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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孟子의 도덕철학 연구

김 남 희

본 논문은 ‘맹자의 도덕철학 연구’라는 제목 하에 인간의 도덕성과 마음에

대한 맹자의 이해 방식에 주목하여 맹자의 인간관과 心論의 특징을 밝히

고, 그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본 논문은 맹

자가 도덕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

어 논한다. 첫째, 맹자는 도덕성이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점을 주장

한다. 맹자는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성질을 도덕성

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간의 진정한 性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맹자는 인간

의 도덕성이 선천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유전자결정론

이나 생물학적결정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맹자는 善의 선천성을 말

함과 동시에 환경적,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지막으로 맹자는 모든 인간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며 도덕

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의

동등함을 주장한 것은 인간은 존재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맹자의 도덕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에 있으므로

본 논문은 맹자의 心論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맹자의 인성론

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으로 현대 철학자들의 性善論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한다. 또한 맹자 사상이 性善論으로 이해될 때 발생하



는 오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자 사상은 心善論로 이해되어야 한

다는 것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맹자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된 생명에 대

한 감응에 주목하여 자신의 도덕 사상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주장한다. 맹

자는 인간의 마음을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연결시켜 이해

하고 있다. 맹자가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善

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

대 사회에서 인간의 내재적 도덕심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맹자의 修養論을 求放心과 不動心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

고자 한다. 맹자는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의 수양공부를 매우 중시

한다. 또한 道德心과 德性知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心論의 핵심을 밝히고자

한다.

맹자의 인간관과 心論 및 修養論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

선 도덕교육에서는 학생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

로 도덕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과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

성해야 한다. 또한 맹자의 인성론에 따르면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인간의 도덕성을 충분히 이

끌어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습득과 합리적 이성의 강조만이 아닌 도덕

적 감정의 함양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덕 감

정에 기반한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맹자가 마음의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 도덕적 성찰 능력은 도덕교육의 목

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학생

들이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성숙한 이해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주 요 어 : 유가 철학, 맹자, 인성론, 道德心, 생명, 도덕교육

학 번 : 201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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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개인은 물론 국가, 국제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 순위를 점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규정된다. 경제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은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존재로

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기 이익의 추구

성향은 인간의 본성으로 치부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

익을 위하는 행위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은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았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가정된

인간은 자유 시장에서 인간의 경제욕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을 주도

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여 지구공동체에 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과학문명의 진보를 통해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를 향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심각한 자기성찰의 과제를 안고 있

다. 또한 인간은 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현대 사회에서 ‘인간다

움’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모색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인간

을 도덕적 존재(Homo ethicus)로 보고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근거하여 도

덕 사회의 실현을 기획했던 유학 사상은 주목해볼 만하다. 유학 사상의 목

표는 ‘인간다움’의 근원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유학 사상은 인간학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유학에

서는 본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도덕성에 두고 도덕의 실현을 중시한다.

인간은 도덕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도덕적 인

간이 될 수 있고, 도덕적 인간에 의해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는 도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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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 사상가 중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에 주력했던 孟

子의 사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맹자(B.C. 372∼289)는 전국 시대 鄒나라 사

람으로 이름은 軻이다. 맹자는 제자를 가르치고 열국을 두루 돌아다녔으며,

말년에는 세상에 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보고 물러나 책을 쓰다가 84세의

나이로 여생을 마쳤다.1) 맹자는 孔子의 손자인 子思의 제자에게서 배웠는

데, 공자를 배우는 것이 자기 필생의 소망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공자 사상

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다. 맹자는 찬란한 도덕 생명의 소유자로서 예기와

웅변력 및 뛰어난 기상을 지니고 있었다.2) 그는 자신이 처한 시대 속에서

생명의 찬란함과 義理의 방향을 지닌 가치 체계의 이상을 확립하고자 하였

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衰亂의 시기로 도덕적 가치는 타락했으며 문

화적 이상은 암담하였다. 『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대는 천하가 온

통 合縱과 連橫에 힘쓰고, 공격과 정벌을 현명한 것으로 여겼다. 인간다움

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 시대적 혼란 속에서 맹자는 역설적이게도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양론과 새로운 정치, 교육론을

전개하였다.3)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가득했던 시대 상황에

서 오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을 도덕성으로 규정한 맹자의 본의는 현대 사

회에서 재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맹자의 인간관과 마음론

1) 蔡仁厚 , 천병돈 역, 『맹자의 철학』, (서울 : 예문서원, 2010). p.19

2) “맹자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모두 程顥와 程頤가 성현을 평가하면서 맹자를 평

한 말이다.”(蔡仁厚, 위의 책. p.36)

3) "선진 중국철학은 사회적 혼란과 이의 극복이라는 뚜렷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

었기에 사회성·정치성이 강하다. 일견 순수한 이론적 사변 작업이라고 보이는 각

철학자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조차도 그들의 사회 정치적 대안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다. 맹자의 사회 개혁이나 교육·교화의 구체적 방책 또한 그의 본성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전개되었다. 선진 제자학에서 본성론은 세계 이해의 도상 속에

서 인간 주체에 대한 탐구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그 터전이

되는 사회에 대한 논의, 예를 들면 사회 개혁을 위한 대안 제시의 한 과정으로 전

개되었다." (김병환, 「맹자의 도덕생명사상 - 맹자 이전의 본성론과 비교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3권, 2001.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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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맹자의 도덕철학 사상을 연구 주제로 삼게 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맹자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맹자는 인

간과 동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인간만의 독자적 고유성인 道德生命을 근거로

인성론을 전개하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특별한 도덕적 존

재임을 논증한 것이다. 도덕주의적 인문 생명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자 한 맹자의 이상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

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맹자의 인간관

은 인간성의 회복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사명에 부합한다.

둘째, 맹자의 도덕철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맹자 도덕철학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心論에 대한 심층

적 이해가 요구된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道德心으

로서의 위상을 세운 뒤, 인성론을 전개한다. 현대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에

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마음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맹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인간 외의 생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

의 도덕적 정서와 직관을 바탕으로 한 공감 능력은 매우 필요한 덕목이다.

맹자의 도덕철학은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동양철학에서 살아있음[生]을 중시하는 사상은 『周易』으

로부터 시작하며 맹자의 사상에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를 계승

하고 있는 北宋의 유학자 張載(1020∼1077, 橫渠 先生으로 불림)와 程顥

(1032∼1085, 明道 先生으로 불림)로 이어져 완성된다. 따라서 맹자의 마음

론을 생명의 담론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은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위기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인간관과 心論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 4 -

적지 않다. 도덕교육은 ‘도덕적 인간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도

덕교육에서는 사람다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

과의 목표와 내용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맹자의 인간관

과 心論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도덕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 같은 동기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맹자의 도덕철학, 특히 맹

자의 인간관과 心論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통해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

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본문의 2장에서는 맹자의 인간관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맹자 이전에 유행했던 인성론인 告

子의 無善無惡說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대조되는 맹자의 인성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본성[性]의 자연생명적 측면에 초점을 둔 고자와 달리 맹자는 독특하게 고

유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였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善과 惡의 문제를 중심으로 맹자의 인성론을 분석하고

자 한다. 맹자는 인간의 생명 속에 내재해있는 선천적인 善의 뿌리를 말함

으로써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주지하듯 인간

은 때때로 악한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에 맹자의 인성론은 不善의 기원에

대한 설명체계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四端의 선천적 본래성을 논

증하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에 善이 내재해 있다는 맹자의 주장을

살피고, 不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맹자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不善으로

부터 善을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도덕생명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聖人됨의 가능성을 주장했던 맹자의 보편적 인간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맹

자는 다른 種과는 다른 인간만의 공통성을 근거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聖

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또한 맹자는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大人, 大丈夫, 君子, 聖人으

로 칭하고, 외부 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본래적 마음을 발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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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누구나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절에서는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이상을 밝히고, 이

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도덕적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맹자의 心論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한

우선적 작업으로 性善論이라 불리는 그의 인성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

이다. 성선론의 논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당대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상이

한 해석 방식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맹자의 인성론을 性善論이 아닌 心善

論으로 규정하는 것이 맹자의 心論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心善의 핵심이 살아있음[生]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

는 지점을 밝히며, 맹자를 중심으로 유학 내부의 생명성 담론을 집중적으

로 연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맹자의 修養論을 求放心과 不動心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맹자는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의 수양공부를 매우 중

시한다. 맹자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서 다시 구할

것[求放心]과 심성의 수양을 통해 本心의 선함이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

지 않는 경지[不動心]에 도달할 것을 주장한다. 2절에서는 求放心을 하기 위한

수양 방법과 不動心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하며 맹자의

도덕철학에서 욕심[欲]의 문제, 마음과 말[言]의 관계, 마음과 氣의 관계를 파악

할 것이다.

3절에서는 맹자의 心論에서 道德心과 德性知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心論의

핵심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南宋의 유학자 朱熹(1130〜1200)와 陸九淵(1139〜

1193, 象山 선생으로 불림)의 공부방법과 이들이 말한 性卽理와 心卽理 명제의

본의를 규명해 낼 것이다. 朱熹와 陸九淵은 맹자의 心論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도덕철학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데, 맹자 사상의 心과 知에 대한 이해의 틀을

바탕으로 두 학자의 사상이 분화되기 때문에, 맹자의 도덕철학을 연구하는 논

문에서 두 학자의 학문적 분기점을 논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맹자의 인간관과 心論 및 修養論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도덕 교육에서 인간과 마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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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올바른 도덕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대한 탐구에 집중했던 맹자의

도덕철학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도덕교육의 목표

와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제는 맹자의 도덕철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도덕철학은 다양한

형태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

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맹자가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한다. 우

선 맹자 이전의 인성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는 맹자와 인성에

대한 논쟁을 펼쳤던 告子의 입장에 주목할 것이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 중원

지역에서는 이미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담론이 있었으나,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학설은 告子가 주장한 無善無惡說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맹자가

제시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모습을 밝히는 과정에서 先秦 儒家의 君子觀에 관

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다. 맹자는 계층적 지위나 신분에 관한 개념으로서가 아

닌 도덕적 인격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君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는 孔子의 군자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선진 유가의 군자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맹자의 도덕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맹자의 마음론과 수양론에 대한 입

장에 주목한다. 3장의 1절에서 맹자의 性善論을 해석하는 현대 철학자들의 입장

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牟宗三과 蔡仁厚, Roger T. Ames와 Irene Bloom,

傅佩榮과 Philip J. Ivanhoe의 논의에 집중할 것인데, 이들의 사상을 연구 범

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牟宗三과 蔡仁厚는 서양 철학의 형

이상학적 세계관을 차용하여 맹자의 性善論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서양의

본질주의적 해석 체계 안에서 맹자의 사상을 이해해왔던 기존의 전통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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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mes와 Bloom은 맹자가 말하는 性

이 ‘획득된’ 것인지 ‘타고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데 이는 도덕철학

내부에서 중요한 논쟁인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문제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편 傅佩榮과 Ivanhoe

는 맹자의 性善을 ‘向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性善論의 논리체계 안에

서 발생할 수 있는 存在와 價値의 충돌이라는 철학적 난제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3장의 1절 후반부에서 맹자의 사상을 생명의 담론으로 해석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맹자 이전의 생명성에 대한 논의는 『周易』, 특히 「易傳」의 사

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周易』에서는 생명창생의 주체가 되는 天

地乾坤의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 생명의 원리로서의 感應 개념과 생명운동

으로서의 一陰一陽에 대해 논하고 있다.4) 또한 「易傳」에서는 생명을 도덕

적 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맹자의 생명에 대한 담론과 연결될 수 있

는 지점이 있기에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맹자 이후의 생명성에

대한 논의는 張載와 程顥 사상에 주목할 것인데, 두 학자가 맹자의 사상에

흐르는 생명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논하였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3절의 心과 知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맹자의 心論에 대한 이

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맹자와 대조되는 荀子의 사상을 다룰 것이다. 마음과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맹자와 순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

이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서 맹자의 도덕철학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맹자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후대의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대

표적으로 朱熹와 陸九淵의 사상에 주목할 것인데, 두 학자의 공부 방법에 대한

논쟁에서 맹자 心論의 강점과 한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문 전반에 걸쳐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는데, 원전의

경우 古語의 사용을 비롯하여 漢字의 글자 각각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함께 관

4) 김병환, 「『주역』의 자연 생명사상」,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0권, 199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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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문가들의 자료와 서적 등 2차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고 한다. 『孟子』의 경우는 양백준 저, 우재호 역의『孟子譯注』(대구: 중문,

2005)와 성백효 역주의『孟子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6)를 바탕으로

김학주 역주의『孟子』(서울: 명문당, 2002), Lau, D.C., 『The Mencius』

(London: Penguin, 1970)를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맹자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

는 주로 牟宗三, 蔡仁厚, 徐復觀. 唐君毅. 馮友蘭, 傅佩榮 등 당대 신유가 사

상가들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신유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호이트 틸만(Tillman,

Hoyt C.)의 『Utilitarian Confucianism :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Cambridge: Harvard Universit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2)와 호이트 틸만 저, 김병환 역의 『주희의 사유세계』(서울 : 교육과

학사, 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되 필

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주제에 맞게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여5) 도덕교육

적 의미를 살리도록 한다.

5) 물론 원전의 의미를 임의로 재단하는 일은 없고, 원전에 충실한 해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석학적 지평을 넓히는 작업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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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맹자의 인간 이해

1. 인간의 고유한 도덕성

맹자가 살던 당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담론 중 가장 강력했던 학설은 告

子가 주장한 無善無惡說로,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본

성[性]이 가진 자연생명의 측면에 집중한다.

반면 맹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인간만의 독자적 고유성인

도덕 생명을 근거로 인성론을 전개하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

는 특별한 도덕적 존재[homo ethicus]임을 논증함으로써 인간의 독특한 고유

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이 장에서는 고자와 맹자의 本性論을 자연생명과

도덕생명이라는 개념어로 비교분석하며, 맹자가 고유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

간을 상정했다는 점을 논증하도록 한다.

1) 맹자 이전의 本性論

맹자가 살던 시대에 지금의 北京 지역에서는 이미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담론이 있었다. 이는 「告子」편에서 맹자의 제자였던 公都子가 맹자

에게 질문하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公都子가 말하였다. “告子는 ‘性은 선함도 없고 불선함도 없다’라고 말하고, 혹

자는 ‘性은 선해질 수도 있고, 불선해질 수도 있다 … ’고 말하며, 혹자는 ‘性이

선한 이도 있고, 불선한 이도 있다 … ’고 말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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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당시 유행하던 本性論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無善無惡, 즉 인간 본성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두 번

째는 可善可惡, 인간 본성은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有善有惡, 인간 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본성이 악한 사람도 있다

는 주장이다.

이 중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학설은 告子가 주장한 無善無惡說로, 인간

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선천적인 본

유론에 반대하는 경험론적 입장인 로크의 백지설(theory of tabula rasa)과

유사하다. 이 주장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본성

[性]이 가진 자연생명의 측면에 집중한다.

중국 고대에는 원래 生이라는 글자만 있었고, 性은 生字에서 후대에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性은 生이다[性者生也]”7)라고 하며 生을 性으

로 해석하였다. 맹자가 살던 당시 역시 生과 性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告子가 주장한 ‘生之謂性’의 정의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맹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인간만의 독자적인 고유성

으로서 본성을 설명하는데, 당시의 이러한 인성론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획기적인 주장이었다.8) 따라서 맹자가 도덕생명의 측면에서 인성론

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인간과 동물9)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에 주목한 告子의 경우, 타고난 그대로의

6)『孟子』, 「告子 上 6」“公都子曰 告子曰性無善無不善也. 或曰性可以爲善 可以爲不

善 … 或曰有性善有性不善… ”

7)『左氏』, 「召, 十九」“民樂其性.”[疏] “性生也”

8)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孔子 性善說은 근거가 미약하

다. 공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 본성이 善인지

惡인지에 대한 주장을 입론하지 않았다. 다만 본래의 공통된 인성이 교육이라는

후천적 과정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만 언급하였다.” 공자의 인

성론에 대한 논의는 김병환, 「맹자의 도덕생명사상 - 맹자 이전의 본성론과 비

교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3권, 2001. pp. 272-275 참고

9) 인간 이외의 동물, 禽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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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性으로 규정10)하고, 食色을 性의 대표적 특성11)으로 보았다. 이는 몸을

가진 모든 생물이 가진 공통된 속성, 본능이라고 불리는 자연적 본성을 말한

다. 식욕과 성욕은 생물체의 대표적 본능이므로 여기에는 도덕적 의미가 부여

될 여지가 없다. 즉 告子는 중성적인 재료의 의미를 지닌 性을 말하며 도덕성

의 선천적 내재성을 부정하였다.

性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물길을 내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

쪽으로 물길을 내면 서쪽으로 흘러간다. 인성에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 자체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12)

‘湍水의 비유’에서 告子는 인간의 본성을 물[水]이라는 자연적 속성을 지닌

대상에 비유하여 물의 속성 안에 동서의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듯이, 인간

의 본성에도 선악이라는 가치를 지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논증한다. 고

자가 말한 性은 氣性 혹은 才性에 속하는 것이며, 자연적 사실에 속한다.

이는 생물의 본능인 동물성 혹은 氣質, 才能을 말한다.

牟宗三은 性을 두 갈래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고자와 맹

자의 본성론을 대비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氣의 측면에서의

性은 材質의 성으로서 氣性과 才性, 質性을 말하는 것으로 송대 유학자들

은 이를 ‘氣質之性’이라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理의 측면에서의 性은

공자의 仁, 맹자의 心性, 『중용』의 中과 誠이 속하며, 송대 유학자들을

이를 ‘義理之性’이라고 하였다.13) 전자에 해당하는 자연생명[生]으로부터 인

성을 말하는 담론, 즉 “태어난 그대로를 일러 성이라 한다[生之謂性]”의 노

선은 告子로부터 荀子, 董仲舒, 王充, 劉邵로 이어진다.

荀子는 “나면서부터 본래 그러한 것을 性이라고 한다.”14)고 보았으며,

10)『孟子』,「告子 上 3」 “告子曰 生之謂性.”

11)『孟子』,「告子 上 4」 “告子曰 食色性也.”

12)『孟子』,「告子 上 2」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

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13) 牟宗三, 『才性與玄理』, 臺灣學生書局, 1980, 제1장, 제1절 참고

14) 『荀子』,「正名」“生之所以然者謂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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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이란 선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요, 행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있는 것을

性이라고 한다.”15)고 주장하였다. 또한 “性이란 자연적인 재질이다”16)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모두 性이 자연 생명의 본질로서 선도 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7) 또한 董仲舒는 모든 자연생명을 氣로 이해하여 인간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성을 전제하면서 악의 근원을 情에 두고 있으며,18)

王充은 “氣가 性이 되는 것이고, 性이 이루어지면 命은 정하여지게 된다[用

氣爲性 成性命定]”라는 설을 제기하며, 인간 본성이 氣의 품수과정에 따라

우연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소는 한 왕충을 거쳐 발전하여 劉邵의 『인물지』에서 才性을 말하고 있

다. 이러한 입장은 宋代에 이르러 ‘氣質之性’의 담론으로 귀결되었다.

중국 인성론사에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

국 인성론사에서는 生之謂性을 따르는 상당 수의 학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송대의 義理之性 논변은 孟學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告子의 인성론에 대한 단순한 이해의 도식을 넘어서서

告子가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告子는 맹자와 달리 도덕

의 선천적 내재성은 부정하였으나, 인간이 후천적으로 仁義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告子는 인성을 버드나무 가지에, 仁義를 그 가지로 만든 그릇에 비유하

고 있는데19), 이는 후천적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인의를 실

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告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무선

15) 『荀子』「性惡」“凡性者天之就也 不可學不可事 …… 不可學不可事而在人者 謂之

性.”

16) 『荀子』,「禮論」“性者本始材朴也.”

17) 채인후, 천병돈 역, 『순자의 철학』, (서울 : 예문서원), 2009. pp.67-68

18) 『春秋繁露』,「深察名號」“如其生之自然之資謂之性.”

19) 『孟子』, 「告子 上 1」 “告子曰 性猶杞柳也. 義猶桮棬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

爲桮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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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이지만 사회적 훈련을 통해서 有善 혹은 有惡으로 거듭난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의 경험론적 고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告子에 대해서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이해하지 못했

다고 평가내리는 것은 고자설의 본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20) 唐君毅

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告子가 제시한 ‘生之謂性’의 원의를 설명하

고 있는데, 告子는 도덕성의 선천성을 부정하고, 生의 후천적 가능성에 근

거하여 도덕성을 설명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善

惡의 양태들은 모두 人性이 삶 속에서 드러난 다른 표현들에 해당하므로

性의 본질과 존재 의의는 다름 아닌 生의 생성 내용과 전개 과정을 가리킨

다.21) 따라서 告子는 인간이 삶 속에서 후천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선을 실

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의

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냈다고 볼 수 있다.

2) 道德生命 : 인간의 고유한 특성

맹자의 사상에서 性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특수한 의미를 가지며, 이

는 사람과 동물의 종적인 차이, 곧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특성이나 특징만

을 가리킨다.22) 맹자는 독특하게 인간만의 독자적 고유성인 도덕 생명을 근거

로 인성론을 전개한다. 그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미미[幾希]한 차이에서 인간

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고 인간

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질적 차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 김병환, 위 논문. pp. 276-277

21) 唐君毅, 『中國哲學原論ㆍ原性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11

22)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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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맛을 아는 것, 눈이 빛을 아는 것, 귀가 소리를 아는 것, 코가 냄새를 아

는 것, 사지가 편안함을 아는 것은 사람의 ①본성[性]이기는 하지만, 천명이 있

기에 군자는 그런 것을 ②본성[性]이라고 하지 않는다.23)

맹자는 性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때, 자연생명적 의미에서의 性

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맹자는 ①의 경우처럼 인간의 감각적 욕구와 연관

되는 자연생명 측면의 性을 인정한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생명체가 필연

적으로 지니게 되는 본능이 그 자체로 인간의 진정한 본성(②)이라고 규정

하지 않는다. 맹자는 타고난 육체적 본성이 도덕적 차원으로 도약할 때, 즉

도덕 생명으로서의 본성이 참된 의미의 본성이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생선도 내가 원하고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으면 생선을 포기하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①사는 것[生] 또한 내가 원

하고 ②의로움[義] 또한 내가 원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으면, 삶

을 포기하고 의를 취하겠다. 삶 또한 내가 원하지만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지만,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으니, 현자만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

자는 능히 잃지 않을 따름이다.24)

여기서 살고자 하는 것,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①)은 생명체의 기

본 욕구이자 본능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生의 의지 역시 인간의 性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의로움, 즉 도덕성을 추구하는 존재

23)『孟子』, 「盡心 下 24」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

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 不謂性也.”

24)『孟子』, 「告子 上 10」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

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

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患有所避也 …… 是故

所欲 有甚於生者 所惡 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能勿喪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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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다. 맹자는 생물학적 본능과 도덕적 욕구가 충돌할 때, 사람의 마음

은 도덕적 욕구를 따르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의 참

다운 性은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도덕생명이라는 것이다.25)

맹자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는 미미한 부분을 포착하여, 그 특성을

인간 본성[性]의 본질로 규정한다.26)

사람이 금수와 구별되는 소이는 극히 미미하다. 보통 사람은 이를 흘려 버리

나 군자는 이를 보존한다. 舜임금이 만물의 이치에 밝고 人倫을 잘 살피신 것

은 仁義에 따라 행위한 것이지 仁義를 실행한 것은 아니다.27)

사람에게는 사는 방도가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

서도 배움이 없다면, 곧 금수에 가깝다.28)

맹자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지점이 지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다른 동물의 본성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공유하는 대다수의 공통된 속성보다는 미미한 질적 차이에 주목

하여 자신의 인성론을 전개하는데, 그러한 차이를 仁義, 즉 도덕성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맹자는 물질적인 만족만을 요구하는 것은 금수에 가깝다고

25) 牟宗三은 맹자와 고자의 인성에 관한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관련하여 고자는

‘사실’과 ‘지식’ 대상의 측면에서 인성을 설명하는 한편, 맹자는 가치론적 판단과

분별에 근거하여 인성의 본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牟宗三, 『圓善論』,

學生書局, 1985. p.9)

26) 荀子 역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 지점

이 도덕적 분별 능력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그러나 순자는 사람의 사람다운 까닭,

즉 도덕적 능력이 인간의 본성[性]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데서 맹자와 차이가 있

다. 『荀子』,「非相」“人之所以為人者何已也 曰以其有辨也.飢而欲食 寒而欲煖 勞

而欲息 好利而惡害 是人之所生而有也 是無待而然者也 是禹桀之所同也. 然則人之所

以為人者 非特以二足而無毛也 以其有辨也 夫禽獸有父子 而無父子之親 有牝牡而無

男女之別 故人道莫不有辨.”

27)『孟子』, 「離婁 下 19」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舜

明於庶物 察於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

28)『孟子』, 「滕文 上 4」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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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물질적 만족 이외에 도덕 가치의 문제를 제출한다. 인간과 금수

와의 차이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시도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비록 사람에게 보존된 것인들 어찌 仁義의 마음이 없으리오마는 그 良心을 잃

는 것이 또한 도끼와 자귀가 나무에 대해서 아침마다 베는 것과 같으니, 이렇

게 하고서 아름답게 될 수 있겠는가. 日夜에 자라나는 바와 平旦의 맑은 기운

에 그 좋아하고 미워함이 사람들과 서로 가까운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을 梏亡하니, 梏亡하기를 반복하면 새벽에 맑은 기가 보존될

수 없고, 새벽의 맑은 기가 보존될 수 없으면 금수와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된

다. 사람들은 금수 같은 모습만을 보고서 일찍이 좋은 재질이 있지 않다고 생

각하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본성이겠는가?29)

平旦이란 해 뜨기 바로 전 새벽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기운은 매우 깨끗

하고 맑다. 마음이 다른 대상과 접촉하기 이전의 고요한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새벽의 맑은 기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을 잘 드러내는 것이며, 맹자는 이를 보존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도 맹자는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

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순수한 본래

적 특성은 동물과 다르며, 이러한 속성을 제외하면 인간과 금수와의 차이

가 매우 드물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매우

드물지만, 그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를 확장시키는 것이

인간됨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君子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두기 때문이니, 군자는 仁을 마음에 두

며 禮를 마음에 둔다. 仁한 자는 남을 사랑하고, 禮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

29) 『孟子』, 「告子 上 8」 “雖存乎人者 豈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

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其好惡 與人相近也者 幾

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 不足以存. 夜氣 不足以存則其違

禽獸 不遠矣 人見其禽獸也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豈人之情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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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이 항상 사랑해 주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남이 항상

공경해 준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대하기를 橫逆으로써 하면 군

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내 반드시 인하지 못하며 내 반드시 예가 없는

가보다. 이러한 일이 어찌 이를 수 있겠는가’ 한다.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서 인

하였으며,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서 예가 있었는데도 그 횡역함이 여전하다면

군자는 스스로 돌이며, ‘내가 반드시 진실하지 않았을 것이다’하고 반성한다. 스

스로를 반성해 보아서 진실하였는데 그 橫逆함이 여전하다면 군자는 말하기를

‘이는 또한 망령된 사람일 따름이다. 이와 같다면 금수와 무엇을 구별하겠는

가? 금수에 있어서 또한 무엇을 어렵게 여기겠는가?’ 한다.30)

맹자는 인간다운[仁]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항

상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즉 맹자는 인간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호혜적인 관계에 대한 믿

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사회 질서 안에

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존경하면 그

도 나를 존경하는 호혜적 원리가 나타난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忠] 타인

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반드시 상대도 나에게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사이의 호혜적 원리를 파괴

하고, 仁으로 대한 사람에게 橫逆함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비정

상적인 사람[妄人]이며, 금수와 다르지 않다. 이 구절에서도 仁과 禮를 갖

추지 못한 사람, 즉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인간을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금수와 같다고 규정지음으로써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30)『孟子』, 「離婁 下 28」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 以仁存心 以禮存

心.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者人恒愛之 敬人者人恒敬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 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自反而忠矣 其橫逆 由是也 君子曰 此亦妄人

也已矣 如此則與禽獸奚擇哉 於禽獸又何難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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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식견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다른 생명과 구분되는 지점으로부터 도덕주의적 인문 생명을 바탕

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인간의 선천적 도덕성

맹자는 인간의 생명 속에 내재해있는 선천적인 善의 뿌리를 말한다. 인간

의 마음에 이미 선의 뿌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은 善이 인간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본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맹자는 이러한 시각을 바

탕으로 不善의 원인을 본연적 마음이 아닌, 외부의 요소에서 찾는다. 이 장

에서는 사단의 선천적 본래성을 논증하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에

선이 내재해 있다는 맹자의 주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불선이 발생하

는 원인을 고찰한다.

1) 四端의 선천적 본래성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단서가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 이전에 본래적으로

인간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인간 사회에서 규범과 가치가 존

재하며, 세련되고 질서 정연하게 제도화된 문명과 삶의 양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의 발

생 근거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래적 모습 안에서 문화와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 善의 단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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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해냄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질서가 구현된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논

리적인 정합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순자의 경우, 인간 내부

의 선천적 도덕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선의 최초의 기

원을 설명하는데 논리적 결함을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天’과

같은 궁극 존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모든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31)

②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

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32)

③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33)

①에서 ‘A(사람)는 B(도덕적 마음)를 가지고 있다[人皆 有不忍人之心]’의

형태를 보면, B가 A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맹수가 날

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가 아가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

듯이 인간은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①의 구절만 보면, 도덕

적 마음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의 개별적 요소로 취

급될 수 있다. 이를 집합의 관계로 나타내면 A⊃B과 같다.

그러나 맹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②에서 ‘도덕적 마음을 가지지 않으

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언명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

로 사단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B(도덕적 마음)가 없으면

A(사람)가 아니다[無惻隱之心 非人]’라고 할 때, B는 단순히 A에 포함된 개

별적 요소가 아니다. 이 문장의 논리적 형태만 볼 경우 B⊃A가 되며, ①과

②를 종합하면 A=B임을 알 수 있다. 즉 도덕적 마음을 구비하고 있는 것

이 진정한 인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도덕생명으

로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31)『孟子』, 「公孫 上6」 “人皆有不忍人之心.”

32)『孟子』,「公孫 上6」 “無惻隱之心非人也. 無羞惡之心非人也. 無辭讓之心非人也. 無

是非之心非人也.”

33)『孟子』,「公孫 上6」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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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③에서 인간의 도덕적 마음인 四端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본래적으로 구비되어 있음을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가시적 차원에서 자명하기에

인간에게 四肢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34) 인간의 도덕적 마음

을 사지에 비유하여, 타고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단의 자연적이고 본

래적인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태아가 초기의 수정체로부터 서서히 인간의

형상을 갖추어 가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거쳐 태

아가 세상으로 나왔을 때 분명한 사지의 모습을 구비하고 있듯이, 도덕적

단서도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경험과 학습 이전에도 선천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능

력인 良知와 良能을 제시한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은 良能이고, 헤아려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을 良知이다.35)

양지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직각 능력으로써 옳고 그름

과 선악을 아는 것이다. 맹자는 후천적 학습과 사회화의 경험 이전에도 알

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지와 양능은 생물체의

본능적 앎과 행위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포유류의 새끼가 세상에 태어

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거나,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게 되는 행위처럼 자연생명 측면의 선천적 앎과 행위 능력을 양지, 양능

으로 볼 수는 없다. 맹자는 도덕적 영역에서 양지와 양능을 정의한다. 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집안의 형을 공경할 줄 알며, 더 나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양지와 양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

는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36) 맹자는 양지와 양능이라는 개념을

34) 물론 맹자는 기형이나 질환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四

肢는 인간의 육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35)『孟子』, 「盡心 上 15」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36)『孟子』, 「盡心 上 15」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也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 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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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움으로써 선천적 道德知37)와 도덕 행위능력의 실재성을 구축한다. 인

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을 논증하려는 시도는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어질고 의로우며 진실되고 믿을 수 있으며 선을 즐거워하기를 게을리하지 않

는 것, 이것이 하늘이 준 벼슬이다. 公卿과 大夫는 사람이 준 벼슬이다.38)

이 구절에서 仁義忠信善은 모두 인간의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명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人爵]이

지만 仁義忠信善, 즉 인간의 도덕적 마음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天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성이 생명 내부에 본래적으로 규정 지워져 있다

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天爵은 天性, 즉 인간이 선천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의미한다. 天爵은 도덕적, 인격적인 것으로 인간의 내재한

도덕적 자각에 의해 표출되는 것이다.39)

또한 인간 내부에 도덕이 기원하고 있음을 논증하려는 시도는 다음 구절

에서도 확인된다.

군자가 성으로 여기는 것은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환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며 온

몸에 퍼져서 말을 하지 않고서도 (남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40)

이 구절에서 인의예지의 덕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는 인

간의 생명 속에 내재해있는 선천적인 善의 뿌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인간의 마음에 이미 선의 뿌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은 善이 인간의 외

부가 아닌 내부에 본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맹자는

親仁也 敬長義也. 無他達之天下也.”

37) 맹자의 道德知의 성격은 3장의 3절에서 논의한다.

38)『孟子』, 「告子 上 16」 “仁義忠信樂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39) 蔡仁厚 , 천병돈 역, 『맹자의 철학』, (서울 : 예문서원, 2010), p.155

40)『孟子』, 「盡心 上 21」 “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其生色也 睟然見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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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예지를 주장할 때, 늘 인간의 마음을 함께 논하고 있으며, 마음에서 괴

리된 외부적 차원의 인의예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맹자가 주장하는 도덕의 내재성은 告子와의 논쟁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다. 고자는 도덕적 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맹자의 생각을 비판한다.

고자가 말하였다. “본성은 버들 가지와 같고 의는 (버들 가지를 휘어 만든) 버

드나무 그릇과 같다. 사람의 본성으로 인과 의를 행하는 것은 버들 가지로 버

드나무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맹자가 말하였다. “당신은 버들 가지의 본성

을 그대로 살려서 버드나무 그릇을 만들테지. 만약 버들 가지에 무리를 가해서

버드나무 그릇을 만든다면, 또한 사람을 해쳐서 인과 의를 행하게 할 것인가?

온 천하의 사람을 몰아서 인의를 해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말일 것이다

.”41)

고자는 버들 가지가 바로 버드나무 그릇이 되지 않듯이 仁義과 같은 인간의

도덕 행위도 인간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한다. 고자

는 인성을 無善無惡한 것으로 보았기에, 본성과 도덕적 행위가 직결될 수 없음

을 강조한 것이다.42)

고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맹자는 도덕 행위가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나

온 것이므로, 본성과 도덕의 직결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인의를 해치

게 된다고 우려한다.43) 맹자는 인간의 도덕 행위가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부

41) 『孟子』, 「告子 上 1」“告子曰 性猶杞柳也 義猶桮棬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

桮棬.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 而以爲桮棬乎 將戕賊杞柳而後 以爲桮棬也 如將戕賊

杞柳 而以爲桮棬 則亦將戕賊人 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

42) 徐復觀은 고자의 비유에서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낸다. 하나는 버들 가지의 본성

에는 버드나무 그릇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버들 가지로 버드나무 그릇을 만들

려면 버들 가지의 본성을 해쳐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인의를 행하

려면, 자신의 본성을 해쳐야 한다. 다른 하나는 버들 가지는 버드나무 그릇이 아

니지만, 버드나무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인의가 없지만,

무선무악하므로 인의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은 인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서복관은 고자의 이 구절에서 맹자는 후자의 결론을 중심으로 삼

아 비판하였다고 주장한다. 徐復觀, 『中國人性論史』(先秦篇), p.196. 홍원식, 「인

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고자와 맹자, 맹자와 순자간의 논쟁」, 『中國哲學』4집,

1994, p.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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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직접적으로 창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우물 속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라면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는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귀

려고 하는 까닭이 아니고, 마을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도 아니며…

….44)

맹자는 유자입정의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인간의 마음과 도덕이 직결되어

있음을 논증한다. 인간이 찰나적으로 아이를 구하게 될 때, 인간의 자연적인

도덕 본성이 발현되는 것이며, 본성과 도덕 사이에는 외적인 매개가 없다는 것

이다. 맹자가 보기에 고자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본성에 仁義가 내재하지 않는

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연적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외부적인 인의를 가볍

게 여기고 행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도덕과 가치의 부재 상태를 초래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45) 따라서 맹자는 고자의 말이 가져올 해악을 우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2) 不善의 원인

43) 엄밀하게 평가하면 고자에 대한 맹자의 비판은 표적이 어긋났다. 고자는 무선무악

의 입장에서 인간의 도덕 행위는 선천적인 선한 본성을 따라서 나오거나, 선천적

인 악한 본성을 해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후천적인 학습과 사회화 과정에 의해

나타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나오거나[性善] 사람의 본성을 해쳐서 나오는[性惡]것으로 이해했

다. 따라서 맹자의 논리는 무선무악의 입장을 비판할 때보다 성악의 입장을 비판

할 때, 더 설득력이 있다. 홍원식, 위 논문. p.51

44)『孟子』, 「公孫 上 6」 “今人乍見孺子 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

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45) 이러한 비판은 맹자의 도가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도가의 많은 사람들이 생

을 중시하고[重生] 자신을 귀중히 여겨[貴己] ‘仁義’를 경시하였으며, 심지어는 인

의가 사람의 본성을 해친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는 인의가 외부에 있다고 본 데

서 나온 견해이다. 蔡仁厚, 위의 책.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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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不善의 원인을 본연적 마음이 아닌, 외

부의 요소에서 찾는다. 즉 惡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이 善의 단서를 상실하고 방치할 때, 惡의 모습이 드러

나는 것이지, 惡의 실체가 본래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지 않다.

이는 惡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동양의 사유 방식에 기인한다.46)

맹자는 不善의 원인을 마음의 함닉(陷溺), 방심(放心), 곡망(梏亡)에서 찾

는다.

“풍년에는 자제들이 온순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다. 이것은

선천적인 자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리는 것[陷溺]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47)

우선 맹자는 不善의 원인으로 도덕심의 발현을 방해하는 외부의 환경적

요소를 제시한다. 위 구절에서 ‘함닉’은 인간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본래적 마음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맹자는 함닉의 이유로

흉년이라는 인간이 처한 불우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제시한다. 동일한 씨

앗이라도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 온도와 습도와 같은 기후적 조건, 사람이

들이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씨앗이 자라는 속도와 모습이 다르듯이, 사람

의 도덕심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그 과정에

46) 동양에서 惡의 문제를 거론할 때, 순자의 성악설의 본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순자가 性惡이라고 말했을 때 惡은 서양에서 말하는 실체로서의 악(evil)과

는 다르다. 인간의 본성이 조야하며, 정제되지 않았기에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그대로 따를 경

우 생겨나게 될 사회적 혼란을 말한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 절제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사회 속에서 결과적으로 악이 파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순자가 말한 악 역시 실체적 악이 아닌 악의 경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순자 惡 개념에 대한 논의는 김병환,「중국 인성론의 특징과 유형」,『인문학연

구』, vol.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인문과학연구소, 2002. p.42 참

고)

47)『孟子』, 「告子 上 7」 “富歲子弟多賴 凶歲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

溺其心者 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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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도덕심은 함닉될 가능성이

있다.

맹자는 특히 식물의 성장에 대한 경험적 관찰과 통찰을 토대로 하여 외

부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도덕심의 발현 정도를 설명한다. 맹자는 매우

쉽게 성장하는 생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만 햇볕을 쪼이고 열흘

동안 춥게 하면 생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48)

비록 사람에게 보존된 것인들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 양심을 잃어

버림[放其良心]이 도끼로 나무를 날마다 베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어찌 아름답게 될 수 있겠는가? …… 그 낮에 하는 행위가 맑은 기를 질곡

하여 없어지게[梏亡] 한다. 그처럼 질곡하기를 반복하면 청명한 기가 보존될

수 없고, 청명한 기가 보존될 수 없으면 금수와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사람

들은 그 금수와 같은 행실만 보고서 아예 훌륭한 재질이 없었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참된 실정이겠는가?49)

仁은 사람의 마음이며, 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放其心] 찾을 줄 모르니, 애석하다!50)

다음으로 맹자는 不善의 원인으로 良心을 잃어버리는 것[放心]과 梏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외부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비롯된다. 맹자는 산

의 나무가 원래 아름다웠으나, 큰 도시에 인접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소와 양을 방목하여 나무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도덕심의 밖

에 있는 요소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인간 본연의 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다.

48)『孟子』, 「告子 上 9」 “雖有天下易生之物也 一日暴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

49)『孟子』, 「告子 上 8」 “雖存乎人者 豈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

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

其夜氣 不足以存 夜氣 不足以存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而以爲未嘗有才焉

者 是豈人之情也哉.”

50)『孟子』, 「告子 上 11」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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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함닉의 원인으로 토양과 기후의 예를 들어 외부의 자연환경적 요

소, 즉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비교적 적은 요소를 제시하였고, 방심과 곡

망의 원인으로 나무를 베고 방목을 일삼는 예시를 들어 인간의 의지적 개

입으로 인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不善은 외부 환경의 제약으로 인

해 생겨나는 것이며, 외부 환경이라 함은 인간의 도덕심 외부에 있는 자연

환경적 요소와 인문환경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후자는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되는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다.

눈과 귀의 감각기관은 사고할 수 없으므로 외부사물에 의해서 가리워진다. 외

물과 접촉하면 방향을 잃게 된다. 心의 기능은 사고하는 것이므로 사고하면 깨

닫고 사고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먼저 그

마음을 확립하면 감각기관은 외부사물에 의해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런 사람

이 大人이다.51)

맹자는 감각기관의 욕망은 외부 사물에 의해 가리워질 수 있다고 말한

다. 식물은 동물적 본능과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자연환

경적 제약만 충분히 해결되면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耳

目口鼻의 감각적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외부 환경의 자연적 조건

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인간의 이기적 욕망의 발현으로 인하여 도덕심이

상실될 수 있다. 이기적 욕구를 지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

해 산에 무제한적으로 소와 양을 방목할 것이고, 이는 결국 산의 나무를

모두 없애는 결과를 초래해 산으로 혜택을 보는 모든 이에게 손해를 가져

오게 된다.52) 맹자는 우산의 나무가 사라지는 이유가 인간의 욕심에 있음

을 설명함으로써 개인의 감각적 기호로 인한 사욕이 전체 사회의 해악, 즉

51)『孟子』, 「告子 上 15」 “耳目之官不思而蔽於物 物交物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 不能奪也 此爲大

人而已矣.”

52) Garrett Hardin,「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3, Vol. 162, no.

3859, 1968, pp. 124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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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인간의 선한 행동을 마음이라는 내재적 기준이 아닌 마음

밖의 외부의 기준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공격한다.53) 맹자의 이러한 비

판은 인간 본성의 無善無惡을 주장한 告子와 위아주의를 내세우는 楊朱 학

파뿐만 아니라 兼相愛를 주장하는 墨子54) 학파에게도 적용된다.55)

3. 인간의 보편적 도덕성

맹자는 다른 종과는 다른 인류만의 공통성을 근거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맹자는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大人, 君子, 聖人, 大丈

夫로 칭하고, 모든 사람이 외부 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본래적 마음을

발현할 수 있다면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이상을 고찰

하고,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 도덕적 인간의 특징을 설명한다.

1) 聖人됨의 가능성

53) P. J. Ivanhoe 『Ethics in the Confucian Tradition: The Thought of Mengzi and

Wang Yangming』, The Nature of Morality,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2. p.16

54) 맹자는 이로운 것[利]을 바탕으로 옳은 것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비판하였다. 이익

에 근거한 도덕은 도덕적인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정당화는 자연스러운 애

정의 감정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55)『孟子』, 「離婁 下 26」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以利爲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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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학에서는 인간을 天地와 같은 반열에 놓을 뿐 아니라 천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인간 중심주의의 사유 형태를

보여주는데, 인간이 하늘과 땅의 공능에 참여하고 돕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 또한 인간의 권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주는 자연의 영역만이 아

닌 天과 地와 人이 함께 창생해 나가는 세계이다. 즉 우주는 天地人의 三

參로 이루어진 인문 영역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 세계에 지배받는 피동

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공능적인 존재이다.56)

맹자 역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맹자는 다른 종과는 다른 인류만의 共通性을 근거

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잠재

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 구절들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드러낸다.

“堯舜도 보통 사람과 같다”57)

조교가 물었다. “사람은 다 堯舜이 될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길 “그러하다”58)

聖人도 나와 똑같은 부류이다.59)

안연이 말하기를 “舜임금은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룸이 있는 자

는 또한 舜 임금과 같다.”60)

유가 사상에서 堯舜은 윤리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요와 순은 유가에서 인간을 교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표상으로

56) 김충열, 『중국철학사』,(서울 : 예문서원, 2006), pp.68-70

57)『孟子』, 「離婁 下 32」 “堯舜與人同耳.”

58)『孟子』, 「告子 下 2」 “曺交問 曰人皆可以爲堯舜 有諸. 孟子曰然.”

59)『孟子』, 「告子 上 7」 “聖人與我同類者.”

60)『孟子』, 「滕文 上 1」 “顔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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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는 인물이다. 『尙書』의 「堯典」에서 堯의 인격은 다음과 같이 묘

사된다.61)

堯는 경건하고 영민하고 문아하고 사려적이며 온화할 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서도 지극히 공순하고 예양을 갖추어, 그 인품의 고명함이 사방에 미치고 그의

정성은 천지를 감동시켰다. 또 그의 공덕은 자신의 원숙하고 고상한 인격을 다

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먼저 9족을 감화시키고, 그 9족을 통해서 온 나라 백

성들을 교화했으며, 나아가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하였다.62)

堯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인간의 덕성을 가꾸고 키워서 현실을 승화시키고

미화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요는 지덕을 갖춘 인격과 부드러운 인간 관계,

자기의 아름다운 품덕을 남에게 미치게 하는 감화력을 갖춘 인간상을 대표

한다. 또한 舜은 평민의 지위에서 출발하여 제위에까지 놀라 聖人의 경지

로 끝맺음을 한 인물이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孝로써 이름을 알렸고, 그

로 말미암아 堯에게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제왕의 후보에 있을 때 五倫을

제정63)하였고, 인품을 바탕으로 법전을 만들고 상벌을 행하였다. 舜 또한

인격을 갖춘 인물로서 공자는 舜을 “舜은 지혜로운 분이셨다. 舜은 사람들

의 일을 묻고 살펴서 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며, 선을 부양하고 악을 억제하

였다. 양 극단을 들어서 그 중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셨으니, 이것이 舜의

위대한 면이다”64)라고 평가했다.

맹자는 모든 인간이 요순으로 대표되는 聖人65)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긍정을 드러낸다. 맹

61) 김충열, 위의 책. pp.115-123

62)『尚書』,「虞書·堯典」“帝堯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63) 맹자는 舜의 사적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孟子』, 「滕文 上 4」 “使

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64)『中庸』“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

斯以 爲舜乎.”

65) 주지하듯 유가에서 기대하는 인간상은 현세 속의 ‘聖人’일 뿐, 출세간적인 신격적

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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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든 인간의 존재 가치 측면에서의 평등성을 인정함으로써 유가적 이

상사회의 실현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사상

이 보편적 가치로 대두되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맹자의 이러한 주장은

당연한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맹자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

러한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맹자가 생존(B.C. 372〜289)했던 전국 시대는 衰亂의 시기로 도덕 가치

는 소멸되었고, 문화적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쟁이 일상다반사였으

며, 흉년과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굶어 죽어서 그 시체

가 도랑과 골짜기에 뒹굴었다.66) 또한 『史記』「孟子荀卿列傳」에 의하면

맹자가 살던 시대는 천하가 온통 合從과 連衡에 힘쓰고, 공격과 정벌을 현

명한 것으로 여겼다.67)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이 시기에 맹자는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인간

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인간의 본래적 도덕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누

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창한다. 이는 인간이

우주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우주적 존재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

다는 유가적 믿음68)이 반영된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긍정

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 혼란의 사회를 상호 신뢰에

기초한 도덕질서가 구현되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변동 가능성으로서 인간의 도덕심을 제시한 것이다.

66)『孟子』, 「公孫 下 4」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

矣.”, 「梁惠 下12」 “凶年饑歲 君之民 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67)『史記』,「孟子荀卿列傳」“當是之時 秦用商君 富國彊兵. 楚 魏用吳起 戰勝弱敵 齊

威王 宣王用孫子 田忌之徒 而諸侯東面朝齊. 天下方務於合從連衡 以攻伐為賢.”

68) 유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의 중요한 위치를 인정하였다. 『易傳』에서는 天

과 地와 人을 三才로 삼았다. 『孝經』「聖治」편에서는 공자의 말을 기술하여,

“천지 사이의 존재 중에 사람만이 최고로 존귀하다[天地之性人爲貴]”고 말한다.

『禮記』「禮運」편에서는 “사람은 천지의 중심이고, 오행의 발단이며, 음식을 먹

고, 소리를 분별하고,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人者天地之心也 五行之端也 食味別

聲被色而生者也]” 이는 모두 우주에서의 사람의 중요한 의의를 강조한 것으로, 張

岱年은 이를 人類中心論이라고 칭한다. (張岱年, 박영진 역, 『중국윤리사상연

구』, (서울 : 소명출판, 2012) pp. 20-21



- 31 -

모든 사람이 聖人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북송시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어 유학 내부에서 견고한 사상으로 자리잡았다. 유학에서는 배움

[學]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聖人에 도

달할 수 있는 배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69) 이 문제에 관련해

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이상적 인간상

맹자는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大人, 君子, 聖人, 大丈夫로 칭하고,

모든 사람이 외부 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본래적 마음을 발현할 수

있다면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大人과 小人을

구분하여, 이상적 인간상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論語』에서 大人은

두 번 등장하는데 모두 높은 직위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孟子』에

서 大人은 12번 등장하는데 그중에는 높은 직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덕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

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70)

공도자가 물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

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큰 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것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큰 것

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귀와 눈 같

은 감각기관은 생각하지 못하면 물욕에 가리워지는 것이니, 물욕과 물욕이 교

69) 배움[學]에 대한 성리학적 논변은 3장의 3절에서 다룬다.

70)『孟子』, 「告子 上 14」 “體有貴賤 有大小 無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者 爲小

人 養其大者 爲大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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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면 사람을 끌고 갈 따름이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큰

것을 얻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이는 하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준

것이니, 먼저 그 큰 것을 세운다면 그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인이 되는 것이다.”71)

맹자는 마음과 마음 이외의 육체를 비교하여, 마음은 大體이고 귀와 눈

과 같은 육체의 감각기관은 小體라고 하였다. 마음은 반성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과 귀는 보고 들을 수 있을 뿐 생각할 수 없다. 大體와 小體는

모두 소중한 것이지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쳐서는 안되며, 소체보다 대

체를 기르는 사람을 大人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大人이 될 것인지, 小人이 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Fingarette는 孔子의 학문에서 도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한다. 공자의 사상에서 사람은 일정한 도덕적 식견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

규범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도덕 규범을

행하는 일은 도덕 주체의 선택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72) Fingarette가 지적

했던 유학적 사고는 맹자의 사상에서도 드러난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이

되는 문제를 선택의 차원으로 보지 않으며, 소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대인

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한다.

맹자는 이상적 인간을 제시할 때, 마음의 문제를 제시하며, 맹자 도덕철

학의 핵심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맹자는 “마음이 똑같이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理와 義이다. 성인은 우리보다 먼저 마음이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을 얻었을 뿐이다.”73)라고 말했다. 즉 사람의 마음은 모두 理와

71)『孟子』, 「告子 上 15」 “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 爲大人 從其小體 爲小人. 曰鈞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耳

目之官不思而蔽於物니 物交物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

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 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72) H. Fingarette, 송영배 역, 『공자의 철학: 서양에서 바라본 예에 대한 새로운 이

해』, (서울 : 서광사, 1991) (신정근, 「맹자와 순자 사상의 결정적 차이」, 동양

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67권, 2011. pp.135-136 재인용)

73)『孟子』, 「告子 上 7」 “心之所同然者 何也. 謂理也義也. 聖人 先得我心之所同然

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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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를 좋아하지만, 聖人은 단지 이것을 먼저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聖人이 일반인과 다른 특이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인간인 聖人

은 보통 사람들보다 먼저 마음의 도덕성을 따르는 인물이다. 이는 大體, 즉

마음을 따르는 것이 大人이라고 본 논리와 같다.

『맹자』에는 君子(혹은 大人)와 小人을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로 보고

있는 구절들도 있다. 그 경우에 군자는 도덕적 의미와 무관한 정치적 위치

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며, 피통치자인 소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맹자가

『論語』 「顔淵」편을 인용하며,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

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넘어진다.”74)라고 말할 때 君子는

통치자이며, 小人은 백성을 의미한다. 또한 유가인 진상이 농가인 허행에게

감화된 뒤 농가로 변신하여 맹자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할 때도 역시

대인과 소인은 통치자와 백성의 의미[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로 사용되

었다.75) 여기서 勞心者와 勞力者의 구분 역시 도덕적 인격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또한 「滕文 下 5」76)과 「離婁 上 1」77)에서도 소인을 백성

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萬章 下 7」78)에서도 『詩經』을 인용하며 군자

와 소인을 위정자와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는 군자와 대인의 본의는 다음의 구절에서 드러난다.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대인은 도덕적 인격이 성숙된 사람을 의미한다.

仁에 거처하며, 義를 말미암으면 대인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79)

74)『論語』 「顔淵」“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必偃.”

75)『孟子』, 「滕文 上 4」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 而百工之所爲 備 如

必自爲而後 用之 是率天下而路也. 故曰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

於人者 食人 治人者 食於人 天下之通義也.”

76)『孟子』, 「滕文 下 5」 “有攸不爲臣東征 綏厥士女 匪厥玄黃 紹我周王見休 惟臣附

于大邑周 其君子實玄黃於匪 以迎其君子 其小人簞食壺漿 以迎其小人 救民於水火之

中 取其殘而已矣.”

77)『孟子』, 「離婁 上 1」 “上無道揆也 下無法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 犯義. 小

人犯刑 國之所存者 幸也.”

78)『孟子』, 「萬章 下 7」 “欲見賢人而不以其道 猶欲其入而閉之門也. 夫義路也. 禮門

也. 惟君子 能由是路 出入是門也. 詩云周道如底 如直如矢. 君子所履 小人所視.”



- 34 -

이 구절에서 맹자는 도덕적 인격자로서의 대인을 말한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의 기본 의미에 인격적 도덕성의 의미를 더욱 소생시켰다. 맹자는 임

금을 섬기는 사람[事君人], 사직을 편안히 하는 자[安社稷臣], 천민[天民]보

다 높은 차원으로서의 대인 개념을 제시하며, 도덕 인격자의 최고 위상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인격을 갖춘 자가 통치를 해야만 왕도 정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자가 군자 개념을 도덕적 인격인의 의미로 재탄생시킨 영향이 반

영된 것이다. 공자 이전의 고전에서는 『詩經』을 제외하고, 군자라는 개념

이 인격 수양적 품성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論語』에서 군자는

대부분 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자 개념은 초기에는 사회의

고위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대에는 도덕명칭으로 변화되

었다.80)

맹자에서 君子는 때때로 “內聖外王”의 지극한 경지를 가리킨다. 아래 구

절에서 군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덕이 있는 자 혹은 직위가 있는 자를 의

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군자는 내성외왕의 경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君子를 聖人의 통칭이라고 하였다.

패자의 백성들은 매우 즐거워할 뿐이나, 왕자의 백성들은 광대하여 스스로 만

족해한다.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롭게 하여도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

므로 백성들이 날로 개과천선을 하면서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를 알지 못한

다. 군자는 지나는 곳에 교화가 되며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신묘해진다. 그러므

로 사하가 천지와 더불어 함께 유행되니, 어찌 조금만 보탬이 있다고 하겠는

가.81)

79)『孟子』,「盡心 上 33」 “居仁由義 大人之事 備矣.”

80) 先秦 儒家의 君子觀에 관한 연구는 김병환,「论孔孟荀之君子概念」, 黑龙江社会科
学, Ｎｏ.3, 2010, pp.64-69 참고

81) 『孟子』, 「盡心 上 13」“覇者之民驩虞如也 王者之民皥皥如也 殺之而不怨 利之而

不庸 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豈曰小補之

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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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君子가 王子나 聖人은 아니라고 지칭했다.82) 공자는 聖人을 이상

적 경지로 보았으나, 聖人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논어에서 성인은 요순만 칭할 뿐, 공자는 성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자는 君子 혹은 大人을 聖人의 경지로 표현하였으며, 聖人에 堯

舜과 공자까지도 포함한다. 공자와 맹자는 모두 인간 본성의 무한한 잠재

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맹자는 이를 더욱 강조하여 인간의 선천적

인 마음에 의해 모든 인간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유학에서의 이상적 인격을 士, 君子, 聖人 혹은 大儒의 등급으로 분

류하였으며, 성인의 경지는 최종적인 목표로 여겨졌다.83)

한편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은 뜻을 고상히 하는 인물이다. 尙志하

여 뜻을 얻게 되면 자신의 도덕적 이상을 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志는 마음이 향해 가는 것을 말한다.84) 맹자는 선비는 뜻을 고상히 해

야 하고, 인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뜻을 고상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85)

즉 도덕적 마음이 지향하는 바대로 사는 것을 선비의 자세라고 보았다. 따

라서 맹자는 대인, 대장부는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인물이며,

뜻을 얻게 되면 그러한 도덕성을 정치적 능력으로 확장시켜 다른 사람과

도를 함께 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맹자는 “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르

게 하고, 남이 바르게 되는 자이다.”86)라고 하였고, 이는 유학의 수기치인

의 이상이 잘 드러난 표현이다. 또한 다음 구절에서도 뜻을 얻어 다른 사

람과 함께 도를 실현시키는 이상적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천하의 넓은 곳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

82) 『論語』, 「述而 26」“聖人吾不得而见之矣.”

83) 김병환, 위 논문, p.67

84)『尙書大傳』“志者, 心之所之也.”

85)『孟子』, 「盡心 上 33」“王子塾問曰 士何事. 孟子曰尙志. 曰何謂尙志. 曰仁義而已

矣. 殺一無罪非仁也 非其有而取之非義也 居惡在. 仁是也. 路惡在. 義是也. 居仁由義

大人之事備矣.”

86)『孟子』, 「盡心 上 19」 “有大人者 正己而物正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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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빈천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권위와 무력이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다. 이를 대장부라고 부른다.87)

대장부의 인격은 천하 사람들의 모범으로 작용한다. 주희는 넓은 곳에

거처함을 仁, 바른 자리에 서는 것을 禮, 대도를 행하는 것을 義라고 하였

다. 즉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 인, 의, 예를 행하여 마음이 지향하는 상태에

도달하면 백성들과 함께 도를 행할 수 있으며, 맹자는 이를 대장부라고 지

칭한 것이다. 대장부는 입신출세해도 도덕적 마음이 지향하는 바에서 멀어

지지 않으므로 부귀 때문에 방탕해지지 않으며, 궁한 상황에서도 의를 잃

지 않으므로 빈천 때문에 변절하지 않는다. 또한 살기 위해 의를 해치는

일이 없으므로 권위와 무력 때문에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맹자의 대장부

론에는 “인에 살다[居仁], 예를 세우다[立禮], 의를 행하다[行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88) 또한 대장부는 선비의 이상을 지닌 자이다.

덕을 높이고 의를 즐거워하면 매우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비는 궁해도

의를 잃지 않으며,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

에 선비는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은택이 백성에게 더해지고, 뜻을 얻

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나니 궁하면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하고[獨善],

영달하면 천하의 사람들과 함께 선을 겸한다[兼善].89)

이 구절에서도 천하의 사람들과 함께 선을 겸하는 대장부의 이상이 제시

되어 있다. 대장부는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홀로 선을 실현하며[獨善] 뜻

을 얻게 될 때에는 ‘천하의 사람들과 함께 선을 겸하는 것’[兼善天下]을 중

87)『孟子』, 「滕文 下 2」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88) 蔡仁厚 , 위의 책. pp.113-114

89)『孟子』, 「盡心 上 9」 “尊德樂義則可以囂囂矣. 故士 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

義故 士得己焉 達不離道故 民不失望焉. 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

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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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대장부는 뜻을 얻어 부귀영달을 이루면 도를 행하여 그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를 ‘兼善’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君子와 大丈夫는 일상생활 중에서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활용함으

로써 인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인물이다. 맹자는 이를 “践形”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형색을 실천하는 경지는 이미 聖人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형색은 천성이니, 오직 성인인 뒤에야 형색을 실천

할 수 있는 것이다.90)라고 하였다.91) 형색을 실천하는 경지는 유학의 이상

과 일치한다. 『예기』 「단궁상」에 기록된 증자의 임종에 관한 구절에서

도 형색을 실천하는 경지가 드러난다. 정호는 증자의 임종에 대해 “心은

理이고 理는 心이며, 말은 규범이 되고 신체는 법도가 된다”92)라고 말했다.

여기서 오관을 비롯한 모든 신체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理이며 道에 일치한다. 이는 ‘성명과 천도가 서로 통함[性命天道相貫通]’,

‘천리의 유행[天理之流行]’의 경지를 의미한다. 즉 공자가 말한 從心所欲不

踰矩의 경지, 욕구하는 대로 마음을 따라가도 도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와

같다.

맹자의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 얼굴에 나타남이

윤기 있게 드러나고, 등에 가득하며, 사지에 베풀어져서 사체가 굳이 말하

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 행해진다”93)라는 말 역시 형색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명대의 羅近溪(1515〜1588, 이름은 汝芳)는 “고개를 들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모두 완전한 양지의 발현이며, 입을 열어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마다 모두 양지의 발휘다”94)라고 말했는데, 이는 몸과 理가 일치하는 경

지를 의미하며 맹자가 말한 형색을 실천하는 극치, 즉 성인의 경지를 드러

낸 것이다.95)

90) 『孟子』 「盡心 上 38」“形色天性也 惟圣人然后才可以践形.”

91) 김병환, 위 논문, p.67

92) 『二程遺書』 13장, “心是理 理是心 聲爲律 身爲度.”

93) 『孟子』 「盡心 上 21」 “睟然見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喩.”

94) 羅近溪, 『肝壇直詮』(臺灣 : 廣門書局) 上卷, “擡頭擧目 渾全只是知體著顯 啓口容

聲 纖悉盡是知體發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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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맹자의 마음 이해

1. 心善論의 해석과 의미

맹자의 도덕철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맹자 도덕철학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론에 대한 심층적 이

해가 요구된다.

맹자의 마음론을 연구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은 바로 性善說이라고 알려

져 있는 그의 인성론의 본의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맹

자가 주장한 性善說의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 철학자들의 해

석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맹자의 인성론을 性善說이 아닌 心善設로 해석

하는 것이 맹자의 본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증하며, 맹자의 心善 사상이

갖는 생명성에 대한 논의까지 밝히고자 한다.

1) 性善論과 心善論

性善說로 대표되는 맹자의 인성론은 다른 인성론에 비해서 그 해설이 난

해한 편이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구비된 善을 인간됨의 시

작으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도덕 가치를 외부로 확충

시킬 것을 주장한다. 인간 생명 내부의 본유적인 도덕성을 주장하는 맹자

의 聖善론은 상당한 입증과정을 요구한다. 우선 性과 善의 개념이 의미하

는 바에 대한 충분한 내용적 설명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맹자가

95) 채인후, 천병돈 역, 『공자의 철학』(서울 : 예문서원, 2000), pp.223-224 『맹자의

철학』(서울 : 예문서원, 2010), p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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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性을 고정적인 실체로 봐야 하는지, 후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봐

야하는지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존재한다.

우선 牟宗三은 性善說의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차용한다. 모종삼은 초월적 가치세계

의 性을 말하며 性善說의 논리성을 확보한다. 그는 도덕과 무관한 자연적

인 생물학적 생명과 초월적인 도덕적 정신생명의 차원을 분리하고, 맹자가

말하는 性이 후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논한다. 또한 그는 여기서 性은

단순히 도덕적인 함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도덕적 善 그 자체’ 및

‘도덕성 그 자체’의 性을 의미하며, 도덕적 善 및 도덕성은 인간의 내재적

‘도덕의식’으로부터 발동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도덕의식을 가지는 한편 죄

악감을 가지는 존재이며, 도덕적 善은 죄악감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도덕의식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96)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도덕 형이상학 담론의 핵심 내용이다.

모종삼을 계승한 채인후 또한 형이상학적 체계 안에서 맹자의 性善說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자연 본성 이외의 감성의

욕구를 초월하는 내재적 도덕 이성이 있고, 仁義禮智가 바로 도덕 이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연 본성은 육체에 제약받고 운명적인 제약에 의해 자

주적이지 못하며, 오직 감성의 욕구를 초월하고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재적 도덕성만이 사람의 性情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정한 본성이라

는 것이다.

또한 채인후에 따르면 맹자가 말하는 本然之心은 사람의 생명 속에 내재

한 실제로 있는 善이다. 따라서 맹자가 말하는 性善은 행위하는 데에 있어

서의 선행이 아닌, 본체론적 입장에서 사람이 모두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

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性은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는 本體이기에 心의 활동과 작용으로 性이 드러난다. 즉 형식적, 객관적

측면의 性이 구체적, 주관적 측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드러난 것이

96) 牟宗三, 김병채 외 역, 『牟宗三 교수의 중국철학 강의』, (서울 : 예문서원, 2011)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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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이기에 心과 性은 하나이다. 채인후는 性이 도덕 창조의 실체이고, 心은

구체적인 도덕 본심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善은 자각적이고 자발적이며, 스

스로 결정하는 창조적인 善이라고 보았다.97)

이와 반대로 Ames는 맹자에 대한 기존의 본질주의적 해석을 구성주의

적 관점으로 대체하여 맹자의 性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Ames에

따르면 서구의 인간 본성(nature) 개념은 변치 않는 고정적인 것인데 반해

맹자의 인성 개념은 이와 다르다. 따라서 서구의 본질주의적 시각에서 맹

자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98)

이런 맥락에서 Ames는 맹자가 말하는 人性을 중국어 그대로 ‘ren xing'

으로 표기해야 하며, 'human nature'로 번역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주장한

다.99) 서양철학의 본체론이나 기독교의 창조론에서는 형이상학적 실체와

인격신을 먼저 설정하고 그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한다.

그는 서양의 본성에 대한 이해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맹자의 인성론을 이

해하고자 하였다.

Ames는 서구의 본질주의적 이해가 동반하는 현상과 실재를 분리하는

사유 틀이 맹자가 논한 본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맹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자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이

를테면 감각 경험계에 속한 현상적 자아와 예지계에 속한 초월적 자아와

같은 이분법적 자아관이 성립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견해

는 일견 타당하다. 그에 따르면 선진 유가의 사유는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

는 현상계 너머의 실재를 상정하거나 그 본질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멀다. 선진유가는 초월적 세계가 아닌 내재적 세계, 즉 현상과

실재가 분리되지 않은 실제적 세계 속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전

97) 蔡仁厚 , 위의 책. p.55

98) Roger T. Ames, 장원석 역, 『동양철학, 그 삶과 창조성』(서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5) 제 5부 참고

99) Roger T. Ames, 「The Mencian Conception of Ren xing 人性—Does it Mean

'Human Nature'?」, pp. 143-175, in Chinese Texts and Philosophical Contexts:

Essays Dedicated to Angus C. Graham, ed. Henry Rosemont, Jr. (La Salle, Ill.:

Open Cour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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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맹자가 말한 본질적이고 선천

적인 본성을 ‘사건’들의 연속적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속성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0) 맹자의 인간 본성론에 대한 그의

새로운 독법은 맹자가 말한 性의 선천성을 개방된 세계의 흐름 속에 위치

시킴으로써 덕성 또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도

록 인도한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는 성은 분명 ‘획득된’ 것이 아닌 ‘타고난’ 것이다.

Ames는 본성이 부재한다는 측면에서 맹자의 인성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맹자가 주장하는 선천적인 도덕성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Bloom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Ames가 人性을 ‘인간 본성

(human nature)’이 아닌 성취된 것으로 파악하며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들

의 차이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비판한다.101) Bloom은 맹자가 인간의

공통적 기반인 性으로부터 도덕적 실천을 논하는 것은 그것이 발현되지 않

거나 발현되지 못할 지라도 항상적으로 실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잠재성

(the potential)’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Ames가 덕을 사회

문화적원에서 구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라고 본 것과 달리 맹자는 모든 인간

이 지닌 공통성으로서의 자연적 차원으로부터 출발해 실천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人善을 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Bloom은 모두가 자연적으로 공유한

性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바탕 아래에서 차이의 발생을 말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처럼 맹자가 말하는 性善論을 합당한 설명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 해석

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善이라는 도덕 가치의 기원 문

제와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의 연계 문제는 도덕 철학적 논의를 필요로 한

100) Roger T. Ames,「Mencius and a Process Notion of Human Nature」,

『MENCIUS-Contexts and Interpretation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75

101) Irene Bloom, 「Biology and Culture in the Mencian View of Human Nature」,

『MENCIUS-Contexts and Interpretation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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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性善의 명제를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해

석 문제도 충분한 해명을 요한다.

오히려 감각과 욕구를 타고난 인간이 후천적인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문

화와 규범, 질서를 습득하고 내면화하며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生之

謂性이나 性惡說의 입장에서 善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性三品說과 같이 본성의

등급을 나누어 다양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 경험 세계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얻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맹자를 도통으로 삼는 10세기 이후 신유학의 영향과 조선 성리학

의 발달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맹자의 性善說은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인성론으로서 헤게모니를 지녀왔다. 합리적인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도덕 철학의 공리처럼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논리적으로 해석해내

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대표적으로 맹자의 性善說은 ‘存在와 價値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극복해

내야 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맹자의 성선을 當爲의 善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는 입장과 向善의 善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102) 맹자의 성선을

‘당위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맹자는 인간

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도덕가치의 실현으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를 도덕성 실현의 有無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맹자는 자신

의 신념과 평가에 의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도덕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맹자에 출현하는 성선에 관한 진술들은 사실적 진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위를 담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예를 들

어 “人皆有不忍之心”은 “사람마다 남에게 차마 잔혹하게 굴지 못하는 마음

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성은 선하다”는 진술은

102) 아래에서 소개될 맹자의 성선을 ‘當爲의 善’으로 보는 입장과 ‘向善의 善’으로 보

는 입장은 황갑연, 「맹자철학에서 성선(性善)의 성(性)은 정욕생명에 우선성을 갖

는가? -마음의 안녕 추구와 불안 회피 심리를 근거로-」,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125권, 2009. pp. 221-2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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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인성은 마땅히 선해야 한다”는 요청으

로 바뀌어야 한다. 馮友蘭은 이러한 입장에서 맹자의 성선설을 일종의 가

설로 이해하고자 한다.103)

한편 傅佩榮은 선진 유학이 ‘善을 지향하는 본성론’[人性向善論]을 주장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성은 선하다”는 사실적 진술은 수용될 수 없고, 오

로지 “인성은 善을 지향한다”는 진술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

면 맹자는 인간 본성이 善을 향하고 있음을 논증한 것이기 때문에, 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성은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발현하며,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발현될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傅佩榮의 이러한 주장에는 존재와 가치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반영

되어 있다.

傅佩榮이 “性은 본래 선하다”는 주장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

선 “人性이 본래 선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가치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태어남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고, ‘가치’는 반드시

개인의 자각과 자유선택을 거친 후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에 의하면 “人性이 본래 선하다”라는 명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다음으로 그는 良知를 자각심이 드러낸 가치의식 자체라고 할 수는 있

지만, 그것은 善과 惡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할 뿐, 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즉 性善의 본래 의미는 사람에게 가치의식이 자각심에 내

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자각심이 드러낸 가치의식은

善이 아니며, 善惡에 대한 분별과 판단일 뿐이다.104)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맹자의 性善說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 것이다.

Ivanhoe의 주장은 선 그 자체가 아닌 선에 대한 지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103) 馮友蘭은 양명의 양지를 일종의 가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熊十力은

馮友蘭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양지는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이를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蔡仁厚, 『왕양명철학』, 臺灣 三民

書局, 1983. p.18 재인용) 양지를 가설로 이해한 것은 맹자의 성선설 역시 가설로

이해한 것이다. (황갑연, 위의 논문, p. 229 재인용)

104) 傅佩榮, 「存在與價値之關係」(臺灣 : 國立臺灣大學哲學系, 1991) 황갑연, 위의 논

문, p. 2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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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傅佩榮과 유사하다. 그러나 Ivanhoe는 선에 대한 지향성의 핵심

근거인 도덕적 단서로서의 마음에 더욱 주목하여 마음의 미완성 상태를 구

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105) Ivanhoe는 맹자의 인성이 善 그 자체가 아니

라 선을 향하는 것, 즉 도덕적 경향성임을 논증하며, 이러한 도덕적 경향성

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말한다. 마음은 도덕적 단서로서 선을

향하는 것이며 미완성의 상태이다. 이는 마치 자궁 속에서 사람의 외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수정체와 비슷하다. 태초의 생명이 적절한

발달 과정을 지나 인간의 뼈와 살, 사지의 형상을 얻게 되듯이 마음의 도

덕적 단서도 완성되었을 때에야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현대 철학자들이 맹자의 성선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傅佩榮과 Ivanhoe처럼 心을 善[心善]이 아닌 善을 가능하게 하는

것[可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맹자의 본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心

을 善의 가능성으로 이해하면, 可惡의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

다. 맹자는 이미 자신의 인성론에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본성이 不

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다.106) 따라서 心이 도덕적 방향

성을 갖는다는 것도 결국 마음이 선하다는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측은지심의 찰나적 발현으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사례에서

心은 善을 향하는 것뿐만이 아닌, 心 자체가 善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맹자가 말한 善의 端緖 역시 善으로 봐야 한다. 칸트가

도덕적 선의 근거를 결국에는 선한 신의 존재에서 찾아 신의 존재를 요청

한 것과 다르게 맹자는 四德의 端緖가 우리들의 내부에 실재함을 주장하였

다.107) 맹자는 도덕성이 표출되는 통로가 도덕심이라고 보았고, 맹자가 말

하는 사단의 본성은 도덕주체를 의미하는 도덕심으로서 우리의 내면에 실

105) Philip J. Ivanhoe, 『Ethics in the Confucian Tradition: The Thought of Mengzi

and Wang Yangming』,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2) pp. 12-35

106) Graham, A. C,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서울: 새물결, 2003) pp.230-233

107) 김병환, 「생명공학시대의 유가 인성론: 유가 인성론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해석」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53권, 2006.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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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本心이다.108) 즉 맹자의 인성론 안에는 善의 본유적 실재성이 전제

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유자입정의 예가 말하고 싶은 것은 놀라면서 아

이를 구하게 되는 그 순간 평소에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잠재적 도덕 주체심이 우리의 의식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만

족감과 평안함을 느끼려는 일체의 의식이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의

本具적 선함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가 말한 인간 본성 안에 내

재된 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선설은 타고난 자연적 본성(nature) 그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인데, 맹

자가 주장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성이라고 알고 있는 性이 선하

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중 아주 미미하게 心의 자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心이 선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心을 진정한 性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의 인성론의 핵심이 性이 아닌 心에 있다는 것을 고찰해 보

는 것은 맹자의 본의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일반적으

로 맹자의 성선설을 논할 때, 대표적으로 「公孫 上」의 구절을 말한다. 그

러나 이 구절은 인간의 性(nature)이 아닌 心(mind)에 관해 논하고 있다.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

지고 있다. 지금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우물 속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라면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다. …… 이것으로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수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仁의 단서다. 수오하는

마음은 義의 단서다. 사양하는 마음은 禮의 단서다. 시비하는 마음은 智의 단

서다. 인간에게 이 사단이 있음은 사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109)

108) 김병환, 「맹자의 도덕생명사상 - 맹자 이전의 본성론과 비교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3권, 2001. p.289

109)『孟子』, 「公孫 上 6」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

惕惻隱之心. …… 由是觀之無惻隱之心非人也 無羞惡之心非人也 無辭讓之心非人也

無是非之心非人也. 惻隱之心仁之端也 羞惡之心義之端也 辭讓之心禮之端也 是非之

心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 46 -

위 구절에서 性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110). 맹자는 여기서 인간의

마음에 善의 단서가 본래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말할 뿐 性 그 자체의 선

함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외부의 결과

적 이익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선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선

의 단서를 지닌 마음의 충동으로부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을 실행한다.

즉 공리적 계산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역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순수한 도덕성을 실천할 수 있고,

善의 단초는 心에 있다. 맹자가 본연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

간의 마음이 선하다”라는 것이다. 도덕 주체심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 본성

의 본래적 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용어인 性善說을 취하는

것보다 心善說로 바꾸는 것이 맹자의 근본 사상을 더욱 잘 묘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111)

다음으로 心善의 본의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맹자의 인성론에서

性과 心의 관계112)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맹자가 주장하는 마음[心]에

관한 논의는 본성[性]에 관한 논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맹자의 인성론이 형성되는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다. 맹자의 인성론은

당대 쟁쟁한 사상가들과의 道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맹자

가 살았던 전국 시대에 心과 性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맹자

는 인간 사회의 도덕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체계

적으로 논증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

다.113) 맹자는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저술해나간

110) 이밖에도 앞장에서 논의했던 「告子 上 6」, 「告子 上 8」에서도 性이 아닌 心

의 선함을 논하고 있다.

111) 김병환, 위 논문. p. 289

112) 맹자의 이론체계에서 心과 性은 상호 호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心은 사람의

심장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본래 신체의 심장을 가리키던 글자였으나, 맹자에

의해 윤리적 의미가 더해졌다. 性자의 경우 마음[心]과 태어나고 생장한다[生]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다.

113) 맹자는 다양한 상대편들의 이론에 대응하여 인성의 선함에 대한 이론을 형성했

고, 이러한 경쟁자들은 맹자의 시각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쳤다. A. C. Graham, 위

의 책.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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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가와의 논변, 제자와의 대화, 정치적 지도자의 질문

에 대한 답변 등에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맹

자가 주장하는 마음[心]에 관한 논의는 본성[性]에 관한 논의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오히려 맹자에게 있어서는 心과 性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상가들에게 인간의 선함을 논증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맹자학에서 心과 性은 하나이다. 맹자가 성선을 주장할 때의 性

은 心에 근거한, 즉 心을 전제하고 있는 性이다. 맹자는 마음을 다하여 본

성을 깨닫고, 천도를 깨달을 것[盡心知性知天]을 주장한다.114) 이 구절에서

맹자는 性에 앞서 心을 언급하며, 心으로부터 性을 말하고 있다. 맹자가 생

각하는 性의 근본은 心이며, 결국 맹자가 인성론의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군자의 본성은 비록 크게 행해지더라도 증가되는 것이 없으며, 비록 궁핍하게

살더라도 감소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본성의 본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군자의 본성[性]인 인의예지는 마음[心]에 뿌리를 둔다.115)

여기서 군자가 본성[性]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마음에 있음을 주장한

다. 군자의 도덕적 인격은 심에 관련된 것이다. 맹자가 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을 때, 性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맹자의 性論이 心論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맹자는 心과 관련되

어 있지 않은 性을 말할 때는 육체적 생명으로서 性을 말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형색은 하늘이 준 본성[性]이다. 오직 성인이라야 그로써 사

람 된 모습을 실천할 수 있다.”116)

114)『孟子』, 「盡心 上 1」 “孟子曰 盡其心者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養其

性所以事天也. 殀壽不貳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

115)『孟子』, 「盡心 上 21」 “君子所性雖大行不加焉 雖窮居不損焉 分定故也. 君子所

性 仁義禮智根於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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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色은 인간이 타고난 자연 생명을 의미한다. 形은 신체의 외형이고 色은

피부의 색깔을 대표하나, 이는 결국 선천적으로 타고난 모든 것을 가리키

는 개념이다. 여기서 聖人은 도덕심으로써 육체 생명의 재질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사용하여 본성의 무한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다. 성인은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난 자연 생명을 온전

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性을 말하기 전에 心을 이야

기 하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大人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117)이라

고 말한다. 여기서 맹자는 대인을 규정하는 요소로 性이 아닌 心을 말하고

있다. 赤子之心은 本心의 본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어린 아이의 性이 아

닌 心으로 大人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性보다 心이 도덕 인격의 핵

심임을 시사한다. 위에서 제시한 구절들로부터 도덕적 인격자인 君子, 聖

人, 大人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맹자의 도덕의 핵

심이 本性보다 本心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맹자는 인성은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에게 자연스러

운 위계가 있음을 말한다. 인간의 신체에서 각 기관은 중요성에 있어서 위

계를 가진다. 신체의 각 기관들은 자연스러운 각각의 기능을 가지며 이 기

능으로 자연적인 위계가 결정된다. 마음의 기능은 다른 행동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반성하고 결정짓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하는 기능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맹자는 이러한 心의 기능을 따를 때, 善에 도달할 수 있다

고 본다. 즉 心의 기능은 善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心善의 측면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또한 맹자는 도덕적 성향 외에도 눈, 귀, 코, 입 그리고 신체의 욕망도

우리의 본성에 속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性과 命의 대비를 통해

맹자가 말하는 성이 자연 생명이 아닌, 도덕 생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

116)『孟子』, 「盡心 上 38」 “孟子曰 形色天性也 惟聖人然後可以踐形.”

117)『孟子』, 「盡心 上 38」“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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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입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눈이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며, 귀며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고, 코가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며, 四肢가 편안함

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기는 하지만118), 인간의 도덕심과 관련 없다는 점

에서 본성이라고 칭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의예지와 천도는

인간의 마음과 연결될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즉 心과 분리된 性은

善으로 연결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맹자의 人性論이 心論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오해, 즉 인간이 태어나

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본능과 작용이 선하다는 오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살아있음[生]을 중시하는 마음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맹자의 ‘인간의 마음

이 선하다’[心善]는 주장은 한편으로 공허한 외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

히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도덕적인 이슈에 대해 둔감하며,

무지한 현대인들에게 맹자가 주장하는 心善論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이론으로 오해되곤 한다. 이 장에서는 맹자의 심선론이 갖는 의미를 밝

히고자 한다.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물음이 제기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철학의 생명관을 반추해 보는 작업은 당장의 효과

에 대한 기대를 넘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의 하나이다.119) 특히 우리

118)『孟子』, 「盡心 下 24」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

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

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119) 김병환, 「유가의 생명관 - 생생(生生),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 -」, 한국유

교학회, 유교사상연구, 22권, 2005.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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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현 시점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위로, 동정과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간의 본래적 마음이

발현되어 인격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서 생명성의 확충에 주목

하고 있는 맹자의 사상은 재음미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맹자의 심선론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연결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살

아있음[生]에 感應하는 인간의 마음120)에 대한 논의는 맹자가 말하는 仁

개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맹자의 仁 사상에서 드러나는 생명성에 대한

논의는 生機的 질서가 지배적이었던 고대 중국적 사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다.

고대 중국에서는 생기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감각적인 계

절과 기후의 변화, 생동하는 자연의 질서로 인해 중국 철학은 ‘생명’ 정신

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되고, 모든 사상 체계는 생명 정신의 발로를 근간으

로 삼았다. 방동미는 중국인에게 우주라는 개념은 기계적 물질만이 활동하

는 장소가 아니라 보편적 생명이 유영하는 세계라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

서 중국인들에게 모든 현상 속에는 생명이 간직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중

국에서 자연은 보편 생명이 유행하는 무한한 영역이며, 자연은 생기체로서,

자연의 生意는 모든 사물에 충만하여 우주 생명에 어우러진다. 따라서 사

람과 자연은 생기적으로 서로 통하는 관계이다.121)

맹자의 마음론 역시 생명성의 담론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맹자는 생명

의 화합과 연대 과정을 도덕성의 확장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

120) 이는 에드워드 윌슨이 생명 다양성의 보전을 호소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

으로 탄생시킨 개념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윌슨에 따르

면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에 대한 태생적인 사랑의 심성이 있으며,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생명 사랑의 본능이 새겨져 있다. 바이오필리아, 즉 생명사랑이라는 말은

생명(Bio)과 좋아함 또는 호성(-philia)의 조합어이다. 윌슨은 생물 다양성의 고갈

이 단순히 경제적 또는 사회 구조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다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명 사랑을 생명과 유사한

과정에 가치를 두는 타고난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이 생명을 탐구하고 생명에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정신 성장에 필수적이며, 심오하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주장

한다. Edword o. Wilson, 안소연 역, 『바이오필리아』,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10)

121) 김충열, 『중국철학사』,(서울 : 예문서원, 2006)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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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맹자 이전의 중국에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어

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가 사상에서 생명에 대

한 관심의 단초는 『周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을 낳고 낳는 것을 易이라 이른다.122)

천지의 가장 큰 덕은 생명을 낳는 것이다.123)

천지가 감응하면 만물이 생명을 얻는다.124)

‘生’ 혹은 ‘生生’을 현대적 의미에서의 생명과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키

는 것으로 규정할 때, 위 구절들은 『주역』의 작자가 생명을 乾坤으로 대

변되는 천지 작용의 소산으로 또 생명창생을 유기체적 작용으로 파악하여

끊임없는 生生의 작용을 易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125) 또한 주역에서

는 天地, 즉 陰과 陽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교합작용에 의해서 전체 우주

생명이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자연계의 운동을 생명 활동과 연결

시켜 이해한다.

한 번 陰하고 한 번 陽하는 것을 道라고 한다. 이 道를 계승하는 것이 善이며,

내적으로 이 道를 이루고 있는 것이 性이다.126)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보면 주역에서는 생명이라는 문제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비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陰陽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

을 통해 생명의 본질과 현상을 해석하는 동시에 우주의 대생명과 가치의

측면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에서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단

122)『周易』,  繫辭上 “生生之謂易.”

123)『周易』,  繫辭下 “天地之大德曰生.”

124)『周易』,  咸 “天地感而萬物化生”

125) 김병환, 위 논문. p.313

126) 『周易』, 繫辭上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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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생물학적인 개체생명의 발생과 활동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

의 영역을 우주 전체로까지 확대해 생명의 근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과

개체생명과의 연관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127)

즉 주역에서는 생명 현상을 도덕적 가치로 전환하여 이해하고 있다. 주

역에서 우리는 생명의 발전, 생명의 자기 발전을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 가

치 부여와 존중을 본다. 이는 일반화시킨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구체적

인 개개의 생명으로서 경험적 현실로서의 생명관에 기초한 우리 존재의 원

초적 모습이다. 이 경험적 자연 생명은 자기 발전을 기약하여 인문 생명으

로 비약128)할 수 있는 자기 창조성을 갖춘 것이다.129)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맹자의 마음론은 자연 생명으로서의 인간이 도

덕 생명으로의 전환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맹자는 타 생명의

고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는 마음을 근거로 들어 인간의 선한 마음[心善]

을 논증하고 있는데, 이는 맹자가 말하는 도덕생명의 근원이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

간의 본성과 연결된다.

맹자는 仁 개념 안에 생명성에 대한 논의들을 포함시켰다. 유자입정의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순수한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선을 행한다. 여기서

선을 향한 근본적인 자연적 충동은 인간의 好生性, 즉 생명을 사랑하는 본

능에서 기인한다. 맹자는 타 생명의 고통을 눈앞에서 차마 지켜볼 수 없는

도덕적 기제가 우리의 생명 속에서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생명

에 대한 感應의 근거는 인간의 마음, 즉 四端之心에 있다. 仁의 단서인 惻

隱之心에서 惻은 깊은 傷心을, 隱은 심한 통증을 뜻한다. 여기서 측은지심

은 타 생명의 고통과 불행에 연민과 괴로움을 느끼는 감정이며,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의 아픔과 상처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감정이다. 따라서 측

127) 함현찬, 「장재 철학의 천인합일적 인간이해와 보편생명」, 한국한문고전학회, 한

문고전연구, 25권, 2012. pp.459-494

128) 자연생명이 도덕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김병환, 위 논문. pp.

319-321 참고

129) 김병환, 「『주역』의 자연 생명사상」,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0권, 1999.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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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심은 不忍之心이며, 공감적 고통(empathic distress)을 의미한다. 공감

적 고통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

어이다130).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인한 것이 아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데 그것을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니다. 거처해야 할 곳은 어디에 있는가? 인이

그것이며,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의가 그것이다.131)

또한 맹자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不仁으로 파악하는데,

이 또한 살아있음을 중시하는 인간의 本心과 연결된다. 맹자는 仁을 “사

람132)”, "사람의 마음133)", “사람의 편안한 집134)”으로 설명하고, 사람이 반

드시 仁에 거한 후에야 비로소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

람의 마음이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측은한 마음, 不安不忍한 마음이

다.

정호의 설명방식은 맹자의 仁 개념이 내포한 생명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다. 그는 “맥박을 짚어보는 것에서 제일 잘 仁을 체득할 수 있다.135)”고 말

130) 호프만의 공감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

하는 공감의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촉발하는 기제이며, 또한 그것이 계발

되고 향상될 수 있다. 호프만은 공감적으로 각성된 긍정적인 정서, 즉 기쁨이나

즐거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부정적인 정서, 즉 고통, 불안, 분노

에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친사회적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서 작용하는 것은 공감

적 고통, 공감적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기 때문이다. 공감적 고통은 타인의

실제적인 고통을 목격함으로써 유발되며 다시 이 공감적 고통은 고통을 받고 있

는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경감되거나 해소된다. 김홍일, 「공감의 도덕교육적 함의

-M.L.Hoff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도덕교육학연구 제7집 1호, 한국도덕교육학

연구회, 2006. p. 101-103

131) 『孟子』, 「盡心 上 33」“曰何謂尙志 曰仁義而已矣 殺一無罪 非仁也 非其有而取

之 非義也 居惡在 仁 是也 路惡在 義 是也 居仁由義 大人之事 備矣.”

132) 『孟子』, 「盡心 下 16」 “仁也者, 人也. 合而言之, 道也.”

133) 『孟子』, 「告子 上 11」 “仁人心也. 義人路也.”

134) 『孟子』, 「離婁 上 10」 “仁人之安宅也.”

135) 『二程全書』권3, 1a “切脈最可體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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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여기서 맥박은 생명체의 활동력을 의미하므로, 仁이 생명성과 연결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도는 性을 生으로 보아 ‘태어날 때부터 가

지고 있는 것’을 인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본 것은 천리의 생생하는 작용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으로 이어받았음을 의미한다.

의서에 수족이 마비되는 병을 不仁이라고 한다. 이 말은 仁을 가장 잘 설명

한 것이다. 仁이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 세상에 나 아닌 것

이 없다.136)

여기서 인간이 모든 것을 내 몸으로 여기는 마음을 仁으로 묘사하고 있

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감정 이입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仁은 다른 생명의 곤경에 대한 감정의 반응인 동시에,

다른 생명의 기쁨에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호에 이르러 맹자

가 주장했던 仁의 의미가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仁을 체험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에 따르면 仁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겨 자타

구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자기와 타인을 나누는 것은 不仁한 것이

다. 이는 나와 만물이 일체로서 느껴지는 경지를 의미한다. 정호에게 있어

仁은 나와 대상이 구분 없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生生을

중시하는 마음과 관련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각은 감각 기관의 지각을 의

미할 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인은

일종의 남과 일체감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이 모든 것을 내 몸으로 여기는 마음을 仁으로 묘사하고 있

는데, 이는 생명성의 담론으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정호의 생

명성에 대한 논의는 張載의 생명 사상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다.

하늘을 아버지라 일컫고 땅을 어머니라 일컫는다. 나는 여기에서 조그만 모습

으로 이에 뒤섞여 그 가운데 처한다. 그러므로 천지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136) 『二程全書』권2상, 3a 「識仁篇」“醫書言 手足痿痺爲不仁 此言最善名狀 仁者以

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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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몸으로 삼고, 천지가 거느리고 있는 것을 나는 性으로 삼는다. 백성들은

나와 한 배에서 태어난 동포이고, 만물은 나와 동료이다.137)

장재의 萬物一體 사상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合一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물이란 天地 안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며 만물을 총괄하여 天地라

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맹자학의 생명 담론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맹자는 만

물에 대해서 “어버이를 친히 하고 난 후에 백성을 仁하게 하고, 백성을 仁하게

하고 난 후에 만물을 사랑할 것”138)과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몸을 돌이켜보아 진실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 없고, 恕를 힘써 행하면

仁을 구함이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139)고 말했다. 즉 맹자는 인간의 마음

이 살아있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대인윤리를 확장하여 대

물윤리로 전환할 것140)을 역설한다. 맹자의 仁 개념은 가족주의적 親親의 단계

를 넘은 넓은 의미의 仁이다. 맹자의 惻隱之心, 生物之心, 惻隱之心의 仁은 인

간만이 아닌 만물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차마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惻隱

之心]이 주자의 표현대로 만물을 나게 하는 마음[生物之心]으로 확대되고 만물

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합하여지면서 인간의 도덕의식의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14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관

심과 연민으로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상은 신유학의 장재와 정호를

계승하며 보다 분명한 관점을 지닌다. 즉 맹자가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란 생명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善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생명의

137)『正蒙』「乾稱」“乾稱父 坤稱母. 予玆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塞 吾其體 天地之

帥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138) 『孟子』, 「盡心 上 45」“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

民 仁民而愛物.”

139) 『孟子』, 「盡心 上 4」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樂莫大焉. 强恕而行 求仁莫近

焉.“

140) 최영진, 「주역에서 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동양철학』, 제13집, 한국동양

철학회, 2000. p.6

141) 장승희, 「"인" 개념에 나타난 유학의 생태철학 - 명도 정호의 "인"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44권, 2005. pp.339-340



- 56 -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내재적 도덕심에 대한 관심과 성

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생명을 중시하는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

며 자기 반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 마음 修養論

맹자는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大人의 도

덕적 위상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을 매우 중

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단을 타고 났으나, 타고난 사단 그 자체는 완성되

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도덕심은 미완성된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도덕적인 성숙에 도달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간이

요구되며, 마음의 수양공부가 중시되었다. 이 장에서는 맹자가 주장한 수양

방법을 求放心과 不動心의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求放心 : 存養과 擴充

맹자는 마음의 선함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

지 않고 보존하는 것[存心]을 가장 기본적인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맹자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서 다시 구할 것[求放

心]을 말한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 의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 사람이 마땅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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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길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픈 일이

로다! 사람들은 개나 닭을 읽어버리면 곧 찾을 줄을 알면서, 마음을 잃어버리

면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道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求其放心]일 뿐이다.142)

여기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마음이 욕구에 이

끌려 거기에 빠져버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즉 맹자가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라”고 한 것은 어딘가에 빠져 있는 마음에 대해 즉

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143) 본심은 애초에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밖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

서 맹자는 “[본심을] 구하면 얻게 되고, 버리면 잃어버린다. 이 [본심의] 구

함은 [선을] 얻음에 유익하니, 이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

다.”144)라고 말하였다. 『대학』의 明明德, 정호의 識仁, 육구연의 復本心과

先立其大, 왕수인의 致良知 등은 모두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서

학문의 법도를 말한 것이다.145)

남송의 유학자 胡宏(1105〜1155 또는 1102〜1161, 五峰 先生으로 불림)은

『知言』에서 “꽉 잡아 보존하고, 보존하여 함양하며, 함양하여 확충함으로써

큰 것에 이르니 천도와 같아진다”146)라고 하였는데, 이는 맹자의 수양론으로부

터 나온 것이다. “꽉 잡아 보존하고, 보존하여 함양한다”는 것은 存養이며, “함

양하여 확충함으로써 큰 것에 이른다”는 것은 擴充이다.147)

군자가 보통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그 마음을 보존하기[存心] 때문이다. 군자는

인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存心] 예로써 마음을 보존한다.[存心]148)

142)『孟子』, 「告子 上 11」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 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143) 蔡仁厚 , 위의 책. p.122

144)『孟子』, 「盡心 上 3」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 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145) 蔡仁厚 , 위의 책, p.122

146) 胡宏, 『知言』 “操而存之 存而養之. 養而充之 以至於大 與天同矣.”

147) 蔡仁厚 , 위의 책,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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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149)

君子와 大人은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여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타고난 本

心을 잃지 않고, 보존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는 수양 방법이 요구된다. 맹자는 本心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욕망을 줄일 것을

말한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사람됨이 욕

심이 적으면 비록 본심을 보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적을 것이다. 그 사람

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심을 보존하는 것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다.150)

맹자는 욕심[欲]을 적게 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덕

적 훈련이 없는 상태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欲] 삶을 살 때 귀결되는 위험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도덕적 훈련을 통해 공자와 같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하고자 하는대로[欲] 행하여도 道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과욕을 할 필

요가 없다. 즉 수양이 완성된 사람은 欲의 방향이 도덕적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공자가 말한 70세의 從心所欲不踰矩의 경지가 이에 해당한다. 욕구하

는 대로 마음을 따를 때,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유학에서 말

하는 궁극의 경지이다. 따라서 유학은 삶에 대해 전면적으로 긍정하므로 금욕

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행동할 때, 본연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

다. 따라서 욕망을 줄이고,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맹자

는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寡欲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욕망은 인간의 도

덕성과 대비되는 부정적 감정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선

148)『孟子』, 「離婁 下 28」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149)『孟子』, 「離婁 下 12」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150)『孟子』, 「盡心 下 35」 “養心 莫善於寡欲 其爲人也. 寡欲 雖有不存焉者 寡矣 其

爲人也. 多欲 雖有存焉者 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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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학에서의 欲을 인의에 반대되는 인간의 사욕에 한정지어 해석해왔다.151)

그러나 공맹 시대에는 사욕에 차있는 욕구적 인간과 그것과 분리된 도덕적 자

아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인간을 이해하지 않았다. 또한 유학에서 欲은 부정

적 욕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152) 유학에서는 욕구 자체를 惡이라고 보지 않았

다. 따라서 맹자도 寡欲을 이야기 하지 無欲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다. 욕망

을 부정적인 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선과 악을 상정하는 이원론적인 인간관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맹자는 보존된 마음을 확충[充]할 것을 말한다. 선의 확충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도덕 수양을 통해 진정한 도덕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 수양론이야말로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실천적 가르침이

라고 할 수 있다.153)

나에게 있는 사단을 다 넓혀서 채울[充]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

물이 처음 용솟음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진실로 이것을 채울[充] 수 있다면 사

해를 보호하는 것도 충분하지만, 만일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

족하다.154)

151) 先秦儒家의 욕망론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표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이명수,「유가철학에 있어 욕망론 전개의 단초와 그 예의 의미」,『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정상봉ㆍ황갑연ㆍ전병술ㆍ안재호, 「중국유가철

학에 있어서의 이성과 욕망의 관계 연구」, 『시대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3. 최진석, 「“욕망”(욕): 선진 철학을 읽는 또 하나의 창」, 『철학연구』제69

집, 철학연구회, 2005. 황갑연, 「중국 유가철학에 있어서 이성과 욕망의 관계」,

『중국학보』제45집, 중국학회, 2002. 전병욱, 「특집 : 동서철학에서 욕망과 인간

; 인(仁)과 서(恕): 욕망의 호혜적 공감능력 -맹자(孟子)의 욕망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41권, 2010, pp. 1-34

152) 예컨대 朱子는 ‘寡欲’의 欲이 좋은 의미의 欲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朱子語

類』권61, “‘養心莫善於寡欲.’ 欲是好欲, 不是不好底欲, 不好底欲不當言寡.” 『論

語』에는 ‘慾’과 ‘欲’을 구분하여 쓴 용례가 있다. 『論語』「公冶長」. “棖也慾 焉

得剛!” 여기서 慾은 글자 그대로 욕심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전병욱, 위 논문. pp.

1-34

153) 김병환, 「맹자의 도덕생명사상 - 맹자 이전의 본성론과 비교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3권, 2001. p.292

154)『孟子』, 「公孫 上 6」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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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端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단서이다. 이러한 사단

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擴充의 방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

다. 사단을 확충해 나가서 성공적인 도덕의 단계에 도달하면 국가와 천하를 보

위할 수 있지만, 사단을 확충하는데 실패하면 자신의 부모조차 섬길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길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사람들은 모두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차마 하는 바에까지

도달하면 인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하는 바에까지 도달하

면 의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채운다면 인을 이루 다 쓰

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담을 뚫고 넘어가서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채운

다면[充] 의를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너’라는 칭호를 듣지 않으려

는 마음을 채운다면[充] 가는 곳마다 의를 행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155)

사람은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을 바로 행하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득 채워서 확충해야만 인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확충이라는 수양 방법은 반드시 필수적인 행동이다. 수양의 관건은 외부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양성하며 확충하

는데 있다.

사단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따를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수반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성숙한 도덕 본성은 건강하게

성장한 신체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맹자는 도덕적 성숙과 신체적 발달 사

이의 공생을 중시한다. 따라서 맹자는 자신의 내면적 도덕적 감각을 발견

하고 도덕적 역량을 양육시킬 것을 주장한다. 즉 도덕적 단서의 확충을 강

조한다.

155)『孟子』, 「盡心 下 31」 “人皆有所不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人皆有所不爲 達之於

其所爲 義也.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 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踰之心 而義 不可勝

用也. 人能充無受爾汝之實 無所往而不爲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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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不動心 : 知言과 養氣

맹자는 본연의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고 擴充할 것을 주장한다. 즉 내면적 마

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도덕으로 확장시키는 수양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

러나 맹자는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후천적인

도덕 훈련을 통해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마치 반복적인

근력 운동으로 사지의 근육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유사하

다.

선천적인 道德心이 수양 과정을 통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 상태를 不動心

이라고 하는데, 不動心에 대한 맹자의 입장은 「공손추 上」의 2장에서 맹자와

공손추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맹자는 정치적 야망, 권세와 명예의 욕구로부터

벗어나 도덕적 평상심을 갖출 수 있는 경지를 지향했으며, 반복적인 도덕 훈련

과 마음의 수양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자의 不動心은 후천적 노력과 반복적 훈련을 통해 타고난 心을 확고하게

지켜낸 것이며, 비교적 완성된 형태에 가까운 성숙한 心을 의미한다. 이는 孔

子가 말했던 不惑156)의 상태, 즉 외물로부터 道德心이 迷惑당하지 않는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맹자 자신이 비로소 40세가 되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즉 태어났을 때의 本然之心

이 곧 不動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本心이 더욱 확고해지고

단단해져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不動心이라고 부른 것이

다. 따라서 부동심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래성으로서의 心과 후천적인 환경과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도달한 경지이다. 맹자는 인간의 道德心이

도덕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필요조건임은 인정하였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라

고 본 것이다.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 수양 방법론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맹자가 수양론을 강조한 이유는 도덕적 본성과 도덕

156)『論語』, 「爲政」 “四十而不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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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육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유가의 이상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우선 告子가 도달한 不動心이 내포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진정한

不動心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을 제시한다.

고자가 말했다. “말에서 얻지 못하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마음에서 얻지

못하거든 氣에서 구하지 말라.”157)

맹자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에서 얻지 못하거든 氣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괜찮다’고 보았다. 마음으로 통달하지 못한 것을 氣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氣에서 얻을 시에 마음이 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말에서 얻지 못하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고자는 “말이란 단순히 외부의 사건과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므로, 말로써 사건과 사물의 원인을 일일이 다 묘사할 수

없다. 따라서 외물을 묘사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돌아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허정한 마음을 혼란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158) 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 즉 언어화된 관념과 사상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반영하여 설명해 낼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 이는 언어는 외부의

사물을 묘사하기 위한 도구이기에 인간의 내면적 속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기

능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는 결국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마

음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맹자는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끝까지 구하지 않고, 가벼이 넘기려는

고자의 주장을 비판한다. 맹자는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59) 따라서 모든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이 나온 기원인 마음을 이해하

157)『孟子』, 「公孫 上 2」 “告子曰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

158) 蔡仁厚 , 위의 책. p.138

159)『孟子』안에서 ‘言’이라는 글자는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인 대화나 논쟁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맹자는 천하에 양주와 묵적의 ‘言’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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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이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말을 아는 것[知言]을 통해서 마음

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不動心]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160) 즉 고자가 생각

하는 말과 마음의 관계와 맹자가 생각하는 말과 마음의 관계가 서로 상이했던

것이다.161)

맹자가 부동심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서 知言을 제시하는 것을 통

해 儒家의 언어관을 파악할 수 있다. 언어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해 논하며,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언어로 규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道家의 언어관162)과

달리 儒家에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말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

으로 여긴다. 『論語』의 마지막 구절은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

함”[不知言 無以知人也]에 대한 것이고, 맹자 또한 인간의 말은 마음과 연결되

어 있기에,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낸

다. 말을 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사상의 시비, 선악, 진위,

득실을 명확하게 변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가 언어관의 합리주의적

면모를 드러낸다.

듯이, 言은 어떤 이념 체계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전국시대 문헌에서 이러한 용법의 ‘言’은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墨子』에서도 묵가들은 그들의 이념을 묵자의 ‘言’이라고 지칭한 경우가 많고,

『莊子』「제물론」에서 장자는 道와 ‘言’을 여러 차례 병치시켜 논하곤 했다. 장

원태, 「『맹자』 3.2에 대한 고찰 -고자의 부동심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70권, 2013. p.72

160) ‘자신은 말을 알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161) 고자와 맹자는 말ㆍ마음ㆍ기라는 개념 틀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마음 상태

에 대해 논의한다. 장원태는 부동심 장에 나오는 말ㆍ마음ㆍ기라는 개념 틀과 이

와 관련된 논의는 맹자와 고자 두 사람 고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 연

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맹자의 부동심을 공자의 불혹에 비견하는 설

명은 주희가 『맹자집주』에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좌전』과 『논어』에서 혹

(惑)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혹의 상태는 말과 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음이 드러난다. 또한 공자가 용기에 대해 논한 대목들 역시 부동심 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장원태, 위 논문. p.72)

162) 『道德經』 1장에서는 “道可道 非常道”, 즉 말하여진 도는 일정한 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언어가 가진 한계와 無用性을 논한다. 이는 하이데거가 지적했던 언어

의 한계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못하며, 인간 도상에 대해 다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도가에서는 언

어가 존재 자체를 설명해줄 수 없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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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벽된 말을 들으면 그 가려진 것을 알고, 방탕한 말을 들으면 그 함정을 알며,

간사한 말을 들으면 그 도리에 어긋난 바를 알고, 회피하는 말을 들으면 그 논

리의 궁함을 안다.163)

맹자에 따르면 知言은 편벽된 말에 가려지는 것, 방탕한 말에 빠지는 것, 간

사한 말에 빠져 도리에 어긋나는 것, 회피하는 말에 빠져 논리가 궁색한 것으

로부터 벗어나 말이 나온 본래의 의미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 맹자는 치우친 말, 방탕한 말, 부정한 말, 회피하는 말 각각은 가려지고, 빠

지고, 괴리되고, 궁지에 몰린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마음이

이 네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각각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知言, 말을 잘 안다는 것은 그

화자의 마음에 있는 병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이 된다.164)

따라서 맹자는 말을 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마음을 아는 것

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사상과 말의 혼란이 관념의 재난을

조장하므로 과감히 나서서 은폐된 것을 밝히고,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마

음으로부터 그 뜻을 얻어야 한다. 맹자는 ‘인심을 바로 잡아 사악한 학설을 종

식시키고, 잘못된 행실을 막으며, 음탕한 말을 추방하여’165) 聖人의 뜻을 계승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知言은 사악한 학설을 막고 正道를 명

확히 밝히는 것이다. 즉 맹자에게 있어서 말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

닌, 하나의 몸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말과 마음은 단절될 수 없다.

다음으로 맹자는 不動心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養氣’를 말한다. 맹

자에 따르면 기를 기르는 것[養氣]은 우선 도덕적 용기를 함양하고 마음의 중

심을 수립하여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맹자는 북궁유와 맹시사라는 인

163)『孟子』,「公孫 上 2」 “詖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164) 장원태, 위 논문. p. 73

165)『孟子』,「滕文 下 9」 “正人心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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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예로 들면서 용기에 대해 설명하는데,166) 북궁유처럼 반드시 이기는 데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맹시사처럼 두려움이 없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용기를

지켰다’[守氣]고 평가한다. 맹자에 따르면 氣를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

함’[自反], ‘의지를 굳게 가짐’[持志], ‘기를 곧고 바르게 기름’[直養], ‘의를 축적

함’[集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67)

우선 맹자는 ‘스스로 반성하여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나가서

대적할 수 있다’168)고 말한다. 즉 천만 명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용기는 결국

자기 반성, 즉 자기 스스로의 공부와 수양에 있다. 반성이라는 공부를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理를 따르는 것이 바로 氣를 기르는 방법이다. 따라서 맹자가

말하는 氣는 단순한 血氣나 氣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

해 스스로에게 떳떳한 진실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용기이다. 이러한 반성을 통

해 浩然之氣가 배양될 수 있다. 또한 맹자는 養氣의 방법으로 ‘의지를 굳게 가

질 것’[持志]를 말한다.

의지는 기를 거느리는 장수이며, 기는 육체에 꽉 차 있는 것이다. 의지가 최고

이며 기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굳게 갖고, 그 기를 포악하게 만

들지 말라”고 한 것이다.169)

166) 북궁유는 피부가 찔려도 움츠리지 않으며 눈동자가 찔려도 피하지 않았다. 또한

털끝만큼이라도 남에게 모욕을 당하기를 싫어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

시 보복을 하는 인물이다. 즉 반드시 남을 이기는 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동요하지

않은 자이다. 맹시사는 싸움에 비록 승리는 못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인

물이다. 즉 두려움이 없음을 바탕으로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자이다. 즉 북궁유는

남을 대적하기를 힘쓰는 자이고, 맹시사는 자신을 지키기를 오로지 한 자이다.

『孟子』,「公孫 上 2」 "北宮黝之養勇也 不膚撓 不目逃 思以一毫 挫於人 若撻之

於市朝 不受於褐寬博 亦不受於萬乘之君 視刺萬乘之君 若刺褐夫 無嚴諸侯 惡聲至

必反之. 孟施舍之所養勇也 曰視不勝猶勝也 量敵而後進 慮勝而後會 是畏三軍者也

舍豈能爲必勝哉 能無懼而已矣. 孟施舍似曾子 北宮黝似子夏 夫二子之勇 未知其孰賢

然而孟施舍 守約也."

167) 蔡仁厚 , 위의 책. p. 142

168)『孟子』,「公孫 上 2」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

169)『孟子』,「公孫 上 2」 “夫志 氣之帥也. 氣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 故曰持其志

無暴其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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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서 맹자가 말하는 마음과 氣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志는 마음

이 향하는 바이므로 志가 곧 마음이다. 志와 마음은 같은 것으로 두 낱말이 가

리킨 것은 단지 動靜의 구별만 있을 뿐이다.170) 志는 氣를 거느리는 장수이므

로 氣는 마땅히 志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 한다. 의지를 굳게 갖지 않으면 기의

생명력은 제멋대로 방자해질 수 있으나 의지로 기를 다스리면 호연지기가 실

현될 수 있다. 맹자는 몸의 氣가 마음의 志를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

勞思光은 浩然之氣를 生命情意의 理性化로 보는 입장에서 맹자 사상에서의

몸의 氣와 마음의 관계를 논한다. 맹자는 인간의 氣가 心志를 따라야 함을 말

했는데, 노사광에 따르면 心志는 德性我를 가리키고 四端의 가치자각을 함유하

는 반면 氣는 生命我로서 생명력과 才氣를 말한다.171) 따라서 노사광은 덕성아

가 생명아를 주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志는 氣의 통솔자이다’라는 구절을 해

석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形軀我를 가리키며, 형구아의 활동은 직접

生命情意力의 결정을 받으므로, 덕성아의 통솔을 받아야 한다.172)

그러나 맹자 사상에서 인간의 생리활동이 사람의 전체 구조 중 하층에 자리

잡고, 또 상층의 心志활동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결코 완전히 피동적인 것은

아니다. 맹자는 “그 志를 올바르게 잡고, 그 氣를 포악하게 자극하지 말 것”과

“氣가 모이면 志가 움직인다”고 말하는데, 이는 心과 身의 상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 양자는 입체적인 것으로 상하 간에 인도하고 따르는 것이다. 따라

서 생리작용 역시 心志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비록

하층에 놓여 있지만, 홀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즉 데카르트가 心物二元論

170) 勞思光,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古代篇), (서울 : 探究堂, 1986), p.135

171) 선진 유학에서는 인간을 도덕적 차원의 자아와 현상적 차원의 자아로 이원화하여

이해하는 사고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연지기와 단순한 기운의 차이를 논

하기 강조하기 위해 노사광은 인간의 몸과 마음, 즉 氣와 志의 관계를 이원적 자

아관에 대응시켜 파악하고 있다. 채인후도 氣와 心의 관계를 용기와 도덕 이성의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172) 勞思光,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古代篇), (서울 : 探究堂, 1986). pp.135-136,

(박재주, 「맹자의 부동심의 도덕철학적 의미」,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18권, 1999. pp.43-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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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맹자의 사상 안에서 心과 身은 서로 삼투되어 영향을

미치고, 공통적으로 생명이라는 존재의 전체에 예속되어 있다.173)

맹자는 浩然之氣에 대해서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

르고[直養] 해침이 없으면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174)고 말한다. 따라서 몸

의 기운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길러서 기가 도덕심과 일치되는 상태를 호연지

기라고 본 것이다. “호연지기는 義와 道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義와 道가 없으

면 쭈그러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연지기는 義를 축적하여[集義] 생겨난

것이지, 義가 엄습해 와서 취해진 것은 아니다.”175) 義를 축적하는 것은 끊임없

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를 축적하는 것은 마음 속에 본래 있는 의를 드러내

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덕적 용기인 호연지기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의지로 기를 통솔하여 기가 義와 道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양기의 공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지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 의지

의 배양을 위해서는 마음 수양의 윤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마음의 의지는 善이

며, 고정적 실체가 아닌 道와 義에 부합하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浩然之氣를

행하는 인간은 도덕적 의지력을 지닌 도덕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마음과 지식의 관계

道德心은 認知心과 대비되며, 德性知는 見聞知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장

에서는 맹자가 말한 마음이 道德心에 부합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로부터 파생

되는 德性知의 성격을 밝힌다. 心學 계열에서는 맹자의 마음과 지식의 관계에

173) 袁保新, 황갑연 역, 『맹자의 삼변철학』, 서광사(경기도 파주 : 2012) p. 72

174)『孟子』, 「公孫 上 2」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175)『孟子』, 「公孫 上 2」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 襲而取

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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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尊德性을 중시하는 수양 방법을 주장하였으나, 朱熹는

德性知와 見聞知의 균형적인 이해를 통해, 양자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맹자학

의 心論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두 학자가 주장한 사상의

분기점이 형성되므로, 맹자의 心論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학자가

말했던 心卽理 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아야 한다. 본 논문의 주제는 맹자

의 도덕철학이지만 성리학적 논변에서 맹자학의 특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본 논문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1) 道德心과 德性知

유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두 가지 차원의 기능을 가진다. 도덕적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서의 道德心과,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認知心이

이에 해당한다.176) 이 중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仁義之心, 四端之心, 不忍之心,

良心, 本心 등의 도덕심으로 이해하며 마음의 도덕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

서 맹자의 심을 도덕심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맹자의 마음론에 근거하

여, 맹자가 말하는 지식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의 지적 사고 능력은 제외

될 수 없는 주제였다. 따라서 동서양 철학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능에 대한 탐

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맹자 역시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해 뛰어난 식견을

보였는데, 맹자가 인식한 인간의 앎, 즉 지적 분별 능력은 도덕적 영역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을 도덕적 범주로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한편 유학에서 말하는 지식의 특성은 크게 德性知와 見聞知로 구분할 수 있

다. 지식의 두 가지 차원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張載로부터 시작된다. 장재는

176) 모종삼은 『名家與荀子』에서 맹자가 말하는 心과 순자의 心의 성격을 비교하며,

맹자의 心은 道德心, 순자가 말하는 心은 사고하고 분별하는 心으로서의 認知心이

라고 규정한다. 맹자는 仁으로 心을 인식한 반면, 순자는 知로 心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채인후, 천병돈 역, 『순자의 철학』, (서울 : 예문서원), 2009.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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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聞知識을 사물과 만나서 이루어진 지식이며, 德性知識은 견문을 통하여 얻

을 수 없다’177)고 하였다. 또한 “誠明이 아는 것은 천덕인 良知이며, 見聞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178)라고 하였다.179) 이는 인간의 도덕심으로부터 비롯된

선천적 덕성지식인 良知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탐구하여 얻은 견

문지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맹자는 외부 사물을 탐구하여 얻은 경험적인 지식보다는 도덕 주체심에 근

거한 도덕적 지식을 중시하고 있다. 장재가 말했던 지식의 종류에 따르면 맹자

가 말한 지식은 道德知에 해당한다. 맹자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아

는 것을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한 것이다. 맹자는 마음이 가진 옳고 그름

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반성적 사려 작용[思]을 강조한다. 맹자가 心의 기

능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지각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無是非之心,

非人也. … 是非之心, 知之端也]180)

눈과 귀의 감각 기관은 사고하지[思] 못해 외부 사물에 가리어진다. 외물이 감

관과 교류하면 외물에 끌려갈 뿐이다. 마음의 기능[心之官]은 사고하는 것[思]

이므로 사고하면 깨닫고 사고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181)

맹자는 옳고 그름을 사려할 수 있는 마음인 是非之心을 知의 단서로 보

고 있다. 是非之心은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知의 근원

은 인간의 마음 내부에 존재한다. 또한 이목구비의 감각기관과 구분되는

마음의 기능을 반성적 사고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음의 사고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 때 마음의 지각 능력은 외부 사물에 가려지지 않은 내면적

177)『正夢』, 「大心」“見聞之知 乃物交而知 非德性所知. 德性所知 不萌於見聞.”

178)『正夢』, 「誠明」“誠明所知 乃天德良知 非見聞所知而已”

179) 채인후, 위의 책. p. 90 참고

180)『孟子』, 「公孫 上6」

181)『孟子』, 「告子 上15」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

思. 思則得之 不思則不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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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반성적 사고력으로서의 앎을 의미한다. 맹자는

인간의 내재적 도덕성을 四端으로 규정하며, 사단이 仁義禮智의 덕목으로

확충된다고 보았다. 즉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앎이란 도덕적 마음에서 발

현된 것으로서 도덕적 앎을 의미한다.

또한 맹자는 지혜로움[智]를 말할 때도, 윤리적 덕목과 함께 나열하여 앎

의 도덕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맹자학에서 지혜로움에 대한 논의가 윤

리적 덕목인 仁, 敬, 義 등과 함께 제시된 것은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을 사랑했는데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仁을 되돌아보고,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智를 되돌아보며, 남에게 禮를 베풀어도 반응이

없으면 자기의 敬을 되돌아본다. 자기의 행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

는 경우가 있으면 모두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그에게 돌아간다.182)

仁의 핵심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義의 핵심은 형을 따르는 것이다. 智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禮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절도에 맞게 나타내는 것이다.183)

맹자는 仁과 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지혜로움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덕목과 지혜로움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 근거

하여 지혜로움을 평가한다고 볼 때, 이 경우에도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지

적 능력 역시 도덕적 영역과 관련된다.

한편 맹자는 지혜로운 자[智者]를 仁者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智는 道德知와 무관한 개념이다.184) 제 선왕이 맹

182)『孟子』, 「離婁 上 4」 “孟子曰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183)『孟子』, 「離婁 上 27」 “孟子曰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智之實 知斯

二者弗去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

184) 맹자는 이 구절에서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도덕심으로부터 드러난 知와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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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이웃나라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묻자, 맹자는 仁者만이 大國의 입

장에서 小國을 섬길 수 있고, 智者만이 小國의 입장에서 大國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며, 仁者는 하늘을 즐거워하지만, 智者는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말

한다.185) 이 경우 智는 도덕적 사려 작용으로서의 앎이 아닌, 이익과 손해

를 고려하는 계산 능력으로서의 지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맹자가 말하는

앎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맹자는 道德知의 개념을 근거로 참다운 智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

리는데, 이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될 수 있다.

仁은 하늘이 준 높은 벼슬이며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그것을 막지 아니하는데

도 仁하지 아니하는 이는 지혜롭지[智] 아니한 것이다.186)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道를 이용하지 아니한다면 지혜롭다[智] 할 수 있겠는

가.187)

이 구절에서도 맹자는 지혜로움을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다. 仁하

지 않은 것과 선왕의 道를 따르지 않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며,

智의 근거로서 仁과 道라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맹자의 본의

에 근거할 때, 仁者와 대비되는 智者는 맹자가 말하는 참된 智者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맹자의 德性知 개념에 의하면 仁者와 智者는 같은 것이다. 이

로써 맹자는 지혜로운 자를 도덕적 인간상으로 새롭게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인지 작용이 외물에 부합하여 드러나는 智를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知와 智의

구분은 『荀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荀子』, 「正名」 “所以知之在人者 謂

之知. 知有所合 謂之智.”

185)『孟子』, 「梁惠 下 3」 “惟仁者爲能以大事小 是故 湯事葛 文王事昆夷. 惟智者爲

能以小事大 故大王 事獯鬻 句踐事吳. 以大事小者 樂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樂天者保天下 畏天者 保其國.”

186) 『孟子』, 「公孫 上 7」 “夫仁天之尊爵也 人之安宅也 莫之禦而不仁 是不智也.”

187) 『孟子』, 「離婁 上 1」 “爲政 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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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知에 대한 맹자의 관점에 대비하여 인간을 둘러싼 경험 세계에 대한

과학적 앎을 중시하는 사고 역시 유학 내부에서 중요한 담론을 형성한다. 장재

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은 견문지라고 분류될 수 있으며, 견문지의 성격을 최초

로 강조한 학자는 荀子이다.188) 순자는 心을 지식으로 인식하였으며 理智性으

로서의 認知心을 주장한다. 認知心은 인지의 주체인 마음이 인지 대상인 객관

사물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189)

맹자는 지식을 본성의 안에 끌어안지만 순자는 지식을 본성 밖에 두면서 본

성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두

사람을 전면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190) 맹자가

늘 인의예지의 사덕을 묶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반면에 순자는 늘 본성과 지

능을 대비시키면서 논의를 이끌어간다.

유가 심학에서는 덕을 완성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맹자가 강조하

였던 덕성지에 무게를 두고, 견문 지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

았다. 특히 심학 계열의 육구연, 왕수인은 맹자가 말한 도덕심과 덕성지의 측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유가 내부에서 견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혔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심학 내부에서 지식심의 성격은

독립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余英時는 이를 내향초월적인 동양문화

의 정신이라고 파악한다. 외향적인 서양문화의 정신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내향적인 동양문화의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재세계에 대하여 체

계적 이해를 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았다고 본다. 동양의 내향문화

는 인문영역 안의 문제에 치중하고 외향문화는 인문영역 밖의 자연이나 혹은

그 이상의 종교적 문제에 치중한다. 여기에서 동양이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의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191)

188) 『荀子』, 「不苟」 “欲惡取舍之權 見其可欲也 則必前後慮其可惡也者 見其可利也

則必 前後慮其可害也自 而兼權之 孰計之 然後定其欲惡取舍 如是則常不失陷矣. 凡

人之患 偏傷之也. 見其可欲也 則不慮其可惡也者. 見其可利也 則不顧其可害也者. 是

以動則必陷 爲則必辱 是偏傷之患也.”

189) 채인후, 위의 책. p. 89 참고

190) 신정근, 위 논문. pp.117-146

191) 余英時, 김병환 역,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서울 : 동아시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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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부터 당대 신유가 학자들은 맹자의 사상을 계승한 유학에서

덕성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국에서 과학 발전이 더디어졌다는 오명으로부

터 유학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문화를 근본으로 하고 서학의 중심인

과학과 민주를 수용하려는 당대의 시대적 요청으로부터 비롯된 시도였다. 이들

은 민주와 과학을 유가 문화에 수용하려고 하였고, 5.4운동을 전후로 한 서양

문명의 도전으로부터 유가문화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모종삼은 양지감함설을

제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모종삼은 도덕심으로부터 과학과

민주의 출현 가능성을 논증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유가를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귀결시켜 오히려 유가의 본연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또한 모종삼은

五峰-蕺山계, 象山-陽明계, 伊川-朱子계의 세 가지 계통으로 유학의 흐름을

정리하는데, 이 중 伊川-朱子계는 지식문제와 덕성문제를 섞어 논했기에 유가

의 正宗 라인에서 배제시킨다.192)

그러나 당대 신유가의 시대적 요청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식문제와 덕

성문제를 균형있게 다루고 있는 이천과 주희의 사상이 유가 내부의 지식

담론과 과학의 출현을 연결시킬 근거를 가지고 있다. 주희는 맹자가 말한

덕성지의 차원에 지식과 인지의 기능으로서의 心을 말한 순자의 사상을 계승

하여 卽物窮理의 방식을 더함으로써 중국 문화에서 지식에 관한 학문이 발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193) 주희는 『大學』의 8조목 가운

데 격물치지에 대한 專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여 보전을 지어 넣었는데, 격

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은 심의 인지적 기능이 잘 드러난다. 주희는

“이른바 치지는 격물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즉 나의 앎을 극진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사물[物]에 다가가서[卽] 그 이치를 끝까지 캐들

어가는 데 있다”고 하여 格을 이르다[至]로, 物을 사물의 이치로 해석하였

고, 致는 극진한 데 이르다, 미루어 넓힌다는 것으로, 知는 앎, 지식으로 풀

이하였다. 이는 인식의 주체인 마음과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192) 임명희, 「중국철학사 기술의 계통설과 도통 관념 -모종삼의 삼계설(三系說), 노

사광의 일계설(壹系說)을 중심으로」,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66권, 2012.

pp.309-321

193) 채인후, 위의 책. p. 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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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간 마음의 신령함은 앎을 갖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마음의

인식 능력을 말하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여 인식 대상인 物理를 상정하였다.194) 이는 주희 역시 인지심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당대 신유학 내부에서는 모종삼의 입장과 달리 덕성지식과 견문지식의

통합적 관점으로 유학을 해석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熊十力은 致知格物說에 관

하여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을 비교 설명하면서 유학 내부에서 덕성지식과 견

문지식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웅십력은 주희의 格을 量度로 보고, 격물을 ‘사물

을 헤아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程朱는 理를 사물에

서 찾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지식의 방법론을 세울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웅십력은 격물은 반드시 치양지를 근본으로 해야함을 강조한

다. 만일 격물이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고, 이 격물이 치양지에 의하여

운용된다면 지식은 양지에 의하여 量度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웅십력

은 격물과 치양지의 종합을 통하여 덕성지식과 견문지식의 종합적 운용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195) 또한 余英時도 도가와 법가는 反知論에 해당하고, 유가는

主知論에 속하기 때문에 유학 사상을 근거로 인지 정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근거로서 유가철학에서 尊德性과 아울러 道問學을 긍정하고

있음을 든다.196)

2) 尊德性과 心卽理

194) 왕양명, 정인재·한정길 역, 『전습록』(경기 : 청계, 2007) pp.26-27

195)『熊十力全集』, 「卷三. 讀經示要」, 湖北敎育出版社. 2001. pp. 664-671. 황갑연,

「牟宗三의 良知坎陷論 연구 - 도덕과 지식의 융합에 관한 이론 -」, 한국중국학

회, 중국학보, 52권, 2005. p. 491

196) 余英時, 『歷史與思想』, 「反智論與中國政治傳統」, 聯經出版，1976 황갑연, 위

논문,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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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내부에서는 마음의 기능과 지식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

제로부터 공부 방법에 관한 분기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유학의 내부 분

기점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학 내부에서 맹자의

心論이 이해되어온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유학의 내에서의 공

부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맹자 사상의 본의를 드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작

업이다.

『中庸』 27장에서는 군자의 공부 방법으로 尊德性과 道問學을 말하고 있

다. 尊德性은 存心하여 道體의 큰 것을 다하는 것이고, 道問學은 致知하여

도체의 세밀한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尊德性이 道德心과 德性知를 기

반으로 한 내면을 향한 공부 방법이라면, 道問學은 認知心과 見聞知를 바

탕으로 한 외부 세계를 향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덕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수양 방법을 제기하는데, 이 수양 방

법과 관련하여 朱熹와 陸九淵은 중요한 논쟁을 벌인다. 12세기 아호사에서

이루어진 주희와 육구연의 논쟁은 신유학의 역사 속에서 이치의 탐구를 중시

하는 道問學과 도덕 본성의 보존을 중시하는 尊德性의 분기점을 마련하였

다.197) 주희와 육씨 형제는 아호 모임에서 공부 방법과 독서의 문제에 대

해 토론하였는데, 주희의 의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博學하게 한 이후에 돌

이켜 핵심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육씨 형제의 의견은 먼저 사

람의 本心을 밝힌 이후에 博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육씨 형제는 맹

자가 주장한 존덕성의 공부 방법을 강조하여, 이를 다른 공부방법보다 우

선시한 것이다. 그러나 주희는 육씨 형제의 교학 방법이 너무 간단하였다

고 여겼고, 육씨 형제는 주희의 교학 방법이 지리하다고 여겼으니, 합치되

기가 매우 어려웠다.198) 도문학을 중시하는 교학 방법은 程頤와 朱熹로 대표

197) Tillman, Hoyt C. 『Utilitarian Confucianism :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82).

p.19

198) 이는 주희와 육씨 형제의 교육 방법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 朱泰卿의 구술에서 알

수 있다. 『陸九淵集』, 권36, p.491 朱亨道 註. Tillman, Hoyt C. 김병환 역, 『주

희의 사유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2010).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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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理學派로, 맹자가 주장한 존덕성을 중시하는 교학 방법은 程顥와 陸九淵,

王守仁으로 대표되는 心學派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맹자는 良知를 제시하며, 인간이 도덕적 인지 능력을 본래적으로 타고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 이전에 본래적으로 알고 있는 선천적

인 앎의 문제를 제시한다. 良知는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道德知의 직각적이고

본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육구연은 본심을 지키고

닦아 성인이 되는 것이 중요할 뿐, 경전을 익히고 연구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과 상관없는 일임을 주장하였다. 육구연은 존덕성을 가장 우위에

놓고 즉각적으로 성인의 마음과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경전에 대한 열독보

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 사상을 바탕으로 견문지보다 덕성지에

대한 탐구에 집중하였으며, 도문학보다 존덕성의 수양 방법을 중시한 것이

다. 이는 육구연이 주장한 독서 순서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맹자는 “사려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이며,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으로, 나에게 고유한 것이

지 밖에서 나에게 녹아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스스로 반성하여 정성스럽다면 이보다 더 큰 즐

거움은 없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本心이다.199)

육구연은 맹자가 말한 四端을 本心이라고 보고, 본심의 내재적 성격을

무척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심이 바로 理로서 나에게 이미 갖추어진 것이

므로 외부 사물에서 理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 주체

심에 기반한 양지의 도덕적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四端은 이 마음이다.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도 이 마음이다. 사람은 모두 이

마음을 갖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이 ‘理’를 갖추고 있다. 마음은 곧 理

199)『象山全集』, 卷1, 「與曾宅之書」 “ 孟子曰 所不慮而知者 其良知也. 所不慮而知

者 其良知也. 比天地所與我者 我固有之 非由外鑠我也. 故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

而誠 樂莫大焉 比吾之本心也.”



- 77 -

이다.”200)

따라서 육구연은 맹자가 주장한 도덕심을 보존하고 기르며 되찾는 것을 강

조한 존덕성의 공부 방법과 心卽理 사상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마음은 일반

적인 사려나 지각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과 양심, 즉 도덕심을

의미한다. 육구연을 계승한 왕수인은 육구연의 본심 개념을 ‘心體’ 혹은 ‘마음

의 본체[心之本體]’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내면적인 도덕심을 의미한다.

육구연은 본심 자체를 도덕 원칙의 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심은 바로 理

이고, 본심의 理는 우주의 理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육구연은 이 점을 강조

하여 개인의 양심과 사회에서 공인하는 도덕 준칙이 서로 일치함을 말한 것이

다.201) 따라서 심학에서는 내면에 이미 갖추어진 ‘理’를 드러내기 위해서 별도

의 학습이나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래 학문을 논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본심을 확충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사단

위에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

는가? 맹자는 마땅히 단지 사람에게 이 사단이 있다는 것으로 인성의 선함을

증명하고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일 뿐이다. 진실로 이 마음이

존재한다면 이 이치는 저절로 밝혀질 것이니, 측은한 상황에 당면하면 저절로

측은지심이 들고, 부끄럽거나 미워하고 사양할 상황에 당면하거나, 옳고 그름

앞에서 저절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202)

상산(象山)에 머물면서 배우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하기를: “그대

의 귀는 절로 밝고 눈은 절로 밝으며, 부친을 섬김에 절로 효도할 수 있고 형

을 섬김에 절로 공경할 수 있으니, 본래 아무런 결함이 없으므로 달리 구할 필

요가 없다네! [공부의 요점은] 自立하는 데 있을 따름이라네!”203)

200) 陸九淵集 卷11, 與李宰 “四端者, 卽此心也. 天之所與我者, 卽此心也. 人皆有是

心, 心皆具是理, 心卽理也.”

201) 陈来, 안재호 역, 『송명성리학』(서울: 예문서원, 1997), p.280

202) 陸九淵集 卷34. Tillman, Hoyt C. 위의 책, p.255
203) 陸九淵集 卷35, 語錄下 “居象山 多告學者云: 汝耳自聰 目自明 事父自能孝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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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연은 주희가 강조하는 학문 연구와 도덕 훈련이 있지 않더라도 四端이

이미 충분히 자립자족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204) 格物205)이나 誠敬 공부

의 도움 없이도 모든 사람의 의식활동이 즉각적으로 理에 합치할 수 있다고

여겼다.206) 따라서 주희 등의 학자가 관심 가진 격물과 경전의 문제를 토론하

지 않았고, 단지 간단하고 쉬운 방법만을 사용하여 본심을 두드렸다.207) 심학

계열에서는 심즉리를 말할 때, 당연에 대한 해석만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사물

에 필연적인 리가 있는지, 이러한 物理는 마음의 條理로 귀결될 수 있는지 그

리고 이 마음을 궁구하기만 하면 이러한 종류의 물리를 전부 궁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심학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송명

리학의 입장에서 마음은 통상적으로 ‘지각’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

학 계열의 ‘마음 밖에 리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208)

이와는 상대적으로 荀子 사상을 바탕으로 見聞知에 대한 강조는 道問學

의 수양 방법으로 연결되었다. 주희는 맹자의 德性知에 대한 강조 이외에

외부 사물에 대한 객관적 앎의 태도를 중시하고, 格物窮理의 방법을 고수

하였다. 주희가 생각할 때 格物의 대상은 지극히 광범위하여 위로는 우주

본체에서부터 아래로는 풀 한 포기나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그 理는

모두 연구되어야 한다. 格物의 최종 목표는 사물의 所以然과 所當然을 이

해하는 것이며, 주희에게 있어서 所以然과 所當然은 모두 理를 의미한다.

兄自能弟 本無欠闕 不必他求 在乎自立而已.”

204) Tillman, Hoyt C. 위의 책, pp.282-289

205) 육구연도 ‘격물’을 공부의 시작으로 여기는 견해에는 찬성하나, 그의 격물설은 정

주와 같지 않다. 그가 궁구하라고 주장한 理는 외재 사물의 규율이 아니다. 그가

강조한 물리 공부는 정주가 주장하는 사물의 ‘소이연’을 궁구하는 공부가 아니며,

독서하고 궁리하는 공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육학에서는 만물이 모두 완비된

‘나’를 格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육학에서 격물은 格心을 의미하며 修身과 正心을

뜻한다. 陈来, 위의 책. pp. 285-286

206) 陸九淵集 卷11, 與李宰2 .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能勿喪耳.”
207) 그러나 육구연이 단지 내재적 직각만을 강조하고 경전을 읽는 가치를 경시한 것

은 아니었다. 다만 독서의 순서에 있어서 존덕성의 방법을 도문학의 방법보다 더

욱 중시하였다. Tillman, Hoyt C. 위의 책, p.289

208) 陈来, 위의 책.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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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물궁리의 최종적 목표는 善을 밝히는 데 있으나, 격물궁리의 중간 과정

이 포괄하는 범주 속에서 사물의 규율과 본질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기 때

문에 주희는 지식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見聞之知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였다.209) 따라서 주희는 공부 방법으로 尊德性과 道問學의 장점을

결합시키려고 하였으며, 尊德性을 주요 목표로 삼았고, 道問學은 도덕 가치

와 수양 공부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여겼다.210)

주희는 독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聖人의 언행과 도리를 따르고 성인의 마음

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아무런 공부나 수행

없이 현 상태에서 곧바로 天理에 합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칼을 들고 날

뛰는 무뢰한의 마음도 곧 天理, 즉 本性의 드러남이라고 수 있을 것이다.211)

따라서 주희가 心卽理라고 할 때는 仁者나 曾子처럼 공부와 수양을 통해 일

정한 인격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 한해서 “(그의) 마음은 理에 합치한다.”라고

말했다. 즉 맹자가 말한 도덕적 본심의 보편적 속성,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

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심학 계열의 학자들처럼 적극적인 해석

을 하지 않은 것이다. 주희는 표면적으로 맹자를 수용하면서도 실제로는 맹자

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육구연이 心卽理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인격의 경지에 오른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라, 격물이나 誠敬의 공부 없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당장 理

에 합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말한 인간의 보편적 속성,

즉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 본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209) 陈来, 위의 책. pp.264-265

210) 주희가 항안세에게 보내는 2번째 서신(『朱文公文集』, 권54, 5下)에서 “지금 육

자정이 말한 것은 오로지 존덕성의 일이고 내가 평소 말한 것은 도리어 도문학적

인 것이 많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후대의 학자들은 朱陸同異의 전형을 구분한다.

하지만 唐君毅와 余英時 선생 등은 이러한 전통적 구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다고 생각했다. 주희는 줄곧 ‘존덕성’을 목표로 삼았고, ‘도문학’은 도덕가치와 수

양공부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Tillman, Hoyt C. 위의 책, p.

284)

211) 朱子語類 卷 126-59. “作用是性 (中略) 且如手執捉, 若執刀胡亂殺人, 亦可爲性

乎” (이승환, 「육상산 수양론에 대한 주자의 비판 -"박락"(剝落)에서 궁리"(窮理)

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39권, 2010.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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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희는 자신의 마음이 곧 도덕적 준거[心卽理]라는 육구연의 심학에서 초

래될 수 있는 도덕적 이기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性卽理

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희도 맹학의 心論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心卽理(또는 心是理)에 대해 말하

고 있으나, 이는 육구연이 제시한 心卽理와 그 맥락이 다르다. 주희의 心卽理

사상은 ‘공부가 쌓여서 聖人에 가까운 인격자의 상태에 도달하면 그 마음씀씀

이와 행동거지가 이치에 들어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다 이치에 들어맞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心卽理라

고 할 때 주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닌, 특정한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말

한 것이며,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의 마음씀씀이는 理에 합치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희의 心卽理는 공부와 수양을 거쳐 일정한 인격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도리에 들어맞는 마음상태를 표현한다.212) 따라서 주희는 일반적인 사

람들의 마음이 곧바로 보편적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本然之性만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性卽理]고 보았다.

주희에게 理는 내면적인 도덕법칙과 외계 사물의 존재법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 단서를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는 尊德性을 확

립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格物致知로서의 道問學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희는 맹자를 계승한 心學에서 강조하는 尊德性의 공부

방법이 지닌 한계를 인지하고, 心學이 가진 理想性, 즉 모든 사람이 聖人이 될

수 있다는 명제가 현실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道問學이라는 공부 방법

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희는 맹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통찰

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212) 이승환, 위 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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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맹자 사상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맹자 인간관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 교육

을 받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피터스(R. S. Peters)는 도덕교육

이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이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니고 있기를 기대하는 어떤 자질과 성향으로서의

도덕성 내지 인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도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다.213) 따라서 도덕 교육에서 인간에 대

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올바른 도덕 교

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도덕교육은 도덕적 인간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덕성의

함양을 통해 도덕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사회 환경의 구축이 필수

적이다. 교육학자 브론펜브레너(J. Bronfenbrenner)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 환경

적 맥락(environmental contexts)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학

교와 놀이터와 같은 미시체계에서부터 문화적 환경과 같은 거시체계뿐만 아니

라 시간체계의 환경이 모두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214)

따라서 도덕교육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인간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교육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맹자의 인간관은 도덕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213)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2013. p. 133

214) Bronfenbrenner, Urie,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or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20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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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주요 가치·덕목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군전체지

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

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 소중한 나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 성실한 생활

㈑ 반성하는 삶

㈎ 감정의 조절과 표현

㈏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 자긍심과 자기 계발

㈑ 절제하는 생활

㈎ 도덕의 의미

㈏ 삶의 목적과 도덕

㈐ 도덕적 성찰

㈑ 도덕적 실천

㈒ 인간 존재의 특성

㈓ 자율과 도덕

㈔ 도덕적 자아상

㈕ 공부와 진로

㈖ 도덕적 탐구

다. 이 장에서는 맹자가 이해한 인성론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도덕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1) 도덕적 인간과 도덕교육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존

재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이해와 가치

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도덕적인 인생관과 도덕적인 자

아상을 설계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는 이러한 인간관에 따라 학생들이 도덕

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이해할 것을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첫 번째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2009 교육과정 내용체계

도덕 교육에 있어서 그 시작은 인간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덕과 자기 자

신을 연결시키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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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 사상 특히 맹자가 이해한 인간에 대한 관점은 도덕 교육의 목표

와 도덕과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 맹자는 도덕적 주

체로서의 인간, 즉 자발적인 도덕성을 갖춘 인간 존재를 규정하며 인성론을 전

개한다. 맹자의 수양론과 정치론 등 맹자학 전반의 핵심은 인성론에 있다. 맹자

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사상과 학문의 방향을 설정한다.

맹자는 인간 본성의 핵심을 도덕성으로 파악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행

위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 혹은 자신에 대한 평판의 기대가 아닌 자발적인 내면

적 도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인간이 도덕적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

고, 자발적인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심지어 맹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

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215)”라고 말함으로써, 사단이 인간

됨의 필수조건임을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 마음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진정

한 인간이며, 인간과 도덕성은 분리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언명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도덕에서 찾고 있는 맹자의 관점은

도덕 교육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규정하고, 자아의 존재 의미를 도덕성에서 찾

으려는 시도는 최근 도덕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도덕심리학

의 연구 분야에서는 자아아 도덕성을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먼(Damon, 1999)은 “자아(self)를 정의하기 위하여 도덕적 원칙 혹은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그 개인의 도덕적 자아(moral self) 혹은 도덕적 정

체성(moral identity)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하트와 그의 동료들

은(Hart, Atkins, & Ford, 1998)은 도덕적 정체성을 “타인의 행복을 보호하

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자아감(sense of self)에 대한 헌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Blasi는 개인이 자신을 누구인가를 설명함에 있어 도

215)『孟子』, 「公孫 上6」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

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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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인 관점을 본질이자 핵심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216) 이처럼 도덕성

과 자아를 통합시키려는 도덕 심리학의 일련의 노력들은 모두 도덕교육에

서 도덕적 자아 개념이 교육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방향

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맹자의 인간관은 도덕교육에서 말하는 도덕적 자아관에

부합될 수 있다. 맹자는 “사는 것[生] 또한 내가 원하고 의로움[義] 또한

내가 원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으면, 삶을 포기하고 의를 취하

겠다. 삶 또한 내가 원하지만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

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217)라고 말한다. 도덕적 주체인 인간은 생물학

적 본능과 도덕적 열망이 충돌할 때, 도덕적 열망을 따를 수 있는 존재이

다. 따라서 맹자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특별한 도덕적 존재라는

점을 규명한다.

인간은 감각적 욕구에 지배될 경우, 감각의 대상인 외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삶이 동물적 삶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에 따르면 이를 벗어나 도덕적 가치를 자각하고 도

덕심에 의해 영위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다. 맹자는 도덕심에 부

합하는 삶을 통해 인간관계의 화합과 사회적 질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자아의 주체적인 도덕 판단을 통해 외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인간상을 설정하였다. 맹자에 따르면 도덕적 자아의 ‘주

체성의 자각과 확립’은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의 방

법과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다.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적 도덕

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도덕성을 인

216)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 교육과학사, 2006) pp.294-295

217)『孟子』, 「告子 上 10」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

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

欲 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患有所避也,. …… 是

故 所欲 有甚於生者 所惡 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能勿喪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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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데 실패한다. 교육의 방향이 자신의 본래적 마음에 대한 탐구가 아

닌 외부에서 구성된 지식의 습득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실패하면 앞으로의 도덕적 행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는 학생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과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해

야 한다.

또한 맹자가 제시한 도덕적 인간상은 특히 인성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덕과는 도덕적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의 주관

교과이며 핵심 교과이다. 도덕과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행위의

표준’ 혹은 ‘도덕적 가치의 공통 기반’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도덕적 탐구

와 성찰 기회를 부여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공헌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2012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청소년 폭

력 예방을 위해 인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내용을 성취 기준에 반영하

고,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성 핵심 역량을 효과

적으로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다움’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어야

하며, 올바른 인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맹자는 사람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올바른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

시한다.

맹자는 ‘사람다운 사람’을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

람다움’의 모델로 大人, 君子, 聖人을 제시한다. 대인은 도덕적 인격이 성숙

된 사람을 의미한다. 맹자는 “仁에 거처하며, 義를 말미암으면 대인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218)”고 하였다. 대인은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218)『孟子』, 「盡心 上 33」 “居仁由義 大人之事 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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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며, 자신의 도덕성을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다른 사람과 함께

도를 행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맹자에 따르면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은

천하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인간은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 인, 의, 예를 행하여 마음이 지향하는 상태에 도달하면 백성들과 함께

도를 행할 수 있다. 이는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인성 교육의 방향성과 부합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그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

다.

2) 도덕적 환경의 의의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이 올바르게 함양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처한 외부의 환

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모든 인간이 도덕적 마음을 타고났지만 이 마

음이 도덕적 행위로 모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덕적 인간은 도덕적 환

경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는 “풍년에는 자제들이 온순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다.”219)고 말하며 도덕심의 발현을 방해하는

외부의 환경적 요소를 제시한다. 물질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 환경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본심을 온전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모맥을 파종하고 씨앗을 덮되 그 땅이 똑같으며 심는 시기가 똑같으면

싹이 나와서 일정한 때에 이르러 모두 익으니, 비록 똑같지 않음이 있으나 이

것은 땅에 비옥하고 척박함이 있으며 雨露의 길러줌과 사람이 가꾸는 일이 똑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릇 같은 종류인 것은 대부분 서로 같으니, 어

찌 홀로 사람에 이르러서만 의심을 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219)『孟子』, 「告子 上 7」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

陷溺其心者 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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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0)

맹자는 동일한 씨앗이라도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 온도와 습도와 같은 기

후적 조건, 사람이 들이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씨앗이 자라는 속도와 모습이

다르듯이, 개인의 도덕성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는 점을 주장한다. 환경요인은 학습자의 심리적 환경으로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말하는 ‘내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물리적

인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외적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

다.221) 맹자가 말하는 환경적 요인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면적 도덕심의 발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 환경’에 가깝다.

맹자의 인성론에 따르면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도덕 교

육적 환경이 중요하다. 인간의 도덕성은 타고난 본성만이 아닌 도덕적인 교

육 환경으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인간의 도덕성을 충분히 이

끌어낼 수 있는 학습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우선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협동

적인 교실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실의 풍토가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협

동적일 때,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자유롭게 말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

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222)

또한 처벌이 가해지거나 처벌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서 학습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규칙에 순종하지만 자기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학습 풍토는 반성적 사고와 적극적인 지식구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도덕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은 도덕적 사고에 참여하는 응집

력 있는 대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220) 『孟子』, 「告子 上 7」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浡然而生 至

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露之養 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擧相

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 與我同類者.”

221) 정창우 외,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경기 : 인간사랑, 2007) p.76

222) 정창우 외, 위의 책.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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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동료들과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다고 느끼는 분위

기를 제공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수업분위기

를 조성해야 한다.223)

인격 교육론자들은 학교 전체가 도덕적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지 않

으면 좋은 인격은 결코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교실

에서의 긍정적인 도덕적 분위기와 학교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도덕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한다. Ryan(1986)은 긍정적인 교실

환경은 규칙의 공정성, 경쟁과 협력간의 균형, 개인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

간의 균형, 장애인 혹은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우, 교실 대회에서 윤리적인

문제 제기 등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ickona(1993)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장의 지도력, 학교의 규율, 학생회, 보

상 체제, 학교 차원의 공동체 의식 등의 요소들이 교실에서 학습한 가치들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 풍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

요하다고 말한다.224)

도덕적인 환경의 조성은 학교뿐만이 아닌 학교 밖의 가정 및 지역 사회 공

동체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토플러(Toffler, 1974)는 “일

과 학습, 학교와 지역 사회를 구분하려는 그릇된 의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론을

실천으로부터 유리시켰으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으로 채널화될 수 있는 거

대한 에너지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박탈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유아

로 만들어 버렸고, 그들에게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빼앗아 버렸다.”225)고 말

한다. 학생들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뿐만이 아닌 가정과 지역 사회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학교, 가정, 지역 사회 사이에 더욱 확대된 의사 소통과 협력 체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생활 속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을 거

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Epstein, 1995)226) 가정은 아동의 도덕성 함양에

223) 정창우 외, 위의 책. p. 100

224)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 교육과학사, 2006) p.134

225) 추병완, 『도덕 교육의 이해』(서울 : 백의, 2001) p.5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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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부모가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는 부모의 애정, 훈육의 일관성, 자녀의 요구에 대한 반응, 모델링,

가치의 표현, 자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녀와의 열린 대화 등이 있다. 또한 교

우 집단은 자아 개념, 갈등 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능들, 그리고 도덕적 추론 발

달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대중 매체, 이웃 관계, 그

리고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다. 따라서 아동의 인격을 효과적으로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공동체 간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하다.227)

도덕교육은 농사를 짓는 과정과 유사하다. 농부들이 정성을 다하여 씨를 뿌리

고, 땀을 흘려 김을 매고, 묵묵히 결실을 기다리지만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에

의하여 하루 아침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도덕 교육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기획(enterprise)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는 개인만 올바르게 성장하면 우리 사회가 잘 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커다란 체계

로서의 사회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 도덕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 입장도 함께 견지해 나가야 한

다. 인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구조나 제도, 정책을 바꾸려는 꾸준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228)

2. 맹자의 心論과 修養論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철학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성은 ‘선택 가능성을 인식

하고, 의사 결정을 하며, 의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인 합리성에 근거한다.

226) 추병완, 위의 책, p.514

227)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 교육과학사, 2006) p.288

228) 추병완, 위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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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에 의해 동기화되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 지

위를 지닐 수 없으며, 도덕적 행동은 도덕법칙에 대한 명백한 인식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러나 자기공명영상(fMRI)과 같은 기술의 도움으로 도덕성에

대한 뇌과학의 연구 성과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사고과정과 결정, 선택은

의식적인 선택이나 안내 없이도 암묵적으로(implicitly) 처리되는 사회적 맥

락과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다양한 내적, 무의식적 체계에 의해 추구된다

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추론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해왔던 도덕 교육의 방향은 재탐색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9)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이 장에서는 맹자가

말한 도덕적 마음이 ‘감정’과 관련되어있다는 점과 맹자의 마음 수양론이

‘도덕적 의지’를 키우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맹자의 마음론이 도덕

교육에서 갖는 함의들을 밝히기로 한다.

1) 도덕 감정으로서의 사단

맹자는 인간이 가진 내면적인 도덕 감정으로서의 사단을 제시한다. 유자

입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도덕적인 감정은 합리적 사고 과정

이나 추론의 사유 없이 직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눈앞에 사람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직관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고통을 줄이려고 한다.230) 인간은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찰나적인 순간에 측은한 감정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본심의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발현을 의미한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선을 향한 자연적 충동,

특히 측은함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사전 계획 없이 선을 실행할 수 있다. 이

229)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서울 : 울력, 2013) p.215-228

230) 피터 싱어, 함규진 역,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서울 : 산책자, 201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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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나 숙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무의식적인 직관

의 발현으로 도덕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단지심은 네 가지 도덕적인 감정[情]에 관련된 마음을 말한다. 仁의 단

서인 측은지심에서 惻은 깊은 傷心을, 隱은 심한 통증을 뜻한다. 따라서 惻

隱之心은 不忍之心이기도 하다. 또한 義의 단서인 羞惡之心에서 羞는 자신

의 불선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惡는 다른 사람의 불선을 싫어하는 것

이다. 禮의 단서인 辭讓之心에서 辭는 풀어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讓은 밀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智의 단서인 是非之心에서 是非

는 도덕상의 시비를 말한다. 이러한 감정은 인의예지라는 선의 단서가 된

다는 점에서 도덕적 감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도덕심리학의 연구 중에서 호프만은 도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

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한다. 호프만의 이론은 맹자가 주장하는 도덕적 감

정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 삶에 있어

공감(empathy) 혹은 감정이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감은 “자

기 자신의 상황보다 다른 어떤 사람의 상황에 보다 적절한 대리적인 정의

적 반응”을 의미하며, 공감적 걱정(feeling of sympathetic distress)과 공감

에 기초한 죄의식(empathy-based guilt)을 포함한다(Hoffman,

1993:159-162) 그는 도덕적 인지가 공감이라는 정서적 요소에 의해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31)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도덕 심리학의 연구 분야는 맹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자종크(R.Zajonc)는, 정의적 판단은 인지적 작용에 앞설 수

있으며 자극에 대한 정의적 반응이 종종 유기체의 첫째 반응이라고 설명한

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정서가 이

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232) 또한 그린과 하이트(Greene & Haidt,

231) 정창우, 위의 책. p.185-186

232) 이정렬,「체화된 마음의 가능성과 도덕교육적 의의 -A. Damasio의 "체화된 마음"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88권, 2013.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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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의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이성보다 감정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도덕 판단은 피아제나 콜버그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숙고적 추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정서적 직관이 함께

관여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233)

그러나 감정에 따른 도덕적 행위에 대한 한계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서

양 전통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감정에는 자율성이 없다. 감정에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 주체 혹은 행위자가 감정을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때 도덕적 주체 혹은 행위자는 이성적 존재

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감정에 자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성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르는 자기 통제력이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반

면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책

임질 수 없는 것은 도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서양 전통 윤리학의 일

반적 견해이다.234)

그러나 맹자가 말하는 도덕 감정은 개별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이고 상대

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는 보편적인 도덕적 마음에 근거

한 합리적인 감정을 말한다. 맹자는 도덕적 감정을 드러내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말하며, 이러한 도덕적 마음으로부터 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맹자는 “마음에 있어서만 유독 같음이 없겠는가? 마음이 똑같이 즐기

는 것은 무엇인가? 理와 義이다.”라고 말했다. 즉 마음의 동일성과 보편성

을 전제하며, 도덕 법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한 것이고, 이 마

음이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맹자의 도덕

적 감정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정감윤리와 단순히 비교될 수 없다.

또한 맹자는 도덕적 감정을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맹자와 제선왕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어느 날, 제선왕은 혼종을 위해 끌려가는 소가 두려워 떠는 것을 차

233) 정창우, 위의 책. p.195

234) 김현선,「맹자에서 감정의 문제」,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20권, 2010.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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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고 있을 수 없어 그 소를 놓아주라고 하였다. 맹자는 왕이 이 행동을

했던 원인이 왕 자신의 측은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상기시킴으로

써, 스스로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감정을 확인시킨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인 감정으로부터 仁을 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

로 정치를 행하라고 조언한다.235) 이 장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맹자는 자

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감각을 발견하고 이를 확충하여 도덕적 행동

을 실천할 것을 말한다. 도덕심을 근거로 한 정서를 외부로 확장하여 도덕

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도

덕교육은 도덕적 지식습득과 합리적 이성의 강조만이 아닌 도덕적 감정의

함양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덕 감정에 기반

한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는 학생들의 도덕적 공감 능력과 관련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동기

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회화 경험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들에게 폭넓은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타

인들의 고통을 역설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

록 고무시키는 수업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236)

한편 도덕적 감정은 도덕적 열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어떤 상황에 도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도

덕적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덕 감정은 도덕적 열망과 연관될 수 있다. 도덕적 감정에 대한 훈

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주의와 관심의 집중을 통하여 도덕

적 열망들을 발생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37) 따라서 도덕 교

235)『孟子』,「梁惠 上 7」

236) 정창우, 위의 책. p.187

237) 추병완, 위의 책. pp.5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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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열망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감정을 인

지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덕적 앎과 행위의 일치

도덕과는 知, 원리, 의도 및 동기와 行, 덕목, 행동 및 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도덕교육을 체계적,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도덕교육을 실

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도덕교육의 역사는 ‘지행일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행일치는 중요하고 도덕과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도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238)

맹자는 미혹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不動心이라 칭하는데, 부동심에 도달하

기 위한 수양론은 도덕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맹자는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하

기 위해서는 후천적 노력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양 과

정을 통해 타고난 心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도덕적 앎이 외부의 유혹에 방해

받지 않고 곧바로 도덕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맹자의 수양론은 도

덕과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지행합일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지행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맹자의 마음 수양론은 주목할 만하다. 맹자는 不動心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養氣’를 말한다. 양기는 氣를 기르는 것으로 도덕적 성찰을 통해 도

덕적 용기를 함양하여 도덕적 의지력을 굳건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맹자

는 氣를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함’[自反], ‘의지를 굳게 가짐’[持志], ‘의

를 축적함’[集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양 방법은 도덕

교육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

238) 정창우, 위의 책. p.14



- 95 -

우선 맹자가 말한 ‘스스로 반성함’[自反]의 공부는 도덕교육에서 매우 중요하

다. 맹자는 인간이 도덕적 성찰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주장하며 스스로 반성함을 도덕적 주체의 요건으로 본다. 또한 맹자가 이상

적 인간으로 제시한 군자는 도덕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맹자가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이해하

고 성찰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도덕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이해하는데 있어

서 ‘도덕적 성찰’의 영역을 중시한다. 또한 도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

기 자신의 내면과 현실세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지닌 덕과 성품 등을 도덕적 성찰을 위한 준거

로 이해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맹자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氣를 기를

수[守氣]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가 말하는 용기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

해 스스로에게 떳떳한 진실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맹자는 이러한 도덕

적 성찰을 통해서 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가 마음의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 도덕적 성찰 능력은 도덕교육의 목표

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기반성이다. 의미 있는 도덕적 자기반

성은 여러 가지 수준에서 도덕적 성장을 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

덕과에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성숙한 이해에 도달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 교사는 학생들이 도덕성을 우선시

하면서 자아의 도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도덕적

으로 성장하고 행동의 변화를 동기화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끝으로, 자신의 도

덕적 입장 자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239) 이러한 수업 방식을 바

탕으로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

지게 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맹자는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일치를 위하여 ‘의지를 굳게 가

239)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 교육과학사, 2006)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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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持志]과 ‘의를 축적함’[集義]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교육에

서 지행합일을 위해서는 도덕적 의지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

덕적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옮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도덕

적 앎은 외부의 유혹에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곧바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덕적 의지력의 강조는 도덕교육에서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사고

와 행동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할 때 도덕적인 생

활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도덕 수업에서 반복적 습관과 훈련을 통해 도덕적 용기와 도덕적 의지

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의지의 발현을 통해 도덕적 사고와

행동 간의 괴리는 좁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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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가득했던 시대 상황에서 맹자는 오

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을 도덕성으로 규정하였다. 2장에서는 맹자가 인간

이 도덕적 존재라는 점을 논증함에 있어서 도덕적 인간의 세 가지 특성인

고유성, 선천성, 보편성을 논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인간관이 현대

사회에 제시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맹자는 도덕성이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맹자

는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성질을 도덕성으로 규정하

고, 이를 인간의 진정한 性으로 보았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공유하는 자

연 생명적 특성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도덕 생명을

인간됨의 근거로 보았다는 것은 그가 인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식견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에서 인간은 도덕주의적 인문 생명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주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맹자의 도덕철학은 인류 문명

사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이 선천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논증한

다. 도덕 철학 내부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본성으로부터 타고난 것인지,

양육을 통해 획득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맹자는 그 지점

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성이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주

장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유전자결정론이나 생물학적결정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

다. 맹자는 善의 선천성을 말함과 동시에 환경적,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 환경적 요소와 감각기관의 욕망으로부

터 不善이 된다는 점을 논증하며,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

천적인 수양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맹자는 인간의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인들의 상호적 관계를 중시한 것이며, 이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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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성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맹자는 모든 인간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며

도덕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

의 동등함을 주장한 것은 인간은 존재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긍정을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에 대

한 기대와 희망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도덕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물질적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을 압도하여 인간성이 상실되고 사람다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맹자의 理想은 많은 교훈을 전달한다.

맹자의 도덕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에 있으므로 3장에

서는 맹자의 心論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으로 현대 철학자들의 성선설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맹자 사상이 성선설로 이해될 때 발생하는 오

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자 사상은 심선설로 이해되어야 한다

는 것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맹자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된 생명에

대한 감응에 주목하여 자신의 도덕 사상을 전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맹자

심론의 현대적 의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생명을 가

진 존재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 맹자가 말하는 도덕

적 인간이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善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

하는데, 이는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내재적 도덕

심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맹자의 마음 修養論을 求放心과 不動心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

함으로써 맹자의 수양론이 갖는 현대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일반 사

람들은 욕망을 따라 행동할 때, 본연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맹자

는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줄이는 것[寡欲]을 말한다. 이는 물

질적 풍요로움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도, 즉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대인

들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과 부합한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수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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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

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성에 대한 성찰보다는 감각기관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쾌락과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본연의 도덕적 마음

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맹자는 인간의 道德心이 도덕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필요조건임은

인정하였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 수양 방법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맹자가

수양론을 강조한 이유는 도덕적 본성과 도덕적 양육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유가의 이상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

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도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맹자의 心善論은 修養論과 반드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4장에서는 맹자의 인간관과 心論 및 修養論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혔

다. 우선 도덕교육에서는 학생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이를 바

탕으로 도덕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과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맹자가 제시한 도덕적 인간상은 특히 인성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맹자의 인성론에 따르면 학

생들의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인간의 도덕성은

타고난 본성만이 아닌 도덕적인 교육 환경으로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도덕

교육은 인간의 도덕성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습득과 합리적 이성의 강조만이 아닌 도덕

적 감정의 함양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덕 감

정에 기반한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맹자가 마음의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 도덕적 성찰 능력은 도덕교육의 목

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덕과에서는 학생

들이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성숙한 이해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맹자는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일치를 위하여 ‘의지를 굳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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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志]과 ‘의를 축적함’[集義]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교육에서

지행합일을 위해서는 도덕적 의지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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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ncius

Moral Philosophy

Kim, NamH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titled ‘A study on Mencius’s moral philosophy’ dwells on

Mencius’s view of the human nature and mind, and based on them,

looks into the implications of Mencius’s idea on moral education.

Humans have lost 'humanity' and are not leading 'humane' lives in the

modern society of mammonism. Therefore, we ought to seek a new

view of human being that fits to the needs of this era to recover our

humanity and to define essence of human beings. In this notion,

confucius philosophy that had viewed human as a moral being (Homo

ethicus) and seek for a moral society based on the moral nature of

human is worthy of note. This study highlights especially the ideas of

Mencius, who focused on exploring 'mind' of human beings.

Mencius had defined the essence of human beings as morality in the

time of skepticism and distrust on human morality. Mencius argued

about three characteristics of moral human- uniqueness, congenita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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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iversality- to prove that humans are moral beings.

First of all, Mencius insists that morality is a unique nature of

human. He identifies morality 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human t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beings, and viewed it as the true

nature(性) of human. The fact that he has viewed morality that shows

qualitative differences with other beings, as the basis of humanity and

not the biological features that all beings share, proves that he had a

great insight and knowledge over human beings.

Then, Mencius argues that human morality has a congenital nature.

In moral philosophy are endless discussions on whether human morality

is something that we all bear from the birth, or something we are

nurtured into. Mencius insists that human morality is congenitally

inherent in human heart-mind. However, it should not be understood as

genetic determinism or biological determinism, those which argue that

human morality is congenitally determined through individual nature

gained at birth. Mencius not only argues about the congenitally of

goodness bu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and

cultural factors.

Lastly, Mencius insists on universality of moral in proving of his

argument that all human beings have morals. Arguing that all humans

are equal on the basis of universal morality means that all humans are

equal in terms of existence value, which is a quite unpreceded and

revolutionary idea.

The essence of Mencius moral philosophy lies in the discussion of

human 'mind', an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is views on mind.

First comes the analysis on interpretation of modern philosophers on

the ‘theory of goodness of human nature[性善論]' in order to build up a

logical system on the idea of ‘theory of goodness of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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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o resolve errors occurred when Mencius philosophy is understood

as the good nature principle,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at "human

mind is good[心善論]" instead of "human nature is good[性善論]". Then,

there is an attempt to seek for modern significance of Mencius's view

on mind based on the fact that he had developed his moral philosophy

focusing on the response to life that is inherent in human mind.

Mencius understands human mind in connection of concerns and

sympathy toward all living things. His idea of moral human is an

existence that can exercise goodness on the basis of its loving mind,

and it implies that more concerns and examinations on human inherent

morality is required in modern society where the value of life is

belittled. Also, modern significance of Mencius's idea of cultivating

human mind[修養論] were determined by focusing on the concepts of

'seeking the lost mind[求放心]' and 'imperturbable mind[不動心]'.

This thesis defines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 of Mencius view on

human, mind, and cultivation. In moral education, the curriculum should aim

to teach students to perceive oneself as a subject of morality and to

exercise the morality based on this idea. Mencius's moral human character

offers a viewpoint that suggests objective and directions of humanistic

education. Also, according to ethology of Mencius, environment is a key

factor in moral character development of students. Human morality is not

only derived from nature but also formed through moral educational

background. Therefore, moral education must shape up a learning

environment that could fully elicit human morality.

Also, moral education shall emphasize not only the absorption of

moral knowledge and rational reasons but also promote cultivation and

growth of moral emotions. For this purpose, a teaching model that

could cultivate students' empathic ability based on their moral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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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planned out. The moral examining ability that is suggested as

an way to cultivate one's hear-mind suggested by Menci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alization of moral educational objectives. Therefore,

moral education can help students to achieve a deep understanding of

one's identity through moral examining on themselves. Mencius

thought, in order to reconcile one's moral knowledge to his moral

exercise, one shall study to 'have a firm will' and to 'collect good

behaviors'. It implies that cultivation of moral will is important in moral

education to unite one's knowledge and conduct.

Keyword : Confucius philosophy, Mencius, human nature, mind,

Biophilia,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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