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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누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철학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을 벌인다.  원래 철학이란 말
은 ‘학문을 사랑한다’ 는 데서 연유했음은 대학교 교양과목에서 배워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의
미의 일반화로 인해 철학 (philosophy) 라는 단어는 우리가 ‘확실하게 뜻을 세워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
고 있는가의 문제’로 확대 해석되어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일 (job) 혹은 자기가 누구인가
의 자기 신분 (identity)를 알고 거기에 기준하여 말과 행동을 하면 소위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철학지체 (philosophical  lag)라는 주제는 바로 이와 같은 철학이라는 의미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논하고
자 한다.

철학지체 (philosophical lag)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이며, 생각의 문제이고, 그리고 
행동의 문제이다.  철학지체란 누구인가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일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마치 교
통체증 (traffic jam) 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소통을 못하는 것처럼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이 ‘철학지체’는 우리 한국인들 모두의 절실한 현실적 문제로서 정말로 한국사회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우선적이고도 절대적인 명제이다.

교육칼럼에 ‘철학지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어른 들이 물려주면 안될 일이기에 
그렇다.  우선 우리는 무엇이 자기인가를 철저히 알아서 자기의 책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연
기하거나 지체될 일이 아니다.  학생의 신분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적 문제이
다.  따라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자기의 본분인 공부를 잘 할 때, 일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
고, 컴퓨터이든, 운전이든, 소위 어른들이 하는 일을 미리 경험해 볼 일이다.  공부할 학생이 공부가 제대
로 안 되면서 컴퓨터로 시간을 다 보낸다거나, 숙제를 안 한 채로 쇼핑을 다닌다거나, 유학을 와서 얼마 안 
되어 영어에 매진해야 할 입장에서 한국의 음악과 연속극에만 열중한다면, 이 또한 철학의 지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셀폰 (cell phone) 도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부모의 허락이 없다면 등록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학생들은 셀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셀폰은 사회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어른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갖고 월급을 받아서 자동차의 보험료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을 때 자동차
도 사고 운전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역시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행동하는 철학지체의 문제에 다
름 아니다.  교수나 교사는 학문을 수행하고 이로서 젊은 동량들을 지도하는 직업의 소유자 들이다.  요즘
에 한국에서는 일부 교사들의 모임에서 교사평가를 거부하는 모양이다.  철학지체에 다름 아니다.  한국사
회에서 법학대학원 (law school)의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그렇게 경쟁이 싫다면 어떻게 법조
인의 길을 가는가?  양의사 한의사 문제로, 그리고 의약분업 문제로도 한동안 시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자기의 본분을 모른 채 철학지체에 걸린 자화상들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대로, 연예인들은 연
예인들 대로, 법조인들은 법조인들 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들 대로, 확실한 철학 (solid philosophy)을 가
져야 한다.  경쟁을 받아들여서 최고의 질 (quality) 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문직을 가
진 분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식인의 사명 (noblemen’s obligation)이란 이렇게 다수의 대중을 위해 봉
사해야 하는 직책에 다름 아니다.

정치인들이 국회를 외면하고, 민주국회가 다수결을 외면하고, 국민이 총선 (referendum) 을 통하여 대통
령을 선출하여 놓고 5년 내내 욕을 하고 협조 않는 철학지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교수가 연구를 하
지 않으려면 교수의 길을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한다.  표절한 논문 문제로 한국의 대학사회가 얼마를 더 
홍역을 치러야 할까?  ‘연구를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Publish or perish!)는 말은 서양의 교수사회에서 
예 부터 있어온 통념이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거리에 나서서 외국영화 수입에 반대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
고 답답해졌다. 스포츠에도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라는 말도 있고, 너보다 훌륭한 사람을 채용해라 (Hire 
people smarter than you are) 라는 서양의 격언도 있다.  자신을 갖고 아주 한국적인 것이 최고로 세계적
인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경쟁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에서의 한류열풍,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한류열풍을 넘어 이제 한류 (Korean wave)는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움츠릴게 없다!  여자프로골퍼들을 보라.  LPGA를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 어렵다는 
PGA까지 한국의 최경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섰다.   하기 나름이다!  언제까지 차별 
(discrimination) 운운 하며 살겠는가?  돌파해야 한다.   의지로서,  자신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철학지체’라는 퇴보적 현상에서 헤어날 수 있다.  한국의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치적 철학



을 가지고 소위 정당 (party)를 만들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정당을 막론하고 철학으로 뭉치기 보다는 
당선가능성으로, 지역과 연고하여, 감정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선동적으로, 소위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
꾼들이라는 통념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인들 이라면, 더구나 대통령
에 당선되고자 한다면, 국내외적 이슈에 대해 확고한 정책을 우선 발표해야 한다.  어느 당이 진정한 보수 
(conservative)이며 어느 당이 진정한 진보(liberal)인가?  민족의 장래에 대한 대안도 없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도 아니며, 선동이나 하는 포퓰리즘 (populism) 적 정당 또한 진정한 진보가 아니기에 그렇다.

좋은 것은 우리 앞 마당에 (PIMBY: Please in my front yard!), 나쁜 것은 너의 뒷 마당에 (NIMBY: Not 
in my back yard!) 라는 식의 의식 또한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만연하여 있다.  물론 철학의 지체에서 비롯
된다.  더구나 한국의 부모들은 한 학급에 지체 장애자가 있는 것을 싫어하고, 동네에 화장터가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지체장애자는 원해서 된 일이 아니다.  도와 줘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고, 언제 우
리 자녀들도 그런 불행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누가 천년만년 영생불사 (永生不死)
할 수 있을까?  당장을 놓고 화장터를 반대할 일도 아니지 않을까?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Man is a reed that thinks) 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본
분을 생각을 하며,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남을 배려하며, 그리고 미래를 희망으로 자신 있게 바라보
며, 미증유의 안개 속 인생을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고 있을까?  철학지체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자기에게 
솔직해야 되고,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부단한 노력으로 실력을 쌓고, 남을 배려하며, 경쟁
을 두려워 말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행
동으로 실천할 때, 철학지체라는 수렁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신의 본분과 일을 철저히 알고 실행하는, 행
동철학으로 무장된 우리들, 한국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들을 자녀들이, 젊은 이들이 보고 따
른다면, 한국사회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런 국가와 그 속에서 숨쉬는 당당한 한국
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