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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마치는말 

1 . 머리말 

鷹훌뼈l면 1919번 「春鋼함t의 孔子와 漢代의 孔子」라는 짧은 연젤원고에 

서 “輪騎代의 공자는 君子이고 戰園時代의 꽁지는 聖A이며 西漢時代의 

공자는 敎主이고 東漢이후에 공자는 다시 聖人이 되었는데 이쩨 다시 君子
가 되려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힐강은 오래도확 “공자는 어쩨 흉}여 

聖人이 되었는7W' 하는 의분옳 품어왔었다고 하면서， 이 문정율 흉해서 
〔짧語』에서 나타나는 공자는 단지 君子얼 뿔이었으나 훈추말기에서 전국시 

대에 이르는 시기에 천하똥일에의 요구가 높아졌고 공자의 가르칭으로 시 

대의 꽤해를 구제하그찌 하는 일군의 사람들의 열망으로 인하여 공자는 자 
신도 예상치 못한 빼敎의 聖人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펀 것이라고 한다. 그 

후 서한시기에 성행한 今文擊 짧緣훌안에서의 공자는 孔敎의 敎主의 양상 

올 띄게 되었으나 東漢시기 에 이르러 古文學의 흉기와 도교의 성립으로 

인하여 공자는 다시금 순수하게 사대부의 先師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세부척인 내용어l 있어서는 무리한 바가 없지 않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孔쥐象옳 보여주고 었다는 면에서 훌륭한 역사학자의 안목을 느 

끼게 해훈다. 그런데 이렇듯 시대에 따라 孔子가 다르게 인식되었다면 그에 

따른 유교의 성격 역시 동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서옳대 강샤 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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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談이 논한 六家要듭에서는 “무룻 음양개 유까 묵가 명7t， 법개 도 

덕기는 모두 치세률 이루고자 애쓰는 점에 있어서논 겉다. 다만 각기 다른 
방법을 따르며 강초하는 바가 서로 디톨 뽑이다，"2) 라는말율 시작으로 각 

유파의 특성올 지척하는떼， 유7에 대해서는 ;護의 學으로 규정하되 이를 

공자와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다 3) 그러나 司馬邊은 「孔子世家」에서 공자가 

『書傳』과 『體記J를 편찬했고 樂과 詩룰 정비하였으며， r易傳」을 지어 U 易』

올 해설했었고 말년에 이르러 『春fÀn를 지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시질로 기 

재하였다. 그리히여 “공자는 비록 명민이었으나 십여 세대를 지나도록 학자 

들이 공자의 집안올 종가로 받들며 천^h 왕후이하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六寶를 논할 때는 공자의 말에 의거하였으니 최고의 성인이라 할 만하다"4) 

라고 하였다. 또 「橋林잦l庸」에서도 “공자는 王道가 폐하고 %道가 횡행하는 

것을 슬퍼하여” 시서， 예악을 정비하고 『春秘를 지었다고 합으로써 공자를 

7藝 전통의 최초의 자리에 두었다，5) r漢흙 r藝文농、」의 諸子略에서는 유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솔하고 있다. 

유7J-2l는 것은 대개 司徒라는 官에서 나온 것으로 군주률 도와 음 

양의 변화훌 순초륨재 하고 교화훌 밝혀는 자들이다. 유가는 카홉의 

문자훌 익히고 仁훌훌의 도리훌 연구하며， 홉i훌의 도훌 근본으로 삼으 
시고 문왕， 푸왕의 도륨 본받아 밝혀시며 #尼훌 스송으로 존청하고 
본받으며 이로써 그 학셜의 지위훌 중진시키고 자신률의 학설이 가장 

높은 정지에 달하게 한다 ...... 6) 

“件尼째서는 흉흉짧의 도를 근본으로 삼으시고 문왕， 무왕의 도를 본받아 

밝히시며”라고 했던 F中庸'.~ 30장과는 달리7) 여기에서 “祖述룡흥짧， 憲童文武”

2) “夫樓없 빼훌 훌월 名， 法， 道德 此務짧治者也 直所從픔之異-路， ‘有省不省‘耳 n u:몇記」 
r太벚公I영序」 

3) 夫뼈者以;훌뚫法/훌훨쩡짧以千萬數， 累世f、a휩굶其學 當年不能究其體 故日， 隊而
흉要， 勞而r↓껴. 若夫짖Ij君닮父子之團，Ff솟爛長Ý;i)，之~Il 雖R家했能易也 『벚記τ r太

벚公터FfJ 
4) 孔F布衣， 傳十餘世， 學者운之. 터天子f候， 띠國등7훌折中於夫 f , õf謂좋f聖훗! f몇 

꿇 「孔T뼈:家」 

5) ...... 故孔子閔王路廢而耶道興、 於是論次詩홉， 修起禮樂. 遭齊聞홉ß， 三月不知肉味 自

衛.;rg;훌 然後樂iE， 雅짧各得其所. 世以混鷹훌能用， 끓以f'I’尼千t十餘君無所遇. 8 , 
홉有用我者， 期月而담쫓. 西符獲훌훌 Ð, 홈遺떻윷 故引벚記作春R 以當王法， ↑其離微
而指博， 後世짧者多錄J많 ë~記ι r~홈林列傳」 

6) 體家者流， 옳出於펴徒之官， 助A君"명陰陽 明敎化흙也. 遊뼈‘/‘앨之中， 留흉於仁義 
之際 祖述횡튿짧 좋졸文R 宗師f中E 以重其펀， 於道짧옳萬 

기 {中尼祖述쫓짧 憲똘文과t J:律→채용， 下웰l.K::L II￥如꿋地之無不.tf*" 無기;쩔빼， 심￥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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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는 유7에며， 공자는 유7까 “宗師”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는 

後漢의 班固「가 ‘동중서， 한무제얘 의해 한체국의 R훔敎國家의 체계가 정비되 

었다’ 라고 하는 청사진얘 입각하여 漢代의 회솔사률 기룩한 것으로서 이미 

선진유학， 심지어 한대의 유학과도 얼마간의 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몇 가지 유가에 관환 서솔툴올 시대순으로 놓고 볼 때 공자라는 인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띄며 이는 곧 유교 자체의 변화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선진유학파 한대의 유학사이에 있었던 變化의 양상윷 짐작케 해 

준다. 다시 말해 유가내에서 공자의 지위는 한대를 훔하여 격상된 것이며 

선진유학은 공자의 道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조솔한 요순 

의 道라고 하는 훤이 사실에 가까올 것이다. 사실， 한대의 유학 역시 五經

올 위주로 한 청학이 충심올 이루고 있으므로 공자는 어찌 보면 先聖의 道

를 조솔， 전달한 역할이 부각되었고 그 자신 숭배의 대상이라거나 지상의 

권위를 누리는 존재는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우선 先奏의 유자률은 

무엇으로써 타 화따와 자신올 구별했으며 또 어떤 기치훌 내걸어 당사의 

폐해를 구하고 치세률 이루고자 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진문헌에 나타 

나는 유7때 관한 서솔올 살펴보고자 한다 i'論語씨에서 공자가 조솔하는 요 

순， 그리고 대표척인 선진의 유가문현인 『굶 f-,ß' "'짧"f-~ 가운데 나타나는 
요순과 공자를 검토하교 또 『壘子』， bs장자」와 『한비자』에서 묘사하는 유가 

를 검토뺨R 있어8) 특히 요순동의 선짱과 공자에 관한 묘사를 통하여 선진 

유가사상의 륙색과 그 理想올 이해하교찌 한다. 

II. 선진유가운헨에 나타난 寶舞과 孔子

1. Iî論語』에 나타난 쫓짧과 孔子

본래 奏舞은 신화성올 띤 전셜적인 인불로서 쫓舞說話에 관한 기원이나 

행성과정의 진상올 정확히 파혜찬디는 것은 무척 복잡하고 곤란한 일일 것 

이다. 그러나 지금 문쩨삼는 것은 先奏의 문헨에 나타난 쫓舞에 대하여 그 

망폼之錯行， 如日 月之代明 f中•. 30J 

8) 도가계열과 법가계열의 문헌융 모두 검토하기는 어협고 『한비^h는 선진 법가의 
이론옳 집대성했다고 합 만하며， 『장자』역시 내， 외， 잡면 전부의 형성은 긴 시기에 
걸쳐 이후어진 것으로 비교척 풍부환 자료훌 접할 수 있다고 여겨 이 두 문헌을 

선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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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과연 어펀 인물로 인식되었고 그률의 가르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 

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판하여 주로 『輪훌훌』훌 충심으로 하·여 선진의 유 

가률， 확히 공자가 요순율 어떻게 초솔하는가 그리고 그 목척은 무엇언가 
하는 문제률 밝혀보도룩 한다. 

“나이 오십에 천명율 깨달았다”， “하놀이 나에게 덕울 주셨으나 환퇴가 

나훌 어찌 활 수 었겠는7W'， “히늘이 이 文옳 없애지 않고자 하시니 똘A 

이 나애게 어찌 하겠는개”풍의 말옳 뚱해 공자는 직접척으로 天율 체험했 

으며 쳐l혐의 내용율 그 사상의 충요한 기초로 삼었옴옳 알 수 있다. 그러 
나 공자 시장의 또 하나의 기초는 바로 “옛 것옳 풀어 전하되 새로이 창작 

하지 않는다”， “옛 것올 독실히 믿고 좋아한다”， “보고 률은 바롤 묵묵히 
마옴속에 깊이 새긴다”， “애써 배우되 싫종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배우 

고(學) 째닫고(識) 믿고(信) 전술핸述) 내용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先王之

道 즉， 위의 『中庸~ 30장에 나타나 있훗이 풍자가 조솔하고 현장했다는 요 

순， 문무의 도라고 할 수 있다. 

『論語」안에 요순， 문무퉁 선왕의 도률 언급한 자료는 많지 않고 또 구체 

척으로 묘사한 바도 없다. “先王之遭”란 말은 단 한번 나오나 공자 자신의 

말이 아니고 선왕지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아니다.9) “文武之道”라는 말 

도 두 번 나오지만 상황은 비숫하며， 周公에 관해서도 우리는 단지 공자가 

주공올 매우 敬薰했였다는 사실올 알 수 있올 뿜 더 이상의 기재가 없다. 

場에 관해서는 舞과 함께 바르게 인재륨 동용함으로써 어질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멀리 물러나게 됨울 칭송하고 있으며10) 禹에 관해서는 그 자신은 

조악한 옴식과 의복올 취하면서도 제사률 위해서는 정성올 아끼지 없t으 

며 궁실은 검소히 하면서도 백성율 위한 치수사업에는 전력올 다했음올 높 
이 칭송하고 있다.11) 선왕 가운데 공자가 가장 칭송해 마지않은 대상은 단 

연 뚫와 짧이라 할 수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항은 별로 없다. 

예훌 들어 “백성에게 널리 은덕올 베풀어서 많은 이들올 구제한다”거나 

“자기자신율 잘 닦아서 백성올 펀안하게 하는” 것의 어려용율 일러 이는 

요순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셨다고 한 것은 요순의 덕율 기리기 위해서라기 

9) 有子日; 禮之用， 和옳톰， 先士之j흉斯薦美， 小大由之 If論a훌 r學而 1 J. 이하 O論語;

의 현명만 기재하되 솟자는 朱子의 論語i훌注에 따흥다 
10) 짧有天下， 選於聚， 훌월隔 不仁홈遺훗. t흉有天下， 뿔於~. 훨伊尹， 不仁者遠롯 「頻
淵 22 J 

11) 子터; 홉 흠無뼈然롯. 뿔ax食而致孝'f鬼神， 뿔\t<服而致쫓乎I!ì:톨， 뿜宮휠而盡力乎홈 
i血 禹， 흠無間然훗 r泰伯 2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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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觸民”과 “隆己而安民”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 

며 이루기 어려운 것인지훌 강조하는 것이다. 짧에 판해서는 이외에도 “천 
하륨 가지고도 인재률에제 일옳 말기시고 직캡 간여하며 그 지위에 있옴옳 

즐겨 하시지 없따"12)는 것과 “유위함이 없이 잘 다스리는 지는 舞이시다. 

무슨 일옳 하겠는가. 몸올 공손히 하여 입금자리에 계실 따홉이다."13) 라고 

언급한 바가 었다 흙에 대해서는 극히 추앙하며 말하기률 “위대하도다! 요 
의 임금되심은. 높고도 높도다! 오직 하늘만이 가장 높고 크며 오직 요임금 

의 덕행만이 하늘옳 본받으셨구나! 그 공덕이 넓고도 아득하여 백성이 무 

어라 이름불이지률 못하는구나! 넓고 크도다! 그가 성취한 功業이여! 빛나 

도다! 그가 제정한 빼樂과 文童制度여!"14) 라 했다. 이 인용문 충얘서는 과 

연 쫓의 “則天" “有成功”， “有文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알 수 없지 

만 r굶子~t.j- w尙훌』의 내용을 흉해 보면 요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은 ‘홍수 

의 범랍1으로 표현되며15) 따라서 그의 功業은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옳 

놓은 지대로 이꿀고 가 안전하게 보호한 것과 그 곳에서 청직흩 하여 삶올 
영위합 수 있도록 한 일이라 추측할 수 있다 16) 奏의 ‘f{1j天’이라는 것은 하 

늘의 生擁률 본받아 준칙으로 삼은 것으로 역시 농경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有文童’이란 이로 인해 요의 盛德、이 일월과 같이 빛나는 것올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척으로 불 때 공자가 조솔했다는 요순의 덕은 P논어」 

에 그리 상세히 나타나진 않으며 룡흥짧輝훌의 셜화도 보이지 않는다. 

「論語』를 흉해서 알 수 있는 공자는 자신을 ‘배우기 좋아하는 자라고 말 

했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없이 배우고 익히는 즐거용올 알았던 군자였 

으며 시， 서， 예， 악둥 귀촉률의 교육과목율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스숭이었 

다. 三代 특히 周와 같은 치세훌 회복하그l자 여러 제후돌에게 유세하였으나 

12) 子日; 빼빼乎! 廳禹之有天下也. 而不與앓 r泰伯 18J 

13) 無짧而治者， 其짧1Q.者! 夫何앓짧? 흙E正南面而已쫓 r衝톨公 5J 

14) 子8; 大짧 쫓誌옳君也! 짧짧乎， 唯天짧太， 薦흉흉!lll之! 훌훌乎， 民無能名훌! 잃짧乎， 
其有成功也! 檢乎， 其有文章! r棄伯 19 J 

15) r尙훌ι r흉典」의 帝(쫓)日， 쯤! 四돕， ~훌혜훌洪水方햄l 훨짧.山훌훌 浩浩i쉽天 下民其
좀 有能f뿔X? r빌關寶」의 퓨쥐쫓)8， 來， 禹!t/J:.亦昌률! ...... 禹日， 洪水펌꿋， 浩浩홉 

山훌陸， 下民홉整 r맹자ι r동분공상」의 當쫓之時， 天下據未ZF， 洪水휘홉流， ml앓千天 
下 r둥문공하」의 홈寬之時， 水벚行， ‘E짧子中團· ‘ .. 둥， 

16) 州， 水中可居者日)써. 水周續其旁， 從重JII. 홉쫓훌供水， 民居水中홈土， 故日九1+1. r흙ι 

8. 在폐之1~‘1. -터， 111빠也a 各홉其士而生tι r說文鷹힌(1 1 鷹下， JII염))， p.569. 이로 
미루어 볼 때 “民居水中흉土--쫓는 『설문ι에 I훌라는 풀이가 있으며 士가 세 개 
충첩된 행태는 흙이 높이 쌓인 것융 돗한다고 되어 었다.(1 3훌下， 部)-.와 “各톨其 
土而生"홉는 「설문」에 *싸治之田이라 풀어되어 었다{13없下， 田部)-가 요의 功業

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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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쓰이지 못하여 그 이상올 정치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끝내 노국으 

로 돌아와 쩨자교육과 그와 관련된 옛 문현자료의 갱벼애 힘올 기옳였떤 

학자였다. 그는 당시의 여러 사회적 문체에 대하여 전똥 축에서 이상올 찾 

으려 했고 바로 흙， 書퉁에 기록된 聖王의 도를 현실에 구현하려 했던 위 

대한인간이었다. 

2. Ii'효子』에서 나타난 쫓짧과 孔子의 道

『굶子』에는 형훌짧이외에도 禹， 場， 文， 武， 周公둥 先王에 판한 기재가 있 

으나 『굶子』에서 말하는 先子之道의 중심은 단연 짧엄울 엽게 알 수 있다. 

쫓짧율 병칭하는 경우가 많고 ‘흥흥짧之道’ 라는 용어도 자주 풍장하며 요와 

우를 물어 말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순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주로 요순의 

선양셜올 통하여 요순옳 禹場文武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우 

리는 「맹자』에서 의도적으로 순의 설화를 자신의 화셜로 꿀어돌여 이를 이 

용하여 다론 학파와 대립하면서 유가의 이론올 형성해갔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고힐강은 일찍이 요순선양설이 공맹의 학설얼 수 없는 것으로서 설은 
묵가에서 기원한 것이며 전국시대의 유가들이 묵가의 尙賢主義의 영향올 

받으면서 선양설올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옳 편 바 있는데 실제로 맹자 당 

시에는 순에 대한 셜화가 아직 완생되지 않았다고 추측되는 부분이 았다. 

예를 들어 비록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거나 

“맹자께서 性善올 말씀하실 때 말꿀마다 반드시 요순윷 칭송하셨다"고 했 

지만， 앞의 를例로는 당임금과 환공올 풀어 말했고 그 밖어1 遊睡했던 여러 

횡들 앞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언급할 때는 주로 문왕， 탕쟁올 들어 말했다. 

요순에 관한 기솔은 발언의 배경이 불명확한 경우， 즉， 때와 장소， 또 누구 

에게 하는 말인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제자와의 문답일 정우일 뿐이다.17) 그 

러므로 처음헤는 孝誠으로 인해 유71에게 채용되었던 舞의 껄화가 맹자의 

새로운 해석애 의하여 受天命의 聖王， 輝훌說， 性善의 전형으로 변모해나칸 

것이라 추촉하며， 18) “성왕이 출현하지 않고 쩌l후률은 방자하고 선비들이 

의론올 왜곡하여 양주와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했던” 당시애 맹자는 先

聖의 도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보편성과 권위를 획득하3찍 했던 것이 

다. 순의 孝는 도쳐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賽舞z道 孝佛而E훗"라 

고 하여 하:TI자 노력하면 할 수 있는 효제라는 것올 통해 누구나 성인의 

17) 예훌 률어 r훌훌J::.，의 제 1, 2장과 r홈章上」의 져1 5, 6, 7장 둥. 大갑ng， n굶f‘4 

‘::};‘t J.，찢훌짧話" Wq:햄古典따究ι 제 14호， 1966, 12 
18)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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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에 도달합 수 있다고 하였다. 선양설에 판해 보자연 “요가 순에게 천하 

룰 주었다는대 그러한 일이 었옵니까_1" 라는 질문에 대용때 말하기률 “천자 

는 천하롤 다른 이애게 줄 수 없으며”， 다만 냉}늘이 주고 백성이 주는 것 

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홍홈짧의 선양율 인정하고 요순의 선양과 禹이 

하의 왕위계송은 실은 모두 天훌、이자 民훌라논 점에서 통일하다고 주장함 

으로써 ‘천명’ 이라는 하나의 고려로 옳 짧올 禹‘ 場， 文， 武외 져l보와 칙철 

시켰으며， 또 “三代가 천하률 얻운 것은 仁으로써이고 천하율 앓은 것은 不

仁으로써이다”라고 함으로써 法先王의 근본윤 仁政에 었으며 요순과 탕무 

가 비록 정지가 셔로 다르긴 하나19) 결국은 모두 {::政을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장사 f맹자J는 풍자롤 어떻게 묘λ}하고 었는지 알아보자 

맹지는 “내가 행하지는 못하지만 원하는 바는 공자률 배우는 것이다”고 했 

으며 “공자의 문인은 뭇되었으나 나는 사람들에게 들어 사숙하였다” 라고 

뼈 공자의 사장올 삐H우고 재숭하는 젓올 자신의 입무로 심았다. 공자는 
“벼슬할 만 하면 벼슐하고 그쳐야 하면 그치고 오래할 만 하면 오래하고 

빨리 할 만 하면 빨리 하는” 때률 알맞게 할 수 있는 성인(聖之時者)으로 

서， “生民이래 공자와 갈은 이는 없었다”라고 했올 만큼 공자훌 尊뽕했다. 

일반척으로 맹자는 공자의 시장올 계승， 발전시켰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공 

자가 미처 말하지 않았거나 상제히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말한 B까 많다. 예롤 들어 공자는 性에 관해 이렇다 할 만한 이론을 펼친 

바가 없으나 맹자는 성선설올 역셜하였고 그 외에도 이와 관련뼈 四端說，

良知良能說 賽氣說풍 중요한 학절올 펼쳐 말한 바가 많다. 그러나 r맹자j 

전체를 보면 위애서 말한 쩨 학설들은 그의 정치론←즉 E道說;(=t팽說) 

이 유래하는 근원이라 불 수 었고 따라서 그 立論의 근거인 생이다.2이 맹 

자 정치론의 요체인 왕도는 바로 요순이래 聖王01 천하를 다스렸던 법인데 

공자는 성왕의 대열에 셜 수는 없던 인물로서 맹자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었음을 알 수 었다 .. 뱅자』얘는 공자의 말올 인용한 곳이 수없이 많 

고 공자의 도라는 말도 보이지만 그 비중이 요순의 도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孔子日’이라는 표현은 주로 맹자 자신의 주장이 끝난 후 설득력올 더 

하기 위해 떳불인다거나 주장흘 이꿀어나가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강하고 

19) 쫓짧性之也. 楊武身之也 r훌心土」 흥동혔性之也 楊武反之也 「盡心下J.
20) 맹자의 사상율 갱치홈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그의 윤리사상， 수양론둥 충요한 학껄 

이 많지만 생션얼이 왕도쟁쳐훌 주장하는 떼 논거률 제꽁하고 있옴은 붐명하며 우 
리가 훌 수 었는 대다수의 션견째자사상이 땅시의 정치， 사회책 혼란옳 바로잡고자 
했었던 것(救時之鄭에 초첨이 맞추어쳤떤 것이었용율 고려할 때 『맹자J에서 차지 
하는 쟁치론의 비충율 의싱활 여지는 없옳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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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도’라는 표현윤 오히려 ‘樓훌의 도’와 병기되어 었는 것으로 보아 

더더욱 유7)-가 신용뺑f한 절대척 진리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바로 이 

련 변에서 훌 때 『맹자』는 유학이 ‘요순의 도’에서 ‘공자의 도’로 나。}가는 
변화의 ro]롤척」 단초훌 쩨공했다고 생각된다. 예훌 훌어 맹자가 그 유명한 

‘-治-亂’옳 말활 때 (요 순)우가 흥수로부터 빽성윷 안거시켜 천하가 명 

안해지고(최초의 治) 주공이 무팽훌 도와 이척옳 몰아댐으로써 빽성이 현안 

해졌으며(두번째 治) 공자가 훈추률 지어 난신， 적자가 두려워하게 되었고 

(세번 째 治) ^댄온 당시 뺀에 기-득했던 양협} 북척의 말옳 막아 세 

성인올 계숭하고자 했으니 네번 째의 治률 자신에게 기확허는 셈인데 이 

때 요 순， 우， 주공， 문， 무의 계멸에 공자훌 고리로 히여 자신까지률 한 

대열에 세우고 있다 이 외에 요순애서 탕왕， 땅빵R서 문왕， 문왕에서 공 

자까지풍 성인은 오빽년만에 한 번 출현하는 것이라는 말에서도 역시 공자 

롤 성왕의 대열에 세운 것이다. 이 때 공자의 ‘作春秋’는 매우 큰 의미훌 

갖는다. 

세상이 쇠퇴해가고 도가 회미해져 %된 말과 포악한 행설이 또 일어 

나 신하로서 입금융 축이는 자가 있고 자식으로서 아비톨 쭉이는 자가 
있었다 공자께서 두려워하여 훈추훌 지요시니 훈추는 天子의 일이다. 

그러므로 공자째서 말쯤하시기훌 “나훌 알 자도 훈추훌 통해서이며 나 

훌 죄할 자도 역시 훈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셨다，21) 

여기에서 나타난 의식이 바로 유학이 요체가 요순의 도에서 공자의 도로 

나oOr가는 마디의 일단옳 잘 보여주고 있다. 물혼 ‘孔子作훌淑’의 문쩨는 r春

秋』와 훈추학의 역사에 대한 고찰율 홍해 따로 규명해야 합 문제지만:22) 맹 

자의 이 말은 공자와 육청올 연컬시키는 충대한 의미훌 가지고 있는 말로 

서 바로 이로 인해 r출추』에서 공자의 정치척 견해와 理想율 찾옳 수 었다 

고 히는 사i까 가능하게 되었고 더구나 이률 근거로 하여 한대의 公후學 

者들은 공자 素王說율 전개하여 공자율 척극적으로 聖王의 대열에 세우고 

자 하였던 것이다. 공자와 7쨌의 연결은 너무나 자연스러훈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 이는 진한의 유가둘을 풍해 점차 행생된 의식으로서 r周易』의 象

홈￥， 象離， 앓離， 文言， 說圭땀율 공자의 作이라 하고 ?詩』는 공자의 fIIlij定，

21) 世쫓遺微， 재3짧톨行有作， êt\:其君者有之， 子t\:其父훌훔之， 孔子빠， 作春秋 春秋 天

子之.也. 是故孔子日， 짧隨其堆홈야k乎‘ 罪我者其堆훌야火乎 「홉文公下 9J 

22) ~논어‘’ T좌전ι의 어디에서도 공자가 훈추훌 지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본래 
훌횡쟁의 벚記였던 「春秋」에 공자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현화훌 가했다거나 그에 바 
탕하여 논의훌 전개해나갔옳 가능성은 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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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훌J는 공자의 編次， 『예， %악'~23)은 공자의 흉正이며 「춘추』는 7짧 가운 

떼 유얼하께 공자의 作이라는 것이 셔한 금폼학자률의 일반척인 생각이었 
다. 단편척인 역사척 기록에 불과경}던 훌훌명의 r혼추」가 공짜의 미언대의훌 

람온 청전 『훈추』로 격상되고 공자의 王道理想옳 담보하고 있는 天A之際

의 기혹이라고 여껴지면서 공자의 지위 역시 격상되었다. 

맹자에게는 뿔뿔이 왕의 스숭이 된다는 사.I!.가 보인다. “장차 a게 될 
임금은 반드시 함부로 부르지 못할 신하률 얻게 된다”고 하며 이울이 탕에 

게 나아갔던 얼， 판충이 환공옳 성긴 일옳 예로 들었으며 이 전용융 공자 

와 자신에게 철부시키지는 없k다. 횡혼짧과 삼대 聖王의 治률 이상으로 표방 

하며 왕도정치훌 주장했번 맹^l에게 있어서 섬길 군주률 찾아 천하률 周遊
했던 공자는 위대한 인간， 즉 성인이긴 하지만 공자라는 인물과 사상으로써 

자신의 입롬이나 신봉할 만한 敎條로 삼기에는 부혹한 감이 있었올 것이다. 

3. ij"홉子』으l 法後王說과 공자 및 유가 

「옮子』는 선진유가사상의 집대성일 뿐 아니라 선진제자회옳 비판적으로 

取擔， 吸收한 것으로서 『굶子4와 더불어 공자의 대표책인 양대 후학이자 또 

한 전국시대의 다양한 사상조류 가운데 유가사상에 어떻게 변화해갔는가률 

알 수 있는 중요한 서척이다 r非十二子」， 「天論J ， r iE論」， 「解廠」 풍의 편 

에서 그는 마치 자신은 일체의 학파의 파별올 넘어서 있는 듯한 잭판적인 

태도로 선진 제자학올 명론하고 었다. 유가의 法先王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변화가 있었는데 곧 순자는 法後王을 최초로 제기했다. 

王者의 제도는 다옴과 같다 이념율 삼옳 만한 道는 삼대 이전율 넘 

어가지 않고 法은 후왕에 어긋나지 않는다. 도가 상대활 녕어가면 막연 
하고 법이 후왕과 다르면 바르지 못하다. 의복에 제도가 있고 궁실에 

법도가 있으며 부리는 사혐애는 일갱한 수가 있으며 喪體와 ~~에 쓰 

는 도휴”는 신분어l 따른 차퉁이 었다. 옴팍충 천아하지 못한 것은 폐 
지하고 색이나 모양이 옛 것과 다르면 혜기한다. 이훌 일러 복고라 하 

는 것이니 이것이 곧 왕자의 제도이다，24) 

23) 사실 『예」와 F악』운 그저 예， 악이라 하는 편이 더 옳옳 것이다. 악경의 존재여부 
는 단갱합 수 없는 문제이고 I’의려Iι는 비교척 이르다고 하나 『예기i는 전한 말이 
나 되어 비로소 펙스트가 지금의 형태로 정리된것이고 보면 공자가 예， 악을 정비 
했다는 것이 r여I~ ， ~악.D옳 옳正했다고 혀는 것보다 더 척합할 것이다. 

24) 王者之制 道不過三代 法不lt後王. 道過三代謂之짧， 法lt後담홉之끼짧. 衣服有뿜L 
홈室有度， 人徒有數， 용찢찢없用， 皆有等효 g훌則凡非雅톨훌者훌훌， 色則凡非훌文者훌，현‘ 
械用IIIJ凡非훌器者훌짧. 夫是之謂復古， 是王者之制也， r'E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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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가 제기한 법후왕관념에 대해 역대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후왕’이 성왕가운데 업척이 찬란하며 그 치척이 전해져오는 왕옳 가리킨다 

는 점에서 이천의 법선왕과 사실상 내용이 랄라진 것은 아1에다 F훈자』에는 

선왕을 찬미하는 말도 많이 보이고 위의 인용문으로 보아 훈자의 법후왕환 

념이 ‘복고’와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후왕이 누구인지 지적합 수는 

없지만 대체적요로 보아 후왕이 선왕과 대비책으로 쓰일 땐 周代외 성왕을 

가리키며 단독으로 선왕이라 할 땐 고대의 성왕이리는 일반적 의미라고 보 

아 큰 무리가 없올 것이다 w순자』에는 整짧이라는 말과 함께 *훌f홉훌 병칭 
한 예가 많으며 특이한 것은 요순의 선양셜회륨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선양셜화률 부정했다고 해서 요순을 부쟁용}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 

의 셜올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논리쩍으로 반박함으로써 오히려 천하와 

천자의 지위는 양도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율 강조하 

고 있다 r非十~-f-J편에서는 당시의 온갖 사성과 괴창된 언변으로 시비의 

기준올 혼란시키는 십이인올 들어 일일이 비명옳 가환 후 말한다. 

송곳 세옳 땅도 없으면서 왕공도 그와 명예훌 다투지 못하며 일개 

대부의 자리에 있으나 • 4國，君만으로 二l훌 신하삼용 수 없으며 명성 

이 제후에 널리 퍼져 제후마다 신하로 쓰기 훨한다. 이는 생인 중에 권 
세있는 지위에 오르지 못한 자이니 f中尼와 子펀이 그러한 자이다. 천하 

를 훔일하고 만물올 기르며 인민올 양육하여 천하몰 이홉게 하고 왕래 

하는 모든 사람이 복종하며 육파의 변설Ã}-가 곧 칭묵으로 돌아가고 섭 
이자가 감화하게 된다. 이는 성인 가운데 지위률 얻은 지아니 순과 요 
가 그러한 자이다. 무룻 仁者란 무엇에 힘쓸 것인가? 위로 순， 우의 제 

도를 본받고 아래로 중니， 자궁의 의리를 본받아 십이자의 변설을 침묵 

시키는데 힘쓸 젓이다.25 ) 

즉 순자는 순， 우를 성인중 지위를 얻은 자로， 공자와 자궁올 성인중 지 
위률 얻지 못한 자로 여기고 있으며 「正論」에서는 “성인이 아니면 천하의 

왕노룻옳 할 수 없다”는 것올 명백히 말한다. 그러므로 요솜우의 ￥없讓說도1 

탕무의 放tlt說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옳 보면 순자는 분명 

중니와 지궁， 순과 우의 차둥을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순과 우는 그 

道로써 천하의 변셜올 체패할 수 있는 성행어었으나 공자는 다만 치우치지 

25) 無흩維之地， 而二E公不能與之爭名 在 _-大夫之t;z， 則←→휩不能홈홉-:題不$흩엇톰容. 成

名況乎諸候， 莫不願以薦품 훌聖A之不得執홈也. f中f료 子던是t[. ;-天下， 財萬~ 長
훌A民 흉利天下， 通達之屬 훌不服從 지說者lD혐、， 十 子者훌fι ltI煙人之得執者，
짧禹是也 r非十「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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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道로써 선왕의 도를 닦옳 수 있었던 성인이었다 r解廠」에서 말하기률 

“공자는 어질고 솔기로와 가려있지 않으으로 여러 회슐을 두루 배우되 이 

로써 족히 선왕의 도를 닦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w순자』에서 언급하 

는 공자는 거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니가 노나라 사구가 되려합 때 심유씨가 하루 아청에 양에게 물올 

먹여 무게훌 늘이려 하지 않게 되었고 공신씨가 옴란한 처률 추방했으 

며 신궤씨가 과거의 죄훌 알고 국정율 넘어 이사훌 갔으며 노쾌서 소 

징수‘ 말장수가 값올 속여 팔지 못했으니 이는 공자가 일찍부터 옴율 
옳바로 δ때 그들울 대했기 때문이다. 또 공자가 궐당에 살 때 그 지방 

자제들이 낚은 고기옳 나눌 때에는 어버이 있는 자률 많이 주게 된 것 

은 공자의 효제의 덕이 그들을 감화시킨 때문이다.26 )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주가 지켜야 할 큰 요건이 옳고 사소한 요건 

도 옳으면 최고의 군왕이요， 큰 요건은 옳고 사소한 요건이 홈 어긋나 
면 충간 갱도의 군왕이며 만일 큰 요건이 그릇되면 사소한 요건이 아무 

리 옳다고 해도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27)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도둑이 먼저 변한다고 하 
셨다.28) 

「순자』의 r看作」편 이하 다섯편에는 공자와 그 문인들의 언행옳 기록한 

것이 많으며 그 중 어떤 것은 공자의 이름올 벌어 자신의 사상올 피력한 

것도 있다. 아마 이 다섯 편은 순자나 그 제자들이 유세하거나 강학할 때， 

혹은 문장올 쓸 때 인용한 바 있는 자료들로서 후인의 정리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올 조금 일별할 수는 었 

으나 傳經之購라고 불리는 순자에게 기대되는 ‘육경과 공자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순자』전면올 흥해 전혀 찾아불 수 없다('맹자』에서 초보적으로 제 

기했던 ‘孔子作春秋’의 주장은 순자 당시만 해도 그 어상의 진전이 없었고 

육경과 공자는 아직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육경’개념의 성립은 

진한지제의 일로서 육경의 六은 奏帝國의 水德의 숫자이다 29) 결국 「순자」 

26) j대l尼將寫듭]옮， 沈播民不敢朝軟其후， 公!톨a;出其쫓， .~틀慣a;꿇境而徒， 훌之網牛馬者끼; 

f흉寶， 必옳正以待之t!1.. 居於뼈찌& 關훌之子弟， 뽑不分有親者取多， ~홈弟以化之也 '11혐 
效」

27) fLf'터， 大節是也 小節是也. 上君ií!，. 大節是也‘ 4、節 出，폴-人훌， 中君tι 大節非
也e 小節雖是也. 홈無홉其없훗，王制」 

28) fLT-더， 天下有進 짧其先뿔乎I ，正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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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자훌 땅도 지위도 없으나 위대한 성인으로 요사하고 있으나 天下

훌 홍일한다거나 安民， 利天下퉁의 사업은 역시 공자가 아니라 짧， 禹풍의 

古聖王의 몫으로 되어 있다. 

4. 小結

선진 제자의 환류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첨에도 불구하고 얼반척으 

로 공자와 그 문인， 제자률옳 휴가}고 하며 그훌의 총심사상올 유가사상이 

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올 것이다. 문재는 바로 이 ‘중심샘J 

의 내용이다. 필자는 유가의 중심사장은 묵가와 마찬가지로 선왕의 도였고， 

공지는 선왕의 도를 보존하고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던 유자률을 대표할 만 

한 위대한 유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유자률에게서 공자의 언행이 중 

요한 화제가 되어갔고 나아가 성인으로 추앙되어갔던 것이다)0) w맹자~， 

「순자』훌 흉해 정차 유가집단 내에서 공자가 의미률 더해갔옴을 알 수 있 

는데， 폭히 전자에서는 ‘作春秋’의 성인으로 후X때서는 공자롤 無地， 無位

의 성인으로 묘사하여 이후 공자률 聖王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서한 초기의 공양학자들에 의해 孔子素王說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소수의 목소리였올 뿐 이륨 漢의 조정이나 학계에서 금방 받아 

들여 공자의 지위에 변화롤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고힐강의 지적처렴 유가 

λ에에서 전국시대의 공자는 聖人으로， 혹은 생인과 벼슷한 폰재로 인정되 

어갔던 자취률 충분히 추촉할 수 있긴 하나， 치세의 도를 논하며 유세하였 

던 유자들에게 있어서 성인은 성왕과는 구별되는 위치였올 것이다. 

m. 선진 비유가계열의 운헌에 나타난 
寶繹， ￥L子 및 簡家

1. u'뚫子』으l 法先王說과 공자 및 유가 

「한비자」의 「願學」편에서 “세상에 잘 알려진 학파는 유가와 묵가이다 

29) 진시황은 7옳뚫 통일하여 웹符와 法冠율 :/;;;f"으로， 車馬도 六R옳 기준으로 하고 
天子의 용홈馬는 六頭로 했으며 이외애도 지금껏 남아있는 六親. 六웠， 六根 ~情，
六훌， 六呂， 六律둥은 모두 진한지체 혹은 한대에 생긴 것이다. 김용육 C"노자챙학 

이것이다ι ， pp.208-209 
30) F맹^t r꽁손추 상」에는 륙히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기째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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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와 북자는 모두 요순옳 말하면서도 그 取擔한 바가 같지 않은떼 

모두 자기가 진짜 요순의 학문이라 한다겐) 고 하였는떼 이것만 보아도 요 

순， 공자 및 유가에 대한 『묵자』의 기본척 방향옳 짐작활 수 었다. 선진의 

문현 가운데 가장 먼저 法先王 이론올 전개한 것은 『묵자』이며， 그는 종종 

고성왕의 언행올 전형으로 심아 이에 부합하는 것은 곧 당대에도 마땅히 

행혜야 한다고 여졌다 그 논충방식의 이론적 기초는 r非뼈.上」편의 ‘三表’

이다. 

삼표란 무엇인7]-? 자묵자깨서 말씀하시기훌 (삼표란) 근거와 중거와 

실용이다 어디에 근거훌 두는7r? 위로 옛 생왕의 사책에 근거훌 둔 
다. 어디에서 충거훌 찾율 것인재 아쾌로 빽생률.01 보고 률은 사실에 

셔 총거훌 찾는다. 어디에서 실용성올 구할 것인가9 현실의 갱치와 혐 

벌에 쩌 보아 국가와 빼생률의 이익애 부합하는가훌 살핀다. 이것올 
이른 바 삼표라고 하는 것이다.32) 

실제로 묵자는 Z낸의 중요한 견해， 예를 률어 尙뿔， 尊愛， 節用풍올 전 

개함에 있어 모두 고성황의 사척에 근거하여 논중하였고 종종 흙， 짧， 禹，

場， 文， 武률 병칭하고 었다. 天志와 古聖王의 판계에 대히여도 “옛 삼대의 

聖王인 禹， 傷， 文， 武는 天意에 따랐기 때문에 상은 받은 것이고 삼대의 

포악한 황인 樂， 約， 뼈， 鷹는 天흉、에[ 거슬렸으므로 벌을 받은 젓이다"33) 

라고 말한다. 물론 대개의 경우는 ‘古聖王’， 혹은 ‘三代 聖王’ 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반면， 「현학현」의 언급에서 보았듯이 북가는 유가와 때로 대 

립적인 공존관계률 이루기도 하였으므로 유가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올 
펴고 있는데 주로 r非橋」편에 집충척으로 나타나며 주로 겸애와 이법적으 

로 대립되는 친소， 존비에 따른 차퉁적 인간판계， 복식이나 언행에 있어서 

의 복고적 태도 형식척이고 관념에만 빠지는 비현실척인 겸향 풍올 주로 

지적하고 있다 공자 개인에 대한 언급은 다섯 군데 정도로34) 특별한 비하 

31) 世之願學 찌& 壘센L. ...... 孔子， 壘子{具道킹톨짧， 而取橋不同， 皆집調빼킹톨짧， ... ,. ， r顆學」

32) 何謂三表? 子壘子홈日， 有本之者， 有原之者， 有用之者. 於fiiJ本之， 上本之於古者홈H. 

之훌‘ 於fõJ原之. 下原察百姓耳目之•. 於何用之 廢以짧JflJft 11其中國家굵姓λ民之 
￥IJ. 此所調홈有三表也「非命 上」

33) ‘·홉三代뿔王禹陽文武 l삐|圖天意而得훌也 홉프代暴王榮점뼈찌훌， 此反天意而得톨1者iQ. .. 
r天志 上J.

34) r뺑柱」에 나오는 葉公子홉와 孔子의 문량11서는 묵자가 물옴이나 답변이 모두 합 
당치 못하다고 명가하고 있다 r非빼 下」에 공자가 제 경공옳 만날 때 훌子의 말로 
되어 있는 공자와 유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 강은 현에 공자의 행위에 얼판되지 
못한 변을 돌어 허위성율 지적하는 대목이 있다 r 公굶」현에 공자가 시서예악에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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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2. IF莊子』에 나타난 先王誠刺說과 공자 및 유가 

簡， .畢이 모두 요순과 삼황을 존송했던 것과는 달리 r장자』어l는 도처에 

이들 선왕옳 풍자하는 부분이 보있다. ‘쩍生6짧情’올 기본목표로 삼였던 장 

자의 작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黃帝이하 인의률 내세우며 인민올 양육했다 

고 전해지는 선왕은 오히려 천하률 어지럽히고1 백성의 欣형체적인 몸)이 

나 혈기만올 중시할 뿐 참된 성명의 정올 해치는 자들로 비추어진다. 또한 
簡壘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폐단올 이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으므 

로 이와 관련된 변론의 중심온 선왕에게 맞추어진다. 

짧이 언의를 내걸어 천하률 어지럽혔다 그리하여 천하의 사람들은 

자신올 잊고 인의로 인해 분주해졌으니 이는 인의로써 천성올 바문 게 

아닌가? 그러므로 더 논의해보자. 하， 은， 주 삼대이하 천하의 사람들은 

外物로써 천성올 바꾸지 않은 이가 없다 소인은 이익올 위해 자신을 
죽이고 선비는 이롬을 위해 자신올 죽이고 대부는 가문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생인은 천하률 위해 자신용 죽였다 그러므로 각기 한 일은 달 
랐고 명성은 달랐지만 천성올 희생하고 자신용 죽인 것에 있어서는 같 
다.35 ) 

결국 장자는 家나 國둥의 사회생활에서 생겨나는 인간관계를 탈피하여 
천성대로 살아간다거나 내면적 자유를 만끽한다거나 하는 개인의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서 고성왕의 인의， 도덕은 한낱 천성올 해치는 족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률 비롯한 유가의 무리들은 고성왕의 치적 

옳 숭양하면서 여전히 인의풀 내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로 묘사되기 일 

쑤이다. 대개는 소위 훌훌듬36)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맞實올 탐구해낼 수는 

다고 하여 천자의 대우률 할 수는 없다는 점올 지척한 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편에 묵자와 程子의 대화에서 묵자가 비록 유가률 비판하고 있으나 공자의 말 가 
운데 합당한 바가 었으므로 들어 밀한다고 한 대목이 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북자 
는 유가의 도에 천하률 멸망시키는 네 까지의 다스림울 지척하여 하늘과 귀신에 
대해 밝혀 말하지 않는 점， 후장과 삼년상 歌樂옳 중시하는 점， 끝으로 빈천이나 
수명， 치란의 여부톨 천명과 관련시킨다는 챔옳 말했다. 

35) 샘盧.EI:;招仁義以燒天下也.天 下莫l'흉1'ÍIt於仁義 :!'f.:JF以仁義易其1'1與. 故홈뚫양t숭之. 엄 
三f\::以下者， 天 F莫不以物易其性횟 小A則以身쩌r;fl]， 士 lll]j;)，身狗名， 大夫則以身뼈家， 
聖人則以身狗天下 故此數子者， 事業不同， 名낌용異號 其於00ì以身薦~J， --tfl.. r.~휴웹」 

36) w장자J r萬콤j편에서 말하기률， 우언이란 다른 사물을 벌어서 도륨 핸}는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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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하더라도 오히려 전달해 주는 바가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예롤 플어 

시， 예풍의 전적올 내세워 나쁜 일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풍재「外物J)' 노 
나라에 창된 유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버꼬는 대목{r田子方J) 퉁 그나마 제 

대로 유가의 本릅활 지키지 못하는 유지들에 대한 기사로부터 우리는 전국 

시대 유가의 일단율 짐작합 수 있다 f장자괴중 약 40여 개의 童節에서 공 

자를 언급하고 었는떼 이주 싱반된 태로가 공존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풍 
자가 기본적인 태도이견 하나， 때로는 공자의 입올 벌어 淸뺑無薦나 退簡自

然올 주장하며 공자률 왜콕시킴으로써 칭송해l도 한다장'^b의 내면만을 
보자면， 장자는 주로 타인의 업을 롱해 공자는 세속을 떠나 是非나 可不可

를 초월한 더 높은 경지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올 조소하고 있다 外， 雜

篇에서는 공자와 노자의 만남이라는 상황을 여러 차례 설정하여 결국 유가 

의 遭보다는 도가의 道가 높은 차웬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공자어l 관한 우언 중 공자가 衛國에 유세하러 갈 때 願淵이 

노나라 악사인 師金에게 그 성공 여부를 묻논 대목이 있다. 이에 사금이 

답하기를 “지금 당신의 선생은 선왕들이 이미 베풀어놓았떤 g좌狗활 주」혜다 
가 제자들올 모아 그 아래에서 놀고 누워 즐기도 있다. "37)고 하며 삼황， 오 

제의 예의와 법도는 모두 같다는 점이 뛰어난 게 아니라 잘 다스려졌다는 

점이 우수한 것임을 천명하고 었다)8) 또 頻回가 제나라로 유세하러 떠나 

려 할 때 공자가 근심하는 빛을 보이자 자공이 그 까휩올 묻는 것으로 시 
작되는 대화가 있는떼39)공자는 “ ......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안회가 제나라 임 

금올 만나 요순， 황제의 도를 말하고 더욱이 수인씨， 신농씨의 말을 거듭한 

다면 제나라 임금은 자기 마음에서 그 이치를 찾으려 할 것이나 이해할 수 

없올 것이다. 이해할 수 없으면 곤혹하게 될 것이니 사랍이란 곤혹하게 되 
면 자기의 성명을 해치게 되는 법이다 ....... "40)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보아도 공자를 비롯한 유가는 타인의 눈에 비쳐지기에 요순의 도를 조 

솔하는 자들이고 또 요순의 도로써 유세하고 다녔으리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있다 

37) 孔子西遊於衛， 題빼問師金B， 以夫子之行짧쫓如? 師金Ei， ...... 今以夫子亦取先王已陳
흉용狗， 取弟←f， 遊居훌톰A其下 ...... r天運」

38) 故夫드힐五帝之禮훌法度， 不쯤於同， 而함於治 r天運」 

39) 이는 r꽃樂」에 있는 것이나; r ^-r.렘율J에는 안회가 직접 그 까닭올 물어 공자와 분 
답올 나누는 이야기가 었다 

40) 홈恐떠l與齊候言쫓짧黃帝之道 而重以燒人神훌之텀‘ 彼將內求於其而不得 不得則感
人惠I1IJ死 「￥樂」 이 때 ‘不得則흉 人感則死의 혜석에 대해서 成玄英의 짧에는 齊

임금이 안회에게 의혹율 폼게 되어 안회홉 죽이게 훨끼활 공자가 두려워 하는 것 
으로 되어 었다 郭훌훌.莊子集擇，~， p.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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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韓非子」어| 나타난 反先王說과 공자 및 유가 

「한비자』는 전국시대 법가사상의 집대성으로서 법선왕옳 반대하는 사상 

충 가장 완벽한 체계훌 제시하고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선왕의 허 

훌 지척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미 션황의 실상올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r한비자」의 발전척 역시관에 의한 것￡로 생사 선왕의 설싱쓸 안 

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선팽올 본받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달라졌으면 행하는 일도 달라지는 것이며(世異則專異) 

일이 달라졌으면 도구도 변하기 마련이라는{事異則簡鄭논리이다 r한비자」 

전편올 통해 유가는 「장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법선황의 관녕으로 

인해 묵가와 더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가는 학문으로 법옳 어지 

럽히고 유협은 무력으로 금령옳 범한다"41)라고 하였는데 이 때의 ‘橋’는 넓 

은 의미에서는 鷹題옳 가리키는 말로 「五훌」훤 말미의 ‘學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五훌」혐은 나라훌 좀먹어 가는 다섯 가지의 벌레學者， 릅談 

者， 帶옳IJ者， 愚細者， 商工之民}흘 들어 비판하고 있다. 그 충 학자에 대한 

부분올 보면 “션왕의 도를 주장하면서 인의훌 빙자하여 용맙} 옷차립을 

성대하게 꾸미고 변셜올 수식하여 당세의 법옳 의혹스럽게 만들고 군주의 
미옴에 의심이 일게 한다"42) 고 되어 있다. 전체척으로 보아 한비가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히는 것은 유가어며 이률 뽕해 유가는 한비자 당시의 선진 

시대에 그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었거나 척어도 그러한 잠재혁이 있었음올 

점작합수 있다. 

r}jpJ孝」면에는 유가 봉건올리의 대표격으로 지탄받는 삼강의 도리가 최초 

로 퉁장하는데43) 여기에서는 바로 충과 효라는 주장을 가지고 유개묵가도 

포함)의 법선행올 공격한다. 

모두 요순의 도불 옳다고 여기연서 이률 법도로 삼는다， 그래서 그 

임금올 축이는 자가 생기고 아버지의 뭇옳 거스리는 자가 생긴다. 요 

순， 탕， 무는 어느 면에서는 군신의 의리에 반대되고 후세의 가르칭올 

어긴 지들이다. 요는 임금이면서 그의 신히률 임금으로 삼았고 순은 신 

하이면서 그의 임금올 선하상였다. 왕왕파 무황은 신하로서 그의 임금 

올 죽이고 그들의 시체에 형올 가했다. 그런데도 천흉}가 이들올 칭찬한 
다 그러나 이는 천하가 지금까지 다스려지지 않았던 소이이다 ....... 아비 
로서 자식에게 시。&하고 임금으로서 신하에게 사양하니 이는 군신， 부 

41) 빼以文亂法， 俠以武犯禁 r五훌」 

42) 其뽑者I!{IJ稱先王之遺 以훌仁歲 盛容服而節辯說， 以疑훌世之法而1\人主之，C、 「五훌」 

43) ~之所聞터，~專君‘ 子훌父， 훌事夫. 프者|順則天下治. 三者뺑I!{IJ天下亂‘ 「많、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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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리톨 얼갱하게 하고 또 가르첨율 얼쩡하게 하는 소이의 도가 아 
니다，.44) 

「한비^h에서는 일사불란한 흉일천하의 질서훌 구축， 유지하는 것옳 목 
표로 히여 이에 방해가 될 가능생이 있는 모든 것은 유해하다고 보았는데， 

단척으로 말하면 부국강병이 지상목표로 자리잡으며 그러기 휘해서는 “책 

에 척힌 글이 없고 법으로써 가르첨융 상으며 선왕의 말이 없고 판리로 스 

숭옳 삼으며 사사로이 칼옳 쓰는 용맹이 없고 천쟁”서 척의 목율 베는 것 
옳 용기로 삼는다."45) 고 하였다. 서책이 없고 성왕의 도가 없다는 것은 곧 

유가가 셜 자리가 없다는 것과 통의어이다. 

4. 小結

이 장에서의 작업옳 똥해서 법선왕의 문제는 비단 유가나 묵가의 문제가 
아니라 훈추전국시대의 사상계에서의 일대 주제훌 이루었던 사실율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반대융}든， 혹은 풍자하든， 법선왕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묵가는 유가와 마찬가지로 법선왕옳 주장하지만 바로 
선왕의 도에 근거용뼈 유가의 주장옳 공격하고 있으며 r장차」의 작가는 이 

미 선왕의 치세의 공업에 관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이것이 오히려 난세의 

단초률 제공한 것이라논 주장을 펴며 우화적인 형식으로 선왕의 도훌 용자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r한비자』에서는 법선왕율 이론척으로 정면 비판하며 

유기애 대한 비판 또한 매우 신랄하게 전개된다. 이플 문헌에서 유가는 예 

외없이 선왕의 도롤 주장하는 무리로 비쳐지고 있으며 공자는 유가률 대표 
하는 인물로나타난다. 

1V. 마치는 말 

문헌에서 나타나는 요순과 공자에 관한 기사내용만옳 검토함으로써 선진 

유학의 성격율 규명하는 것은 물론 그 성격 규명옳 위한 부분쩍인 연구일 

44) 짧以흉짧之道옳훌而法之， 훌以有옳君， 有曲於父 킹홍찢훌빼武 或反君ê之훌훌 홉t後世之 
數者也， 킹톨鳥A君而君其1:2. j훌짧人톰而êJ빛君， 셰용武짧人응i而t;t其초. 1fU其F. 而天下
톨之， 此天下所以至今不治者也 ...... 父而훌子， 君而훌효. llt非所以定位-敬之道也 「

忠j용」 

45) 故明主之園， 無톨fIij之文， 以法薦敎. 無先王之짧， 以更옳師， 無私~iJZ뺨 以斷首廳형 
r五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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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그러나 척어도 선진의 문현올 흉해서 불 때 젠전유학은 션짱의 도，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요순의 도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혼지올 수밖 

에 없었다. 선진유회울 공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톡수한 이념에 의 

한 부가일 뿔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한초에 이르기까지도 유가란 오청에 

남아있는 선왕의 도훌 조솔하는 자들이었고 공자는 다만 정서률 연구， 정비 

하여 그 도를 전달했던 자로 인식되었다. 얼반적으로 유가의 여상이라고 하 

는 內聖外王46)은 실제로 용흥짧의 셜화에서‘ 그리고 禹， 周公， 文? 武王풍 三

代의 理뺑성 盛世에서만 실현되었다고 믿어지는데 이률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유자들에게 있어 공자는 그들의 상정척 인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었다47) 전국시대를 통해 점차 성인으로 인식되어 갔던 공자는 

한대의 공햄울 중심으로 한 금문학자들을 흥해， 더 니0까 참위서에서는 

예언자적 성격울 띈 신비화된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국 

기종교인 유교의 교주라는 성격과는 다른 것으로 이 문제는 유교의 국교화 

문제를 다룰 때 검토합 문제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일반척으로 漢朝는 초기 황로학의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안정 

올 회복합 수 있었다고 하며 무제기에 이르러 통종서， 공손흥 동의 건의를 
무제가 받。뚫여 유교률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심았고 유교의 이념에 의해 

홍일 제국의 제도를 정비해갔으며 정차 유교국가를 이루어 갔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당시 국가가 채돼했던 ‘유’리는 젓은 혼히 ‘유솔’ 혹은 ‘경 

솔’ 이라 일컬어졌고 이는 곧 오정의 학이었다. 예를 들어 동중서에 대한 

무제의 책문에서 그는 오계삼왕의 道와 先뿔의 공척올 尊뽕한다는 뭇을 말 

하고 있을 뿐 공자의 術에 대한 존경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유명한 동증서 

의 천인삼책을 보면 여러 번 공자를 언급하고 있긴 하나， 지위가 없어 뭇 

을 이풀 수 없었던 공자와 대비적으로는 부귀와 천자의 지위롤 누리는 무 

제를 공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왕으로 묘사하며 更化를 권고하고 있다 

한무제와 그 주위의 인물툴의 기륙을 보아도 五經이란 五帝三玉의 書이며 

46) 內뿔外王이라는 말은 F장자」 r천하편」에서 최초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유지들 λ}이 
에서는 송대 도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훌발히 거론되었떤 게 아닌가 추측하며 다만 
그 이전에 r文中子~， 즉 陽代 王通의 『中聽에서 내생외왕의 사상이 나타난다 任
짧t愈主編 『충국철학반천사 수당면J 

47) 後漢 明帝 永平 2년에 국가의 공식 학교기관에서 先뿔파 先師률 제사했는데 이 때 

先뿔은 周公이고， 그는 「周흉의 작자로서 선왕촉융 대표했으여 풍자는 先師의 지 
위에 었었다 그 후 홈代의 貞홉 2년(628) 에 비로소 공자에게 先뿔의 져위가 주어 
졌으며 그 후 한차혜 또 다시 주공과의 자리바꿈이 있었다가 홉宗 2년(657)에 다 
시 공자는 先聖의 지위에 옳랐다고 한다 깐蘭聚%에 판한 사항은 黃進興의 연구를 
참고했다 r벌力與 信빼:fl顆쭈ijE험願淑究」， 『大陸雜짧， 쩨 86권 제 5기， 1993년 
「훌術與信때」， 『新몇學;， 5권 2기， 199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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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단지 經홉의 整理者일뿐 그 作者로 인식되고 있지 않옴올 알 수 있 

다. 유가는 오제삼왕， 륙히 요순의 도훌 초술하는 자들이고 공자는 육여}룰 

정리한 공이 있는 자라는 인식은 적어도 서한초， 중기까지는 유지되었다고 
보아 무리가 없올 것이다. 

유교률 오경의 학이고， 요순， 하의 우， 문무， 주공 퉁 선왕의 도이고 바 

로 여 선황의 도률 漢의 황져l가 받아서 이어나간다는 사고하에서 유교는 
곧 공자의 가르칭이라고 하기에 아직 용자의 지위는 불안한 것이었다 4R) 

「漢홉』 r觸홉傳」올 보면 漢元帝 시기에 흩衝이 공자률 股朝의 後A으로 숭 

인하고 공자의 후예율옳 宋君으로 봉합 것올 주정하였으나 받아률여지지 

않았고， 成帝期에 이르러 梅騙이 다시 건의하자 성제는 공자의 세가를 股紹

嘉公으로 봉할 것올 명하였다고 한다.49) 離끓의 건의문옳 흉해50) 알 수 있 

듯이 孔子素王說은 成帝期에 이르러 비로소 정식으강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때에 유가의 건의어l 따라 국가제도훌 유가의 이냄에 의해 개혁하기 시 

작하는데 쨌;~E察의 개혁은 바로 그 일환이다 덧불여 말하자변， ‘유교는 곧 

공자의 도’ 리는 일반적인 둥식은 敎祖가 필요해진 시점， 다시 말하면 도교 

특히 불교와 더불어 프敎鼎立의 양상이 전개되면서 상호의 영향올 주고받 
으며 대립， 정쟁하던 시기이리라 생각한다. 끓론 유교에 있어서 공지·풀 기 

독교의 예수나 이솔랍교의 모하메드로， 유교에서 요순 풍의 선왕올 기독교 

의 여호와， 이솔람교의 알라신으로 그 지위나 권위를 자리매김해야 할 필연 

적 이유는 없지만51) 척어도 개인적 차훤의 존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자 

에 대한 숭배를 표방하는 것은 공자의 제사에 불교의식에서의 불상과 같은 

聖像이 마련되고 공자가 석가모니와 갈은 지위롤 누리게 되는 풍의 형식적 

이고 형상화된 의례를 거쳐서라고 할 것이다. 

48) 홈騎市定~輪語σ覆冊究J. p.8. 
49) 뺏홉， pp.2926-2927. 王像옳 r縣훌的形成與中園文化훌繼問題」， 『짧顆與!IJ造.;]， 

p.27 째인용. 
50) 今{中JP~浦不出뼈里， 좌~子孫기、免編戶， 以聖Affñ軟[l;夫之iJe. 非활天之훌훌也 今陸下
鍵E據f中尼之累功， 以封其子孫 111.屬家ι흉其騙 又隆下之名與天亡極 r漢홈. 'i'Il빼잃 
傳J ， p.2925 

51) 본래 유일신 여호와나 알라 이외의 인물， 즉 예수와 모하메드에게 신성이 부여되거 
나 막대한 권위가 인갱되어 갔던 역사훌 공자의 점차척 격싱헤l 쭈사하여 설명하는 
연구자가 었다. 쩔倚市定， 『꿇홉홈(7)新R짜究.，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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