독서를 하는 활동
인 ‘독서행위’는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목적적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독
서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는 결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독서행위는 독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독서의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할지라도 독서를 하려면 먼저 눈으로 글자의 모양을 
촬영하여 망막에 보내 상을 맺게 해야 한다. 망막에 맺힌 상이 시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달되면 뇌가 이것을 의미와 개념으로 바꾼다. 눈이 글자의 모양을 촬영하여 뇌에 
전달하고, 뇌가 그것을 의미와 개념으로 바꾸는 전 과정을 독서행위라고 한다. 그러므
로 독서행위는 독서라는 포괄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행위는 육체와 정신이 협력하여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육체적·정신
적 활동이므로 글자를 포착하는 눈의 훈련과 그것을 의미와 개념으로 바꾸는 정신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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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인 주의력 훈련과 집중력 훈련으로 그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행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독서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독서능력이 현
저히 향상되고, 이에 따라 독서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독서행위가 지식·정보 습득에 유익하고 능률적인가를 설명한다. 즉, 
신속한 글자 포착법과 그것을 의미와 개념으로 정확하게 전환시켜 기억하게 하는 주
의력 훈련과 집중력 훈련이라는 정신 훈련의 방법을 설명하고, 혼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배려할 것이다.

 4) 독서의 유형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조창섭 독서법』에서는 독서를 독서 목적에 따라 학습독서와 
교양독서로 나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독서를 학습독서라고 일컫는다. 
학습독서에서는 읽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확실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
야 하기 때문에 읽은 글의 내용이 이해되고 기억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반복하여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부터 책을 100 번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들어온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공서적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확실
한 자기의 지식이 된다고들 한다.
  학습독서의 방법을 우리의 선대 어른들께서는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見)이라
는 격언에 담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억 될 때까지 읽
고 또 읽어야 한다. 기억한 것을 완전하게 회상할 해 낼 수 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
는 것이다.
  기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회상을 해보는 것이다. 이 때  반드시 암송을 통
해 기억된 것을 회상해 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학습독서는 당장에
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한 학기 두 학기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
면 이러한 독서 방법은 시간을 절약하는 학습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하
게 자기 지식으로 굳힌 것은 다시 접하게 될 때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이해되고 기억되
기 때문이다. 기억된 것을 암송을 통해 확인하는 학습독서는 영어를 공부할 경우 배
운 것만큼 말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교양독서는 수필, 소설,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이나 신문, 잡지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서 항상 접하는 친숙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에
서 친숙해진 글을 읽는 교양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습독서와는 다른 방
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양독서에서 접하는 글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때처럼 이해를 위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집 주소나, 자신이 다녔던 학교 주소 등은 읽는 순간 이해된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교양독서에서는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고, 확인하는 데에만 시
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독서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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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서 습관에 따라 유치원 때처럼 한 자 한 자 읽거나 초등학교 때처럼 한 단어 한 
단어씩 읽을 것이 아니라, 독서습관을 바꾸어 의미 단위로 묶어 읽으면서 말하는 속
도에 좌우되지 않고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독서방법일 것이다.

 5) 독서지도
  독서지도는 경우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데,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조창섭 독서법』
에서 독서지도는 독서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독서지도는 ‘읽는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지도의 영역을 이렇게 확정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인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조창
섭 독서법』에서 독서지도의 목표는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습독서나 교양
독서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독서능력이란 무엇일까?

 6) 독서능력
  독서능력이란 읽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학생은 노
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 데 공부가 
시원찮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독서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독서 능
력에 따라 공부하는 시간에 현격한 차이가 생겨난다. 어떤 사람이 2시간 걸려 이해하
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1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였다면, 1시간에 공부
를 끝내는 사람은 2시간에 끝내는 사람에 비해 독서능력이 두 배인 것이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똑 같이 4년간 법학을 공부하였는데 어떤 이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양과에 모두 합격을 하고 어떤 이는 예비시험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왜 그럴까?
  머리가 좋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독서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
다. 이렇게 독서의 능력은 인간 능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주면 지식·정보의 습득 시간을 단축하여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
깝게도 독서교육에서 인간의 능력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독서능력 향상 교육’이 도
외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제도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 독서능력향
상 교육을 배우고 익혀 자신과 제자들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해 보자.

  우리의 잠재적 독서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독서의 잠재능력을 알기 위해 먼저 눈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눈이 문자를 촬영하여 인지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0.16초이다. 그러므로 
눈은 1초에 6번 촬영을 한다.
  눈이 촬영을 하는 시야의 폭은 넓지만 눈은 초점이 맺히는 곳의 문자만 인지한다. 
그러므로 글자를 처음 배우는 유아의 경우 한 자씩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
이 조금 많아진 초등학생은 한 단어씩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독서를 생활화하여 많
은 책의 내용이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사람은 글을 의미 단위로 묶어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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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단위로 묶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어휘와 문장에 익숙해져 있어서 독서
를 할 때 초점이 맺히는 곳에서 앞쪽으로 3cm, 뒤쪽으로 3cm 합하여 6cm에 나열된 
단어군을 한꺼번에 읽어 이해할 수 있다. 한꺼번에 6cm의 거리에 적힌 글을 알아본
다는 것은 의학계와 생리학계의 주장이다.
  익숙한 단어와 문장으로 된 글일 읽을 때 6cm의 거리에 적힌 글을 한꺼번에 이해
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독서량을 계산해 보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독서 능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낼 수 있다. 이해를 위해 그림을 준비하였다. 그림을 
보며 잠재된 독서능력을 계산해 보자!

6cm(A) x 6(B) = 36cm
(A)는 눈의 고정시간 회수
(B)는 지각시야의 폭
지각시야의 폭은 지각시야 확대 훈  에 의
하여 증가될 수 있는 변수에 속함
36cm x 60(C) = 2,160cm
(C)는 초를 분으로 환산한 것임.
2,160cm ÷ 10(D) = 216행
(D)는 국판책의 한 행의 길이 
216 × 25(E) = 5,400 자
(E)는 국판 한 행에 들어 있는 글자수
잠재된 독서능력은 5,400자이다.

  독서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독서(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면 독서능력이 향상된다. 즉,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알면 지식 습득의 도구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1847~1931)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독서나 공부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독서의 방법과 기
술을 익히면 탁월한 독서능력을 갖게 되어 천재가 되는 것이다. 독서 기술과 독서 방
법의 습득은 훈련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99%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독서교육프로그램의 훈련은 다음 3가지 영역으로 압축된다.
  첫 번째, 글자를 인지(촬영)하는 눈의 훈련과
  두 번째, 인지된 글자를 의미로 바꿀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활성화시키는 주

의력 훈련과
  세 번째, 독서 과정에서 독서 내용에 몰두하는 집중력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잘 못된 독서 습관을 바꾸어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정의적 요소의 훈련과 0.1%
의 우수 집단에 속할 수 있게 하는 인지요소와 상위인지 요소의 훈련을 더하여 우수

104cm

30cm
(독서최적거리)

104cm

30cm
(독서최적거리)

             <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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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독서에 흥미를 느끼는 되는 데에는 독서동기가 필요하
다.

 7) 독서동기
  ‘책을 읽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하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책을 읽게 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독서동기라고 한다. 독서뿐만 아니
라,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 데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유를 동기라고 한다. 동기는 다음 세 가지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논리적인 사고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2)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필연성에서 생겨날 수도 있으며,
  (3)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우리가 행동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동기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도 동기가 강력하면 성취도가 높아진다. 즉, 독서능력은 독서동기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영재가 되기 위하여 독서 방법을 익히려고 
할 때 필연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기가 강렬하면 반복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중단하게 된다.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법 훈련은 동기의 강도에 
따라 성취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훈련을 반복해 함으로써 독서법을 몸에 
배게 하자.

2. 독서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스키마(Schema)

 1) 스키마의 개념
  ‘뇌 속에 저장된 지식’을 독서교육에서는 스키마(Schema)라고 한다. 칸트의 철학에
서는 스키마(Schema)의 개념을 ‘선험(先驗)적 도식’이라고 하였다. 선험적이란 '경험
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선천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힘이 인간에게 이미 주어
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스키마는 구조적인 특성과 추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스키마의 기능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2) 스키마의 기능
  스키마는 읽기에 있어서 독자의 뇌에 저장된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연결시키는 매체 역할을 한다. 스키마가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느리게 읽어도 이해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스
키마의 기능 덕분에 의미 단위로 묶어 읽어서 독서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에 관여하는 스키마의 기능을 설명하도록 한다.



- 70 -

  첫 째 전체 내용의 틀을 제공한다.
  스키마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정보에 연결시켜 지식과 정보를 일
관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전체 내용의 틀을 제공한다.
  독서를 할 때 수용되는 지식과 정보는 원형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 수용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
식과 정보가 뇌에 새로운 자리를 잡도록 해주어 전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스키마의 
역할이다.
  둘 째 지식과 정보의 선별적 선택을 하게 한다.
  스키마는 지식과 정보의 선택을 선별적으로 하여 의미 구성의 효율을 높이고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 준다. 읽는 모든 글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때 전체 맥락에 맞는 단어의 뜻을 포착하여 의미 구성에 무
리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게 해 준다.
  셋 째 기억과 회상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스키마는 읽은 내용을 선별하여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회상하려고 할 때 효율
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게 해 준다. 스키마는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거나 회상할 때 
가장 적절한 곳에 저장해 둠으로써 필요한 것을 즉시 효율적으로 회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넷 째 읽을 것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한다.
  독서를 할 때 현재 읽고 있는 지식과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정보에 관련이 있는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회상을 함께 하고 아울러 읽으려고 
하는 미래의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 예측도 동시에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독서
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다섯 째 읽은 것에 대한 추론
  어떤 텍스트이든 간에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피력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
한 경우에 독자는 글에서 생략된 것을 추론하여 의미 구성을 해야 한다. 스키마는 이
렇게 생략된 빈 공간을 정교한 추론을 통해 채워준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스키마는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으로서 독서의 속도를 증가시
켜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스키마(Schema)가 독서교육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독서란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독서교육에 스키마 이론이 도입되면서 독
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 한다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독서의 
개념은 이제 독서의 주체와 텍스트간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되었다.

3. 정의적 요소

  정의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인지적 요소가 무엇을 알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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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활동 과정인데 반하여 정의적 요소(Affective comonenet)
는 느끼어 친근감을 일으키는 감성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독서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정의적 요소에는 독서 동기와 독서 태도가 있다.

 1) 독서 동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력 향상을 달성하여 부모에게 칭찬을 듣고, 학우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이름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픈 동기에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열심히 읽
어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한다. 이 때 책을 읽어 이해하고 기억하는 독서 능력은 독서 
동기의 강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동기를 유발 하는 것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존심(Self-esteem)
  자존심이 학업 성적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절에 제도권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해야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자존심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의 성취도를 높여
주게 되는 것이다.
  (2) 자신감(Self-efficacy)
  능률적인 독서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독서 동기로 작
용하게 됩니다. 독서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복잡한 인지 과정이므로 개별 기능의 
작동에 앞서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다가온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독서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책을 열심히 읽게 되는 것이다. 
  (3) 독서의 목적
  사람들이 글을 읽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글을 읽을 것이며, 학자들은 연구를 위하여, 직장인들은 직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과 정보 수집을 위하여, 종교인은 진리 탐구를 통한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어
떤 이는 미학적인 차원의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여가 선용을 통한 정
신 휴양을 위하여 글을 읽을 것이다. 글을 읽는 이유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독서 목
적인 것이다.
  위에 열거한 독서의 목적이 성취될 때 독서에 대한 흥미가 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2) 독서의 태도
  주입식 교육의 병폐는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습관이 되어 
능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여러분은 수동적인 독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 능동적인 독자
는 효과적인 독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효과적인 독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과 같이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72 -

  (1) 과거의 독서 경험
  독서에서 인지적 만족과 감동을 맛보게 되면 독서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능동
적 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독서에서 경험한 나쁜 기억을 빨리 지워버
리고, 그것을 감동적인 독서 경험으로 대체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독서에 대한 자신감
  독서에 대한 자신감이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에서 나오
는 정신 자세이다. 독서에 대한 자신감은 독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여 독서
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준다.
  (3) 모범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픈 희망
  사회 변화에 따라 독자가 생각하는 모범적 인물상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독자가 모
범적인 인물들과 같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모범적인 인물
과 같아지고자 하는 희망은 독자의 읽기 태도에 영향을 끼쳐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독
자가 되게 하여 그의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4) 독서 친화적 환경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고
사이다.
  독서에서도 올바른 독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 환경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독서 태도를 가지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제일 먼저 가정
환경이다.
  그 다음은 제도권의 학교로서 학교에서 책 읽기를 권장하고 독서 행사를 많이 하거
나, 국어 시간에 읽은 글에 대한 감상문 쓰기를 하고 우수한 것을 골라 낭독하게 하
고 그것에 대하여 잘하였다는 칭찬을 곁들여 주는 환경이었다면 그것은 독서 친화적
인 환경이 조성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변에 편리한 도서관 시설이 있을 경우도 독서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독자를 에워싸고 있는 교육환경, 가정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등이 독자의 읽기 태도
에 영향을 끼쳐 능동적인 독자로 만들어주며 그 결과 독서 능력이 향상되고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4. 인지와 상위인지의 이해
  인지와 상위인지를 향상시키면 독서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독서능력개발에 
지대한 여향을 끼치는 인지와 상위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인지
  인지는 지각에서와 같이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의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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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일과 지식․정보를 뇌 속에 간직하는 기억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상상과,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인 개념과,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판단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하는 추리 등이
  인지의 요소들이다.
  즉,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인가 알게 되어 인지에 도
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지 요소를 통하여 글의 의미를 알아내는 인지는 훈련에 의하여 
그 정확성이 증대되고 범위도 늘어난다. 인지 훈련을 받으면 사물을 뚜렷하게 기억하
고 기억하는 사물의 수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훈련에 의하여 인지의 정확성과 범위가 
늘어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미국에서는 FBI 요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킬 때 어두운 곳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잠시 불을 켰다 끄고는 순간적으로 무슨 물건을 보았는지 기억해 내는 인지 훈련을 
시킨답니다. 훈련 초기에는 순간에 한두 가지 정도 인지하던 것을 훈련이 반복됨에 
따라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9가지까지 기억해 내더라고 한다. FBI의 인지 훈련의 
예는 인지훈련을 계속하면 비록 순간적으로 스쳐본 것이라 할지라도 물건의 모양을 
또렷하게 기억해 내고, 기억해 내는 물건의 수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에서 인지 훈련은 읽은 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
라, 기억하는 단어의 수도 많아지게 한다.

 2) 상위 인지
  인지란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일
련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인지 앞에 접두사 메
타(Meta)가 붙어 상위인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상위 인지란 인간의 인지적 행동
에 대한 의식적 규제이며, 통제이다. 이것에서 상위 인지의 기능이 도출된다. 상위인
지의 기능은 인식, 점검, 보완전략 등이다. 이 기능에 따라 상위인지의 의미는 두 가
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의하게 된다.

  (1) 독서를 하여 알게 된 지식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얼마나 폭 넓게 알
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 방송국에서 수능고사 0.1%에 해당하는 700명의 학생을 
보통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우수한 능력이 IQ에 관련되기 보다는 상위인지능력에 관
련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2) 공부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을 실천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게 될 때 전략을 수정, 조절, 조정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것을 인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인지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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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내용이 다르고 인지의 형태가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독서에서 상위인지는 읽기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 설문을 만들고, 독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통제를 할 때 
상위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독자는 무엇인가 알게 되는 인지 능력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독서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다.
  독서에서 목적과 전략을 세우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그것은 “텍스트를 파악하는 인지 작용의 여러 양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인지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상위인지는 학습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에 관여하는 
매우 복잡한 지적 작용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위인지의 실천을 위해 1. 탐색, 2. 문제 제기, 3.읽기, 4.진술하기, 5. 
복습하기 등의 세분화 된 전략을 구사한다.

5.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텍스트의 분석과 활용

  독서능력 향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독자의 측면 이외에 텍스트의 측면을 살펴보
겠다.
 1) 독서과정 모형
  능률적인 의미 파악과 정확한 의미 파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미 파악의 대상인 텍
스트와 의미 파악의 주체인 독자 둘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독서교육에 ‘독서과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등
장하였다.
  ‘독서 과정 모형’의 유형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의미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
고,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자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둘을 절충한 경
우가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체계화하려는 연구가 수행되면서 ‘독서 과정 모형’이 
만들어졌다. ‘독서 과정 모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눈다.
  (1) 상향식 독서 과정 모형(Bottom-up processing model)
  (2) 하향식 독서 과정 모형(Top-down processing model)
  (3) 상호작용적 독서 과정 모형(Interactive processing model) 등 이다.
 
 2) 독서 지도의 유형
  독서의 지도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독자가 어느 정도로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나 독자 중 어느 한 쪽에만 초점을 맞추
는 것보다는 텍스트의 요소와 독자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독서 
지도는 독서 과정 모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독서 지도는 독서 모형과의 연관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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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능 중심 독서 지도
  (2) 활동 중심 독서 지도
  (3) 전략 중심 독서 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 독서능력 개발을 위한 주된 훈련 영역

 1) 지각시야 고정훈련 (지각훈련을 통한 독서습관 바꾸기)
  독서를 할 때 눈이 글자의 모양을 촬영하여 뇌에 전달하면 뇌가 그것을 의미와 개
념으로 바꾸어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지각은 눈의 수정체가 글의 모양을 촬영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머리에 기억 되어 있는 경우 학교라는 단어를 읽으면 글의 
모형이 뇌로 전달되어 이미 기억되어 있는 의미와 결합이 되어 독자는 그 단어를 이
해하고 다음을 읽어 나나게 되는 것이다.
  『학력 향상을 위한 조창섭 독서법』의 독서교육프로그램에서 인지훈련을 무엇이라고 
이름 부쳐 놓았을까?
  인지훈련을 ‘지각시야 고정훈련’이라고 부른다. ‘지각시야 고정훈련’은 과거의 나쁜 
독서습관을 바꾸어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는 훈련이다.
  ‘지각시야 고정훈련’의 기호는 10포인트로 작성된 글을 지우고 다음과 같이 그 윤
곽만을 남겨 놓은 것이다.
  ‘지각시야 고정훈련’은 1분 단위로 훈련을 실시한다. 독서능력의 측정은 1분 단위로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 줄에 6㎝ 짜리 도형 두 개가 그려져 있다. 6㎝ 짜리 도형의 중앙에 눈이 그려져 
있다. 그곳을 보라. 초점이 맞추어 지는 순간 빛이 던져져 그려진 눈의 앞뒤 3㎝가 
일시에 환해지죠? 빛이 눈이 그려져 있는 곳에 던져지면 앞뒤로 퍼지듯이 여러분의 
눈도 그러한 방법으로 6㎝의 기호를 한 눈에 확인하는 것이다.

<지각시야 고정 훈련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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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호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한 줄을 두 번에 확인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 가는 것이다.

 2) 주의력 훈련
  주의력은 긴장에 비례한다고 한다. 긴장을 하면 주의력이 고조되어 정신이 바짝 들
게 된다. 이러한 육체의 변화 원리에 착안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긴장할 때의 몸 
상태를 가지게 하여 주의력을 고조시키는 훈련을 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눈을 크게 뜨고, 호흡을 죽인다. 그러므로 주의력 훈련을 
할 때 눈을 크게 뜨게 하고 깜박이지 못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초긴장하는 시간을 3분이라고 한다. 초긴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조금 풀렸다가 다시 초긴장의 상태로 들어가며, 초긴장과 긴장을 푸는 반복된 행동이 
40분 내지 50분 계속되면 10여분을 쉬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의 수업시간이나 드라마나 오페라의 공연시간도 긴장의 순환을 고려하여 휴식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의력의 훈련기호는 지각시야 고정훈련 기호처럼 10포인트 글자를 애워싸서 글자
를 들어낸 직사각형을 사한다.

<주의력 훈련기호>

  한 페이지에 20줄을 그어 한 줄을 등속으로 9초에 확인해 나가도록 하여 전체를 
확인하는 데에 3분이 걸리게 하였다.
  긴장이라는 생리적 작용에 기초하여 주의력 훈련은 3분 단위로 실시한다. 그러나 
눈을 깜작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훈련 정도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훈련기호를 보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집중력 훈련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집중력이라고 한다. 정신활동을 할 때, 하고 있는 일
에 정신을 몰입시키려면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문제를 만들어 풀게 함으로써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문제의 답
을 찾을 때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을 찾기 위하여 문제 풀이에 몰
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문제들이 지니고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직관과 이해



- 77 -

  둘 째 관찰과 분석
  셋 째 어휘와 문장의 이해
  넷 째 수리 논리
  다섯 째 창의력과 독창력
  여섯 째 추리와 판단  등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집중력 훈련 문제를 만들어 
풀게 한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문제의 두 가지 예를 소개한다.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을 길러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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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습독서와 수필, 소설,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이나 신문, 잡지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친숙한 문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 글을 읽는 교양독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권 학교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담긴 새로운 지식을 수업(설명)과 독
서를 통해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이 때 공부하는 도구로는 시청각 자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으나 주된 도구가 독서이기 때문에 공부와 독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독서가 공부와 일치하는 학습독서이든 교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교양독서이든 간에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 사람
을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는 길잡
이이고, 교양을 쌓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이 된다.
  독서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독서를 통하여 새 상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정치인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원동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를 하고 싶은 독서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읽는 
글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독서능력개발법을 고안하여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 하였다.
  앞에 제시한 독서 이론과 독서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스스로 익혀 학생은 학습능
력 향상을 직장인은 작업능률향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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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생물자원은 보물 중 보물이다

이흥식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명예교수)

머리말

  보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전적 의미로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
운 물건」이거나 문화재적 관점에서 「예로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만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 부가
가치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보배로운 물건인 보물 중 보물 「생물자원」이다. 생물자원 
중 하나인 동물과 식물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으면서도 보물 대접을 못 받아 온 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고는 단 1분도 살 수 없지만 공기를 귀하게 알지 못하는 것
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물자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3,000만종의 생물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
된 생물종은 동물 150만종, 식물 50만종 정도이다.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종이 약 10만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50,827종이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
지 5만여 종의 생물종이 확인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나머지 생물종을 찾아 
규명하는 일은 젊은 후속세대에 넘어갈 유산이다.
  1982년 우리나라 동·식물 중 멸종위기종은 92종이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2017
년에는 자그마치 이들에 비해 약 3배나 되는 267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종이 과연 
1년에 4~6종씩 왜 늘어났을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겠지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1985년을 기준으로 국민 1
인당 소득을 보면 2,047달러였다. 30년이 경과한 2015년 국민소득(GNI)은 27,171달
러로 13배 정도 늘었고, 2018년에는 드디어 3만 불이 넘어 30-50클럽에 들었다. 이
는 세계 모든 나라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경제성장 덕분이다.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성장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공장과 주택을 짓고 농지를 확보
하기 위해 자연개발과 환경파괴가 자연히 이루어져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함께 이
들의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멸종위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에 더해 지구
온난화도 한몫을 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연계를 이루는 것 중 동물과 식물은 상호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식
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영양분을 만들고, 이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이를 육식동물이 
다시 잡아먹거나 하며, 이들이 남긴 사체나 배설물 등을 박테리아가 분해하여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물로 다시 만들어 주는 일련의 먹이사슬(Food Chain)이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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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자연자원이 있다. 자연자원에는 생물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해양자원, 광물자원, 관광자원 등 다양한 자원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많은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생물자원의 경우 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이 되
기도 하며 생활용품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의 원본이 되는 아이디어까지 제공한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미래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그 이유는 생물
자원은 그들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먹거리도 되고, 건강을 위한 약도 되고, 유용
한 산업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생물자원의 활용 범위(한국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인용)

1. 생물자원은 도깨비 방망이

  생물자원의 대부분은 동물과 식물이다. 특히 동·식물의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헤
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알렉산더 아모수
(Alexander Amosu)가 영국 런던의 고급 쇼핑가 팔몰(Pall Mall)에서 선보인 정통 클
래식 슈트는 자그마치 1억4천만여원에 거래되었다. 이 정장은 남미 안데스 산맥에 살
고 있는 야생 라마인 비큐나(Vicuna)의 털, 비큐나 울(Vicuna wool)로 만들어졌다. 
비큐나 털은 머리카락 굵기의 10%에 지나지 않아 이 털로 만든 비큐나 울은 세상에
서 가장 곱다. 아모수의 정장은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 ‘파시미나(Pashmina)’와 
‘퀴비우크(Qiviuk)’를 넣어 직조하였다. 파시미나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의 캐시미어 
염소나 티베트 염소의 연한 털이고, 퀴비우크는 북극권에 사는 사향소(Musk Ox)의 
털로 1온스에 100달러 정도로 아주 비싸지만 새의 솜털처럼 부드럽고 따듯한 털이다. 
이런 털들을 자연 상태에서 보면 아주 보잘 것 없는 한줌의 털에 지나지 않지만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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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아 옷을 만들어 조금 가공하여 18금의 단추를 달고, 다이아몬드라도 부쳐 손질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고급상품이 된다. 생물자원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를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소재다.
  개성배추, 하루백합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의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
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은 모두가 
외국에 강탈당했거나 우리도 모르게 외국으로 몰래 유출되었다가 되돌아온 것들이다.
  개성배추는 배추잎이 마치 무총처럼 생겼지만 굵은 잎줄기가 씹을수록 쌉싸래한 맛
이 구수하게 나고, 잎줄기가 많지 않지만 김치를 담그면 김치 맛이 더 깊어지는 배추
다. 이 배추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거쳐 독일유전자원연구소(IPK)로 갔다가 지난 
2009년 9월 8일 우리나라로 돌아와 현재는 많은 농가에 보급되어 길러지고 있다.
  한편 하루백합은 우리나라 전역에 흔하던 우리 고유의 꽃인 원추리(Hemerocallis)
이다. 원산지는 한국인데 외국에 나가 개량되어 비싼 로얄티를 주고 다시 수입되는 
꽃이다. 원추리를 뜻하는 원어 Hemero는 희랍어로 ἡμέρα에서 유래되었는데 day라는 
뜻이며, callis는 καλός에서 따온 것으로 beautiful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하루 24
시간 만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이다. 하루백합(Day lily)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유사
하게 붙여진 이름으로 꽃의 생김새가 마치 백합과 비슷하나 「하루만 피는 백합」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토종 원추리를 원종으로 활용하여 개발한 신품종은 싼 것
은 한 뿌리에 3~10달러지만 비싼 것은 자그마치 40~130배인 400달러(약42만원)에 거
래되고 있다.
  외규장각도서는 왕실의 가례, 혼례 및 장례 등 행사나 왕실과 관련된 주요 행사를 그
림과 함께 기록한 문서들로서 의궤 등 총 297책이다. 이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간 것을 지난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씨에 의해 
베르사유 별관 창고에서 처음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되어 145년만인 긴 여
행을 끝내고 2011년 5월 돌아왔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나무를 영어로 Korean fir(한국전나무)라 하므
로 전나무인줄 알지만 이는 전나무가 아니고 「구상나무」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다.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과 덕유산에 자생하고 있다. 1904년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주도 서귀포성당의 에밀 타케(Emile Taquet)신부가 한라산을 등반하던 중 
구상나무를 보고 크리스마스트리에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프
랑스로 구상나무를 보냈으나 프랑스에 정착하지 못하고 미국 하바드대학 아놀드식물
원의 식물분류학자인 어니스트 윌슨(Ernest Wilson)에게 전해져 일반 전나무와 전혀 
다른 한국 고유의 특산종임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다. 이후 이 나무는 더욱 개량되어 
전세계에 크리스마스트리로 보급되어 전에 크리스마스트리로 많이 사용하던 독일 ‘가
문비나무’ 대신 쓰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비싼 값에 수입되는 수종이 되었
다.



- 82 -

  그렇다면 이들은 왜 외국으로 반출된 후 되돌아오는 비운의 운명을 지녔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개성배추의 경우 비록 속이 빈 비결구(非結球)배추지만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잎에 털이 적고 병충해에 강한 장점이 있기에 외국에서 종자개량 
재료로 쓰기위해 탐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백합도 꽃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우리
도 모르게 몰래 유출되었다가 되돌아온 것이다. 구상나무도 마찬가지다. 구상나무는 
아무리 키가 커도 15미터 정도로 아담하고 아래가 넓은 피라미드 수형이 실내 장식용
으로는 제격이고, 실외 정원에도 잘 어울리는 데다 전나무(30미터)처럼 크지 않는다. 
그리고 전나무잎 끝은 바늘처럼 되어 있어 취급 과정에서 찔리는데 비해 구상나무 잎
은 뭉툭하여 부드럽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탓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가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였기에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2. 생물자원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평 분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생물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공학육성법(1983년 12월)」
을 비롯하여 「자연환경보전법(1991년 12월)」, 「산림기본법(2001년 5월)」, 「야생동물보
호법(2004년 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10월)」,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2007년 8월)」, 「수산자원관리법(2009년 4
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09년 5월)」, 「생물다양성 보
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년 1월)」 등 많은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보다 가장 앞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법은 「문화재보호법(1962년 1
월)」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어느 부처에서도 생물자원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에 멸종위기에 처한 귀중한 생물자원인 동·식물을 「천연기념물」이라는 이름을 빌
려 보호하고 보전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신설되고부터는 문화재청은 그
들 고유의 업무인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모든 법 또는 법률보다 아주 강력한 법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전자
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명 「유전자원법(2018년 8월)」이다.
  이 법이 생겨난 유래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다. 즉,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리우회의(Rio Summit)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 185개국 정
부대표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세계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
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
은 의무이행 등의 법적구속력이 없었다. 이에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여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CBD/COP 10)」에서 CBD를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를 흔히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라 한다. 이 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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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다시 말해서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리우회의에서 결정한 생물다양성협약
(CBD)에 근거하고 있다. CBD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자(Conservation). 
  둘째, 생물다양성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Sustainable Use). 
  셋째, 생물다양성을 이용한 생물자원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생물자원 제공국과 사용

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자(Access and Benefit-Sharing).

<그림 2>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상호관계(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인용)

  여기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과연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이란 무엇일까? 생물다양성이란 생물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크게 3개의 카
테고리로 나뉜다. 즉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많은 생물종이 있는 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산, 바다, 강, 사막 등 서식 환경의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그리고 쥐의 종류가 수십 종 있는 것처럼 같은 종 안에서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유전
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이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을 국제사회가 협조하여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사회로 공영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생명 영위의 필수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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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FAO가 정한 식량자원 64종은 제외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자원에 관한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추장 또는 된장 제조법과 같은 각국 전래의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 제공국인 개발도상국과 가공 기
술이 뛰어난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경제적 및 정치적 대립관계가 해소되게 되었고, 상호 이익을 공유함으
로써 생물자원 이용국가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떳떳이 생물자원을 이용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협의로 생물자원의 부족현상 및 멸종의 문제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생물자원에 의존한 공동체나 개인의 영속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응하여 2017년 7월 26일 「유전자원법」을 제정·공
포하게 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18일부터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
이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시행으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 59~78%를 외국에서 싼값으로 들여와 가공하여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은 나고야의정서 탓도 있다. 하지만 식물
의 경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 원종의 보호는 인정하지 않고 원종을 활용하여 만든 신품
종의 권리만을 특허로서 보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언하며 원종이 있으면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지만 원종이 없으면 신품종 자체를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도 2013년 제
정한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도 식물 신품종을 특허나 상표를 보호하는 특허법의 지적
재산권으로 보아 새로운 품종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20년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선출원(先出願)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산업계의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
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이익공
유율을 1%로 상정하는 경우 자그마치 3,892억 원, 5%로 하면 5,09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앞으
로 외국에 지불해야 될 로열티가 5~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최고 6배인 1조5천
억 원이 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전 세계에 떳떳하게 「생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3.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이 노벨평화상 바탕 마련

  우리의 고유한 생물자원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비싼 값에 다시 역수입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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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벨평화상의 빌미를 준 경우도 있다. 나아가서 외국에서 몰래 가져간 동물이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특별 천연기념물이 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생물주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청구 한 바 없다.
  「미스 킴 라일락」에 얽힌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생물자원에 무관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1947년 미군정시절 군정청 
소속 식물채집가 엘윈 미더(Elwin M. Meader)는 서울 백운대에서 식물채집을 하던 
중 키가 작으면서도 꽃향기가 짙은 라일락 비슷한 「털개회나무」 일명 정향나무 수수
꽃다리를 발견하고 종자 12개를 미국으로 가져갔다. 그는 이후 뉴햄프셔대학 원예학
과 실습장에서 7개의 발아에 성공하고 이어 이를 대량 증식하는데도 성공했다. 그래
서 그는 군정청 근무시절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킴(金) 아무개 타이피스트의 이
름을 따 라일락에 「미스 킴」을 붙어 1954년 「미스 킴 라일락」이라 작명하여 세상에 
선보였고, 이제는 최고의 인기를 가진 라일락이 되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우리는 
1970년 중반부터 비싼 값을 주고 우리 고유의 토종 라일락이 원종인 「미스 킴 라일
락」을 귀한 달러를 주면서 수수꽃다리 꽃향기에 취해 다시 사오고 있다.
  우리의 「생물자원」은 경우에 따라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만들기도 했다. 그 주인공은 
우리 토종인 「앉은뱅이밀」이다. 이 밀은 키가 50~80센티미터로 일반밀에 비해 키가 작
아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구루텐(gluten)이 적
어 맛이 고소하고, 단맛이 나며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1905년 일본인이 이 밀
을 일본으로 가져가 ‘달마’라고 명명한 후 1935년에는 이와테현 농사시험장에 근무하던 
이나즈카 곤지로(稻塚權次郞)가 달마와 터키레드를 교잡하여 「농림 10호」를 만들었는데 
키가 작은 「앉은뱅이밀」이라 도복도 없고 수확량도 많았다. 이에 눈독을 들인 일본 점
령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미국 USDA 파견 생물학자 살몬(Cecil Salmon)은 미국 
워싱턴대학의 오르빌 보겔(Orville Vogel)에게 이를 보내 키가 작은 겨울밀 게인즈
(Gaines)를 육종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농림 10호는 멕시코의 국제옥수수밀연구소
(CIMMYT)의 노먼 볼로그(Norman Borlaug)에게 전해져 멕시코 재래종과 교배되어 
「소노라64(Sonora 64)」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키 큰 기존 밀에 비해 수확량이 자
그마치 3~4배나 되었다. 우리 토종 「앉은뱅이밀」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밀은 멕시코를 
밀 수입국에서 밀 수출국이 만들었고,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에 식량자급을 이루게 
하였다. 이에 노먼 볼로그는 기아 해방에 큰 기여를 하였고 녹색혁명의 기틀을 마련하
게 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생물자원에는 외국에 나가서 가치를 빛낸 생물자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효용가치
가 큰 것도 많이 있다. 우선 국내에 있는 우리의 생물자원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
지 대략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내왔지만 우리나라 산천에는 생물자원이 널려 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
을 계기로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와 독도에 자생하는 일
종의 돌나물인 「섬기린초」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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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알부틴과 갈릭산이 많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부틴(Arbutin)은 멜라닌
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며, 갈릭산(Gallic Acid)는 항산화제로서 기능하므로  피부의 
기미, 잡티, 주근깨를 없애는 미백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현재 화장품 원료로 쓰
고 있다.

<표 1> 식물자원을 이용한 유용한 제품

제품 생물자원 용도 세계시장규모

아스피린 버드나무 해열진통제 10억 달러/년

택솔 주목 항암제 12억 달러/년

스테로이드 마 소염제 220억 달러/년

은행잎 추출물 은행나무 혈액순환개선 20억 달러/년

타미플루 스타아니스 독감치료제 20억 달러/2009년

  이와 같이 국내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약제를 개발한 예는 아주 많다. 우
리는 흔히 지렁이는 징그럽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렁이도 의약품 개발에 한 몫
을 하고 있다. 근간에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질환은 혈관을 막는 혈전(핏덩이)이 문제인 것이다. 붉은지렁이에서 추
출한 물질인 룸브로키나제(Lumbrokinase)라는 효소가 바로 이 혈전을 아주 잘 녹이는 
것이다. 이 효소는 섬유단백질용해, 항응고 및 항혈소판 응집의 3가지 작용을 다 가지
고 있어 혈전치료제의 이상적인 약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룸브로키나제라는 명칭은 붉
은지렁이의 학명 Lumbricus rubellus에서 추출한 효소라는 뜻으로 축축한 땅에서 죽
은 지렁이가 스스로 몸을 용해시키는 현상에 착안하여 개발된 약제인데 일명 ‘지렁이효
소’라고도 통칭되고 있다.
  「개구린(Gaegurin)」이라는 항생제는 우리나라 토종 옴개구리의 경우 피부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옴개구리 피부로부터 추출되어 개발된 약제다. 현재 
이 약제는 전립선암 및 대장암 등 암 치료제로도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한편 거머리
로 부터는 「거머린(Guamerin)」이라는 이름의 엘라스트효소 억제제(Elastase Inhibiter)
가 만들어졌다. 엘라스타제(Elastase)란 혈관과 피부가 탄력성을 갖도록 하는 단백질인 
엘라스틴(Elastin)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인데 노화나 자외선 등에 의해 증가된다. 
다시 말해서 피부나 혈관에 엘라스타제가 증가하면 혈관이나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
게 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혈관이나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특히 피부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하려면 엘라스타제의 생성을 억제하면 되기에 이런 생리활성 물질
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약제 중에 혈액순환개선제로 쓰이는 「기넥신(Ginexin)」과 「징코
민(Gingkomin)」이라는 것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다 은행나무(Ginko biloba)에서 추출한 
것으로 은행잎에 들어 있는 진코라이드(Gingkolide), 비로바라이드(Bilobalide), 진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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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nol), 프라보놀(Prabonol), 테르펜락톤(terpene lactones) 등이 혈소판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여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주고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항산
화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넥신은 은행나무의 학명
인 Ginko에서 Gi-와 식물이 병원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방어를 위해 뿜어내
는 항균물질의 총칭인 Phytoalexin의 -exin과 합성어인 동시에 약효가 길다는 「긴 액
션(Long Action)」을 의미한다. 한편 징코민은 이 약제가 은행잎에서 추출한 물질이라
는 뜻에서 은행나무의 학명 Ginko에 -min 이라는 어미를 붙인 것이다.
  얼마 전 인체에 전혀 무해한 생체적합성 초강력 접착제가 개발되었다고 매스컴에 대
서특필된 일이 있다. 이것은 산더미 같은 성난 파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바
위에 딱 붙어있는 「홍합」에서 유래된 접착제에 관한 것이다. 홍합은 뽀얀 국물에 담백
한 맛까지 섞여 있는 시원한 홍합탕의 바로 그 조개류다.
  홍합껍질을 보면 노랗고 흰 실 같은 구조물이 각정(Umbo) 배쪽에 마구 엉킨 상태로 
붙어있는데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분리가 쉽지 않다. 홍합이 바위에 부착하기 위해 
홍합은 족사샘(Bassal gland)에서 끈적끈적한 액체 수준의 가는 실을 바위에 분비한
다. 이것이 바로 족사(Byssus)라고 하는 ‘접착 단백질’인데 이 접착 단백질이 굳으면 
홍합 하나가 무려 125kg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접착력을 갖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수술용 의료접착제를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술용이던 
가정용이던 강력접착제나 순간접착제는 물에 젖은 상태에선 아무 효과가 없지만 이 
홍합접착제는 물기가 있는 상처 부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방광이나 대장 등 내부 
장기가 구멍이 나고 째져도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홍합 단백질 1g을 얻으
려면 무려 1만 마리 정도의 홍합이 필요하다. 다시 말 해 홍합접착제를 실용화하려면 
홍합단백질을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생물유전자를 바꾸는 방
법을 이용하여 이것도 해결하였다. 즉, 미생물의 유전자 속에 홍합단백질을 만드는 유
전자를 끼워 넣어 홍합 단백질을 만드는 미생물을 만들어 홍합을 잡지 않고도 홍합 단
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표 2> 동물자원을 이용한 유용한 제품

생물자원 용도 생물자원 용도

갑각류 껍질 방수코팅제 거머리 노화방지제

개구리피부 항생제 거미 방탄 및 방염제

지렁이 혈전용해제 누에고치 인공뼈

홍합 접착단백질 낙지 피부주름개선제

  이와 같이 국내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약제를 개발한 예는 아주 많다. 유
방암, 폐암 난소암 등의 항암제인 택솔(Taxol)은 주목나무(Yew)의 잎과 껍질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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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약제이다. 이 나무에 들어 있는 1g의 탁솔을 얻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100년 된 
3~6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주목은 서양 것 
보다 20배 이상으로 탁솔이 많은 것이 밝혀졌고, 특히 국산 주목 종자의 씨눈에서 택
솔이 다량 발견되면서 이를 조직배양 하여 상용화하는데 성공했고, 국내 제약사는 이
를 탁솔 주사제 등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4. 우리 고유 생물자원에 우리가 로열티 지불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생
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에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생물자원에 있어 “로열티”란 「생물자원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이다. 다시 말 해 우리나라에 없는 생물자원 예를 들어 각종 작
물의 종자 따위나 여러 가지 꽃의 구근 등을 수입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이라는 딱지가 
붙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산보다 나은 것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부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이다.
  농산물 중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장미, 국화 그리고 딸기에 대한 로열티를 2006년 기
준으로 각각 1년에 76.3억 원, 10.4억 원, 30.0억 원으로 총 120여억 원을 외국에 지
불하였다면 아마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사실이다. 심지어 김에 대한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 김에 대한 로열티를 일본에 매년 21억 원 씩 지불해야 할 것으
로 2011년 추정된 일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스스로 개발한 김이 등장하여 모두 
대체되었고, 새로운 품종의 장미, 국화, 딸기도 개발되어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이외에도 배추, 무, 콩, 고추, 토마토, 키위 등 많은 농산물의 종자 중 70%는 외국 
수입종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밤낮없이 새 품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미의 경우 한 때는 국내 유통되는 장미의 95% 이상이 외국산으로 장미 한 그루 
마다 로열티 1,500원 가량을 지불했지만 2005년 국내 자생종 장미과의 찔레나무, 해당
화, 돌가시나무 등을 이용해 새 품종을 만들어 내어 이제는 장미의 본 고장이라는 네덜
란드에서 조차 수입해 가는 장미가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가 되었고, 더구나 요
사이 「가시 없는 장미」가 개발되어 그 인기는 세계적이다.
  2천년대초만하여도 국내에서 재배하는 국화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한 품종이었지
만 2004년 국산 흰색 국화 「백마」가 탄생하면서 우수한 외관과 뛰어난 볼륨감, 깨끗한 
색상 그리고 긴 절화 수명 1개월은 일본 국화보다 2배 이상 길어 큰 인기를 끌어 2007
년에 처음으로 국화의 종주국이라 자칭하는 일본에 200만본 정도가 수출되었고 이후 
그 수출물량은 더욱 늘어나 2014년에는 약 10억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
  딸기도 2천 년 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일본의 아키히메와 레드펄 같은 일본 품종이 
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과실이 크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고 수확량도 많은 「설향」을 
비롯하여 매향, 죽향, 금향, 아리향 등이 개발되어 보급됨에 따라 이제는 국내 딸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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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3%가 이를 재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좋아 중국, 홍콩, 싱가
포르, 베트남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김밥-그 김밥을 만드는 김도 2009년 당시까지 만 해도 국내 생산 
김의 절반가량을 일본산 종자에서 만들어진 ‘참김’과 ‘방사무늬김’을 길렀다. 어민들이 
일본산을 기른 이유는 이 김 품종은 식감이 부드러워 김밥용 김이나 조미김으로 적합
하고, 번식력이 좋고 환경 적응이 강해 양식이 쉬운 장점과 함께 주요 고객인 일본 사
람들이 이 품종을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일본김보다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수확량도 일본산에 비해 1.5배 많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맛도 좋은 
수퍼김 1호인 「해풍 1호」를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이제는 어민의 60%가 우리가 개
발한 수퍼김을 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로열티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생물자원 중에는 천연기념물 동물과 식물도 있다. 그런데 현재 천연기념물 동물 70
종 중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46종에 해당하는 것은 단 51종이다. 식물의 경우
에는 노거수와 자생지를 포함하여 천연기념물 식물이 모두 264건이 지정되어 있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것은 단 1종 천연기념물 제191호 「제주의 한
란」 만 있다. 식물에 비해 동물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천연기념물 지정 사유는 학술
적 · 역사적 · 지리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고유성·심미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그 개체나 개체가 있는 일정한 구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 · 관
리하는 데 동물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까지 지정하지만 식물은 자생지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그 대부분이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를 간직한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인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이거나 방풍림이나 비보림 등이기에 그러하다.

5. 일본 천연기념물이 된 우리 고유의 닭과 소

  축양동물의 주요 생물자원인 「긴꼬리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 아니지
만 일본에서는 아주 귀한 국가적 닭으로 대접받고 보호되는 「특별천연기념물」이다. 그런
데 흥미있는 것은 비록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지만 이 천연기념물의 원조는 바로 우리
나라 긴꼬리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이 된 사연은 기막힌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따라왔던 가신으로 우
리나라를 침략하여 분탕질을 한 사토국(현 고치현) 번주인 야마우치 가토우(山內一豊)가 
꼬리가 긴 우리 닭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일본으로 가져간 후 농민들에 분양
하여 정착된 닭이다. 우리의 긴꼬리닭(長尾鷄)은 삼국시대에는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의 유물인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 훈로 상부에 
그 형상이 남아 있어 이를 입증 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집안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도 
등장하고, 중국에서 서기 25~220년 및 220~265년 사이의 역사를 각각 기록한 후한서와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전(韓傳)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일은 일본 문화
재청에서 조차 일본 특별천연기념물인 긴꼬리닭은 「조선에서 작출된 후 일본에 유입된 
닭」이라고 공지하고 있고, 학술적으로 「일본닭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우리 긴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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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임이 증명되고 일본 학자조차 이를 인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이해집
단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멸종위기에 이른 우리 고유의 토종 긴꼬리닭을 아직까지 천연
기념물로 지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 중에 피모가 새까만 소인 「흑소」
이다.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4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미시마섬(見島)에는 우리 농
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흑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미시마섬의 미시마소는 일본
의 천연기념물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흑소」이다. 우리나라로부터 유입된 소
라는 사실은 일본 하기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실이다. 이 소는 일본이 자랑하는 흑모화
우(黑毛和牛)인 겐란규(見蘭牛)의 바탕소이다. 겐란규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우리 고유
의 「흑소」와 홀스타인 젖소를 교잡하여 만들어진 와규다. 일본의 와규는 세계적인 명품
으로 보통 스테이크의 4~5배 비싼 고가의 고기로 소문났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져
간 미시마소나 타지마소를 바탕소로 하여 부라운 스위스 또는 데본 소나 시멘탈, 에버딘 
앵거스 및 쇼트혼 소와 각각 교잡하여 만든 「잡종」이다. 일본와규로 유명하다는 고베규
(神戶牛), 마츠사카규(松坂牛), 오우미규(近江牛), 요네자와규(米沢牛)도 모두가 우리나라
에서 간 타지마소(但馬牛)이다. 타지마소를 일본의 토종소라고하나 이것도 서기 390년경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량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갖고 간 우리 재래의 「흑소」다. 그 후 
이 소를 타지마지역(현재의 효고현 북부 동해에 접한 지역)과 그 인근 고베 등에서 기른 
소라는 뜻으로 각 지역명을 붙였을 뿐이다. 그러나 맛이 좋다. 맛이 좋은 이유는 소위 
근육 내 지방인 마블링(Marbling)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상강도(霜降度)라
고 하는데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지방이 근육에 섞여있다는 뜻이다. 우리 한우를 가
져가 일본소를 만든 예는 또 있다. 그것도 일본이 자랑하는 화우의 하나인 갈모화우(褐毛
和牛)가 그 장본인이다. 갈모화우란 털이 누런 소인 우리나라 「황소」다. 일본은 우리나라
에서 황소를 가져가 시멘탈 소와 교잡으로 새로운 소를 만들고, 그 지역명을 붙여 각각 
아소소(阿蘇牛), 야베소(矢部牛), 쿠마소(球磨牛)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소의 원조
가 될 정도로 우수한 소가 많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흑소」를 기본 소로 하고, 조
선에서는 「황소」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모색일원화정책」을 펴 다른 모색의 소는 전부 
도태하는 장려책을 썼다. 그로인하여 우리나라의 흑소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흑소가 제주도에서 멸실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 2007년에 이를 천연기념물 
제546호 제주흑우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흑염소탕을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염소탕의 소재가 되는 
염소가 진짜 우리 고유의 토종 염소일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우리 고유의 흑염
소는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재래종인 흑염소는 살이 
잘 안찌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먹이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외래종과 마구잡이 
교잡을 하였기에 순수한 우리 토종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흑염소에 큰 관심을 갖고 1986년 3월 수컷 염소 1마리와 암컷 2마리를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가져갔다.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이 외국에 그대로 유출된 것이다. 그들이 
우리 흑염소를 욕심낸 이유는 일본 토종 염소는 요마비(lumbar paralysis)에 잘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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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한국 염소는 요마비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 해 상업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자손이 일본 전역에 퍼져 약용과 식용으로 쓰일 뿐 아니라 실험용 
동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로서 개가 3종 있다. 바로 진도의 진도개, 경주개 
동경이 및 경산의 삽살개이다. 이들은 앞으로 우수견종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바
탕개가 될 가능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아주 가치 있는 동물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세계애견연맹(FCI)에 등록한 견종이 자그마치 350여종이나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인간의 목적에 따라 체구를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사납게도 하고 상냥하게
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원종개를 선발과 도태를 계속하여 번견, 반려견, 목양견, 수
색견, 안내견, 구조견, 사냥견, 썰매견, 경주견, 치료견 등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에 따
라 개량하여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서양개들은 이런 과정을 수십 년 간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쳐 만들어 졌지만 우리 토종개 3종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특히 진도의 진도개는 700여년 이상을 육지와 동떨어진 섬에서 순수 혈통을 지켜오고 
있다.
  물론 천연기념물 동물이나 식물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지정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이것은 천연기념물의 자격을 상실
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도개의 경우 진
도 이외에 있는 진도의 진도개는 진도에서 태어났지만 진도 이외의 지역으로 방출된 
「진돗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나 제540호 경주
개 동경이도 각각의 지정 장소인 경산과 경주를 떠나면 천연기념물 개가 아니라 평범
한 「보통개」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물종이 곤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말 현재의 국
가생물목록 동물계 20,153종 가운데 61.2%를 차지하고, 국가생물 전체목록 50,827종 
중 35.7%를 차지하는 18,158종이 곤충이다. 생물자원인 곤충은 사실상 보잘 것 없는 
동물이지만 그 효용가치는 의약용이나 식용 또는 산업용 등의 재료가 되고 있다. 예
를 들면 거미로부터 얻어지는 거미실(Spider silk)은 강도가 화학섬유를 능가하고, 철
강에 비해선 4배나 되며 신축성은 나일론 보다 좋고, 내열성은 300배 이상이 되어 방
탄 및 방염제로 쓰인다. 누에고치는 별 것 아닌듯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실크단백
인 피브로인(Fibroin)은 기억력 증진 의약품으로 쓰일 뿐 아니라 인공뼈와 인공시멘
트의 재료가 되고, 심지어 인공고막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다.
  흔히 곤충이라고 하면 벌레를 연상하고 징그럽고 무섭게 여기며 살충제라도 사용해 
없애버려야 할 존재다. 그러나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수풍뎅이 등 13종의 곤
충을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로 지정하였다. 곤충이 기타동물로 인정된 이유는 축
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제2조에 따라 곤충이 ‘사육이 가능하며 농
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곤충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이
유는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미래 식량으로 첫 번째로 꼽히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
가 큰 탓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용 이외에도 곤충산업으로서 약용, 애완용,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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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천적용, 학습용, 환경정화용 등으로 그 효용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 얻은 생체모방 지식만하여도 그렇다. 옷이나 신발 따위의 두 
폭을 한데 떼었다 붙였다 하는 단추나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찍찍이」 일명 벨크로
테이프는 국화과 식물인 도꼬마리 열매에 있는 가시를 보고 만들어 냈으며, 연잎에 
빗방울이 떨어져도 빗물이 고이지 않고 물방울이 되아 방울방울 굴러다니는 것을 보
고 물이 묻지 않는 방수천을 개발했으며, 부엉이가 날아 갈 때 날개가 일으키는 공기
의 소용돌이를 억제하여 소음을 줄이는 부엉이 칼깃을 응용하여 KTX 열차의 열차간 
소음을 줄였으며, 상어의 피부를 덮고 있는 방패비늘의 미세돌기 리블랫(riblet)이 표
면 마찰을 줄여주는 것을 보고 전신수영복을 만들고, 넓은 시야각을 가진 파리 눈을 
닮은 디지털카메라는 등 동·식물의 생체모방기술을 이용한 생활의 지혜는 차고 넘친
다. 사실 동·식물이 수십만 년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자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기
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식물의 형태, 행동, 자세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
직도 이들을 모방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은 무궁무진 할 것이다.

결론

  우리는 대체로 지금까지 생물자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내 왔지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 될 것이다. 

  1. 평소에 사람·환경·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
  2. 소중한 우리의 고유종을 아끼고 보존하려 노력한다.
  3. 함부로 생물자원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한다.
  4.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힘쓴다.
  5. 항상 생물자원에 관심을 갖고 친해지려 노력한다.
  6.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종 쓰레기를 줄인다.

  생물자원은 그 생물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배 이상
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었지만 국내에서 성공한 예를 중점적으
로 거론한 것은 고교생인 여러분이 가진 잠재적 능력과 활기 넘치는 의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일을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이 혁명은 AI, IoT, Big data가 상호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자
만이 할 수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은 모두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부디 자신의 장점과 단점 5개를 골라 
오늘 당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기록해 둔 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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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다 5년 동안 이들 단점과 장점이 어떻게 개선되고 보완되는지 스스로 점검하
기를 권고하며 자기개발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한다면 당신이 가진 미래의 꿈
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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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제. 맞춤약학: 위험한 약 내 몸에 맞춰 쓰기

심창구  (약학대학 제약학과 명예교수)

  약사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의약품(醫藥品)이란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醫藥外品)이 아닌 것, (2)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이
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약물(藥物, drug substance)’과 다른 의미로사용합
니다. 약물(藥物, drug substance)은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物質) 또는 성분을 가리
킵니다. 의약품(醫藥品, medicine, pharmaceutical)은 약물을 가지고 일정한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완제품(final product)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스피린정(錠)은 의약품
이고, 이 의약품의 구성성분(약물)은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약물만 가지고는 너무 미량(微量)일 경우 정확한 용량(用量, dose)을 투여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정확한 양의 약물을 함유한 제제(製劑, drug preparation)로 만듭니다. 또 
맛이 너무 써서 복용하기 어려운 약물인 경우, 복용 중에 그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제제(製劑, drug preparation)로 만듭니다. 
  제제의 형태, 즉 제형(劑形, dosage form)의 종류에는 산제(散劑, 가루약, powders), 정제
(錠劑, 알약, tablets), 캡슐제(capsules), 환제(丸劑, pills), 주사제(注射劑, injections) 등이 
있습니다. 제제로 만들어진 약을 의약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아스
피린정은 정제 형태의 제제 또는 의약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과 의
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과 약물 둘 다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藥, drug)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약(藥)이라는 한자는 원래 편안함을 주는 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는 藥대신에 葯이라고 간단한 한자를 쓰는데 이 葯의 의미는 ‘약속의 풀’이라는 의미
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편안함을 약속해 주는 풀이라는 뜻이겠지요. 영어로는 약을 
drug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마른 풀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drug이라고 하면 마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약이 아님을 강조하
기 위해서 medicine이나 pharmaceutical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Medicine은 
치료용 약품, 즉 의약품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pharmaceutical은 의약품의 제조 
과정 및 물질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1. 약의 고마움

  약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해 주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등의 고마운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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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약의 고마운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을 퇴치하여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우선 약 때문에 천연두, 소아마비 등 역사적인 난치병들을 사실상 추방할 수 있었
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약으로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을 추방까지는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약이 개발됨으로써 병의원에서 많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영화나 전쟁 영화를 보면 진통제나 마취제가 없어 부상자에게 위스키를 잔뜩 먹
이거나 사람을 때려서 기절시켜 놓고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수술은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수혈제, 정맥수액제와 같은 의약품의 도움
을 받아가며 통증이나 감염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현대 의료는 의약품의 발달에 힘입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2) 인류의 수명이 현저하게 길어졌습니다.
  1970년도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58.6세, 여자 65.5세이었습니다. 2013년에
는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늘어났습니다. 캐나다인의 평균 수명은 20세기에 들어설 
때 겨우 47세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은 78
세라고 합니다. 물론 수명이 연장된 것이 오로지 약의 덕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위생과 영양 상태가 개선된 데 기인하는 바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약의 기여
도가 제일 큰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전쟁 때 조그만 부상만 입어도 염
증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지만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발달된 항생제의 덕분으로 

이제는 간단한 상처 때문에 생긴 염증으
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
습니다. 항생제가 인류 수명 연장에 끼친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은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OECD 35개 회
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논문을 영국 
의학저널 ‘Lancet'(2017.2.21)에 실었는
데, 이에 의하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세가 된다고 합니
다. 이 때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90세가 
넘는 집단은 한국 여성뿐으로 다른 국가

<표 1> 2030년 출생자의 기대수명 
       상위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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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도 84.1세로 세계 1위
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삶의 질(質, Quality of Life, QOL)을 현저히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이 삶의 목표일까요? 오래만 살면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
니다. 삶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질이 높은 걸까요. 우선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亢進症)을 갖고 있는데, 항진증 환자는 손이 떨리고 숨이 차며 손발에 땀
이 나는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괴롭습니다. 진단을 통해 이 병을 발견한 
후 갑상선 기능 억제제를 먹으니까 이런 괴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삶의 질이 엄청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진통제, 항우울제, 전립선 비대 조절약, 성기능 개선제 등 
수많은 약들이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고 있습니다.

2. 약의 무서움

  이처럼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매우 무서운 것이 또한 약입니다. 약이 얼마나 
어떻게 무서운가를 설명하겠습니다.

 1)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약 사건
  약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가를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탈리도마이드 약 사
건입니다. 이 약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독일 (그뤼넨탈, Gruenenthal
사)에서 진정, 신경안정제로 개발되어 콘데르간(Contergan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된 
약입니다. 이 약은 임신부의 입덧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과량을 사용해도 당장 나
타나는 독성이 없어 기존의 barbiturate를 대체할 약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은 임부(妊婦)는 나중에 심각한 선천성 결손아, 특히 팔다리가 덜 
발육된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팔이나 다리가 없거나 짧
은 상태로 태어났고, 심장이나 소화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는 극
심한 고통을 겪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 시장에서 회수(回收, recall)되었습
니다. 
  일본에서는 ‘대일본제약(大日本製藥)’이 1963년경 ‘이소민’이란 이름으로 도입 판매
하는 바람에 일본 내 피해자가 900명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는 당시 정보도 어둡고 경제력도 없어서 이 약을 도입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발생하
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는 이 약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피해자는 없었
습니다. 이 사건은 약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의약품의 안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의 무서움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가 그다지 오
래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97 -

  탈리도마이드 외에도 부작용 등의 문제점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약은 많습니다. 
astemizole, bromfenac, dexfenfluramine, felbamate, flosequinan, grepafloxacin, 
mibefradil, temafloxacin, terfenadine, travafloxacin 등이 그 예입니다.

 2) 항암제의 독성
  항암제 중 특히 화학요법제(化學療法劑, chemotherapeutics)로 분류되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이는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암세포는 항암제에 대하
여 다제내성 (多劑耐性, Multi Drug Resistance: MDR)을 보입니다. 다제내성이란 
많은 약(multi drug)에 대하여 내성을 보인다는 의미인데, 일단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가 변화하여 그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항암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나타
냅니다. 이 다제내성 때문에 결국 그 암세포를 완벽하게 죽이는 항암제를 찾을 수 없
게 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암세포 막 표면에는 항암제류를 광범위하게 인식하여 암세포 안
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암제를 밖으로 퍼내는 작용(pumping out)을 하는 수송단
백(transporter protein)이 발현(發現, expression)되어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항암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정상 세포막에는 불행하게도 이 단백질이 발현되어 있지 않습
니다. 그러니까 암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면 약이 가야할 암세포에는 이 수송단백
질의 퍼내기 때문에 항암제가 잘 안 들어가는 반면에 항암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정
상세포에는 항암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항암 작용은 낮아지고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
용은 커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은 항암제를 쓰면 쓸수록 그 발현양이 늘
어납니다. 항암제를 쓰면 쓸수록 항암제가 암세포로는 점점 덜 가고 정상 세포로는 
변함없이 가기 때문에 화학요법제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세포 표면의 이 단백질이 인식하지 못하는 항암제
를 개발하거나, 전혀 다른 기전을 갖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개발함으로써 
다제내성을 일으키는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좋은 약이지만 잘못 사용해서 무서운 약이 되는 경우
  미국 의학회지 (JAMA 1998)에 의하면 미국에서 입원 환자 중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 중
에서만 10만명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 입원 환자의 8%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였고, 입원 환자의 7%는 입원 중 먹은 처방약에 의해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입원환자의 0.3% (1000명 중 3명)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
고 합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숫자입니까? 
  또한 미국에서 진통제 남용으로 1년에 1만 6천명이 사망하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
다(2015/10/22 SBS 뉴스). 즉 2013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옥시콘틴(oxycodone HCl, 한국 먼디파마)이나 오파나(oxymorphone HCl, O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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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여 죽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만 연 1만 6천여명에 이르
렀다고 합니다. 이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마약성(opioid) 진통제 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약을 처방하는 미국의 의료인 중 진통제를 안전하
게 처방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3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
의 수가 1,14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2006년부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20개
의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파악한 수치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고는 모두 안전하다고 판명되어 합법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의약
품을 적법하게 사용하다가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의
료, 이런 약물요법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약을 어떻게 잘못 사용
하였기에 ‘안전하다’고 승인된 약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을까요? 종
래의 약물요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3. 종래의 약물요법에 대한 반성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 하게 되자 종래
의 약물 요법이 과연 적절하였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복
용 시간, 식사의 영향, 기타 환자의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복용 간격의 불합리성
  일반적으로 먹는 약은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3회 복용하려면 대충 8시간마다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
니까? 그런데 ‘1일 3회 식후 30분’ 복용법의 첫 번째 문제는 식사를 8시간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침 식사는 오전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경에 하는 사람이 많습니
다. 그러면 아침과 점심 식사 사이의 시간 간격은 5시간,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는 7
시간인데 반하여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는 12시간이나 됩니다. 이는 8시간마
다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후 30분
복용’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것은 약의 복용을 식사와 연결시킴으로써 하루 세 번을 
잊지 않고 복용하게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입니다.
  원래 ‘식후 30분복용’이란 식사 후 적어도 30분은 지난 후에 약을 복용하라는 뜻입
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직 후에 약을 먹으면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 약이 잘 녹지도 않고 (2) 흡수도 잘 안되어 약효가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칙적
으로는 식사 1시간 후, 또는 2시간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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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람은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나면 식탁을 떠나기 때문에 깜박하고 약 복용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만 기다렸다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리 그래도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서 위장(胃臟)이 조금이나마 비었을 때 약을 먹으라
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1일 3회 식후 30분복용’은 과학적으로는 결코 올바른 복용법
이 아닙니다. 과학이 사람의 기억력과 타협한 결과일 뿐입니다.

 2) 체중 등 신체조건 무시의 불합리성
  약의 용량(用量, dose)을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어른은 1회 1정, 어린이는 1/2
정을 복용하라는 식의 용법을 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른이라고 해
도 체중이 100kg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kg정도에 불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10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이 같은 양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복용한 약은 위장관(胃腸管, gastrointestinal tract)에서 흡수되어 온몸
에 퍼집니다. 퍼지는 것을 분포(分布, distribution)라고 합니다. 이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큰 몸에 퍼지기 때문에 체중이 가벼운 사람보다 몸 안의 약의 농도가 
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약효나 부작용은 약물의 혈중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혈중약물농도(血中藥物農度)’를 몸 중 약물농도 대신에 사용합니다.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뚱뚱한 사람의 혈중 약물 농도가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의 경우보다 낮기 쉽
고 따라서 뚱뚱한 사람에서 약효가 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병 어디를 들여다봐도 체중에 따라 약의 복용량을 조절하라는 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종래의 약물요법에서는 약의 용량을 그다지 과학적 이
론에 근거하여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는 종래의 약물요법이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3) 식습관 무시의 불합리성
  다음으로 인종(人種)에 따라서는 물론 같은 인종이라도 개인에 따라 주로 먹는 음
식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래의 
복용법은 생선을 먹는 인종, 육식을 하는 인종, 채식을 하는 인종이 있다는 점을 전
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자몽 주스를 마시면 특정 약물의 흡수가 엄
청나게 증가하여 약효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일반적으로 맹물로 복용해야 한다고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약효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제
대로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약물의 혈중 농도와 약효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약의 복용법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병용 약물의 영향 무시의 불합리성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한
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약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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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다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약을 먹을 때 한약(韓藥)을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이에 대한 매번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
우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까지 다 연구해 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제산제(制酸劑)를 병용(倂用)하면 철분의 흡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많
은 약물의 경우, 함께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가 강해지거나 약해
져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다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약물 복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5) 인종, 개인 간 유전적 특성 차이 무시의 불합리성
  이 세상에는 흑인, 백인, 황인종을 비롯한 다양한 인
종이, 또 같은 인종 중에서도 신체의 여러 조건이 다양
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약의 효과나 부작용은 약의 흡
수(absorption), 분포(distribution), 대사(metabolism) 
및 배설(excre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약물의 혈중 농
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종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약물의 ADME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물에 대한 
반응도 인종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
다. 마치 같은 술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
는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거나 토하고 싶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인종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ADME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약물요법(pharmacotherapy)을 최적화(optimization) 해야 
할 터인데, 종래에는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인종차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약
물요법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
겠습니다.

  (1) 간 대사의 인종 개인 차이 무시에 따른 문제 - DNA의 비극 사건
  2000년에 ‘포춘(Fortune)’이라는 미국 잡지에 ‘유전자의 비극 (a DNA tragedy)’라
는 기사가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어
떤 사람이 9살 된 소년을 입양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강박장애, 주의결핍 과잉반응을 
보여 의사로부터 프로작 (ProzacⓇ, fluoxetine)이라는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소년이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을 한 것입니다. 부검해 
보니 이 소년의 혈액 중에 엄청난 농도의 프로작이 있었습니다. 높은 혈중 약물농도 
때문에 이 소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기 힘
들어지자 약물을 과다(過多) 투여하여 죽게 만든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소년의 간에는 이 약물을 분해(대사)시키는 유일한 효소인 
CYP2D6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유전체학 (pharmacogenomics)

<그림 1> 세계 인종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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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소년의 유전적 특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소위 특이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간에서의 분해 효소가 부족한 바람에 프로작을 먹으면 먹는 대
로 그대로 몸 안에 축적되어 결국 치사(致死) 농도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부모의 살인 혐의는 벗겨졌지만, 이 사건
으로부터 사람에 따라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누구
에게는 좋은 약효를 나타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
지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미 조선 시대에 이제마(李濟
馬, 1838~1900) 선생의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언
급된 바 있습니다. 이제마 선생은 ‘동의수세보원 (東
醫壽世保元)’이란 책에서 사람의 체질 (體質-식사, 
약, 환경에 대한 반응성)을 소양인(少陽人), 소음인
(少陰人),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의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유전적 특성이 사람에 따라 다
를 수 있음을 이미 15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
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 보니 사람의 체질을 

겨우 4가지로 나누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좋으나 너무 크게 나눈 것으로, 엄밀히는 사
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약물의 예로는 항말라리아 약인 프리마퀸
(primaquine)이 있습니다. 한국동란 (1950년 6.25)에 참전한 흑인 병사에게 프리마퀸
을 투여했더니, 복용자의 약 10%에서 빈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흑인 병사들에게는 이 약을 대사시키는 효소인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 레벨이 낮았습니다. 같은 흑인 중에서도 빈혈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흑인 개인 간에도 이 효소 레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에서의 약물 대사에는 1상 대사와 2상 대사가 있는데, 각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같은 효소에 대해서도 대사능력이 다른 이성체(異性
體)가 존재합니다. 1상 대사 효소 중에 CYP2D6란 효소가 있는데, 최근 약 7%의 한
국인은 “다른 사람보다 대사기능이 느린 CYP2D6 보유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약인 치오리다진(thioridazine,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종래의 약물 요법에서는 인종 및 개인 간에 간 대사 기능에 유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의 간 대사는 다 같은 줄로 생각하고 약물요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와 알고 나니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약물요법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
다.

<그림 2> 포춘지의 표지 기사, 
유전자의 비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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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물 수용체의 인종 개인 차이 무시에 따른 문제
  인종이나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은 간 대사뿐이 아닙니다.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분포(分布) 과정에서 몸 안에 약물이 작용하는 작용점에 도달하여  약효를 나타냅니
다. 그 작용점을 수용체(受容體, receptor)라고 하는데 인종이나 개인에 따라 어떤 약
물에 대한 수용체가 없거나 적거나 많다는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 대사 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약물 유전체학의 발달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수용체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암제인 이레사(iressa)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폐암 치료제로 
개발하여 시판 중인 약입니다. 이 약은 EGF라고 하는 변이(變異) 수용체가 있는 폐암 
세포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EGFR 변이는 서구인에 비해 아시아인에게 더 잘 나
타납니다. 이레사가 일반적으로 서구인보다 아시아인에게 잘 듣는 이유입니다.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미국 FDA는 2013년 폐암 환자에게 Afatinib maleate라는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EGFR 변이가 나타나 있는지 여부를 사
전에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약도 변이된 EGFR 수용체와 결합해서 약효를 나타
내는 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간 대사나 수용체의 유전학적 특성을 검사하는 것을 
‘동반(同伴)진단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유전적 차이에 의해 간 대사 효소나 약
물수용체 발현 정도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나타내거나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검사하여 
환자의 개인적 유전특성에 딱 맞는 최적의 약 (right drug)을 골라 쓸 수 있는 시대
가 열리고 있습니다. 약의 용량도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양 (right dose)을 계산해서 투여하게 됩니다. 소위 ‘맞춤약학’의 시대로 접어
들게 된 것이지요. 맞춤약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맹신하고 남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질병의 발병 확률이나 기대 수명 같은 것도 유전자 검사로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만,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다는 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인류의 
앞날에 엄청난 윤리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
다. 유전자 검사는 결코 남용할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3) 약물 흡수 및 배설의 인종 개인 차이 무시에 따른 문제
  약물을 복용하면 위장관(胃腸管, gastrointestinal tract)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이 세포막 표면에 약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혈액 중으로 이동시키는 막수송체 단백(膜輸送體, membrane 
transporters)이 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
식 중 영양 성분을 적극적으로 혈액 속으로 빨아들여 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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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가 마련해 놓은 장치입니다.
  또 신장에서 소변으로 약물을 배출(排出)하는 신장 세포의 세포막 에도 약물을 오
줌 중으로 퍼내는 막수송체가 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 혈
액 안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적극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리려는 해독 기구
의 하나이지요.
  이처럼 흡수나 배설에 관여하는 막수송체의 발현 양과 성능에도 인종이나 개인 간
에 유전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등 약물의 
체내 거동을 담당하는 ADME의 전 과정에 유전적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고 지내던 것들입니다.

  사실 유전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은 위액(胃
液)의 산성도(pH)도 다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특히 일본인 중에는 아래 표에서 보
듯 위액에 염산이 없는 무염산증(無鹽酸症)인 사람이 많습니다. 무염산증이라는 것은 
위액이 산성(酸性)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동안 위액은 산성을 띈다고 알려져 있으
나 이는 미국 사람의 경우에만 맞는 말입니다. 60세 이상의 일본인은 무려 90%가 무
염산증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60대 이상인 사람의 57%가 
무염산증을 나타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비교적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염산증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면 약이 위액에 잘 안 녹아 약효가 나타나
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염기성(鹽基性,  alkali 성) 약물이 그런 경우
가 많습니다. 염기성 약물은 산에 잘 녹기 때문이지요. 그런 약은 미국 사람이 먹으
면 위액에 잘 녹아서 약효가 잘 나타나지만 일본 노인이 복용하면 위액에 안 녹아서 
약효가 잘 안 나타날 우려가 큰 것입니다.
  알약(정제)이 얼마나 위액에서 빨리 녹을까를 위액 대신 물을 써서 검사하는 시험
을 용출시험(溶出試驗, dissolution test)이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및 미국인의 위액
의 산도(산도, pH)가 다르기 때문에 세 나라는 이 시험에서 사용하는 물의 산도(pH)
를 자기 나라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에서 잘 녹나 
안 녹나만 봅니다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중성인 물에서도 잘 녹나 여부를 검사합
니다. 이처럼 시험 조건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합격인 약이 우리나라
나 일본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표 2> 미국, 한국, 일본인의 연령에 따른 무산증 빈도(%)

<그림 3> 위장관 부위
에 따른 산성도(pH)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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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한국 및 일본의 용출시험법 비교

4. 종래의 약물요법의 한계

  종래의 일률적인 약물요법, 즉 ‘인종이나 개인차를  무시하고 같은 약을 같은 용량’ 
식으로 투여한 결과 어떤 결과가 얻어졌을까요?

 1) 많은 사람이 약 때문에 죽거나 고생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매년 미국에서만 입원환자 중 10만 명이 약물부작용 때문에 
사망(추정치)하였고, 2014년에도 진통제 때문에 16,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환
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약(wrong drug)’을 맞지 않는 용량(wrong 
dose)‘으로 사용한 때문입니다. 좋은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래의 약물요법에서는 처방된 
약들이 기대했던 치료 효과를 나
타내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항암제는 제대로 된 약효를 
나타내는 경우가 25%에 불과하였
습니다. 역시 환자의 유전적 특성
에 딱 맞는 약을 선택해서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지 않은 탓입니다.

 3) 신약개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약개발은 매우 많은 돈과 긴 시간이 소요되고도 성공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
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개발을 도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기본 조건은 유효성

<그림 4> 종래의 약물요법에서의 반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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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와 안전성(safety)입니다. 그러나 유효하면서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
면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모순적인 목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체에 병소(病巢)에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이 인체의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 안
전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종래의 방법으로 신약을 개발 할 경우, 70-80%의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서 불합격
되었습니다. 기존의 임상시험에서는 인종차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無作爲, 
random)하게 피험자(被驗者, volunteer)를 선정하여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좋은 
신약 후보물질도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갖는 일부 환자에서의 부작용 발현 때문에 신약
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신약의 개발을 학수고대하는 일부 환
자들에게 이매우 안타까운 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부작용 때문에 시판 후 허가가 취소되고 시장에서 회수되는 의약품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유전적 특성의 개인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
여 투여했더라면 허가 취소나 시장 회수와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환자가 치료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던 약이 다른 일부 환자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허가
가 취소되고 시장에서 사라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이익
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가 취소된 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갖는 환자에게는 잘 듣는 약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3. 21세기는 맞춤약학 시대

  그래서 이제는 종래의 무분별한 약물요법 대신 유전적 특성을 포함한 환자 개개인
의 특성, 즉 개인차를 반영한 ‘맞춤 약학, 또는 맞춤의료 (Individualized Pharmacy 
or Individualized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를 시행해야 마땅하다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양복을 살 때에 양복점에 가서 자기 몸에 맞게 양복을 맞추어 입었습니
다. 지금은 대량생산의 시대가 되어 기성복을 사 입는 것이 대세이지만 몸의 형태 
(체형, 體形)가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자기 몸에 딱 맞는 기성복을 구하기가 쉽
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구두방에 가서 맞추어 신었는데 요즘은 대개 기
성화 중에서 사 신습니다. 그러나 발이 매우 크거나 작은 사람은 기성화 중에서 크기
도 맞고 예쁘고 편한 구두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역시 구두방
에 가서 구두를 맞추어야 발이 편합니다. 발에 구두를 맞추어야지 군대처럼 기성화에 
발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약의 경우도 양복이나 구두와 경우가 똑 같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약(right drug)
을, 정확한 용량(用量, right dose)을 택하여, 올바른 시간과 방법(right t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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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way)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비록 뒤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지극히 평범하
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약의 치료 효과를 최대로 높이고,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 맞춤치료와 임상약학
  실제로 종래의 마구잡이식 약물요법 대신 맞춤치료를 해 봤더니 유방암 환자에 대
한 허셉틴(Herceptin이란 항암제의 반응률(치료 효과)이 5배나 높아졌습니다. 허셉틴
(trastuzumab)은 Her2 수용체에 결합하여 Her2 signaling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체 항암제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25-30%가 이 Her2 유전자를 세
포 표면에 과잉 발현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를 ‘동반진단법’을 통해 Her2 발현여부
에 따라 2그룹으로 나누어 발현 환자에게만 이 약을 투여했더니 항암제에 대한 반응
률이 10% 에서 50%로 급증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Her2가 발현되어 있지 않은 유방
암 환자에게도 허셉틴을 투여했기 때문에 암은 치료되지 않고 항암제의 부작용만 나
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면 끔찍한 약물요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맞춤치료’ 또는 ‘맞춤약학’이라고 부릅니다.
  동반진단을 통해 맞춤치료를 하도록 FDA가 승인한 약물의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
다.
  이제 미래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보고 약을 처방하고 조
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면 신용카드처럼 자신의 유전적 
특성이 로딩되어 있는 ‘유전정보 카드’부터 제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
상약학(臨床藥學, clinical pharmacy)이라는 학문에서는 약물유전학을 이용하여 약물
의 사용을 개인별로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 4> 동반진단법 시행 후 사용하도록 승인된 약물의 예

 2) 맞춤약학과 ‘맞춤신약개발’
  한편 제약회사의 신약개발도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피험자를 랜덤하게 선정하는 종
래의 방법대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유전 특성을 가진 피험자만을 피험자로 선별
하여 임상시험을 함으로써 신약개발의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갖는 환자 군에 가장 알맞은 (specific 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인종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 약’처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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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약의 종류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겠지요.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 신약개발’은 신약개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약
회사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상시험을 통해서는 신약
으로 승인될 수 없었던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개발됨으로써 많은 특정 환자들이 치료
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유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환
자 맞춤형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갖는 환자들에게는 
복음(福音)과 같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맞춤신약 개발’은 맞춤치료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런 신약들이 나중에 환자에게 투여될 때에는 ‘동반진단법’을 통해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한 후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3) 맞춤약학의 한계, 윤리
  이렇게 보면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맞춤약학의 두 분야인 임상약학
과 신약개발이 조만간 꽃 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맞춤약학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의 유전적 특성이 공개되면 주위로부터 차별대우
를 받기 쉽습니다. 즉 약이 잘 안 듣는 사람, 또는 약으로 치료하기 힘든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자
신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을 때 심각
한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유전적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 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도 사회가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제를 흔히 Ethical Drug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윤리약(倫理藥)’이라는 뜻
입니다. 왜 치료제를 서양에서 윤리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치료제는 
특히 윤리가 필요한 약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약은 환자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순간에 
약사의 손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약사의 윤리 의
식 (ethics)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의 유전적 특성 및 약의 특성에 대한 실력과 윤리(도덕, 사랑)이 
약사의 윤리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윤리가 더욱 요구됩니다. 
윤리 없는 과학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21세기 약사의 실력은 맞춤약학 (Individualized 
Medicine)에 대한 지식이겠지만, 그 지식은 윤리라는 탄탄한 바탕 위에서 활용되지 않
으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로 통제되는 맞춤약학을 통해, 좋은 약을 멋모르고 위험하게 사용해 왔던 종래
의 약물요법을 개선하고, 또 다소 위험한 약이라도 환자에게 최적화하여 잘 사용함으
로써 수많은 질병,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이 치료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
다. 이 소망에 여러분의 동참과 응원을 기원하며 강의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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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제. 행복의 역설(逆說): 상식과 과학

정홍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명예교수)

  행복은 역설(逆說)이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부하
는데 유익한 말이다. 사전에서 보면 역설은 “1)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
하는 논설, 2)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3)일반적으로 인정된 근본 명제들과 대립되는 주장”을 의미 한다. 상황이
나 맥락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틀린 논리나 사실 같지만 더 
깊이 조사해 보면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나,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기대와 상반되는 
사회적, 자연적 현상, 사물이라는 공통점이 역설에 담겨 있다고 하겠다.
  그럼 행복의 역설은 무엇일까? 첫째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주
장을 생각해 보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다. 정상적인, 보통 사람 중 나는 불행
하게 되고 싶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불행한(적어도 그렇
게 생각되는 사람들)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만 아니고 부자들 중에
도 불행한 사람들을 본다. 부자들도 자살하고. 우리도 흔치 않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굴의 호국 정신과 살신성인의 고결한 
희생으로 삶을 마치신 충무공께서는 과연 행복하게 사셨다고 할 수 있을까? 오로지 
나라 사랑한 죄로 29살의 나이에 타국의 감옥에서 타계(他界)한 “잎 새에 우는 바람
에도 나는 괴로워했던” 대학생 윤동주! 총명한 머리, 넉넉한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는 왜 타국에서 요절하는 삶을 선택했을까? 행복만이 모든 사람의 궁극
적 목표요 삶의 가치는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두 번째 
역설이다. 낯선 곳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먼저 가 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지도
도 구해 본다. 사전에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이사 갈 곳은 
지인을 통해 소개도 받고 방문도 하고 나서 결정한다. 사전 조사, 준비, 학습, 분석 
등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목표 지향적 인간)의 특징이다. 그런데, 궁
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는 예외인 것 같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행복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 
학원도 없고 수강생도 별로 없을 것이다. 행복학을 공부하는 학생? 별로 없다. 몇 권 
되지 않는 행복학에 대한 책의 독자들은 극히 한정적이다. 행복이 제일의 아니면 매
우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면, 우선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역설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복은 원칙적
으로 주관적 감정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스스로 제일 잘 알
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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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래에서 살펴보자. 끝으로 중요한 역설은, 대부분
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듯
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돈만 더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데! 다음에 제시될 연구결과처럼 행복의 방법론은 역시 일반
인들의 상식과 기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I.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두 가지 상반된 개념)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불과 20년 전인 1998년으로 
볼 수 있다. 이 해 미국심리학회의 신임 회장이 취임사에서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연구를 제창한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겠다.1) 이를 계기로 많은 연구결과
가 발표 되었고 행복의 개념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중에서 상반되
는 대표적인 견해로 감정론(emotion theory)과 실체론(substance theory)을 들 수 
있다.

 1) 감정론

  감정론은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뿐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행복한지, 어느 정도 행복한지는 궁극적으로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
고, 진실하거나 거짓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
린이나 어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비양심적이거나 도덕적 인
간이거나 모두 이들이 느끼는 행복에는 차별이 없다. 나아가 정신 이상자도 정상인과 
같은 행복을 느낀다고 보고 있다. 진정한 행복도 보다 더 훌륭한 차원이 행복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
라 쉽게 많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감정론자인 길벗트(Gilbert)교수는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다른 의미로 행
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2) 첫째는 1) 감정적 행복(emotional happiness)
이라고 그가 명명한 것인데, 순수한 개인의 주관적 느낌으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며, 위에서 말한 감정론적 행복의 개념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가 (2) 도덕적 행복(moral happiness)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행복
이라기보다는 도덕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고자하는 가르침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남을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된다.” 이런 격언들이 가르치는 행
복이 바로 도덕적 행복인데, 이런 도덕적 행복은 행복과 도덕을 혼동하고 있을 뿐 아

1) Martin Seligm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 1998년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회장으로 선출, 긍정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의 창시자로 알려짐.

2) Daniel Gilbert, Stumbling on Happiness (New York; Vintage Boo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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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하게 된다는 이상적인 그러나 비현실적인 인과관계를 주
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유사행복 개념은 판단적 행복(judgemental happiness)이다. 
판단적 행복은 사회적 윤리나 남의 이목을 인식한 윤리적 행위이지 행복 자체는 아니
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불합격을 했지만) 너라도 합격했으니 나는 행복해.”라는 
표현은 자기 내적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축하 주어야 한다는 사
회적 의무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2) 실체론

  행복은 단순한 개인적 느낌 이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즉 실체), 이를 측정하
거나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이고, 감정뿐 만아니라 이성적인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실체론의 관점이다.
  한 실체론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에는 유형과 차등이 있는데, 1에서 3 단계까
지; (1) 즐거움, 삶이 즐거운 단계(pleasant life), (2)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하는 
삶(engaged life) (3) 봉사와 자아실현을 통한 의미있는 삶(meaningful life)이 있
다.3) 1단계의 행복은 감정적 행복과 같은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느끼는 만족, 즐거운 감
정을 말한다. 이런 행복은 육감적 즐거움이거나 그 당시에 느끼는 만족이며 주로 자
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만족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욕구, 안전 
욕구,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경험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행복은 쾌락
적, 탐욕적일 경우가 많고, 지속되지 않는 얕고 짧은 경험이며, 외부에서 자극을 갈구
하게 되는 행복인 경우가 많다고 평하고 있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여하는 삶”은 실력을 가꾸고 가치 있는 업적을 이루는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으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 내부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행복이다. 부모로
부터 물러 받은 재산에 만족에서 오는 행복이 제1단계의 행복이라면, 2단계의 행복은 
스스로 이룬 재산에서 만족감, 행복을 느끼는 것이며 이때는 돈이나 재산 그 자체보
다도,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쌓았다는 성취감이 행복의 원천이 된다. 가장 진정한 행
복인 제3단계의 행복은 자신을 초월하는 애타적, 헌신적 행동과 삶에서 온다. 자신의 
평안이나 안락함이나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보다 더 큰 초자아에 
헌신할 경지에 이른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존경하고 숭앙하는 위대한 성
인,  살신성인을 실천한 애국자, 일생을 타인의 위해서 봉사한 의인들만이 아니라, 보
통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양보하는 순간에 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동안 이러한 숭고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2.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3) Martin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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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감정 또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아래 도표와 같이 과거의 
기억, 현재의 느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울려서 결정된다.

상식과 달리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사실은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시
간대별로 측정한 행복지수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출근 시간인 아침 
8시는 대다수의 성인들이 출근 준비나 출근을 하는 시간인데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시점이다.

<하루 중 시간대 별 행복감의 변화>

  출근 후에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행복지수가 3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다
시 떨어진 지수는 퇴근 무렵 급격하게 상승한다. 행복지수는 이처럼 하루 동안에도 
큰 폭으로 변한다. 또 흐린 날은 행복지수가 낮고 맑고 화창한 날은 높다. 또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실험실 연구에서 여러 번 입
증되었다. 예컨대, 공중전화통에서 공짜 동전을 발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행
복지수 (일생에 대한 행복지수)가 더 높았고, 사소한 친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역시 평
소 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반응하였다. 그러면 행복인식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
지 알아보자.

 1) 감정의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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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행복측정이 부정확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실험실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사람
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행복 감정에는 안정적인 경우에서부터 매우 변동적인 경우까지 여
러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감정변화가 잦을수록 감정인식의 정확도도 떨어지게 된다.

 2) 기억오류

  사람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현재 진행형이기 보다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평가
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는 현재형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실제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신
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고 “경험하는 현재 진행형 자신”과 다른 것이다. 그
런데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비축적적”이며 “선별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행복했던가에 대한 평가에도 오류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
이 아니라도 기억력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인간의 뛰어난 
두뇌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실제로 망각은 정신건강과 필요한 기억력을 확보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극점(極點)과 종점(終點)기억은 잘 알려진 선별적 기억들이다. 인간은 비정상적, 기
대를 벗어나는, 극심한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극점기억 현상이 있다. 그리고 종점기
억은 최근현상, 말기현상을 더 잘 기억하려는 성향이다. 행복에 대한 기억이 비축적적
이라는 말은, 10년 전에는 얼마나 행복했고, 9년 전에는?, 8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난 행복의 기억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기억의 오류현상은 필연
적으로 자신의 과거 행복에 대한 평가에 오류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3) 인지 오류

  자신이 지금 느끼는 행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자
신의 행복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준거, 비교의 상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종
류, 전통과 문화 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착시현상도 대표적인 판단착오의 예다. 밑의 그림을 보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보다 분명히 작아 보인다. 그러나 자로 재어 보면 둘 다 키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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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국가고, 가장 빈곤한 나라, 영
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주민의 열악한 생활과 독재에 시달리는 삶은 3 
만 여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아래와 같이 높다고 발표하고 있다. 형편없이 왜곡된 통
계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주민들은 외부 인사들에게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끝임 없
는 선전과 강압을 통하여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믿도록 쇠뇌하고 있는 극히 드문 국가다.

  행복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의 상황이나 비교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바 있다. 같은 크기의 빵이라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보면 더 
크게 보인다던지, 차가운 옥외에 있다가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따뜻하거나 덥게 
느끼는 등이 대표적인 이러한 실험이다.

 4) 미래예측 오류

  자신의 행복수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래예측 오
류이다. 인간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끝임 없이 미래예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의사결정과 같은 현재의 행동뿐만 아니라 즐거움, 슬픔, 분노 같은 감정도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은 
또 이에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예측, 기대의 영향을 받는다.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일 일어날 기대에 따라 현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인데, 이때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 자신의 행복에 대한 평
가에도 실패하게 된다.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미래는 우리 
예측과 흔히 다르게 일어난다.
  아래 그림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다 같이 미래 10년 동안 일어날 것을 예측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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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량보다 과거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변했
나? (%)

향후 10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변
할 것으로 예상? (%)

변화의 %

저----  연령  -----> 
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혼은 우리 생활에서 미래 예측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표
는 1970년부터 2015년 45년 동안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의 추세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보면 혼인율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오히려 현
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미래에 대
한 성공 예측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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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해지는 원인, 방법에 대한 오해

 1) 돈과 행복

미국의 소득과 행복지수, 1950 - 2000

행복: 매우 행복 %
소득: 1,000불, 개인소득

  행복의 역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은 행복의 방법론에 관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깝게는 일상생활 중에서 “돈만 조금 더 있다면?”, “건강하기만 하다면?”, “좀 
더 젊기만 하다면?”, 등등 --- “나는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
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연할 것 같은 이 
상식들은 막상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한 오류가 있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설은 돈과 행복의 관계다. 수입과 재산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한다는 인과관계는 
당연한 정설로 받아 들여졌으나,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Easterlin이 장기간의 소득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흥미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세속의 지혜
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아래 그림표는 원래 Easterlin의 연구를 확장한 것
으로, 1950~2000년 동안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 늘었지만, 행복지수는 답보상태에 
머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1981~2005년 
사이에 2배 정도 성장하였지만, 행복지수는 10점 척도 상에서 5.34에서 6.25로 밖에 
커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대동소이하게 머물고 있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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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혼과 행복

  기혼자들이 미혼인들 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것이 대체로 학계의 정설이다. 아래 그
림은 미국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일반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행복지
수를 비교한 것인데, 기혼자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표는 20
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로 비교한 것인데 역시 각 연령별로 모두 기혼자들의 행복지
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일
부 학자들은 결혼생활이 행복을 증진하기도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
람들 보다 더 결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런 주장은 결혼과정과 이혼과정에 변화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해당 그림표를 보면, 결혼직후에 가장 높았던 행복지수는 1년 후에는 곧 내려가다
가 3, 4년이 되면 안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혼 후 남성의 행복지수는 즉시 그리
고 여성의 행복지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미국의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 예컨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
나 현대사회가 날로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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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녀와 행복

  “수 부 귀 다남”, “자식 복”이라는 옛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식 많은 것을 중요
한 복으로 생각해 왔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양에서도 자녀는 행복의 조건 특히 
가정행복의 조건처럼 생각해 왔다. 현대사회에 와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사실
이 아닌 이상이었던지는 모르지만, 다음 그림표를 보면 자녀가 곧 행복의 원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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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오해의 주요 이유

 1) 한계효용의 법칙, 습관과 적응의 법칙

  돈, 출세, 물질이 기대만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들에게 적
용되는 한계효용의 법칙 또는 인간의 적응이나 습관의 특성 때문이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거나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가슴 벅차는 기쁜 행복을 느
끼는 순간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것 같은 이러한 기쁨도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잊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큰 경
사뿐 아니라 새 옷, 새 전화기, 봉급 인상, 승진 등 크고 작은 행복을 주던 모든 물건
들이나 기쁜 일들도 시차를 두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건이나 경험들이 주는 행복의 효용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이 현상은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에 인간은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낯익
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행복이라는 심리적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진을 하
게 되면, 처음 한동안은 새로운 직위가 자랑스럽고 업무가 흥미 있고 주위 사람들로 
받는 대우가 자랑스럽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
고 더 이상 자랑이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 이것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속성으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요불급한 과거나 
이미 익숙한 상황을 무시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에 인지적, 감성적 능력을 경제적
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돈, 출세, 권력, 물질 등 외적 보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새
로운 보다 더 낳은 보상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새 옷을 사
야하고, 계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과장, 부장이 되어야 하고, 집도 점점 더 좋은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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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만족하게 되는, 심하게 말해서 끝없는 욕심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

 2) 사회비교의 원리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내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
견을 구한다. 사회 생활하는 인간에게 다른 인간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고 이유라고 할 수도 있
다. 남의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우울하고, 남보다 돈이 많으면 부
자인 것같이 느끼고, 내 수입이 늘어나도 주위 사람들의 수입이 덜 늘어날 때면, 오
히려 더 가난해진 듯이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Easterlin의 역설은 바로 이런 사회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국가의 소
득수준이 10년, 20년 장기간 상승해도 이는 그 사회의 평균소득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국
가 소득수준이 상승해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빈곤국이
나 선진국이나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빈곤국가의 부자는 선진
국 기준으로는 부자가 아닐 수 있다. 부자냐 아니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들 월급은 백만 원이고 내 월급은 110만원인 A회사와 다른 직원들의 월급
은 130만원인데 내 월급은 120만원인 B회사 중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겠냐고 묻는다
면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B회사의 보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A회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비교의 특성 
때문에 재화나 지위 같은 외적 보상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끝없는 경쟁
의 수레바퀴에 빠질 위험이 있다.

 3) 사회적 편견

  자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본 것처럼 어느 사회나 어떻게 행동하거나 생활하면 행복
하게 되는가? 즉 행복의 인과관계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전통적 관념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가로 막는 일들이 많이 있다.
  장애자나 중증환자들에 대한 편견도 그런 예다. 혈액투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혈액투석환자들은 불
행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의 편견과 왜곡된 동정심이 더 이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고 있다. 아래 그림표는 이런 왜곡된 편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만약 자신들이 혈액투석을 하고 살아야 할 지경이 된다면 행복
이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혈액투석을 하고 사는 환자들은 
혈액투석을 그리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표 오른쪽에서 알 수 있
다.



- 120 -

혈액투석이 필요 없다면 
얼마나 행복?

현재의 행복
정도는?

일반인 혈액투석  환자

현재의 행복 
정도는?

투석환자가 된
다면, 얼마나 
행복?

행
복
 지

수

 4) 문화적 전통

<국민 소득과 행복 지수>

  행복지수는 문화전통과도 관계가 있다. 국가별 행복지수와 국민의 소득수준은 전체
적으로 극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표에서 보듯이 빈곤국 보다 부유한 나라
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같은 소득수준 국가들 사이에도 역시 
행복지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국
가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은 경향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나라다. 반대로 한국, 일본, 홍콩, 중국 등은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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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라틴 아메리
카의 낙천적 문화와 아시아 유교권의 절제된 문화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요약과 제안

 1) 행복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1) 행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은 다양하나, 크게 감정론과 실체론으로 두 가지가 있다. 감정론은 매
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걱정이 없고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
신의 느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실체론은 객관적 기준이 있고 단순히 기분
이 좋은, 만족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일과 업적을 통하여 성취의 보람을 느끼는 행복
의 단계, 그리고 자신의 넘어서 보다 큰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
월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데서 오는 초월적 만족, 영적 만족의 가장 높은 단계의 행
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다고 하기 보다는, 우선 행복이 단순한 
만족만이 아닌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보다 깊은 의미를 공부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자.

  (2) 행복의 평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행복의 자기인식은 과거의 행복에 대한 기억, 현재 자
신의 행복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세 
가지 평가가 모여서 결정되는 복합과정과 결과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큼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행복감정의 기복만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고,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기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3) 행복평가 오류의 이유
  행복은 기본적으로 감정이고, 감정은 신념이나 믿음과 달리 본래 유동성이 많이 있
다. 이것이 행복인식의 오류가 일어나는 기본적 이유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와 달리 완전하지 못하다. 이 
역시 자기 행복평가가 부정확한 중요한 이유다.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비축적이
다. 인간의 두뇌는 모든 사실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선별하여 기억한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은 기억되고 과거는 망각하고 최근의 기억일
수록 남아 있는 극점기억과 종점기억 현상도 여기에 속한다. 
  판단오류도 행복평가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지각작용이다. 착시현상은 대표적인 예
며, 배가 고플 때는 같은 동전도 더 크게 들리고, 전화를 기다리면 전화벨이 더 가깝
게 들이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정보차단, 제한, 통제도 사람들의 행복평가를 왜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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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제도다. 북한과 같이 외부정보가 거의 완전 통제된 지역에서는 정부가 정보조
작과 선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행복의식을 조종할 수 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될 경우에도 행복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혼은 
미래예측이 빗나가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예다. 선택의 재량이 많고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이유
도 물론 있겠지만, 미래 행복을 예측하는 일이 여전히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2) 행복 방법의 역설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역설이요 모순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
복을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간에 또는 생의 마감이 닥아 와서 자신들이 
걸어 온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앞 사람들이 걸어 간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행복의 
길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마치 앞서 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길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
인 듯이.

  (1) 한계효용과 습관의 법칙
  돈과 출세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실제로 돈과 출세
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이다. 문제는 돈과 출세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더 벌고 출세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
어난 봉급과 승진은 한동안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없어
진다. 봉급인상과 승진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새로운 여건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행
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봉급인상과 
승진을 반복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크고 비싼 가전제품, 자동차 등으로 
바꿔야 만족하는 현상도 이런 물질이 주는 행복의 한계효용이나 습관의 법칙 때문이
다.

  (2) 사회비교의 법칙
  Eaterline 역설의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비교 속성 때문이다. 부자, 명예, 
도덕적 판단 등 사람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
서 죽는 사망보다 배가 아파서 사망하는 일이 더 많이 있다는 우스개도 사회비교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복지수는 특히 누구를 어느 집단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지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편견과 가치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관도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외국인, 장애인, 소



- 123 -

수집단 등에 대한 편견들이 대표적이다. 사회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행복에 대한 반응도 자신들과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소득 수준 내
에서 남미의 일부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현저하게 높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중국 동북아시아 유교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동일 소득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에 비해서 분명히 낮다. 이 차이를 보면 낙천적 문화요소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사
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3) 행복을 위한 제언

  (1) 행복의 역설, 모순의 이해
  행복의 역설 즉 모순을 걷어 내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
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하겠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이해, 행복을 
자신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 행복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만 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한, 보람 있는 삶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의 역동성과 인간의 적극적 역할 이해
  일반적인 통념상, 개인의 (총)행복지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사물이나 경험이 가지
고 있는 행복가치의 합이라고 본다. 이를 <객관적 고형 모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개인 Y가 재산 A를 소유하고 있고 학력이 B, 직업이 C라고 가정할 때, 그의 행복수
치는 재산 A의 행복가치 Ah와 학력 B의 행복가치 Bh, 그리고 직업 C의 행복가치 
Ch를 합산한 Yh라고 보는 것이다.

Ah + Bh + Ch = Yh  (객관적 고정 모형)

  그러나 실제 행복수치의 결정과정은 <동태적 상호작용 모형>에 가깝다. 이 모형은 
학력, 직업, 재산과 같은 속성들의 행복가치는 개인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즉 동일한 학력, 직업, 재산
일지라도 이들 각각의 행복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 변
화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학력A(A 대학교 졸업)의 행복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서(예컨대 나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동태적 상호작용 모형은 무엇보다 행복의 결정자로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에 피동적으로 결정되는 것만 아니고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의지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각 객관적 조건이 가지고 있
는 행복가치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의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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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상호작용 모형>

  (3) 행복증진의 실천적 방법

-자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기
-남을 위해 착한 일 하기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좋은 스승을 모시기
-남과 자신을 용서하기
-친구와 가족을 위하여 노력하기
-건강을 지키기 등등

  이 예시 말고도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로 보다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 방법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비교하
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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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주제. 경제민주화: 헌법과 시장경제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1. 머리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질서의 국가이다.

  정의(definition)는 간결할수록 좋고 개념(concept)은 풍부할수록 좋다. 가령 인간 
또는 사람을 예로 들자면 인간이나 사람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나 
사람을 놓고 한권의 책도 쓸 수 있을 만큼 인간이나 사람의 여러 모를 많이 안다. 그
러나 인간이나 사람을 한 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아니함을 알 수 있
다. 인간이나 사람의 여러 모를 다 넣고 정의하려 들면 정의로서의 맛을 잃기 마련이
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는 대한민국, 헌법, 시장경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정
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질서의 나라이고 시장경제질서는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적 부분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나 자유민주
주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가통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동시에 시장경제도 자유민주주의도 법치주의 없이는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대체로 시장경제
와 함께 가고 대표적 독재체제인 전체주의는 국가중앙계획통제경제와 함께 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로만 나아가지 않고 독점금지나 경제민주화처럼 합리성의 바탕 위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즉 통제경제)를 허용하는 소위 혼합경제체제를 지니는 경우
와 여타의 점에서는 독재체제이나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는 경우 등 네 가지 
모형의 정치와 경제의 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혼합경제의 조합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나 중국은 (일당독재)전체주의체제를 지니고 
있으나 일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즉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허용하고 중국에서는 국영
기업의 비중이 큰 시장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장경제라는 용어나 시장경제질서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 그러
나 시장경제질서가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지시하는 여러 조항과 규정
들을 두고 있어(제119조제1항: 경제질서) 시장경제질서가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적 
부분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단순히 시장경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질
서’라고 지칭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하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함과 
동일하다. 즉 단지 시장경제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질서라고 부른 이유는 시
장경제가 우리 헌법의 한 부분이 된 시장경제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시장경제질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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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칭한 이유의 또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질서를 헌법 규정 전체로부터 도출해 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 제119조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은 이러
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 시장경제

  시장경제란 물건과 용역의 가격이 국가나 기타 외부의 간섭 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
라 자유스럽게 결정되는 경제를 의미하며,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서나 보는, 나
라의 경제활동 거의 전부를 국가가 결정하는 국가중앙계획통제경제(command 
economy)와 대척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경제는 실제로는 상상으로나 가능한 순
전한 자유방임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독점금지, 소득재분배정책의 실시, 대규모 정부사
업, 국영기업 등 국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혼합경제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시장경제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시장)경제질서는 혼합
경제체제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부를 창출해 내고 정부는 공공규제와 재정투입으로 독과점과 빈부격차와 같은 
시장경제 자체의 결함을 완화 내지 시정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제1항 및 제2항).
  혼합경제에서 보는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은 국가중앙계획통제경제의 그것만큼 나라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박대통령의 개발경제시대의 5개년
경제계획은 혼합경제체제에서 보는 국가 주도 경제계획의 예다. 국가중앙계획경제체
제에서의 국가적 목표달성은 국가는 명령, 지시, 규율, 규칙 등에 의존하나 혼합경제
체제에서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정지도 등의 영
향력행사, 보조금지급, 교부금지급, 세제혜택 등이다. 국가중앙계획통제경제는 과거의 
소련,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가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공사주의국가의 경제체제로서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국·공유, 무엇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여 어떻게 누구 
혹은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 등의 중요 경제적 결정 전반(자본·토지·노동)에 관련된 국
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에 의한 자본투입·노동배치·물가결정·분배·배급 등의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3. 헌법과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의 그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시장경제실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를 대표로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로 이
뤄진다. 그러면 시장경제질서가 구체적으로 헌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장(제2장)에 규정한 여러 권리·자유에 관한 조항만으로도 대
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를 인식·도출 해내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헌법은 나아가 경제 
장(제9장)을 둠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시장경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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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헌법은 기본권 장에서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제23조). 재산권 보
장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첫째의 뜻은 대한민국 헌법은 
거시적인 경제질서의 문제로서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생산수단의 (국)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중앙계획통제경제(command economy)
체제를 배제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뜻을 지닌다. 둘째의 뜻은 미시적으로 국민 개개
인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선언한 것이다. 셋째로 존 로크 이래 재산권은 자유권과 거
의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재산권의 보장은 특히 경제적 활
동의 자유 보장의 대명사나 다름없게 된다. 아무튼 재산권의 보장체제는 시장경제질
서의 핵심적 기둥이 된다.
  다른 한편 집중된 재산권은 무산자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수단도 된다. 이 점은 시
장경제의 결함 내지 실패의 문제가 되며 그 결함 내지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시장경
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인간사회가 <신분으로부터 계
약으로> 발전했다는 메인(Henry Maine)의 명제를 들 것도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해 내기에는 조
금도 부족함이 없다. 즉 헌법의 행동의 자유(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재산권의 보호(제23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제119조 
제1항)조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는 자유와 권리 조
항(제37조제1항) 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근거조항들이 된다.
  계약자유에 못지아니하게 봉건체제하의 장원경제체제라든지 전체주의적 중앙계획통
제경제체제에 비추어보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개인으로 하여금 경
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자유임을 알 수 있
다. 이와 아울러 헌법은 경제 장의 첫 머리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이해는 기본권 
조항의 위 경제적 자유와 권리의 조항들과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헌법해석학적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의 제119조항을 이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최초 헌법(1948)의 제
84와비교하면, 현재의 조항이 1948년 당시의 것보다 훨씬 정치(elaborate)하게 규정
되어 있다는 차이점 이외에 제1항과 제2항의 위치가 바뀌어 마치 제2항을 원칙조항
으로 하고 제1항을 이를테면 예외조항인 것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
께 1948년 당시의 헌법은, 물론 재산권 보장 제도를 선언하고 있었으나, 영리목적 사
기업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경자유전의 농지개혁, 광물 등 주요 자원의 국유 원칙, 운
수·통신·금융 등의 국·공영의 원칙 등 현재와 비교하면 훨씬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적인 원리·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 가운데 농지개혁은 성공
적으로 실현되어 국가를 토지이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가능케 만든 기초가 되었고, 여타의 규정들은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의하여 각기 1954년·1962년의 개헌으로 살아지고, 그리고 그 후의 개헌들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 장의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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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는 매번 더욱 확고한 바탕위에 서서 발전해 왔음을 보
여준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유방임시장경제가 아니고 효율적 자원배분, 생산성의 증
가와 같은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리되 경제력의 집중, 경쟁의 제약, 빈부의 격차와 같
은 시장경제가 가져오는 불이익 내지 실패를 극복함에 기초를 둔 혼합경제질서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사
회생활의 균등한 향상”: 헌법 전문)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
의 경제적 자유의 경우에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에 서는 것과 달리 이를 위해 국가는 
규제 작용을 포함해 적극적·능동적인 입장에 선다. 이러한 조치로 이룩하려는 사회정
책적 목표에는 고용, 주거, 의료, 교육, 소득분배의 균형 등을 포함한다. 헌법적으로 
이러한 혼합경제의 목표와 실현 수단에 관한 원리·원칙들은 한편으로는 기본권 장의 
기본권조항의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장 제119조제2항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강학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제33
조 근로자의 노동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사회복지, 제35조 건
강권, 제36조 혼인·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과 함께 제119
조제2항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일반 조항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기본권과 제119조제2항의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정당화의 일반조항의 
경우에도 상호 조화적·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함은 물론이다.

4.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

  혼합경제질서에서 헌법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산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자
유와 함께 이해되어야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조항과 사회적 기본권들
과 함께 이해되어야하는 제119조제2항의 시장조정·규제조항 사이의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말할 것도 없이 전자가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의 문제라 할 수 있으니까 이
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게 되는 경우(예. 신자유주의)에는 후자의 목표(시장실패의 억
제)달성이 어려워지거나 후퇴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시장경제의 장점을 훼손함에 이
를 수도 있을 것이고, 후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예. 지나친 복지정책의 채택 
등)에는 시장경제의 장점은 살아지고 시장의 활력이 위축되며 경우에 따라 아예 시장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조항 사이의 조화의 문제는 헌법적·경제적 합리성이 지배하여야 하는 문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는 결국 이 같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119조 제1
항과 제2항의 관계문제로 환언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다만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으로 특정화 
내지 한정해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말할 그 정의가 대단히 어
렵다. 민주주의라고만 해서는 대단히 많은 내용을 포섭하는 개방된 포괄적 개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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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계층간의 평준화의 의미로도, 부(富)의 재분배나 기회균등의 의
미로도, 생산공장 내의 민주주의로도, 직능대표제의 의미로도, 나아가 인민민주주의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그러한 만큼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
는 결국 헌법적‧경제적으로 합리성을 지니느냐, 그리하여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헌
법 제37조 제2항의 문제 및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조화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은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
로 세금이나 규제의 모습으로 표출되는데 그 세금이 사유재산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다던지 규제가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경우
에 이른다면 그것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즉 헌법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곳에서 문제를 단순화해 보기 위해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조화의 문제로만 
바라보았지만, 사실 순전히 법리적·분석적으로만 살피면 경제적 자유와 시장에 대한 
규제 내지 개입 문제에는 6방향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① 위에서 거론
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문제, ② 제119조 제1항과 재산권, 계약의 자
유 등 경제적 자유의 관계문제, ③ 제119조 제1항과 위의 사회적 기본권들과의 관계
문제, ④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경제적 자유 사이의 문제, ⑤ 헌법 제119조 제2항과 
사회적 기본권들과의 관계문제, 그리고 ⑥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들 사이의 관
계문제가 그것이다. 간단히만 서술하면, 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고, ②, 
③, ④ 및 ⑤의 문제는 헌법 제37조제2항(및 제23조제1항 후문, 제2항과 제3항)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이고, ⑥의 문제는 헌법학에서 말하는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의 문제
가 된다. 그리하여 문제에 따라서는 단순히 한 방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방향
의 문제가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리라 상정된다.

5. 법치주의 없이는 시장경제 없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논의는 아울러 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와 법치주의(법지배의 원리)를 논해야 좀 더 완결적으로 된다고 
믿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의 제도적 측면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입헌주의란 대헌장(즉 헌법)을 선포함으로써 권력 제
한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을 뜻한다. 마그나카르타(1215년)를 헌법의 시초로 간주하
는 이유는 이를 선포함으로써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당시의 권리와 
자유는 물론 군주에 대한 영주의 권리와 자유였으나 그것이 근대 기본권 보장의 시원
이 된 것이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
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제16조의 규정은 
근대적 입헌주의의 요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 입헌주의 시각에서 
볼　때 헌법이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권의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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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권 분립 등 권력의 분립의 원리는 권력 제한의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적 입
헌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이나 중국은 헌법이 없고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도 없다.
  법치주의는 이를테면 입헌주의의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입헌주의는, 그리고 자
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결국 법치주의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위에서 
본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및 시장경제질서)의 개념규정에서 법치주의를 빼놓지 아니
하는 이유이다. 미국헌법 제정당시(1776~1787) 미국을 지배했던 정치사상은 “사람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아예 무법천지의 나라가 
아닌 한 독재국가에도 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법은 강압적(repressive)일 
뿐만 아니라 법이 정치(예컨대 공산당 결정)나 종교(예컨대 신정국가의 대승정의 결
정)에 복종한다. 그러한 나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법은, 심지어 그러한 나라에서 강
조되고 있는 법치는, 정치나 종교의 통치수단(the rule by law)이 된다. 그러나 법이 
적어도 정치나 종교로부터 독립하여 법 독자의 논리(autonomy of law)에 따라 움직
이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때에야 법은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을 지니게 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경
우에 비로소 법치주의(the rule of law)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예컨대 조령모개(朝令
暮改)로 법이 안정성을 잃거나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자유나 자본투자
가 위축되리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법 독자의 논리는 법적용의 일반성, 불소급의 원칙, 명확성, 안정성과 같은 형식적
인 원리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 발전의 단계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이러
한 단계에서는 법의 형식에 맞는 한 다수결로 의결된 입법이 정의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에 반하는 경우에 침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예. 나치입법 등). 법이 
지녀야 하는 정의감, 인권사상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문제 삼는 법 발전의 단계에 이
르게 되었을 때의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이러
한 법 단계의 대표적 표현 형태라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다수지배의 원리
(다수결의 원칙 즉 민주주의)에는 어긋날 수 있으나 민주정치과정의 소수 보호의 장치
(자유민주주의)로서 정당화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 단계에 이른 법치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핵심
적 내용으로 한다. 첫째로 법이란 이성(理性)에 기초한 법, 상위법(higher law),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법을 의미하며, 둘째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라 국
가권력담당자를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
관(행정·사법)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 즉 입법기관(국회)도 구속한다. 전
자의 경우가 법치행정 내지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가 되며, 후자의 경우가 (헌)법적
으로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문제가 된다. 셋째로 국회가 제정하는 (입)법은 모든 것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로 무엇이 법인가의 판단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법부가 행한다(사법권의 독립)는 내용이 그것이다. 요컨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권력통제에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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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의할 것은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하며 잘 지키는 준법을 전제
로 한다. 준법의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나 입헌주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것이 민주시민의식의 하나로 준법정신이 강조되는 이유가 된다. 
만연하는 부정부패는 법을, 나아가 법치주의 및 입헌주의의 실현을 무력화한다. 그리
고 부정부패현상에는 인맥이 크게 작용한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준법정신의 향상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6.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조직·구성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민주공화국 및 자유민주주의질서와 함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지목하면서, 이 
가운데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나아가 그 수호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수호는 결
국 대한민국의 수호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지나
친 국가에 의한 시장경제 규제나 통제에 이르게 되어 사회주의화하는 경우에는 대한
민국은 그 정체성을 잃고 나아가 이미 대한민국이라 할 수 없게 이르게 된다. 이 문
제는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문제 및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의 문제라고
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제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또는 사소유권 보장)와 
계약의 자유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축으로 하여 형성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어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위
헌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산결정 장치를 포함하는 위헌법률
심사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하려함이 명백한 행위
에 대한 형법의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에 의한 소추·처벌의 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사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시민의 선거나 투표 참여가, 그리고 여론의 형성
이라든지 시위나 시민단체활동 등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또한 유력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선거·투표제도, 그리고 언
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방어의 유력한 제도적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그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
호의 장치로 실제로 기능하느냐의 여부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수호 장치를 활용
하고 작동해 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대
한국민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들로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수호와 공공선의 성취에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지켜내는 깨어있는 시민의식 내지 시민의 도덕적 자질(civic 
virtue)을 지니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대한민
국 정체성의 수호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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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주제. 미술로 본 법과 정의

최종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머리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딱딱한 법과 아름다운 미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인상은 알고 보면 잘못된 것이다. 법이 바름 즉 정
의(正義, justice)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미술은 아름다움 즉 미(美, beauty)를 추구하
는 문화(文化, culture)의 세계이다.1)

  법과 미술의 만남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미술에 관한 법’(law on art), 즉 
미술의 보관, 운반, 보험, 저작권 등에 관한 법이론적 측면인 예술법(art law)의 영역
인데 이 강연에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법학에서는 이런 분
야가 가르쳐질 여유가 없다. 미술가들이 실제로 법에 의해 많이 규제되고 있는 현실
에서 보면 이 방면의 연구와 교육도 중요하다.
  둘째는 오늘 다루려는 ‘미술 속의 법’(law in art)인데, 회화, 조각, 건축, 우표, 메
달 등을 통하여 법과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세계이다. 미술이 미를 추구하
는 작품의 세계라면, 법과 정의도 그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르다, 정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름다움과 별개의 것인가? 결코 그렇
지 않다. 중국인 법철학자 우징슝(吳經熊 John C. H, Wu, 1899~1986)은 정의는 진·
선·미의 종합태라고 설명하는데2), 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아름다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실로 아름답지 못한 정의는 정의라 말하
기 어렵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제도화되고 이론화되면
서 어쩌면 단순하고 순수하게 아름다움과 밀착되어 있던 원형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법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오히려 추악한 면과 더 가깝게 느껴지고, 법
률가는 미와는 무관하며 눈물과 피도 없는 냉혈한같이 비쳐지게 되었다. 세상이 복잡
해질수록 법전에 실리는 법률이 깨알같이 많아지고 법률가는 해석과 이론의 짐에서 
벗어날 날이 없어진다. 역설적이지만 법률가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지은 
『유토피아(Utopia)』 는 법과 법률가가 없는 세계이다.
  그렇지만 원래 법이란 정의를 추구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땅위의 인간들은 가시적 
형태로도 정의와 법을 조형화 내지 상징화 하려고 애써 왔다. 관심의 눈을 갖고 들여

1) 자세히는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007(제3판).
2) 중국태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Fountain of Justice( 1959 ), Beyond East and West(1951) 등의 

책을 내었다. 이 책들은 『정의의 원천』(서돈각역, 1958), 『동서의 피안』(김익진 역, 1976)으로 번역 
애독되고 있다. 자세히는 최종고, 오경웅, 『위대한 법사상가들』 2, 동아출판사, 405-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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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면 동서양의 미술사에서 법과 정의 상징을 다룬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법상징학(legal symbolics), 법미학(legal aesthetics)이란 장르를 
이르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계와 미술계의 대화가 별로 없이 지내오다 1995년 
대법원의 서초동 이전과 함께 새 건물에 세울 법과 정의의 조형물 건립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나도 이를 계기로 이 방면에 관심과 책임을 느끼게 되어 ｢정의의 상을 찾아
서｣(서울대 출판부, 1994), ｢법과 미술｣(시공사, 1995) 등의 연구서를 내고, ｢법상징학
이란 무엇인가｣(아르케, 2000)라는 저서를 내었다. 알고 보면 법과 미술은 인간생활의 
전반에 걸쳐, 나아가 죽음 이후에도 연결되는 심도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흥미있
고 중요한 상관영역이다. 특히 법원이나 검찰청, 그리고 법과대학 같은 건물의 장식을 
위하여 이른바 ‘법조미술’ 내지 ‘법미술’은 이제 빼어놓을 수 없는 관심사가 되었다.4)

1. 신화 속의 법과 정의

  인간사의 모든 시원은 신화(神話, mythology)에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법의 상징도 
고대신화에로 연결된다. 정의를 가시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모습은 에집트 민
족에게서 사후(死後)에 인간의 심장을 달아 재판하는 여신 마아트(maat)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법의 전수자로 상정하였는데 미켈란젤로의 조각 ｢
모세상｣에는 머리에 두 뿔이 새겨져 있다. 그리스인들은 정의를 여신 테미스(themis)
와 디케(dike)로 상정하였고, 로마인들은 이를 이어받아 칼과 저울을 든 유스티치아
(justitia)상으로 상정하였다. 이것이 서양법문화의 기초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법과 관
련된 기관, 장소, 문헌, 상징물에는 모두 유스티치아 상으로 장식되고 있다. 이를 한 

3) 자세히는 최종고,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2000. 참조.
4) 이 글에 쓰인 도판은 모두 최종고, 『법과 미술』(시공사, 1995)에서 재인용한 것들이고, 본서에는 이외

에도 많은 관련도판이 수록되어있음을 밝힌다.

<그림 1> 최종고, <법과 미술>
(시공사, 1995)의 표지

<그림 2> 법미학자 구스타프 라
드브루흐(187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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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로 표현하면 ‘인격화의 문화’(culture of personification) 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고대에 신의재판(神意裁判, ordeal)을 할 때 재판석상에 해태(廌)를 
끌고 오면 해태는 반드시 죄지은 자에게로 다가가서 뿔로 떠받는다는 고사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한자 법(法)자는 해태가 가는 것을 상징하는 글자의 약자이다. 법자는 물
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태가 물과 같이 공평하게(정의롭게) 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과 초자연의 양면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해태를 법과 관련된 법복과 고궁에 세웠고 이것이 일반화되어 광화문과 국
회의사당 앞에까지 서있다.5) 중국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불사자같이 변모되고 린
(麒麟)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런데 해태는 뿔을 하나 가진 짐승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는 중국과 인도에서 일각수(一角獸)의 전설을 전수받아 유니콘(Unicorn)으로 발전시
켜 여러 형태의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다. 파리와 뉴욕의 유니콘 양탄자 <부인과 일각

5) 광화문 해태상은 1860년에 대원군이 석공 이세욱(李世旭)을 시켜 세운 것인데 약간 물짐승 같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어 경복궁 화재를 겪고 관악산 불기운을 삼키라고 만든 것이라는 등의 속설이 있다. 
그러난 아래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는 한 개의 뿔이 있는 일각수이다. 서울시가 해태를 마스코
트로 삼아 더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 정의의 상징이라는 원래의 뜻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세히는 최종고, 『법과 미술』, 1995, 247-261쪽.

<그림 5> 정의의 여신상 유스티
치아(프랑크푸르트 시청앞)

 <그림 6> 동양의 정의의 상징 해태(광화문)     <그림 7> 일본의 고마이누(高麗犬)

<그림 3> 에집트의 정의의 여신 
마아트

<그림 4> 머리에 뿔이 달
린 모세상(미켈란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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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la dame et la licorne)>가 유명하다. 유니콘은 예수그리스도로 승화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고마이누(高麗犬)라 하여 신사(神社)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다시금 형태가 변모되어 나타난다. 어쨌든 서양에서는 정의를 여성상의 
인격화로 상징하는 데 반해 동양에서는 해태라는 상상의 동물을 통하여 법과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대조적이며 흥미롭다. 한 마디로 ‘자연화의 문화(culture of 
naturalization)’라 할 수 있다.

2. 법사와 미술사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술로 나타내
려면 한정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의 모습이 쌓인 것이 법사(法史)라고 한다면, 법
사는 상당부분 미술사의 일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방면에 관하여 
여러 흥미있는 책들이 나와 있다.6) 예컨대 신의(神意)재판(ordeal, Gottesurteil)에 관
한 그림들과 성인들의 처형도, 마녀재판(Hexenprozess)과 규문제도(Inquisition) 등
이 즐겨 그려졌다. 법과 민속의 면에서도 보리수 아래서의 공개재판, 재판에 따른 의
식 등이 자주 미술로 표현되었다. 판사와 원피고, 증인, 사형집행관들이 그림으로 그
려졌고, 각종 형벌을 받는 모습, 사형집행광경이 그려져 형벌도(刑罰圖)라는 특별한 
장르를 이루고 있다. 독일의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 법전은 법조문 텍스트 옆
에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넣어 법사연구 뿐만 아니라 미술사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저 유명한 ｢캄뷔세스왕의 재판｣을 대표작으로 하여 판사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
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화(警告畵, Mahnbild)의 장르도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법사박물관이 건립되지 못하여 법사와 미술사의 관련이 일반
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전반의 규율이기 때문에 내용을 미술로 나타내려면 한정이 없

6) 아래에 있는 참고문헌 참조 바람.

<그림 8> 서양의 정의의 상징 유
니콘(뉴욕)

<그림 9> 동양의 문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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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인간의 삶의 모습이 쌓인 것이 법사(法史)라고 한다면, 법사는 상당부분 
미술사의 일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방면에 관하여 여러 흥미있는 
책들이 나와 있다. 예컨대 신의(神意)재판에 관한 그림들과 성인들의 처형도, 마녀재
판과 규문절차 등이 즐겨 그려졌다. 법과 민속의 면에서도 보리수 아래서의 공개재판, 
재판에 따른 의식 등이 즐겨 미술로 표현되었다. 판사와 원피고, 증인, 사형집행관들
이 그림으로 그려졌고, 각종 형벌을 받는 모습, 사형집행광경이 그려져 형벌도(刑罰圖, 
Strafbild)라는 특별한 장르를 이루고 있다. 독일의 13세기의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 
법전은 법조문 텍스트 옆에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넣어 법사연구 뿐만 아니라 미술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저 유명한 ｢캄뷔세스왕의 재판｣을 대표작으로 하여 판사
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화(警告畵, Mahnbild)의 
장르도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법사박물관이 건립되지 못하여 법사와 미
술사의 관련이 일반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3. 법원과 미술장식

  인간을 재판하는 법원공간에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조각과 회화가 장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서양의 법원과 옛날 재판을 담당한 시청 주변에 여러 형태의 미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동양의 법원을 보면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의 새 건
물을 건축하면서 종래 쇼토쿠태자(聖德太子)를 주제로 한 세 가지 작품을 대신하여 
해와 달을 주제로 한 독특한 일본화를 대법정에 전시하였다. 또 로비에 선 부론즈상
의 ｢정의｣라는 작품은 부처의 관을 쓴 정의의 여신상으로 서양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95년 건립된 우리 대법원건물에도 엄태정 교수의 ｢법과 정의의 상｣과 조각가 
문신씨의 해태상 추상조각과 이종상교수의 ｢원형상 95｣, 그리고 박충흠 교수의 선녀
상을 닮은 정의의 여신상 렐리프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광화문의 대한변호사 앞에는 

<그림 11> 뇌물 받은 판사
의 살가죽을 벗기는 경고화

<그림 12> 아버지의 살가죽
에 앉는 아들판사 경고화

<그림 10> 독일의 작센슈피
겔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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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필 교수의 ｢법의 여신상｣이 서양의 유스티치아상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주는 작
품으로 서 있다. 서울법대의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종｣에
는 외뿔이 복원된 해태상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근년에 법원과 법대 
건물의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이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작품의 내용과 수
준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4. 사법과 권력의 풍자

  예술가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예리한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
법과 정치권력에 대하여 독특한 풍자화나 고발적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그것은 정
객끼리의 논쟁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가의 지적보다 더 무서운 고발력을 갖는다. 법과 
권력의 상대화는 예술의 형식을 통하여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사법에 종사하는 법률
가들의 생리를 가장 실감있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도미에(H. Daumier)의 작품은 언제 

보아도 사법과 법률가의 겸손한 자세를 촉구시킨다.7) 법원이나 법과대학 등에 전시된 

<그림 17> 벤 샨 <사코
와 반제티의 정열>(1932)

<그림 16> 야비한 웃음의 변호
사(오노레 도미에 작)

<그림 13> 비엔나대학의 정의
화(구스타브 클림트)

<그림 14> 정의의 법률가 모
마스 모어(한스 홀바인 작)

<그림 15> 초대 대법원장 김
병로 초상(김인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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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의 초상화도 이 방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산수화(山水畵)의 
전통이 강해서인지 아직도 초상화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감이 있다.

5. 최후의 심판도

  법이 인간을 규율하고 재판하는 규범이
라고 한다면, 법과 정의는 이 지상에서는 
불완전하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천상에서의 
마지막 심판에 의하여 완성된다고 할 것이
다. 재판관으로서의 신과 최후의 심판, 천
국도 혹은 극락도와 지옥도 들이 많이 그
려졌다.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뿐만 아니라 동서양에 많은 명화
들이 궁극적 정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
다. 서양의 지옥도보다도 오히려 불교의 

지옥도를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감로탱화(甘露幁畵)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화형
식으로 미술사가들의 자랑거리인데, 3층 구조로 이루어져 
하단부분에는 인간의 지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그려져 있고 
상반부로 갈수록 심판받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시왕(十王)
사상과 지장보살, 관음보살의 역할 등이 매우 흥미있는 연
구과제를 제공한다. 지옥도 속에 인간의 평생의 선악을 비
치는 거울 업경대(業鏡臺)가 있는데 이 거울을 받쳐주는 짐
승이 바로 해태라는 사실도 흥미있고, 지장보살도에는 해
태가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찰에 가서 특히 
명부전(冥府殿) 안의 지옥도와 극락도를 보면 단순히 종교
화로 보지 말고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8).

맺는말

  법과 미술의 연결은 이외에도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이상의 서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법이 미술을 통하여 그 문화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법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심도 

7) 라드브루흐/최종고역, ｢도미에의 사법풍자화｣, 열화당 미술문고, 1996.
8) 나는 1990년대에 유럽법도상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Legal Iconography)의 초청으로 이 

방면의 강연을 하였는데, 많은 회원들이 한국의 불교적 법상징물들을 견학하고 싶다는 반응을 받은 
바 있다. 

<그림 18> 로지에 반 데르 바이덴 <최후의 심판도>

<그림 19> 시왕도의 염라
대왕 앞의 업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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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담당자인 법률가들도 예술과 문화를 통하여 자신
들의 경직성을 더욱 유연하게 반성하고 자기갱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말하기를, “모든 순간에 있어서 자기가 인간사
회에 의심할 여지없이 쓸모있는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자는 단지 속물(俗物)일뿐이다”
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법이 전통시대와 일제시기의 유산인지 권력위주로 관료화되고 
법전에 쓰인 글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비문화성’에 젖어있다. 법이 결
코 법률가의 머릿속에서 조작되는 관념의 유희가 되지 않으려면 일반인들도 눈으로 
보고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번씩 ｢법의 날｣이 있는
데 이 날만이라도 법과 정의를 일반국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의 조형물, 그림
과 조각, 각종 전시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욱 자주 심도 깊게 법률가와 미술가들의 대화가 이루어져 좋은 작품들이 창작되어
야 새 시대에 걸맞은 법문화가 발전될 것이고, 생활 속의 미술도 확대되어 갈 것이
다.
  필자는 지난 30여간 이 방면에 선구적 관심을 갖고 몇 종류의 저술을 내면서 여러 
기회에 강연과 같은 발표의 기회를 가져왔다. 서양에서는 서양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
상징학 혹은 법미학을 수립하여왔는데, 필자가 처음으로 동서양을 비교적 시각으로 
포괄하여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내용을 책만이 아니라 슬라이드 프로
젝트로 만들어 활용하였다. 특히 외국대학에서 <동아시아법철학 East Asian Jurisprudence> 
강의를 할 때는 마지막 시간을 공개강연의 형식으로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슬라이
드 강연을 하였다. 미국회 도서관, 하와이대 로스쿨,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학, 인도
의 구자라트대학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미국의 듀크대학 로스쿨에서 2007년 2월 
15일 강연할 때 학교측에서 강연 전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그래서 
지금도 Images of Law and Justice in East and West: Comparative Legal 
Symbolics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한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며 들을 수 있다. 참고하
기 바란다.

<그림 20> 불교 탱화로 그린 환생도    <그림 21> 지옥도에서 혀로 인한 형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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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고찰 및 결론

  고교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명예교수가 행한 특강 내용을 정리하여 「고교생을 위한 
석학 가이드 (Ⅱ)」를 발간하는 이유는 너무나 팍팍한 대학입시 준비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교생에게 사계의 전문가가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인생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석학이 제시하는 10개 주제
의 특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인 「한글의 숨은 코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변별적 디자인 통계적 
합리성 및 독창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것이다.

1. 세종의 경제적 변별적 디자인
 1) 획수의 최소화: ㄱ(1획) 대 Γ(2획) 2) 자형의 유사성 회피: ㅁ > ㅂ > X曰 대 ㅍ 

3) 자음의 조형성 4) 모음의 방사형 확장 5) 자음 중 사선과 원을 포함한 조형 
6) 자모음 결합상 단위의 조형성 7) 자소(字素)의 최대 변별성

2. 세종이 선택한 디자인이 품은 통계상 합리성
 1) 현재의 모음 모양을 취한 덕에 얼마나 편한가! 2) 수직축 글씨의 실례
3. 디자이너 세종의 독창성
 1) 몽골 팏바 모방설: 모방이 아니라 모략 2) 세계 문자들 중의 훈민정음: 어떤 문자
에서도 쓰일 전형적 획의 세트 속에서 위와 같은 목차로 한글에 숨어 있는 세종의 독
창적 디자인의 우수성을 자형이나 통계적 결과로 실증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제2주제인 「생명체의 창조와 진화, 생명공학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는 오늘 우리
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을 대신하고, 유전정보의 조작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등,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하
는 과학만능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윤리
적인 가치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지난 3천 년의 생명과학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생물학의 학문적인 역사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
레스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생명체를 형상과 질료, 그리고 생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생물학의 기초가 되는 생물의 종이라는 말은 이 형상이라는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 후 16, 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관찰을 통하여 증명되는 지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생명의 본질로 규정한 생기는 관념적인 것이어서, 생명체의 구성 요소에서 제외시켰
다. 현대생물학의 주된 사상이 되는 진화론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 태동되었다. 
그들은 생물의 종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종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생김새
의 닮음은 무엇 때문인지 알고자 하였고, 그것은 이들이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되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진화이론은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인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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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이루어졌다. 즉, 과거에 같은 종에 속해 있던 개체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지는 종
의 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이 생물진화는 자연계의 생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물학이 밝혀내는 생물진화라는 객관적인 현상이 우연의 결과인지, 계획적인 
필연의 결과인지, 우리가 아는 현대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생물학이 풀어야 할 과
제는 생명체를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다루고, 윤리적인 가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는 점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생명사상의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
들이 접하는 각종 유전자의 조작이나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체조작의 실
험적인 시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한 생기라는 관념적인 
주제에 대하여 현대 생물학은 아직 아무런 과학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지닌 윤리적인 가치, 특히 인간이 지닌 생기의 가치를 외면할 
때 인간은 동물 군에 속하는 한 분류 단위에 불과하게 된다. 현대 생물학의 발전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생명체에 대한 물리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제3주제인 「창의 기반 사회, 인재강국 DNA를 살리자!」는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맨주먹에서 세계 10위권의 경
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한 근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경제 성장 발전 이면에는 인재강국 DNA가 작용하였
다. 왜냐하면 산업사회 성장 동력은 기술이고,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고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적자원은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를 테면 기업의 경우 유능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의 자산이 되겠
지만, 무능한 구성원을 안고 있을 때는 부채가 된다. 인적자원이 자산화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 노동과 기술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직무상 
전문적 능력과 성취의욕을 갖춘 자를 자산적인 인적자원이라고 한다. 경제기술사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경제사회의 지각변동은 산업사회에서 기술
사회로, 기술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다시 지식사회에서 창의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오
늘날 우리는 창의기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창의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창의시대는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창의시대는 또한 ‘자유공동체’ 패러
다임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재강국의 DNA를 급변하는 환경의 변이 과정
에서 선택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 창의시대를 맞이하여, ‘초월적 융복
합’ 패러다임과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에 의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성
취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의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DNA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
되고 있는 바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인재강국의 대한민국 DNA를 살리도록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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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인 「소설쓰기와 자아형성, 그리고 인성교육」은 젊은 시절의 문학체험은 인
성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문학체험은 독서를 통한 수용과 글쓰기로 구현되는 창작 
두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창작 가운데 소설창작은 인간사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한다. 필자는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문학을 가르치
는 교수, 소설을 쓰는 작가의 세 길을 성실하게 걸어왔다. 그 가운데 문학을 총체적
으로 구현하는 생애를 산 셈이다. 나의 소설쓰기는 고등학교 무렵에 시작하여 대학에 
와서 본격적인 길을 걸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0년 가까운 모색기를 거쳐 소설가로 
등단했다. 소설가로 등단한 이후, 환경문제, 노예제도문제, 폭력문제 등에 관심을 집
중했다. 그 가운데 인성과 연관된 많은 항목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소설을 쓰는 과정
에서 그러한 항목들은 내 삶을 조율하는 지적 에너지가 되었다. 2017년에 낸 중편소
설집 <사랑의 고고학>에서 필자는 역사적 존재로서 깨달음을 얻고, 동서 인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제국주의와 종교문제를 숙고하고, 자기표출의 소설적 가능성을 모색
했다. 이는 자아성찰의 일환인데, 부단히 성장하는 자아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소설쓰기는 작품의 질적 고하를 떠나, 인간형성과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적 과제가 된다. 소설쓰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성장의 추진력이다. 소
설쓰기는 통합적 인성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교육적 의의가 
있다.

  제5주제인 「독서능력개발의 이론과 훈련원리」는 독서는 읽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의 능력을 개발하여 단위 시간에 많이 이해하
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독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은 1. 자신감을 가지고 문장을 읽는 지각시야 고정훈련, 2. 독서
를 할 때 정신을 맑고 또렷이 하여 깨어 있는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주의력 훈련, 
3. 읽는 내용에 몰두하는 집중력 훈련이다. 이 독서법을 배우고 익혀 학생으로서는 
학력을 향상시키고, 장차 직업인으로서는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우수인재로 활동하기
를 기원한다.

  제6주제인 「생물자원은 보물 중 보물이다」는 생물자원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
한 의식주 및 생활용품이나 의약품 개발에 쓰이는 동물, 식물, 미생물 모두를 이르는 
말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난개발과 서식지 파괴는 귀중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여러 가
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서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생물자원 전쟁은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생
물자원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생물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이익을 
나누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생물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의약 
및 화장품 분야에서 생물자원 59~78%를 수입하고 있고, 이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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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전 세계에 떳떳하
게 생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거 우리의 생
물자원은 약탈당하거나 몰래 해외로 유출되어 노벨평화상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량하여 공급함에 따라 우리는 많은 로열티를 주고 역수입하는 입장
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각종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
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것은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그 의미가 있다.

  제7주제인 「맞춤약학: 위험한 약 내 몸에 맞춰 쓰기」는 약은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
병을 치료하여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약의 부작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은 약이 부득이하게 갖고 있는 부작용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
나, 오히려 안전성 면에서 승인을 받은 약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함에 기인하는 경우
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환자의 인종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약을 모든 환자에게 투여해 온 종래의 약물요법의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최근 인종 및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좌우하는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특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생리적 특성을 파악한 후에 그 환
자에게 최적의 약물(right drug)을 선택하여, 최적의 용량(right dose)을 최적의 투여
경로(right way)로 투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 신약개발 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특정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원자만을 피험자로 선정한다면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통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발된 신약은 유전적 특성이 맞는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약물 요법이나 신
약개발을 최적화(optimization)하는 방법론을 ‘맞춤약학(individualized pharmacy)’이
라고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맞춤약학에 대한 배경과 비전을 설명하였다.

  제8주제인 「행복의 역설; 상식과 과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
는 한 가지 가치를 든다면 그것은 행복일 것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
는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 이유가 바로 행복의 역설이다. 우리가 너무나 또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아 온 것이다. 본고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행복의 역설을 규명하고 행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의 개념, 행복에 대한 자기인식, 
행복의 방법론의 순서로 왜곡된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규명하고 사실적 대안을 제시
하며, 이를 토대로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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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주제인 「경제민주화: 헌법과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질서의 나라이고, 
시장경제질서는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룬다.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가통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요소를 공유한다. 동시에 시장경제도 자유민주주의도 법
치주의 없이는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법치주의가 주는 법적안정
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경제도 자유민주주의도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질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는 전체주의국가의 
국가중앙계획통제경제와 대척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의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로만 나아가지 않고 독점금지나 경제민주화처럼 합리성의 바탕 위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허용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지닌다. 이를 위해 헌법은 시장
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독점금지와 경제민주화 실현 목표의 국가에 의한 시장관여
(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혼합경제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산권을 포함해 경제
적 자유와 함께 이해돼야하는 자유시장과 사회적 기본권들과 함께 이해돼야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시장조정‧규제 사이의 조화의 문제다. 결국 이 조화의 문제는 헌법적 ‧ 
경제적 합리성이 지배돼야 하는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 개념이 그러하듯이 경제민주
화도 대단히 많은 내용을 포섭하는 개방된 포괄적 개념이다. 사회계층간의 평준화의 
의미로도, 부(富)의 재분배나 기회균등의 의미로도, 사회보장으로도, 생산공장 내의 민
주주의로도, 직능대표의 의미로도 쓰인다. 다만 결국은 세금이나 규제의 모습으로 표
현되기에 이르는 민주화조치가 사유재산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다던지 
규제가 기업활동의 자율성 파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헌법의 시
장경제질서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10주제인 「미술로 본 법과 정의」는 법과 정의를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미술을 
통하여 재미있게 접근하게 한다. 이런 접근방법 내지 연구분야를 법미학, 법상징학, 
법도상학이라 부른다. 국내에도 1990년대부터 알려져 애호되고 있다. 고대의 신화에
서 출발하여 역사 속에서 법과 정의가 회화 혹은 조각에 의해 어떻게 조형화되었는지
를 살펴보고, 특히 서양의 ‘정의의 여신’(유스티치아)상과 유니콘을 동양의 해태상과 
비교하여 ‘인격화의 문화’와 ‘자연화의 문화’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최후의 
심판도에 나타난 궁극적 정의의 상징을 비교하며, 특히 불교의 시왕도와 지옥도를 이
런 관점에서 조명한다. 오늘날도 법원과 검찰청, 법과대학 등에 법과 정의의 상징물이 
조형화되고 있는데,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동서양인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법상징을 모색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에 기술한 10개 주제 내용은 각 전공분야의 특성을 살린 특강으로 
모두가 별개의 내용이지만 엄밀히 검토한다면 하나의 중심축이 이들 모두를 관통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젊은이의 고민에 대하여 수 십 년간 
교직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명예교수로서 그리고 먼저 산 시대의 선배로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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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년이 갖추어야 될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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