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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행정론
I Ching(周易)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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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고에서는 동양학의 학문  체계를 살펴보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개념과 이론  사상을 고찰하

여 동양행정론의 주요한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동양행정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

다. 동양행정 이란 첫째, 동양학  개념과 이론  사상에 입각하여 행정 상과 문제를 이해 설명 해결하며, 

둘째, 동양학  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동양학의 모든 학문  근원은 주역(周易)이다. 

주역에서 비롯된 동양학의 학문  역은 크게 분류하면 상수역(象數易)과 의리역(義理易)이 있다. 즉 상

수역에는 동양五術(命․卜․相․醫․山)과 천문기상 등이 있고, 의리역에는 유가, 도가, 묵가, 제자백가, 그

리고 성리학 등이 있다. 사회에서 동양행정론의 의미와 가치는 서양행정학과 상호보완하고 문제 과 

한계 을 상호극복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앞선 부문이 있다는 이다.

■ 중심어 :∣동양행정∣주역∣상수역∣기(氣)∣음양오행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I 

Ching(周易) which is the original philosophy and science of East Asia. I Ching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schools, namely, the school of Image- Number I(象數易) and  the school of Right 

Theory I(義理易). The school of Image- Number I are five science and technology(名․卜․醫․

相․山) and astronomy, and so forth. And the school of Right Theory I are a Confucanist, a 

Taoist, a Mukist and all other thoughts. The meaning of Eastern Public Administration in 

mordern society is newer and better advanced concept, theory, and thoughts than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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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고에서는 동양학의 학문  체계를 살펴보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개념과 이론  사상을 고찰하여 

동양행정론의 주요한 연구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지 과 같이 서구화되고 근 화 된 사회에서, 동

양행정론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양의 역사를 볼 때 수 천년의 역사가 있어 왔으며,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정치와 

행정 상이 있어 왔다는 에서, 동양에서도 당연히 

정치와 행정 상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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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의 배경이 되는 학문인 동양학이 있다.  

그 다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정치와 행정을 행하여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어떠한 학문  배경을 갖고서 정

치와 행정을 하 는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즉 동양

의 고유한 행정과 정치 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해결

하기 한 학문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를 고찰하여야 

지나간 동양의 정치 행정 상을 근본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곧 동양학이다. 동양학 에서도 모든 동

양학의 근원  학문인 주역(周易)이 가장 요한 학문

이다

그러므로 동양학, 특히 주역을 모르고 동양의 문화와 

생활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 근본 인 연구가 되지 

않고 아무리해도 피상 인 연구밖에 될 수 없다. 그러

므로 우리의 생활과 문화  역사의 정체성을 근본 으

로 연구하기 해서는 주역이 선택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정치  사회 상을 연구하

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즉 지  호기심 내지는 새로운 것에 

한 추구와 탐구정신의 일환으로 동양학이 의미가 있다.  

그 다고 동양학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은 결

코 아니다. 왜냐하면 지 과 같이 세계화 개방화 열린 

사고의 시 에 우리 것인 동양학을 하자고 해서, 우리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 우리 것을 하되 지  지배 인 치에 있는 서

양과학과 비교해서 서양과학의 문제 과 한계 을 보

완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한 새롭고 앞선 것을 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생명력이 있다. 그러한 학

문이, 동양학 에서도, 지  제도권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주역에서 비롯된 동양과학기술인 역학과 역술이다.

Ⅱ. 동양행정의 개념

본 고에서 동양행정론 이라고 하면 첫째, 동양학  

개념과 이론  사상에 입각하여 행정 상과 문제를 이

해 설명 해결하며, 둘째, 동양학  에서 정책을 개

발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양과학과 비교해서 

상호보완하고 문제 과 한계 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

각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롭고 앞선 부문에 해

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공식 인 에서 볼 때 서

양행정학이고 특히 미국행정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즉 서양과학, 보다 구체 으로 말하면, 서양행정

학  과 시각 그리고 개념과 이론에 의하여 서술하

며 이해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한 정책을 개발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행정학과 다소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 한

국행정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한국행정학이란 서양과

학  방법론과 서양행정학  개념과 이론 사상에 입각

하여 한국 행정 상을 이해 설명하기 한 행정학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한국행정론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서양행정학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 상만 한국행정 상 이지 그 연구방법과 개념 이

론 사상도 거의 서양과학과 서양행정학의 개념과 이론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동양행정론은 행정 상을 고찰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개념과 이론  사상이 다를 뿐만 아니

라 근하는 방법론까지도  다른 학문이다. 즉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동양학  개념과 이론  방법

론으로 행정 상을 고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동양행정론의  다른 개념은 동양학  정책 개발을 

의미한다.

지 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기 에서 행한 국가 인 

정책 개발은 물질세계에 한 학문인 서양과학  는 

서양 물질문명  정책 개발이 주가 되어 왔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학과 연구소는,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서양 물질과학  학문만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의 특

징은 한마디로 물질 주의 경제성과 편리성  인공

인 미  감각에 입각한 청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문제 과 부작용으로, 환경

괴와 인간성이 상실되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그 동안 

목할 만한 경제발 과 정치발 으로, 물질 으로 풍

요롭고 편리해 졌으며, 한 제도 으로도 자유롭고 편

리해 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지나친 개발과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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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격한 변화로 자연환경 괴와 인간성이 상실되

었다. 이에 따라서 정신 으로는 황폐화되고 공허해졌

으며, 극심한 사회변화와 치열해진 경쟁으로 불안 조

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를 복원하고, 충족 시켜주

고, 해소시켜  수 있는 정신세계의 지 수요가 국민들 

사이에 새롭게 두되고 있다. 

 동양학  정책개발이란, 인간존 과 자연환경 친화

이며 주로 의식을 성장시키기 한 정신세계와 련

이 깊은 정책을 의미 한다1. 이는 물질세계 주의 지나

친 서양 과학물질 문명  발달로 나타난 환경 괴와 인

간성 상실 문제를 보완하고 극복하며 체시키기 한 

정책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동양학의 학문적 체계

동양학의 가들의 일 된 말이 동양학의 근원  학

문이 주역(周易)이다. 즉 동양의 모든 사상 철학뿐만 아

니라 과학기술도 주역에서 비롯되었다[1]. 따라서 동양

학이 주역이고 주역이 동양학이다.

동양학의 학문  체계를 구체 으로 서술하면 다음

과 같다. 

먼  동양학의 체 인 학문을 서양학의 학문  

역과 련하여 크게 분류해 보면 철학, 기 학, 응용학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 으

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  동양철학에 해당하는 우주의 가장 기본 인 실

체  개념으로 기(氣)․기(器) ․신의 개념이 있다. 그

리고 기(氣)의 작용과 변화 원리에 해당하는 법칙 이

고 이론 인 것으로는 도(道)와 리(理)가 있다. 이들의 

계를 살펴보면 먼  氣의 작용과 변화원리에 의해 물

1 를 들면 정신수련을 한 각종 수련법, 도시  지역을 개발할 때 

풍수지리의 이치에 맞게 개발하는 것, 유교 문화 이고 동양학  

자원 개발, 氣의 과학 기술개발,  서양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민

간요법이나 역학 역술개발, 그리고 동양학의 질  수 을 높이기 

한 연구와 교육을 한 정책  지원 등이 있다. 동양학의 질  수

을 높이기 한 정책에는 를 들면 동양과학 학과 동양과학기술원

을 국가 인 차원에서 설립하여, 정책 으로 지원하여  동양과학기

술을  과학 으로 연구하고 가르쳐 리 보 하는 사업을 의미

한다. 

질화 형상화 된 것을 사물인 기(器)라고 한다. 여기에서 

형상화된 기(器)란, 첫째, 氣의 작용과 변화원리에 의하

여 물질화된 것을 의미하고, 둘째, 객 으로 악이 

가능한 자연  사회  상을 의미한다. 신과 기(氣)의 

계는 신이라는 실체도 기(氣)의 실체로 이 졌으나 

기(氣)의 작용과 변화원리인 도와 리로 표 이 불가능

한 묘한 변화를 신의 작용과 변화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상 동양학의 기본개념인 기(氣)․신․기(器)․

도․리의 개념간의 계를 살펴보았으며 동양학은 몇 

안돼는 개념으로 우주삼라만상에 한 학문인 철학 과

학을 일 되게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양학의 기 학에 련된 기(氣)의 작용과 변화원리

로 나타난 구체 인 리 (理的)이고 도 (道的)인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 원리와 작용의 구체 인 내용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이다. 무극이란 이 우주

가 탄생하기 이  단계로써 오직 하나의 기(氣)로써의 

상태만 존재하 던 상황을 의미한다. 태극이란 무극의 

일기가 음양으로 분화하기 시작 단계를 의미한다. 지

의 우주삼라만상은 무극 태극 상태로부터 수 없는 세월

동안 기(氣)가 분화하고 작용 변화하여 나타난 상이

다. 그러므로 거꾸로 수 없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재의 수 없는 우주삼라만상은 무극 일기(一氣)만 존

재했던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나의 기(氣)의 상태로 존재했던 무극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태극의 맑고 가벼운 기(氣)는 하늘(天; 양)

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氣)는 땅(星: 음))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양의 기와 땅의 음의 기가 상호 작용하

여 인(人)이 나타났다. 여기에 인에 한 개념은 단순히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삼라만상과 만사

를 모두 포 하여 나타낸 말이다. 즉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인으로 표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주삼라만상 만사 의 극히 일부분

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표로써 人을 내세운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이것을 소  천지인(天地人) 삼재원리(三

才原理)이다. 

삼재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천지인 삼재간의 상호작

용과 삼재를 구성하고 있는 만사 만물들을 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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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이들 분류한 개념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개

념과 이론으로, 음양론이 있고 음양으로부터 사상(四

象) 팔괘(八卦) 64卦로 분화한 이론체계가 있다. 그리고 

오행론이 있다. 오행론에는 단순히 목화토 수 오행의 

개념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낸 이론 체계가 있

고, 하늘과 땅의 순환원리를 나타낸 10天干(五運) 12地

支(六氣)의 오행론이 있다. 자는 우주삼라 만상과 만

사를 오행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계를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상호 계로 이해 설명하는 이론체계이고, 

후자는 우주순환원리에 의하여 하늘에는 10천간 오행

의 기운이 순환하고 지구에는 12지지 여섯 가지 기운이 

순환하는 것을 제로 이러한 순환이 만사만물에 상생 

상극 계로 어떠한 작용과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설명

하는 이론체계이다.

에서 기술한 기 학의 개념과 이론에 입각하여 실

용  차원에서 도움을  수 있는 응용학문인 상수역으

로 먼  동양五術인 命․卜․相․醫․山學이 있다. 그

리고 천문기상․역법(曆法)․병법․음률․서화등이 있

으며 끝으로 주자학인 성리학이 있다. 특히 동양오술은 

인간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실

제 으로 도움을 주는 피흉추길(避凶趨吉)의 목 으로 

만들어진 문 응용과학기술 분야이다. 

이상의 동양학의 기 학의 개념과 이론들은 학문  

연원이 천부경(天符經)․하도낙서(河圖 洛書)․주역

(周易)․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비롯된 것이다2. 

끝으로 지 까지 서술한 동양과학의 반 인 분야

를 종합 으로 통합하여 상수역을 심으로 체계화한 

것을 간단히 표로 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2 천부경은 상고시 부터 연유한 한국철학사상의 뿌리로써 주역의 이

치가 천부경의 이치와 아주 유사하고, 상고시 의 천부경과 주역의 

사상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2]. 河圖는 

우주의 운행을 흰  25개와 검은  30개로 표 한 도본으로 이를 

보고서 천지창조와 만물생성의 이치를 깨달아 복희씨가 처음으로 周

易 八卦를 그렸으며, 陰陽과 五行의 작용 등 만물생성의 이치를 담고 

있다[3]. 洛書는 낙수에 나타난 신령스런 거북이의 등에 45개의 으

로 된 무늬가 있었는데, 夏禹氏는 이 무늬에서 五行이 서로 상극하며 

조 하는 작용을 깨우쳐 9년 동안의 홍수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한다. 洪範九疇는 禹王이 만든 9가지 政治大法으로 周易과는 표리

계에 있다. 그래서 洪範이 정치학이라면 周易은 우주학이요, 홍범이 

五行學說이라면 주역은 陰陽學說이다[4]. 

표 1. 동양학의 학문적 체계

Ⅳ. 동양행정론의 주요 주제

Ⅲ장에서 동양학에 한 학문  체계에 입각하여, 동

양행정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해 

행정에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체 인 

주제와 문제는 다양하게 많으나 몇 가지만 선택하여 

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한 주제들은 앞으로 동양행

정론에 련된다고 생각되는 구체 인 주제를, 간단한 

설명으로 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동양행정

론의 학문  발 을 해 보다 체계 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할 주제들이다.

1. 동양학적 인간관 
사회과학은 인간사회에 한 과학이다. 그러므로 사

회 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 인 출발 은 인간에 

한 이해부터이다. 지 까지 사회과학에서 인간에 

한 이해는 주로 서양과학  인간 에 의해서만 이해 설

명해 왔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서양과학  인간 과 

 다른 새로운 시각의 다양한 인간모형이 있다. 

동양학의 인간 에 한 학설에는 동양의학  인간

, 성리학  인간 , 명리학  인간 , 상학  인간모

형, 그리고 수행  인간 이 있다. 동양의학  인간모형

에는 오행인과 사상체질 등이 있다. 성리학은 천도에 

입각한 인간의 도리에 한 규범 인 인간 이다. 명리

학  인간 모형은 인간 생활의 길흉화복에 련된 학문

이다. 상학  인간모형에는 면상․수상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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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인간 은 궁극  깨달음에 도달하기 한 정신

수련  인간모형이다.

2. 동양학적 의사결정론 
동양학에서는 주요한 국가 인 의사결정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주역 술에 의해

서 행하 다. 원래 주역은 정자의 학문으로서 국가 

통치를 한 학문이고 그 에 통치술의 하나가 주역

이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한 사는 주역 에 의해서 

단했다는 것이다.  

술은 미신도 아니고 비과학 인 것도 아니고, 인간

의 지혜를 다해도 단이 안될 때 마지막으로 하늘과 

신에게 물어보기 한 체계화된 학문이며, 한 서양과

학의 인과원리와 다른 동시성[同時性(synchronicity)]

이론에 의학 과학이다[5]. 

그리고 국가 인 청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의 운(運)도 

고찰해서 단을 해야한다. 정책의 운이란 우주론  순

환론  자연의 이치에 입각해 볼 때, 그 정책이 우주론

 시간 에 한 가를 알아보는 구체 인 학문을 말

한다. 운에 련해서는 개인의 운뿐만 아니라 국가 조

직  모든 것에는 운의 문제가 있다. 만사는 모두 다 

때가 있다. 그 때에 에 체계화한 학문이 오운육기(五

運六氣)이론이며 보다 구체 으로는 六十甲子이다.

3. 동양학적 변화 발전론 
동양학에서는 모든 변화 발 론의 기본이론으로서 

주역의 음양론과 홍범(洪範)의 오행론이 있으며, 주역

의 서괘 의 변화 발 이론과 택화 괘(澤火革卦)의 이

론이 있다. 그리고 우주론  순환원리에 입각한 후천개

벽 사상이 있으며, 소강  선생의 황극경세론(皇極經世

論)에서는 지구의 운명에 한 측내용이 있다. 역학 

역술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미래를 

측하는 국가  세계  우주 이 있다. 

4. 풍수지리적 명당(明堂)행정론
행정 상도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이므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의 향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당연히 천기와 지기의 향을 받으면서 행해

지고 있다. 그럼으로 행정의 발 과 행정업무의 효율화

를 해서는 지기(地氣)의 학문인 풍수지리에 입각한 

행정을 하여야한다. 

풍수지리에 입각한 바람직한 행정이란 풍수지리  

명당에서 행정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즉 풍수지리  명당이란 풍수지리 으로 바람직

한 기운이 있는 곳에서 행정업무를 하여야 한다. 

 행정이론에 의해서 아무리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이 행해진다 해도 그러한 행정이 행해지는 공간이 명당

이 아니고 흉지라면 의도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럽다. 

오히려 행정이론에 다소 바람직하지 않게 되어 있

어도 흉지가 아니고 명당에서 행해진다면 보다 바람직

한 행정이 이 진다. 왜냐하면 우리조상들이 발 시킨 

동양학은 보다 근본 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즉 근본

인 것이 바람직하면 지엽 인 조직 인사 재무 정책과 

같은 기 (器的)인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도 크게 염려

할 필요가 없다.

5. 동양학적 행정관리(조직 인사)
조직내의 리에 있어서 조직의 업무 분담과 설계  

인사 리 등에 있어서 동양학  개념과 이론에 의해서 

행하면 그 만큼 보다 합리 이고 효율 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음양오행론, 사상, 팔괘론 등에 입각하여 조

직을 리 설계하고 인사 리를 하면은 보다 바람직한 

결과 가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서양과학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동양학 으로 이해 설명되므로 해서 동

양학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최근에 국내 월간지에 실린 기사에 ‘주역경 ’이란 주

제가 있었다. 내용 즉은 많은 기업인들이 실제 회사 경

에 역학을 목하는 경우가 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역학  에서 인재를 뽑고 리하고, 투자하고, 재테

크를 해서 큰 성과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 자들의 경  리더쉽에서 새로운 유형이 

두되고 있다. 기존의 리자의 리더쉽이 주로 물질세

계 련된 리 유형이라면, 정신세계의 지 수요가 

두되고 있는 에는조직 구성원들의 정신세계의 욕

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새로운 리더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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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 하나가 소  정신  리더쉽 는 (靈的) 리

더쉽이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지 까지 동양행정학의 개념과 의미  동양학의 학

문  체계를 주역에서 비롯된 상수역인 역학 역술을 

심으로 고찰하 으며, 이에 근거하여 행정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주제들을 추출하여 간단하게 

시를 하 다.

동양학의 근원  학문인 周易을 동양학의 가들이 

평하기를, 철학자가 보면 철학이요, 과학자가 보면 과학

이요, 종교가가 보면 종교요, 술가가 보면 술이라고 

한다. 이는 주역이 종합학문이며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포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서양학문이 과학․철

학․종교를 서로 분리해서 해 놓은 것에 비하면 아주 

조 이다. 

우리는 지  제도권에서는 서양과학 심의 학문  

독재의 시 에 살고 있다. 정치 독재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학문  독재는 모든 국민들의 과 귀 사고를 

편향되게 하여 온 치 못한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행정학의 경우도 서양행정학  독재체제에 의하

여 모든 행정학의 교육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권의 교육정책이 국민을 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즉 서구  사상과 학문으로 만 무장된 반쪽짜리

의 편향된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역사 으로 볼 때 17세기 이후 서양의 근 과학이 동

양에 되면서 19세기까지에 일어난 일들에 을 

맞춘 주장에 의하면, 동양에는 인도와 국 등에 훌륭

한 과학 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로 

개될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의 한 

통은 괴되고 지 은 좋지 못한 서양과학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서양의 식민주의가 서양과학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

조했고,  동양의 지식층이 이에 먼 채 추종을 하

던 때문이다[6]. 

지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열린 사고의 지구  시

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국경을 월해서 서구 인 

학문과 문명이 하루가 멀다고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

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 세계화 개방화 열린 사고

란, 서양 심의 세계화 개방화 열린 사고의 시 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것에 해서는 아직도 폐쇄

이고 닫 있어서 제도권에서는 우리 것을 미신이고 비

과학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구 인 것들을 받아드리고 이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선진 인 것을 받아드려서 우리자신을 되돌아보

고 반성하고 개선하여 우리도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한 진취 인 노력이다. 그러나 그 다고 우리 것은 

모두 버리고 서구 인 것은 무조건 받아드리는 것도 엄

청난 문제이다. 즉 서구 인 것도 우리 것에 비해서 앞

서고 바람직하며, 문화와 체질에 맞는가를 따져 주체

으로 취사선택하는 명한 단이 요하다. 따라서 동

양학 에서 서구 인 것 보다 새롭고 앞선 것은 계승 

발 시키는 학문  노력이 사회 무엇보다 요하다

자신의 커뮤니티에 한 독자 인 인지방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상을 인식하는 사회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사회를 한 종속체와 기생체가 되고 만다. 이의 내용

은 서구  개념과 이론에 의존해서 자신의 문화와 생활

을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 념에 사로잡  있는 동양의 

문화와 학문 연구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 라고 

본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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