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한국 유교의 자산과 그 현대적 변용 

충효사상의 현대적 의의* 

황 경 식 

1 . 孝道의 의무와 그 정당근거 

1. 왜 다시 효(孝)으| 윤리인가? 

1) 보완윤리로서의 효의 윤리 
칸트(I. Kant)이래 서양윤리학의 두드러진 득성중 한 가지는 이성 

(reason) 이 도덕을 정초하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다. 이는 이성이 단지 도덕을 실행하는데 있어 도구적인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이성 

이 도덕의 목적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때 우리는 그 

것을 실천이성 (practical reason)이라 부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으 

로서 칸트 자신은 목적가치를 결정하는 기능으로서 실천이성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실천이성의 형식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성의 실질적 내용을 소홀히 다루게 

됨으로써 칸트는 도덕 의 동기 적 (moti vationaD 기 반으로부터는 거 리 

를 취하게 되었다. 

칸트 이후 서양윤리는 보편성 (universality)을 도덕적 행위의 중심 

적 잣대로서 추구해 왔다 이는 의무의 윤리이건 권리의 윤리이건 혹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년도 인문사회 중점 영 역 연구 인문학분야 
V-5 “한국유교의 자산과 그 현대적 변용”의 연구비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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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ι1 의 윤피이건 어떤 윤펴적 행 l꺼이건 칸에 난서} 이후 서잉:안랴 

가 껴→여은 법규회(1egalizaüon) 의 경헝피 상관된나고 할 수 있다. 그 

려나 이랴한 성헝을 갖게뛰으로써 이성수의석 gι1 꽉은 가장 는본적 

인 인긴-관개 즉 부모←자녀간의 관개를 시야이1서 놓지게 되었고 그것 

음 보은(reciprocation) 의 관셰로 보지 봇하게 되었다. 혀 [ij 시양의 

웹리주의적 윤1:'.]펙에시 부L’자녀 판셰에 대하 이 감이 핀향원 평가 

보부터 노녁직으로 갖가지 관-행히 뉘결둡이 l-t따l-t게 펀다. 

박Lr-- 자1.;] 판겨l에 주목하지 않음으보써 생겨난 가싱 증대히 결과 

의 하나로시 헨대 시양윤리는 그로박터 사t상， 보삼핑， 존경이 생겨q 

는 바J 91간관셰에 있어시 패러다엮이 된 순거지점(paradigm point 

of rdcrcnccl-3.• 상설하게 펀디끈 진이디- 이 같은 핵심적이고 구체 

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처l힘파 이해기 없을 견우 디돈 이띤 인간관계 

보 실질적 의미를 획득할 수기- 없디- 인산으도서 기본적인 인간적 정 

체성 (hum;:m idcntity)의 상설은 서양사회를 풍미하고 있얀 개인파 

가정에 있어 갖기치 겉손작 성객파 변태적 특성날 및 공당저l적 l:l]극 

의 노쟁에 피해 입증되고 있디-

현피} 서구애 있어서 조야한 개인주의 (indi vidualism)는 부모→자녀 

관개에 데한 안목의 상실에서 오는 걷괴이자 : , - 전제라 할 수 있다. 

최는 서구시회는 분개의 섣각성애 대한 인식이 증디}되고 있끼는 승]

나 문제의 진정한 씬인괴 핵심이 어냐애 있는지 지l데보 파악하지 뭇 

하고 있는 듯 하나 가정윤비에 대한 갖샤지 논의뜯은 퓨재의 소재를 

올바프게 찾지 못한 채 :I_ 해걷에 있어서도 요령부득이라 생각된다. 

이는 바로 가족윤리단 박L’- 자q 판겨l에 성초하7] 봇휘으로써 그에 

내재하는 사랑， 보삼펙， 쓴정의 역농싱음 간과하고 그것이 lìt보 효에 

뿌리단 두고 있다는 사심욕 망샤하고 있기 때분이다. 이 감이 빗냐간 

사태는 정~l분석이나 의무， 꺼려 능에 대후l 합1:'.]작 담본·음 봉해시만 

은 Jι성 관가능하 것이라 생샤펀다. 

;r_히 시f의 가정이 지나치게 부부증심 입빈노로 기꽃 π- 있으q 

진차 겉흔이 인생의 선부보 아니고 _!1_편적인 펀상도 야년 것으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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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ι 있는 사 정 01] 수꽉할 필요가 있다. 걷흔히자 않는 념 녀 독신자가 

정증õ].피 있는데 비해 넙녀를 불분하고 : ,. 누구도 어떤 이의 자녀가 

아닌 사란은 없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시란을이 자녀 갖기를 기피하 

는 까닭이1 자녀에 데한 부모의 관개를 고려 할 필요가 적어지는데 나l 

해 부A’에 대히 자니의 관셰닫 :π.:，]한 펴요생은 여전히 센석하다고 

한 수 있다. 당사자의 션택에 의해시이낀 생견학작 이유어|시이간 박 

부가 자녀단 갓지 않거l 쉰다면 자미양육 능 자니에 [ij 후l 박모의 관 

겨l에시 생 7]는 분저|는 없어친다. 그에 나l 해 우려가 언간빈 현，. 성사 

유진공학직 센짜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지라노 부오에 대히 자 

녀의 분자|는 없음 수가 없으며 따라시 효노의 분처l는 빈간의 보편즈! 

인 문세쿄 난논디얀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디-

현내 서구 윤려에서 상호호혀l 생이니 괴은지정을 무사해온 까턴으 

쿄 부보의 자녀에 내한 덕꼭-파 의무만을 강주하고 그와 상관펀， 자녀 

의 부보에 내한 의무와 덕꼭-을 강죠하지 않은 니머지 노인복치문세 

가 심각한 사회문세쿄 대두펀지 오례이디- 이븐 정부q 사회에 염청 

난 새정적 부단이 될 뿐낀 아니내 부보에 내한 자녀꾀 책임파 꾀무 

를 사회이1로 이전， 전샤시킴으로써 가정구조와 자녀의 도막 석 성꽉형 

성에 있어 상딩한 취약성을 걷피해-게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싣인 것이다. 

2) 효익 의 11] 외 구성요건 

인간성이 우 펴가 갖는 다잉한 /]본감정 속애 드러난나는 것은 인 

간의 삶에 있어시 두브려진 히 까지 사선이다. 이러히 김정둡 증에는 

인간의 삶필수 유지하고 인간의 싱승1음 보츄하며 빈간의 행복에 기여 

하는 그러하 빈간행위단 명하는 근본직인 김 성이 있다. 그것이 바보 

보삼펌‘ 사랑， 현~l ‘ 쓴정과 감은 7]본김정이며 이런 기본깅 성은 노녁 

직 행위단 뷔후1 강펴하 농기가 된 뿐만 아니라 노녁직 행위에 수l 전 

직 내용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시 그 감은 깅성은 노녁직이고 

규‘빔적인(norm8ti、.Tc) 갑정 6~~ 불칠 수 있얀데 이쓴 ‘보덕 11 빈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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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라 한 깎정 01• 마탕승1-피 있 기 때퓨이 다. 

물불 부모에 데한 시링과 츄성은 부모의 시링고1 캔-산펀 속애서 성 

장한 어 린이애 있어서 자연스셉고 /1본석인 감정받닫의 걷과-요 심 적 

내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효의 최순형내는 부모익 사링과 검-신펀을 

보다 쉽게 반고 그것욕 강화하기 위해 부오의 의노와 소망에 I짜닝-고 

자 하는 것으보 본 수노 있다‘ 그러q 부A’페 대히 사랑과 갇5겸으로 

시 효의 요소듣은 심 성 의 샤싱 (rrwakening ，)으로 간주된 수노 있다‘ 

그러하 심성이 어련이의 본싱 속에 둡어 있으냐 여낀에 따라 셰악， 

강화됨으로씨 A의 녁으로 싱싱하며 까싱과 생잔의 과정음 통해 의 

무직빈 것으로 만진하거l 쉰다. 강의 겨l 밤과 반닷과성은 마지 71낙jι 

윤리학자 부버(lVL Hubcr)7} 밀한바 니 당선(l Thou)에 있아서 상호 

_Il_살펌파 사량객 관계와 유사하디-

부버에 띠르번 투 개인간의 니와 당신의 관계은 일방이 타방에거| 

자선을 선적으흐 :주고 헌신하며 상내의 욕구， 소 1앙， 두려 움을 함께 

하고 그에 침여함으쿄써 서도피 존새기- 읍합하여 일처l 기- 되 r- 데서 

성럼하고 군이지거l 되얀 것이다 이 같은 기본적인 인간관계기- 최축 

로 경힌되고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개 

가 이년 수 없으l끼 너인과의 상호신뢰와 시랭의 관개도 부자관개를 

반객， 확피}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인칸은 : ，라한 관개이1 피}한 닫없는 

노스탈자적 : ，.피유을 가시 11:1 :'‘것으효 희귀하피자 하는 본능을 지니 

고 있나 이는 기독교외 간은 서구 종쿄에서 신피 인간간의 관개를 

생각해는데 있어서도 원형적 폐려다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분현직 자뇨릎 분석하게 된 경우， 녁히 「놈어 J (論語)에 나 

타난 공자의 언‘만음 r참고헨- 겸우 :i't의 二f생요낀은 크거l 서l 까지로 

요약된 수 있다. 첫째 →f싱요낀은 不j~(no dîsobedîence) 속 어갑이 

없고 이치에 어긋q지 않음이다. 두 1서애 구생요낀은 전養(capabîlity 

01 support) ~수 봉양한 능박이 있다는 것이다. 세 1서째 구성요건은 

尊敬(respectfulnes s ,) 속 마음으로 공겸하다는 것이다. 이 샤샤의 의 

미와 상호관계를 _Il_디 자세히 부언하고자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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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벤째 요건얀 어감이 없어야 한나는 것애 대해 감자는 이를 부 

모애 대해 감손한 내도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산벙한나 즉 ‘션이개성 

때는 예로서 모사고 뜯아가시변 예로서 장려1하l 끼 예로서 재시하라‘는 

것이나(굶뚫T 머孝 了 B꺼낼 .... 了B 生事;:7JJ~L 死홉2.以~L 쭈 

2.J、J)~Ll J ) 부L[의 의노와 소양음 듬어주그T 거역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냐 어기지 말라는 요f튼 지，+치거1 문자 그대보 해석?l il요는 

없다 직어노 공자에 있어 부L〔에거1 공손히 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이 

변 무엇이든 듬어주고 맹목직으로 따닝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시 공 

자는 부h1 가 노녁직 과오닫 범한 경우 가니는 변L드럽게 만듀δl그T 셜 

늑해야 하며 셜사 부h1 가 능지 않음지라노 건핑말고 공손히 대해야 

한다는 섯이디 띠내서 효의 첫 번째 9 건의 핵심은 공손란 태보를 

유지하며 부모기 보더적 파오를 빔하지 않게김 최선 S 디하든 일이 

내 할 수 있디 ( 명子 ... M:~엽 子從@ι令 그T:'업 J: 'Y 子R :R:I매 ;i1P 

父有깎子 則身랬P당於不義 Iá當不콩숱 RiJ子不그T (;)，不CJl'於父 . )이 

공손파 에의를 이 같이 강죠하얀 것은 효의 시1 번째 구성 9 건인 

존경파보 상관도l 얀마] 공자는 아니1 란 9 구를 두 번째 구성요건인 능 

앙고} 관변해서도 마한나 익 는년 사 란틀은 효도듣 물질적 양양으로 

간수한나 I 랴 L} 개냐 마의 경우에도 물정석 양양을 한나 만얀 우 

이가 츄경심이 없나변 부모듣 봉영함에 있어 차이샤 무엇인샤‘ 여가 

서 장사는 물정적 봉영의 중요성을 무시-01 시는 않으l 끼 단지 물질적 

양양애 있어서 효애 필요한 차별적 내도에 행싣을 지석한나 우 '-'1 샤 

물질적으로 양양하면서도 부모를 쪽성하시 않으면 /，0나 기}듣 /1 드는 

일과 다닫 바가 없다는 것이다 흔칭과 더건어 이푸어직 때 비보소 

봉양은 강노에 있어시 의미듬 갓는다 (+ili問좋 f니今之孝者 f란듬몸jg 

養 금프於치특 皆tfíj~養 기 敬 f可jι빔j乎)0) 

하지만 다른 힌띤 효에 있어시 딘 직직 봉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칭 

1) ，論語，. 월政篇 rJr~띨때별 y뭄社 1866 참주 
~) r뽕삼，. 課똘篇 

,3) r폐돼」 딩J:zl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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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꽃경 또한 표현될 수가 없다. 따라서 물질석 봉잉은 효를 실천하

는데 있어 필요조건이시는 하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바 

잔가지로 강손한 l꺼도 역시 효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능맥이 닿는 한에서 

봉양음 기대한 수 있으며 능팍이 있는 현|에시 봉양이 없는 공손 또 

하 유명무집이요 히건l허직입 뿐이기 l내분이다. 

따라시 :강의 서I 1시깨 요간인 ‘존경은 깅→후l 의미에시는 딘~전작 봉양 

까지 내포하며 이것 없이 갇5겸이란 공허하 판념에 관과하게 딘다‘ 그 

러l-t 관전생황이 충족되고 더 이상 봉양이 관핀요하 한대사회에시노 

부오는 자니듣보부터 성~l직 위아과 따뜻히 가슴‘ 추l널후l 의사소봉과 

_Il_살펌 등 이렌 정신적 봉양이 디없이 준‘g해신디 .OH-:. 불질적 성-양 

파얀 뜩자적으쿄 정신적 존견이 .!:qol 블 갖게 되븐 이유이디 이것은 

첫째 요건인 에쿄서 성기고 장례하며 세사하쓴 것파 상통하며 걸국 

존견없이 효보얀 성럼할 수가 없얀 것이디-

3) 효( J) ‘ 인의(仁義)의 뿌리 

이상에서 산병한 효는 단지 부자간의 관개애 있어서 만이 이 니라 

모든 행워의 뿌-이(孝， ú行之本)요 인긴·팎의 마탕(孝， 탔人之本與)이 

라 할 수 있다. 나이가 유교에 있어서 모든 사회 g펴는 가정윤비의 

반객석 확장으로서 가정요이인 효는 인반석인 시회윤피인 인의(仁義) 

의 뿌-이요 인의는 효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띤해서 주복할 

만한 것 풍의 해나는 -양A:t의 인의 개넌이 날병히 구단되는 것은 이 

니냐 두 까지 즉면으보 섭명된다는 석이다. 

히편에시 인(í ~‘ humanit_v .l 은 현섣직으보 부L’-의 자녀사랑에 바텅 

음 두고 이해딘다는 점이다‘ 예단 듣어 통치자가 그의 벡싱음 보삼펴 

는 경우 봉치자는 맥싱욕 꾀이고 박깅하게 하며 1서생하게 하:π- 교육 

시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감은 공자의 놈변은 맹자에 의해 보 

다 강화되어 통치자는 백생에 대해 부L〔의 사t상 즉， 인으보 다스리야 

한디얀 인정(仁政)파 덕지(德엽}를 내시l우개 띈디 



충효사상으j 현대적 의의 41 

다픔 한편 인은 부모에 피}한 자녀의 시랭 측 효외 행지l긴-의 사랭 

즉 재포부터 Ll온다. 즉 효재(孝弟)는 인의 뿌-이라는 것이다. 시란이 

효재를 터득하변 권뷔틀 어끼는 이 기의 없피 권우}를 어시지 않으변 

분란을 인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물록 이는 인종익 유나l 논층으로서 

효제가 권위에의 복종음 휘-축하q ;r.히 그것 은 파가 사회가 가정과 

감이 소식， ;f싱되었다는 진저|듣 요→f허다. 여하는 공자는 인이란 91 

.~~사량이요 자7]탄 극복하여 예릎 회복하는 것(克디復~옆)이라 했고 

극-기복하l는 、it 처l에시노 요→f되는 요소라 렌- 수 있어 이렌 관;섬에시 

노 :i'i-.처l는 인의 뿌려요 바팅이라 한 수 있는 것이다‘ 

효의 서l 까지 →f싱요낀은 그대로 인의 개념에노 직용된다‘ 우/션 91 

-S 일반인에게 적용할 경우 그것은 사당날을 존견파 배려도서 대우 
하얀 것을 의미한디 부보의 소l앙파 관심， 필‘~l 등을 존충하고 괴살 

피얀 정신 o_~ 타인의 소1앙‘ 관심， 필R룹 이해하고 _il_살피며 존겸하 

은 것은 타인꾀 존새， 존염 생， 인객을 인정하얀 것을 피1]]한디- 또한 

효에 뿌려를 투고 있끈 언은 처음-부터 의(뚫， rigl1t<:~ousncss)를 내포 

하고 있얀 센이디- 씩의 개념은 올-바든 사간， 옹-바든 장소에서 올바 

른 인을 행해는 것을 의 111한나 :1펴고 : f_것은 우랴가 녁인을 진정 

독볍적 인격으로 간주하피 우 이 자신고l η1-잔샤지로 인정만을 가치가 

있는 츄치l임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마로 효의 서} 번째 요건인 

츄경고} 상잠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걷국 인 · 익는 부모에 데한 효도익 정신을 시회석으로 확대， 적용 

한 것으로서 효의 ]검-편회?-} 할 수 있으l끼 튀칩어 까하면 효는 인익 

의 7]본 의 u]릎 박Lr-라는 늑수하 I'H면싱에 二f현히 예화라고 한 수 

있다. 그러내 유_1 t!.에 있어시 가성윤?-]의 학대로시 사회윤려닫 내세우 

는 입톤은 냐가사회가 가성의 학대편이라는 g:_ 하1-}의 전저|릎 빈어 

시 만이 의미븐 갖는다. 하지만 오늠납 시민사회내 냐민냐가는 이러 

하 뇨’-행욕 홍해 섣명되기 어쉽다는 점에시 유Jι윤리의 헌대화가 갖 

는 후l 까지 어;:，]분 과제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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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도의 의무에 대한 정당화 논변 

효보의 의무에는 노부모 성 양) 병뉴 부탄 산호， 무단와 함께 지 l꺼 

기‘ 부모와 동고동락하기 등이 포함되며 이톤 일건 당연란 의무 

(ptima facie obligalion)로서 만이듣여져 왔나 ""]시만 최난 많은 사 

란듣은 ~ ，_애 대해 피중한 부튀깎을 갖게 되，，] 괴연 효도익 악무는 

있는가， 섬신의 봉영。1 도막적 요구사항인가，.애 대한 침아석 정딩 

호1 난기는 무엇인샤(jusLificalion ，αgumenl) 등의 퓨재재시 를 하게 

된나 대체로 효도악 의무즘 시지하는 납기애는 3_게 서1 샤지를 듣 

수 있는데 상호생 1 τE혜성 (reciprocily) 논변， 우 정고1 우 의 (fTiendship) 

에 의창1 놈변， 보은 흑읍 김사(gratitude)에 의후1 놈빈 능이 바로 그 

것이다1) 

1) 호허1 싱 (reciprocity ) 놈빈 

호허1 싱 혹은 싱호성은 반응 이늑에 대해 성노Lf 종듀에 있어시 농 

입후1 혹은 그에 싱낚히 것을 되등i'] 즙， 즉 되갚읍(repayment)욕 의 

미한다 인간관계에 있어 주고받음 간의 비려1만계는 통상적인 보덕적 

기내 9 도덕작 9구사헝이고 의무이며 부보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어 

서보 에외는 아니디 

션통적 보덕은자들은 내처I]~ 이런 논변 S 옹호해 온 샌이다 자식 

들은 부모도부"] 피와 살(유전적 기어 l 뿐깐 아니내 양육 사회작 lι 

살펌 (lι호， 교육， 사회화);; 받얀디 물은 이븐 부보와 자녀관계에 있 

어 부모의 악무(이시는 하냐 ]런 혜대을 만은 자녀는 되갇을 효악 

의무를 샤짐이 당연하l끼 이로 인해 특수한 악무(speciι11 obligalion) 

로서 효도가 정당회된나는 것이나 

와견상 직관적 호t력을 갖가는 ""]나 효도얘 대한 호혜성 논변애 

는 벚 가지 문지1가 지1 시된나 우 선 。1 논변은 자삭얘 대한 부모의 의 

41 Ethiαli PartÎcu!arÉsln and Fi!ia! Obfigatiof!s. Sung Dong Ilan(_A 

Dissert.:1tion) 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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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외 부모애 대한 사식의 의무(효도)간의 비디}칭성을 무사하고 있냐 

는 나1판이 재사된나 부모의 의무는 자빈석 선매고l 행위(출산1 엽앙) 

애 의해 스스로 부고l 한 의무인데 나1해 효도의 악무는 자녀의 나1자받 

석， 불가펴한 팽위에 의해 미융석으로 부샤된 으1 무인 것이시 부모의 

의무보부터 자니의 의무가 생호직으로 생겨난 것이 야니라는 것이다 

냐아가시 부〕h1 의 의무에 의해 주어꺼 허1택의 내용， 즉 그 직이내 

범위듬 측정한 수 없음 뿐 야니라 자니의 it노의 의무에 의해 되갚 

거1 벽 허1 텍 또창1 죄직으로나 양직으보 측성 관가능하다 따라시 두 

의무간에 슨재하는 \1 1 대칭싱음 무시힌 호에싱 는변은 다소 설늑팍에 

있어시 약화원다는 지직이다 

호혜성 논변이 갖든 두 맨째 문세는 부보와 자녀간의 관계논 개권 

자와 재무자간의 만계와 상이하디븐 진이디 호혜성 논변은 개권자 

재무자(rrc ↑ itor dcbtor) 관계에 」ι디 적합하며 여기에서븐 공평성 

(imp8rti31ity) 원작이 요구되븐 [11 비해 부보와 자녀간의 관계에서톤 

편향성 펀애생 (p3rti31ity) 원리가 요구된디 또한 채권， 재무만계에서 

는 재무기 변세되번 관계기 소멸되나 부단와 자녀관계븐 영속작인) 

강동의 정체성을 갖는 강유걷암(covalenl bond) 악 관개이나l 

2) 우 정 (friendship)애 의한 논변 

우 정논A}듣은 부모의 사녀간악 관기1는 동등성애 납기한 채권 채무 

의 상호성]댐 나는 친구듣간얘 능력얘 l[}라 수고 필요에 l마라 만는1 행 

편애 l[}라 상부상조01 는 우 정에 의해 냉 나 장 산명될 수 있냐고 한 

다 따라시 부자간에는 싱 호 동능칭1 ι환핀겨1에 있어시처힘 주되[벤는 

것음 성확히 측정한 수노 그럴 '-'1 요노 없다는 것이다 

따라시 부h1 와 자식간의 핀겨1에 있어시는 깅히 자식이낀 약칭1 자 

식이낀 부h1 의 농입후1 사량이 주어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시는 더 

땅은 보삼뛰이 ).fJ요히 자식이 더 콘 사t양음 반음 수 있다 또히 부ι 

가 노움음 ).fJ요보 하는 칭우에노 능막있는 자식이 더 큰 노움을 까 

õ) 위의 젝 pp.llG-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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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으l끼 이 점에 있어서 친구간의 우 정관기1외 시곡히 흔시하 

나는 것이나 

]랴냐 우 정의 논면이 상호성 논변]퀴 나 터 I 날1듯한 점이 있는 것 

은 사싣이냐 이 또한 벚 가지 반록을 이겨니1 시 어험나 우 선 칫 번깨 

만돈은 부l1-와 자니간의 핀겨1는 ~l-+닫간의 우성판겨1와 갇음 수가 

없다는 섞이다 ~!~f듣간의 우성읍 성확힌 것읍 아니냐 다양창1 측면 

에시 생당후1 동능싱음 전저1보 힌다 이에 비해 부모와 자니간에는 우 

정에 있어시 중요 셰가 9l 권위， 자육싱， 녹갑싱에 있어시 4생능하다끄 

한 수 없기 미1문이다 

두 1서째 만온읍 부l1-와 자L]간의 판겨1에 있어시는‘ ~lf등간에 있 

어서와 같이 우정이 식이지번 서E에 내해 의무기 소멀되듯 효보의 

의무기 쉽사리 소멀되븐 의무기 아니내는 진이디 부자간에 우정의 

유무와 상만없이 부모와 자녀간의 유내기 갖든 유선작) 사회적 딩일 

성은 헝구적인 것이내 할 수 있。며 그런 진에서 효보얀 우정을 능 

기한다는 것이다 fj) 

3) 깎시 (graLilude)얘 악기한 논변 

깎시 냐 냉 은이라는 기}넌은 니인으로부터 만은 이득。” 며해 심 신앙 

변의 반응을 의미한나 :1.런데 인반석으로 깎시냐 벼은이 도막석 요 

구의 중대한 한 윈천。1 긴 "1 냐 ] 걷괴샤 신체석 행위막아 이니라 

정신적 깎정까지 I/-→한한나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나 따라서 。1 간 

은 냉은고l 깎사가 요구되시 위해서는 벚 샤시 선걷조건을 충순시킨 

).fJ요가 있다 

우선 감사냐 보은지성(휘j힘흐情)음 유악하기 위해시는 illl 푸는 자가 

자악직‘ 의노녁， 이타직으보 1'11 공어야 힌다 그리그T 또히 illl 푸는 자는 

늑수히 희생이，+ '.c띄음 통해 그러히 허1텍음 1'11 르f 어야 히다 같으보 

허1텍음 받은 자의 의지에 바하는 간섭직 에텍입 경우 그 허1텍응 어 

떠 노녁 워직노 위깨휘이 없이 주어지야 히다 이싱의 소낀이 충족되 

GI 위의 젝 pp.12G-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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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경우 혜대을 만은 자는 진정한 의 [11 애서 껴→은시정을 갖게 될 

것이다. 

깎시， 검-은。l↑ 의기한 논변이 앞서 지l시된 누 논-면이11 u1 해 신득맥이 

검-다 콘 이 유는 :1.것이 상호성 논변:;-，1 닦 되갇유의 요쏘를 한측õ1-번 

시노 채권‘ 채무와 갇은 능가Jι환 판겨l듣 능가하기 띠l분이며 또히 그 

것은 우성의 셰 71닫 내포하면시노 그것같 년어시 지속직이 :π 정~l직 

인 우의픈 섣명한 수 있지 띠l분이다. 그러나 깅사에 의거하 놈번에노 

제기된 수 있는 1샤본-이 있윷 수 있다‘ 

A노탄 김사로 보는 농빈에 [H히 가싱 큰 까본-은 부L’-가 자녀에 거l 

혜택음 비l푸는 것이 부ν의 꾀염이요‘ 의무인 까닭에 깅사의 정음 유 

말할 이유가 없디븐 것이디 감사의 정을 유발하븐 것은 외무 이상의 

(Su pcrcrog8tmy) 희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디- 띠셔서 우려r- 부보 

의 당연한 .!1.살펌에 내해 감사할 필 R기- 없으며 효보으} 의무븐 있을 

수 없디 r 것이디-

이에 대해서 갑사관자날은 부보기- 자녀릅 .!1.살피끈 것을 단지 일 

빈적인 유형꾀 띄무가 야니내 특수한 역할파 관련펀 피무일 뿐만 야 

니라 :1.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부모의 동가 Ll [지도에 있어 :1.들은 단 

순한 의부의 요구를 능가하는 까닭이1 자녀 편에 있어서 감사하고 받 

은õ1-..:ι A:} 해는 특수한 의무가 생겨나는 것은 암딩하다는 것이다. 

이 밖애도 깎시 논-변에 피}한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 니 

나 이 논변이 잎서 재시한 상호성 논변이나 우정 논면이l 나l 해 뷰→다 

신득랙 있는 논 1변이라 생각된다. 이는 잊선 누 눈변이 샤진 강점을 

보존하면시노 그 두 놈빈이 가친 후l셰릎 냐듭으로 보외하고 있기 띠l 

분이다. 결피 강노의 의무는 생호싱‘ 우성의 겨l기듣 지니면시노 그것 

음 년어시는 보은지정에 뿌리단 두고 있다 한 것이다. 

4) 보은과 장의의 호허l 싱 

그랜데 이싱과 감이 ;강의 의무가 검사와 보은 개념필수 봉해 정당화 

될 수 있디고 할 견우 호혜성 논자날의 한 기자 반둔이 예상펀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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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어떤 사란이 냐얘게 인정한 혜대을 에풀기나 이득을 줄 으1 

무가 있을 경우 ~ ，_로 인해 니1 샤 동등한 혜맥이나 이득을 되갇을 으1 

무가 생시시 않유은 사싣이나 ll}라서 호혜성 논사듣이1 의하면， 부모 

가 사녀듣 ]댐섣필 의무샤 있나는 사실은 자녀샤 부모얘게 :1. 벼산띤 

음 되갚음 효의 의무튼 악생시김 근거가 되지 않읍읍 당띤하다는 것 

이다 

예닫 듬어 우씨부의 칭우에 있어시처텀 그가 냐에까 핀지닫 깨닫 

하는 허1텍음 111] 푹 의무가 있는 이싱 그 에택은 성악하게 내에게 속 

하는 것으로사 이보 인해 되갚음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오히바 그가 

그러히 에택을 111] 푹지 않을 칭우 Lf에게는 건!펑 ?1 권리가 있다그T 승1 

수 있디 그니1 니 호혜성 논자들은 이 같은 호혜성 개념은 빔적인 /1 
래 휴은 준 빔적인 거래에 선형적인 모형 Ò~~서 。1 경우 개권 재무 

의 관계기 형생되고 채무변세의 의무가 있게 되며 변세기 이루어졌 

S 때튼 그 같은 만계기 중묘되븐 것이디 띠내서 이 같이 빔적인 단 
형의 호혜성 개념으E는 부보 자녀 간의 효도관계를 설냉할 수 없튼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겉국 룹은 의미의 호혜생에 있아서논 상내 

의 의무샤 이니면서 인망이 요칭한 혜맥에 대해서만이 호혜성 의무 

가 생겨냐l 끼 옹등한 되긴유애 의해 관기1가 총걷된나고 할 수 있나 

요약하면 칫깨， 혐의의 호혜성 팽위는 으1 무로서 요구되는 혀1매애 

대해서는 암딩하게 시대되지 않는나 도깨， 요칭된 것이 아니라 자받 

적으로 。1 투어진 희생에 대해서도 연악익 호혜성 행위는 암딩하게 

1] 대띄지 않는나 셋째 1 혐의익 호혜성 행위는 애초익 희생이나 혜매 

에 대해 양직으보 대애보 농능후1 되갚읍이 요f되며 이것이 일단 수 

행되변 호허1 직 핀겨1는 종경되는 늑싱음 갓는다 7) 

그라 Lf 호에싱 J놈자닫읍‘ 션의 (good will)의 행위에 대히 감사Lf 

보응은 광의의 호허1싱으로시 셜맹권 수 있으며 이는 위에 제시인 협 

의의 호허1 싱이 갓는 샤 늑싱과 다브다그T 주성힌다 것깨， 션의의 행 

위에 대히 감사와 보응은， 반응 에택이 의무보시 요f인 것입지라노 

71 Fili81 Oblig8tiαlS and Justice, Yamamoto Ym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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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당하게 시대될 수 있냐는 것이나 툼째1 선의의 팽위에 대한 깎시 

냐 ]껴은은， 요칭되지 않은 사빈석연 희생애 대해서도 암당하게 시대 

될 수 있나 ]이고 끝으로 넓은 악 '"1 익 호혜성이 갖는 한기1는 최순 

의 선의의 행위로 수어진 희생의 잉애 의해 걷정되시 않는나는 것이 

다 

경」r 호허1 싱 는자닫으} 이생과 감은 주싱에시와 갇이 호허1 성을 협 

의와 광의로 f분한 칭우 감사와 보응은 광의의 호에싱으로 해석띈 

여지가 있으며 따라시 g의 의무가 호에싱으보 설명떤 수노 있다는 

귀경에 이닉게 띤다 이렌 판점에시 위의 서1 가지 놈변에 대히 우리 

의 놈의듬 다시 정리해 보면 호에싱 는변에 대히 비펴작 놈의는 협 

의의 호혜성。도 효익 의미기 세내E 설냉필 수 없디븐 섯이디 그리 

고 우칭의 논변이 갖븐 의의는 협의의 호혜성이 갖얀 협이l 성3.. "1 작 

함파 당시에 호혜성의 의미기 lι디 획장되어야 할 계기를 세시하고 

있다는 진이다i)) 

rE란 굉익의 호혜성은 호혜생의 내포니 본실작 특성에 있아서의 

확내뿐깐 아니내 적용내상이니 외연에 있아서의 획내보 의미한다고 

생각된나 사실상 부모의 자녀간의 호혜성은 동등한 누 딩사자간의 

가역적 호혜성이라시냉나는 조부모얘서 부모로 부모애서 자녀로 윗 

서1대로부터 만은 혜맥을 나시 나유 세대로 에푸는 I 매서 이행적인 

호혜성이라 할 수 있나 하지마 이 간은 니1 이 사땅의 호혀1 석 강동체 

약애서 우 이는 모누 암 에대애서 시링을 만고 나유 세대이1게 시링을 

되긴는 인뒤의 호혀1 네드워R애 간여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전통윤리 ~l 삼강오삼의 기만이 되는 것읍 바로 부자유f! 

(父+tT생)이며 이것이 보여주늦 부자판겨1와 그 득싱은 ~I(챔)힘에 

긴거듬 두그T 았다 또히 친후! 읍 부L[의 자식사랑(父씬)과 자식의 부L 

L[사랑(+孝)이라는 두 가지 겨1기듬 가지며 이는 어느 입맹만으로는 

싱핍한 수 없는 싱호의무보시 요정되는 쌍무노녁(맺J111흠생)이라 한 

수 있다 하지만 이 풍에시 유녹 강노으} 의무가 강소인 까낡은 자식 

81 위 깐 {i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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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이 쉽사리 나타나는 자연지정인데 비해 부모사량은 보은지정으 

로서 후자가 전자에 의존하는 인위적 감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 

다. 

II. 忠의 의미와 그 현대적 변용 

1. 돔양전통과 층의 윤리 

유교윤리에서 충(忠)의 덕목과 자주 짝을 이루는 덕목으로서 등장 

하는 것으로는 서(뿜、)， 선(信)， 효(孝) 등이 있다. 물론 이 같은 덕목 

들이 각각 등장하는 문맥이나 맥락이 서로 다른 만큼 이들과 짝 개 

념을 이루는 충(忠)의 의미가 온전히 동일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그 

들이 모두 충(忠)이라 불리는 만큼 그 공통된 의미를 찾아보는 일도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서로 맥락을 달리하는 상이한 함축을 이해하 

는 일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저l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 같이 

상이한 맥락과 문맥에 주목하는 가운데 충(忠) 개념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해 보고자 한다 

1) 관용의 전제로서의 충 (忠 · 평) 

공자의 애제자 안회(頻回)가 요절함으로써 공자의 도통은 증자(曾 

子)가 전해 받게 되는데 증자는 스승의 도를 한마디로 충서지도로 

요약한다. 공자는 제자 증삼을 불러 인간의 도리가 한 원리로 일관 

(콤道 一以貴之)되어 있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후 납득 못한 다른 

저l자들이 증삼에게 공자의 뜻을 묻자 증삼이 이를 충서(忠、평)로 풀이 

하였다 이렇게 이어진 유도는 증자로부터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 

를 거쳐， 다시 맹자(굶子)에게 전해짐으로써 유교의 전통이 서l워졌던 

것이다 9) 

9) r論語」 里仁十五， 新譯四書， 玄岩社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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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朱T)샤 뷔의 구절에 데해 주식허가를 ‘나를 L}하는 π1.유(盡 

c之心)이 충c긍、)이요. Ll를 끼투어 넙애게 끼침(推다及/、)이 서(忍)‘ 

라피 하여 충서(忠;앤)의 」ι전적 정의를 니l피피 있다. 이와 간이 충서 

의 요지는 진기외 추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양자는 또한 서로 상관없 

는 별개의 것이 아니:π 판가분의 잊지l라:π 복다. 그래시 충C~、)의 만 

헨이 시(폈)요， 시(했)의 tl~팅이 충C~、)이니 이 굽은 닷리 얄해시 ~n 

와 용의 관셰에 있다고노 한 수 있다‘ 

주희 에 따브면 ‘충(찌)과 시(폈)는 날로 분리된 수 없다. 바야흐로 

충(!민)잊 l내에는 시(꿨)듣 야적 본 수 없으나 시(폈)에 이브러 그 가 

운데 행해친다’? 히다‘ 어떤 주석가의 다음과 감은 요약은 보다 성 

극을 찌묘얀 듯하디 ‘중(찬}은 마음을 두고서 말한 것이니 냐룹 디하 

톤 마음의 신설되지 않음이 없r 것이 그것이‘g‘ 서(싼)얀 사맘을 대 

하고 사불을 디루얀 견우를 두고서 한 말이니 이튼 L~ 바음의 신설 

됨을 미루어 인간파 사불에 미침일 뿐’이내얀 것이디-

이상파 같이 중서{낸뿐‘ )어l 내한 기본적 이해에 바탕을 투고 생각할 

때 공자에 있어서 도덕의 기본원리인 인{仁)은 어이 기-지 디양한 방 

식으로 선벙되긴 하나 여시에서는 다λ1 층자에 의해 충서(忠、忍)보 해 

식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에서 충서 (;2、젠)는 도막익 는간을 이투→는 

u} 양심의 니l적 성싣성 측 충싣(忠)고1- :1. 외석 lf_현으로서 너인이l 데 

한 동정섬 혹은 관꽁 (忍)으효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충(忠)의 빌 

현으로서 서(젠)는 단순한 동정이나 용서의 캐넌을 념어 칸드(I 

KémU까 까한 마 검-편회 가능성 (uni versalizabiIity)의 원펴외 갇은 

입면음 보이되 있다. 따라시 시 (JIB)는 용시와 갇은 단순현1. 늑성 녁복 

음 년어 노녁의 기본이 되는 잊까워 ?-1보 이해휘이 보다 펙 L샤한 늦하 

tl 
승시(!민폈)에 [H 히 보충직 섣명에 lrt브면 그것은 두 단겨l ‘ 속 소二{ 

직빈 만셰와 즈!÷{직인 단셰로 나누어 말한 수 있욕 늦 하다. ‘냐에게 

’11]품어집음 워하지 않는 것같 또히 남에거1 1111 꽃자 당라， (디댄가欲 씨 

삶於 A、}얀 바르 소극적인 증서(파젠}를 기→묘치쓴 것으쿄서 이븐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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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벙 법(Oon’L)으로 표현되는 은백둘(Silver Rule)로 ~당용 된나 서 

(맨)의 의미즘 이 간이 /，0극석 규정으로만 이해할 때 ，.것은 시독쿄 

윤이의 핵심인 황금율(Golden Rule!괴 대내룹 이운나 

，.랴냐 「f쿄으1 충서(忠펴)사상 역사 이 간이 t극석 단기1 듣 념어 

‘1.+에거1 111]푹어짐음 워하는 것음 남에까 1111 푸어라는 것으보 퓨뀐되 

는‘ 즉 부성음 통해시가 아니라 긍정음 통해시 핀뀐되는 작극직 9l 측 

변이 있다는 석에 주목한 ，，1요가 있다 놈어(듬해語)에시 공자는 ~I자 

는 자선이 시되자 하는 [내에 남욕 에우y- 자선이 이닝끄자 하는 너) 

에 남을 이닝까 히다(( 용 己~jz立띠〕立/、 己w'j'순띠li운/、)그T 하여 작종 

목표가 작소윤리듬 넘어 호1 대윤리 ~I 황금육의 섣헌에 있음음 분명히 

하고 있디 

2) 신뢰의 원잔 Ò~~서의 중1，다 • 信)

깐어에서 공지는 디 S 꾀 간이 믿히고 있디 ‘군지기 선숭하지 않으 

면 위염이 없고 공우은 해도 공고히)지지 않는디 성석괴 시피에 휘쓰 

라 지기민 뭇한 지든 지구히 지 믿고 지니 짐이 있커든 서슴지 믿고 고 

쳐 이 (T 다 띔T:T!톤m 不@!( 은i"AF기C::[!!d_ 王ιt、信 Ílil友不po건드악 ]원A'J끼뼈 

改)뉴 섯이다 'F한 샅은 채 다든 백락애서노 역시 성실A 신뢰에 「
력하이(드，~3즘J 그비 -l/_ 자기만 뭇한 자를 사귀지 말며 A오는 서슴지 

막고 고지라고 권고힌q 이 같이 주증신 즉 싱설과 신뢰의 머。1 곳곳 

에시 쌍개님으루시 깅주되고 있유응 볼 수 있나 101 

이상의 구절에 내해 추 흐1 든 스스-~ 내부에서 g→직여 자신의 마응 

s 디하븐 것(양心벼뚫]이 중(\\;J이고 사불의 이치와 보리에 띠내 어 

낫난이 없는 것(끼D찌無違]이 신(信)’이내 했디 니아기서 웅(피)은 신 

의 뿌이요 신( I듭)은 충의 표현이라 했나 한편 충(忠)피 선(信)이라는 

냐누어진 누 개년을 암01 여 충신C:C.、信)이라 한 것은 ‘자신악 비 응을 

나해 시물익 이지외 도이에 어긋님이 없유‘이라고도 정의했나 수희 

10) ，폐돼」 學rIiJ二， 新뚫四書 玄낌社 히)세 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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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애 수 EF해 ]껴변 걷국 충(忠)은 신({듭)의 바탕으로서 인간악 

비 응 얀 갇은 곳에서 얀어냐는 수체적인 유직임이고 신(信)은 충(忠) 

의 진기}로서 벼편성과의 융회라 할 수 있나 따라서 충신(면J듭)은 한 

비 니로 i이의 대이애의 진싣된 학층이라 할 수 있나 

공자는 선띄의 증요싱음 늑히 사회전펙직 내지 사회윤리직 맥막에 

시 깅조하고 있는 늦 하다 공자가 저1자 자공(+룸)과 더관어 정사 

(J?/뿜)튼 는했음 [내 공자는 Lf라듣 다스리는너) 있어 서1 가지 '-'1수요 

낀으보시 ‘식량음 풍부하게 하되'(足용)， 」t맹을 는는히 하며(보다1 ， 맥 

싱등의 믿음(民l늑)’을 깅소했다 이어시 제자가 서1 요긴 풍 변L늑이 먼 

저 버라야 힌 것이 무엇인가듬 딘 었음 미1 우선 」f뱅욕， 다음은 식량 

S 버펄 수 있디고 담란디 그리고븐 백성들 사이에 민음이 없으년 
나내기 서지 뭇란디(民無信 不;il하여 산되기 기장 중 9하고도 기본 

적인 필수 9 건이내 하였다 11) 

그렌다년 중(밑l파 신(信) 주 성실파 신뢰는 C어띤 만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얀기‘/ 자신의 최선 S 디하얀 성실(밑)，간이 타인에게 민음 

(信-)-~ 줄 수 있 6~며 띤응 S 주고받든 가운데 상호 신뢰관계， 신뢰사 

회가 성볍하게 된나 따라서 수자가 마했듯 성실은 신뢰악 뿌이요 /1 
반이라 할 수 있나 이런 의미애서 신뢰는 성실익 외 석표현인 동시애 

이 간은 신뢰관기1 약에서만 사란듣이 자신악 최선 즉 성싣을 。1끌어 

넨 수 있고 또한 성싣이 의 '"1 를 가칠 수 있는 끼닭애 신뢰는 생성악 

뀌걷인 동시애 성싣의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상애서 우 이는 서(센)외 대비되는 충C:C.、 J ， 신(信)고l 쌍개닌인 충 

(띠)음 자펴1로 삼펴보았다 이 두 칭우에 있어시 충(띠)응 자기튼 다 

하는 마읍(짧己之心1 ， 그런 뜻에시 자가싱섣 내지 충심음 가<'1 킨다는 

섞어1시 농일히 의미튼 갓는 것으보 생샤인다 자가 싱섣을 미루어 사 

람음 대하는 시(l션)나 자기싱심에 비추어 사태듬 다푸는 선(듀) 2/.두 

가 그 바냉으보시 싱섣싱과 웅심싱의 주씨튼 전처1히다는 점에시 양 

자간에 본직직 자이듬 악견하기 어휘다 

111 T폐돼J ffl;i淵 1:;, 新뚫四書1 玄김社 히)세 꺼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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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떤 의미애서 충(忠)은 선(信)악 난본이요 신(信)은 충(명)익 빈현 

(명붙信之本， í듭是忠 Ll~J이라는 수자의 마은 암당한 지적이라 하겠 

나 또한 ‘명은 實心。1요 信은 實事‘ 즉 충(忠、)은 우 이의 비 응애서 허 

위외 기칫을 몰아니1게 펴고 충(명)의 열애인 신(信)은 인을 생취하는 

네 거짓과 허위가 없읍이라는 9ì듭 역시 김응 맥막에시 이해떤 수 

있다고 생샤인다 

]) 강L노의 연싱으보시의 웅(，~， . 孝)

「응정(머션))에사는 증(머)이란 cp이나 지극히 콩정하이 사사무움 

이 없1'1'1머섭 cp↑h ↑公뿜私)고 했고 j증(잉)이라 」 마유이 한결김유 

응 막낌이 g 나라를 우1"운 니괜1에 어찌 증(잉)에 힘쓰지 않으려 

요(忠줌 )t 心之품￡ 감떠之本 何횟업忠)라 히고 니이기 니]지 i충 

( ，:t:J은 지선에서1서 인어니고 가정에서 니타니머 니라에서 완성되니 

7 석캔히는 "1는 오직 한가지이디 (λ志 뼈於당 홈於'W:'"於떠심 )t iT 
→동)_"]{_ 한다 따니l서 그 자신에게 한컬샅음이 충(냄)의 시작이요 그 

가정에 한컬샅음이 충(냄}의 중간이요， 그 나이에 한걷같읍이 충(냄) 

의 마지까이 된다는 섯이다 I~) 

。1상의 인용문에 추곡해파연 「풍경」에 니타난 웅 (\\;J은 지남까지 

논의 되어온 증(\\;J의 개념파 디소 상이하디는 것 S 짐작할 수 있디 

지나까지는 증이 디 tl 더목의 기빈 뜨E서 자신을 디하는 주체의 성 

실성을 기리치논 것이내번 「웅경」에 있어서븐 증(\\;J의 내상뜨E서 

국가기 등장하게 되고 그에 내해 자신을 디하는 풍성 o __ ~서의 웅(낸) 

이 니타니게 된디 디시 말하연 일빈적인 원리나 덕 o __ ~서의 웅(낸) 

이 아니라 국가라는 특정 대상얘 헌신하는 특수 막되으로서의 충(忠) 

을 까하고 있는 것이나 물톡 얀반막옥으로서의 충고l 특수막옥으로서 

의 충이 진혜 무관한 것인 수는 없고 인반믹와이 구체석 대상 즉 국 

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현된 것을 충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따라서 충서(忠염)냐 충신(忠信)에 있어서의 간은 얀반막 되으로서 

12) ，변짚」 弟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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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C:C.、)이 국가냐 임금고} 간은 특정대상얘 rll 해 받현된 것이 충효 

(면、孝)의 충(忠)임을 1"1 튜어 이해할 수 있나 중용에서는 ‘충서(忠센) 

의 진이는 자가가 당하고 실지 않는 인을 낚에게 강요하시 마고 자 

11가 사식듣에게 마라는 :1. 미 응으로 어버이를 성가시 사신악 산하 

에거1 바라는 그 마음으보 임금음 섬기며 자기의 아우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보 t갱욕 심기며 벗듬어1 게 바라는 그 마음으보 먼저 벗등에거1 

1111 푸어라(施諸다깨木때 끼拖於人 ?f;t규L+ ↓ l뿜父 P~求乎내 jι事君

?Jr求乎弟 ↓ l뿜){ ?f求JJIJ友 光施之)y_ 히다 섣」「 충(띠)읍 it노나 충 

싱 능 모든 윤리직 녁목의 전제가 되는 기본녁목으보시 주씨의 성수l 

싱 9l 동시에 거가라는 +.'11 직 대싱에 대히 늑수녁목으보시 웅성을 

뭇하기보 하는 것이다 ]J) 

부보에 내란 자녀의 의무인 효( )j:) 와 고주에 내란 신넌의 의무인 

웅(밑)은 유교의 기르침에 있어 일빈적。도 우신권이 부여되얀 두 기 

지 인간관계인 딩시에 그와 관런된 더목 i역은 기치 ι1 할 수 있디 불 

은 이들 각각은 디 시 부단톤 자녀를 사량하고 자녀얀 부모에게 효보 

하며(父횡 子 -J:) 낀주톤 산하를 정의롭게 내우하고 산하븐 고주에게 

충성을 나하는(君義·田忠) 쌍무적 도믹이1 시반 01 시는 하냐 자여냐 

는 효(孝)가 의냉나는 충(명)이 인망적으로 강조되어온 것이 관행이 

었나 

또한 효(孝)는 개인의 도믹빈던 고l 정얘 있어 선행하는 단개라는 점 

애서 충여나 빈생석 우선성 (gnelic prior띠)을 시니 "1 또한 효(孝)는 

충(정치 권랙괴 관연된 t수자애게 요구되는 것이 상례)여나 년이 얀 

포되어 있다는 석에시 문화직 (cultur펴) 우선싱과 더관어 효(孝)의 맹 

법은 대부분의 칭우 규범작 (norm따ive .l 우선싱 EE히 갓는 것으로 보 

인다J.! i 

닌온 효(孝)에 봇지 않거1 충(찌) 역시 유ι직 전통 속에 갚이 멤리 

J:l) 'c니庸」 장조 
14) filial Picty, Loyalty and UnÌvcrsalism in ]apancsc Thought 01 thc 
T이mgawa Peliod. T. J McMu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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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니l 피」ι 있다. 유교는 언지l 나 도믹석으로 탁월한 ~당지자애게 봉시 

한에 있어 정지적 책임을 신중한 막목이나 가치호 여겼으Itl 문주에 

대한 신하의 큐범적 관개샤 충성이나 의넥라는 것은 유교이념의 지 

-약적인 주지l 였다피 할 수 있다. 그려나 잊서 지석한 마외 깐이 인반 

직으로 충(1)、)은 강(孝)에 비해 박L자직 91 지위듣 갖는 것으보 번아둡 

여지 있다. 왜냐하면 전통직인 증파에 있어 개언은 #가보다 가성윷 

우션시해야 했기 때분이다‘ 그러냐 유‘1ι직 전통에 있어시노 후대에 

와시 효(孝)와 승( !민)의 우선순위가 전노됨으로씨 충C~、)이 삿대화되 

는 정우노 있였는데 늑히 임본 유교는 그 대표직인 사에l라 한 수 있 

다. 

중국의 전통사회에 있어서븐 디수의 딘주 기운rJ1서 선택이 기능했 

디얀 진‘ 그리고 군주자격에 내한 규꾀적 기준이나 이상이 존새한디 

끈 것은 유도를 실진하r- 개인날에 게 중내한 현실적 절파를 갖게 펀 

디- 그 같은 규빔이니 이상은 군주의 처사에 반내해서 신인을 하고 

견우에 띠내서톤 헨신윤 포기하고 디든 균주에도의 이행-S 정당화해 

주거l 펀디- 원시유교븐 군주기 신하피 성검을 유지하기 위해서븐 일 

정한 규법적 기대를 충;좌시켜야 한l斗고 샤프쳤나 : I‘보 인해서 판주 

외 신하-간의 관개에 있어서는 풍대한 우연성 (conLingency)의 끼기가 

있게 되는 것이다. 

판주에 대한 신하익 충성이 갖는 도막 석이고 우연석인 성 격은 더 

이상의 풍대한 현싣적 걷괴를 통반하게 된나 이는 필연석으포 임금 

을 섬끼는 신하 자신의 선택고} 걷단 측 선별석 요신블 한측tl게 된 

다. 이 감은 션텍의 자유가 갓는 놈려 작 휘→축은 또하 자~l의 노녁휘 

단에 근꺼해시 션텍하게 되는 옴진한 자융 생(autonomy)음 소지하는 

노녁직 주씨에 대하 믿음이다. 따라시 유Jι에 있어시 승성 은 풍[ij 후I 

자기싱전즈r 츄면i(self -reflectîve aspect)음 갖거l 쉰다. 

승성에 대후l 공자 자~l의 이해가 힌숙하늦 ~l하는 자선에게 친집 

해야 하고 그 친섣성에 바탱해시 대빈판겨l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암 

서 세사펀 바와 같이 r논아」에 나타난 중(찬)에 대한 유1녕한 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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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사의 샤프침을 인관펴고 있는 윈이는 마로 인간으로서 우 이의 

니고난 본성의 윈이이1 충싣펴고C:C.、) ~!것을 미인듣에게 자애갑게 확 

장， 구현(잉)하는 마로 ~ ，_것이 1 끼 ~ ,_ 이상도 이 0] 도 이닌 것이나 여시 

애 충(忠)이 갖는 자율성의 기1 시샤 부자간의 관기1인 효(孝)에서의 나 

소 다닝거1 판다 

\1] 'i- 충(찌)과 효(孝) 그리고 그와 판련판 9l-~~핀겨1가 유ι의 노녁 

직 전통에 있어 가주 생핀되기는 하나 이 점에 있어 그닫읍 근본작 

으보 자밸화판다=nl ?1 수 있다 히핀에시 부자지간의 핀겨1는 렐 수 

없는 핀겨]~I 너1 비해 다른 히띤 굶↑1판겨1는 우연즈!， 선택직이며 이와 

핀련원 자윷싱에 있어 대조닫 이넌다 굶↑1판겨1에 있어시는 눈주의 

처사에 내해 시1 번에 걸진 신인에도 불구하고 든지 않을 경우 산하 

튼 그를 떠니야 한다고 랬다 그이나 이와얀 달리 부모의 경우 그러 

한 산청에도 불구하고 부보기 든지 않을 경우 눈물을 흘리번서 그를 

따를 섯 S 권장하고 있디 

일반적으E 유교작 전통에 있야 부자만계븐 하늘이 옛이준 관계 

주 잔륜(大셔]이내 하고 그에 바해 군산관계얀 의리에 의해 액어진 

것으로 인위 석이고 선매적인 관개 즉 인륜(1.、倫)이라 한나 。1 평게 

볼 때 나1 흑 유쿄윤이샤 특수수의 석 (pm-liculm-is Lic) 성헝을 ]갱 이 시는 

하냐 문선관기1얘서 ]뷰는 것시댐 도막석 수체익 자율적 선매애 의한 

나는 점애서 ]댐떤수의석 (universalislic) 색체듣 띠고 있나 그러냐 사 

회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문수익 선대。1 불샤능한 경우 충(忠)악 본내 

석 ]껴편성은 틸색되어 나시 특수수의적 믹옥으로 진관~ ,_ 자체로서 

식대화되는 경향음 갓게 되며 충(찌)읍 더 이싱 노녁직인 가윷직 성 

젠의 명 역음 벗어LHJ 인다 loi 

2_ 층성의 윤리와 그 한계 

1) 충성괴 충실익 요이 

1:5 1 위 깐ι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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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忠誠 . LoyalLy)은 단인하고 특정한 하Ll의 덕목이면서도 기 

본적이피 E〈관석인 믹목이라 할 수 있나. 나이샤 충성이 여려 더의 

핵심으로 간수될 경우에는 :1 닿게 되는 이 유가 검-다 받병히 반혀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농시픈 1Jr본-하고 싱 자， 순교자， 7] 사， 영웅둡이 남긴 충싱에 대히 

미담갈이 진해지고 있다. 또한 충성은 전싱의 녁목으로시 가싱 ;중요 

하 의미픈 갓기노 한다‘ 그러냐 입 1까직 통념에 따닝-띤 승싱은 만드시 

그킴-이 대단히 경우에만 분처l되는 것은 아니다. 송생은 영웅작언 나l 

범히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싱 입싱직인 행위의 규범이 

기노 하다. 입생 생짤에 있어시 개빈이 자선의 적압에 대해시 지거l 되 

얀 의무도 증성이며 특히 이뀐 경우에븐 증성(냄、誠)Q디 충실(낸、贊} 

이 디 적합한 듯 하디 

기-정 생판이니 교우관계， 학교， 직장 등 넓은 의미의 사회생펀파 국 

기-생펀어에 있아서보 증성은 윤리적 iì 빈으?I.:...서 요청펀디- 형 석적으쿄 

밀한디년 윤려적 당위의 실현은 풍성을 매개도 해서 이루아전디고 

할 수 있디- 윤리적 행뷔의 주체r 인격이며 인격은 특히 이성적 인 

건을 가피칸나. 이 간은 인격이 특정 데상이1 데해 자받석이고 싣전적 

으로 헌신(commiLmenL)하1 1:] 또한 기려한 l꺼도가 영잔석인 성우- 우 

비는 이를 충성(忠誠)이라 이븐다 

충성의 데상이l는 개인석 인격뿐만 이니라 객관석， 사회석， 칩단적 

인 츄지l도 있다. 이런 익↑1] 애서 충성의 대상은 초개인적， 초인걱석인 

것인 수도 있나 : 1.랴 Ll 동시에 :1.것은 인간의 행위외 관i긴해서 의 111 

단 갖는다는 점에시 결코 나]91 격작인 것이라 하기는 어셉다‘ 이런 까 

낡에 충성스런 인간이 추f하는 것은 자선의 개빈직 이익이 아니며 

오히리 승생은 개인의 이해와 대핍하는 어떠 것이라 ?!- 수 있다 승 

싱이 사회직 존재보시 인간의 기본직 녁복으로 생샤되는 이유노 바 

로 이 띠l분이라 한 수 있다‘ 

그랜더l 충싱의 녁복필수 수행학에 있어시는 허가지 난점이 존재힌다‘ 

예를 날어서 우리얀 특정한 국기에 테어니 그 속에서 생펀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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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 자시 나라이l 데한 충성은 가끔 매녀석이피 

폐쇄적이 H↑ 재3자에 데해 증_?_를 유벌하-게 된다. 도석떼이l 있어서 누 

무에 대한 충성은 강동선이나 장장객지에 워배된다. 개금이1 있어서도 

동인한 시 내가 인어난다. 

만작으로 말하면 우눈에의 충싱은 직눈에 대허 점해와 해익욕 소 

성하거l 쉰다. 그러내 작눈의 병사 역시 자선의 우눈에 대해 충싱하거l 

된 것이다. 입벙-의 션은 타방의 익이며 그 역노 싱핍하게 펀다. 따라 

시 A의 충성은 A자선에 대해시는 /션이고 B의 충성은 B자선에 대해 

시는 션이지만 A, I3샤샤의 승싱의 대성이 싱호 1까복하는 원셰잊 경 

우 그 판겨l는 분명 익음 내포하거l 딘다. 늑히 그델 정우 양자가 싱호 

각푹할 때 상호 공멸은 불기피해진디-

풍성이 기본적인 선이긴 하니 이상파 같이 전장에 있어서의 증성 

은 기 본적으쿄 약을 걸파하게 된디 난적 o_~ 밀해서 적 내자r- 서 FE 

상해하고 신 지아 살상까지 하게 되며 그럴 겸우 승자븐 페자순부1::] 

증성의 기회룹 박딸하게 되며 결국 전장의 중성은 자기 1Jll 반적이고 

자기보순적인 뀌걸에 이르게 펀디 하지’간 이미 풍성스렌 사맘은 자 

신에게 있어서 본질석으보 충성익 데상을 선댁하는 자유가 뀌파되어 

있다. 충성의 데상을 걷정하는 것도 자시 자신이라는 점이l서 우-이는 

자율적인 츄치1인 것이다 여시아l서 우랴는 자신익 충성익 피}상을 올 

바프게 선택해야 해는 문지l가 지1 기된나 : ，.렌데 이랴한 선태의 가준 

은 부엇인가. 

충성은 개인의 윤간1석 독볍을 현실석으로 봐증하는 동시에 충성의 

대싱은 언제냐 개인의 빈격음 넌어션 초원직인 어떤 것이다. 따라시 

충싱의 옥바른 대생은 개인과 초개인직 대성과의 상판판겨l에 있어시 

서텍된 수밖에 없다. 이는 닷?-] 말하면 개인은 자선의 충싱욕 위해 

충싱의 대성음‘ 만인에게 공봉되는 것으로시 션텍하거l 쉰다고 헨- 수 

있다. 나는 만인욕 위해 만인흘 대선해시 충싱의 대 생윷 션텍후l다고 

한수 있다‘ 
띠내서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븐 개인의 풍-성은 인서I] L] 만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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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성_l;l_편 적 충성 혹은 충성을 워한 충성 Oüval ω lüvalLv)에 

준기해서 올바른 윤비적 판단이 불샤걷히-게 된다. 또한 자신익 충성 

의 데상이 더인의 충성을 뷔현하기나 충성 ~ f_ 자쳐}를 파괴하는 인이 

없도록- 노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끼이1서 개인의 자빌석이피 자율 

직인 션텍의 7H슨은 승싱에의 충싱 속 보편작 승생이라 한 수 있다‘ 

내아가 보핀직 셰 7]닫 매개로 해시 송생에의 현~l 이 이푸어 전 매 

득정히 사회작 권겨l에 있는 개인의 자유와 그 윤è]작 녹핍은 자사작 

으로 확핍딘다고 한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시 사회의 판습직， 진승직 

강제픈 IlH 처l하는 윤è]작 양심의 권위픈 본 수 있다. 이펑거l 해시 개 

인은 언제나 다수인의 충성필수 최대하 츄친하는 하에시 자선의 충싱 

의 내상을 선택할 것이 요청펀디- 그려l서 증성은 자유의 츄체E서피 

개인에거l 사회 적 존새임파 당사에 인류의 일원으흐서 .!l_편성을 부어 

하거l 띈다 이렌 의미에서 증-성의 궁극적 꼭적은 인류의 .!l_펀적 션이 

내 할 수 있디- 풍성은 개인파 새계파 」우E화블 도보하고 그니1 한 ?{:_화 

가운데 인간의 신정 한 평 얀--3.- Q장하거l 띈다 

2) 충성고1 받편윤이의 만넙 

우-이는 모누 친구， 친지， 가i양， 만‘양， 칙장， 데학， 종괴 각종 -양동쳐l 

등， 인긴석， 경지l 석， 퓨회 적 관개의 ~ f_불맹 -약에서 산고 있나. 그 약 

에서 형성된 유디}는 시 쏘한 것으로부터 숭고한 것에 이프/1 끼-시 천 

차만별이 다. 우-이는 ~ 1. 갇은 ~ f_불맹 략이1 머물면서 우랴 의 싫을 이 투 

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힌쓰시도 하나 때로는 다른 관개나 강통체를 

젖아 띠나기노 한다. 이 걷-이 복잡다양후l 연:π작 그관망 속에시 형싱 

되는 자아탄 정헥작 자아(historical seH)라 한 수 있다면 그 자아가 

판련 맺는 대싱 즉 인간이나 십만에 대해 충성의 분처l가 처17]권 수 

있다. 

이려하 관석에시 승생(lovaltv) 은 역사직 자아의 하가지 표현이라 

한 수 있필수 것이다. 이 감이 경험 작 ， 역사작 자아의 하 포쉰으로시 

증성을 강죠하쓴 이날은 충성이 년치 우연한 연고의 소산이거q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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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시연 등。” 며한 집착의 습성 이상의 것이라 생각하 "1 도믹석 의 

무애 난기를 누고 있는 것으로 본나 하지만 납세 서영의 벤빔이냐 

칸드외 간이 도막판단애 있어 감펌성 (impmlialily)을 줌요시펴는 윤 

이학자듣은 ~ ,_ 간은 편행석 연고냐 집착애 영서 우이 모누는 개인 

(inc1ivic1u펴)으보시 슨재하며 기슨하는 띤y-판겨1에 속박되지 ~-j7- 자 

유보이 행위한 수 있다고 가정히다 이 감이 초역사직이끄 보편1 작 ~l 

자야씌어1 긴거하여 보띤주의직 공펑성의 윤리펙자닫은 충싱의 윤리 

듬 \1 1펴하고 Lf옹다]이 

다른 섞어1시는 웅성과 。9거심 능에 우호작 입상음 쥐하는 공농지1 

주의자 A 매킨타이어까지노 ‘애피심은 노녁직 위험 (moral c1anger) 

의 헝구적인 원진인이 판l~ 된디 내기 」ι기에 이 같은 주장을 논파하 

는데 생공하기기 사실상 이떤디고 생각란디’고 말했디 물은 미1킨타 

이어기 연두에 두고 있븐 섯은 ‘내 나내기 옳거니 그르디’는 진 3 t맹 

목-적으E 생각없이 고겁하얀 섯이 파시중。 R 니아갚 미]1_이운 인더 

(slir기)Cry slopcl이내븐 진이디 그것이 진구이건， 연인이건 휴은 국 

가이건 간에 어띤 증성의 내상에 내해 맹목-적 。 도 겁착하는 경우 풍 

성은 우상숭배가 되고 만나 어떤 구체적인 사란이냐 쪽재샤 λ1 나1 악 

궁극적 윈천이 될 수 있나고 생각펴는 마로 ~r. 점에 도막석 우}힘。1 

개지1하게 되는데 이 간은 도막 석 위헌은 애국섬에 뭇시 않게 1 시땅이 

냐 정지이남의 경우애도 비잔가지로 생겨넌 수 있나 

충성은 때때로 단시 배선을 하시 않유을 함축하시도 01 나 나른 경 

우 애국심이냐 좋쿄석 헌신， 이생애 등얘서 냐니냐듯 ]퀴나 심으하고 

내빌히 낭만직 통협성을 의미하기노 후1다 그대‘ 나튼 깨선하지 말라 

(Thou Shal! No! Detray :Vlel’보 퓨한1권 수 있는 최소후1의 웅싱 

(Minimal Loyalty)만으보는 9l 간판겨1가 껴지되기 어힘늦이 흔외정사 

듬 피하는 것만으로는 연언에 대칭1 충심싱으보시 충분하지가 않다 

또히 우싱 승ilH듬 거부하는 것만으보 충섣히 ↑1‘싱생활이라 하기 어휘 

161 Loyalty, An Essoy on the Moraliry 이 Refations'ldps. Gcorgc. P 
Fletcher. Oxford 1_~nivers따 Press, 199.3. Ch. 1 꺼二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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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듣애 대한 냉 나 충분하고 온진한 최 rl] 악 충성 CVlaximum 

Loy띠ly)은 ~ ,_ 이상의 무엇인샤듣 요구펴는 마 ‘ :Ixl]는 L}의 하냐가 

될지어나(Thou Shall Be One ιilh Me!’로 표현되 l끼 이는 인정한 

의식음 통해 웅싱하는 자와 그 대싱 간에 이푸어지는 협 일음 전처1 후1 

다 그러나 노녁직 위험응 바보 이 김응 작되[의 웅성에 있어 더유 심 

샤하거1 부샤인다 17) 

우리는 농만한 익 (evil)에 아t양곳하지 않그ì_ ~!~f， 가족， 공농세， 거 

가‘ • 1 능에 전폭직인 충싱과 현선(total commitment!음 y_ 십승1 수 

는 없다 충싱은 종jtL와노 갇이 무허히 3']닫 유악?1 수 있다 형연작 

유내기 특정 기문에 부의 펀새를 기져오고 즉낼주의기 작새작소에 

인새등용 S 방해한디 물은 증생。1 시지르얀 "1 내 최약의 쇠얀 선쟁 

이다 양펀의 공격적 지도자와 웅성스런 병슬이 없디연 걸5L B1극작 

이고 처짐한 선쟁은 일아니지 않을 것이다 문세논 증생의 한계를 그 

어주어 그 란계를 넘지 않는 개냉된 웅성(cnlightcnαJ loyalty!을 획 

꼬하튼 일이디 우리가 지나치븐 지진 3 판정해줄 기준 직판) 가치톤 
무엇인가 

충성애 대한 거서얘서 조사이 로。1 스(J osiah Royce)는， xFf「애 대 

한 상충0] 는 여러 요구틀을 조정 0] 시 위한 꼴Eζ(John Rawls! 익 진 

략을 상가시키는 듯한 망식으로 충성의 한기1 듣 튀색한나 골Eζ샤 ,. 

의 정의의 재 l윈칙애서 수장펴는 마 각 개인은 니인듣의 「f시한 자 

유듣고} 잉랙샤능한 한에서 A}-?r의 최 rl] '<]01] 며한 권한을 갖는냐는 

것이다 자유에의 요f는 워리싱 그것이 타엔의 자유닫 감소시죄 경 

우에 유보되어야 히다y- 말힌다 경 」「 보이스의 전략읍 샤 개인이 타 

9l등의 충싱에 대히 흔증과 양핍 7}능후1 히어1시 충싱의 호1 대칭1 을 행 

사해야 하는 것이다 

보이스는 이러히 워리닫 충싱에의 충싱 Ooyal to loyalty)이라는 명 

법으보 퓨현하y- 있다 그럼으보씨 비로소 동뇨 ~I 간닫간에 충싱의 

171 위의 젝， ch . .3. ,1 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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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시아l서 충성의 원랴를 강조하

는 자툴은 효이스의 충성관이 갖는 난점으로서 인정한 데상이 Ll 대 

의 명던애의 충성이 전석으로 자유효이 ~1.피고 자율적으로 선택된다 

는 가정이1서 생겨난다피 치 적한다. 효이스는 기}인틀로 하여금 ~ ，.뜯의 

치→난‘ 가족， 냐가‘ 좀‘1ι공동λ11 에의 승생시약으로 기-싹게 하는 각종 연 

고에 얽한 역사직 자아에 대히 고리가 부족하다꾀 비꾀한다. 그러내 

우리는 바보 이 지섞에시 보핀주의직 공펑의 윤è1 가， 늑수주의직 충 

싱의 윤려가 갖는 후l 셰펴면에 노움필수 쓴 수 있다는 사선에 목노하게 

펀다. 

보편윤리냐 공펑의 윤려는 우리가 어떠 소간 아래시 과다히 충싱 

이 ;rE덕적 위험이 되얀지를 이해하얀 rJ1 도응이 펀디- 아마도 이 같 

은 위험은 사당， 기→측 국가 등에 내한 우려피 충→성스렌 행위기 국외 

자의 인권이q 존언성을 위협하거q(칸도의 Q펀윤리} 중생을 통해 

얻을 이득에 비해 지니치게 고기-의 비용을 치를 위기R 인해서(공리 

주의의 Q펀윤리 ) 획인핑 수 있-S 것이디- 이 같은 충성의 한계에 내 

한 콘사적 지침은 우려기 공평성의 윤려적 선통-에서 합당하개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나. 플떠l치 (George P. FleLcher)의 지적대 

로 ‘우피 시데의 도전은 충성의 특수주의적 경헝괴 어떤 액릭애 있어 

서 강변한 정익의 요구 ~ 1.이피 Ll이가 모든 매럭이l 있어서 판이 석 

팀론의 수용을 잠란하는 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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