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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뽕、’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유가 윤리의 특정 및 한계활 

규명하고자 한다 유가 철학의 전통이라는 것도 여러 시대의 다양한 

맥락을 포괄하므로 ‘땐’ 개념에 대한 단일한 이해가 존재하는 것판 아 

니다. 그러나 고전이라 인 정되는 텍스트와 그에 대한 대표적 주석의 

존재를 근거로 유가 철학의 특정을 말할 수 있고 타 전통과의 비교활 

통해 이를 판명하게 제시한 수 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주희가 

체계화한 이래 유가 철학피 고전으로 인정되어 온 四書 속에서 ‘뽕’ 

개념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유가 철학 내의 이해를 특정짓기 

위하여 주회의 해석과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정약용의 해석을 비교하 

며， 끝으로 최근 서양 학자뜰의 ‘뿐’ 개념 해석에서 지적된 ‘황금렐’의 

문제가 앞서 특정지운 바 유가 윤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호될 수 있 

으며 그런 변호의 한계가 무엇인 서를 겸모할 것이다. 

1. 四書 속에셔 ‘짤、’ 개념의 해명 

「논어』에서의 ‘뿐、’는 남들과의 관계 맺음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보면적이고 요약적인 도덕적 실션의 방법이다~논어』에서 수 차례 

등장하는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라는 모티브를 고려할 때 ‘옆’가 공 

자의 가르침 속에서 지니는 요약석인 워지는 주목할만하다1) 

1) 공자는 자신의 도를 ‘하나로 꿰뚫는다’고 말하고([논어 0-1‘ 15] 子B 參乎 폼j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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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1) 자공이 “평생 실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라고 

여쭈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건 싼이겠지 자기가 욕구하지 않 

는 바는 남에게도 베풀어 행하지 말아라 "2) 

인용2) 중궁이 仁달 여쭈자 공자가 발씀하셨다. “문을 나설 때 

는 마치 큰 손님을 본 듯이 하고， 백성을 부탤 때는 마치 큰 제사 

를 받들 듯이 하라， 자끼가 원하지 않는 바륜 남에게 베풀어 행하 

지 말라. [그리하면] 나라 안에나 집 얀에나 원망이 없을 것이다 ":ll 

인용3) “대개 t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면 남도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고 자기가 지위를 올라가고자 하 

면 남도 지위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는 것이 仁을 설찬하는 방법이다”이 

‘뽕、’ 개념이 언급된 전거는 위의 셋 뿐아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개 

념이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욕구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욕구하는 바에 근거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仁’이라는 덕의 실현 방법이라는 정보가 제공된 셈 

이다. 특히 인용2)와 3)에서도 t의 논의 맥락을 想의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논어』에서 í:이 언급된 대개의 문맥에서 仁은 단일 

하게 정의되지 않고 질분자의 개별적 상황에 알맞은 여러 가지보다 

구체적인 덕목으로 해석되므보 해석에 쓰인 보다 구체적인 덕목이 

→以實之 曾子日 唯 [논어 15:02] 子日 陽也， 女以予짧多學7fñ識之者與? 對R

然， 非與? 日 非也， 予 u貴之 ), 또 ‘문예촬 넓게 배우되 예로써 요약하라’고 
하여([논어 06:25/12:15] T 日 검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미以했PIf옷夫 ) 요약 
적인 하나를 지향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뿐만 아니라 

삼백 편에 달하는 시의 취지블 한 마디로 요약해 보이는([논어 02:02] 子터 詩
三百， 一言以廠之， 日 思無뛰).) 예도 나온다. 

2) [논어 15:23] 子頁問日 有 言미|可以終身行之者乎? 子 H 其恐乎! 己所不欲， 꺼 

施於À.

3) [논어 12:02] 件덤問仁 子터 rw門如見大質， 使民如承大쫓 B所不欲， 꺼施於 

人 在챔無想，在家無찜」 

4) [논어 06:28] 子頁日 如쥐博施於rçITi]能濟架， f可如? "f謂t乎? 子터 何事於仁，
必也聖乎! 쫓짧其銀病諸! 夫仁컵， 己欲立而if_ 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醫， nT謂
仁之方也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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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仁이라는 역(팬)의 성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 仁은 구체 

적인 여러 덕목들을 내포하는 전체이거나 그 닥목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거나 혹은 그것들을 도덕적으로 성립시키는 근거로서 이해되 

는 상위의 덕이다G) 

『대학」과 『중용』에서 ‘恐’의 객락은 『논어』의 恐가 ‘남을 다즈:럼’이 

라는 목적 하에 남들과 판계 맺는 상황에 적용된 것이다. ‘남에게 어 

떤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것윤 자기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일견 나 

에게서 남으로 미루는 짤의 방향을 전도시키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은 ‘남에게 그[스스로 덕을 지니고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스스로 덕을 지니고 행동하기를 요구하는]것은 나도 원 

하는 것이다’로 형식화해볼 때 ‘뿐、’의 소극적 규정과 對偶 관계이므로 

외연이 같다. 

인용4) “한 집안이 인하면 한 나리가 인한 분위기를 일으키고 

한 나라가 양보하면 한 나라가 양보하는 분위기를 일으킨다. 한 

사람이 (도에서)어그러지는 바를 탐하면 한 나라에 난리가 난다. 

그 기틀이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러 한 마디가 일을 움직이고 한 

사땀이 나라를 평정한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자기에게 그 

것(善·德)이 있은 후에 남에게서 그것읍 구하고 자기에게 그것(不 

善·不德)이 없은 후에 남에게서 그것월- 비난한다. 자기 몽에 간직 

한 바를 뺑하지 않고서 남에게서 그껏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5) 부모에 대한 사랑과 배려(孝) 및 연장자에 대한 공손함(弟)이 仁의 근본이다. 

([논어 01 :02] ... 孝弟也휩， 其寫{:之本與 ) [仁은] 거처에 공손하고 일 저리하 
는데 경건하며 남들과 함께 일하는데 충섣한 것이다. ([논어 13.19] 찢많問仁 
子터 居處꿨， 執事敬， 與人忠) 사욕을 이기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仁이다. 
([논어 12.01] 頻淵問仁 子I극 克己復!禮寫仁). {二을 지닌 자는 말에 신뚱하다， 
([논어 12.03] 司馬牛問仁 H::J {~者具言也값]‘) [仁은] 남을 사랑하는 갓이다 
([논이 12.22] 쩔選問仁. 子H 愛人) 仁한 자는 반드시 용감하지만， 용감한 자 
가 반드시 仁한 것은 아니다 ([논어 14.0:5] J 터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

L.J 
(ì) 이런 독해를 지지하는 예로서 현내의 연구자인 1‘u Wei-ming도 仁개념을 이 

해하는 가장 좋은 방볍은 유교 사회의 가지 처l계에서 최상위의 가치， 측 유교 

사회에서 조화시키는 기능을 하구 모든 다른 도덕적 개념들을 덕으로서 의미 

있게 성탑하게끔 하는 근원적이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 것을 들 수 있다 (Tu pp.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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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없었다 "71 

인용5) 군자는 사람으로써 사람을 다스리고 {무질서와 악이] 고 

쳐지면 그만둔다， 충서는 도어l 서 거리가 멀지 않다. 자기에게 베 

풀어 행하는데 원하지 않으빈 남에게도 베풀어 행하지 말라 군자 

의 도가 네 가지 인데， 나[공사]는 그 중 하나에도 아직 능숙하지 

않다 자식에게 요구하는 바로써 부모를 섭기는 것에 이직 능숙하 

지 않고， 신하에게 요구하는 바로써 군주블 섬기는 것에 아직 능 

숙하지 않고， 손아래 사람에제 요구하는 바로써 손윗사람을 섭기 

는 것에 아직 능숙하지 않고 벗들에게 요구하는 바로써 먼저 베풀 

어 행하는 것에 아직 한숙하지 않다 ... 서) 

『대학』에서의 想의 개년은 ‘직각자로 오서리를 재는 방법(헬短之 

道)’， 즉 자신이 바름의 기준이 되어 남을 바로잡는 방법과 통한다. 

그런데 혈구지도의 핵심은 직각자로 모서리를 젤 때 먼저 제대로 직 

각을 갖춘 자를 구하는 것이 종요하듯이， 내가 아무렇게나 남의 기준 

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나라 나 자선도 보펀적인 바름의 기준을 갖추 

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想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을 뿐、해야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직각자와 직각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하는 직각자의 

비유 때문에 想하는 행위보다 무엇을 뽕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주희의 해석과 想가 도덕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알맹이 빠진 형식 

이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섣득력을 발휘한다. 그보다는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형과 아우， 벗들파 같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타인과 

의 필연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맺을 것인가라는 문 

제를 놓고 그 대답을 그런 ‘역할 관계’에 대한 나의 자연스런 욕구에 

서 찾는 것에 ‘뺀、’ 개념의 핵심이 있다고 보인다. 

7) [대학 써 · 家仁， 탠l興仁‘ →家讓. ~ I행興讓‘ →人n:m， →國作i획L; 其機如
此 此謂←→言{풍事， →ÁíÈ國 상故君 F有諸런 r(TÍr늠求諸A.， 無i볍E而되~I:諸A. 

所藏乎身不뿐， 때l能미합諸人者， 未之有也

S) [중용 13] 子11 ... 故君子UÁ治A.， 改而止. 忠싼違道不遠. 施諸딘而不願， 꺼、꺼 

施於人， 컴子之道四， 1士未能 ;띈‘ )ifr求 乎子， 以핑父未能也; 所求乎ê ， 以事君未
能t!l; 所求乎弟.tJ、휩兄l~íìË: tß; I싸求乎朋友， 先施之未能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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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6) 모든 것이 내 안에 갖추어져있다. 따라서 나를 반성하여 

진실하게 하면 즐거울 것이고. [내 얀에 있는 진실을， 혹은 나의 

즐거움을] 뿐하는데 힘써 실천히면 L을 구하는 데 가까울 것이다 !)ì 

『맹자J에서 ‘恐’가 유일하게 언급된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나콸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뽕)이 도덕적 가치(仁)를 획득할 수 있는 

끈거가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어떤 ‘전체성(萬物)’에서 확보되며‘ 

반성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 J숨김없이 진실할 때 내가 ‘즐 

거울(樂)’ 수 있다는 것이다. 개체 속에 전체성이 이미 뜰어와 있다 

는 생각은 곧바로 인간의 판성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여기서 전체 

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석으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논 것으로서 맹 

자가 생각한 인간의 본성 즉 인간에게만 의띠 있게 통하는 가치， 예 

휠 들어 맛좋음이나 보기예쁨 튿기좋음 등 감각적인 기호 및 도녁적 

성향들이다](J) 또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 고통스러운 운멍이 

아년 즐거움이라는 생각에서 맹자가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를 

일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얄 수 있디 맹자가 통치자들에게 감각 

적 쾌락에의 욕구를 ‘미투어 미치게 함(推及)’이 즐거움의 확장인 동 

시에 도덕적인 가치(仁)를 실현하는 정치(王道政治)라고 섣득한 예들

도 이 같은 독해콜 지지한다]1) 

2. 뽕、에 대한 유가작 해석: 주회와 정약용 

『논어』의 ‘)貴忠、뽕’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이들 해석자 

의 사유 구도의 차이를 역동적으로 뜨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그러나 둘 다 橋家라는 자기 정체성-닫 가지고 전개한 사유이므로 

나름대로 유가 철학의 정선을 닦아낸 껏이며 l~) 본고에서 주목하는 

mr맹자 7a ‘OcJ] 萬物핍備於我웃 f反frU'J誠， 樂莫大~~‘ 패뿐‘ r('Î行， 求仁莫近깐 r 
10) I 맹자 6a:07

o 

11) [맹자 1a:04] ... L3 獨樂樂 .[liJJ、樂찢휩l엿~ H不잠與人 H與少樂樂 與웠樂樂 

강h樂 l크不깐與架 · ‘ 今 J子 ~ìJ (î姓 1퍼樂윗'J]=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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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역시 이들이 유가적 도덕 의식이 추구하는 바 당위성의 내적 근 

거와 외적 실천이라는 양면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2.1. 주희의 이원론적 해석: 도덕성의 근거와 체용 본말론 

주희에 따르면， 유가 첼학을 일관하는 실천의 방법은 자기 속마음 

을 숨김없이 진설하게 벨-휘해서(忠) 이를 남에게 미루는(恐) 것이다. 

그의 해석에는 본체와 화용(體·用)， 근본과 말단(本·末)， 하나의 이치 

와 만가지 다른 것(理→分珠) 자기 안의 충실과 자가 밖으로의 확장 

이라는 이원적 도식이 전제되어 있기에 忠과 뿐、도 그 도식에 맞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인용7) 자기 마음을 다함이 충이고，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침 

이 서이다J:l) 

인용8) 하나가 충이고 그로써 꿰뚫음이 서이다 1 ，1) 

인용9) 지극히 진실하여 쉽 없는 것이 또의 본체이니 만가지 다 

른 것들이 하나의 뿌리인 균거이다. 만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는 

것이 도의 화용이니 한 뿌리가 만가지 다른 것인 근거이다 ... 층 

은 하늘의 도이고 서는 사럼의 도이다. 충은 진설하여 거짓없음이 

고 서는 충을 실천히는 방법이다. 충이 본체 • 큰 근본이고 서가 

화용 · 보펀한 도이다 Ei) 

인용10) 가까이 자신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 자가가 바라는 

12) 주희는 도통론을 내세우며 선진 유학의 가르침인 정통적 도학(道學)의 전통이 
한 · 당대의 공백기를 건너뛰어 송대의 정씨 형제와 그 제자인 자신에게 계승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주희의 성리학을 비판한 정약용도 공자의 가르침 

(洙j四之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바 있다. 

13) [중용장구 13] 盡E之心寫忠， 推己及A~.'l깐. 

14) [주자어류 권27 p.67이 →者 많、也 以貴之者 뺑、t!2. 

15) [논어집주 4.1되 蓋至誠無息者， 道之體也， 萬珠之所以 本也; 萬物各得其所者，
道之用也-本之所以萬珠也 ... 忠者天道， 짤1者-人道. 忠者無훌， 쪼R者所以行"f 
忠、也 忠者體， 땐者用， 大本達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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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다른 사람에게 비유하여 그가 바라는 바 역시 이와 같음달 

알고， 그런 다음에 그 바라는 바를 미푸어 남에게 이르게 하는 것 

이니， 곧 씬의 일이고 仁의 기숭이다- 이것에 힘쓰면 그 인욕의 사 

사로움을 이겨서 천리의 공공함을 온전히 할 것이다 16) 

충과 서를 이원적으로 볼 때 문제되는 경우는 충 없는 서와 서 없 

는 충， 그리고 서도 충도 없는 경우이겠지만， 이 중 주희가 주목하는 

문제는 충 없는 서， 즉 근본없는 말단이다. ‘먼저 忠하고서야 젠가 제 

대로 된다’고 하여 땐의 도덕적 기초 및 전제조건으로서 충을 보거 

나， ‘想는 忠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뿐、가 추구하는 목표로서 

忠을 보거나， 또는 ‘恐의 완성태를 인간의 도인 仁으로 보고 충꾀 완 

성태를 하늘의 도인 誠으로 보는’ 등 뿐보다 忠이 더 근원적인 것임 

을 강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꾀 해 

석은 ‘忠이 갖추어져야 恐가 제대로 된다’는 데 집약된다. 그의 의도 

는 보편적 도덕의 기준을 답지하는 주체， 즉 진실한 자기가 확립되는 

것이 모든 도덕적 실천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배려하는 꿨의 방법이 도녁적인 실천 준칙으로서 기능하까 위 

한 전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땐의 기준 노릇을 하는 ‘자기’ 

가 사악한 욕구가 아닌 선한 이지의 담지자여야 한다는 통찰이다. 

2.2. 정약용의 일원적 해석: 도덕의 실천성 

정약용은 주희가 想의 근거로서 강조한 충을 부사로 처리하여 뺀、 

하나만을 t의 실천 방법으로 보았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공자의 하 

나로 꿰뚫는 도는 나의 따음과 같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뽕) 것이 

고， 마음을 치우치지 않또록(中心) 하눈 忠은 서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 이로써 하나를 忠， 꿰뚫음을 뺀、로 뚜어 忠을 설천하는 방법 을 뿜、 

라고 한 주희의 해석은 쁜말이 뒤집힌 것이라는 비판론이 세워진 셈 

이다. 정약용의 해석에서 문제로 주팍받는 상황은 忠 없는 뽕보다 恐

Hì) [논어집주 6.28] 近取諸身， 以己}파欲醫之他人， 옷!l其所欲亦뺑是1ß. 然、後推其所

欲以及於Å.， 則땀、之事而t之術也 於tI:t助뀔，I'IIJ有以勝其人欲之私， 而全其天理

之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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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忠이고， 이런 忠의 허위성윤 부정하며 빨、의 실천성에 집중하는 

그의 방식이 망、을 원칙이 아민 한갓 부사， 즉 태도에 대한 부연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인용11 ) 하나는 서이다 서를 실천하는데 층으로써 행하므로 

공자는 서만을 말하였으니 증자는 이를 연결하여 충서를 말한 것 

이다. 주례 소에서 ‘마픔을 치우치지 않게 함이 층이고 마음을 같 

게 함이 서이다’라고 했다 1내음을 치우 지지 않게 하여 사람을 섭 

기는 것을 충이라 하고， 남익 마음을 내 u}음처럼 헤아리는 것을 

서라고 한다 .. 충서는 곧 서이다. 본래 반드시 둘로 나누지 않아 

도 된다. 하나로써 꿰뚫는 것은 서이고 서플 실천하는 방법은 층 

이다171 

충은 서에 선행하는 어떤 원칙일 수 없으며， 도덕적 행위는 오직 

서에 있다는 주장에서 정약용이 노리는 바 주희적 해석의 폐단은 자 

신의 내면적 본성을 밝헤느라 행동하지 못하고 마는， 행동보다 밟을 

앞세우는(先知後行) 철학의 행동성 결여라는? 문제점이다， 선의 기준 

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내변에서 밝혀 아는데 평생을 보내다가 결국 

그 기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말면 이것은 마음속에서 멀어 

나는 한갓 공상일 뿐 현실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것이r:j.18) . 이 점에 

게 있어서 정약용의 관점은 주희의 지식 강조적 입장을 비판하여 행 

위하는 것이 곧 앓이라고(知行습→) 주장한 육왕학의 입장과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도덕의 핵심은 마음속의 어느 깊은 구석에 완전하 

17) [1논어고금주」里t: ， p .1 581 --者 뿐也‘ . 行想以忠 故fL子單즙$P、 ffij曾子連言

J변j암、il.J. 周禮陳Ic; 中心調믿， 如.c..、謂fP、 蓋ψ心事/、調之뽕、， ttfili心如我心謂之%P、

m .... 忠씬~n!æ‘ "*不必융 jm二z. 以貴之者 fI、也 所以行%P‘者 忠也 , 
18) 사람으로써 사람을 섣긴 01 후에 충이라는 이픔이 있게 되는 것이니 자기자신 

에게는 충이 없는 것이다.1 1]록 자선에게 다아려고 하여도 착수할 길이 없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도는 충-윈「 먼저하고 서플 그 후에 하는 것’으로 인식하 

니 이는 매우 잘뭇된 젓이다 바야흐로 충을 실행할 때에 서는 이 111 ~l. 오래전 

에 있는 것이다 ("논어고급주」이얀 p.16()) . 以人事Á， 而後有忠之名 獨我

無忠， 雖欲先담盡已， 無u좁手 今人싼싫폼i힌띄 t忠ffri後fE， 갖、;Zi꿇 5~. 1iK'cr, 
8:f. 씬딘久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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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갖추어진 알맹이에 있지 않고 행위로 드러난 것에 있다는 정약용 

의 전제는 유가작 인간의 덕성이자 서로써 추구하는 목표인 仁에 대 

한 관계 중섬적 해석에서 드러년다， 

주회에서 그랬듯이 정약용에서도， 그의 특수한 서 해석의 입장은 

그의 특수한 仁 해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想가 내적 충실의 

계기인 충을 배제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한 확충적인 실천만으로또 도 

덕적 행위의 완전한 원칙띤 수 였는 이유는 씬로써 실현되는 목표인 

仁이 심적 덕성이나 원리까 아니라 구체적인 사땀뜰의 관계맺음이기 

때문이다 1씨 두 사람이 있어야 이들 시이에 사회적인 역할 관계가 

생기고 이런 역할 관계 속에서 사기에게 기대되는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도닥적 가치이프로， 이컷은 시럼들의 관계 성립 이전에 한 

개인의 내변에서 완성될 수 있는 심적인 속성일 수 없다 물론 그도 

‘ι ’과 ‘仁의 실천’을 개념상 구벨하여 쓰는 이상 사람을 대하는 행위 

로부터 구별 가능한 ‘사람뜰의 단계가 이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가 행위 이전에 성립할 수 없다눈 더l 

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늘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유지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 각자가 자선 

의 역할과 그 역할의 수행에서 요구뇌는 선악의 기준을 이해하는 과 

정， 즉 도덕적 행위자의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약용식의 

仁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젠의 웬칙에 헥심적으로 개입하고 있눈 도 

덕적 행위자로서의 자기의 개념윤 무사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J) 

Hl) 사람이 세상에 대어나자 그익 온갓 선한 일이나 온갖 악한 일이 모두 사람파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데애서 일이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접촉할 때 각자 

본분을 다한다면 이활 인이라고 깐다 인이란 두 사람이다 아비플 섬기는데 

효도하면 인이라 하 는데 야닫과 아비가 두 사람이다 형을 섬기는데 공손헤→ 

변 인이라 하는데 형과 아우가 두 사람이더 아플을 기료는데 사랑하띤 인이 

라 하는데 아비와 이갈이 누 사람이다. 군주와 신하가 두 사람이고， 손윗 사땀 

과 손아랫 사땀이 두 사란이며 백성과 지도자가 두 사람이다. [~대학공의「 
[J 써l 人生)tIftH: J:t萬善1횟j섣 웰起於人與 人之tr1接 人與人之相接， <<Ií앞:tt木 
分 Jtfr謂之ι { .흙 二人ill 휩父孝[ J仁，(탱l父二人fu. 별 ~L↑弟 [c1í=， 弟與꺼L ι人

fu 합了經I-J{~ ， 父與 f二)、 ttJ. 캅띠二人-tQ， 夫댐 人-tQ， 표에二人也， 民깐二人 
fu ... 

:,!()) u 대학』고{ 중용ιj 에서 말하는 충서 악 의미뜸 자선을 수양하는( 自修) 일애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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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뽕、에 관한 서구의 해석: 쁜、는 황금률인가? 

니비슨은 想가 행위익 정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이상적인 인간의 남을 배려하눈 성격을 형성 

하고 킬러내도록 자신을 이끄는데 사용되므로， 도되적 행위의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덕성이며 공동체 및 도덕의 가능하게 하는 근 

거로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한다.21) 인용1)을 핵섬적인 전거로 삼고 있는 그의 해석에 따르 

면 충은 충실함(loyalty) 으로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같은 상대에 

대하여 자신에게 규칙윤 적용하기를 엄격하게 하는 방법이고， 서는 

널리 사랑함(benevolence)으로서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같은 상대 

에 대하여 그들에게 규착을 적용하기를 너그럽고 탄력적이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충과 서는 각기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예와 규범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상대로부터 요구 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 정 

확하게 적용하고 내가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논 위치일 때 인간적으 

로 느슨하게 적용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며， 동시에 禮의 적용이 

라는 공통적인 맥락과 나와 상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의 입장에 

(상상적으로) 서서 행동할 바블 아는 공통적인 동기부여에 의해 통일 

된다. 결과적으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충서는 이원적으로 연관되는 

시카고 남을 다스리거나 엘을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그의 주장이 도 

덕적 행위자에 대한 그의 입장에 균형을 잡아주리라 생각된다 l'대학』 제9장 

올 해석하면서 정약용관 서의 두 가지 의미촬 구별하여， 하나는 수신의 원직 

인 ‘자신의 선을 미룸으로서의 서(推땐)’이고， 다른 하나는 治人 및 治事의 원 
직인 ‘관용으로서의 서(容챈)’라고 했다(，.대학공의』 흉흉案 %P、有二種. →→是推앞{， 

→是容뽕、. 其在古經止有推뺑、， 木無잠챈- 朱子所듬者 蓋容웬tJl .... 推뺑、者， 主於
自修， 所以行己之善也 容想者， 主於治人， 所以寬人之필、也 斯울 -樣之物'F
... ). 전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릅 이상적으로 맺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의 마음을 남닫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남을 배려하는 
동시에 내가 남들에게 요구하수 기준에 나 자산부터 맞추어 남을 섬기는 적극 
적인 선의 실천을 요구힌다 빈면 후자는 나의 불완전함， 나의 악을 미루어 난 

의 잘못과 불완잔함을 핀대하게 참아주는 것으로， 사란 사이익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 타협 · 현상 유지적 성격이 강하므로 적극적인 선의 섣 
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1) David Nivison, The ~t’ays o( Confucianism , pp.75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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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쌍인 동시에 형식상 입장을 바꿔 생각함(reversibilitv)이라는 

요소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불리기는 히지만 내용상으로는 황급률과 

같은 행동 원칙 (rule)의 범주에 속하는 깨념이 아니다. 

반면 아이반호는 끝까지 황금률의 일종으로 충 · 서 개념을 이해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객관적인 규범을 철저히 따르는 데에는 남의 

입장에 상상적으로 서 보는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忠은 입장 바꿔보 

기 (reversibility)의 형식에 의해 도출되는 원칙이 아니며， 이런 형식 

을 내포하는 황금률에 해당되는 것은 땐 뿐이다. 그는 황금률의 문제 

점을 기준이 되는 욕구의 주관성을 막지 못하논 경우와 정당화되지 

않은 도덕적 선의 기준을 몰래 전제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지적하변 

서， gp의 경우 그것이 도덕적 규범(禮)을 실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욕구의 무리한 확충과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지 

만， 그런 도덕적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 없이 주어진 것으보 받 

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준을 전제하는 경우에 해당시킨다. 

이들의 해석이 보이는 공통적 특정은 예의 실천을 중섬 축으로 

충·서가 하나로 얽히는 구조를 갖는다판 점이다. 아이반호가 주목하 

는 바의 예 개념이 명시하는 바는 완전히 외부적이고 기계적띤 법 

(law)과 완전히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및 욕구의 사이에 禮(ritua])

와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으로서의 도덕 (morality)이 위치한다는 것이 

다 22) 외부에서 강요된 법칙과 상·벌에 의해 행동하는 타율성에 맞선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의 내적 자율성의 개념을 도덕적 행위의 

구성에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서구의 윤리학에서 자율적 주체의 의식 

이 분명하지 않은 사고에서의 도덕성 논의가 문제되는 것도 당연하 

다. 따라서 이들 서구 해석자가 황금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 

자의 황금률에서 특이하게도 이런 문제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음달 발견하는 맥락에서 禮에 의한 객관석 행 

위와 주관적 태도의 결합， 그리고 禮가 누리는 불가침의 권위는 막대 

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22) 禮의 객관성을 강조하변서 이것과 도덕을 연관시키는 발상은 핑가레트가 주 

장한 바 공자 시대에는 도덕적 주체로서 깨인의 도덕적 본성에 대한 깨념이 

아직 형성되어있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훗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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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나에게 행하기플 내가 원하는 바’에서 나의 ‘바램， 욕구’가 

도딘성 혹은 자윤적 이성과 무관한 동물적인 불가피성이나 억제되어 

야 할 감정적인 것으로 션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릎이 도탁적 원칙 

으로 서기 어쉽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고， 또 ‘이성’이 덧붙여서 

도덕적인 방향을 잡는 가준 노릇을 하게 하는 시도(the golden rule 

rationalizcd)가 있어왔다. 따라서 서구의 중국학자들이 뿐、를 횡금률 

의 비판 틀에 맞춰 변호하려는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은 선진 유가의 

욕구와 자기 개념에 대힌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서 논의한 바 V민害 속의 용례나 전통적인 유가 내의 해석에 

따르면 忠·뽕 개념은 보펀적 권위와 객관성의 근거로서 禮에 기대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있지 않다 오히려 나의 삶이 남들과 분리되 

거나 그들을 짓밟고 선 채로 영위될 수 없는 상호적인 것임을 전제 

로， 각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적인 욕구들， 즉 반드시 

도덕적이라 할 수도 없는 식욕이나 출세욕， 명예욕 등 사회적 재화에 

대한 욕구와 도덕적 성격을 담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랑 받거나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임을 밟으로써 닝 

을 배려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는 나의 즐거움이 

극대화되려면 남들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T 주장을 통해 남들의 고 

통 속에서 혼자 즐거울 수 있는 고립된 자아는 없다는 통찰을 보여 

준다 대학과 중용에서 환치자에게 규범파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제대로 규범이 요구하는 태도 즉 덕을 지닐 것윤 강 

조함으로써 사람이 사람윤 지배하는데서 나오는 지배자의 권위에 대 

한 도전. 즉 ‘너나 잘해’라는 11]판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것을 두고 

개명된 이기주의 (enlightened egoism)이며 도덕적이 아니라고 비판 

한다거나， 혹은 주희처럼 이에 대한 대답으로 도덕적 본성의 공유와 

각성의 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도덕적인 마음만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가적 띄己에 대한 오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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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의 유가적 이해에 대한 똥호: 황금률의 문제는 

서에도 그대로 문제되는가 

황금률의 문제는 네 가지로 지적된다. 우선 이 법칙의 적용대상인 

타자(others)의 범위가 확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은 황금률의 원칙찰 

특정한 집단 윤리에 국한시킬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계급 차별적인 사 

회에서도 성립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미개인’ 혹은 ‘오랑 

캐’로 표현되는， 문화적 타자나 패전국빈인 노예를 사람이라는 통칭 

하에 분류되지도 않았던 반면 북교 전풍을 위시로 현대 윤리학에서 

는 인간뿐만 아니라 고통괄 느낄 수 있는 모뜬 존재자들까지 도덕적 

행위의 대상으로 본다 이렌 막대한 시대적 · 문화적 차이를 통하여 

황금률의 원칙이 유효성을 유지해 온 데에는 이런 비규정성의 역할 

이 크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비규정성은 한편으로는 이 원칙의 보 

편성을 확보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 속 

에서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언제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해석닫 

요구하는 것， 도덕적 행위의 성립을 위해 언제나 상황적 지식을 요구 

하는 것， 즉 알맹이가 빠전 형식으로 만든다 둘째로 황금률은 자신 

의 기호와 욕구를 기준으료 하므로 주관성의 개입을 피할 수 없다눈 

비판이 있다. 주관적 욕구가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욕구되는 대상 

이 희소하여 경쟁적 관계가 생기는 경우와 한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 

는 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초래되는 델레마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경쟁률 10 : 1 인 취직시험에서 내가 직장윤 얻으면 탈락한 아홉 1쟁 

의 욕구는 훼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가 합격하고 싶은 마 

음을 미루어 남을 합격하게 해주는 것은 도덕적 행위이기에 앞서 정 

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자 나에 대한 불의이다. 게다 

가 쇠고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이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미루어 종교 

적인 이유로 소의 식육을 거부하는 인도인에게 쇠고기뜰 강권하는 

경우나 자신의 생존 욕구륜 미두-어 출헬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데 

도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윤 거부하는 사람에게 수혈을 강권하는 경 

우 등 황금률로는 문화간씌 가치의 차띠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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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률은 도덕성과 상관없는 개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를 토대로 하 

므로， 도덕적 행위의 윈칙이라기보다는 신중함(prudencc)의 원칙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우래가 단순히 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 

위를 도덕적이라 보지 않는다는 사설은 그 행위가 오직 자신이 친절 

하게 대접받고 싶다는 똥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순전히 

도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닫으로 황금률은 

쌍방 합의적인 행위의 비도딘성을 규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뇌붉 

수수에서 주는 자가 자신의 부정한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미루어 상 

대에게 부정한 재물을 주었윤 때 받는 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었어서 일이 성사되는 경우， 그리고 안락사(cuthenasia) 시술사가 고 

통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여기에 응하는 환자도 감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행 

위가 쌍방의 욕구를 갇등 없이 충속시카고 있기는 하지만， 제3자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사통과시키는 원칙은 도덕적 

행위의 원착으로서 너무 허술하다 

4.1. ‘欲求’ 개념의 유가적 이해에 근거한 뺀의 변호 

선진 유가의 텍스트에서 ELI、뽕는 나의 삶이 남들과 분리된 채로 영 

위될 수 없는 상호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전제 위에 忠뽕는 

각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적인 욕구들， 즉 반드시 도 

덕적이라 할 수도 없는 식욕이나 출세욕， 명예욕 등 사회적 재화에 

대한 욕구와 도덕적 성격을 담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랑받거나 존 

중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앓으로써 남을 

배려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 았다. 이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함을 모두에게 확충시킬 때 좋은 정치를 이룰 수 있고， 또 나의 

즐거움이 극대화되려면 남들파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주장하는 맹자 

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자기만 욕구플 충족시키고 남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남들의 볼만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 충족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우선 내가 

나의 즐거움을 최대한 오래 지키기 위해서 남들도 적당히 즐겁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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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치밀한 계산을 하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남 

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인간에 대한 군원적 

인 동정섬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중용』에서 통치자에게 규범과 법을 염격하 

게 시행하기에 앞서 자선부터 지l대로 rr범이 요구하는 태도 즉 덕을 

지닐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역시 이런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 

다. 우선 자신의 지배권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데서 나오는 지배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 즉 ‘너나 잘해’라는 

비판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 

자기가 어떤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여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서 자신 

은 자기에게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자신의 비행 

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받는 불쾌함이나 고통을 보면 자신도 뜰거울 

수 없다는 인간에 대한 꽁정적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후자익 경 

우 자기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랜 요구가 없기만 하면 스스로도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폼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자 

선의 요구는 없앨 수 있다하더라도 남뜰의 요구는 세상에 엄연히 있 

으며， 이때의 자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유일한 관섬사로 두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언제나 주위 사람들파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 

기 때문이다. 

선진 유학에서뿐만 아니라 주회에서도 욕구가 도덕성과 분려되고 

대립되어 있는 것일 수 없다， 정주학의 기본 명제인 ‘마음은 성품과 

감정을 포괄한다(心統性↑훤)’에서 보는 바 마음의 작용은 그 본체로서 

본성의 발현이 아닌 바기- 없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도 서로 

이질적인 두 요소의 대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본체이고 후 

자가 그 본체가 드러난 현상·받현이므로， 하나의 존재로 파악페어야 

한다 즉 기질지성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연지성을 

잘 반영할 때 선하고 그떻지 않을 때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맞거나 맞 

지 않음으로써 악에 빠질 것인가 다양한 층차의 혼탁함을 내포한 선 

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짙지성의 발현으로서 욕구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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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주어져있는 도녁적 본성을 떠나 독립적인 발생 근거를 가지고 있 

는 것일 수 없다. 또한 정주희의 체용론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정약 

용도 사람의 고유한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약을 미워하는 경향이라 

고 함으로써 그런 인간의 고유한 마음씀이 도덕적 정서와 별개로 성 

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의 인물성이본과 인심도십자송설에 따 

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선악의 갈등이 전개되며，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하늘의 뜻에 감응하는 따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도녁적 경향성이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 

니며， 그런 경향성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여타 욕 

망하는 마음들과 그 자체로 다른 것일 수 없다 그 마음이 발휘되어 

어떤 결과를 지향하는가， 혹은 그 마음을 발동할 때 동원된 의지적 

결단력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선 · 악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약 

용의 철학 속에서 그것이 생리적인 것이든 인륜에 관계된 것이든， 모 

든 욕구는 도덕적 선 · 악이 결정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유가 철학적 입장들과 비교해볼 때， 서구 철학의 욕구에 대 

한 전제가 잘 드러난다. 서구의 근대적 사유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본 

성이라는 이성은 감정 및 욕구와 분리되어 이들을 조절하고 지배하 

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자유는 피할 수 없는 동물적 생 

존 욕구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솟구쳐 나오는 감정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 즉 자율적 이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 속에서 ‘이 

성적인 욕구’는 인간이 본연의 모습일 때의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욕구가 이성의 지배를 받아 절제되어 발휘된 경우를 가리 

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언제나 주관적이어서 보편화될 때 

엉뚱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또한 이성을 거론하 

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서의 욕구와 감정은 서구의 사유 전통 

속에서 동물적 본능에서 나오는 생리적 욕구， 이성의 지배를 받을 때 

에야 인간의 조건으로 끔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유가적 욕 · 구의 개념을 전제로 한 뽕 원칙의 변호가 서구 

에서 ‘이성’이나 ‘도덕적 적관’ 등 외부로부터 도덕의 기준을 받아들임 

으로써 황금률을 도덕적 행동원칙으로 살려내려는 시도와 어떻게 다 

를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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