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의 類와 수。。*혼 

정단벼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1 .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수양론에 있어서 지적 

능력인 類가 중심적인 역할올 하고 있음올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쨌라는 능력만으로는 소인을 성인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 

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순자의 성악설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l장에서는 춘추전국 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類가 어떤 다양한 의미 

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類의 여러 가지 의미가 모두 순자에서 

드러남을 보인다. 類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유사성올 알아보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체의 무리라는 

의미 2) 일부분을 기준으로 전체를 짐작하거나 혹은 전체의 다른 부 

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추의 원칙 3) 행위에 따른 정당한 결 

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용보 관계의 이해이다. 

2장에서는 類가 가진 세 가지 의미가 순자의 수양론에서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살펴본다.1) 유추의 원칙은 성인과 군자의 차이를 만들 

고， 2) 웅보 관계의 이해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만들며， 3) 유사성 

을 알아보고 소통을 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이 세 가지 능력이 모두 합쳐져야 성인이 예를 제정할 수 

있음올 밝힌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이후에도 인간 

이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근거로， 순자 또한 인간이 

아무런 선악 판단 기준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했음을 밝히려고 한다. 



82 흠확논구 제37질 

3장에서는 순자의 본성론과 수양론 사이의 이러한 갈퉁 구도가 사 

회나 개인에게서 선올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맹 

자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순자는 표면적으로는 성악설을 주 

장했고， 그러므로 그가 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맹자와 통일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구도를 보았을 때는 맹자와 다르지 않읍올 보이려고 

한다. 

1. 類의 세 가지 의미 

1) 類의 첫 번째 의미-유사성을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개체 

들의 무리 

자전에 나오는 類의 첫 번째 의미는 ‘무리’， 혹은 ‘일족’이다. 純其

後類， 7.t*민無類， 殘類織宗 등 r呂a春-秋J， r많南子.A ， r뿔i'-.u ， r春秋緊

露j 등에서 유사한 형태로 수 번 동장하는 ‘너의 일족올 몰살하겠다’ 

는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쨌는 피를 나눴으므로 죽읍까지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임을 의미한다. 

「짧經」은 같음과 다름에 대해 설명하면서， 같은 속성이 있으면 류 

가 같으며， 같은 속성이 없으면 류가 다른 것이라고 한다1)， 공통점이 

많든 적든 하나라도 있으면 같은 류， 하나도 없으면 다른 류라는 말 

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다. 순자는 인간이 

두 개체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그 類에 속한 개체가 자 

신과 유사한 개체를 알아보는 능력 모두를 외부자극에 대한 감각기 

관의 반용과 결부시킨다. 하나의 이름， 즉 일반 영사 하에 여러 개의 

개체를 놓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은 감각기관이 그 물체들올 느 

낄 때 유사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감각 기관이 있고， 이에 따른 감각 경험에 대한 반웅 

이 있는 생물은 모두 類를 구분할 수 있다，3) 

1) 有以I피. 짧|매1:11.，1 不有|페， 不類L!!.- -뚫T.i r經.짧J:J 
2) 然則fUI綠i1IT以同뤘? 日， 綠天얀. 凡|패썼|피M~. Jt天단;;t~~物lJl.1피， 故!t方之

疑似i띠i뼈， 옮所以;u;約r.以相j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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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와 개체를 이어 類로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감각기관이 그 

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개체가 또 다른 개 

체를 자신과 통일한 類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역시 지각， 즉 감각찌 

관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은 곧 소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혈연이 아닌 다른 類 사이에도 가능 

하다. 

군자가 몸가짐올 가지런히 하면 그와 같은 자가 함께 하고， 말 

을 좋게 하면 類인 자가 응대한다. 그러므로 말이 울연 말이 그에 

답하고， 소가 올연 소가 그에 답하니， 이는 처l가 아니라 기세가 그 

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금 목욕한 자는 옷올 털고， 방금 머리를 

감은 자는 모자를 두드려 터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성질이다. 누 

가 자신은 깨끗한데， 타인의 지저분합올 받아들이려고 하겠는 

가?4) r不젠」 

말이 울연 말이 답하고 소가 울연 소가 답하는 것처럼，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는 군자 옆에는 유사한 도덕 가치를 가진 자가 모여들 

것이고， 말을 좋게 하면 유사하게 말을 좋게 하는 자가 대화에 참얘 

하려고 할 것이다. 순자는 이는 지각 능력올 따질 것도 없이， 너무내 

도 자연스러운 반웅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자신과 類가 아니라면 가까이애 두려고 하지 않으며， 하는 말에 

반웅하지도 않는다. 이를 뒤집어보자연， 가까이에 있거나 서로 지주 

소통하는 사이라면 분명히 서로 類일 것이라는 생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類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아무런 영향올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마. 

머리를 감은 자가 먼지를 럴어내는 것은 그 먼지가 자신에게 붙애 

자신을 변화시킬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類가 아닌 것에 영향올 

받아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凡牛乎￡地之f펴者， 有m氣之짧必有tfJ， 有쩌|之짧꽃-1~‘잦;J=t類. r ~앙파J . 

4) 람了했;Jt身f(ij同펀者合훗， 환í;tt등·비I類J~者應핫. 故펴嗚fl)j .1펠뺀之， 牛딴i띠1f-fff!J 
Z, 3f씨 J Il!.， 其勞然 Il!. . 故新혐者-振파衣， 新셔;:MiiJt冠， Aι해 t11. J.t페H~以 

E之ì(~ìf.~A之쨌‘했‘휘·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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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가능성은 아직 형체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 

한다 r呂民春t"t에 나오는 다음 글올 보면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이 

어떻게 근접한 것의 영향을 받아 형태를 갖추어 가는지 볼 수 있다. 

類는 진실로 서로 부르며， 기가 같으연 합하고 소리가 유사하면 

서로 용한다. 궁음을 울리연 궁음이 동하고， 각음을 울리면 각음 

이 통한다. 평지에 물을 대면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앨감이 평 

평하게 쌓여있는 곳에 불올 놓으면 불은 마른 곳에 붙는다. 산 구 

름은 풀 모양이고 물위의 구륨은 물고기 비늘 모양이며 가문 땅 

위의 구름은 연기 모양이고 홍수가 난 땅 위의 구름은 파도 모양이 

니 생성된 콧올 類하여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다<:)1 . r 呂￡

春秋J 13- 2. 

류의 생성에 대한 「呂Jf;春秋j의 묘사는 순자와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 중 지형에 따른 구름의 모양에 대한 언급은 유 

사성에 따른 무리의 생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생성된 곳을 類하여 보여 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지역적인 

근접성에 의하여 형태가 없던 구름이 산이나 바다의 모양을 닮게 되 

었다고 생각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루뭉술하게 형체가 

없는 채로 무엇과도 類가 아닌 상태에 었던 것이 반웅하여 무엇인가 

의 類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r堆南子』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사고 

방식이 발견된대) 

그러므로 유사성올 가진 개체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 

은 두 가지의 생성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반웅하므로 가까워진다. 명확한 

형체를 아직 띄지 않은 것은 근접한 것의 영향을 받아 그와 유사하 

게 모양을 갖추게 된다. 유사하면 가까워지고， 가까우면 유사해진다 

5) 類固찌]김，氣|司띠合，뺨比則뺀. 鼓꼽ï7il힘따1.鼓角ffii角훌b. 平j也狂水，水流뿜. j;성fjf 

tÆi火， 火就짧. 山雲草흉，水雲자t騎!큼雲煙火j피雲水않，無끼;皆類ft所生以示A. 

6) :1:地완以，IJ;類生 J표故山氣多男 f￥~多女 (중휘 皆짧;11;氣 짤fflt!;J1;類 故i혐方 
有不7E之훌 北方有不繹之))( 束方;탑합子之탱 西方有形殘之F 짧居U호~A 

死j홉鬼 'ìfi1南子J r地形떼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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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결국 한 무리의 유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어느 무 

리에 속하는가에 따라 그 개체의 특성은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類에 속한 개체들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운명공동체다. 그 類에 속한 하나의 

개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면， 나머지에게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類의 두 

번째 의미인 유추의 원칙과 연결된다. 

2) 류의 두 번째 의미: 하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 
느: 느:.2:1 
L- C>-, 

(1) 설득과 논쟁의 방법인 類

현재 닥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고사나 

시를 인용하면서 ‘이는 그런 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동양의 고전 

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소 

개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순자， 묵자， 맹자 퉁의 사상가들은 권력자들을 상대로 ‘당신이 A 

건에 대해 옳다고 생각했으니 B 건도 옳음을 받아들여라’라던가 ‘A 

건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니 당신이 그와 유사한 B 건을 저지른 것은 

잘못한 일이다’라는 형식의 논리를 계속 펼친다. 이 경우， A와 B 사 
건의 유사성을 알아보고 스스로의 언행에 일관성을 갖는 것이 바로 

각 사상가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다. 

P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Q에 적용하는 것이 곧 類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삼아 이와 類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에게도 

같은 반웅이나 결론을 적용하여 앓의 영역올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類의 원칙이다. 맹자는 가르침의 대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類의 관계에 있는 더 납득하기 쉬운 예를 제시하여 

상대를 설득한다. 제선왕에게 선정을 권하는 맹자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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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안마를 안 해주는 것은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에게 가지를 꺾어주는 것과 왕 노릇 하는 것은 같은 류이다. 

그러므로 왕이 왕 노릇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7). 

맹자가 類를 언급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따른다， 

P • R 

P 類 Q

Q• R 

성인은 나와 같은 類이므로 성인의 본성이 선하다면 나의 본성도 

선하다SJ . 도를 따르지 않고 벼슬을 구하는 것은 담을 넘어 이성과의 

교제를 구하는 것과 類인데， 담을 넘고 벽을 뚫어 서로 홈쳐보는 것 

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므로 도를 따르지 않고 벼슬을 구하는 것은 

비난올 받을 일이다.9).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도덕률과 새로운 상황에서 맞닥뜨리 

는 사건이 서로 쨌인 관계에 있다는 것올 알아볼 수 있다변 인간은 

계속 더 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맹자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類는 단순하게 ‘유사성올 가진 개체들의 무리’라는 뜻에서， 

‘하나의 확실한 규칙올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적용시키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7) 日: “不웠者與不能者之形何以異?" 日: “俠太山以超北海， 3힘A日 ‘我不能’，
3효誠不能t!1. 寫長者折技， 5펌.A. 13 ‘我不能’， 是不寫也， 非不옮也 故王之不

王， 非俠太山以超北짧之혔t!1; 王之不:f， 是折技之類tl1. ~"it子J r梁핑王-':J 
8) 故凡同類者， 짧쩨3似tll， 何獨끊於人iñi疑之? g싣.A.， 與我|司類者. ’굶子J r땀子上」 

9) :t夫生rf디願댔z有헬， !I.’子生而願않之有家， 父In之心，.A.皆有之 不待父母之

命 ~k연之겹‘， 搬1\，쩌、:+fl~，j'해업相從， 則父母때A皆l밟之. 古之A未’햄不欲{t 

t!1, 又평기，떠其m. '1~m~道而f:t者i， 與없I-\~tζ類t!1. ~ f，fr子J r蘇文公下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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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추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 질서를 생성한다 

순자는 질서를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사람으로， 법 체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다. 그는 이상척인 징서를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법 

이 었는 영역은 법에 의거해 행하고， 법이 없는 영역은 類에 의거혜 

행하라고 말한다. 法과 類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을 큰 가지로 삼고 

여기에서 類가 갈라져 나왔다는 견해와， 類를 기반으로 法이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모두 있는데 이는 類가 특정 단계의 규율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규율이 생성되는 원칙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인 듯하다. 

類를 통해 부분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왼쪽을 미루어 오른쪽을 딸 

수 있는 것은 전체를 총괄하는 원칙이 때문이다10). 순자는 이 원칙 

은 시공간올 초월하고 개인차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여겼다. 순자에게 

類는 툴일 수 없고 하나로 정해진 것이며 또한 시간이 아무리 지파 

도 일그러짐 없는 것이다11 )1 2). 그러므로 순자는 과거의 원칙을 기반 

으로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13). 

인간 세상올 관통하는 정해진 법칙， 영원히 불변하는 것의 예시로 

순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했다. 순자는 부자， 형제， 부부 퉁 사 

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문 

화가 바뀔지라도 동일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에 

는 ‘순환하여 끄트머리가 없는’ 세상의 진리일 것이며， 그 중 하나의 

관계를 경험한 것으로도 만사에 이를 적용시킬 수 있고， 그 하나의 

관계에서 깨달은 원칙을 기준 삼아 다른 모든 상황을 頻로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변치 않는 원칙’의 존재 곧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비 판단 

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연 지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왜 

경험과 고대 중국에 살아있었던 성인의 경험， 그리고 인류의 후손왜 

10) 有法者以法行， 씻샌ì1￥*以類짧. 以其ιk처lμ;t;， 以;I:t‘;6:: ;w;lt까， 凡iJ황쨌.理I띠m 

守tl!.. r人.&J

11 ) 했1~ 피 i펙tl!.. 故知者擇- ffij웰;앉 r解i따J 

12) 以쳤行獅， 以-~.t파t !lfì則終， 終WJ빠."tmι無선fö tl!.. 깜?강미ÎÄ下以챙핫， 

13} 類l'삼~， 跳久同~. rJr.:tJ\J 



88 월학논=? 째37집 

경험 간에는 類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게 類의 집합이 형성된다면， 

하나의 경험과 다른 하나의 경햄 간에 類의 원칙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類는 나의 개언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시공간 

을 초월하는 원칙을 이끌어내는 법칙이기도 하며， 과거를 살았던 성 

인의 예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새로운 영역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올 

이끌어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성인은 서로 類의 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그의 행통 

과 나의 행통을 類의 관계에 놓올 수 있다. 성인을 따르려는 나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기반이 되는 성인의 행동은 類의 관계에 있으 

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나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3) 類의 세 번째 의미: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l느; 느:.2~ 
M~ 0 , 

(1) 행위와 이에 대한 상벌-‘무리’라는 의미에서 유추되는 ‘응보’의 의미 

유추가 가능한 것은 P와 Q 사이에 눈에 보이는 유사성이 있기 때 
문이다. 이 경우 그 유사성은 그 개체들의 외부에 있는 관찰자에게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 유사성을 말한다. 그러나 P와 Q가 한 눈에 

보기에 비슷하다는 것은， 그 내부에 또 다른 많은 공통점을 감추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은 순자에서 類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단락이다 

우리가 생성되는 것은 시초되는 바가 있기 마련이며， 좋고 나쁜 

결과가 도달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덕을 반영한다. 고기가 상하 

연 구더기가 생기고， 생선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생낀다. 태만하여 

스스로를 잊으면， 재앙이 곧 일어난다. 강한 것이 기퉁이 되고， 약 

한 것은 다발이 되는 것온 모두 자처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 몸에 

었으면 원망이 얽히는 곳이 된다. 앨감이 가지런히 놓여있으면 불 

은 마른 것을 태우고， 평지가 판판하면 물은 젖은 곳에 모인다. 

초목은 모여서 자라고， 짐숭도 모여서 거하니， 사물이 각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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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과녁이 설치되면 활이 날아오고， 수풀이 

무성하면 도끼가 오며， 나무가 우거지연 새 떼가 그곳에서 쉬고， 

식초에는 파리가 낀다. 그러므로 말이 화를 부르기도 하고， 행동 

이 욕을 부흐기도 하나， 군자는 서있는 곳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 

다 14) r倒쩔」 

89 

이 단락은 유사한 특성올 가진 재체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는 데에 

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군자는 처신을 

조심해야한다는 교훈으로 끝난다. 이 전체의 내용올 포괄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습한 곳에서만 자라는 버섯이 음지에 모이는 이치 

와，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랍이 끝내 안 좋은 결말에 처하게 되는 것 

이 같은 이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마도 순자에게는 이들의 공통 

점이 자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들올 한 문단 

으로 엮어놓았던 것일 테다.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역으로 유추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체와 단체의 연결고리: 

초목은 모여서 자라고， 짐송도 모여서 거한다. 사물은 그 무리 

를 따른다. 

단체와 환경의 연결고리: 

고기가 상하면 구더기가 생기고， 생선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생 

긴다. 

상태/행위와 결과의 연결고리 : 

마른 앨감에 붙이 붙고， 습한 땅에 물이 스민다. 

강한 나무는 기퉁이 되고 약한 나무는 다발로 묶인다. 

말이 화를 부르기도 하고， 행동이 욕을 부르기도 한다. 

14) 빼類ι起， 必有fiJi'k샘， 榮!t1-之來， 必象ft德. 肉M재生蟲， 魚站生r짧， 침↑혈忘身， 

해1R乃作. ~自取섬1:， 柔自Jfll.束. ~ß짧{E身， 원之所樞， ó힘췄f￥i-， 火Jìæ짧ttL， 

平빼若， 水就없ttL 草木I용生， 쩍깐~.ß:FI힘， 物各從Ä類ll!.. 是故質((:]댔， ITií~ 
~~1!~. #A‘:&ïliíJf.1T헌편， 樹/iIt~n띠왔鳥‘팅판， ð훌없而~聚;띈， 故jj-有겸해 
ll!., 行有招￥ll!.， 밤子{었;JtfiJT:íL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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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나무와 소나무， 학 

과 학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은 類인 것과 다를 바 없이， 악한 인간 

과 별， 군자와 영예는 서로 떼려야 펠 수 없는 類의 관계였던 것이 

다. 그러므로 순자는 초목이 모여 자란다는 사실 명제에서 군자는 처 

신을 조심하는 것으로 욕올 피해야한다는 당위 명제를 이끌어내는 

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듯 보인다. 

풀은 풀을 부른다. 식초는 파리를 부른다. 마른 밸감은 불을 부른 

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유사한 것은 서로 따른다’는 명제 하에 속한 

예시들이다. 이를 인간의 경우에 적용시켜서， 군자가 곧 자신의 존재， 

처신 혹은 행위를 조심해야한다는 교훈으로 이끌어가려면， 인간은 행 

위에 따른 결말을 맞게 되어있으며 이 관계 또한 類라는 주장이 펼 

요하다. 순자는 사회의 경상형벌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행위에 따른 정당한 결과어| 대한 인지 

인간의 행위와 그에게 닥치는 결과 간의 관계 또한 類라는 어휘로 

표현할 수 있음은 다음 예문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는 순자 

가 ‘과거에는 사람에게 직접 형벌을 내리지 않고 인형올 만들어 대신 

처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니， 모든 작위를 주고 관직을 내리고 상 

과 치하를 내리고 형벌올 주는 것이 모두 용보여서， 類로써 서로 
따른 것이다 15) r正論」 

과거의 사람들이 인형을 대신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 응보관념에 맞게 상이나 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 피지배자의 행위와 지배자의 반웅은 ‘서로 類로써 따른 것’이라고 

순자는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올바른 행위와 상， 그리고 범죄 행 

위와 벌은 서로 類의 관계에 있게 된다. 경상형벌이 類 해야 한다는 

15) ‘값古不然， 凡않列官l熾11慶]Fll핸皆報 lι， 以類*ílt't정~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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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순자 내에서 두 번 더 언급된다. 

그러나 순자에게 있어서 행위에 따른 대가는 ‘경상형벌’이라는 싹 

회적 제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인격신이 내리는 천명이파 

재판관이 내리는 상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정당한 패 

가는 모두 類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r햄子.J의 예문을 보면 열 

수있다. 

지금까지는 類가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춘추전국 시대의 여러 문헌 

과r쩨子‘l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순자의 수양론의 각 단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결국 순자 

의 본성론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순자의 이론과 類 개념의 관계 

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 홉子의 수양론과 類

1) 성인과 군자의 차이， 그리고 類의 유추원칙 

사회의 규율에 충실히 따르는 자는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주어진 규융올 따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규율돼 

생성원칙을 파악하는 사람은 납다른 지적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이따. 

순자는 法은 군자에게 주어진 능력， 類는 성인의 능력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J6). 

군자와 성인의 차이는 새로운 모범올 생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 

다. 군자는 기존의 모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하므로 말을 많이 할 

수 없i며 항상 기준에 스스로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났올까 

조심스럽다. 그러나 성인은 항상 ‘類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Jï). 생 

소한 상황이 닥치거나 다양한 표현올 사용해야하는 때가 오더라토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 

16) 多릎삐類， 뿔人tll. 少릅떼法， 君子 lι. 多言無法， ÎI띠流뼈i然， 跳辯， 小)\tll..

r大略」

17) 多답則Xîlii쨌， ~Ai짧;I:IJfJ以， 즙之千짧찌짧， J:t統했- l!1， 是!i:人ι1-ll t!L. r 

’1: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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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이렇듯 자유자재로 적절한 대웅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원칙 

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보 

편적인 규율올 생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성인이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이유에 대해 순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인은 어찌 속일 수가 없는가? 답하기를， 성인이라는 것은 스 

스로 기준올 삼는 자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사람을 재고， 감성 

으로 감성을 재며 ， 類로써 類를 재고， 가설로써 결과를 재며， 도로 

써 일관되게 전체를 보니 ，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19) r非狀」

성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올 헤 

아릴 수 있으며， 그 한 사람의 본성과 감정을 이해하면 이를 미루어 

다른 사랍들의 상태 역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성인이 다른 사람들 

과 본성이 통일한 인간이며 또한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왼쪽올 보아 오른쪽을 아는’ 것과 같은 類의 이치로 

그는 자신올 기준으로 타인을 짐작할 줄 안다， 그는 타인의 감정올 헤 

아릴 수 았으므로， 그가 제시하는 규율은 올바르다. 이렇게 자신의 욕 

망과 감정을 기반으로 타인의 욕구를 類할 수 있는 인간은 시대를 뛰 

어넘올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즉 體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20) 

바로 이 類의 능력은 또한 그가 ‘모범이 있는 곳에는 모범으로， 

모범이 없는 곳에는 類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역시 전체의 

일부인 하나의 모범올 기준으로 삼아 이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일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먼 옛날 사회의 첫 규율올 제정했던 과거 

의 성인과 그 규율을 새로운 사회에 적웅하는 현대의 성인은 통일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18) 不先빼， 不早짧， 經之ïf따웅， 成)Cïfíi類， 힘짧逃徒， 應變不뿔， )뭔~A之辯흙-也‘ 

「非狀J

19) 뿔A何以不可따?8‘ 뿔A者， 以c.lIt者 tl!.. 故以AfJr人， 以{펌많f펌， 以쨌度類」 
以說앓功， 以道觀짧， 古今一也

20) 兩情者， 人生固有端파. 若失斷之繼ι， I뱅之짧之， 益之f쉴之， 類之꿇깅ι 짧之 
美之， ßë*:;fÇ終wì莫不l順Jt， 足以왔파m:則， 則是禮 tl!. . -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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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인과 군자， 그리고 類의 응보 원칙 

(1) 군자와 소인의 구분 

군자와 성인의 차이를 알았으니， 소인과 군자의 차이에 대해 생각 

해보자. 우선， 본성은 모두가 똑같A므로 본성의 문제는 아니다. 순자 

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선한 인간의 표본이자 질서 있 

는 사회의 창시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악한 

인간의 대표 격인 걸이나 척의 본성은 모두 통일하다고 못 박는다.21)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자질은 어떠한가? 똑똑하연 군자 

가 되고， 능력이 없는 자는 소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순자는 확실하 

게 말한다. 재질， 본성， 지능， 능력은 군자와 소인이 똑같다. 영예를 

좋아하고 욕을 싫어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것도 군자 

소인이 똑같다.껑) 

군자가 되는가 소인이 되는가는 사회의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웅 

하는가에 달려있다.강)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자라나기 

위하여 교육 과정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그는 그 사회의 ‘올바른 태 

도’가 무엇인지 몸에 익히게 될 것이며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의 과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는 예의를 어기는 자， 곧 소인이 될 것이다. 선， 즉 사회에 성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자는 군자이고， 그 사회의 질서를 파 

괴하는 악의 세력은 소인이다. 

그런데 소인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사회의 

규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둥 교육을 받고도 

자신의 지능올 이용해 타인에게 샤기를 치는 지능범처럼 사회 질서 

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인지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 

서 형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류에 따라 변화되고， 형체가 이미 잡 

21 ) 凡Aι性者， 첼 · 짧之與榮 . Jl1i, ;t:t性一 tlJ" 君T之與小Á， ;tt性一 tl1. r性;핸」 

22} 材t'HfI能， ;(1子小Á-也. H榮惡’￥. 好利惡별， f홉君子小人之所l피따， 若其以
求之;之週~IJ異춧 r榮행」 

23) 今之Á， fr.f:í!i法， 없文당1， 道￥gS흉者j혔킹캉든r， ~f뽀↑환， 安떻‘IIfE， 때i끓禮義者쟁小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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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것은 자신의 류가 아닌 컷에 대해서는 반웅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 같이， 소인은 아직 형체가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변화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미 성격이 굳어버린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반웅하 

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먼저 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졌 

는데도 이를 거부한 소인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2) 자기반성의 과정을 거부한 소인 

질서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무지한 인간올 제외하고 말하자연， 

소인은 질서의 아름다움올 보고도 이를 거부한 자이다. 그에게는 군 

자나 성인， 혹은 그들이 제시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순자는 군자와 소인 

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인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데에는 재빠르면서 사람들이 자 

신을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주기를 원하며， 거짓올 꾸미는 데에는 

재빠르면서 남들이 자신을 가깝게 여져주기를 원하며， 짐숭처 럽 

굴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선하게 여겨주기를 원한다깅) r榮훌」 

소인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는 믿음직스럽고， 가까이할만하며， 

선하고， 현명하고 좋은 사람， 다시 말해 군자로 여겨지기를 바란다.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평가가 일치해야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그는 ‘행위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인지’라는 의미의 類에 

대해 무지하다. 類의 관계에 대한 무지는 곧 사회화 가능성의 배재로 

연결된다. 군자라연 실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 

하겠지만， 소인은 아첨하는 자만을 가까이 하여 개선의 여지마저 멀 

리할 것이기 때문이다.25)26) 

24) 小Á tl!.者， ~j흉짧|매‘欲人之쉽j.c t.!1.， 흉웰許而欲A之親E也， 쨌쩍f之行mï欲A 

之협'c1ß 
25) 故非我而當者， 홈師 t!l.， 싫我而當者， 휩·友也， 3쉴했我者， 폼R싸1J1. 故캄子|찮[때 

而殺友， 以致팬、;)itl앉. 好·팍無厭， 쫓송~iflÎt.펀誠， 빼C없;잊~illl， 得乎짧 
26) 짧뤘!者親， ~~;I;f流， (I~jf됐笑， g젠忠짧lll!<， 雖φ;無à!Xc， 得乎·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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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불합리한 일이지 

만， 스스로의 잘못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더욱 문제가 크다. 그는 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소인의 이러한 태도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 

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불만을 품어 더더욱 큰 

잘못을 하게 되는 도덕적인 악순환만을 낳는 것이다. 

교육이 소인과 군자에게 갖는 다른 효과는 다음 인용문을 보연 잘 

알수 있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서 마옴에 모여서 사지에 드러나고 

움직임과 멈춤에 나타나니 말을 바로잡고 행동올 움직여서 한결 

같이 법칙으로 삼을만하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온다 귀와 업의 간격은 

사 촌에 불과하니 칠 척에 달하는 몸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 

겠는가?2Î) r 獅댈」 

군자는 성인의 모범에 대해 배우든， 예의의 법칙에 대해 배우튼， 

마음에 담아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므로 스스로를 변화셰 

킬 수 있다. 소인의 학문이 귀로 들어가 업으로 나온다는 것은， 행동 

으로 옮기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군자는 다르따. 

善， 즉 예의에 맞는 행위를 하여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은， :끄 

러한 기준에 스스로를 비교하여 끊임없이 자신올 변화시키는 과정움 

통반한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올 구분 짓는 행동이다. 

소인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인식’이라는 類의 의미를 무시 

하는 자이다. 소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게 불러올 반응은 거부하 

며，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반웅올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군자의 삶이라고 하여 웅보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 

니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반성하였으나， 잘못을 찾을 수 없었펜 

27) 깎子之덴 It!.. 入乎耳， 평1-心， 까5乎~n싼， ]ν，→!IlIJ~li， 까허iTfi 펴 쨌i7iií페.피以져 
1*때， 小A之장! 1IL. 入乎耳. 111乎口，lJlf之!임lWJ때 -J-1[， 칭足以갓七R之縣i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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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군자는 어떠한 반웅을 보이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3) 인격수S때| 충실한 군자 

‘군자’라는 이름올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에게는 두 번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은 삶의 초기에 다가오지만 결국 모든 노력 끝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경우 어떤 반웅을 보일 것인가의 문제는 삶의 마감 

하는 순간까지 인간올 괴롭힐 것이다. 백이숙제나 공자의 경우를 생 

각해보자.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박탈당했을 때， 웅보의 

원칙을 받아들였던 자는 어떻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가? 만약 그들이 

‘웅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말을 맞은 것에 대해 억울함에 몸올 떨 

고 저주를 퍼부으며 끝내 이성을 잃었다연 그들이 ‘군자’의 대표적 

예시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었올까? 

순자는 군자가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합에도 분노하지 않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응보의 원칙’올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 

라， 너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도덕적인 자기 수 

양올 제외하고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영역은 없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집착하지 않으며， 응보의 원칙 

이 온전히 보장되는 영역에 우선적으로 힘올 쏟는다. 

군자의 초연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애초에 세속적인 부귀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순자는 하늘에 달린 것과 

자신의 힘에 달린 것을 대조시켜 비교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보상과 

기대할 수 없는 보상에 대해 설명한다.28) .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달런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력을 해도 얻올 

수 없을 수 있으며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군자는 재물이나 지위를 목 놓고 바라지 않는다. 이는 나에 

28) 楚王後車千乘， 非知也， 첩子O졌꿨飯;水， 非핑1J1.， 足節然也 若夫志意iε， 德、行

l￥， ~1l[i션‘明，1:於今I띠志乎古， 입IJ是!t:(E我者 1J1.. 故띔子敬其tEc.:1f， iTii不끊其 
:(E天者， 小A짧:J"ti:E己者， il디핑}t"CE5'(者. 펌子1t<;tttEc~， f띠不폈rt:{E天흙， 

쏘以 日 進tl!.， 小A錯꽃ttE i크者， f(디:핑;It在7Ç者， 是以日m 也. 故챔子之所以 R 
;j1[, ~rlH 、A之所以日退， -tt!, 침子小人갱껴以m縣휩，:(E此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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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로 순자가 제시하는 것은 ‘자기 수양’이 

다. 그는 매일 노력하므로 매일 발전한다. 도덕적 자기 수양의 영역 

에서 類의 원칙은 절대적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횟수만큼 그는 정 

직해지고， 타인에게 선한 행위를 베푼 만큼 후덕해진다. 다시 말해， 

그는 성인에 가까이 가려고 힘을 기울인 만큼 정확하게 성인에 가까 

워져 간다. 

군자가 부귀영화 대신 자기수양올 추구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이 더 

숭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보장되 

지 않는 일은 애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자의 類의 능력이 

자신의 행위가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예측의 능력에까지 미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순자의 사상 내에서 군자는 먼저 행동하지 않고서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위와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도덕 수양의 영역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스 

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애초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군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러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루고 싶 

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논리와 도덕의 영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용요에 대한 욕구는 과연 ‘노력한 

다고 얻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로 달렐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인 보상이 보장되는 이상적 

인 사회라면 인격 수양보다 경제 활통이 더욱 ‘군자다운’ 일이 될 것 

인지 묻지 않올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연 {，IEH의 인간， 그리고 유사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무리인 류 

(1) 인격수양으로 군자가 얻는 대가인 군자의 무리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무엇인가는 사회에 따라 다르게 인식 

될 것이다. 상서 시대에는 인격신。l 내리는 상별， 법치국가에서는 어 

김없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웅보였다. 그렇다면 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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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 생각한 ‘덕치’ 혹은 ‘예치’ 사회에서는 어떨까?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 동료에게 자신이 맡은 일을 미 

루어버리는 회사원， 이틀이 멀다하고 애인올 바꾸는 바람퉁이 동은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내일 당장 천벌올 받올 것올 기대할 수 

도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웅에 의해 저절로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되기가 쉽다. 꾸중을 듣고， 미웅을 받고l 혼자 남는 외 

로움을 겪는 것은 인격신이나 사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들의 행위가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항상 남의 입장올 배려하며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반대가 될 것이다. 하늘이 명을 내리거나 국가에서 표창을 내리 

지 않더라도 그의 삶은 풍요롭게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군자가 행동 

을 조심해협F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닥 

치는 결과는 그저 좋고 나쁜 대우일 뿐 아니라， 함께 다니게 되는 친 

구， 또 그들에게 받게 되는 영향 둥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디음 인용문은 친구를 잘 고르는 중요함에 대한 것이다. 

임금된 자는 신하를 신중히 고르지 않올 수 없으며， 보통 사랍 

은 친구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친구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자이니， 도가 다르연 어찌 함께 나누겠는가? 앨감을 균퉁하게 쌓 

아놓고 불을 지피연 불은 마른 곳에 붙고， 평지에 물을 대면 물은 

축축한 데로 흐른다. 무릇 류끼 리 서로 따름이 이와 같으니， 친구 

로써 사람됨을 보는 것이 어찌 의심할 바가 있겠는가? 좋은 사람 

을 친구로 삼는 것은 신중히 하지 않올 수 없는 일이니， 덕의 기반 

이 되 기 때문이다.었) r大略」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땅과 물이 ‘습기’라는 공통점을 

가운데에 두고 모여들듯이 사람과 사람은 성격이나 행위 동이 공통 

점을 연결고리로 서로 함께 하게 되어었다는 생각이다. ‘.Ðt 다르면 
어찌 함께 나누겠는가?’， ‘친구로써 사람됨을 보는 것이 어찌 의심할 

29) 훨A者不可以不ifl!&ê:，1lJ.失不可以不범取友. 友者， 所以相有tI:!. . 협不同， 何
以相有tl!.? 均흙流火， 火就많， 平地注水， 水流짧 夫類之相從tl!.如此之뽕 tl!.‘ 
以友뼈A， i띈所疑? 取友휩Å， 不可不↑웹， 쇠E德之基 tl!. 



~자의 類와 후앙튿 (!T.9 

바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마치 도덕 수양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類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듯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찌 

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가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인짝올 

가진 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다시 i딸 

해， 누군가의 군자다운 행동은 이미 군자인 사람올 그 주위로 끌어들 

이기도 하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을 군자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대 

주위 사람들의 군자다운 행동은 아직 수양이 덜 된 나의 ‘군자다풍’ 

을 이끌어낸다. 

類의 두 작용은 서로 연결되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훌륭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의 군자다움으로 인하여， 아직 온전경l 

군자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쩡 

도의 수준은 되는 학생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 것이며， 학생들은 그 

의 선한 영향력 하에 군자다운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갈 것이다. 이렇 

게 무리를 이룬 그들은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더욱 쉽게 셔로 

에게 반용할 수 있으며， 더욱 빠른 속도로 인격올 형성해갈 수 있올 

것이다. 

군자는 인격을 수양하며 학문의 길에 꾸준히 나가는 자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올 지므로 주위 사람 

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를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빌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향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 

자는 이에 개의치 않는다. 세속적인 영예나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은 노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자가 학문의 길에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니는 그에게 어울 

리는 친구들이 주위에 모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덕이 쌓일수록 덕이 

높은 인물들이 그와 벗하려고 하고， 그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으며，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무리를 생성하여 더욱 학문의 길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L낚 

이 또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났거나， 운이 파 

쁘거나， 주위에 자신만큼 덕이 높은 인물이 아예 없올 수도 있다. 德

不孤라고 한다지만， 막상 공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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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했다. 분명， 그 시대에 그와 덕올 겨룰 위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덕이 높으면 높올수록 짝할만한 인물은 줄어틀 테고， 

접점 더 외로워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자가 그 한탄 끝에 덧붙인 한마디이다. ‘나 

를 아는 자는 하늘밖에 없다’는 말은 곧 자신과 類하여 소통이 가능 

한 자는 인간 중에는 없으며 자신은 곧 하늘의 경지에 올랐다는 말 

이다. 이는 물론 공자가 모든 세속적인 보상을 놓친 이후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하늘과 類하는 것은 군자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의 목표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선택의 순간에， 때로는 죽음을 앞에 놓고서 

도 군자가 도덕적인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 

의 보상은 곧 하늘과 類한다는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군자가 하늘과 類하려는 강한 의지는 개인의 인격 수양에서만 통 

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예를 제정하는 과정과 목적을 살 

펴보아 하늘의 운행파， 그 질서를 닮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어떻 

게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지 보도록 하자. 

(2) 예의 제정 목적은 인간 사회를 하늘의 운행과 같이 만드는 데에 

있다 

순자에게 있어서 禮의 모든 절차는 성인이라는 극도로 발달된 지 

적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인 

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곧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이 올바른 감정을 느끼도록 누군가가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그 

러므로 인간이 부모의 죽음 앞에 슬퍼했으므로 장례가 생긴 것이 아 

니라， 인간이 부모의 죽음 앞에 슬회해야하므로 장례가 생겼다는 것 

이 순자의 설명이다. 

상례의 모든 것은 변화시켜 장식하며， 웅직여서 멀어지고， 시간이 

흐르연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옴의 도라는 것은 장 

식하지 않으면 보기에 좋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으면 슬프지 않으 

며， 가까우면 가볍게 보게 되며， 가볍게 보면 질리고， 질리연 합부로 



~작의 類와 Çt잉~f!! 101 

대하게 되고， 합부로 대하면 곧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3(}) r總폐」 

시체를 싸고 닦고 옷을 입히며 관을 짜는 행위 모두는 시체가 썩 

어가는 추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리 

고 이는 자식들이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공경을 유지하며， 슬픔을 느 

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장치가 존 

재하지 않는다연，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한들 슬픔과 공경의 마 

음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자연 상태라면 당연히 느 

끼게 될 감정이라고 순자는 생각했다. 

禮의 생성과정에서 성인은 첫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타인 

의 감정을 재단하고， 둘째로는 이상적인 감정 상태， 즉 원하는 결과 

에 닿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예측한다. 다시 말해， 성인은 예를 제정 

하는 과정에서 類의 두 가지 의미， 즉 일부를 기준으로 전체의 나머 

지 혹은 다른 일부를 유추하는 원리와 행위와 결과의 상관관계를 파 

악해 행위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 

인의 사회 질서 창조 능력이다. 성인의 능력이란 군자가 되기까지는 

전혀 없었다가， 군자에서 성인이 되는 단계에서 갑자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인인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쌓아나가서 성 

인이 되는 단계에서야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순자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면， 장례의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부모 

가 죽은 이후에도 자식이 공경과 사랑의 감정을 유지해야하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죽음 이후까지 끌고 가야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순자에 의하면 이는 인간이라면 짐숭보다 나은 모습 

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순자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설명해가연서 장례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30) 폈禮之凡， 찢때節， 짜Jïfiiì형， 久l띠平. 故9E之f1道也， 끼~fi~則，괜， 갖E則不哀， J홉 

![IJ짧， ~MIJm， I없則忘， 忘則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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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것들 중 혈기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각이 었으니， 지각이 있는 것 중 자신의 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없다. 큰 새나 짐숭도 자기 무리나 짝을 잃으면 달이나 계절이 

지난 다음에도 반드시 되톨아보고， 살던 콧옹 지날 때연 주위를 

배회하며 머뭇거리고 서성거린 이후에야 자리를 떠난다. 제비나 

참새처럼 작은 것들도 장시 지저귀는 시간을 둔 이후에야 떠낱 수 

있다. 혈기가 있는 것 중에서 인간만큼 지각 있는 것이 없으니 그 

러므로 인간은 그 부모에게 죽옴에 이른 이후에도 (혔에 대한 사 

랑이) 끝이 없는 것이다.3 1 1 r없짧」 

類를 알아보는 능력은 었1라는 것을 같은 인용문을 사용해서 이미 

논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知가 더 잘 발달되어 

있으연 類에 대한 감정도 더욱 강하리라는 생각이다. 참새는 짧게 지 

저귀는 시간을 두고， 큰 새는 한 달에서 심지어는 서너 달이 지난 

이후에도 그리움을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보다 더욱 발달된 지 

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서너 달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죽옴을 애도하 

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순자가 인간이 동물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부 

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 듯 보인 

다. 그러나 지각의 발달 정도와는 상관없이 순자는 부모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위에서 보았 

다 죽음을 장식으로 변화시켜야하는 이유에 대한 인용문온 다음과 

같이 말을 맺는다. 

하루아침에 공경하던 부모률 앓고 장사지내 떠나보내는 마옴이 

슬프지도 않고 불경하다연 이는 짐숭만도 못한 것이니 군자는 이 

를 부끄러워한다.321 r짧꿇」 

31) 凡' I ~乎天뼈之ru1者， 有血쩌之Ji:i必""ì써 1， 1f였1ι屬꽃-'f찢，u;짧. ιb붓太'!?-;m~IJ 
失亡;l.tr，r l파， 越H協U~j， WJ必反훼， ;.꾀Ni.쩨1， 핵IJ必佛찌l딩， ~rJ파.l~~， mf.쩌‘땀， 뼈l 

없l‘딴， 然後能i양之마. 小↑씨·ji꽤~f핸-Iï뼈1\앉之b합줬， 然ft:ûlU~ι， ~&1ìl(U~\之
}iâ잣섰 l於λ 故A之於Jttll따， -ñ?E無짧. 

32) -뼈l띠喪其嚴웠， 00所以送핸之휴f-1 ~흉-1 ~없， 則緣於짧깐t잣， .tt f'.lMì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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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글을 비교해보면， 짐숭과는 다른 인간의 슬픔에 대해 묘 

사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이 짐숭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類의 죽음에 대한 애도 

가 커진다는 사실명제에서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인간이라면 짐승보 

다 슬픔이 더욱 커야만 한다는 당위명제로 바뀐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에는 짐승의 사회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다. 그들과 같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부끄럽다. 짐승과 같은 類가 되지 않는 것이 성인이 장례 

절차를 만들어서 인간의 감정올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한 목적이 되 

는 것이다. 

군자가 자신올 채찍질하고 좀 더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수양을 쌓 

는 것이 군자， 성인， 혹은 하늘의 類에 속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인이 

규율을 제정하고 혼란에서 인간 사회를 구해내려고 노력하는 저변에 

는 짐승과 類가 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순자에게 ‘짐승과 

달라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서， ‘그런 행위는 곧 짐숭과 같 

은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편다)’라는 경고는 셀 수도 없이 되 

풀이 된다퍼) 소인의 행위는 끊임없이 금수와 비교되며， 학문의 길에 

서 성인과 대조되어 노력을 멈추는 자에게 돌아가는 이름도 곧 금수 

고， 성인이 두려워하는 흔란의 세상은 어김없이 금수에 비유 된다.34) 

하늘과 類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문자에게 마지막 자존심이 되 

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보상이다. 문화와 사회의 창시자 

인 성인에게 긴 시행착오의 여정에 통기가 되는 것 역시， 짐승과 類

인 혼란에서 벗어나 질서를 갖추고 하늘의 운행과 類하려는 욕구이다. 

그렇다면 목숨 앞에서도 버릴 수 없는 이렇게 강한 욕구는 어디에 

서 오며， 무엇보다도 짐숭과 같은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깊은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 

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욕구는 그 툴이 같은 類에 속해있기 때문에 

느끼는 동질감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렇듯 자신이 어 

떤 類에 속해있음올 알아보고 반응하고 소통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 

33 ) T ;6ê子J r熾x公上」， r腦文公下」 ， r짧짧下」 

34) r {~ 'rJ r뼈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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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지어 짐승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올 보았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어 죽음보다도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회의 질 

서를 위해 예를 창제하는 과정의 기반이 되는 능력을 인간은 태어나 

는 순간부터 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는 과정은 태어나면 

서 시작하는 것이며， 수양의 길에서 얻는 모든 능력은 성인이 맡은 

임무에 기여한다. 

그러나 자신의 類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까이 가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의 類가 하늘이 될 것인지 짐송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지 

는 않는다. 類의 세 가지 지적인 능력에 하늘과 인간이 類라는 가치 

판단이 더해진 이후에야 인간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 모두 갖춰진다. 

성인은 인간 사회를 하늘의 운행과 마찬가지로 질서 잡힌 모습으 

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자신을 수양하고 규율을 만들어 

내는 인간이다. 그에게는 하늘과 類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렇다 

면 그의 수양 과정에서 그 의지는 어느 순간에 개입된 것일까? 성인 

과 군자의 차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보아도 그 과정의 어느 부분 

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 

던 것을 미루어， 이러한 의지는 갖고 태어나는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은 선악에 대한 아무런 선천적인 가치 판단 

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순자는 표면적으로는 하늘과 인간의 태생적인 연결고리를 부인한 

다.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선의 씨 

앗은 부인하면서도， 그럽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선해지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무릇 사람이 선하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 

이다. 얄팍하면 두터운 것을 원하고， 추하면 예뻐지고 싶어 하고， 

좁으면 넓은 것을 원하고. 가난하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진 

실로 자신의 내부에 없으면 반드시 외부에서 구하게 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부유하면 재물올 원치 않고， 귀하면 세를 원치 않으 

니 진실로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외부까지 손을 뻗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서 보자연 사랍들이 선하게 되고 싶 

어 하는 것은 성품이 악하기 때문이다.떼 r性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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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의 논리에 따르자연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 

하게 되고 싶어 한다. 순자 본인에게는 선한 본성과 선해지고 싶은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類라는 

개념을 분석하여 따라옹 결과로는 어느 類에 속해있는 것과 그 類의 

특정을 알아보고 그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좁과 類하고 싶어 한다. 순자는 비록 이것이 인간 

이 善올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즉 선과 類가 아 

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類에 대한 그의 설명을 따르다보면， 

같은 類가 아닌 것은 서로 반용하지도 소통하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서로 교화하지도 서로 욕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순자는 類에 대 

한 설명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성악설올 번복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 

택올 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다음 3장에서는 순자가 표면적으로는 성악설을 주장했으나 그가 

사상올 전개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은 오히려 성선설의 기본틀과 

비슷하다는 것을 r굶子』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3.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類

1) 성선설과의 비교-인ξ뻐|게는 선과 類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에게 있어서 類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타인 

을 선한 행위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자 근거가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類는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 

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았올 때 순자의 인간 역시 질서에 대한 욕구 

를 마음에 이미 풍고 조금씩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r굶 

T .• 에서 묘사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순자의 인 
간이 선올 행하는 과정이 성선설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맹 

35) 凡A之값폈붉者. 1홉性훨‘tl!.. 夫짧願j텐， '평‘願美， 俠廠1ff1. 씁願합， I많願it， 찌 
無之’ l'者， 必求於外， 故富而不願財， j’i띠不願勢. 1，.ã有之1.1"者， 必不Et.於外.

#I1lt觀之.J....之欲앓펀·者， ~t.↓‘평‘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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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와 비교 대조해보자. 

묵가인 횟之와의 논쟁에서 맹자는 먼 옛날 별다른 의례 없이 구 

덩이에 부모의 시체를 던져 넣었던 원시 상태의 특정 인물을 상상해 

본다.36) 썩어가는 부모의 시체를 우연히 보게 된 그 사람은 그 끔찍 

한 모습에 공포에 가까운 애통합을 느끼며 부모의 시체를 묻어준다. 

그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부모의 시체 위 

에 흙올 덮는다. 맹자에게 장례의 기원은 인간의 감정 그 자체이다. 

순자의 경우는 분명 다르다. 순자는 장례의 절차가 있어야하는 이 

유에 대해 ‘부모의 시체를 마주하연 슬퍼하는 감정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라고 밝히며， 그렇게 된다면 이는 짐승만도 못한 일이므로 부 

끄러운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순자에게 禮의 존재 의의는 인간이 짐 

숭과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순자에게 있어서 도덕심은 구체적인 감정의 상태로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어떤 때에 분노를 

느껴야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 성인， 

혹은 군자와는 같은 類가 되고 싶어 하고 짐숭과는 같은 類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욕구만이 도덕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원 

동력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가치 판단에 의거하여 분석과 저울질 

의 과정올 거친 이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善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 분석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올 말하는 것일 테다. 

그러나 순자 역시 ‘짐승과 같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느 

끼도록 하는 그 마지막 일말의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왔는지， 군자가 

때로는 죽음 앞에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하 

늘과 類’하고자 하는 소망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맹자 

가 부모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답을 할 수 없다.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맹자와 순자는 마지막 순간에는， 짐승보다는 나은 모 

습을 보이기 위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類하며 짐승의 類에서 벗 

어나려고 하는 욕구에 의존하여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36) ~iFU:子 J r驗文:公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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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동일하다. 

비록 순자가 그려내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간의 모습이 맹자까 

묘사하는 감정적이고 즉홍적인 인간과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순자거 

그리는 인간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최종적엔 

기준만은 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에서，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 

2) 순자의 성악설-도덕성의 부재보다는 교육의 필요성에 중점이 

있다 

그렇다면 순자가 ‘성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소인과 

군자의 차이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능력 

에서 나온다면， ‘도덕적인 인간이란 곧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간에 

란 말인개’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소인이란 어떤 이유로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시금 찬창히 짚 

어보자.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인간이 되고 싶으며， 그 

러한 인간이 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들일 준비도 되어 있으나， 어 

떤 행동이 이러한 결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있 

올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에게 닥치는 결과 사이에 무 

언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떤 결 

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무지 할뿐이다. 이런 유형의 소인에게 비난 

을 퍼붓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에게는 비난보다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순자는 모든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빈자리를 가 

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언젠가는 선한 행 

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올 누구라도 類의 능력을 치 

우다보면 스스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는 주 

장에 적용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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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걸음 반걸음씩이라도 가지 않￡연 천리를 갈 수 있 

는 방법이 없고，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연 강과 바다가 형성 

되지 못한다. 천리마나 명마라고 하더라도 한 번 뛰어 열 탈음올 

갈 수는 없￡나 둔한 말이라도 열 번에 나누어서 가연 또한 다다를 

수 있으니 ，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킨) r뼈學」 

빨리 달리는 말은 먼저 도착할 것이고 느린 말은 천천히 도착하 

겠지만 결국 도착지는 다르지 않다. 순자에게는 아무리 달려도 도착 

하지 않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비유에 의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오랜 시간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후에 

는 어떤 행위가 질서를 창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라변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사회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규율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다렬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 

며， 대부분의 인간이 군자의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 

이기 때문이다. 

순자가 인간은 악하다고 주장한 것은 인간이 악과 類하기를 즐긴 

다거나， 혼란스러운 사회를 추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인칸에게는 선 

올 창조하기 위한 실마리가 전혀 없다는 주장도 아니다. 인간은 누구 

나 질서 잡힌 사회를 원한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질서로 이어지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인간은 없으며， 그러므로 누구나 많든 적든 시행착 

오를 겪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흔란이 빚어질 것이며， 그렇게 

혼란을 낳는 인간은 곧 악한 것이라고 명했을 뿐이다， 

인간의 무지와 의지박약이 빚어내는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교육이 필연적이다. 순자가 인간이 ‘악하다’고 말한 것은， 인간 

에게 교화의 가농성이 없다거나 질서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인간의 악하게 태어난다’는 

37) 故不힘없步， 照以꽃千맺，1'웹小流， 無以成江海. 홍’l했一펌염， 끼、fìg十步， 짧馬 

十짜， (則亦及之)， 功在不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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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곧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교 

육이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다시는 성인의 경 

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모두가 새롭게 진리를 깨 

닫는 것보다는 교육올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질서 

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I _ 결론 

위의 글올 통해 춘추전국 시대의 문헌올 통해 철학적인 함의를 갖 

고 있는 類의 세 가지 의미를 확안해 보았다.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 

올 기반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반웅이나 결과 

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 행위나 상태에는 이에 따른 결과가 닥친다 

는 용보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또 한 무리에 

속한 개체들의 유사성을 알아보고 자신과 유사한 무리에 접근하는 

능력이다. 類의 이러한 세 가지 의미는 『國語JJ ， r左傳』 등 춘추시대 

문헌은 물론， 『짧1'-..1 ， r굶子.JI ， 11"堆南子』 퉁 전국 시대 제자백가의 문 

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순자의 저서에서는 세 가지 의미 모두 

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각각의 의미가 순자의 수양론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추의 능력인 類는 성인만이 가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기반으로 타인의 감정올 유추하고 과거의 모범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현대 사회에 맞는 규율올 유추하는 지적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 

으므로 성인은 규율이 없는 사회에 예를 제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에 맞는 규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행위와 결과의 정당한 관계를 파악하는 두 번째 의미의 類는 군자 

는 가지고 있으나 소인은 갖지 못한 능력이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사회의 기존 질서에 순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드러난다. 교육 

의 과정을 거쳐 상벌의 효과에 순웅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인이 된다는 말은 곧 군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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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러오는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소인은 결 

과만올 따질 뿐 행동에 대한 책임올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다. 

세 번째 류의 의미인 유사한 습성올 가진 무리를 알아보고 반용하 

는 능력은 소인은 물론 짐숭까지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자신과 같 

온 類인가 아닌가， 두 개의 개체는 같은 類인가 아닌가는 감각기관으 

로 알아보는 것이므로 지각이 있다면 판단이 가능해진다. 판단 이후 

에는 즉각적인 친밀감이 형성되며， 둘은 서로 소통이 가농해지고， 그 

러므로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애초에 유사성올 

기반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나연 그 이후에는 서로 더욱 유사하게 변 

화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의 특정은 유추의 했지만， 성인이 예를 제정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 류의 능력이 모두 사용된다. 

성인이 혼란을 멀리하고 질서를 추구하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유사 

성올 알아보고 소통하는 썼l의 농력이 발휘된다. 인간은 하늘파 소통 

이 가능하며， 그러므로 하늘의 운행처럼 질서 잡힌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를 만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융 그린 성인 

옹 두 번째로 웅보관계률 이해하고 예측하는 類의 능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계획올 세울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는 성인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 

아 타인의 감정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유추의 類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類는 성인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연 상 

태에서부터 성인이 되기 위한 기반올 갖추고 있다. 나머지 두 가지 

농력을 얻어 모범을 생성하며 예를 제정하는 힘올 갖게 되는 것은 

학문올 쌓는 전 과정올 통해 배우고 익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했의 능력은 자신과 유사성올 가진 것을 알 

아보고 이와 소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일 뿐， 어떤 것을 類로 

두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인이 하늘의 질서와 했하고 짐송 사회의 혼란과 類하지 않기로 결 

정한 것은 이미 선악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둘 사이에 

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타고난 성품은 모두가 악하다는 순자의 주장 



e착의 類와 ~OoJ!! 
J 
u 
l 

--

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 일부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올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類의 의미만으로는 설벙 

할 수 없는 도덕성은 군자가 학문에 정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서 

도 드러난다. 

성인이나 군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용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 

는 사랍이라고는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좋은 직책올 얻지 못하 

거나， 좋은 행위를 했는데도 이에 상웅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 

서 오히려 담담하게 물러서거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 

곤 한다. 선한 행위를 계속 해왔음에도 궁지에 몰리게 된 사람이 운 

명과 사회를 탓하며 탈선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꺾지 않는 것은 그의 도덕 능력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군자는 신체의 편안함올 추구하여 욕망을 따르는 

것으로 혼란을 빚는 소인이나 짐숭과 했i하는 대신， 자신과 같은 군 

자， 혹은 질서， 혹은 하늘의 운행과 類하는 결과를 삶보다도 더 소중 

하게 생각하므로 이를 얻기 위해 정진하는 사람이다. 

순자는 비록 성악설을 주장하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 

으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類의 습득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앞에 놓은 순간까지도 질서를 소중하게 생깎 

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성악을 주장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을 찾으 

려고 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설명마저 찾아볼 수 있다. 성악의 

근거로 선과 類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주장올 제시한 셈 

이다. 

그러므로 순자가 비록 인간은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하지 

만， 그것이 곧 인간은 아무런 도덕적 판단의 근거 없이 태어난다는 내 

용이라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다만， 질서 있는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인 

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이해 

하고 예측하는 지적인 능력이 개입되며 지적인 능력은 인간마다 통일 

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개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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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숭과 제자를 연결하는 교육의 고리가 어느 날 끊기고， 사회가 

문명 이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월퉁한 지적 

인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로눈 예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오랜 혼란의 시기를 지난 이후 

에야 완성이 될 것이며， 그 사이에 셀 수 없는 불행한 삶과 억울한 

죽음이 별어질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질서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질서 잡힌 삶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자가 성악설을 고수하며 교육이야말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올 

주장했던 것은 외부적인 강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스 

스로의 힘으로 선올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교육이야말로 

시행착오나 사회적 갈퉁올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순자는 유가의 학자이고，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 

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였다는 

점에서 유가의 전통올 따르고 있다. 이는 똑같이 외부 기준의 중요성 

올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묵가와 법가의 사상과는 다른 점이다. 스승 

과 제자의 끊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한 禮의 철저한 계송을 강조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에게 내재된 자율적 도덕성을 무시한 결과 

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내재된 도덕성에 의거해 같은 결과에 도 

달할 것올 믿었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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