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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禮記』「學記」의 敎學相長 교육론 연구

본 논문은 『禮記』 중의 한 편인 「學記」의 주제를 敎學相長 교육론

으로 명명하고 그 복합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한 제국 초기라는 시대

적 배경과 순자학파라는 사상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는 「學記」는 국가

의 운영 원리가 된 당대 유학의 교육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문헌이다.

「學記」는 化民成俗과 敎學相長이라는 대 주제를 총론에 제시한다.

화민성속은 도덕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

보하고자 하는 유학의 궁극적 목표를 요약한 주제이다. 교학상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원리로써 배움과 가르침의 상호작용에 주

목한다. 이 두 주제는 본론 전체에 걸쳐 구체화된다.

「學記」의 논의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大學이라는 교육

기관의 존재를 전제하는 「學記」의 전반부 논의는 대학의 교육과정, 대

학의 운영원칙, 대학의 교수학습법에 걸쳐있고 대학교육의 이상을 구현

하는 것을 막는 당대 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 「學記」

의 후반부 논의는 교육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 스

승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탁월한 스승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학생과

원활히 교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승은 교육적 권위를 넘어 정치적 권

위를 갖는다. 스승은 나아가 학문의 근본을 담보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學記」는 교육의 근본에 힘쓸 것[務本]을 당부하는 대목에서 끝난다.

교육의 근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學記」의 연관문헌인 「大學」에

서 찾을 수 있다. 「大學」을 통해 「學記」에서 언급한 학문의 근본이

修身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신체를 통합한 몸을 수양의

대상으로 삼는 수신은 인지과학에서 상정하는 ‘체화적 접근’과 밀접히 연

관된다.

修身의 교육적 함의와 「學記」 본문의 전체적 맥락을 전제할 때, 교

학상장은 배움과 가르침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



는 상보성, 배움과 가르침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평등성, 교육이 일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함과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상성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어 : 學記, 敎學相長, 修身, 荀子, 大學

학 번 : 2015-2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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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禮記』중의 한 편인 「學記」를 중심 텍스트로 삼

아 ‘敎學相長 교육론1)’의 구조와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學記」는 유학

의 전개과정에서 큰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문헌이었다. 「學記」의 낮

은 인지도는 『禮記』 중의 다른 한 편이었던 「大學」의 위상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다. 「大學」은 송대(宋代) 주희(朱熹)의 사서(四書)성립

이후 유학의 주요경전 중 하나로 편입시켜 존숭되었다. 이후 「大學」에

는 경문에 대한 해석 및 텍스트의 변형문제를 둘러싸고 주자학과 양명학

이 사상적으로 충돌해 방대한 주석사가 축적되었다. 이어 현대 신유학자

들과 유학을 주목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大學」은 유학의 수양론과 교

육론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광범

위하게 수행되었다. 반면 「大學」이 주목받는 동안 「學記」는 『禮

記』 중의 한 편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 이상으로 대별되는 사상적 가

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禮記』 주석 이외에 「學記」에 대한 부수저작

이나 단독 저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소외된 위상을 증명해준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하지만 이러한 경학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學記」는 한대(漢代)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철학으로 자리 잡은 유학의 실상, 그 중에서도 교육

론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헌이다. 공자 이래 기존 정치

권력과 체제에 대한 견제·비판담론으로 기능했던 선진(先秦)유학은 한

대에 이르러 국가사회의 중심 담론이 되었다. 당대의 유학자들은 교육을

유학적 국가 질서 수립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로 여기고 이를

이론적·제도적으로 정초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學記」 그리고 본래

『禮記』의 다른 한편이었던 「大學」은 이 노력의 학술적 결실이었다.

1) 이는 연구자의 관심이 반영된 조어(造語)로「學記」 교육론의 핵심적인 주제
인 敎學相長을 수식어처럼 사용한 것이다.

2) 「大學」의 경우, 주희의 『大學或問』, 진덕수(眞德秀)의 『大學衍義』 등
「大學」을 기반으로 한 단독저작이 저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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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교제도를 정비하면서,

유학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적인 교육학적 난제(難題)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교육의 원

칙은 무엇인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바

람직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을 성공과 실패로 이

끄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각각의 요인을 장려하고 제거할

것인가.” 와 같은 문제에 「學記」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응답한

다.

편명에서부터 학문과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텍스트임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學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 규모도 빈약할 뿐만 아니

라 그 중 상당수도 경전 원문과 주석에 대한 번역 및 짧은 해설에 그치

고 있다. 이처럼 「學記」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學記」는 원문의 글자 수가 총 1228자(십삼

경주소본(十三經注疏本)을 기준)로 다분히 압축적인 논설을 개진하고 있

는 문헌이다. 따라서 「學記」의 본래적 맥락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주

석사와 관련 논쟁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분량의

「大學」에는 역대로 다양한 주석과 관련 문헌이 축적되었는데 반해

「學記」의 경우에는 『禮記』주석가들의 해설과 유학자들의 산발적인

평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學記」 원문의 의미를 확정하고 논점을 도

출하는 맥락적 재구성이 쉽지 않은 작업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學記」의 교육학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이 문헌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과 연관문헌 등을 검

토하는 예비적 연구를 경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學記」는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문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學記」가 성립한 사

상적·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學記」는 한대유학

의 성립과 제국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문헌이

며 동시대의 다른 문헌들과 긴밀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學記」의 경문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거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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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學記」의 내적구조와 논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이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學記」에 담긴 교육적 문제의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學記」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를 살펴보자면, 타케우치 요시오

의 선구적인 작업이 있다.3) 해당 연구에서 타케우치 요시오는 『禮記』

중의「學記」와 「大學」편이 모두 한(漢) 무제(武帝)시기에 편찬된 것

으로 보는 입장을 바탕으로, 「學記」는 “학교의 제도와 교육의 방법을

기술”하였으며「大學」은 “大學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천명”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그는 「學記」와 「大學」이 상호보완적으로 “한대의

학문과 그 이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라고 평하고 있다. 타

케우치 요시오의 역주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學記」라는 문헌의 시대

적 배경을 확정하는데 유용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학기는

반드시 본래 『禮記』의 다른 편이었던 「大學」과 교차해 읽어야만 종

합적으로 그 교육적 함의를 논할 수 있다는 비교 문헌학적 관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서구학계에서 「學記」를 번역 및 주석한 결

과물은 레게(Legge)가『禮記』 영역본에 「學記」 번역문과 주석을 포

함시킨 것이 유일하다.4) 이외에 서구학계에서 「學記」라는 문헌을 이해

하는 있는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연구는 없다. 레게의 주석은 중

국 고문헌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와 치밀한 텍스트 분석으로 중국의 고대

문헌을 영어권에서 독해 가능한 텍스트로 탈바꿈시켰다는 성과가 있지만

「學記」라는 텍스트에 담긴 교육적 쟁점이나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자면, 「學記」가 유가의 학교체제를 이해하는 매

우 중요한 텍스트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경우로 양희룡(1990)5)

3) 武內義雄 譯註, 『學記ㆍ大學』, 東京: 岩波書店, 1943.
4) Legge, J. (1967). Li chi: book of rites. An encyclopedia of ancient
ceremonial usages, religious creeds, and social institutions. N.Y. :
University Books.

5) 양희룡, 「禮記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學記편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
구』(제2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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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병석(200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양희룡은 「學記」에 대한 해설

을 바탕으로 「學記」 본문의 내용요소를 구분하고 이를 ‘교육의 목적’,

‘敎授 學習의 관계’ ‘교수자의 역할’ 등의 장에 배속시켜 「學記」 전체의

교육사상적 함의를 논하고자했다. 공병석은 「王制」, 「中庸」등, 『禮

記』의 다른 편들을 근거로 고대 유가의 교육론과 학교제도에 관한 전체

상을 그려내고자 했다. 앞선 타케우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성과

를 통해「學記」에는 동시대에 성립한 고대 유가의 문헌의 의미망이 반

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연구는 유가의 교육제도

론, 학교론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學記」에서 도출 할 수 있

는 교육학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고

려되는 텍스트의 범위가 학기의 경문과 고주(古注)를 벗어나고 있지 못

하다는 점도 아쉬운 측면이다.

「學記」의 문헌학적 위상을 검토하고 역대 유학자들의 「學記」 수용

양상을 연구한 경우로 여영기(2011, 2014)를 들 수 있다.7) 여영기는 『禮

記』의 여러 판본들에 대한 주석사 연구를 바탕으로 「學記」의 문헌학

적 위상 변천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대(漢代), 이후 송대(宋

代)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학기의 경전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엇갈린 견

해들이 상존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학기에 얽힌 주석사를 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일별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연구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유가

의 학교론(學校論)에 대한 서술이 모호하고 「學記」의 충분한 전체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學記」에 대한 독해를 동해 현대 교육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연

구로 권윤정(2007)8), 이귀옥(2012)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권윤정의 경

우, 이홍우(2006)10)의 관점을 차용하여 학기에 나타난 교육활동의 성격

6) 공병석, 「禮記를 통해 본 중국고대 유가교육제도와 교학이론」, 『동방한문
학』(제17집), 1990.

7) 여영기, 「禮記 學記의 경전으로서의 위상논쟁연구」,『한국교육사학』 (제33
집), 2011.

, 「정치와 교육의 공동 이념, 化民成俗」,『교육사학연구』(24), 2014.
8) 권윤정,「禮記에 나타난 교육활동의 성격」, 『도덕교육연구』(제19집), 2007.
9) 이귀옥, 「예기 학기에 나타난 교학사상」, 『교육철학』(제48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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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이론과 내용이 일치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이론을 배우는 일은 곧 그 교육이 목표하는 인간상에

다가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다. 이귀옥은 「學記」가 현대 공교육 현장

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학적 함의가 큰 문헌임을 주장

했지만 연구의 결론은 교사의 이상적 역할론에 한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學記」를 번역 및 주석한 결과물과 관련 연구들은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논하자면, 연구 각각의 성과가 종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과

제이다. 경전원문에 대한 고증에 힘을 기울인 결과물은 「學記」의 교육

적 함의를 논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고 교육학적 관심에서 출발해 「學

記」를 연구한 결과물은 예비적 연구가 미진한 나머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學記」를 통

해 당대 유가의 교육사상을 연구하고자 해도 동시대 연관문헌들 간의 긴

밀한 의미망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學記」 독해의

객관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관문헌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압축적인 「學記」의 논

설이 말하고자 하는 원의(原意)에 다가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문헌연구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문헌연구는

단일한 연구행위에 한정되는 방법론이 아니라 특정 텍스트에 대한 정밀

한 독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법론이

다. 문헌연구라는 용어는 연구의 전체 과정을 큰 틀에서 요약한 개념일

뿐, 세부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일별한다면 문헌연구 안에는 인문학

연구가 포함해야 할 필수적 연구행위를 망라하고 있다. 아래서부터는 문

헌연구의 세부적 과제를 총 다섯 단계로 나누고 이를 본 논문의 목차와

연계해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11)

10) 이홍우, 「주희와 듀이: 교육의 메타프락시스적 성격」, 『도덕교육연구』
(제 18집), 2006.

11) 본 연구에 원용한 문헌학적 연구방법론의 5단계는 이승환, 「고증과 의리의
해석학적 융합을 위한 시론」; 이승환, 『동양철학의 세계』, 서울: 예문서
원, 2005.를 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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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學記」의 성립배경’에서는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적 요소

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學記」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을 탐구한다. 먼

저 『禮記』 성립의 시대적 한계선을 확정함으로써 「學記」가 한(漢)

제국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 문헌임을 논증할 것이

다. 본 연구가 「學記」의 사상적 배경으로 상정한 중요한 키워드는 순

자학파와 「大學」이다. 유학의 경학(經學)체제 성립에 순자학파가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禮記』 그리고 「學記」 성립에 전국시대 말 이후

로 유학의 사상적 정통을 자임했던 순자학파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

다. 「大學」은 「學記」와 동시에 『禮記』안에서 교육을 전적으로 논

하고 있는 편으로써 내용상의 표리(表裏)관계를 갖는다. Ⅱ에서 주로 쓰

인 문헌연구방법론은 “고증학적 이해 (Philological understanding)” 와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이다.12)

‘Ⅲ. 「學記」의 敎學相長 교육론’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을 최대

한 배제하고 경문의 전개 순서에 따라 「學記」 독해를 시도하면서 학기

교육론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學記」는 총론에 제시

된 化民成俗과 敎學相長이라는 대명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 및 변주

하면서 교육적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응답을 시도하고 있다. 「學記」의

경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주석의 논의를 활용하고 유학의 관련

문헌에 대한 비교문헌학적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또한 「學記」 저자가

서술하는 유학 교육론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텍스트 성립 당시의 맥

락에서 평가할 것이다. Ⅲ에서 주로 쓰인 문헌연구방법론은 텍스트의 이

해(Textual understanding) 그리고 평가적 이해(Evaluative

12) (1)고증학적 이해 (Philological understanding)에서는 경전의 문자에 대한
문자학적, 성운(聲韻)학적 고찰이 한 축이 되며 경전에 대한 문헌학, 판본학
적 고찰이 다른 한 축이 된다. 본 단계의 독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전의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텍스트의 원형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다. (2)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에서는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배경에 대
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배경에는 텍스트가 속했던 시대의 정치·경제적
맥락, 사회·제도적 맥락, 종교·이념적 맥락, 생활·문화사적 맥락이 포함될
수 있다. 텍스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은 전제를 읽어내는 맥락적 이해 단계
를 충분히 거쳐야만 경전에 대한 피상적인 독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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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이다.13)

‘Ⅳ. 敎學相長 교육론의 함의’에서는 「學記」가 교육의 근본으로 강조

한 덕목을 「大學」의 修身에서 찾는다.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화

적 접근’으로 修身을 고찰하여 敎學相長 교육론에서 修身이 갖는 의의를

논할 것이다. 이어,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敎學相長 교육론의 함의가 세

가지 맥락을 함축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총론에 기출된 敎學相長의

의미는 본문의 서술을 통해 확장된다. 이 대목에서는 확장된 의미를 중

심으로 본문을 재배치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敎學相長 교육

론의 복합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에서 주로 쓰인 문헌연구방법론

은 해석학적 이해(Hermeneutical understanding)14)이다.

13) (1)텍스트의 이해(Textual understanding)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진행된 훈
고·고증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경전 원문에 담긴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경전 안에서 구사되고 있는 한문 어사(語辭)들에 대한 문법
학적 이해, 텍스트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증 구조 즉, 전제와 가설 그리고
주장과 결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논증오류를 파악한다. (2)평가적 이해
(Evaluative understanding)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진행한 경전에 대한 문법
적,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경전에 드러난 저자의 주장을 평가한다. 이 단
계의 독해에서는 저자의 주장에 대한 평가가 곧바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수
행되지 않는다. 본 단계에서는 저자의 주장을 그 저자가 속한 시대적 맥락
하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고경(古經)의 메시
지를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독해를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14) 해석학적 이해(Hermeneutical understanding)에서는 지금까지 과거형이었던
경전에 대한 독해를 바탕으로 연구자 본인의 현대적 관심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경전에서 찾고자 하는 독해를 시도한다. 고전을 연구하는 최종 목
적은 동시대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거 사상가의 시의적절한 교훈을 끌
어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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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學記」의 성립배경

이 장에서는 「學記」 독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學記」의

성립배경에 대해 논한다. 「學記」의 성립배경을 시대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면서, 이들 요소가 「學記」 독해에 미치는 영향력

을 고찰한다.

1. 시대적 배경
1.1 『禮記』의 성립

「學記」는 본래 『禮記』의 한 편으로 수록된 문헌이므로 그 시대적

배경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禮記』라는 문헌의 성립시기를 먼저 고려해

야한다. 하지만 『禮記』의 문헌 성립 과정에 대한 고증학적인 논쟁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설(定說)을 확정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15) 본 논문에서는 이

에 대한 세부적 논쟁에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 대신,

명시할 수 있는 주된 근거들을 토대로 『禮記』 성립의 시대적 한계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學記」를 『禮記』의 한 편으로 채록한

편집자의 편집의도와 함께 이 문헌을 둘러싼 시대적·사상적 문제의식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禮記』는 서한(西漢) 선제(宣帝) 시기의 대성(戴聖)이 당시의 예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서(漢書)』「유림

전(儒林傳)」에 따르면 대성은 선제 때에 『의례(儀禮)』 박사(博士)를

지냈으며 숙부인 대덕(戴德)과 함께 서한시대의 저명한 예학자이다. 당

(唐)대 공영달(孔穎達)이 편집한 『예기정의(禮記正義)』에는 예기의 성

립과정과 주요 내용요소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언급이 있다.

15) 예기의 성립 시기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이승환 외 지음, 『동양철학의 세계』, 서울: 예문서원, 2005. 중, 「예기 형
성의 시대적 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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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라는 저작은 공자에게서 나왔다. …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그 72명

제자들의 문도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함께 찬술하여 이 『禮記』를 만들었

다. 어떤 것은 옛적 예의 뜻을 기록하였고 어떤 것은 변화한 예의 유래를 기

록하였으며, 어떤 것은 예의 체와 리를 함께 기록하였으며 어떤 것은 득실을

섞어서 늘어놓았으므로, 그것들을 엮어서 기록함으로써 『禮記』를 만들었

다. 「中庸」편은 자사가 지은 것이고 「치의」편은 공손니자가 편찬한 것

이다. 정현은 「월령」편이 여불위가 편수한 것이라고 하였고, 후한 노식은

「왕제」편을 한 문제 때 박사가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그 나머지 여러 편

들도 다 이러한 예와 같지만 그 기록한 사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

『육예론』에서는 “지금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예는 대덕, 대성의 학이다.”

라고 하였고 또 “대덕은「기」 85편을 전했으니 그것이 『대대례기』이다.

대성은「예」 49편을 전했으니 그것이 『예기』이다.”라고 하였다.16)

『禮記正義』의 위와 같은 서술에 의하면, 『禮記』의 저본(底本)은 공자

문도들이 스승에게서 들은 예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한 『記』이다. 대성

은 이 『記』에서 49편을 채록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禮記』를 전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 『禮記正義』의 기록과 관해, 대성의 예기 편찬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漢書』 「藝文志」등의 당대 저서에 대성의 예기 편찬에 대한 직접

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를 부정하는 입장의 주된 근거이다. 하지만

당대에 주요한 저작인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와 같은

책들도 「藝文志」에 수록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근거만으로 대성의

예기 편찬설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이보다 까다로운 반론은 대성이 편찬한 예기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

는 『禮記』와 같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대성의 예기는 대덕의 『大戴

16) 其禮記之作, 出自孔氏……至孔子沒後, 七十二之徒共撰所聞, 以為此記, 或錄舊
禮之義,或錄變禮所由. 或兼記體履, 或雜序得失, 故編而錄之, 以為記也. 中庸是子
思伋所作, 緇衣公孫尼子所撰. 鄭康成云, 月令呂不韋所修. 盧植云, 王制謂漢文時博
士所錄. 其餘眾篇, 皆如此例, 但未能盡知所記之人也……六藝論云, 今禮行於世者,
戴德, 戴聖之學也. 又云, 戴德傳, 記, 八十五篇, 則大戴禮, 是也. 戴聖傳禮四十九
篇, 則此禮記是也. 『禮記正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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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를 저본으로 했으나 현존하는 49편이 아닌 46편으로 편집되었고,

그 안의 내용도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다. 때문에 「月令」,「明堂

位」,「樂記」 세 편을 추가하여 편집한 마융(馬融), 또는 대성의 예기를

수정해 편목과 차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게 만든 동한의 금문학

자들이『禮記』의 최종 편집자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禮記』성립의 최종 하한선은 동한(東漢)시

기로 형성된다.17) 이 주장은 대성의 『禮記』를 불완전한 판본으로 보고

동한 금문학자들의 편집 영향력을 결정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보는 입

장이다. 하지만 진소의 『주례론(周禮論)』등의 후대 문헌 등을 두루 참

고할 때18), 정현(鄭玄, 127~200)등을 비롯한 동한 금문학자들의 예기성서

17) 일반적으로 한 왕조를 서술할 때 서한(西漢), 동한(東漢) 혹은 전한(前漢),

후한(後漢)이라는 용어를 써서 시기를 구분하는데, 두 범주의 구분선은 모

두 왕망(BC 45~AD23)이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세운 신(新)왕조를 무너뜨

리고 광무제(光武帝)가 즉위한 서기 25년이다. 서한과 동한은 유학사상사

면에서도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禮記』의 성서시기를 이 중 어

느 시기로 놓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이 문헌의 사상적 문제의식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禮記』의 주요한 문제의식이 형성된

성서시기를 서한으로 보았다. 이는 곧 경학에 대한 금고문(今古文)논쟁이나

유학의 국헌(國憲)화에 관심을 둔 동한시기의 유학보다는 백가쟁명의 시대

를 넘어 사상적 대일통(大一統)과 유학적 이상적 인간상에 입각한 통일군주

상에 관심을 둔 서한시기의 유학이 『禮記』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 보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서한과 동한 시기의 유학, 그 중에

서도 경학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는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했다. 이승환 외

지음, 「제국의 논리와 제국의 학문」,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

서원, 1999.
18) 당대(唐代) 육덕명은 그의 저서인 『경전석문(經典釋文)』에서 지금은 일실

(逸失)된 문헌인 진인(晉人) 진소(陳邵)의 『周禮論』의 서문을 소개하고 있

다. 여기서 진소는 “대덕이 고례(古禮) 204편을 산정해서 85편으로 만들고

이를 『大戴禮記』라고 하였고, 대성은 대덕의 이 책을 산정하여 사십구편

으로 만들어 이를 『小戴禮』라고 하였다. 후한시대 마융 노식이 여러 판본

들의 같고 다름을 고증하여 대성의 판본에 덧붙이고 번잡하고 중복되는 것

을 버리고 요약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니 이것이 지금의 『禮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육덕명은 이와 같은 기록을 토대로 예기가 대성의 애초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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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하에서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禮記』의 여

러 판본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보정하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정도에 그쳤

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禮記』는 서한시기 대성에 의해 편집된 최초 『禮記』의 내용에 정현

과 같은 동한 금문학자들의 교감과 산정이 가해진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1.2 한대유학과 「學記」

예기의 성서시기가 서한(西漢) 그중에서도 무제(武帝), 선제(宣帝)시기

에 걸쳐있다는 사실은 「學記」 독해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당시의 유학은 통일제국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현실과 유학의 일존(一

尊)이라는 사상적 요청 때문에 이전의 선진(先秦) 유학과는 구별되는 면

모를 가진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學記」를 단순히 공맹(孔孟) 유학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진 문헌으로 이해하면 「學記」의 본래적 맥락을

충분히 읽어낼 수 없을 것이다.

무제가 즉위하기 이전의 한 왕조는, 유학보다는 황로학(黃老學)이 사상

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19) 진(秦) 왕조의 실패원인을 무자비한 무력통

치에서 찾고 문치(文治)를 천명한 것은 개조(改組)인 한 고조(高祖) 유방

(劉邦)의 입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왕조의 학정, 이어진 초한(楚漢)전

으로 인해 국력의 소모가 극심한 건국 직후에 문치의 이상을 현실화 할

수는 없었다.

유가(儒家)는 진 왕조 치하에서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겪는 등 전방위

적인 탄압을 받았지만 한 왕조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학파였다. 한고조의

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19)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을 법가(法家)의 관점을 바탕으로 독해한 정치철

학의 일종인 황로학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자의 무위지치
(無爲之治)를 정치현실에 적용해 군주나 중앙정부의 세세한 간섭 없이 원활
한 통치질서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교 술사들이 말하는 불로장
생(不老長生)류의 양생(養生)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자는 전후(戰後) 심신이
지친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리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후자
는 영원히 현세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왕실에서 환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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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였던 육가(陸賈), 숙손통(叔孫通)과 문제(文帝)시기의 가의(賈誼)는

황제에게 유가적 이상에 의거해야만 정치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고 끊임없이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가의가 진나라의 과실을 논하는 상소

문인 『과진론(過秦論)』에서 진나라가 강성했지만 “한 사나이가 난을

일으키자 일곱 개의 종묘가 무너지고 황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어 천

하의 웃음거리가 된 이유”20)는 인의(仁義)로써 정사를 돌보지 않은데 있

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유학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유가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의욕적으로 유학의 부흥을

도모한 무제(武帝)에 의해 유학은 “백가를 몰아내고 독존의 지위에[罷黜

百家, 獨尊儒術]”오른 학문으로 공인받게 된다. 명당(明堂)과 태학(太學)

을 건립하고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설치하는 등, 유학의 지위를 제도적으

로 공고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21) 「學記」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등장한 문헌이다.

유학의 패권이 정치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

진유학의 경우처럼 다른 학파에 맞서 유학의 우월성을 적극 논변할 이유

가 없어졌다. 맹자(孟子)는 저작 전반에 걸쳐 묵자(墨子), 양주(楊朱), 고

자(告子)등 당대의 사상가들과 적극적으로 논쟁하면서 그 사상적 결점을

지적하고 유학의 도를 수호하려. 순자(荀子)또한 「非十二子」편 등에서

다른 학파를 논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각각의 학파가 지닌 편협한 관점

을 지적하고 유학만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상임을 주장했다.

20) 一夫作難而七廟墮, 身死人手, 爲天下笑者, 何也.「過秦論」
21) 오경五經은 공자의 “여섯가지 전적[六籍]” 중 일실된 『樂經』을 제외한

『詩』, 『書』, 『易』, 『禮』, 『春秋』를 말한다. 공인된 모든 유가경전
을 학습해서 나름의 해석을 시도했던 후대의 유학과 달리, 각각의 경전마다
博士를 두어 경전의 ‘단순하지만 큰 뜻[微言大意]’을 밝히는 역할을 맡겼다.
이미 문·경제시기에 『詩』,『春秋』의 박사를 두고 있었지만. 이때는 유학
이 다른 학파의 학문과 공존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무제시기에 오경의 박
사를 모두 설치함으로써 다른 학파를 배척하고 유가만의 독존체제가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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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파를 비판하는 대신, 유학은 자신의 사상적, 정치적 담론이 제

국의 치세(治世)를 보장하고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경학(經學)시기로 일컬어지는 한대이후

의 유학을 사상적 탄력성을 잃고 교조화한 지적담론으로 평가하지만 유

학 내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유학이 처음으로 타 학파의 도전

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사상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學記」는 당대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유학의 방법론에 의거해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 유학은 자체적인 교육론을 재정비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춘추전

국시기의 정치적 혼란상으로 인해 중원(中原)각지에서 발달했던 학파를

기반으로 한 사학(私學)과 달리, 무제시기 설치된 오경박사와 명당·태학

등의 교육기관은 국가적 수준에서 공식화된 학교체제였다. 때문에 학자

들은 이 학교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학적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후학을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론을 개진해야 했다. 「學記」는 이러한

당대 유학의 과제를 함축하고 있는 문헌이다. 「學記」가 서술하고 있는

학교체제, 교육과정 등의 논의는 실재하는 학교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이

는「學記」를 독해하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2. 사상적 배경

2.1 순자학파와 「學記」

「學記」가 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헌이라면 그 저자의 사상적 입장

과 역사적 행적을 통해 이 문헌의 주된 문제의식과 사상적 계보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學記」의 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學記」에 녹아들어있는 사상적 배경을 추론하

기 위해서는 간접적 접근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學記」가 수록된 문헌인 『禮記』는 한대(漢代)

이후 수립된 유학의 교육과정인 경학(經學)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이 경

학의 성립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적 조류는 순자와 그의 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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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된 학파이다. 서복관(徐復觀)은 경학의 성립과정에 미친 순자

의 영향력에 대해 “경학의 정신·의의·규모는 비록 공자에 이르러 그 기

초가 다져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적이고 구체화된 형식”은 순자에 이

르러 비로소 그 요점이 도출되었다고 평가한다.22) 『荀子』의 아래와 같

은 대목은 그가 이미 오경(五經)의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書)는 정치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이고, 시(詩)는 음악에 알맞은 것을 모

아 놓은 것이고, 예(禮)는 법의 근본이며 여러 가지 일에 관한 규정이다.

…… 예에서 문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음악에서 알맞게 조화되는 것, 시

와 서의 광범위함, 춘추의 미세함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

한다.23)

예와 악(樂)에 관한 경전은 법도를 보여줌에 빠짐이 없고, 시와 서는 옛 기

록이어서 천박하지 않고 춘추는 간략하여 번잡하지 않다.24)

시에서 말하는 것은 성인의 뜻이다. 서에서 말하는 것은 성인의 일이다. 예

에서 말하는 것은 성인의 행실이다. 악에서 말하는 것은 성인의 조화이다.25)

순자의 사상적 관심은 유학 외부와 내부의 이단을 물리치고 공자로부

터 시작된 유학의 정통적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순자는

유학의 정통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야만 유

학의 이상적 인간상 즉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학의 정통

22) 서복관, 고재욱 외 옮김, 중국경학사의 기초 , 강원: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p.69.

23) 故書者, 政事之紀也. 詩者, 中聲之所止也 禮者, 法之大分,類之綱紀也. 故學至
乎禮而止矣. 夫是之謂道德之極. 禮之敬文也, 樂之中和也, 詩書之博也, 春秋之
微也, 在天地之間者畢矣. 『荀子』 勸學

24) 禮樂法而不說, 詩書故而不切, 春秋約而不速. 『荀子』 勸學
25) 詩言是其志也, 書言是其事也, 禮言是其行也, 樂言是其和也, 春秋言是其微也.

『荀子』 儒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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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계적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순자의 주장은 한대 이후 경학체제

가 성립되면서 실현되었다. 풍우란은 순자가 전국시대 말기 유가의 “큰

스승[大師]”26) 이었기 때문에, 후대 유자들의 대부분이 그의 문하에서 나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제국 성립 이후 국가 교육기관에 학자와 관리

로 등용되면서 현실 정치에 유학을 적용하고자 한 이들은 순자의 후학들

이었다.

순자는 경학의 분과 중에서도 예(禮)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순자

의 사상적 입장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순자는 ‘성악(性惡)’이라

는 잘 알려진 용어로 인간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사회적 본성을 지적

했다. 이를 극복하고 치세(治世)를 이룩하기 위해 순자가 대안으로써 중

시한 개념이 바로 禮이기 때문이다. 순자가 다른 경전과 비교했을 때, 예

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음을 아래와 같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학문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말하기를, 그것을

헤아려 본다면 경문을 암송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예를 읽는 것에서 끝난다.

그 의의는 선비가 되는 것에서 시작하고 성인이 되는 것에서 끝난다.27)

옛 임금들을 근본으로 삼고 어짊과 의로움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예는 바로

그 바탕과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예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시(詩)와 서

(書)만을 따른다면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황하를 재거나 창으로 기장을

절구질하거나 송곳으로 병속의 음식을 먹으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

다.28)

26) 풍우란의 위와 같은 표현은 사료로 증명되는 순자의 ·학문적 위상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순자는 당대 최고의 학술 연구 기관이었던 제나라의 직하학궁
에서 그 수장인 좨주(祭酒)를 세 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당대의 석학이었기
때문이다.

27) 學惡乎始, 惡乎終. 曰, 其數則始乎誦經, 終乎讀禮, 其義則始乎為士, 終乎為聖
人. 『荀子』 勸學

28) 將原先王, 本仁義, 則禮正其經緯蹊徑也. 若挈裘領, 詘五指而頓之, 順者不可勝
數也. 不道禮憲, 以詩書為之, 譬之猶以指測河也, 以戈舂黍也, 以錐餐壺也, 不
可以得之矣. 『荀子』 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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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禮記』의 성립에는 순자학파의 사상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

했다. 문헌적 근거를 들자면, 대성의 『小戴禮記』에 앞서 집성(集成)되

었던 『大戴禮記』에는 『荀子』의 「勸學」편이, 『小戴禮記』에는

「樂論」의 일부가 실려 있다. 또한 『荀子』에는 예의 기원과 그와 관

련된 문제를 논술하는 독립적인 편인 「예론(禮論)」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기된 “예의 세가지 근본[禮有三本]”, “삼년상의 문제”는 에 대

한 서술은 각각 『大戴禮記』의 「禮三本」편으로, 『小戴禮記』의 「三

年問」편으로 이어졌다. 「學記」에 반영된 순자학파의 논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술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순자는 「學記」를 독해할 때 따라야 할 방향

을 설정해줄 수 있는 문헌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學記」를 정

밀하게 독해하기 위한 연관문헌으로 『荀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다. 유학이라는 다분히 포괄적인 범주로 「學記」를 이해할 때보다 순자

학파라는 직접적인 사상적 배경을 고려할 때 「學記」의 압축적인 논술

을 보다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大學」과 「學記」

『禮記』 형성에 미친 순자학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學記」와 함

께 주목해야 할 문헌은 「大學」이다. 이 두 편은 교육에 대한 논설을

개진하고 있는 문헌이면서도 순자학파라는 공통의 사상적 배경으로 묶여

있는 문헌이기 때문이다. 「大學」· 「學記」 두 편과 순자학파의 연관

성을 지적한 대표적인 학자는 풍우란(馮友蘭)이다.「大學」을 논하는 대

목에서 그는 대덕과 대성이 편집한 『禮記』 두 편 대부분이29) 모두 “순

자학의 관점에서 예를 논했다.”30)고 말한다. 그 중에서 「學記」는 순자

의 관점에서 교육을 논했다는 점에서 「大學」과 연관성이 깊은 문헌으

로 보았다.

29) 『小戴禮記』와 『大戴禮記』를 말한다.
30) 풍우란, 『중국철학사』, 서울: 까치, 1999, p.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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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學記」와 「大學」은 모두 “大學의 도[大學之道]”라는 공통

된 용어로 교육적 이상(理想)을 공유하고 있다.

9년차에 지식과 유추력에 통달하여 이 확립되어 후퇴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

면 그것이 바로 대성(大成)이다. 무릇 이런 연후에 인민을 교화하고 풍속을

변혁하여, 근처 사람들은 기꺼이 복종하고 먼 곳 사람들은 동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大學의 도이다.31)

「學記」에서는 “지식과 유추력에 통달하여 주견이 확립되어 후퇴하지

않으며”, “인민을 교화하고 풍속을 변혁하여, 근처 사람들은 기꺼이 복종

하고 먼 곳 사람들은 동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大學의 도”로 여기고

있다. 이에 「大學」은 “명덕을 밝히고, 백성과 친화롭게 되고,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을 “大學의 도”로 삼고 있다.32) 구체적인 서술은 상이

하지만 바람직한 정치력의 확보를 “大學의 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상

정하고 있다는데서 두 문헌은 상호 연관적이다.

「學記」와 「大學」을 함께 읽어야 할 이유는 이 두 문헌이 동시에

순자학파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과 더불어 서로가 각각의 논지를 보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學記」와 「大學」의 이와 같

은 상보적 성격에 주목한 것은 타케우치 요시오(武內義雄)이다. 그는

「學記」가 “학교의 제도와 교육의 방법을 기술하였고” 「大學」은 “大

學교육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천명한 것으로” 이 두 편이 상호보완

적으로 “한대의 학문과 그 이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33)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荀子』

와 함께「大學」을 「學記」와 사상적 관심을 공유하는 연관문헌으로써

다룰 것이다.

하지만 「大學」을 주요한 연관문헌으로 취급할 때 유념할 점이 있다.

31) 九年知類通達, 强立而不反, 謂之大成. 夫然後足以化民易俗, 近者說服
而遠者懷之. 此大學之道也. 學記

32) 大學之道 ,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大學」
33) 武內義雄, 『學記ㆍ大學』, 東京:岩波書店, 1943,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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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大學章句」의 형태로 보고 있는 「大學」은 송대(宋代) 유학자

주희(朱熹)에 의해 유학의 네 가지 기본 경전인 사서(四書)의 한 책으로

편입되어 그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 재해석된 문헌이다.34) 때문에

「學記」를 독해하면서 「大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學記」의 본래

적 의미를 성리학적 문제의식 하에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大學」의 경문해석과 관련된 송대

이후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순자학파의 관점에서 「大

學」을 해석하고자 한다. 독해의 대상이 되는 원문 또한 주희의 『大學

章句』가 아닌 『禮記』에 실려 있는 본래의 「大學」을 사용할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學記」의 관련 문헌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荀

子』와 「大學」뿐만이 아니다. 『論語』와 『孟子』를 비롯한 선진유가

문헌과 함께 『呂氏春秋』등 「學記」와 시대적·사상적 패러다임을 공유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전문헌이 모두 관련 문헌의 범주에 포함된다.

34) 「大學」에 대한 재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희는 일단 『예
기』「大學」의 원문을 經 1장, 傳 10장의 체계로 재배치했다. 여기에 「格
物補傳」이라는 전 5장을 지어 원문에 삽입했다. 원문의 글자 중 세 자(字)
는 읽는 법을 고쳐 읽었다. 주희는 「大學」을 학문을 하기 위한 강목綱目
이라며 매우 중시했다. 심지어 “「大學」에 통달하고 그 강령을 세워 정하
면, 기타 경전들은 모두 잡설(雜說)일 뿐이며 그 의미가 「大學」 안에 들
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朱子語類』14, 「春錄」)



- 19 -

Ⅲ. 「學記」의 敎學相長 교육론

이 장에서는 「學記」 독해를 바탕으로 敎學相長 교육론의 전체상을

제시한다.「學記」는 化民成俗과 敎學相長의 주제를 제시하는 총론과 大

學 교육의 실제 그리고 스승의 역할과 위상을 논하는 본론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의 서술은 대체적으로 「學記」 경문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1. 「學記」교육론의 주제
1.1 화민성속(化民成俗)

「學記」는 총론에서 化民成俗과 敎學相長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이

어지는 논의를 통해 두 주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서술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총론에서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본

론을 통해 이 주제를 상술하는 것은 『韓非子』『墨子』, 「大學」등에

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서술방식이다. 이 절에서는 두 주제의 핵심적인

의미를 논한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려를 발휘하고 선량한 인재를 구하는 일은 작은 명

성을 이루기에 충분하지만 많은 대중들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먼

곳에 있는 현명한 자를 찾아가고 소홀했던 신하를 돌보는 것은 많은 대중들

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만 대중들을 감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군자

가 대중들을 감화시키고 아름다운 풍속을 완성하려 한다면 반드시 배움을

통해야만 한다.35)

發慮憲, 求善良, 足以謏聞, 不足以動衆. 就賢體遠, 足以動衆, 未足以化民.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學記」는 위와 같은 압축적 선언으로 시작된다. 이 구절의 문장구조

를 분석하면, ‘A는 B에는 충분하지만[足以] C에는 충분하지 않다[不足

35) 이하 「學記」 원문과 주석에 대한 번역은 김용옥(2009)과 정병섭(2014)의
번역을 참고하되, 연구자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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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는 구조가 두 번에 걸쳐 반복되다가 결론적으로 배움[學]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위계를 갖는 두 진술을 연쇄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배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수사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 「學記」의 주석본은 공통적으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

는 사려”와 “먼 곳에 있는 현명한 자를 찾아가고 소홀했던 신하를 돌보

는 것”과 비교해 배움이 광범위한 도덕적 감화력과 지속성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영달은 배움이 갖는 이와 같은 효과에 관해 아래와 같

이 해설하고 있다.

배운다면 식견이 넓어지고 널리 듣게 되어, 고금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이미

제 자신이 선행을 갖추게 되어, 백성들에게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을 보여주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풍속을 완성할 수 있

다.36)

배움은 지식을 확충해주고 모범적인 삶에 대한 역사적 보편성을 파악하

게 한다. 더군다나 배움은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한 도덕적 품성을 정착

시키고 이에 근거한 도덕적 감화력을 갖게 한다.「學記」는 “작은 명성”

을 이루거나 “많은 대중들을 움직이는 것”37)의 차원을 넘어 내면적인 수

준에서 대중들을 변화시키고 그 상태를 지속시키려면 배움의 국면이 필

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움이 도덕적 품성의 체득을 완성케 한다는 주장은 공자이래로 유학

(儒學)이 취하는 근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論語』의 한

대목이 이를 예증한다.

36) 學則博識多聞, 知古知今, 既身有善行, 示民軌儀, 故可以化民成俗也.
『禮記正義』

37) 動衆에 대해 공영달은 국가적 사업에 “백성들을 군사로 동원하는 일[師役]”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 백성들을 교화
시키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쉽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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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우둔해지는 것이

고, 지혜롭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까불게 되

는 것이고, 믿음직스럽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

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곧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가혹해지는 것이고, 용맹스럽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

으면 그 폐단은 난폭해지는 것이고, 굳세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

지 않으면 그 폐단은 무모해지는 것이다.38)

공자는 이 대목에서 “인함[仁]”, “지혜로움[知]”, “믿음직스러움[信]”, “곧

음[直]”, “용맹스러움[勇]” 과 같이 『論語』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것으

로 인정되는 덕목 또한 배움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도덕적 품성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배움이 없다면 바람직한 덕목

은 부도덕한 품성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한다. 배움이라

는 수련과 성찰의 과정이 없다면 한 인간에게 지속적인 도덕적 품성을

체득시킬 수 없다는 유학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다. 「學記」또한 이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대중들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풍속을 완성[化民成俗]”한다는 배움의

공효(功效)는 정치적 효과까지 전제하고 있다. 화민성속은 당대의 정치

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질서[治世]를 회복하기 위한

유학의 정치적 해법이다. 『論語』의 다음 대목을 참조할 수 있다.

계강자가 공자께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란 바로잡

는 것입니다. 선생이 바름으로써 본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

까?”39)

38) 好仁不好學, 其蔽也愚. 好知不好學, 其蔽也蕩. 好信不好學, 其蔽也賊. 好直不
好學, 其蔽也絞. 好勇不好學, 其蔽也亂. 好剛不好學, 其蔽也狂.『論語』「陽
貨」

39)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不正. 『論語』「顏
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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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계강자에게 정치가 지도자 자신의 바름[正], 즉 도덕적 품성에 달

려있다고 조언한다. 지도자가 탁월한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모범이 되

면 사회 구성원은 그의 도덕적 감화력으로 점차 바르게 되고, 결과적으

로 사회 전체의 정치적 올바름이 확립된다. 정치적 혼란에 맞선 유학의

응답은 언제나 이 전제에 충실하다. 「學記」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국, 「學記」가 서두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학문과 도덕, 그리고

학문과 정치의 일치라는 테제이다. 유학의 고유한 세 주제를 상기시키면

서 앞으로 전개될 배움에 대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테제는 이어질 「學記」의 논의 전체에 걸쳐 수차례

변주된다.

1.2 교학상장(敎學相長)

앞선 구절과 함께 「學記」의 총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아래 구

절을 통해, 배움과 가르침이 갖는 의의와 둘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리

고 이에 대한 논지를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성장시킨다.[敎學相長]”는

표현으로 정식화한다.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옛 성군들은 나라를 세워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書經』「兌

命」에 이르기를, “사람은 모름지기 시종일관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

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군들이 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이다. 비록 맛있는 요리가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보

지 않으면 그 맛을 알 길이 없다. 비록 지극한 도리가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

도 학문을 하지 않으면 그 위대함을 알 길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배우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가르쳐 본 다음에야 가르치는 일

의 곤란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다음에야 스스로를 반성

할 수 있고 교육의 곤란함을 알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성장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兌

命」은 이와 같이 말한다. “가르침과 배움은 양면적이다.” 이 말씀 또한 교

학상장과 같은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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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不琢, 不成器. 人不學, 不知道. 是故古之王者建國君民, 敎學爲先. 兌命

曰, “念終始典于學.” 其此之謂乎! 雖有嘉肴, 弗食不知其旨也. 雖有至道, 弗

學不知其善也. 是故學然後知不足, 敎然後知困. 知不足, 然後能自反也. 知

困, 然後能自强也. 故曰敎學相長也. 兌命曰, “學學半40).” 其此之謂乎.

옥과 그릇의 관계에서 사람과 도의 관계를 유추해내는 대목을 통해

「學記」가 인간의 본성과 배움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추론할 수 있

다. 옥의 원석(原石)은 다듬어지지 않았을지언정 이미 그 안에 그릇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 또한 현실화 되

지 않을지언정 그 안에 도(道)를 담지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다.41)

배움은 잠재성에 불과한 이 본성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배우지 않으면 지극한 도리의 위대함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맛있는 요리”의 비유는 순자의 「勸學」에 등장하는 다

음 대목과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하다.

40) 「學記」의 원문에는 “學學半”으로 나와 있지만 본래 『書經』「兌命」편에
서 이 구절은 “斅學半”으로 되어있다. 「學記」 저자의 오기(誤記)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41) 이와 같은 논의는 일견 연구자가 「學記」의 주요 연관문헌으로 지적했던
순자의 인성론과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성악(性惡)에 대한 순
자의 논지는 인간의 본성에 선의 잠재성이 있다는 연구자의 논지와 배치된
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자는 그의 「性惡」에서 「學記」
와 유사한 비유를 사용해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옹기장이는 진
흙을 쳐서 기와를 만들어 내는데, 그렇다면 진흙 기와는 어찌 옹기장이의
본성이란 말인가? 목수는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어 내는데, 그렇다면 나
무 그릇은 어찌 목수의 본성이란 말인가? 저 성인과 예의의 관계는 비유를
하면 옹기장이가 진흙으로 기와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순자는 이 대목
을 통해 기와나 나무 그릇 같은 제작물이 공인(工人)의 노력에 힘입어 성립
하듯이 예의(禮儀) 또한 성인의 노력에 의해 성립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
의한 자동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순자가 사용한
비유를 통해 적어도 그가 제작물이 될 수 있는 원물질의 ‘잠재성’을 인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자에게는 인간 또한 예의에 의해 교화(敎化)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존재이다. 물론 그 교화의 양상은 매우 적극적이고
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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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계곡 가

까이 가보지 않으면 땅이 두터운 것을 알지 못하며, 옛 임금들이 남긴 말씀

을 듣지 못하다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오나라나 월나라나 오

랑캐의 자식들도 태어났을 때는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랄수록 풍습이 달라

지는 것은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42)

순자는 이 대목에서 옛 임금들의 전적(前績)을 익히지 않으면 학문의 위

대함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사용한

두 비유는 이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의 바탕과 다

른 풍습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가르침”이 다른 것에 있다는 순자의

결론은 가르침만이 인간사회의 풍속을 심층적 차원에서 변화시킬 수 있

는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앞 장에서 등장했던 화민성속의 이념

과 본 장이 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지금까지 등장한 비유들과 연계해서 본 장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방식

은 교육에서 “실천의 중요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맛있는 음

식을 먹기 전에는 그 맛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직접 먹어보는 ‘실천’의

차원을 중시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하지만

아울러 이 비유를 통해 교육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문제를 강조하

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만 「學記」의 적극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

다.

교육이라는 활동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는 활동일 수밖에 없

다. 배움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 배운 후의

일을 미리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배우는 자는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미지(未知)의 세계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學記」는 배움의 길에 들어

서려는 자들에게 이 점을 명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배움의 과

42) 故不登高山, 不知天之高也, 不臨深谿, 不知地之厚也, 不聞先王之遺言, 不知學
問之大也. 干, 越, 夷, 貉之子, 生而同聲, 長而異俗, 教使之然也. 『荀子』「勸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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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자신의 현재 상태로부터 탈피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

는 과정이다. 자신의 변화나 교육의 효과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 파악될

뿐이다. 「學記」의 비유를 통해 다시 설명하자면, 아직 ‘맛을 알지 못하

는 자’에게 먹기 전에 설명만으로 그 맛을 제대로 알려줄 방법은 없다.

『書經』「兌命」은 이 장에서 두 번 인용되고 있는데, 「兌命」의 주

제의식을 고려할 때43), 「學記」의 저자는 학문적 권위에 의해 정치권력

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화민성

속을 언급했던 앞 장에서는 정치적 권위가 그의 학문적 권위로부터 유래

한다는 점을 논술했다. 이와 더불어 「學記」는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올

바른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적 권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한(漢) 제국의 건국(建國) 초기라는 「學記」의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논지이다.

이 장에서 “가르침[敎]”이라는 주제는 “배움[學]”과 병렬적으로 서술되

지 않는다. 그보다는, 학문의 양면 중 하나로 다뤄진다. 가르침[敎]이 처

음 등장하는 구절인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으므로 성군들은 배움

과 가르침을 위주로 했다”에서 이와 같은 양면적 서술을 볼 수 있다. 교

육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갖는 양면성이라는 주제는 「學記」전체를 관통

하고 있다.

배우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고 가르치고 난 다

음에 알게 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의 “고단함”이다. 부족함을 알게 된 자

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교육의 고단함을 알게 된 자는 더욱 자신을 단련

하고자 한다. 「學記」는 이처럼 배움이 완성된 혹은 종료된 상태를 상

정하지 않는다. 학문의 과정에는 극복해야할 스스로의 한계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뿐이다.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학문의 양면은 이 끊임없는

과정을 추동할 수 있도록 맞물려있다.

43) 『書經』「兌命」은 상나라의 23대 왕인 무정(武丁)과 그가 초빙한 신하인
부열(傅說) 사이의 대화록이다. 「學記」에 인용된 대목은 모두 부열이 무
정에게 간언하는 내용이다. 군주가 현명한 재상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 「兌命」편의 주된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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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씨가 말하길, 스스로를 단련해 흥기시킬 수 있다면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

으니, 이 때문에 가르침이 배움을 북돋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여 얻게

된다면 가르치는 일에 여유로울 수 있으니, 이 때문에 배움이 가르침을 북돋

는다는 것이다.44)

가르치는 자가 느끼는 곤란함은 가르치는 자를 배움의 길로 이끈다. 가

르치는 일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역

으로, 배우는 자는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데 이 자기 성찰의 힘은 가르침에 깊이를 더한다. 학문의 과정이 갖

는 이 연쇄구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배우는 자의 입장에만 처하거나 가

르치는 자의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처럼 敎學相長은 「學記」가

개진하고 있는 교육론의 요지를 집약한 표현이다.

2. 大學 교육의 실제
2.1 大學의 교육과정

서두에 이어 「學記」는 大學의 교육과정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달성되는 교육목표를 “大學의 도”라고 일컬으며

그 효과를 강조한다.

예로부터 교육기관은, 가(家)에는 숙(塾)이라는 것이 있었고 당(黨)에는 상

(庠)이라는 것이 있었고, 술(術)에는 서(序)라는 것이 있었고 국(國)에는 대

학(大學)이라는 것이 있었다.45) 大學은 매년 학생을 모집하였고 2년에 한

번 시험을 치러서 그 학업성취를 점검받았다. 1년째에는 경전의 구문을 끊어

서 읽을 수 있는지, 또 그 의미를 변별할 줄 아는가를 살핀다. 3년째에는 학

44) 馬氏曰, 能自強而興之, 則進於學矣. 是以教長學也. 自反而得之, 則優於教矣.
是以學長教也. 『禮記大全』

45) 『周禮』와 『禮記』주석의 기록들을 종합할 때, 고대 중국에서 500개의 家
는 黨이 되며, 12,500개의 家는 1개의 遂가 된다.(정현을 비롯한 주석가들은
術이 遂의 오기(誤記)라고 본다.) 家는 대략 25개의 집이 모인 마을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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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공경히 하여 동료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지 살핀다. 5년째에는 폭넓

게 배우고 스승을 친애하는지 살핀다. 7년째에는 학문의 오묘한 뜻을 강론하

여 학우(學友)를 선택할 줄 아는 가 살핀다. 大學의 교육이 여기까지 이르면

이를 일컬어 소성(小成)이라고 한다. 9년째에는 사물을 분류할 줄 알고 이를

비슷한 부류의 일에 적용해 원리에 통달할 수 있게 된다. 굳건히 서서 이전

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를 일컬어 대성(大成)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

음에야, 대중을 변화시키고 나라의 풍속을 개선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가까

운 자들은 감동하여 복종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를 흠모하게 되는 것이

니 이것이 바로 ‘大學의 도’이다. 옛 기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개미는

부지런히 흙덩이를 물로 날라서 큰 개미둑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大學의

도를 말하는 것이다!

古之敎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 比年入學, 中年考校, 一年視離

經辨志, 三年視敬業樂羣, 五年視博習親師, 七年視論學取友, 謂之小成. 九

年知類通達, 强立而不反, 謂之大成. 夫然後足以化民易俗, 近者說服而遠者

懷之. 此大學之道也. 記曰, 蛾子時術之. 其此之謂乎.

본문은 大學의 교육과정을 서술하기 전에 예로부터 이어져왔던 중국 고

대 학교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언급되고 있는 학교 체제는 서주(西周) 시

대에 그 원형이 확립된 것으로, 정현은 『周禮』를 인용해 당시의 학교

체제를 고증한다.46) 이를 통해 고대 중국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교외(郊

外)와 수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학교체제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먼저 大學이라

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學記」는 시종일관 大學이

라는 고대 교육제도를 상정하고 교육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이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면 「學記」의 교육론을 고찰

하는 과제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다. (2) 大學의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항목이 갖는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를 설

계한 이의 특정한 교육적 시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學記」의 교

46) 若以歲時祭祀州社, 則屬其民而讀法, 亦如之春秋以禮會民而射于州序. 周禮
地官·州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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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된다. (3) 교육의 이상적 경지

를 가리키는 “大學의 도”가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화민성속과 교학상장의

주제를 변주(變奏)하고 있는 개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學

記」가 이 두 총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화시키는 식으로 서술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은 본래 소학(小學)이라고 부르는 아동교육과정 수료 이후에 입학

하게 되는 교육기관이었다. 大學은 서주(西周)의 귀족 자제들을 위한 학

제였다. 학생의 정확한 입학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8세

내외의 유년에 소학에 입학하고 15세[成童]에 졸업하여 大學에 입학하므

로 「學記」의 서술에 따르면 학생들은 22세 전후에 大學 교육을 마치게

될 것이다.47)

大學을 일반 백성들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大學에 입하

하기 위해 갖추어할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대목 때문이다. 그 자격은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왕의 태자(太子), 혹은 서자(庶子)

그리고 경대부 및 원사(元士)의 적자(嫡子)로써 소학을 거쳐 大學에 입

학할 자격이 주어지는 이른바 국자(國子)들이다.48) 둘째, 왕도(王都) 부

근의 대부가 추천한 현명한 자들을 사도(司徒)가 심사하여 大學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준사(俊士)들이다.49) 셋째, 제후국에서 천거한

사(士), 즉 조사(造士)이다.50)

이러한 입학 자격으로 볼 때, 大學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귀

족의 자제들이며 국가사회의 지배계층임을 알 수 있다. 大學은 국가사회

를 이끌어 나갈 지도층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었다.51) 이 때문에, 「學

47) 공병석, 중국 선진시기 교육제도와 교학이론-禮記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논총 (제1집), 부산:고신대학교중국학연구소, 2008, p.4.

48) 敎元子衆子, 及卿大夫士之子, 與所升俊選之士焉. 『禮記集說』
49) 命鄕論秀士, 升之司徒, 曰選士 司徒論選士之秀者, 而升之學, 曰俊士.
『禮記』「王制」

50) 諸侯歲貢小學之異者於天子, 學於大學, 曰造士 『漢書』「食貨志」
51) 하지만 고대 사회의 지도층이 곧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였
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지도층을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Citizen)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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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가 상정하고 있는 학교체제를 현대의 공교육 체제와 일치하는 것으

로 보고 이에 근거해 교육학적 논의를 전개하려 하는 오독(誤讀)에 유의

해야 한다.52) 뒤에서 大學이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이러한 성격이 「學

記」의 교육론을 해석할 때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논할 것이

다.

다음으로 大學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상의 특징을 알아보자. 大學의 교

육과정은 1년차에서 7년차까지의 소성(小成), 그 이후 9년차까지의 대성

(大成) 두 단계로 나눠진다. 학생들을 매년 모집하는데, 첫 해를 제외하

고 2년에 한 번씩 과업을 평가한다. 원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그

평가 요소들이다. 이 평가 요소들에 대한 주희(朱熹)의 해설은 大學 교육

과정 설계의 요지를 추론하는데 유용하다.

무릇 학생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절도의 합당함을 따르니, 먼저 학업의 깊이

를 살펴보고, 그런 뒤에 천천히 덕행의 실질을 살펴본다. 학자들은 마땅히

이 내용을 깊이 살펴서, 학문에 정진하는 증험을 알아야 한다.53)

주희는 大學의 교육과정이 학업(지적훈련)과 덕행(도덕적 실천)의 국면

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희가 “먼저 학업의 깊

이를 살펴보고” 그런 뒤에 “천천히 덕행의 실질을 살펴본다.”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흔히 유학은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주희는 도덕적 인격의

52) 여영기(2010)는 학기의 해석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를 ‘君子如欲化民
成俗, 其必由學’ 구절의 學을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군주의 학문적 역량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것
인지로 설정했다. 이는 학기에 등장하는 學의 개념적 성격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논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용어의 외연도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학기 서두의 ‘其必由學’의 學이 군주
혹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지도계층의 학문적 역량을 요청하는 맥락에서 사
용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53) 考校之法, 逐節之中, 先觀其學業之淺, 深徐察其德行之虛實, 讀者冝深味之, 乃
見進學之驗, 『禮記集說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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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에도 굳건한 지적역량의 토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실제로 大學의 1년차 평가는 경전의 구절을 나누고 그 뜻을 변별하는[辨

志] 지적 훈련만을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大學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적역량과 도덕적 실천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업을 공경하는 것[敬業]”과 “동료학생들과 잘 어울

리는 것[樂羣]”, “널리 배우는 것[搏習]”과 “스승을 친애하는 것[親師]”,

“학문을 논하는 것[論學]”과 같은 大學의 평가요소들은 지적역량과 도덕

적 실천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복합적 평가요소들이다. 학문이

라는 지적행위 속에 덕성을 함양하는 공부가 자연스럽게 중첩되고 있는

유가의 교육론을 大學의 교육과정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大學의 소성과 대성 단계의 관계를 살펴보자. 「學記」에서

대성은 大學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소성의 단계는 대성의 단계를 위한

준비단계로 설정되어있다. 물론 이런 관계설정이 소성 단계의 가치가 대

성단계에 비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성의 성취가 없는 한 대

성의 성취는 있을 수 없다. 1년차부터 9년차까지의 학제를 나누고 각각

의 평가요소를 배분한 것에서 大學 교육이 학생의 단계적 성장을 도모했

음을 알 수 있다. 진호(陳澔)는 소성단계의 평가요소를 통해 大學이 학생

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있다.

“과업을 공경한다[敬業]”면 익히는 대상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

다. “무리들을 좋아한다[樂羣]”면 동급생들에 대해서 질시함이 없다. “널리

익힌다[搏習]”면 특정한 굴레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는다. “스승을 친애한다

[親師]”면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즐기고 좋아할 줄 알게 된다. “[論學]은

학문의 깊고 오묘한 뜻을 강론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取友]”는 자신보다

나은 자를 택해서 그와 벗하는 것이다.54)

진호의 해석에서 드러나듯이, 소성단계 공부의 중요한 목표는 분절화

54) 敬業, 則於所習無怠忽. 樂羣, 則於朋徒無睽貳. 博習, 則不以程度為限制, 親師
則於訓誨知嗜. 好論, 學講求學問之緼奥也. 取友, 擇取益者而友之也. 『禮記集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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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생겨

나는 인간관계를 수행하는 관계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大學교육

은 학생을 배움의 공동체와 동떨어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大學은 학

생들에게 지적역량의 성취를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급

생과의 원활한 소통부터 스승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종국에는 스스로

자신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와 벗할 수 있는 탁월한 관

계적 역량까지 기대하고 있다.

대성의 성취는 곧장 교육의 이상적 경지를 가리키는 개념인 “大學의

도[大學之道]”와 연결된다. 때문에 “大學의 도”가 갖는 구체적 의미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대성의 성취가 소성의 성취와 구분되는 맥락을 확인해

야 한다. 이를 위해, 大學의 9년차 평가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사물을 분

류할 줄 알고 이를 비슷한 부류의 일에 적용해 [원리에] 통달할 수 있다

[知類通達].”와 “굳건히 서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强立不反].”

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구절에 관해 임천오씨(臨川吳氏)의 해설은 知類通達의 원의(原意)

를 짐작케 하는 유의미한 논점을 제기한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비슷한 부류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

것에 대해서도 달통한 것으로, 마치 자공이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았던 것과

같다. 이것은 바로 「大學」에서 앎을 지극히 하는[致知]의 공력과 같다.55)

그의 知類通達 해석은 다른 주석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를

『論語』와 『大學』의 구절과 연계시켜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知類通達이라는 표현이 유학의 역사적 맥

락 속에서 갖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된 논어의 구절은

자공(子貢)이 안회(顔回)에 비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맥락에서 자신

을 평가하는 대목이다. 자공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안회에 비해

55) 能知事理, 而推其類, 由此, 以通達於彼, 猶子貢之聞一知二此, 大學致知之功也.
『禮記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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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자란 학인(學人)임을 고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공자 또한 “너와 나는 안회만 못하다.”고 평한다. 이 대목에서 공자가 배

움[學]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일상의 다양한 국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知類通達에서 말하는 이 적용은 단지 인식적 차원에서만 이뤄

지는 것이 아니다.56) 공자는 자신이 펼치는 학문이 궁극적으로는 당대의

혼란스러운 정치질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治世]을 이룩할 효과적

인 대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어떤 사람이 공자께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

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書經』에 ‘효성스럽도다! 효성스러워야만 형

제에게 우애가 있고 나아가 정치를 한다.’라고 했으니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지 무엇이 정치를 하는 것이란 말인

가.”57)

이런 공자의 주장은 유학의 일관된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유학적 배움

[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정치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도

적 역량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 역량의 근간엔 도덕적 인격이 놓여있다.

마찬가지로 知類通達에서 말하는 ‘적용’은 최종적으로 배우는 자들의 정

치적 역량 발휘를 가리키고 있다. 臨川吳氏가 知類通達과 연결시킨 다른

구절인 「大學」의 致知개념은 이 정치적 지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예

증한다.

예로부터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였다.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 그 몸을 닦고자 했던 사

56) 3.4에서 知類通達의 인식적 측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연관된 구절과
함께 전개하고자 한다.

57) 或謂孔子曰, 子奚不爲政, 子曰, 書云, 孝乎, 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
政, 奚其爲爲政. 論語 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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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였다.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앎을 이룩하려 하였다. 앎을 이룩한다는 것[致知]은 곧 사물을 바르게 인

식하는 데에 달려있다.58)

후대에 「大學」의 이 구절은 8조목으로 정식화되어 유학 공부의 핵심강

령이 되었다. 이 구절에서 致知는 다른 조목과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治其國]”과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는[明明德]” 국

면은 그 연쇄의 최종 귀결점이다. 이처럼 致知가 단순한 인식작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적 정치역량 발휘를 목표하고 있는 조목임을

「大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知類通達의 의

미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致知에 대한 번역으로 “앎을 이룩함”이라는 표

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번역은 致知의 뜻을 “앎을 지극히 한다[至知].”고

풀이한 정현(鄭玄)의 맥락과 통한다.59)

强立不反의 해석은 주석가들의 견해가 둘로 나뉘고 있다. 强立의 경우,

“스스로의 주관을 확립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통하지만 不反의 경우

“스승과 그가 가르쳐준 도를 거역하지 않는다.”와 “외부 사물에 흔들리

지 않는다.”는 견해로 양분된다. 不反에 관해 대체로 두 번째의 입장을

취하면서 大學의 단계적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强立不反의 번역으로 “굳건히 서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다.”는 표현을 채택했다.60) 하지만 주석가들의 대표적인 두 해석 모두 그

58)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
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
知在格物. 『禮記』「大學」

59) 致知개념의 해석에 관해, 송대 성리학 전개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致知개념이 治國과 같은 정치적 이념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서 만족하고자 한다.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大學」
의 경문(經文)을 「學記」의 문제의식에 따라 재독해하는 Ⅳ에서 이어갈 것
이다.

60) 이 번역과 유사한 뜻으로 不反을 해석한 주석가로 臨川吳氏를 들 수 있다.
그는 不反을 “이미 능통한 것을 전락시키지 않는다[已能者不退轉].”고 해석
하였다. 『禮記集說大全』「學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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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배우고 난 뒤에 그 가르침에 위배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공통적

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强立不反은 大學교육의 목표가 전면적인 인간성의 변혁에 있음을 보

여주는 개념이다. 학생을 둘러싼 인식적, 신체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변화

시키지 못해서 이전의 폐습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교육에 실패한 것으

로 보는 「學記」의 입장이 드러난다. 이는 순자적 맥락에서 해석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거칠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리키

기 위해 순자는 성악(性惡)을 표방했다. 교육에 관한 순자의 문제설정은

‘어떻게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과 법도를 거울삼아 본성을 교화시켜 이전

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에 있었다. 「學記」는 이러한 순

자의 교육적 문제설정을 이어받고 있다.61)

타고나는 본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변화시킬 수는 있다. 노력을 쌓

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본시 타고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할 수는 있다. 노

력으로 습속을 바로잡아 간다면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스승

과 법도만을 받들고 이단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노력을 쌓아 가는 방법이

다. 습속은 사람의 뜻을 바꿔 놓는데 편안히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면 사람의

바탕도 바뀐다. 지속적으로 스승과 법도만을 받들고 이단은 거들떠보지 않

는다면, 신명함에 통하게 되고 천지의 변화와 함께하게 된다.62)

이상의 논의를 통해 「學記」에서 지류통달과 강립불반으로 구체화되는

대학지도의 의미는 학문적 도야를 통한 정치적 역량 확보 그리고 인간성

61) 이 논점은 맹자와 비교해볼 때 더 명확해진다. 맹자는 인간이 마음의 기저
에 선의 단서[四端]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인간은 이 마음의 본 모습을 잃는다. 그래서 맹자에게 학문이란 다른 일이
아니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求放心]”일 뿐이다. (學問之道, 無也,求其
放心而已矣 『孟子』「告子上」). 이런 맹자에게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교육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62) 性也者, 吾所不能為也, 然而可化也. 積也者, 非吾所有也, 然而可為也. 注錯習
俗,所以化性也. 並一而不二, 所以成積也. 習俗移志, 安久移質. 並一而不二, 則
通於神明, 參於天地矣. 『荀子』「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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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역적인 변혁과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총론에서 천명한 화민

성속의 이념을 한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한 결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

다. 한 인간의 차원에서 화민성속은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해나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2.2 大學의 운영원칙

앞 장이 큰 틀에서 大學의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구절

은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大學의 운영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學記」는 이를 통틀어 “7가지의 윤리적 원칙[大倫]”이라 명명(命名)하

고 있다.

大學의 수업이 시작되는 날에 교육자는 피변복을 입고 나물을 준비하여 제

사를 지내는데, 이는 성인들의 전적(前績)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時經』「소아(小雅)」 3편의 노래를 암송하게 하는데, 이는

학문의 길이 공직의 길에 처음 들어서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학생들

이 大學에 들어서면 북을 울리고 상자를 열어 책을 꺼내는데, 이는 학생들이

공손한 마음가짐으로 학업을 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오동나무와 광대싸리

로 회초리를 만드는 데,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위엄을 갖추도록 하

는 것이다. 천자께서 체제(禘祭)를 지낼 날을 점치지 않았다면 천자는 태학

을 방문하여 시험을 주관하지 않는데, 이는 학문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

기 위함이다. 교육자는 수시로 학생들의 학업을 관찰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으니,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에 깨우침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연소한 학생은 스승의 말을 듣기만 하며 함부로 질문을 하

지 않으니, 배움에 질서와 위계가 있어 이를 뛰어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사항은 大學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대원칙이다. 옛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다. “무릇 학문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자

신이 맡고 있는 일과 관련된 사안을 우선하여 가르치고 아직 관직에 나아가

지 않은 자에게는 그 뜻을 기를 수 있는 것을 우선하여 가르친다.” 이는 여

기서 말한 일곱 가지 원칙과 관련된 말이다.

大學始敎, 皮弁祭菜, 示敬道也. 宵雅肄三, 官其始也, 入學鼓篋, 孫其業也.

夏楚二物, 收其威也. 未卜禘不視學, 游其志也. 時觀而弗語, 存其心也. 幼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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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而弗問, 學不躐等也. 此七者, 敎之大倫也. 記曰, 凡學官先事, 士先志. 其

此之謂乎.

본래 이 장은 기존「學記」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진 대목이다. 이 구절

에서 등장하는 교육의례나 학교현장의 풍경은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모두 세부적인 의례들이어서 「學記」의 교육론적 특징을 도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탓이다. 하지만, 大學 교육의 실제적인 운영

원칙을 밝히고 있는 이 구절은 大學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중요

한 기록이다. 또한 「學記」의 저자가 생각하는 교육의 대원칙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공동체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大學교육의 7가지 윤리적 원

칙으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주석과 고증을 바탕으로 그 본래적 맥락과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통해 총론에서 천명된 교학

상장, 화민성속의 이념과 뒤이어 제시된 大學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선언

적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실현되

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피변(皮弁)복은 천자가 조회(朝會)를 할 때 신하가 착용하는 복장이

다.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예복을 가리키기도 한다.63) 나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희생물(犧牲物)과 곡식이 없는 간소한 제례를 묘

사하고 있는 것이다.64) 이처럼 천자의 조회와 제사에 상응하는 의례를

간소화된 형식으로나마 大學교육의 초입에 재현하여 大學의 교육이 국가

사회의 시스템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의례에 제시되고 있는 기능, 즉 “성인들의 전적(前績)에 대한 공경

을 표시하는 것”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배움[學]의 실체가 문화적 유산의

정수(精髓)를 습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학은 학문의 계보와 전통을

중시한다. 「學記」는 이 계보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심을 유발하

기 위해 입학의 첫 단계에서 이와 같은 예식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63) 皮弁, 天子之朝朝服也. 祭菜, 禮先聖先師. 『禮記正義』, 鄭玄의 注
64) 祭菜, 無犧牲之味, 黍稷之實. 『禮記大全』 嚴陵方氏의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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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詩經』「小雅」의 세 편은 주석가들의 고증에 따르면 <鹿鳴>,

<四牡>, <皇皇者華>을 말한다. 이 시 세편은 공통적으로 조정(朝廷)에

서 벌어지는 군주와 신하의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주석은 大學

에서 이 시 세편을 암송하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릇 이 세편의 시들은 모두 군주가 연회의 예법으로 신하들을 즐겁게 하고,

신하들이 군주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처음 입학한

자들에 대해서 관리로 등용되는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니, 그 뜻을 넓히고 충

만하고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배움은 마땅히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

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이다.65)

군신관계의 바람직한 양상을 묘사하는 『詩經』의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大學에 입학한 이유는 자신의 영달이나 학문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임무를 수행하여 국가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상기시키

고 있다.

(3)(4) 북을 울려 수업에서 사용할 책을 꺼내고 회초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학생이 자세를 진지하고 공손하게 학문에 임하도록 만든 예식이다.

(5)체제(禘祭)는 천자가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제례인데 세부적인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고증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는 체제의 시행세칙이 아니라 「學記」에서 이런 사항을 설정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주석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다.

체제사는 대제이니, 반드시 그에 앞서 치르는 날짜에 대해 거북점을 쳐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점에 대해서 함께 언급한 것이다. 이 내용은 아직 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시학(視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는 이

유는 학생들의 뜻을 여유롭게 만들기 위함이니 학생들의 뜻을 여유롭게 만

들고, 다급하게 만들지 않고자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사를 지낸

65) 蓋以此三篇, 君之所以燕樂其志意, 使知學之當爲用於國家也. 禮記集解 孫
希但의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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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시학을 하여 학생들의 우열을 시험하는 것이다.66)

거북점을 쳐서 체제사를 지낼 날을 정하지 않으면 천자가 大學에 찾아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행사인 시학(視學)을 치르지 않는 의의는 大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데 있다. 거북점은

주술적인 의례의 의미도 있지만 大學의 구성원에게 시학의 일시를 예상

하게 하는 공고(公告)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大學의 교육일정 전체는 예측 불가능한 천자의 시학

을 위주로 편성될 것이다. “학생들의 뜻을 여유롭게 한다[游其志].”는 것

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앞선 원칙을 통해 大學교

육은 국가사회의 공공선 실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

다. 하지만 이 대목을 통해 교육현장에 대한 정치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 교육활동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 측면도 상존했음을 알 수 있다.

(6) “수시로 학생들의 학업을 관찰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弗語].” 것은 「學記」가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의지를

강조하는 유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弗語는 학

생의 학습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편다는 의미이다. 공영

달의 해설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보존토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미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그

답을 찾고, 입으로는 정확하게 답을 말하지 못해 애태우게 되니, 그런 뒤에

야 깨우치게 되므로, 학생들은 곧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게 된다.67)

弗語는 교육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교육방침이다. 학생이

66) 禘是大祭,必先卜,故連言之. 是未為禘祭, 不視學. 所以然者, 欲游其學者之志,
謂優游縱暇學者之志, 不欲急切之, 故禘祭之後, 乃視學考校優劣焉. 禮記正義 ,
孔穎達의 疏

67) 所以然者, 欲使學者存其心也. 既不告語, 學者則心憤憤, 口悱悱, 然後啟之, 學
者則存其心也. 『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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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교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면 학생은 알고

자 하는 의지를 내지 않을 것이다. 「學記」의 교육론은 학생의 번민과

미진한 모습 또한 마땅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수용한다. 공자 또한 유사

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생이 가슴에 궁금한 것이 가득 차서 답답해하는 상

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계도해주지 않고, 학생이 표현해내지 못해서 더

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방면을 가르

쳐주면 나머지 세 방면을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는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68)

학생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교사가 수직적으로 지식을 설명

한다면 교육은 실패한다. 공자는 일방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보다 학생의

고민을 유도하고 그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는데 가르치는 자의 역

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다음으로, “연소한 학생은 함부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幼者聽而弗

問].”는 구절은 다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칙이다. 학생이 배

움의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막고 스승과 학생사이의 위계서열

만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

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상투적인 경구(警句)와 결부되어 동양의

교육사상은 이런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69)

68) 子曰, 不憤不啓, 不悱不發. 擧一隅不以三隅反, 則不復也. 『論語』「述而」
69) 이 문장은 해방 직후의 신문매체를 통해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수백년동안 초학자용 교재로 널리 쓰인 『童子
敎』 라는 문헌이 이 문장의 출처이다. 『童子敎』의 해당 구절은 일본의
전통 속담이 된 이후, 군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메이지 시대까지 계승되어
권위적인 교실문화를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와
서 처음 쓰인 맥락도 일제의 맥락과 다르지 않았다. 『童子敎』 본래 의미
로는 소학자들에게 스승의 권위를 존중하게하는 교훈적 맥락이 들어 있었
을지 모르나, 폭력으로 스승의 권위를 정당화시키고 학교에 병영의 논리를
그대로 주입시킨 일제의 교육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인 역사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문장을 사용해 동양의 사제관계를 묘사하는 일은 이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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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의 뜻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어린 학생들이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

다는 뜻으로 새기지 않았다. 공영달의 해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도록

해야 하며, 감히 등급을 뛰어 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나이가 어린 자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고, 연장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연장

자와 대등한 항렬처럼 되어, 항상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 현재 그들로 하

여금 듣기만 하고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배움에 질서와 위계

가 있어 이를 뛰어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70)

결국 이 원칙은 연소한 학생이 스승에게 던지는 무차별적인 질문으로 인

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막고자 할 뿐,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의

문 자체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소자들이 의문을 해결

하기 위해 선배들을 지나쳐 바로 스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취를 과대평가하고 선후배의 조력관계를 혼란시킬 것을 염려한 것이

다. 연소자들은 우선 선현들이 남겨 놓은 전적(前績)과 경전을 문자 그대

로 학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71) 초학자들이 떠오르는 의혹에만

집중하다간 학문의 정도(正道)를 놓치고 편협한 견해에 사로잡힐 수 있

기 때문이다.

『論語』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배움과 견해의 관계에 대한 유학적 입

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이 종일토록 밥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고전변역원에서 발행하는 『고전산책』(인터넷발간
자료)중 장유승,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야 한다.」를 참고함

70) 言教此學者, 令其謙退, 不敢逾越等差. 若其幼者輒問, 不推長者, 則與長者抗行,
常有驕矜, 今唯使聽而不問, 故云「學不躐等」也. 『禮記正義』

71) 2.1에서 大學의 단계적 교육과정 중 1학년 단계의 평가요소가 “경전의 구문
을 끊어서 읽을 수 있는지, 또 그 의미를 변별할 줄 아는가를 살핀다.” 였던
것을 떠올리면 경전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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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 않으며 생각해 보았지만 유익함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같지 못하였

다.”72)

공자는 이 대목을 통해, 교육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사유보다는 객

관적인 학문의 체계를 익히는 것을 우선시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

만 공자, 그리고 그 이후의 유학이 주체적인 사유나 견해의 가치를 소홀

히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배움과 사유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상보적 관

계에 있는 학문의 두 방법론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학문이 체계

가 없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73)

사유하지 않는 학문은 논리가 없고 구조화되지 않아 자신에게 체득되지

않고, 학문적 객관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유는 주관에 사로잡힌 도그마로

귀결될 뿐이다. 공자 이래로 유학은 이 두 위험성을 동시에 경계하는 교

육론을 설계했다. 「學記」의 위 구절에는 공자의 경계심이 반영되어 있

다.

2.3 大學의 교수학습법

大學의 교육과정과 운영원칙에 대해 논술한 뒤 「學記」는 大學의 교

수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하지만 「學記」의 교수법

과 학습법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교육의 관건이 배우는 자와 가

르치는 자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보는 「學記」의 교육론은

교수법과 학습법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법의 요체는 곧

교사가 유념하면서 학생에게 북돋아 주어야할 교수법의 내용이 된다.

大學의 교육에는 각 절기에 맞추어 반드시 정해진 과업이 있다. 학생들이 물

72) 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 『論語』「衛靈公」
73) 子曰, 學而不思則罔, 思而不學則殆. 『論語』「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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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와 쉴 때에도 집에서 해야 할 공부가 있다. 거문고를 연주하는 법을 배

울 때 손에 익도록 연습하지 않는다면 거문고를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가 없

다. 또 시에 나타난 비유와 문물을 널리 익히지 않는 다면 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예에 규정된 다양한 복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예를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 이러한 기예에 흥미를 갖고 공부

하지 않으면 학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규과

정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항상 학문을 수양하다가 물러나 휴식을 취할 때

는 한가롭게 여유를 가지면서도 부족한 공부를 채운다. 이는 학문에 대한 관

심이 끊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군자는 이렇게 학문을 하기 때문에 학문이

안정되어 스승을 친애하고 벗들을 좋아하여 삶 속에서 도가 함께하고 있음

을 믿는다. 「兌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공경하고 겸손하라. 항상

민첩하게 배우라. 그리하면 학문의 성취가 곧 너에게 도달하리라.”라고 했으

니, 바로 이러한 군자의 마음가짐을 나타낸 것이다.

大學之敎也, 時敎必有正業, 退息必有居學. 不學操縵, 不能安弦. 不學博依,

不能安詩. 不學雜服, 不能安禮. 不興其藝, 不能樂學. 故君子之於學也, 藏

焉, 修焉, 息焉, 遊焉. 夫然故安其學而親其師, 樂其友而信其道, 是以雖離師

輔而不反也. 兌命曰, 敬孫務時敏, 厥修乃來. 其此之謂乎.

그 중에서도 위 구절은 군자(君子)가 따라야 할 바람직한 교수법에 논

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가장 유념해야할 사항은 「學記」가

大學의 공부를 正業과 居學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학

교제도의 맥락에서 보자면, 정업은 정규수업 그리고 거학은 방과 후에

가깝다.

정업과 거학 구분에 따라 교육내용도 나뉜다. 정업단계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유학의 기본소양인 시서예약(詩書禮樂)교육이다.74) 계절에 따라

봄과 가을에는 예와 악을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에는 시와 서를 가르치는

식으로 학사일정을 계절의 순환과 일치시켰다. 거학단계에서 수행하는

공부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거문고를 연습하기 위해) “손에 익도록 연

74) 춘추시대 이후부터 중국 지식인들의 교양으로 확립된 교육과목이다. 한대
(漢代)에 오면 이미 오경(五經)의 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시서예악은 각
각 『時經』,『書經』, 예학(禮學), 음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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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것[操縵]”, “시에 나타난 비유와 문물을 널리 익히는 것[博依]” 그

리고 “예에 규정된 다양한 복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雜

服]”이다. 정업과 거학의 공부는 왜 이러한 식으로 구분되어야 하는가?

정업과 거학의 구분은 단순한 시간상의 구분이 아니라 ‘배움의 연속성과

일상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설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무릇 학문의 도에서는 안정되게 할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기니, 안정된다면 마

음과 이치가 융합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안정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성패가 학문을 익힘에 싫증을 내지 않음에 달려 있어서, 단절

됨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군자는 학문에 대해서 간직하고

수양을 할 때, 반드시 익혀야 하는 정규 과업이 있어서, 익히는 것이 전일하

여 뜻이 분열되지 않는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반드시 홀로 익히는 것이

있어서, 배양하는 것이 순일하여 도예가 더욱 성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을 쉽게 이루게 된다.75)

정업단계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따르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반

드시 때에 맞춰 익혀야 할 소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학문에 익숙

치 않은 학생들에게 쉼 없이 학습을 강요하면 학생들은 배움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과 후에 아무런 과제도 부

여하지 않고 학생들을 내버려둔다면 배움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안정감”을 잃게 된다. 안정감을

잃으면 학생의 마음은 배움에 뜻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學記」의 저자는 정업과 거학의 구분을

설정하고 각각에서 배우는 내용을 달리 했던 것이다. 앞서 정리한 거학

단계의 공부는 정업단계에서처럼 규격화되어있지 않다. 한가로운 상태에

서 여유롭게 공부하지만[息焉遊焉] 그 내용은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필

75) 凡為學之道, 貴於能安, 安則心與理融而成熟矣. 然未至於安, 則在乎為之不厭,
而不可有作輟也. …… 故君子之於學也, 藏焉脩焉之時, 必有正業, 則所習者專
而志不分, 息焉遊焉之際, 必有居學, 則所養者, 純而藝愈熟, 故其學易成也.
『禮記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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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다양한 기예에 걸쳐 있다. 따라서 「學記」는 정업과 거학의 공부

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기예에 능하지 못한 자는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구절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주제인 ‘배움의 연속성과 일상성’은 나

아가 스승과 학생, 그리고 학생 간에 설정해야 할 바람직한 관계양상의

토대가 된다.

정규과정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항상 학문을 수양하다가 물러나 휴식을

취할 때는 한가롭게 여유를 가지면서도 부족한 공부를 채울 수 있다면, 자신

이 익히는 학업에 대해서 안정될 수 있다. 즉 학업에 대해 안정됨이 이미 깊

으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깊어진 이유가 스승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기 때문에 스승을 친애하게 된다는 뜻이다. 스승을 친애하면 뜻을 함께 하는

벗들에 대해서도 즐거워하며 친애하게 된다.76)

배움이 일상으로부터 괴리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학문의 도

(道)에 참여하고 있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스승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유발된다. 이런 편안한 마음은 스승의 가

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학우(學友)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다. 스승이 나에게 가르침, 즉 유학의 도(道)를 전수해 준 사람이라면, 벗

은 같은 스승 아래서 그 도를 함께 체득하고 있는 동반자이다. 「學記」

는 이처럼 스승과 학생, 학생과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학문

이외의 계기를 설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문을 삶과 밀착시키고 그것

을 증험(證驗) 할 수만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서로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4 당대교육의 폐단

「學記」는 大學의 바람직한 교수학습법을 논하고 곧이어 당대 교육의

폐단을 비판한다. 이 장에서는 주로 교사의 교수법이 비판대상이 되고

76) 若能藏, 脩, 游, 息, 游, 無時暫替, 能如此者, 乃能安其所學業. 言安學業既深,
必知此是深由本師, 故至於親愛師也. 『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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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잘못된 교수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면 교육은 앞서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를 통해, 교육이 실패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는 「學

記」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경전의 글자만을 읊조리고, 쓸데없

이 어려운 질문만을 잔뜩 늘어놓아 박식함을 과시하며 학생들을 몰아세우니

그 가르치는 말이 산만할 뿐이다. 진도는 서둘러 나가지만 학생들이 편안히

배우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며, 각자의 재능을 다 발현하게 도와주지도 않

는다. 이처럼 가르치는 방법이 어그러졌으니, 학생들이 학문을 추구하는 방

법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감추

고 스승을 미워하게 된다. 배우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학교 과정은 마칠지라도 졸업하자마

자 학문에서 마음이 떠나버린다.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今之敎者, 呻其佔畢, 多其訊, 言及于數, 進而不顧其安, 使人不由其誠, 敎人

不盡其材, 其施之也悖, 其求之也佛. 夫然, 故隱其學而疾其師, 苦其難而不

知其益也. 雖終其業, 其去之必速. 敎之不刑, 其此之由乎!

본문에는 다섯 가지의 잘못된 교수법이 서술되고 있다. 서술되고 있는

폐단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각각의 서술을 통해 「學記」의 저자가 문

제 삼고자 했던 교육의 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1) 글자만을 읊조린다는 것은 경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

구를 암송하는 데에만 매달린다는 뜻이다. 이 구절을 통해 「學記」가

교육적 폐단의 첫 번째 계기를 교사의 학문적 무능에서 찾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이 강론(講論)해야 할 것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근원이다. 요컨대

교육의 폐단은 배우고자 하지 않는 교사로부터 비롯된다.

(2)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생에게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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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도 산만하고 무용할 수밖에 없다. 공영달의 아래와 같은 주석은

이 구절의 의미를 매우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미 본인도 그 의리에 대해 깨닫지 못했으나, 밖에서 봤을 때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견디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만들

어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처럼 속이니, 마치 자신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77)

학문적 역량이 모자란 교사는 자신의 귄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궁

여지책을 내놓는데, 대표적인 것이 쓸데없는 질문을 던져 학생들을 혼란

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학생에게 박학(博學)을 과시하고자 잇달아 질문

을 내지만 학생은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기 때

문에 교사는 학생에게 신뢰를 잃는다.

(3) 앞 항목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 항목부터는 학생

과 교감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수법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편안히 배운

다[安].”는 것은 이전 장에서 정업과 거학의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공부의

결과로 얻게 되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78) 학생의 상황

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일률적인 수업은 일관성 있게 학문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마음의 안정감을 해칠 뿐이다.

(4) “정성스러운 마음[誠]”으로 풀이한 誠은 「大學」의 8조목 중 하나

인 誠意라는 개념에서도 보인다. 「大學」에서 誠意는 타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결행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쓰인다.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誠意]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악취

를 싫어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듯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스스로 만

족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삼간

다.79)

77) 既自不曉義理, 而外不肯默然, 故假作問難, 詐了多疑, 言若已有解之然也. 禮
記正義

78) 夫然故安其學而親其師. 『禮記』「學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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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의 용례를 통해 「學記」에 쓰인 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배움은 교사의 강제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 스

스로가 배움을 “악취를 싫어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듯” 자연스러

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지 않는 한, 배움은 이어지지 않는다. 스스

로 학문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불

러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5) “각자의 재능[材]”이라고 번역한 材라는 용어는 전국시대 이후로

사물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특질’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이다.80) 공

자의 교수법을 표현하는 경구인 인재시교(因才施敎) 또한 학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공자

인재시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자로가 “옳은 일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행합니까?”하고 여쭈어보자 공자께

서 “부형이 계시는데 어떻게 옳은 일을 들었다고 곧 행하겠는냐?”라고 말씀

하셨다. 염유가 “옳은 일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행합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옳은 일을 들으면 즉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공서화가 말했

다. “유가 ‘옳은 일을 들으면 곧 그것을 행합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는 선생

님께서 ‘부형이 계시는데,’라고 하시고, 구가 ‘옳은 일을 들으면 곧 행합니

까?’ 하고 여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옳은 일을 들으면 곧 행하여라.’라고

하시니 제가 혼란스러워서 감히 그 까닭을 여쭈어보는 바입니다.” 이에 공자

께서 말씀하셨다. “구는 망설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를 전진시켰고, 유는

다른 사람 일에까지 나서는 성격이라 그를 후퇴시킨 것이다.”81)

79)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其獨也
『禮記』「大學」

80) 『禮記』에 속해있는 한 편인『中庸』의 다음 구절도 材를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는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 생
장을 돈독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반듯이 심은 것을 북돋아 주고 기운 없이
기울어진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다.[天之生必因其材而篤焉 故栽者培之 傾者
覆之]” 『禮記』「中庸」

81) 子路問, 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公西華曰, 由也問, 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求也問, 聞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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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記」는 교육의 목표가 학생 각각의 개성을 최대한[盡]으로 발현시키

는데 있다고 본다. 또 학생의 개성에 따라 차별화된 가르침을 설계해야

한다는 공자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앞선 장에서 정업과 거학의 원칙을 따르는 올바른 교수법은 배움의 연

속성과 일상성 나아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상적인 관계설정으로 귀결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술한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은 교육공동체의

와해로 귀결된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못하게 된 학생

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숨기고82) 이어 스승을 미워하게 된다. 스승과 학

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믿음, 그 토대는 배움의 과정에서 체험한 도

(道)였다. 이 토대가 없는 교육공동체에서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당대교육의 폐단 중 가장 고질적인 것은 정규 과정을 졸업하자마자 학

문의 길에서 마음이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삶의 전체 과정 속에서 배움

과 가르침의 국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敎學相長 교육론을 논

하고 있는 「學記」의 저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폐단은 치명

적이다.

3. 스승의 역할과 위상

行諸? 子曰, 聞斯行之. 赤也惑, 敢問. 子曰, 求也退, 故進之, 由也兼人, 故退
之. 『論語』「先進」

82) 隱其學에 대한 해석에서는 이설(異說)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희는 隱其學을
“학문을 은밀하고 그윽한 것으로 여기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마치 ‘그대들은 내가 숨기고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했을 때의 隱과 같다.
[謂以學爲幽隱而難知, 如曰 ‘二三子以我爲隱之意’]” 고 해석했다. 하지만 원
문의 맥락으로 볼 때, 학생들은 학문을 은밀하고 그윽한 것으로 여겨 이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점차 학문에 흥미를 잃고 배운 것을 부정하
려한다는 맥락이 더 적절하다. 또한 다음에 연결되는 ‘스승을 미워한다.[疾
其師]’ 와 연관해서 볼 때도 주희의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다.



- 49 -

3.1 탁월한 스승의 요건

「學記」는 후반부 논의에서 스승이라는 존재의 역할과 위상을 해명하

는데 집중한다. 「學記」는 교육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스승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논점은 ‘탁월한 스승의 요건은 무엇인가?’이

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學記」는 교육이 성공하게 되는 네 가지

이유 그리고 교육이 실패하게 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좋은 스

승은 먼저 성공과 실패의 양 측면을 두루 살피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에서 교육이 성공하게 되는 네 가지 이유 그리고

교육이 실패하게 되는 여섯 가지 이유의 구체적인 함의를 논한 뒤, 좋은

스승의 요건으로 「學記」가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평가할 것이

다.

大學의 법도에, 문제가 발현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을 예(豫)라고 한다.

적절한 시기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시(時)라고 한다. 학

생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손(孫)이라고 한다. 학생

들이 서로를 관찰하여 서로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것을 마(摩)

라고 한다. 이 네 가지야말로 교육이 성공하게 되는 이유이다.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不陵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

謂摩. 此四者, 敎之所由興也.

(1) “문제가 발현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는 것은 학생의 어린 시절에

생활예절이나 기본적인 품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생의 어

린 시절은 미발(未發), 즉 거친 욕망이 발현하기 전이므로83) 도덕적인

품성을 기르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주희는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83) 대표적으로 鄭玄이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미발은 정욕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뜻하니, 나이가 15세 정도인 시기를 뜻한다.[未發, 情欲未生, 謂
年十五時]” 『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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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말하길,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다만 ‘예(豫)’

라고 하는데, 방지하는 것은 그 사안이 하나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 모두를

15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84)

주희는 이 대목에서 『中庸』의 未發개념을 의식했을 것을 것이다.85) 때

문에 豫를 아동교육에 한정시키지 않고 학문의 과정 전반에서 예방교육

의 효과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해석한다. 벌어진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교정보다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이다.86)

(2) ‘적절한 시기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즉 時라는 개

념은 「學記」에 이미 등장한 바 있다.87) 그 함의는 이전 맥락과 다르지

않다. 어떤 배움이라도 그에 합당한 시기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습

내용에 대한 설계와 학습시기에 대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論語』에는 첫 구절에 時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공부한 것을

익히는 국면에도 적절하고 알맞은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맞추어 그것을 익힌다면 역시 기쁘지 않겠

느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역시 즐겁지 않겠느냐?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군자답지 않겠느냐?”88)

84) 朱子曰, 禁於未發, 但謂豫, 為之防, 其事不一, 不必皆謂十五時也.『禮記大全』
85) 『中庸』에서 未發은 ‘喜怒哀樂之未發’ 즉 감정이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킬 때 쓰인 개념이다. 이 상태를 中이라 하고 감정이 발현되어 절도에
들어맞는 상태를 和라 한다. 여기에서 미발은 특정한 나이에 국한되지 않은
인간보편적인 현상이다.

86) 이 대목 뒤에 등장하는 구절인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금지하려
고 하면, 학생들은 저항을 일으키고 교사는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
다[發然後禁, 則扞格而不勝].”을 고려할 때 豫의 의미를 아동교육에 국한하
지 않은 주희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본다.

87) “大學의 교육에는 각 절기에 맞추어 반드시 정해진 과업이 있다.[時敎必有
正業]” 여기에서도 時는 특정한 교육내용이 그것이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시
기와 결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88) 子曰, 學而時習之, 不亦說乎? 有朋自遠方來, 不亦樂乎? 人不知而不慍, 不亦君
子乎? 『論語』「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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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의 9년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평가요소를 학생의 발달단계와 결부

시킨 앞선 논의를 상기할 때, 배움의 알맞은 때를 강조하는 時는 「學

記」의 일관된 논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다.

(3) ‘학생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 孫은

앞선 時개념과 연관해서 학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쓰였다. 『論語』의 다음 구절은 孫의 교육법에 대한

알맞은 예시일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공부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함께 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함께 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도 그

것만으로는 아직 함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함께 굳건하게 설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함께 변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89)

공문(孔門)의 제자들에게 한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이 구절에서 공자는

학문의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스스로 분발하게 한다. 또 학문

을 완성하는 일이 지난(至難)한 과정임을 상기시킴으로써 배움의 길에서

오만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 「學記」의 孫개념 또

한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학생들이 서로를 관찰하여 서로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摩에서, 동료의 선함과 불선함 모두 서로의 교육에 보탬

이 된다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엄릉방씨는 순자의 다음 구절을 활용

해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선함을 보면 수양을 하여 반드시 스스로 간직하도록 하고, 불선함을 보면 근

심스럽게 생각하여 반드시 스스로 성찰을 해야 한다.90)

89)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論語』
「子罕」

90) 見善, 修然必以自存也. 見不善, 愀然必以自省 『荀子』「修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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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서로를 관찰하면서 도움을 얻고자 할 때, 교육현장을 선(善) 일

변도의 공동체로 조직할 이유는 없을뿐더러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교

육공동체는 다양한 자질과 품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올바른 행태와 그렇지 못한 행태 모두 그것을 배움의 계기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모두 교육적으로 유익한 사태로 쓰일 수 있다는 뜻

을 함축하고 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저항을 일으키

고 교사는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가르쳐야 할 때를 놓쳐 가르치

고자 하면 고생만 하게 되고 성취가 어려울 것이다. 잡다하게 가르치고 학생

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면 학업은 혼란스러워질 뿐 닦이지 않을 것

이다. 홀로 배우기만 하고 학우가 없다면 고루하고 편협하며 학식이 얕아진

다. 놀기만 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된다. 그러

다 놀기만 하는 습관이 들면 학문을 그만두게 된다. 이 여섯 가지야말로 교

육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이다.

發然後禁, 則扞格而不勝. 時過然後學, 則勤苦而難成. 雜施而不孫, 則壞亂

而不修. 獨學而無友, 則孤陋而寡聞. 燕朋逆其師. 燕辟廢其學. 此六者, 敎之

所由廢也.

경문은 교육이 실패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네 항목 앞서 서술한 교육이 성공하게 되는 이유 네 가지를 부정형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상술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새롭게 등장한 마지막 두 가지 이유에 초점을 맞추

어 논의를 진행하고자한다.

(5)“놀기만 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된다.”

그리고 (6)“그러다 놀기만 하는 습관이 들면 학문을 그만두게 된다.”는

두 가지 이유는 (4)“홀로 배우기만 하고 학우가 없다면 고루하고 편협하

며 학식이 얕아진다.”의 반대 측면을 서술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독학

(獨學)의 폐혜가 분명하므로 “학생들이 서로를 관찰하여 서로에게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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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摩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친구를

사귀는 폐혜 또한 독학만큼이나 심각함을 강조한 것이다.

친근해서 놀기만 하는 친구는 서로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지 않을

뿐더러 작당하여 스승을 섬기는데 태만하게 굴도록 한다. 한가롭게 놀기만

하며 삐뚤어진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외적인 유혹에 끌리게 되는데 학업

을 폐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91)

자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만을 골라 함께 노는 것을 燕朋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런 교유관계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할 수도, 함께 학문을 논할 수

도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燕朋의 진정한 폐혜는 大學교육의

성패를 담보하는 제일 요건인 사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아래의

해설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고찰할 수 있다.

사적인 당파를 이룬 자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면, 사람들은 자기만족을 위한

학문을 하며 스승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거만하고 사벽한 자들과 친근하

게 지내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겨서 학문에 힘쓰지 않으니, 가르침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92)

스승의 지도가 전제되지 않은 학문은 스스로의 편협한 견해만 완고하게

만들 뿐이다. 비판적 관점을 환기시켜줄 수 없는 교유(交遊)관계 속에서

학문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 燕朋으로 맺어진 친구

들과의 교류가 자기 확신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스승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진다. 교육공동체의 근본적인 관계가 훼손되

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의미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91) 燕私之朋, 必不責善, 或相與以慢其師, 燕遊邪僻, 必惑外誘, 得不廢其業乎.
『禮記集說』

92) 昵於朋比, 則人自為學不顧其師, 昵於敖辟, 則自以為是, 不力於學, 教之不行,
由此其故也. 『禮記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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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이처럼 교육이 성공하는 이유와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난 후에야, 스

승93)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의 가르침이란, 학생이 가야할 큰 길은 보

여주지만 억지로 이끌지 않는다. 학생을 굳세게 만들지만 억압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의 단서를 열어주지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억지로 이끌지 않

으니 학생들은 화목하게 되고, 억압하지 않으니 학생들은 쉽게 학업을 풀어

나가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니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화

목함과 쉬움과 생각, 이 세 가지 측면을 갖추어야 좋은 가르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君子旣知敎之所由興, 又知敎之所由廢, 然後可以爲人師也. 故君子之敎喩

也, 道而弗牽, 强而弗抑, 開而弗達. 道而弗牽則和, 强而弗抑則易, 開而弗達

則思. 和易以思, 可謂善喩矣.

교육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學記」는 이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훌륭한 스

승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 교수법을 제시한다.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문제 상황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는 「學記」의 논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1) “학생이 가야할 큰 길은 보여주지만 억지로 이끌지 않는다[道而

弗牽].”는 것은 가르침에도 따라야 할 절차가 있어서 스승은 학문의 길

에서 따라야 할 큰 지향점을 제시해 줄 뿐 학생을 핍박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문에 대해서도 스승에 대해서도

조화로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2) “학생을 굳세게 만들지만 억압하지

않는다[强而弗抑].”라는 것은 스승이 학생의 정신과 지식을 굳건하게 성

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성취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

93) ‘스승’은 불교의 중을 높여 부르는 용어였던 사승(師僧)이라는 말에서 유래
한 말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이 말의 용례가 보인다. 교사(敎師),
교육자라는 말이 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지위를 가진 이들을 지칭
하는 맥락으로 쓰이는 반면에 스승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교원(敎員)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는 「學記」의 맥락을 고려하여 ‘스승’이라는 용
어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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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온화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쉽게 학업을 성취하게 된다. (3)

“문제해결의 단서를 열어주지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開而弗達].”는

것은 스승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할 여지를 없

애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배우는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

할 수 있게 된다.

제시된 세 가지의 교육법의 기저에서 ‘학생에 대한 스승의 기다림’을

중요시하는 「學記」의 논지를 읽어낼 수 있다. “화목함[和]”과 “쉬움

[易]”과 “생각[思]”이라는 세 덕목은 스승이 자신의 의지나 조급함으로

학생의 주체적인 성장을 재단하지 않고 학생의 자발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 함양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는 자에게는 네 가지 잘못이 있으니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학생은 깊이 없이 많이 아는 것에만 치중한다. 어떤

학생은 한정된 영역의 지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어떤 학생은 쉽게만 생각

하다가 중요한 함의를 놓친다. 어떤 학생은 생각하다가 그만두어 이치를 깨

우치지 못한다. 이 네 가지 잘못은 학생들의 마음, 그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

문에 생겨난다. 이 마음을 알고 나서야 그 잘못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

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자의 장점을 살려주고 잘못은 구해주는 것이다.

學者有四失, 教者必知之. 人之學也, 或失則多. 或失則寡, 或失則易, 或失則

止, 此四者, 心之莫同也. 知其心, 然後能救其失也. 敎也者, 長善而救其失者

也.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성패(成敗), 그 원인을 아는 것과

함께 학생 개개인이 빠지기 쉬운 잘못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이 대목에서 「學記」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구분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특성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

서 스승의 계도 또한 이 특성의 차이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장락진

씨(長樂陳氏)는 잘못의 유형에 따른 스승의 계도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

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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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가르치던 자들은 품성을 살펴보고 그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그의 마

음에 따라서 그의 잘못을 구원했다. 많이 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자에게는 예

(禮)로써 요약을 했고, 학식이 좁은 자에게는 글을 통해 널리 알도록 했으며,

모든 일을 쉽게만 여기는 자에게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억눌렀고, 스스로 한

계를 짓는 자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되도록 독려하였다.94)

「學記」는 이와 같은 스승의 태도를 “배우는 자의 장점을 살려주고 잘

못은 구해주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탁월한 스승은 학생을 평균적 인간

으로 길러내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학문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

을 계도할 뿐 스승의 고유한 역할은 학생의 개성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다.95) 「學記」의 교육방침은 공자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공자는 스승으로서 이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견지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성취시켜주고 남의 나쁜 일은 성취시켜주지

않는다. 소인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96)

3.2 스승과 학생의 교감97)

「學記」가 총론에서 敎學相長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의도했던 바와 같

이, 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승과 학생간의 원활

한 교감이다. 이어지는 논의는 이 교감의 실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94) 古之教者, 觀性以知心, 因心以救失, 多者約之以禮, 寡者愽之以文, 易者抑之以
自反, 止者勉之以自強, 此長善救失之道也.『禮記大全』

95) 2.4에서 당대교육의 폐단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각자의 재능을 다 발현하
게 도와주지도 않는다[不盡其材].” 또한 이와 같은 「學記」의 문제의식에
서 나온 언급이다.

96)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 『論語』「顏淵」
97) 이하 논의에서 등장하는 「學記」 경문은 『禮記』에 수록되어 있는 순서
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연구자는 스승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변주하고
있는 「學記」의 원문을 목차 상의 주제를 바탕으로 재배치하였다. 논문의
말미에 「學記」의 경문 전체를 본래 『禮記』에 수록 되어 있는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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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배우는 학생들은 스승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학업을 배로 성취한다. 또 그

에 따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데 잘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은 스승이

가르치기도 고될뿐더러 학업을 절반도 성취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에 따라

스승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은 마치 단단한 나무를 도

끼로 찍어 들어가듯이 질문한다. 먼저 찍기 쉬운 부분에 먼저 찍고 나중에

단단한 부분[節目]을 찍는다. 이렇게 한참을 찍다보면 그 나무가 쓰러진다.

공부도 이와 같아서 쉬운 것부터 배워나가다 시간이 많이 쌓이면 그 동안

배운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해답을 찾게 된다. 반면 질문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또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스승은 마치

종을 치듯이 대답하니, 작은 막대기로 타종하면 작게 울려 주고, 큰 막대기

로 타종하면 크게 울려준다. 종을 치는 자가 힘이 모이기를 기다려 신중하게

종을 치면 종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 스승은 이와 반대로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학문을 나아가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善學者師逸而功倍, 又從而庸之. 不善學者師勤而功半, 又從而怨之. 善問者

如攻堅木, 先其易者, 後其節目, 及其久也, 相說以解. 不善問者反此. 善待問

者如撞鐘, 叩之以小者則小鳴, 叩之以大者則大鳴, 待其從容, 然後盡其聲.

不善答問者反此. 此皆進學之道也.

이 구절의 논지 전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탁월한 학생의 자질

을 “배우는 것[學]” 그리고 “질문 하는 것[問]”이라는 두 가지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學記」가 學과 問이 갖는 중요성

과 각각의 구분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과 問은 유학의 교육론에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두 국면이었다.

『禮記』의 다른 한 편인 『中庸』에서는 여기에 “생각함[思], 변별함

[辨], 행함[行]”이라는 세 가지 국면을 더해 유학에서 이상적 인격에 도

달하고자 하는 자가 힘써 행해야 할 다섯 가지 국면을 제시한다.

널리 배우라. 자세히 물으라. 신중히 생각하라. 분명하게 사리를 분변하라.

돈독히 행하라.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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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서 學과 問에 붙은 수식어인 博과 審을 통해 선진(先秦) 유

학에서 學과 問이 갖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99) 學은 폭넓게 해야 한

다[博]는 뜻에서 볼 때 지난날 성인들의 전적(前績)을 다방면으로 습득하

는 국면을 가리킨다. 2.2에서 성인들의 전적(前績)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

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한다는 「學記」의 서술도 이를 뒷받침한다.100)

問은 자세히 해야 한다[審]는 뜻에서 볼 때 문화적 전승을 습득하고 내

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드는 의문과 곤람함에 직면하는 과정을 가

리킨다. 공영달은 이 구절의 問을 “어려운 것에 대해 논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101)

학생과의 원활한 교감을 위해서 스승이 힘써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는 것[善待問]”이다. 질문은 이처럼 교육의 장에서 스승

과 학생을 지적․정서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탁월한

스승은 학생의 질문에 따라 대답을 달리 할 줄 알아야 한다. 「學記」는

이를 종을 치는 모습에 비유한다. 종을 치는 도구에 따라 종소리의 강도

와 지속시간이 다르듯이, 스승은 학생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과 절실함에

따라 답변을 변용해야 한다.

종소리의 비유에는 학생의 질문에 상응해 대답을 달리해야 한다는 교

훈 외에 다른 맥락의 교훈도 담겨있다. 주희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

‘종용(從容)’은 소리의 여음이 조용히 퍼져서 다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질문

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다한 뒤에야 그친다는 의미이다.102)

98)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禮記』「中庸」
99) 사마천은 『史記』에서 『中庸』의 저자를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로 특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로 사마천의 이 언급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문
을 제기했다. 『中庸』의 서술이 다분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이 저작은 진(秦) 이후의 작품이라는 것이 의심의 요지이다. 하
지만 최근 『性自命出』등의 출토문헌 연구를 통해 先秦시기에도 유학의
형이상학적 담론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中庸』의 자사작설도
힘을 얻고 있다.

100) 大學始敎, 皮弁祭菜, 示敬道也. 『禮記』 「學記」
101) 問, 謂論難也. 『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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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종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종을 친다면 소리가 서로 뒤섞

여 맑고 고운 음색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질문에 대답

하는 스승도 학생의 대답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미진한 수준이라 해

도 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學記」 교육론에서 스승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완벽하고 정합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보다 학생의 공부를 보

다 진작시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수법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에서 학생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어야 스승과 제자는 아름다운 종소리처

럼 조화롭게 교감한다.

단지 경전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다. 좋은

스승은 학생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직접 설명을 해준다. 직접 설명을 해주되 학생

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1)

좋은 대장장이의 아들들은 반드시 대장간일보다 먼저 갓옷 만드는 법을 배

운다. (2)좋은 활 장인의 아들들은 반드시 활 만드는 일보다 먼저 키 만드는

법을 익힌다. (3)처음 마차를 끄는 말은 다른 말들처럼 수레 앞에 매지 않고

수레 뒤에 매어서 숙련된 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배우도록 한다. 군자

가 이 세 가지 예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배움에 뜻을 둔다고 할 수 있다.

記問之學不足以爲人師, 必也其聽語乎. 力不能問然後語之. 語之而

不知, 雖舍之可也. 良冶之子必學爲裘. 良弓之子必學爲箕. 始駕馬者

反之, 車在馬前. 君子察於此三者, 可以有志於學矣.

記問之學이란 마음으로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의 잡

다한 학설들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한다는 뜻이다. 記問之學은 잘못된 학

습방법이지만, 곧이어 스승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경원보씨(慶

源輔氏)는 記問之學의 공부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해설하고 있다.

102) 從容, 正謂聲之餘韻從容而將盡者也 言必盡答所問然後止. 『禮記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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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학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어 상대

방에게 일러주는 것이고, 학생의 말을 잘 듣는 일은 알아듣는 것은 상대방이

의문스러워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단서를 열어주어 찾도록 하는 것이다.103)

記問之學은 자신이 아는 경문의 지식을 학생의 의문과 관계없이 일방적

으로 강론하는 교수방식으로 귀착된다. 이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학생

의 말을 잘 듣는[聽語]” 교수방식과 완전히 상반된다.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스승은 자신이 아는 지식보다 수업의 현장성과 학생의 의문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것, “직접 설명을 해주되 학생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상

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학생의 물음에 답해야 할 때,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앞 구절의 논지를 다시 서술한 것이다.

(1)~(3)으로 표시한 세 가지 비유는「學記」에서 ‘배움에 뜻을 둔다.[志

於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예시이다. 아

래 문단은 비유가 함축하는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공영달의 고증(考

證)을 바탕으로 재서술한 것이다.

(1)대장장이의 자제는 금과 쇠를 주조하는 가업에 따라 깨진 기물을

수리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갓옷을 연결하는 일

을 먼저 배운다. (2) 활을 만드는 집안에서는 뼈와 뿔을 굽혀서 매끄럽

게 하여 활을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부

드럽게 휘어서 키 만드는 것을 배운다. (3) 원래 말은 멍에를 멜 때 수레

의 앞에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서 처음 수레를 모는 말을 멍에 맬 때 수

레의 뒤에 둔다. 수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나중

에 수레를 몰 때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고증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이 비유를 근거로 「學記」의 저자가 전달

103) 慶源輔氏曰, 記問之學, 據己所有以告人, 聽語者, 因人之所疑以啟之.
『禮記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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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배움의 과정은 점진적이어서 복

합적이고 어려운 것을 배우기전에 단순하고 쉬운 것을 먼저 배워야 한

다. 둘째,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는 그 일을 관통하

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결국 배움이란 이 원리를 좀 더 복잡하고 어려

운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하는 과정이다.

「學記」는 “배움에 뜻을 두기[志於學]” 위해 이 비유들의 의미를 반

추해야 한다고 말한다. 뜻[志]이란 무엇인가. 원시유학에서 志란 스스로

설정한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리키는 개념이

었다. 志에 관한 공자의 언급이 이를 예증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하

였으며, 마흔 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는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으

며, 예순 살이 되어서는 귀가 뚫려 한 번 들으면 곧 그 이치를 알았고 일흔

살에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104)

공자는「學記」와 같은 “志於學”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 나이에 배움에

인생의 목적을 두기로 했다는 자신의 결심을 고백한다. 이처럼 志는 자

신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

치라는 맥락으로 쓰이는 개념이다.

「學記」는 왜 배움에 뜻을 두고자 할 때 앞선 비유의 의미를 되새겨

야 한다고 말한 것일까? 배움에 뜻을 두어야 할 이들은 미성숙한 초학자

들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비유들의 교훈으로 미루어 볼 때, 「學記」의

저자는 초학자들이 배움의 길에 들어설 때 마주하는 두려움을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3 스승과 정치적 권위

앞선 논의들이 결국 ‘좋은 스승이란 누구인가.’에 관한 논의였다면 이

104) 子曰,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不惑, 五十而知天命, 六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不踰矩. 『論語』「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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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구절은 보다 근본적으로 ‘스승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

에 답하고 있다. 「學記」는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조직의 우

두머리가 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권위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노래를 아름답게 잘 부르는 사람은 남이 그 노래를 이어받아 부르게 한다.

마찬가지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남이 그 뜻을 이어받게 한다. 좋은 스승의

말은 간략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하게 통하고, 미묘하면서도 많은 뜻을 내포

하며, 쓸데없는 비유를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잘 깨우쳐준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잘 이어진다. 군자는 사람들이 학문의 길에

도달하는 어렵고 쉬운 측면을 모두 파악하고, 학생 자질의 아름다운 측면과

추한 측면을 모두 파악하므로 널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널리 다

른 사람들을 가르치므로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으므로 우두머

리가 될 수 있다.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므로 군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스승이 된다는 것은 군주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때

문에 스승을 선택하는 것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옛 기록에 “삼왕과

사대105) 때의 군주는 결국 훌륭한 스승이었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러한 뜻

을 표현한 것이다.

善歌者使人繼其聲, 善敎者使人繼其志. 其言也, 約而達, 微而臧, 罕訾而喩,

可謂繼志矣. 君子知至學之難易而知其美惡, 然後能博喩, 能博喩然後能爲

師, 能爲師然後能爲長, 能爲長然後能爲君. 故師也者所以學爲君也. 是故擇

師不可不愼也. 記曰, 三王四代唯其師. 此之謂乎.

“스승의 뜻이 이어지는 것[繼志]”과 “노래 소리가 이어지는 것[繼聲]”

을 대비시키는 서두의 수사를 통해, 「學記」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교

수법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임천오씨가 말하길, 노래를 잘 부르는 자는 먼저 그 소리를 이끌어 내되 악

105) 중국 고대의 뛰어난 임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삼왕(三王)은 하(夏)의 우왕
(禹王), 은(殷)의 탕왕(湯王), 주(周)의 문왕·무왕(文王․武王)을 가리킨다. 사
대(四代)는 여기에 순(舜)임금을 더해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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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끝내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해서 그

소리를 연속되게 한다. 그런 뒤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소리를 끝낸다. 가르

치길 잘하는 자는 그 뜻을 열어주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탐구하여 그 뜻을 잇도록 하니, 그런 뒤에야 가르치는 자의

뜻도 다 표현할 수 있다. 106)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과 잘 가르치는 스승의 공통점은 자신의 노래와

가르침을 혼자서 마무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략하고, 미묘하며, 쓸

데없는 비유를 많이 들지 않는다.”는 다음 진술이 이를 구체화한다. 이

세 가지 교수법은 일방적인 설명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가지 않고 학생을

기다리는 스승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

는 자는 군주가 될 수 있다는 연쇄논리 끝에 「學記」가 내리는 결론은

스승이 되는 일이 결국 군주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일

과 같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學記」는 化民成俗을 위해선 반드시 배

움의 계기를 거쳐야 한다는 총론의 논지를 재진술하고 있다. 「學記」는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권력에 대한 다수의 지지107)가 아니라 그의 학문

적․교육적 자질에 있다고 설파한다. 이는 물론 「學記」만의 독특한 논

리가 아니라 원시유학의 전제와 가까운 논리이다.

우두머리는 존귀함으로써 백성들을 얻고, 스승은 현명함으로써 백성들을 얻

고 유학자는 도로써 백성들을 얻는다.108)

주(周)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 시대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초기 유교

경전인 『周禮』에도 스승의 정치적 권위를 우두머리와 유학자와 나란히

106) 臨川呉氏曰, 善於歌者, 倡起其聲, 而不終曲, 使人和而歎之以繼續其聲, 然後
歌者之聲. 終善於教者, 開示其志, 而不盡言, 使人思而繹之以繼續其志, 然後
教者之志盡. 『禮記大全』

107) 이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108) 二曰長, 以貴得民. 三曰師, 以賢得民. 四曰儒, 以道得民.『周禮』「天官․太

宰」



- 64 -

병치시키고 있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學記」는 고래(古來)의 관념

을 더욱 발전시켰다.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

부터 탁월한 학문적 경지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승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다음 구

절에는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규정하는 「學記」의 독특한 입장이 반영

되어있다. 「學記」는 스승과 학생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

생은 결국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할 존재이다. 스

승도 마찬가지다. 스승은 학문-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하려는 정진을 멈추

지 않는 학생이기도 하다.

무릇 학문의 길에 있어 스승을 존엄하게 받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스승을 존엄하게 받들 수 있어야 세상의 도리가 존엄하게 되고 세상의 도리

가 존엄하게 되어야 백성들이 학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자기 신하를 신하의 예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선조를 모시는

제사에서 시동이 된 자에게는 신하의 예로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군주의 스

승이 된 자에게는 신하로 대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예식을 실시할 때 천자에

게 아뢰더라도 교사는 북면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스승을 존경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凡學之道, 嚴師爲難. 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 是故君之所不臣於

其臣者二. 當其爲尸, 則弗臣也. 當其爲師, 則弗臣也. 大學之禮, 雖詔於天

子, 無北面, 所以尊師也.

스승의 자질을 정치적 권위와 병치시킨 앞선 논의에 이어 등장한 주제는

尊師, 즉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다. 「學記」는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 이

유를 당위적 차원에서 이끌어내지 않는다. 스승이 갖는 교육적․정치적

위상을 근거로 스승을 존경해야하는 이유를 도출하고 있다. 원문의 배치

순서는 이와 같은 편집의도를 뒷받침한다.

학문의 과정에서 스승을 존엄하게 받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

가? 『荀子』에는 그 이유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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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편리함이 없다. 예악은 법도이지

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시서는 옛 것이어서 현실에 간절하지 않고 춘

추는 간결하여 효과가 빠르지 않으니 참다운 스승을 따라 모방하고 군자의

말을 배우면 드러나고 갖추어질 것이며 세상에 두루 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그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다. 배움의

길은 그 훌륭한 스승을 좋아하는 것보다 빠른 것이 없고 예를 융숭히 받드

는 것이 그 다음이다. 위로 훌륭한 스승을 좋아하지 않고 아래로 예법도 받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겠는가?109)

성인들의 전적(前績)인 경전을 학습하는 것보다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 학문의 방법이다. 스승은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현실에 대

해 간절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의 의문에 상세히 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스승을 따르는 일은 수월한 일이 아니

다. 스승을 모방하며 배우는 일은 이제까지 자신을 규정하고 있던 태도

와 관습을 대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본성을 교화하는 자기 극

복의 과정이라고 보는 『荀子』의 논지가 「學記」에 이어지고 있다.

大學의 교육과정을 논했던 2.1에서 보았듯이, 「學記」가 강조하는 교

육의 핵심적 가치는 의례를 통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여기

서도 마찬가지로 尊師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의 의례로 구현된다. 이

의례들은 공통적으로 천자가 신하를 신하의 예로써 대하지 않는 경우라

고 소개되고 있다. 정치적 권위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면서까지 스

승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승의 권위가 정치적 권위

에 종속되지 않음을 천명하고자 했다. 『孟子』의 다음 대목을 스승이

된 자를 신하로 대하지 않는다는 「學記」의 예법이 행사된 실례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큰일을 함 직한 군주에게는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반드시 있

109) 學莫便乎近其人, 禮樂法而不說, 詩書故而不切, 春秋約而不速. 方其人之習君
子之說則尊以備矣. 周於世矣. 故曰, 學莫便乎近其人. 學之經, 莫速乎好其人
隆禮次之. 上不能好其人, 下不能隆禮, 安特將學雜識志. 『荀子』「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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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그가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

다. 인격을 존중하고 도를 즐기는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와 함께 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지금 천하는 여러 나라의 영토도 비슷하며 덕망

도 비등하여 누가 위가 되어야 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면서 씀 직한 신하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 받을만

한 신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110)

맹자는 당대의 군주들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신하들을 꺼려한다

고 질책하면서 이러한 신하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대

목은 일반적으로 권력 앞에서 쉽게 조아리지 않는 맹자의 지조가 표현된

대목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스승이 될 만한 신하를

자처한 유가에서 정치권력을 대하는 양식이 「學記」에 이르러 국가적

의례로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3.4 스승과 학문의 근본

이 항은 「學記」의 마지막 구절을 다룬다. 스승의 역할과 위상에 대

해 논해왔던 학기는 논의의 말미에 학문의 근본[本]이라는 문제를 제기

한다.

고대의 학생들은 구체적 사물을 관찰하여 원리를 파악하고 類를 도출하는

능력을 개발하였다. (1)북소리는 오성(五聲)111)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성은

북소리가 없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2)물은 오색(五色)112)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색은 물의 투명한 색을 얻지 못하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배움은 신체의 오관[五官]113)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체의 오관은 배움을

110) 故將大有爲之君, 必有所不召之臣, 欲有謀焉則就之, 其尊德樂道不如是, 不足
與有爲也. …… 今天下地醜德齊, 莫能相尙, 無他, 好臣其所敎, 而不好臣其所
受敎. 『孟子』「公孫丑下」

111) 오음(五音)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궁(宮), 상(商), 각(角), 치(緻), 우(羽)
다섯 가지 음을 뜻한다.

112) 청(靑), 적(赤), 백(白), 흑(黑), 황(黃) 다섯 가지 색깔을 말한다. 고대에는
이 다섯 가지 색을 순일한 색이라 하여 정색(正色)이라고 불렀다.

113) 용모[貌], 언행[言], 보는 것[視], 듣는 것[聽]. 생각[思]을 가리킨다. 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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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하면 다스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4)스승은 다섯 종류의 상복

[五服]114)을 입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복의 친족은 스승을 얻지 못하

면 서로 친화롭게 지낼 수 없다.

古之學者, 比物醜類. 鼓無當於五聲, 五聲弗得不和. 水無當於五色, 五色弗

得不章. 學無當於五官, 五官弗得不治. 師無當於五服, 五服弗得不親.

기존 연구에서 이 대목은 간단한 해설을 붙인 번역에 그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비근(卑近)한 예시와 실재적인 교육현상을 바탕으로

스승의 위상을 논했던 앞선 논의와 달리 이 대목에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확정하기 까다로운 추상적인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연구

들, 그리고 『禮記』의 주석가들 중 일부 또한 이전의 논지와 이 대목의

논지를 연결 짓는데 곤란함을 겪는 듯 보인다. 심지어 주희는 이 대목의

장절(章節)구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자가 말하길, ‘비물추류(比物醜類)’라는 구문의 뜻을 상세히 살펴보니, 마

땅히 앞의 장과 연결이 되므로, 그 사이에 빠진 문장이 있을 것이다.115)

하지만 주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공손룡(公孫龍)과 순자(荀子)를 위

시한 중국고대 논리철학의 성과와 이어지는 구절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현재의 형식논리학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중국 고대의 인식론

적 관점을 토대로 일관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수에 따르면 「學記」의 比物醜類는 “현실 사태의 구체성을 떠나

지 않으면서 사태들의 복잡한 연관을 해명하기 위한” 중국 고대 논리학

실질적으로 용모를 공손히 하고 말을 순리에 따라 하며 보는 것을 밝게
하고 듣는 것을 총명하게 하고 생각은 깊게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書
經』 「周書․洪範」에 관련 기록이 있다.

114) 죽은 자와 친하고 소원한 관계에 따라 입게 되는 다섯 가지 상복(喪服)을
뜻한다.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 순으로
죽은 자와 가까운 관계일 때 입으며 복상(服喪)기간도 늘어난다.

115) 比物醜類, 此句詳文義, 當屬上章, 仍有闕文 『禮記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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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론이다. 이는 형식논리학의 구조와 달리 현실의 구체성을 개괄하

는 방법으로, “추상화 과정을 거쳐 ‘보편자’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類’를

잡는 방식으로” 나타난다.116) 원문 중 (1)과 (2)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比物醜類의 실제적 의미를 정식화하고자 한다.

만약 형식논리학의 관점대로라면 궁(宮), 상(商), 각(角), 치(緻), 우(羽)

라는 오성(五聲)을 추상화하더라도 하더라도 ‘북소리’라는 보편자를 도출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오성을 추상화한 보편자는 마땅히 음계(音階)가 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比物醜類의 고대 논리학은 구체적 항목들의 보

편적 공통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類를 추상화하지 않는다. 대신 구체

적 항목들이 속하는 사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실재적 토대 혹은 원리를

類로 도출해낸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17) 比物醜類의 논리학에서

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오색(五色)이라는 사태가 모두 그 바탕에 물의 투

명함이라는 토대 혹은 원리를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소리는 북을 통해서 울리게 되고, 색은 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며, 몸은 배

움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친족은 스승을 통해서 친근하게 되니, 이 모두에

있어서는 다소 관계가 느슨한 것 같지만 매우 긴밀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라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118)

(1), (2)의 서술은 (3), (4)의 논지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비유에

가깝다. (3)과 (4)를 통해 배움과 스승이 오관(五官)으로 표상되는 신체

작용과119) 오복(五服)으로 표상되는 종법(宗法)질서의 근본적인 토대 혹

116) 이승환 외 지음, 『동양철학의 세계』, 서울: 예문서원, 2005. 중에서 이상
수, 「구체성의 유화에 관하여」, p.125.를 참조함.

117) 만약 형식논리학의 관점대로 오색(五色)을 추상화한다면 색채(色彩) 정도
의 보편자를 얻게 될 것이다.

118) 聲以鼓而震, 色以水而, 身以學而治, 族以師而親, 皆若緩而甚急, 若不相闗,
而不可廢也. 『禮記大全』

119) 오관(五官)에 대해서 「學記」주석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
다. 첫 번째는 오관을 조정의 다섯 관부로 보는 것이다. 공영달이 대표적
으로 이 견해를 취한다. 두 번째는 연구자와 같이 오관을 신체의 다섯가지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정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약 오관을 관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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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리가 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소리가 없이 오음(五音)

이 실재할 수 없는 것처럼, 배움과 스승이 없다면 신체작용은 원활히 조

절될 수 없을 것이며 종법질서 또한 유지될 수 없다. 「學記」는 당대

논리학의 방법론을 빌어 지금까지 배움과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던 논지를 개념적․철학적으로 정초(定礎)하고 있다.

군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大德)은 관직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도

(大道)는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는다. 대신(大信)은 사소한 약속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시(大時)는 가지런한 흐름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국면을 살필 줄 알아야 근본에 뜻을 둘 수 있게 된다. 삼왕은 하천에 제사를

지낼 때, 작은 강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뒤에 바다에 제사를 지냈다. 강물

은 바닷물의 근본이며 바닷물은 다만 강물이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근본에 힘쓴다고 말하는 것이다.

君子曰, 大德不官, 大道不器. 大信不約, 大時不齊. 察於此四者, 可以有志於

本矣. 三王之祭川也, 皆先河而後海, 或源也, 或委也, 此之謂務本.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대덕(大德)․대도(大道)․대신(大信)․대시(大時)

의 네 개념 또한 比物醜類의 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공영달의 풀이가 이 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

한다. 인용문은 大道에 대한 풀이이다.

大道 또한 성인의 도를 뜻한다. ‘器’자는 해당 사물의 쓰임새를 뜻한다. 무릇

기물들은 각각 특정한 쓰임새가 있지만 성인의 도는 매우 커서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니, 한 가지 쓰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물의 근본이 된다. 『論語』에서

는 “군자는 기물로 국한되지 않는다.”120)고 라고 했고 “공자는 널리 배웠지

다면 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학문이 근본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
해석 또한 「學記」 전체의 논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 하지만 연구자
는 Ⅳ에서 개진될 학문과 수신(修身)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두 번째 해석
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채택했다.

120) 子曰, 君子不器. 『論語』「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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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어느 한 분야로 명성을 이룬 것이 없다.”121)라고 했다.122)

大道 또한 형식논리학 상으로는 적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 器를 구체적

인 사물이 갖는 각각의 쓰임[用]이라고 한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

념으로 ‘사물의 용도’ 정도를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영달의 설

명을 참고할 때, 大道는 일정한 쓰임이 되지 않는 속성이 사물 각각이

갖는 쓰임의 근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물들에서 보편

자를 추상해내는 대신 사물들이 실재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比物醜類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달은 나머지 개념

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다.

이 네 개념은 관직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모든 관직의 근본이 되고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는 것이 모든 틀의 근본이 되고 사소한 약속에 구애받지 않

는 것이 모든 약속의 근본이 되고 가지러한 흐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가지러한 흐름의 근본이 됨을 뜻한다. 이 네 가지는 근본이 없을 수 없

으니, 사람 또한 배움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123)

대덕(大德)․대도(大道)․대신(大信)․대시(大時) 네 가지 개념들은 공통

적으로 그 자체로는 일정한 규정을 갖지 않지만 모든 국면과 사태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學記」는 다양한 국면에서 사

태의 변화를 직관하면서 처신하는데 학문을 익히는 궁극적 경지가 있다

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으로

사태를 규정하거나, 전제되어 있는 사회적 표상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제자들이 묘사하는 공자의 인격이 이런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121) 達巷黨人曰, 大哉孔子, 博學而無所成名. 子聞之, 謂門弟子曰, 吾何執? 執御
乎? 執射乎? 吾執御矣.『論語』「子罕」

122) 大道不器者，大道，亦謂聖人之道也. 器，謂物堪用者，夫器各施其用，而聖
人之道弘大，無所不施，故云不器，不器而為諸器之本也. 論語云, 君子不
器，又云孔子博學而無所成名是也. 『禮記正義』

123) 四者, 謂不官為群官之本, 不器為群器之本, 不約為群約之本, 不齊為群齊之本.
言四者莫不有本, 人亦以學為本也. 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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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는 네 가지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으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

으셨고, 틀림없이 그렇다고 단언하지 않으셨고, 고집하지 않으셨으며, 따라

서 아집을 부리는 일이 없으셨다.124)

사태를 단정 짓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 공자의 인격은 유

학의 도덕행위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권(權)과 직결된다. 앞서 인용된

『論語』 논어의 한 대목에서 공자는 학문의 최종적 단계로 權을 언급한

다.125) 본래 ‘저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權은 유학에서 통상적인 상

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발휘해야 하는 유연한 도덕적 처신을 가리키

는 개념이다.

「學記」는 “삼왕이 하천에 제사를 지낼 때, 작은 강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뒤에 바다에 제사를 지냈다.”는 전거(典據)를 활용해 학문의

근본에 힘써야 한다[務本]는 점을 강조하며 끝난다. 이 전거의 논지를 충

실히 이해하기 위해 순자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흙이 쌓여 산이 이룩되면 바람과 비가 일고, 물이 모여 못이 이룩되면 교룡

과 용이 생겨나며, 선함이 쌓여 덕이 이룩되면 자연히 신명함을 얻게 되고

성스러운 마음이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

다.126)

거대해 보이는 자연물은 이를 이루는 근본적인 구성요소가 오랜 시간 축

적되어 형성된 결과물이다. 순자는 이를 인간의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

과 연결 짓는다. 순자를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길거리의 사람 누구나

124) 子絶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論語 子罕
125)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論

語』
126) 積土成山, 風雨興焉, 積水成淵, 蛟龍生焉, 積善成德, 而神明自得, 聖心備焉

故不積蹞步, 無以致千里, 不積小流, 無以成江海. 『荀子』「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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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127)는 교육론을 견지한다. 물론, 이

축적의 전제는 그 노력이 학문의 근본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근본[本]이 아닌 것에 아무리 종사해도 학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

다. 순자는 위의 인용문의 아래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네거리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아

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눈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고, 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이다.128)

근본에 힘쓸 것을 주장하는 순자의 논지는 일관적이지만, 「學記」를

통해 이 근본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務本은 「學記」의 논의를 총결하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고, 「學

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배움의

근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무엇을 배워나가는데 교육의 의의를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大學」에 주목해야 한다.

127) 塗之人可以為禹. 『荀子』「性惡」
128) 行衢道者不至, 事兩君者不容. 目不能兩視而明, 耳不能兩聽而聰. 『荀子』

「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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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敎學相長 교육론의 함의

이 장에서는 먼저, 수신이 「學記」가 학문의 근본으로 상정하고 있는

내용임을 「大學」독해를 토대로 추론한다. 이어 이 修身이 「學記」 교

학상장 교육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함의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敎學相長의 복합적 의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

어 서술한다.

1. 敎學相長 교육론과 修身
1.1「大學」의 修身근본 교육

「學記」는 “근본에 힘써야 한다[務本].”는 당부로 끝났지만 그 근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앞선 논의를 통해 敎學相長은 化民

成俗이라는 유학의 정치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론적 비전임을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學記」가 말하고 있는 “근본[本]”이란 敎學相長 교

육론이 상정하고 있는 배움의 내용 혹은 주체를 의미하는 매우 핵심적인

개념일 것이다. 여기서는 「學記」가 논하는 “근본[本]”의 의미를 구체적

으로 밝히고 그것이 敎學相長 교육론에서 차지하는 함의와 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務本의 논의가 등장한 「學記」의 마지막 장에서 영가대씨(永嘉戴氏)

는 「大學」을 끌어들여 「學記」와의 연관성에 관해 논한다.

「學記」의 논의는 말단을 통해서 근본을 조술하고, 「大學」의 논의는 근

본으로부터 말단에 이르지만, 가르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129)

영가대씨는 「學記」와 「大學」이 상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텍

스트이지만 그 구성방식에서 차별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근본[本]과 말

단[末]에 해당하는 서술을 배치하는 방식이 그 차별성의 핵심이다. 영가

129) 學記之論, 由末以造本, 大學之論, 自本以徂末, 其為教則一也. 『禮記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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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씨의 지적은 타당하다. 「學記」는 大學교육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배

움과 가르침에 관한 논설을 펼쳐나가다가 마지막에야 근본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는데,「大學」은 서두에서부터 근본과 말단[本末]을 구별할 것

을 요청하고 뒤이은 서술을 통해 이 근본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가기 때문이다.

다케우치 요시오 또한 「大學」과 「學記」의 연관성을 논하면서 「學

記」의 논지를 보완할 수 있는 「大學」의 서술에 주목했다. 그는 “「學

記」가 일반적인 교육의 제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大學」은 특별히

大學교육의 목적이 어느 곳에 있는 지를 논하였다”130)고 말했다. 결국

「學記」에서 말한 학문의 근본을 알고자 한다면 「大學」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大學」에서 학문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大學」은 학문의

모든 국면이 결국 수신(修身)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사물이 바르게 인식되면 앎이 이르게 되고, 앎이 이르게 되면 뜻이 성실해지

고, 뜻이 정성스럽게 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몸이 닦

아진다[修身]. 몸이 닦아지면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정되게 된다. 천자로

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修身)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그 말단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며, 후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고 박해야 할 것을 후하게 하여 성공하는 자는

있어본 적이 없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 근본을 안다고 아는 것인데, 근본을

아는 것이야 말로 지식의 궁극이다.131)

이 대목에서는 이른바 「大學」의 8조목132)이 등장하고 있다. 수신(修身)

130) 武內義雄 譯註, 『學記ㆍ大學』, 東京: 岩波書店, 1943, p.13.
131)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脩, 身脩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脩身爲本, 其本
亂而末治者否矣. 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禮記』「大學」

132) 주희(朱熹)가 『大學章句』를 편찬하면서 정식화한 大學의 여덟 가지 국면
으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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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기서 “사물이 바르게 인식되고”, “앎이 이르고”, “뜻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바르게 되는” 국면 다음에 오고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나

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정되는” 국면 이전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

해 수신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수신 앞의 국면은 수신을 향한 내

면적 축적이고 수신 뒤의 국면은 수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실천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133) 한 편 이 구절에 얽힌 대표적인 오해는

이 국면들을 시간적․절차적 위계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134)

하지만 “한결같이[壹是]” 수신을 근본으로 한다는 본문의 언급에 충실히

해석할 때, 이와 같은 해석은 부적합하다. 오히려, 수신은 나머지 모든

국면에 관계되는 근본 원리에 가깝다. 수신을 달성하고 나서 가정과 국

가를 돌볼 수 있다는 위계성을 상정하기 위해 근본[本]이라는 위상을 부

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수신, 즉 몸을 닦는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가. 이어

지는 논의를 통해 「大學」은 몸을 닦는 공부가 지녀할 할 구체적 요건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한 것

은, 내 몸에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의 바름을 얻지 못하며, 내 몸에 두려

워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의 바름을 얻지 못하며, 내 몸에 좋아하는 것에 너

무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의 바름을 얻지 못하며, 내 몸에 근심 걱정하

는 바가 있으면 마음의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

(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가리킨다. 후에 「大學」이 유학의
기본 경전으로 확립되면서 이 8조목 또한 유학의 공부, 수양과정을 설명하
는 핵심적인 개념틀로 자리잡았다.

133) 성태용, 「수신과 양생: 몸 닦음과 마음 닦음의 조화」; 우희종 외 지음,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서울: 운주사, 2009, p.143.

134) 이 구절을 들어 “수신이 다 되어있지 않은 자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거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는 논지를 이
끌어 내는 것이 8조목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왕
부(王夫之)지는 8조목의 국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8조목
의 관계가 시간적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중요도에 따라 완급을 조절
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先後者, 緩急之謂也.『讀四書大全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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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아니 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일컬어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한 것이다.135)

「大學」은 몸을 닦는 공부의 관건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正心]”데 있

다고 말한다. 이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분리하는 근대적 사고

방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136) 하지만 고대 중국의 사유

세계에서 정신과 신체를 분리를 전제하지 않는 종합적 인격으로써 “몸

[身]” 또는 “자기[己]”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례에 해당

한다.137) 심신의 분리를 상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 제시된 상황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겠지만, 「大學」의 담론 속에서 정서는 정

신과 신체의 유기적 총체인 “몸[身]”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몸이 겪는 “분노[忿懥]”, “두려움[恐懼]”, “좋아하는 것에 집착함[好樂]”,

“근심․걱정[憂患]”등의 정서적 문제는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正心]”을

방해한다. 「大學」에서 말하는 바르지 못한 마음은 인식작용을 방해하

는 정서적 편향과 가깝다. 이어지는 「大學」의 논의는 제어되지 않은

정서적 편향이 사회적 실천 국면에서 미치는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라고 한 까닭은, 사람이

친애하는 것에 편벽되거나, 천하다고 낮잡아 보는 것에 편벽되거나, 외경하

는 것에 편벽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에 편벽되거나, 오만하고 나태한 것에

135) 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 則不得其正, 有所恐懼, 則不得其正, 有所
好樂, 則不得其正, 有所憂患, 則不得其正. 心不在焉, 視而不見, 聽而不聞, 食
而不知其味. 此謂修身在正其心. 「大學」

136) 정이천(程伊川)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身자를 心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程子曰, 身有之身, 當作心) 정서적 현상을 주재하는 것은 心에
해당한다는[心統性情] 성리학적 입론이 반영된 견해일 것이다. 하지만
「大學」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정서적 현상의 주체가 유기체적 몸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이천의 주장처럼 이 구절을 고칠 이유가
없다고 본다.

137) 고대 중국의 용례사전인 『爾雅』에서도 身을 ‘나[我]’라는 뜻이라고 풀이
한다. (身, 我也 『爾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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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벽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의

추한 면을 알고 어떤 사물을 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의 아름다운 면을 아는

자가 세상에 거의 없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자기 자

식의 못된 점은 알지 못하고, 자기 집의 묘목이 크게 될 재목이라는 것을 알

지 못한다.” 이것을 일컬어 몸이 닦이지 않으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이다.138)

제시된 폐단은 인간인 이상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정서적 문제이다. “친

애하는 것[親愛]”, “불쌍히 여기는 것[愛矜]”과 같은 정서는 적절히 발현

된다는 전제하에서,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유학의 핵심 덕목이다. 하지만

그 발현양상이 대개 편벽된[辟]다는 점이 문제다. 한 가지 정서에 편향되

어 있는 마음은 사물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사

물의 추한 면을 안다.”거나 “추한 사물의 아름다운 면을 안다.”는 언급이

이를 가리킨다. 결국 편향된 마음은 주어진 사회적 표상에 따라, 혹은

자신의 관념으로만 사물의 가치를 재단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大學」은 사물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인식이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권위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권위의 문제를 사물을 대하는 편향된 인식에서 도출한 「大

學」의 결론은 「學記」 마지막 장의 결론과 상통한다.

대덕(大德)은 관직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도(大道)는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

는다. 대신(大信)은 사소한 약속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시(大時)는 가지런한

흐름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국면을 살필 줄 알아야 근본에

뜻을 둘 수 있게 된다.139)

138) 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 人之其所親愛而辟焉, 之其所賤惡而辟焉, 之其所畏敬
而辟焉, 之其所愛矜而辟焉, 之其所敖情而辟焉. 故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故諺有之曰, 人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 此謂身不修不可以齊
其家. 「大學」

139) 大德不官, 大道不器. 大信不約, 大時不齊. 察於此四者, 可以有志於本矣.
「學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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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네 가지 덕목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표상과 기존의 관념에 구애받

지 않는 유연한 처신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에서 수신을 근본

으로 한다는 공통적 문제의식 하에, 「學記」와 「大學」은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사물에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

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修身에 대한 체화적 접근

앞선 논의를 통해 「大學」과 「學記」가 수신을 학문의 근본으로 설

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수신 근본의 교육은 최종적으로

“몸”이라는 유기체가 빠지기 쉬운 편향성의 오류를 극복해 공동체를 조

화롭게 이끌 수 있는 인격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또한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어떤 방식이

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해, 최근 뇌과학․교육학의 연구성과

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체화적 접근(Embodiment

Approach)”을 고전의 논의와 결부시키고자 한다. 「大學」과 「學記」에

서 강조하고 있는 수신 근본 교육의 문제의식은 체화적 접근이 주목받게

된 맥락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본래 “체화(Embodiment)”라는 개념은 인지과학140)의 연구 성과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초기 연구 과정에서,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의 정보처리 과정과 같이 수학적․계산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델은 인간 심리현상의 본질을 적절하게 설

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21세기 초 철학자들

140) 철학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된 “마음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경험 과
학적 연구의 주제로 확립시키고 이를 새로운 개념적 틀로 접근하고자 한
1950년대의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의 결과 촉발된 학문이다. 철
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아이디어가 역동적으로 교
류되면서 인지과학(Coginitive Science)이라는 다학문적, 학제적 학문체계
가 탄생했다. 요약하자면, 인지과학은 “마음의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정모,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
합」,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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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에 참가해 마음의 작용에서 몸과 환경맥락의 역

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이 확립되었다. 뇌, 신체 그리

고 환경을 유기체적 일체로 보고 마음을 개념화해야 한다는 이 패러다임

은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에 관한 후속 연구를 촉발시

켰다. 이정모는 이 흐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축출하였고,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인지과학에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역할을 무시하였고, 인지신경심리

학이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넣어주었지만 환경(맥락)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면, 이제 제3의 대안적 관점인 ‘체화된 인지’ 접근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

다.141)

“체화된 인지” 접근은 특히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

해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을 도덕 가치를 내면화한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려하는 도덕․윤리과교육 연구에서도 “체화된

인지” 접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덕․윤리과교육의 화두로

떠오른 인성교육은 “몸과 분리된 마음의 차원”의 지식을 넘어 “심신의

통합적 차원과 인간다운 삶의 기술”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광범위

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142)

“체화된 인지” 접근을 인간의 윤리적 삶에 관한 논의에 집중시킨 대표

적인 시도로 바렐라(Francisco Varela)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는 윤리적 행위가 기존의 관념처럼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추론과 숙고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

장한다. 그는 이 주장을 정식화한 “윤리적 노하우(Know-how)”143)의 실

141) 이정모, 「마음의 체화적 접근: 심리학 패러다임의 제 6의 변혁」, 『한국
실험심리학회 2008년 겨울 제43차 학술대회 논문집』, 2008, pp.143~152.

142) 정창우,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 방안」,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16, p.219.

143) Know-What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바렐라는 이 개념을 듀이(J. Dewey)와
라일(G. Ryle)의 논의를 활용해 비교한다. Know-How는 단순히 ‘무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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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유학의 수신(修身), 더 구체적으로는 맹자의 수양론에서 발견한다.

맹자가 볼 때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란 오랜 수신(修身)을 통해 형성된

품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인

(仁)과 의(義)를 행동으로 옮겼다기보다는 줄곧 인과 의를 통해서(through)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윤리를 연기(演技)하는 것이 아니

고, 모든 전문가가 그의 노하우를 체화하는 것처럼 인(仁)과 의(義)를 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자는 윤리적이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의 행위는

그의 품성이 구체적인 상황에 반응하여 일으키는 성향(inclination)에 따라

이루어진다.144)

맹자는 윤리적 원칙을 인간의 삶 바깥에 있는 지식(Know-What)으로

보지 않는다. 윤리적 성향의 원초적 단서인 사단(四端)을 확충(擴充)해야

한다고 주장한 맹자는 실천할 수 있는 내면화된 앎(Know-How)을 익히

는 것이 윤리적 삶의 문제상황임을 파악했다. 바렐라는 묵자의 윤리학을

맹자와 대비해 서양의 윤리적 사고와 유사한 추론, 법칙에 근거한 윤리

학이라고 지적한다.145)

하지만 바렐라는 윤리적 행위가 무의식적 자발성과 이성적 계산의 중

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적 계산의 극단에는 사변적 추론과 행

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이 있다면, 무의식적 자발성의 극단에는 자신

의 행위가 갖는 최소한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습관적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도를 가능케 하는 역량으로 바렐라가 “지적주의력

(Intelligence awareness)”146)을 거론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앎’에 가깝다. ‘자전거에 관해 아는
것’과 ‘자전거를 실제로 탈 줄 아는 것’의 차이가 Know-what과
Know-How를 구분하는 유용한 예시이다. Varela, F., 『윤리적 노하우』,
서울: 갈무리, 2009, p.44.

144) Varela, F, 유권종․박충식 옮김, 『윤리적 노하우』, 서울: 갈무리, 2009,
p.59.

145) 위의 책, p.56. 하지만 묵자 윤리학에 대한 바렐라의 주장은 재검토할 여지
가 있다.

146) 바렐라는 맹자의 윤리학이 “지적 주의력[知]”, “주의[思]”, “확장[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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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주의력은 앞서 「大學」을 논하는 대목에서 등장했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正心]”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大學」에서 거론된 정서적 편향의 문제는 “마음이 대상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心不在焉]”를 초래한다. 이를 바렐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적주의력”이 박탈 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사상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자147)는 이 부정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한다. 스승과 예(禮)에 의한 교화(敎化)가 그 개입법의 핵심

이다. 이는 또한 윤리적 수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용렬하고 아둔하면 곧 스승과 벗으로 그런 성질을 없애 준다. 게으르면서도

경박하면 곧 재앙으로 경고해 분명히 알게 해준다. 어리석다 할 정도로 정성

스럽고 우직하면 곧 예와 음악으로 알맞게 해주고, 사색으로 융통성 있게 해

준다. 모든 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예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

른 길은 없고, 스승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좋아하는 것을 한

결같이 하는 것보다 더 신통한 것은 없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을 기를 다

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라 한다.148)

구체적인 교육적 개입의 양태는 학생의 병폐에 따라 달라지지만, 좋은

스승을 얻고 예를 따른다는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좋아하는 것을

한결같이 해야 한다[一好]”는 말에는 배움의 효과 또한 지적주의력을 유

지해야 드러날 수 있다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 『荀子』는 수차례 이

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확장은 체화적 인지가 상정하는 학습
원리로써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유사하게 적용되는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실천적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주의는 마음의 독특한
능력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지적
주의력은 앞선 두 능력의 매개 작용을 수행한다. 지적 주의력을 발휘해야
만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위의 책 pp.52~61.

147) Ⅱ의 ‘2.2 「大學」과 學記’에서 관련 내용을 상술했다.
148) 庸衆駑散, 則劫之以師, 怠慢僄棄, 則炤之以禍災, 愚款端愨, 則合之以禮樂, 通

之以思索. 凡治氣養心之術, 莫徑由禮, 莫要得師, 莫神一好. 夫是之謂治氣養
心之術也. 『荀子』「修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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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음”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스승과 예를 윤리적 수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론한 이유는 修身 근본 교육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예와 스승은 정신과 신체의 영역을 통합한 ‘몸’을 바로잡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는 몸을 바르게 간직하는 근거가 되고, 스승은 예를 바르게 지키는 근거가

된다. 예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몸을 바르게 간직하겠는가? 스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가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예에 따라 그대

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예를 따르면 편안히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예를 따라 편안하고 지려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다.149)

인용문에는 스승과 예가 갖는 관계, 그리고 이 둘이 修身 근본의 교육과

맺는 연관성이 서술되어 있다. 예는 윤리적 삶을 체화하는 배움의 과정

에서 표준적인 근거의 역할을 한다. 윤리적 삶은 공동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므로 이 표준적 근거의 존재는 필수

적이다.150) 스승은 이 표준적 근거를 예증(例證)하는 존재이다. 예(禮)를

체화한 스승의 정서적 안정감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드러난

다. 학생들은 스승과 함께 공부하며 예를 체화하는 공부의 공효(功效)를

실감할 수 있다.

순자가 상정하는 윤리적 체화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군자(君子) 즉, 예

를 학습한 지성인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현자인 성인(聖

人)이 되는 것이다. 유학 전통에서 성인은 윤리적 삶의 원칙을 내면화해

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 이 도덕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정

149) 禮者, 所以正身也, 師者, 所以正禮也. 無禮何以正身, 無師吾安知禮之為是也,
禮然而然, 則是情安禮也, 師云而云, 則是知若師也. 情安禮, 知若師, 則是聖
人也. 荀子 修身

150) 바렐라 또한 윤리적 삶의 공동체적 성격을 지적한다. “윤리적 숙련자는 공
동체의 전면적 참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매우 섬세하
게 짜인 전통에 소속되어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숙련자인 것이다.” 위의 책,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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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존재이다.151) 「大學」에도 이와 같은 목표가 구

체적인 맥락으로 서술되어 있다. 修身 근본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평

천하(平天下), 즉 평화로운 정치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을 확보하는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學記」와 「大學」이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던 修身의 주제를

도출해내고 이를 윤리적 행위에 대한 체화적 접근과 연관지어 논했던 이

번 장의 논의를 통해 敎學相長 교육론에서 修身이 갖는 위상을 추론할

수 있다. 교육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상호작용은 수신을 매개로 이루어진

다. 배움은 단지 인격 외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앎을 몸에 체화하는 과정이다. 가르침은 이 실천적

앎을 표현하는 단계이자 배우는 자로 하여금 기꺼이 모방할 수 있는 삶

의 표준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2. 敎學相長의 복합적 의의
2.1 敎學의 상보성(相補性)

「學記」는 총론에서 敎學相長의 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의 다

양한 국면들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 「學記」의 전체 주제를 敎學相長

교육론이라고 명명(命名)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敎學相長의 의미

는 총론에서 제기한 맥락만으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다. 이러

한 敎學相長의 복합적 의의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學記」의 敎學相長

교육론의 전체상을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學記」에 서

술된 敎學相長 교육론의 의의를 세 차원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敎學相長은 학문의 과정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학문의 과정에서 오로지 배우기만 하고, 오로지

151) 바렐라는 전통적 공동체에서 윤리적 숙련의 정도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한
층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현자(the “wise ones”)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대
에는 현자에 해당하는 윤리적 숙련의 모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바렐라는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聖人)이 갖는 정
치적 리더십을 논하지는 않는다. 위의 책,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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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만 하는 자는 없다. 배움과 가르침은 학문의 양면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學記」의 총론에 제시된 서술에는 이러한 맥락이

잘 드러나 있다.

배우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가르쳐 본 다음에야 가르

치는 일의 곤란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다음에야 스스로

를 반성할 수 있고 교육의 곤란함을 알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북돋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다.152)

「學記」는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

고 난 뒤에 느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족함, 가르치고 난 뒤에 느낄 수

밖에 없는 교육의 곤란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부족함과 곤란함은 교

육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배우면서 느낀 부족함은 자신의 현재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반성적 역량은 가르침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든다. 가르치면서 느낀 교육의 곤란함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한 철저

한 배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배움과 가르침은 교육의 여

정에서 서로 맞물려있다.

따라서 학문의 길을 걷는 모든 인간은 배움과 가르침의 역량을 동시적

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멈

추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확인하려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묵묵히 외는 것과, 배움

에 임하여 싫증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지

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가?”153)

152) 學然後知不足, 敎然後知困. 知不足, 然後能自反也. 知困, 然後能自强也. 故曰
敎學相長也. 「學記」

153) 子曰, 默而識之, 學而不厭, 誨人不倦, 何有於我哉. 『論語』「述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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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일생에 걸쳐 강조했던 호학(好學), 즉 학문을 좋아하는 태도는 배

우고 가르치는 국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배움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자신도 완전히 능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공자의 자기

반성은 후학(後學)들을 분발시키는 경구(警句)가 되었다.

배움과 가르침이 서로를 북돋는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보다 근

원적인 이유는 「學記」와 「大學」이 공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학문의

근본인 修身의 의의 때문일 것이다. 학문은 단지 개념적 지식을 늘려 나

가는 것이 아니라154) 윤리적 삶을 결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몸에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배움의 효과는 학문하는 자의 몸에 드러

나고 가르침은 학문의 효과를 그의 삶으로 예증하는 일일 것이다. 순자

가 이 구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

다. 소곤소곤 말하고 점잖이 움직여 모두가 법도가 될 만하다. 소인의 학문

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네 치밖에 안 되니, 어찌 일

곱 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155)

학문이 그에게 체화되었는지에 따라 군자와 소인의 학문이 대별된다. 군

자의 학문은 인식에서 정서로, 나아가 신체로 체화되어 종국엔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나지만 소인의 학문은 체화되지 않은 피상적 지식에 그칠 뿐

이다. 때문에 군자의 배움은 곧 모두가 따를 만한 법도가 된다.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지 않아도, 그의 삶 전체가 다른 이들에게 배움

의 계기가 된다. 「大學」은 배움을 통해 자신에게 체화되지 않은 앎으

로 다른 사람을 계도(啓導)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154) 이와 같은 맥락에서 「學記」는 “경전의 글자만을 읊조리는[呻其佔畢]” 학
문과 “단지 경전을 암송하고 기억하는[記問]” 학문을 교육적으로 무용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Ⅲ장의 논의에서 상술했다.

155) 君子之學也，入乎耳，著乎心，布乎四體，形乎動靜. 端而言，蝡而動，一可
以為法則. 小人之學也，入乎耳，出乎口, 口耳之間，則四寸耳，曷足以美七
尺之軀哉. 『荀子』「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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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가 먼저 선한 덕을 축적한 연후에야 남에게도 선한 덕

을 갖추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악한 마음이 없는 다음에야 남을

비방할 수 있으니, 자기 자신 속에 간직한 바를 가지고 미루어서 생각해 보

지 않고서 능히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156)

2.2 敎學의 평등성(平等性)

배움과 가르침이 서로를 북돋는 관계라면 이 둘 사이에는 위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敎學相長 교육론은 배움과 가르침, 나아가 배우는 자

와 가르치는 자의 원초적 평등성을 전제한다.157) 「學記」에서 이 평등

성은 배우는 자가 스스로 앎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교수자

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군자의 가르침이란, 학생이 가야할 큰 길은 보여주지만 억지로 이끌지 않는

다. 학생을 굳세게 만들지만 억압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의 단서를 열어주지

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억지로 이끌지 않으니 학생들은 화목하게 되고,

억압하지 않으니 학생들은 쉽게 학업을 풀어나가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

니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158)

학생을 가르치는 자보다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고 이들을 계몽

(啓蒙)의 대상으로 삼는 한, 학생의 자발적인 깨우침을 존중하는 위와 같

은 교수법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學記」는 학생의 기질이나 발달

156) 是故君子有諸己而后求諸人, 無諸己而后非諸人. 所藏乎身不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 故治國在齊其家.「大學」

157) ‘원초적’이란 수식어는 이 절의 제목에 쓰인 ‘평등성’이라는 개념이 서로간
의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는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敎學의 평등성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둘의 지적 위계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가깝다.

158) 故君子之敎喩也, 道而弗牽, 强而弗抑, 開而弗達. 道而弗牽則和, 强而弗抑則
易, 開而弗達則思. 和易以思 「學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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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무시한 일방적인 설명 위주의 수업이나 강압적인 교육 과정이야

말로 학생을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수자의 의도대로 성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思]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敎學의 평등성이라는 논점은 尊師, 즉 스승을 존엄하게 여긴다

는 「學記」의 중요한 논점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존엄하게

받들어야 할 스승과 평등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관점으로만 본

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견해이기 때문이다.

무릇 학문을 닦는 길에 있어서는 스승을 존엄하게 받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스승을 존엄하게 받들 수 있어야 세상의 도리가 존엄하게 되고 세상

의 도리가 존엄하게 되어야 백성들이 학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159)

尊師의 문제가 제기된 「學記」의 본문에서 그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스승은 그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다. 앞서 논했듯

이, 참된 스승의 앎은 수신을 통해 체화된 윤리적 삶을 통해 드러나므로

스승을 존엄하게 여기는 일은 그가 표현하고 있는 윤리적 삶의 원칙을

존엄하게 여기는 일과 같다. 배우는 자는 스승을 존엄하게 여기면서 자

신 또한 이 修身의 과정에 동참해 윤리적 숙련자가 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학문의 근본인 修身의

길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동반자(同伴者) 관계를 맺는다. 스

승은 배움을 완성한 자가 아니라 학문의 길에서 먼저 앞서나간 자[先

生160)]이다. 학생 또한 스승보다 모자란 자가 아니라 결국엔 홀로 서 남

들의 스승이 될 예비적 존재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敎學相長 교육론에서 스승은 직업적으로 규정된 교

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를 스승

159) 凡學之道, 嚴師爲難. 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 「學記」
160) 『論語』, 『孟子』, 『莊子』, 『禮記』에 모두 보이는 표현이다. 『禮記』

에 나온 先生에 대해 공영달은 “선생은 스승이라는 뜻이다[先生, 師也.].”라
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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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스승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

자는 길을 함께 걷는 자 안에서도 스승이 있다고 말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

승이 있다.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그것을 따르고, 나

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골라 그것을 바로잡는다.”161)

공자가 이 대목에서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만이

아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교훈으로 삼아 나의 잘못

을 고칠 수 있다면 그 또한 스승이다. 「學記」의 여러 대목에서 강조하

고 있는 학우를 통한 배움 또한 나보다 나은 이를 통해서도, 나보다 못

한 이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162)

배움의 道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敎學의 평등성은 모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잠재성이 평등하다는 믿음으로 뒷받침된다.

비록 도달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유학적 배움의 경지, 즉 윤리적 숙련자

가 될 수 있다. 순자는 이 믿음을 구체화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쉬지 않고 반걸음씩 걸으면 절름발이 자라라 하더라도 천리를 갈 수 있다.

흙을 쌓는 일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높은 언덕이나 산을 만들 수 있다. 수원

을 막고 물길을 달리 낸다면 장강이나 황하도 말라붙게 된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여섯 마리의 준마가 수레

를 끈다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163)

161)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不善者而改之 『論語』「述
而」

162) 大學의 교육과정 중, “3년째에는 학업을 공경히 하여 동료학생들과 잘 어
울려 지내는지 살핀다.”는 대목과 교육이 성공하는 네 가지 이유 중, “학생
들이 서로를 관찰하여 서로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것을 마(摩)
라고 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163) 故蹞步而不休, 跛鱉千里, 累土而不輟, 丘山崇成. 厭其源, 開其瀆, 江河可竭.
一進一退, 一左一右, 六驥不致. 『荀子』「修身」



- 89 -

순자가 “절름발이 자라”, “흙을 쌓는 일” 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재

주와 성질이 모자란 사람들의 노력이다. 순자는 이어지는 서술에서 목적

지에 도착하는 데에는 올바른 실천력과 지속력이 문제될 뿐이라며 사람

또한 재능의 차이와 관계없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다.

「學記」는 군자가 배움의 뜻을 두고자 할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 비

유를 제시하는데, 이 대목에 학생의 지적 잠재성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담았다.164) 누구나 매우 간단한 원리나 사태에서부터 출발해 배움의 길

에 접어들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복합적이고 난해한 경우에도 지

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學記」는

교육의 실패 원인을 학생의 결점에서가 아니라 교수법의 오류에서 찾는

다.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고원(高遠)한 수준을 설정해 두고 배우는

자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은 「學記」 敎學相長 교육론의 입

장과 거리가 멀다.

2.3 敎學의 일상성(日常性)

敎學相長 교육론에서 학문의 완성은 누구도 자임(自任)하지 않는 궁극

적인 목표이다. 배우는 자는 물론이고, 스승 또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

해야 스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군주 또한 “대중들을 변화시키고 아

름다운 풍속을 완성하려 한다면[化民成俗]” 배움을 통해야 하므로, 학문

은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한 이에게도 과제로 남는다. 「大學」에서는 이

를 더욱 구체화시켜 “천자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

로써 근본을 삼는다.”165)고 정식화한다. 이처럼 敎學相長 교육론은 학교

164) Ⅲ장의 3.2에서 “(1)좋은 대장장이의 아들들은 반드시 대장간일보다 먼저 갓
옷 만드는 법을 배운다. (2)좋은 활 장인의 아들들은 반드시 활 만드는 일보
다 먼저 키 만드는 법을 익힌다. (3)처음 마차를 끄는 말은 다른 말들처럼 수
레 앞에 매지 않고 수레 뒤에 매에서 선배 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배우
도록 한다.”라고 말한 대목이다.

165)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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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배움을 국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배움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일상성(日常性)을 함축한다.

「學記」는 교육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졸업과 동시에 학문을 그

만두는 세태를 거론한다.

배우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학교 과정은 마칠지라도 졸업하자마자 학문에서 마음이 떠나

버린다.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

다!166)

교육은 일상성을 잃으면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敎學相長 교육론이

修身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 이유를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체화시키고자 하

는 修身에서 교육의 단절은 곧바로 퇴보, 즉 기존의 악습(惡習)으로 돌아

가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이 일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는 자가 교육의

공효(功效)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修身의 공부를 몸의 공부라고 규정

했듯이, 배움의 효과 또한 몸에 드러난다.「大學」은 “부유함은 집을 윤

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마음이 넓어져 몸이 편안

해진다.167)”고 하며 배움만이 줄 수 있는 공효를 제시한다. 배움을 체화

한 인간은 정서적 편향을 극복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에 교육이 중단되는 데에는 스승과

학생 모두 책임이 있다. 스승이 修身의 숙련자로서 학생에게 모범을 보

였다면, 「學記」가 “노래를 아름답게 잘 부르는 사람은 남이 그 노래를

이어받아 부르게 한다. 마찬가지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남이 그 뜻을 이

어받게 한다.”고 지적했듯이 학생은 자연스럽게 스승의 삶을 온전히 배

166) 苦其難而不知其益也. 雖終其業, 其去之必速. 敎之不刑, 其此之由乎.「學記」
167) 富潤屋, 德潤身, 心光體胖. 「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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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자 했을 것이다. 학생 또한 겉으로 보이는 박식(博識)함에만 집중하

거나, 쉽게 좌절하는 등의 폐단을 드러낸다면 배움의 공효(功效)를 깨닫

지 못하고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168)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졸업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현상은

학교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치다 타츠루는 이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단을 제시한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학력 저하와

학습 의지 고갈 현상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

하려고 하는 세대적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의 ‘권리’를 ‘의무’로 바꿔서 읽는 도착 행위가 일어난 이유는 경제적 합

리성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성숙의 최초 단계

에서 자신을 ‘소비주체’로 내세우게 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단순

히 생활이 풍족해졌다거나 물질적 욕망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

씬 이전의 문제로, 아이들이 ‘시간’과 ‘변화’에 대해 스스로를 가두듯이 어릴

적에 자기형성을 이미 완료해버렸기 때문이다.169)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은 시간의 흐름을 배제한 교환 모델에서 작동한

다. 때문에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상품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처럼, 아이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을

무가치한 것으로 결론짓고 외면한다. 하지만 이 결론은 교육에 대한 그

릇된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교육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성숙을 전제하지 않고 효용을 말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이

다.

배움이란, 배우기 전에는 몰랐던 잣대로,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나

168) Ⅲ의 3.1에서 논한 배우는 자의 네 가지 과실[四失]을 말한 것이다. “어떤
학생은 깊이 없이 많이 아는 것에만 치중한다. 어떤 학생은 한정된 영역의
지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어떤 학생은 쉽게만 생각하다가 중요한 함의를
놓친다. 어떤 학생은 생각하다가 그만두어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다.”

169) 內田樹, 김경옥 역, 『하류지향』, 서울: 민들레, 2013, p.56.



- 92 -

의의를 측정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배우기 시작했을 때와 배우고 있

는 도중, 그리고 다 배우고 난 뒤의 배움의 주체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존

재한다. 이것이 배움이라는 과정에 몸을 던진 주체의 운명이다.170)

교육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효용성을 가늠할 수 없는 활동이다. 교육의

대상은 판단의 주체인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배우기 전의 ‘나’는 배우고

난 후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명확하다.「學

記」가 敎學相長을 논했던 총론에서 배움의 효과를 앞세우기보다 배우고

난 뒤에 절감하게 되는 나의 부족함과 교육의 곤란함을 언급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170) 위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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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연구자는 한대 유학의 교육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學記」를 중심텍스

트로 삼아 敎學相長 교육론의 전체상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논

의를 바탕으로 敎學相長 교육론의 복합적 함의를 추론했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가 필요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學記」의 성립배경은 시대적·사상적으로 구별해 논할 수 있다. 「學

記」가 속한 『禮記』의 성립 시기는 한 제국 초기에 걸쳐 있으므로 한

대유학과 「學記」는 시대적 연관성을 갖는다. 한대유학은 국가의 통치

이론으로 심화된 유학이므로 「學記」의 敎學相長 교육론에도 이러한 특

성이 반영되었다. 당대 유학자들은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에 주목했고 종합적인 교육론을 세우기 위해 「學記」와 「大

學」을 비롯한 저술 활동에 힘을 쏟았다. 「學記」는 순자학파의 사상적

영향력하에 있는 텍스트이다. 순자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유학자들은 제

국의 학술적 중책을 맡았고 한 제국 유학의 사상적 기초를 형성했기 때

문이다. 예(禮)라는 표준적 행동양식에 따른 단계적 교육을 강조하는

「學記」의 서술 등에서 순자학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大學」은 「學記」와 마찬가지로 순자학파의 사상적 영향력 아래 저술

되어 「學記」와 내용상의 표리(表裏) 관계를 갖는 문헌이다. 「學記」

가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교육론을 설계했다면

「大學」은 교육의 목적과 정신에 대해 철학적·개념적 논의를 개진했다.

「學記」는 화민성속과 교학상장이라는 큰 주제를 총론에 제시하고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백성

을 교화하고 풍속을 완성한다.”로 해석한 化民成俗은 「學記」 교육론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덕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의 확충이

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성장시

킨다.”로 해석한 敎學相長은 화민성속의 교육을 이룩하기 위한 교육론적

대원칙이다. 가르침과 배움을 같은 지평에서 논하고 있는 敎學相長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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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본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學記」의 본문은 大學 교육의 실제를 논하는 전반부와 교육 일반,

그 중에서도 스승의 역할과 위상을 논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大學

의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년별로 다른 목

표를 설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단계적 성숙

을 도모한다. 그리고 지성과 덕성의 측면을 혼합한 평가 요소를 통해 지

적성장과 도덕적 성장을 모두 중시한다. 大學 교육에 적용된 의례 또한

敎學相長 교육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교육의 일

환이다. 大學은 교육의 일상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과정과 방

과 후에 해야 할 교육적 과업을 구분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배운 것

을 안정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

다.

스승의 역할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다. 따라서 「學記」는 스승의 이상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그 위상을 논

한다. 탁월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양측면의

이유를 모두 파악해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승은 학생과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배움과 가르침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敎學相長 교육론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교

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스승이 학생의

자발적인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야말로 교육적 상호작

용의 핵심이다.

스승의 위상은 가르치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도덕적 감화력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學記」는 스승을 존엄하게 여기

는 일이 교육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스승은 단

지 학식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모방하고 따를 만한 삶의 표준

을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승을 통하지 않고 배움을 완성해갈

수 있는 자는 없다. 스승은 학문의 근본을 담보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

지만 「學記」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는다. 근본에 관

한 논의는 「大學」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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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과 「學記」가 공통적으로 학문의 근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은 修身, 즉 몸을 닦는 것이다. 수신의 과제는 스승과 학생, 보통사람과

정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이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체화적 접

근’을 시도한 연구 성과는 수신의 구체적 의미를 도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와 고경(古經)은 정신과 육체를 통합한

“몸”에 배움을 체화시켜 정서적 편향을 극복하고, 애쓰지 않아도 윤리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품성을 기르는 것을 수신의 요체로 파악한다. 배

움과 가르침의 상호성이라는 敎學相長 교육론의 대의는 수신을 매개로

작동한다. 배움은 실천적 앎을 몸에 체화하는 과정이므로, 가르침은 배우

는 자가 기꺼운 마음으로 모방할 수 있는 윤리적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敎學相長의 의미는 「學記」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배움과 가르침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

다. 가르침은 더 철저한 배움의 욕망을 자극하고 배움에서 얻은 문제의

식은 가르침의 내용을 심화시킨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상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배움과 가르침에는 위계가 없

다. 능력의 고하에 관계없이 스승을 얻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면 윤리적 숙련자가 될 수 있다. 스승 또한 제자와 수신의 과

제를 함께하는 존재로서 학문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이다.

셋째, 학문의 근본인 수신의 과제가 누구에게나 영원한 과제이므로 배움

의 길은 끝나지 않으며 학교교육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서 몸에 체화된다. 배우는 자는 삶의 변화를 통해

서 드러나는 교육의 효과를 체험하여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

고전을 읽는 목적 중 하나가 오늘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로부터

찾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할 때, 敎學相長 교육론의 함의 또한 현재의

교육적 문제에 유의미한 응답을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늘의 학교현장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상호작용이

라는 敎學相長 교육론의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

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적 관계설정, 학생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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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는 차별적 인식, 경제적 합리성으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자 하는 현실 등을 그 요인으로 지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후

속연구를 위해서는 학제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간학문적 관점의 연구

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學記」 그리고 주요 참고

문헌이었던 「大學」에 관한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논문의 주된 관심사

가 아니었기에 소략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존의 성리학적 「大

學」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실마리가 「學記」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學記」와 「大學」이 학문의 근본으로 진술하

고 있는 修身을 불교와 도가 등 다양한 사유 전승의 수양론과 비교하는

작업도 유의미한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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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記」

-『十三經注疏』 本-

發慮憲, 求善良, 足以謏聞, 不足以動衆. 就賢體遠, 足以動衆, 未足以化民.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玉不琢, 不成器. 人不學, 不知道. 是故古之王者建國君民, 敎學爲先. 兌命

曰, “念終始典于學.” 其此之謂乎! 雖有嘉肴, 弗食不知其旨也. 雖有至道, 弗

學不知其善也. 是故學然後知不足, 敎然後知困. 知不足, 然後能自反也. 知

困, 然後能自强也. 故曰敎學相長也. 兌命曰, “學學半.” 其此之謂乎. 古之敎

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 比年入學, 中年考校, 一年視離經辨志,

三年視敬業樂羣, 五年視博習親師, 七年視論學取友, 謂之小成. 九年知類通

達, 强立而不反, 謂之大成. 夫然後足以化民易俗, 近者說服而遠者懷之. 此

大學之道也. 記曰, “蛾子時術之.” 其此之謂乎.

大學始敎, 皮弁祭菜, 示敬道也. 宵雅肄三, 官其始也, 入學鼓篋, 孫其業也.

夏楚二物, 收其威也. 未卜禘不視學, 游其志也. 時觀而弗語, 存其心也. 幼者

聽而弗問, 學不躐等也. 此七者, 敎之大倫也. 記曰, “凡學官先事, 士先志.”

其此之謂乎. 大學之敎也, 時敎必有正業, 退息必有居學. 不學操縵, 不能安

弦. 不學博依, 不能安詩. 不學雜服, 不能安禮. 不興其藝, 不能樂學. 故君子

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 夫然故安其學而親其師, 樂其友而信其

道, 是以雖離師輔而不反也. 兌命曰, “敬孫務時敏, 厥修乃來.” 其此之謂乎.

今之敎者, 呻其佔畢, 多其訊言, 及于數進, 而不顧其安, 使人不由其誠, 敎人

不盡其材, 其施之也悖, 其求之也佛. 夫然, 故隱其學而疾其師, 苦其難而不

知其益也. 雖終其業, 其去之必速. 敎之不刑, 其此之由乎! 大學之法, 禁於

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不陵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謂摩. 此四者,

敎之所由興也.

發然後禁, 則扞格而不勝. 時過然後學, 則勤苦而難成. 雜施而不孫, 則壞亂

而不修. 獨學而無友, 則孤陋而寡聞. 燕朋逆其師. 燕辟廢其學. 此六者, 敎之

所由廢也.

君子旣知敎之所由興, 又知敎之所由廢, 然後可以爲人師也. 故君子之敎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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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而弗牽, 强而弗抑, 開而弗達. 道而弗牽則和, 强而弗抑則易, 開而弗達則

思. 和易以思, 可謂善喩矣. 學者有四失, 敎者必知之, 人之學也, 或失則多.

或失則寡, 或失則易, 或失則止, 此四者, 心之莫同也. 知其心, 然後能救其失

也. 敎也者, 長善而救其失者也. 善歌者使人繼其聲, 善敎者使人繼其志. 其

言也, 約而達, 微而臧, 罕訾而喩, 可謂繼志矣.

君子知至學之難易而知其美惡, 然後能博喩, 能博喩然後能爲師, 能爲師然後

能爲長, 能爲長然後能爲君. 故師也者所以學爲君也. 是故擇師不可不愼也.

記曰, “三王四代唯其師.” 此之謂乎.

凡學之道, 嚴師爲難. 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 是故君之所不臣於

其臣者二. 當其爲尸, 則弗臣也. 當其爲師, 則弗臣也. 大學之禮, 雖詔於天

子, 無北面, 所以尊師也. 善學者師逸而功倍, 又從而庸之. 不善學者師勤而

功半, 又從而怨之. 善問者如攻堅木, 先其易者, 後其節目, 及其久也, 相說以

解. 不善問者反此. 善待問者如撞鐘, 叩之以小者則小鳴, 叩之以大者則大鳴,

待其從容, 然後盡其聲. 不善答問者反此. 此皆進學之道也.

記問之學不足以爲人師, 必也其聽語乎. 力不能問然後語之. 語之而不知, 雖

舍之可也. 良冶之子必學爲裘. 良弓之子必學爲箕. 始駕馬者反之, 車在馬前.

君子察於此三者, 可以有志於學矣.

古之學者, 比物醜類. 鼓無當於五聲, 五聲弗得不和. 水無當於五色, 五色弗

得不章. 學無當於五官, 五官弗得不治. 師無當於五服, 五服弗得不親.

君子曰, “大德不官, 大道不器. 大信不約, 大時不齊.” 察於此四者, 可以有志

於本矣. 三王之祭川也, 皆先河而後海, 或源也, 或委也, 此之謂務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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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敎學相長]’

Educational Theory of Xue-ji

Hwang, Insok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designates the main theme of the Xueji(「學記」),

a text in the Volumes of Ritual (『禮記』) as the ‘correl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tudying and learning [jiaxuexiangzhang 敎學相

長]’ educational theory, and derives multi-dimensional meaning from

it. The Xueji has specific backgrounds in both historical and

ideological aspects. Respectively, this dissertation refers to the early

Han(漢) imperial period as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Xunzi(荀

子) school as its ideological background.

The Xueji presents ‘completing customs by enlightening the people

[huaminchengsu化民成俗]’ and ‘jiaxuexiangzhang’ as its introduction.

‘Huaminchengsu’ is defined as the ultimate goal of Confucian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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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s to to ensure state-social leadership based on moral reform.

‘Jiaxuexiangzhang’ is the educational principle to accomplish this goal,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The Xueji

varies the meaning of ‘jiaxuexiangzhang’ and ‘huaminchengsu’ in the

following text.

The argument of the Xueji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Xueji covers the curriculum, the management principle and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of Daxue(大學) and concludes by

pointing out vices that obstruct the accomplishment of an ideal Daxue

education. Secondly, Xueji positions a master (mentor) as the most

important being who leads education into great success. The core

requirement of an excellent master is the ability to commune with

students. An excellent master has authority beyond just educational

authority, and is the figure that secures the basis of education.

The Xueji concludes by asking ‘to struggle for basis of education

[務本]’. This earnest argument about the basis of education can be

found in the Daxue(「大學」) which is a relevant text with Xue-ji.

The Daxue argues that it can be shown that ‘self-cultivation[修身]’ is

located in the core of the basis of education. Since ‘self-cultivation’

integrates the mind and the body into a oneness - ‘Mom(몸)’, it is

inseparable from the ‘Embodiment Approach’ in Cognitive Science.

The overall meaning of Xue-ji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elf-cultivation’, ‘jiaxuexiangzhang’, has three dimensional

significances: first, that teaching and learning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equality, which means there is no hierarchy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and finally, that education must

continue beyond the limits of regular schooling to be an ongoing

process throughout a human’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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