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5750/chss.60.201605.001

【논문】

중국 고대 인성론의 재인식

－맹자와 순자, 성자명출의 성정론－

정 재 상

【주제분류】중국철학, 유가, 인성론

【주요어】순자, 맹자, 성자명출, 성선설, 성악설, 인성론, 성정론

【요약문】‘인성’(人性) 문제는 중국철학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여러 학파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성’(性)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유가 계열의 사상가들이었다. 맹자와 고자, 순자의 예에서 보듯이, 

유가의 ‘성’에 대한 논의는 “성은 선(善)한가 불선(不善)한가”하는 문제가 중심 

화제 다. 

이 글은 중국 고대의 인성론을 ‘정’(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찰해 보려

는 것이다. ‘성의 선⋅불선 문제’가 유가 철학에 있어 중심 문제로 등장하는 것

은 ‘예’(禮)의 실현이라는 유가 철학의 지향과 관련이 있다. 유가의 ‘예’는 인간

의 자연적 ‘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 정’ 그 자체가 ‘예’의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유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예에 

들어맞는 정’과 ‘자연적 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정’과 ‘예’의 연속성

과 괴리성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선진 유가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이며, 이와 관련해서 ‘성의 선⋅불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맹자와 순자, 성자명출의 인성론을 재검

토해 나가면서 각 학설의 성격이나 이론 구조, 그 근저에 깔린 사유 방식을 살

펴본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고대에 등장한 다양한 ‘인성론’은 ‘정’과 ‘예’, ‘자연

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관계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나 사상적 모

색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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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인성’(人性) 문제는 중국철학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전국시대 제

자백가의 여러 학파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성’(性)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

을 보인 것은 유가 계열의 사상가들이었다. 자신들의 학설 정립과 관련해 

유가 사상가들은 인간의 ‘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성격과 움직임에 

주목하며 다양한 성론(性論)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런데 맹자와 고자, 순자

의 예에서 보듯이, 유가의 ‘성’에 대한 논의를 보면 “성은 선(善)한가 불선

(不善)한가”하는 문제가 중심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가 철학에 있어서 ‘성의 선⋅불선’의 문제가 그토록 관심의 

대상과 중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禮)의 실현이

라는 유가 철학의 지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유가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운 에 ‘예’적 가치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한다. 유가의 ‘예’는 인간의 자연

적 ‘정’(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 정’ 그 자체가 ‘예’의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유가철학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발생한

다. 즉 외부 사물과 접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을 어떻게 하면 ‘예’에 맞

는 ‘적절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가? ‘예에 들어맞는 정’과 ‘자연적 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정’과 ‘예’의 연속성과 괴리성은 어떻게 설명되

어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선진 유가가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

식이며, 이와 관련해서 ‘성의 선⋅불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정’(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중국 고대

의 인성론(人性論)을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1) 특히 근년 중국에

1) 이 글의 모태가 되는 것은 졸고인 정재상(2011)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적 정’과 ‘당위

적 정’이라는 분석틀로 순자의 성정론을 분석하 다. 그 후 필자는 鄭宰相(2013)에서 

성자명출의 성정론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두 편의 논문은 분석 대상이 특정 

문헌으로 한정되어 있고, 각기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논의

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모두 각론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선진 

유학의 인성론사 전체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이나 관점을 학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

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맹자와 고자에 대한 부분의 보완을 비롯

해 전체적으로 수정⋅재집필 작업을 했지만 기본적인 관점이나 논지 전개상 부득이하

게 앞서 발표된 두 글의 내용과 중복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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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토된 성자명출(性自命出)이라는 문헌에서는 기존의 유가 문헌에서

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성정론(性情論)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시

된 ‘정’을 중시하는 사상은 중국 고대 인성론의 이해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

져주고 있다. 다만 성자명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성자명출
의 성정론이 지닌 특이점을 해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성자명

출을 중심으로 중국 고대 인성론사를 재조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성자

명출과 기존의 유가 사상가들(맹자, 고자, 순자)의 간에 보이는 학설의 ‘같

고 다름’에 대한 표층적인 비교 분석이 주된 논의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 고대에 전개된 다양한 인성론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나 중국 고대 인성론사를 텍스트적 맥락에 따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읽

어낼 수 있는 시선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2) 이 글에서는 

2)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기

도 하다. 기존의 중국 고대 인성론에 대한 이해나 연구는 주로 ‘성’(性) ‘정’(情) ‘심’
(心)과 같은 개념의 의미나 그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 분석’의 방법에 의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 분석’의 방법은 철학적인 개념들과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오늘날과 달리 엄 한 개념적 정의 없이 쓰이는 일

이 일반적이고,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놓여진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 내용을 연출

하며, 서로 다른 용어들 간에 개념적 중첩과 분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 텍스트의 특정 자구(字句)에 기반한 ‘개념 분석’이나 그에 기초한 ‘정합성’의 추구

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텍스트 전체의 의미 맥락을 놓치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 
중국 고대 철학에 관련된 논문들에서 ‘과도한 개념 분석’으로 말미암아 텍스트의 고유

한 의미 맥락과 동떨어진 논의가 펼쳐지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 글에서는 ‘성’ ‘정’ ‘심’과 같은 용어들에 대해 개념적 

분석이나 정의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텍스트의 의미 맥락에 따라 서술해 보고자 하

다. 예를 들어 중국철학뿐만 아니라 한국철학의 논문들에서 순자를 비롯한 제자학의 

‘성’(性) 개념을 ‘본성’으로 번역하여 논의하는 경우, 사실 그 대부분은 신유학적인 체

용(體用) 관념틀에 의한 ‘본성’ 개념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즉 이는 ‘체’(體)
가 되는 어떤 ‘본성’이 존재론적으로 선재해 있고, 그것의 발현(用)으로서 ‘선’과 ‘악’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다는 관념일텐데 이는 불교의 향을 받은 송대 이후 유학의 관

념적 산물일뿐이다. 이러한 관념이나 사고틀에 매몰되어 선진시기의 성론(性論)을 분

석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 선진시기의 철학적 담론의 성격이나 고유한 사유 방식을 이

해하는데 오히려 장해가 되기도 한다(다산의 성기호론(性嗜好論)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 글에서는 ‘성’(性) 개념을 ‘본성’이
라 번역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성’이라 기술하며, 필요나 문맥에 따라 ‘인간의 자연

성’, ‘자연적 경향성’ 등으로 풀이하 다. ‘정’(情) 역시 일반적으로 ‘감정’으로 번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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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와 순자를 비롯해 성자명출의 성정론을 재검토해 나가면서 각 학설

이 갖는 성격이나 이론 구조를 살펴보고, 그 근저에 깔린 사유 방식을 고찰

해 본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고대에 등장한 다양한 ‘인성론’은 ‘정’과 ‘예’,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관계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나 

사상적 모색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Ⅱ. 순자와 맹자의 성정론

1. 순자의 성정론(性情論)

선진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인성론에 대한 하나의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

해, 먼저 순자에 보이는 ‘정’과 ‘예’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 순자에서는 ‘정’과 ‘예’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반된 진술이 보인다.

① 자연적 정성(情性)에 따르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양보

한다면 이는 자연적 정성과 어긋나는 것이다.3)

② 사법(師法), 즉 예(禮)는 인간의 자연적 정(情)을 살펴 얻어진 것이다.4)

전자에 따르면 ‘자연적 정은 예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후

자에 따르면 ‘예는 자연적 정에 기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순자 철학은 서

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와 같은 ‘정’에 대한 양의적 태도, ‘정’과 ‘예’에 대한 

상반된 두 언설 위에 구축되어 있다. ①과 같은 자연적 정과 예의 괴리성을 

말하는 언설은 성악설의 근거가 되며, ②와 같이 자연적 정과 예의 연속성

을 말하는 언설은 예론(禮論: 가령 예론편의 논술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만 본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용어 그대로 표기했다. ‘정’이라는 용어가 문

맥에 따라 감정, 심정, 심기(心氣), 마음의 지향성 등의 다양한 의미로 변주되기 때문이다. 
3) 순자 ｢성악｣, “順情性則不辭讓矣, 辭讓則悖於情性.”
4) 순자 ｢유효｣, “師法者, 所得乎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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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악설의 경우를 살펴보자. 순자의 “성악”(性惡) 논증에서 ‘성⋅정’

(性⋅情)은 부정적인 것으로, ‘예’(禮義)와 상반되거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인간의 성⋅정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분쟁과 쟁탈이 일어나고, 그러면 합

당한 몫과 도리가 어지럽혀져 사나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반

드시 사법(師法)의 교화와 예의(禮義)의 지도가 있은 후에 비로소 서로 양

보하게 되고 규범과 도리에 합치되어 세상이 질서를 찾게 된다. 이를 보면 

인간의 성이 악하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 선함은 인위적 행위의 결과이다.5)

성악편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 문장에서 “성악”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제

시된 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정에 따르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자연적 

성⋅정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순자는 또한 이어지는 글들에서 ‘구부러

진 나무’(枸木)나 ‘무딘 쇠붙이’(鈍金)와 같은 비유를 들어 ‘성’(성⋅정)을 

불완전하거나 사회적 유용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惡)에 있는 것으로 서

술하며,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교정(僞), 즉 ‘예’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 ‘성’

을 적절하고 조화로운 형태(善)로 구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일관되

게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순자의 성악 논증에서 ‘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예’와 상반되거

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부

분은 순자가 “성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성’ 그 자체를 악한 것

(절대악)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성’에 대한 순자의 개념적 

진술들을 들어 보면, 그가 ‘성’을 인위적 가공이 주어지지 않은 자연적 소재

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가공 여하에 따라 가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6) ‘성’의 가변성은 성악 논변에서도 드러난다. 

5) 순자 ｢성악｣, “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 而歸於暴. 故必將有

師法之化, 禮義之道, 然後出於辭讓, 合於文理, 而歸於治. 用此觀之, 然則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

6) 순자 ｢예론｣, “性者, 本始材朴也. 僞者, 文理隆盛也. 無性則僞之無所加, 無僞則性不

能自美. 性僞合, 然後成聖人之名, 一天下之功於是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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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의 논의에 따르면 ‘성’은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악한(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 ‘예’에 따른다면 선하게 되는 것

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요컨대 ‘성’은 ‘예’의 유무에 따라 선하게 되기도 하

고 악하게 되기도 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

연스럽게 일어난다. ‘성’이 ‘예’의 유무에 따라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선’과 ‘악’은 어디까지 결과적인 사태이지 그것이 

‘성’의 속성은 아니지 않는가? 만일 ‘성’이 악한 결과나 사태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성악”이라 이야기된다면, 똑같은 논법으로 ‘성’은 선으로 전개

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성선”이라 이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고자(告子)의 “성무선무

불선”(性無善無不善)설이다. 즉 물이 동쪽으로 흐를지 서쪽으로 흐를지 정

해져 있지 않듯이 ‘성’의 선함이나 불선함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순자의 말처럼 

‘성’이 후천적인 ‘예’의 학습과 실천의 유무에 따라 ‘악’하게 되기도 하고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하게 되기도 하는(선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갖

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고자의 성설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성’ 개념이나 관념이 고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순

자는 고자처럼 “성무선무불선”이 아닌 “성악”을 주장하고 나선다. 그 이유

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순자 철학의 이론적 토대로서 전제되어 있는 

두 축, 즉 인간의 ‘자연성’(性)과 ‘인위성’(僞)의 대별 구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악”을 주장하는 순자의 논법을 보면 인간의 자연성(性)의 

한계나 불완전성이 선명히 부각되어 있으며, 인간 사회에서의 ‘선’의 실현

은 ‘예’의 도입이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순자

는 인간의 ‘자연성’과 ‘인위성’라는 대비적 구도를 설정해 두고 그 각각에 

‘악’과 ‘선’을 배속시키는 형태로 인성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자의 

“성무선무불선”설의 경우도 “사람의 성(性)으로 인의(仁義)를 행하게 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휘어 나무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여,7) 인간

7) 맹자 ｢고자상｣, “告子曰, 性, 猶杞柳也. 義, 猶桮棬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桮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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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성’이나 ‘인위성’의 관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고자는 순자와 

같이 ‘선’과 ‘악’을 인간의 ‘인위성’이나 ‘자연성’에 이분법적으로 배당시

키지는 않는다. 고자의 논의에서 ‘성’은 선⋅악이라는 사태 발생 이전에 놓

여져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선’과 ‘악’은 후천적 환경이나 인위적 개

입에 여부에 따라 ‘성’이 연출하고 있는 결과적 모습에 대한 지칭어로서 사

용되고 있는 것이다.

순자의 ‘성악’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하여 보아야 할 점은 ‘정’(情)의 문제이

다. 순자에 따르면 ‘정’은 “인간의 자연성인 성(性)의 실질적 발현”이고 “좋아함⋅
싫어함⋅기쁨⋅분노⋅슬픔⋅즐거움(好⋅惡⋅喜⋅怒⋅哀⋅樂)과 같은 형태

로 드러나는 인간의 자연성(性)”인 것이다.8) ‘정’은 개념적으로 ‘성’에 내

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때문에 순자는 성악편에서 ‘성’과 ‘정’을 

연용해 “성정”(性情)⋅“정성”(情性)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만일 성악설

의 논법에 따른다면 ‘성’의 자연적 발현인 ‘정’ 역시 자연 상태대로 방임해 

두면 ‘악’을 초래하고, ‘예의’에 따른다면 ‘선’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성’이 ‘악’(사회적 무질서)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성은 악하다”고 

단정되는 것이라면, ‘성’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정’ 역시 ‘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정은 악하다”(情惡)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성

악”(性惡)이라고만 말할 뿐 “정악”(情惡)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순자는 왜 “정악”(情惡)을 말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

해서 ‘성’이나 ‘정’에 대한 개념 분석이나 성악 논변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같은 작업을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떨어져 순자 철학 전체를 관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순자는 유가로서 ‘예’를 중시하는 이상 

“정악”이라고 단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유가가 말하는 

‘예’라는 규범은 다름아닌 인간의 ‘자연적 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정’을 ‘악’이라 단정하는 순간 유가가 추구하는 의례와 규범들은 

모두 그 설자리를 잃게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정’은 성악편에서 ‘성’과 한 

부류로 엮여 ‘예’와 대립되고 괴리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정악”

8) 순자 ｢정명｣, “性者, 天之就也. 情者, 性之質也.”; 같은 편, “生之所以然者謂之性. 性
之和所生, 精合感應, 不事而自然謂之性.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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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惡)이라고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악편과 달리 예론편에서는 ‘정’과 ‘예’는 상보적 관계로 서술된

다. 가령 부모가 죽었을 때 삼년간 복상을 하는 근거에 대해 순자는 새나 짐

승과 같은 동물들이 자기 무리 안의 존재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행동 패턴

으로 일종의 슬픔을 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년상(三年喪)은 인간이 

부모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커다란 ‘슬픔의 정’을 수식하기 위한 의

례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자연적 정’은 ‘예’와 연속성을 갖는 것이며 

‘예’의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예론편의 또 다른 곳에서 순자는 ‘예’의 기

반이 되는 ‘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禮)는 소략한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점 꾸밈(文飾)을 이루어 완성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서 마친다. 그러므로 지극한 형태의 예는 

인정(人情)과 꾸밈(文飾)이 모두 충족된 상태이고, 그 다음은 인정과 꾸밈 

중 어느 한 쪽이 우세한 상태이며, 그 다음은 인정만을 갖춘(회복한) 상태로 

태일(大一)로 돌아가는 것(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9)

인용문 마지막에 나오는 “인정만을 갖춘 상태”의 원문 표현은 “복정”(復

情)이다. 의례적 꾸밈(文飾)의 수반 없이 ‘인정’만을 갖춘 ‘복정’의 상태는 

‘예’의 가장 소박한 형태(梲)에 속하는 것으로서 비록 적절한 형식을 갖추

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예’의 구현 단계상 가장 낮은 차원의 것으로 언급

되고 있지만, 그것이 당면한 특정한 상황에 맞는(특정한 상황이 요구하는) 

‘정’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역시 사회적 통합이나 조화를 가져오는 의례 행

위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있다.10) ‘정’

의 과불급이나 문식의 유무를 논하기 이전에 가령 부모의 죽음에 처해 일어

나는 ‘슬픔의 정’ 그 자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긍

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9) 순자 ｢예론｣, “凡禮, 始乎梲, 成乎文, 終乎悅校. 故至備, 情文倶盡, 其次, 情文代勝, 
其下, 復情以歸大一也.”

10) ‘태일’(大一)을 ‘禮에 의한 사회적 통합 상태’로 해석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鄭宰相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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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자연적 정’에 기반한 수많은 ‘의례’로 점철

되어 있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모습도 ‘회복해야 할 어떠한 정’(復情)에 기

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살아 있는 사람을 대해서는 기쁜 마음을 표

하고, 죽은 이를 보낼 때는 슬픈 마음을 표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11)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과 기쁨이 일고, 

죽은 사람을 앞에 하면 슬픔이 일고, 조상의 위패를 대하면 조심스럽고 엄

숙한 공경의 마음이 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정일 것이다. 그러나 산 사

람에 대해서는 기쁨의 정을, 죽은 자에 대해서는 슬픔의 정을, 조상이나 귀

신에 대해서는 공경의 정을 “회복(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때 ‘정’은 

‘자연’의 껍질을 벗고 ‘당위’의 얼굴로 현현한다. “산 사람에 대한 기쁜 마

음”, “죽은 자에 대한 슬픈 마음”, “조상과 귀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마

땅한 것’으로 이야기될 때 기쁨⋅슬픔⋅공경심은 단순히 ‘정’을 넘어 ‘의’

(義, 즉 禮義)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순자 텍스트 전체를 두고 보면 성악편에서 ‘정성’(情性)⋅
‘성정’(性情)과 같은 연용어를 이루면서 “성악”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정’

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가져오는 의례 행위의 원점으로

서, “복정”(復情)의 형태로 긍정되고 있다. 순자 사상에서는 이처럼 ‘자연

적 정은 예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언설과 ‘자연적 정은 예의 기반이 된다’

는 두 언설이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2. 맹자의 성정론(性情論)

다음으로 맹자에서 ‘정’과 ‘예’의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성’의 선⋅불선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맹자와 고자의 논쟁 가운

데 ‘성’을 ‘물’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소개했듯이 고자는 인간의 

‘성’을 소용돌이치는 여울물에 빗대어 여울물은 동쪽으로 물고를 트면 동쪽

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물꼬를 트면 서쪽으로 흐르는 식으로 그 흐름에 동⋅
서의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듯이, 인간의 ‘성’도 선⋅불선이 정해져 있는 

11) 순자 ｢예론｣, “禮, 事生, 飾歡也. 送死, 飾哀也. 祭祀, 飾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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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성무선무불선”(性無善無不善)설을 주장한다. 맹자

는 이에 대해 인간의 ‘성’은 선한 것으로, 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며 고자의 주장을 반박한다.12) 두 사람 모두 물의 흐

름에 빗대어 ‘성’의 선⋅불선을 논하고 있지만 각기 동⋅서와 위⋅아래의 

물의 흐름을 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점이 어긋나 양자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맹자는 인간의 ‘성’이 자연스럽게 선으로 흐른다는 자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단’(四端)설을 제시한다. 유명한 우물에 빠진 어린 아이 이야기를 

통해서이다. 맹자는 어린 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일어난다는 

예증을 든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그 아이 부모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람

들로부터의 칭찬 혹은 비난과 같은 일들과는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

는 것이라고 말한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측은지심(惻隱之

心)과 함께 수오지심(羞惡之心: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

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의 네 가지 마음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네 가지 마음

은 각각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싹(端)이 되는 것이라고 한

다(맹자공손추상). 

이처럼 “성선”을 주장하는 맹자에게서 ‘정’과 ‘예’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까? ‘정’(情)자는 순자에서 110회 이상 쓰이고 있지만 맹자에서

는 4번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중 두 번은 ‘실정’(實情: 실제의 사정이나 정

황)의 의미로 쓰이고, 나머지 두 번은 성선설을 논하는 곳에서 보이는데 

“성선”의 ‘성’과 대체해도 무방한 용례로서 쓰이고 있다. 후자의 두 용례는 

다음과 같다.

12) 맹자 ｢고자상｣,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

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

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

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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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자가 물었다. “고자(告子)는 성은 선하지도 않고 불선하지도 않다고 말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은 선하게도 되기도 하고 불선하게 되기도 한다. 
‥‥‥ 또 다른 이는 “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성이 불선한 사람도 있다고 말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선생님(맹자)께서는 “성은 선하다”고 말씀하십

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까?” 맹자가 답하 다. 
“(자연적) 정(情)에 따르면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性을) 선이라 말하는 것이다.13) 

우산(牛山)의 나무들은 예전에 아름다웠는데, 산이 대국의 도읍 가까이 있

어 도끼로 베어대니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 사람들은 벌거숭이 

산을 보고 그 산에는 일찍이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지만, 그것이 어찌 산의 

‘성’(性)이겠는가? 사람에게 있는 ‘성’인들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

는가? 자신의 양심을 내버리는 것은 마치 도끼로 마무를 베어 대는 것과 같

은 것이다. ‥‥‥ 사람들은 그 짐승같은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은 예전부터 

좋은 소질이 없었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어찌 사람의 (본래적인) 정(情)이
겠는가?14)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제자인 공도자는 고자의 “성무선무불선”설을 비롯

하여 “성가이위선, 가이위불선”(性可以爲善, 可以爲不善)설, “성유성선, 유

성불선”(性有性善, 有性不善)설과 같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다양한 성론

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맹자는 “(자연적) 정에 따르면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性을) 선이라 말하는 것이

다”라고 답하며, “성선”의 근거로서 ‘자연적인 정’을 들고 있다. ‘정’에 대

한 맹자의 이러한 발언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맹자가 사단

의 하나로 들고 있는 측은지심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心)은 어떤 인위적 요소의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의 “측은지심”이나 “불

13) 맹자 ｢고자상｣, “公都子曰, “告子曰, 性無善無不善也. 或曰, 性可以爲善, 可以爲不

善. …… 或曰, 有性善, 有性不善. …… 今曰, 性善. 然則彼皆非與?” 孟子曰, “乃若其

情, 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14) 맹자 ｢고자상｣,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 人

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

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

情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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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측은지정”(惻隱之情)이나 “불인인지정”(不忍

人之情)으로 바꿔 불러도 무방한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정’은 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도한 벌목으

로 인한 민둥산을 가리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산의 ‘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금수와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은 본래 선을 행할 수 있는 소질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러

한 행태가 그 사람의 본래적인 ‘정’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정’ 역시 자연적인 선한 소질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성선”의 ‘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에서 ‘예’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까? 맹자에서 

‘예’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네 덕목의 하나로 이야기되거

나 ‘의례’나 ‘예법’의 의미로 쓰이는데, 순자의 ‘예’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은 무게감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맹자가 “인의”(仁義)라는 말을 즐겨 

쓰고, 순자가 “예의”(禮義)라는 말을 즐겨 쓰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렇

긴 하지만 ‘예’라는 글자의 용례나 축자적 분석을 넘어 큰 틀에서 맹자와 순

자 사상을 논해 본다면(가령 다른 제자학파의 관점에서 두 사상가를 바라

본다면), 양자는 모두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

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대변되는 

인륜 질서나 ‘예’(禮)적 가치를 선으로 여기며, 그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 이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15)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할 어떤 가치나 덕목으로 이야기되는 ‘친 함⋅의로움⋅
분별됨⋅연령에 따른 차례 질서⋅미더움’(親⋅義⋅別⋅序⋅信)은 표면적

으로는 의례적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인간이 지니는 

다양한 양태의 ‘정’(정감⋅심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

간의 다양한 정감이나 심정은 인간 사회가 형성하는 주된 인간 관계들 속에

서 ‘친⋅의⋅별⋅서⋅신’의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 인륜 질서에 맞는 

15) 맹자 ｢등문공상｣, “人之有道也, 飽食煖衣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
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순자 ｢王

制｣, “君臣⋅父子⋅兄弟⋅夫婦, 始則終, 終則始, 與天地同理, 與萬世同久, 夫是之謂

大本.”; 순자 ｢天論｣, “若夫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別, 則日切瑳而不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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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어떤 심정’이나 그러한 심정의 적절한 표출

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와 순자는 ‘유가’로서 같은 사상

적 입장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그러한 인간으

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심정이나 그 적절한 표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견해의 다름에 있다. 

3. 성선설적 사고방식과 성악설적 사고방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맹자와 순자의 인성

론을 비교해 보자.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철학적 지향점은 ‘예’적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예’는 ‘자연적 정’에 기반하고 있다. 예의(禮義)에 들어맞

는 ‘정’, 즉 바람직하고 마땅한 형태로 표현된 ‘정’을 편의상 ‘당위적 정’이

라 불러 보자. 그러면 ‘당위적 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

고 전개된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에 내재된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것이다.

*성선설적 사고방식: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자연적 정’의 발현을 중시하는 입장.
*성악설적 사고방식: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괴리성을 강조하여 

‘자연적 정’의 교정을 중시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선설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예의) 사이의 괴리나 모순성을 선명히 보여주기

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성악설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연속적이고 상보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

다. 이는 “성선”과 “성악” 논증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유나 예증을 보아도 

잘 드러나는데, 전자에서는 그 소재가 ‘자연물’에 국한되어 있고 후자에서

는 ‘인공물’에 국한되어 있다. 맹자의 성선설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으로 흐르는 물의 성질’이나 ‘부드럽게 휘면서 자라는 버드나무 가지의 성

질’과 같은 자연물이 지닌 일정한 경향성이 예증으로 제시되며,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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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당위적 정’ 간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이에 반해 순자의 성악설에서

는 ‘점토를 빚어 만든 기와’나 ‘깎아 만든 나무 그릇’과 같은 인공물이 등장

한다. 여기서는 기와나 나무 그릇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인

(工人)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것처럼, ‘예의’는 성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

정된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후천적 교육이나 학습과 같은 ‘인위’(僞)

의 작용이 강조되고 있다. 

순자의 성악설은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만일 

성선설적 사고방식과 같이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면,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良能)이고, 생각하지 않

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良知)이다”(맹자 ｢진심상｣)와 같은 사고를 

낳는다. 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후천적인 학습과 교육, 정치적 

교화(敎化)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서 순자는 “성위지분”(性僞之分: 자연성과 인위성의 구별)의 설을 제시하

고 ‘자연적 정’을 마땅하고 적절한 형태로 표현하는 일(禮)은 “사람이 배워

야 행할 수 있고 일삼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이다. 

순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맹자는 “점토로 기와를 만들고 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점토나 나무가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질을 이

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할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순자는 아마도 “공

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점토나 나무가 저절로 기와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반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쉽사리 굽히려 들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 간의 논의는 시비의 결착을 보기 어려울 것인데 이는 각자의 입론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성선”의 주장에서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연속성의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고, “성악”의 주장에서

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불연속성이나 괴리성의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면의 모습도 존재한다. 맹자의 성선설에서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곳에 등장하는 측은⋅수

오⋅사양⋅시비지심은 그 자체가 완전한 선(善)으로 이야기되기보다 어디

까지나 선의 싹이나 단서(端)로서 진술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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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성선설 역시 ‘자연적 정’(四端)과 ‘당위적 정’(仁⋅義⋅禮⋅智) 사

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완전하게 메울 수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순자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괴리성을 강조하며 성악설을 주

장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길거리의 보통 사람들도 모두 인의법정(仁義

法正: 仁義와 바른 法)을 알 수 있는 소질과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16) 순자의 이러한 언급은 실로 맹자의 성선설을 

연상케 하는 것이며, 또한 ‘예’의 실현이나 도덕적 행위 능력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순자의 의도는 사람은 누구나 ‘선’(仁義法正)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완의 능력

이나 상태임을 말하려는 데 있다.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 정⋅성’은 본래적

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선’으로 나

아가는 여정에서 다른 물길을 만들어 범람해 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만일 ‘치수’(治水) 사업과 같은 인위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흐르는 ‘선’의 물길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순자의 진의가 어떻든지 간에 “인의법정”

의 능력에 대한 언급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순자의 성악설은 비록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 사이의 괴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성선설과 성악설은 각기 ‘성선설적 사고 방식’과 ‘성악설적 

사고 방식’을 전면적으로 표상해 낸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맹자의 성선설에서도 ‘성악설적 사고 방식’에서 이야기되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 사이의 불연속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순자의 성

악설에서도 ‘성선설적 사고 방식’에서 이야기되는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 간의 연속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6) 순자 ｢성악｣, “然而塗之人也, 皆有可以知仁義法正之質, 皆有可以能仁義法正之具, 
然則其可以爲禹明矣. …… 今使塗之人伏術爲學, 專心一志, 思索孰察, 加日縣久, 積善

而不息, 則通於神明, 參於天地矣. 故聖人者, 人之所積而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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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자명출의 성정론

1. 성자명출의 정론(情論)

1993년 중국 호북성 형문시(荊門市)에 있는 곽점1호초묘(郭店一號墓)에

서 800여매에 이르는 죽간 자료들이 출토되었는데, 정리작업을 거친 후 곽점

초묘죽간(郭店楚墓竹簡)의 형태로 공간되었다.17) 그 가운데 있는 성자명

출(性自命出)이란 문헌에는 기존의 전국시대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

특한 성정론(性情論)이 전개되고 있다. 이 문헌은 총 67매의 죽간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성자명출’이란 편명은 정리자가 붙인 것이다. 곽점1호초묘의 

조  연대는 전국 시대 중기 후반, 기원전 300년 전후로 추정된다. 이에 근

거해 성자명출의 성립 연대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18) 먼저 성자명출에서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 ‘정’과 ‘예’

의 연속성과 괴리성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성’(性)은 ‘명’(命)으로부터 나오고, ‘명’은 ‘하늘’(天)로부터 내린다. 　
‘도’(道)는 ‘정’(情)에서 시작되고, ‘정’은 ‘성’(性)에서 생긴다.　　　　　　　　
(‘도’의) 시작은 ‘정’에 가깝지만, 나중에는 ‘의’(義)에 가깝게 된다.19)　

이 구절은 성자명출의 서두 부분에 놓여진 것으로 ‘性自命出’이라는 

편명이 유래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성’(性) ‘명’(命) ‘천’(天), 그리고 

‘도’(道) ‘정’(情) ‘성’(性)이 발생론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첫 구절인 “성자

명출, 명자천항(性自命出, 命自天降)”에서는 인간의 ‘성’이 ‘하늘’(天)로부

17) 이하 성자명출의 인용은 荊門市博物館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이하 

‘곽점초간’으로 약칭)의 석문(釋文)에 따른다(이하 ‘석문’으로 약칭). 가차자와 이체자

는 편의상 통행되는 문자로 고쳤다.
18) 곽점1호초묘의 조  연대에 관해서는 湖北省荊門市博物館(1997)을 참조. 한편 부장

품의 유형학적 분석에 의한 고고학적 연대추정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자명출의 

성립 연대를 “전국 중기 후반”과 달리 보는 견해로는 李承律(2003), 王葆玄(1999)을 

들 수 있다.
19) 성자명출 簡2-3, “性自命出, 命自天降. 道始於情, 情生於性. 始者近情, 終者近義.”



중국 고대 인성론의 재인식 19
터 부여된 것임이 이야기되고(性←命←天), 다음 구절인 “도시어정, 정생

어성(道始於情, 情生於性)”에서는 ‘도’는 인간의 ‘자연적 정’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된다(道←情←性). 두 구절을 합쳐 본다면 ｢천(天)→명

(命)→성(性)→정(情)→도(道)｣와 같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자명

출은 그처럼 수직적인 발생 관계로 서술하지 않고, ｢성(性)←명(命)←천

(天)｣이나 ｢도(道)←정(情)←성(性)｣과 같이, 마치 끝말잇기를 하는 형태로 

그 관계성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특히 중용의 첫 구절

인 “하늘(天)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성(性)에 따르는 것을 도

(道)라 한다(天→命→性→道)”는 표현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말하

자면 앞뒤 구절을 종합해 보면 ｢천→명→성→정→도｣와 같은 관계가 될 

것이므로 “도(道)는 천(天)에서 나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도(道)는 

성(性)에서 나온다”고 말해도 무방할 듯한데 성자명출은 단지 “도(道)는 

정(情)에서 시작된다”라고 언명하며 ‘도’의 발생을 ‘정’과 관련시키는데서 

그치고 있다.20)

天 → 命 → 性 → 情   →   道

   ⋅⋅⋅⋅⋅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인도’(人道),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할 길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서⋅예⋅악(詩⋅書⋅禮⋅樂)과 같은 경전에 

나타난 성인의 가르침으로서,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가의 ‘예’(禮) 혹

20) 성자명출의 이 구절은 중용 제1장의 문장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두 문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竹田健二

(2004)는 ‘천’(天) ‘성’(性) ‘도’(道)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성자명출에 있어서도 “
‘도’는 ‘성’을 매개로 ‘천’과 결합하고 있으며, ‘천’이야말로 ‘도’의 궁극적 근거”가 되

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 金谷治(2004)는 중용에서는 ‘천명’(天命)이라

는 상부 세계가 보다 중시되는데 반해 성자명출의 경우는 ‘정’(情)이나 ‘물’(物)과 

같은 구체적⋅경험적 세계가 중시되고 있다고 분석하여 어구의 유사성을 근거로 성

자명출의 심성론(心性論)을 중용과 같은 식의 ‘천명’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金谷治씨의 지적처럼 중용 제1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이 성자명출에서는 “道始於情”의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서 양자의 사상 내용은 어느 정도 간격이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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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간(簡)14-16의 “도(道)는 마음 쓰

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이다. 도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직 인도(人道)

만을 도라고 할 수 있다. ‥‥‥ 시⋅서⋅예⋅악은 모두 그 시작이 사람에게

서 비롯된다”라는 서술에서 확인된다.21) 또한 간(簡)18에서 “예(禮)는 정

(情)에서 일어난다(禮作於情)”고 말하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되는 ‘도’가 

‘예’를 말하는 것임을 방증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용문의 “도(道)는 정

(情)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도(道)로서의 예(禮)

는 정(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인용문의 마

지막 구절인 “시자근정, 종자근의(始者近情, 終者近義)”는 “(인간이 걸어야

할 ‘도’는) 그 시작은 정(情)에 가깝지만, 나중에는 의(義, 즉 禮義)에 가깝

게 된다”고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자연적 정’과 ‘예’의 연속성에 대한 언급

임과 동시에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성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결국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연적 정

은 인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적 정 그대로 인도가 실현되

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자연적 정이 예의에 맞는 형태(당위적 정)로 드러

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자연적 정’의 상태만으로 ‘인도’(禮)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후천

적 학습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성자명출은 순자와 같은 견

해를 보인다. 성자명출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

데, 다음은 인간의 인식적 메카니즘과 관련해 학습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

는 예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性)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일정한 지향성(奠志)이 있

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지향은) 외부 사물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고, 마
음에 기쁨을 느껴야 비로소 행동에 옮기고, 반복된 행위나 학습(習)을 통해

서 비로소 일정한 지향성을 얻게 된다. (외부 사물의 자극에 의해) 기쁨⋅
분노⋅슬픔⋅비애의 기(氣)가 일어나는 것은 성(性)이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부 사물의 자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22)

21) 같은 책, 簡14-16, “凡道, 心術爲主. 道四術, 唯人道爲可道也.……詩⋅書⋅禮⋅樂, 
其始出皆生於人.”

22) 같은 책, 簡1-2, “凡人雖有性, 心亡奠志. 待物而後作, 待悅而後行, 待習而後奠. 喜怒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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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동일한 ‘자연적 경향성’(性)을 갖고 있지만, 사람

의 마음(心)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

음의 지향성은 외부 사물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접촉을 통해 마

음에 어떤 흡족함(悅)을 느끼면 이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마음은 

반복된 행위나 학습을 통해 일정한 지향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사물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심기(心氣),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

떤 기운의 구체적인 예로서 “기쁨⋅분노⋅슬픔⋅비애”(喜⋅怒⋅哀⋅悲)

와 같은 ‘정’이 거론되고 있다.23) 즉 마음에 기쁨⋅분노⋅슬픔⋅비애와 같

은 심기가 일어나는 것이 ‘성’, 즉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것이다.24)

인용문에서는 ‘마음의 지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와 ‘마음에 일정한 

지향성(奠志)을 획득한 상태’가 대비된다. ‘마음의 지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 자연적인 상태로서 외부 사물의 자극에 따라 희⋅노⋅애⋅비의 

‘정’이 자연 그대로 표출되는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불안정

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후천적인 학습(習)이나 교육을 통해 일

정한 지향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자.

“소는 나면서부터 몸집이 크고, 기러기는 나면서부터 몸이 긴 것은 그들의 

성(性)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해 안의 사람들의 성(性)은 동일하다. 사람마다 마음을 쓰는 바가 다

른 것은 (후천적) 교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다.”25) 

悲之氣, 性也. 及其見於外, 則物取之也.”
23) “희⋅노⋅애⋅비(喜⋅怒⋅哀⋅悲)”와 같은 ‘정’(情)을 ‘지’(志)로 이야기하는 예로

서는 좌전 소공25년에 “民有好惡喜怒哀樂, 生于六氣, 是故審則宜類, 以制六志”라

는 기술이 있고, 이에 대해 공 달소(孔穎達疏)는 “此六志, 禮記謂之六情. 在己爲情, 
情動爲志, 情志一也, 所從言之異耳”라고 풀이하고 있다.

24) ‘정’(情)을 ‘기’(氣)로 말하는 예는 앞의 각주 좌전 소공25년 기사와 일주서(逸周

書) ｢官人｣의 “民有五氣, 喜⋅怒⋅欲⋅懼⋅憂”를 들 수 있다. 참고로 대대례기(大
戴禮記) ｢文王官人｣에도 일주서와 같은 내용의 문장이 보이는데, 그곳에서는 “民

有五氣”가 “民有五性”으로 되어 있다.
25) 같은 책, 簡7-9, “牛生而長, 雁生而伸, 其性 [使然. 人]而學或使之也.……四海之内, 

其性一也. 其用心各異, 敎使然也.” 缺文을 補字한 경우는 [　] 기호로 표시했다。“使然

人” 세 글자는 李零(2002a)에 따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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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기러기와 같은 동물이 살아가는 길은 그들의 자연적인 ‘성’에서 얻

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자연적인 ‘성’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닌 후천적 교육(敎)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외부 사물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마음에 기쁨⋅분노⋅슬픔⋅비애와 같은 ‘정’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성(性)이다. 이러한 ‘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모두 

다를 바 없지만, 후천적인 교육이나 학습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마음 씀씀

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자연적인 ‘정’을 적절하고 바람직

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정’에 

적절하고 바람직한 형태를 가져다주기 위해 ‘성’에 가해지는 다양한 작용

들을 성자명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성(性) 조절하는 것은 고(故: 有爲)이다.26) 성을 갈고 닦는 것은 의(義)이다. 
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세(勢)이다. 성을 기르는 것은 학습(習)이다. 성을 빼

어나게 하는 것은 도(道)이다.27) 

여기서는 ‘성’에 향을 미치는 고⋅의⋅세⋅습⋅도(故⋅義⋅勢⋅習⋅
道)와 같은 후천적⋅인위적 작용들이 거론된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성(性⋅
情)이 갖는 한계나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그를 조절⋅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후천적⋅인위적 작용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자명출은 순자와 같

은 인식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자명출은 순자처럼 “성악”

의 사고를 전개시키지는 않는다. 처음에 인용했던 “시작은 정(情)에 가깝지

만, 나중에는 의(義)에 가깝게 된다”고 하는 언급에서 엿보 던 ‘정’과 ‘예’

(禮義)의 간극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소된다. 

“정(情)을 아는 사람은 이를 적절히 드러내고, 의(義)28)를 아는 사람은 이

를 잘 내면화한다.”29) 

26) 裘錫圭(2012)에 따라 석문의 ‘交’자는 ‘節’자로 보고, ‘故’는 ‘有爲’의 의미로 해석하 다.
27) 같은 책, 簡11-12, “交[節]性者, 故也. 厲性者, 義也. 出性者, 勢也. 養性者, 習也. 長性

者, 道也.”
28) 원문에는 ‘의(宜)’자로 되어 있는데, 석문은 ‘의(義)’자의 가차자로 보았다. 성자명출

에서는 ‘義’자와 ‘宜’자가 병용되고 있는데, 석문에 따라 ‘義’자로 통일했다.



중국 고대 인성론의 재인식 23
즉 ‘자연적 정’을 잃어버림 없이 ‘당위적 정’(義)으로서 표출해 내고, ‘당

위적 정’을 내면화시켜 ‘자연적 정’을 조절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

를 통해 ‘예’(禮義)는 ‘정’과 연속성을 갖게 되고, ‘정’은 마땅함이나 바람직

함(宜=義)을 얻은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

이 비록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적절히 드러내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

다는 점이다. 성자명출｣은 순자 성악편에서처럼 ‘정’과 ‘예’의 괴리성

만을 강조하거나 ‘정’을 부정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논하고 있지 않다. 오히

려 ‘정’에 대해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를 보이며 ‘정’에 대한 많은 논급을 남

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을 중시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

러난다. 

사람의 정(情)은 기뻐할 만한 것이다. 만일 진정한 정을 갖고 행한다면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미움을 받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진정한 정을 갖고 행

하지 않는다면 비록 어려운 일을 해낸다 하더라도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

다. 만일 진정한 정이 있으면 비록 일을 완수해 내지 못해도 사람들이 그를 

믿어 준다.”30) 

무엇보다 ‘정’은 “기뻐할 만한 것”으로 긍정되고 있다. 그리고 진실한 

‘정’에 뒷받침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사람들

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이 없고, 반대로 진실한 ‘정’이 담겨있지 않는 행위는 

어려운 일을 성취해 내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고 한다. 이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보다 그 내면에 자리한 진실된 ‘정’을 중

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과 연관된 행위의 평가와 관련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보인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미움의 감정이 일어도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의(義)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29) 같은 책, 簡3-4, “知 [情者能]出之, 知義者能内之.” “情者能” 세 글자는 곽점초간 석문

주석(釋文注釋)과 李零(2002a)에 따라 보완했다.
30) 같은 책, 簡50-51, “凡人情爲可悅也. 苟以其情, 雖過不惡. 不以其情, 雖難不貴. 苟有其

情, 雖未之爲, 斯人信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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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할만한 것이라 여겨져도 이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이) 인(仁)에 두터운 것이기 때문이다.”31) 

이곳에서는 유가의 대표적 윤리 덕목인 ‘인’(仁)과 ‘의’(義)가 어떤 대립

성을 갖는 것으로 대비되고 있다.32) 그 대립성은 어떤 행위에 대해 자연적

으로 일어나는 ‘미워하는 심정’과 ‘비난받을만하다고 여기는 심정’의 모순

적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고 있으면 논어 자

로편에 보이는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해야 하는가 아니면 숨겨주어야 하

는가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연상된다. 논어의 상황에 이 구절을 대입해 

보면, 아버지를 고발한 행위는 (가족 감정상) 미워할 수는 있으나 (가족 밖

의 일로 생각해 보면)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를 숨겨준 행위는 

(가족 밖의 일로 생각해 보면) 비난할 수는 있어도 (가족 감정상) 미워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공자는 명확히 아버지를 숨

겨주는 편에 서지만, 성자명출은 그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지, 이를 어

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단지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미워하는 심정’과 ‘비난받을만하다고 여기는 심정’의 모순이 있는 그

대로 기술될 뿐이고, 그 어느 한 쪽이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일 없이 양자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병존하고 있다. 

성자명출은 좋아함과 싫어함(好⋅惡)이나 기쁨⋅분노⋅슬픔⋅즐거

움(喜⋅怒⋅哀⋅樂)과 같은 감정이 상황에 따라 ‘당위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불인

(不仁)을 미워하는 것만이 의(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33) 

31) 같은 책, 簡54-55, “惡之而不可非者, 達於義者也. 非之而不可惡者, 篤於仁者也.”
32) 곽점초간의 다른 편인 어총일(語叢一)의 “仁生於人, 義生於道. 或生於內, 或生於外”

라는 기술에서도 ‘仁’과 ‘義’가 대비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곽점초간의 육덕

(六德)에서도 “仁, 內也. 義, 外也. 禮樂, 共也”라고 하고 있고, 전세 문헌 가운데서는 

대대례기 ｢本命｣과 예기 ｢喪服四制｣에 “門內之治, 恩掩義. 門外之治, 義斷恩”라

고 하여, ‘仁’과 ‘義’, ‘恩’과 ‘義’는 내⋅외(內⋅外)로 대비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

다. 인내(仁內)⋅의외(義外)의 문제에 대해서는 末永高康(2003)을 참조.
33) 성자명출, 簡41, “惡類三, 唯惡不仁爲近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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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인’과 ‘의’에서는 전술한 간(簡)54-55에서와 같은 대립성이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친화성이 느껴진다. 나머지 두 가지 ‘미움’

의 감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두 

가지 ‘미움’은 ‘의’(義)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오직 불인(不仁)을 미워하는 

것만이 ‘의’에 가까운 ‘당위적 정’으로서 선택되고 있다. 성자명출에서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문제는 ‘군자’(君子)라는 존재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군자의) 기뻐함은 도리를 알아 천박해지지 않고,34) 즐거움은 즐기는35) 
가운데서도 뜻을 잃지 않고, 우환의식을 갖고 매사에 삼가 하면서도 기우를 

갖지 않고, 분노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아무 때나 성내지 않으려 

한다.36) ‥‥‥ 군자가 뜻을 세움에는 반드시 넓디 넗은37) 마음이 있고, 그 말

에는 반드시 성실한 진실됨이 있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예에는 반드시 단정

한 용모가 있고, 제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깊은 공경의 태도가 드러나고, 상
(喪) 중에 처해서는 반드시 슬픔 가득한 비통함을 보인다. 군자의 몸가짐은 

그 마음을 (때에 맞게 적절히) 주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38)

군자가 표하는 기쁨⋅즐거움⋅근심⋅분노(喜⋅樂⋅憂⋅怒)의 ‘정’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 반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중용의 도를 이루며 일정한 지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뜻을 

세움” “말을 함” “손님을 맞이함” “제사를 행함” “상(喪)을 당함” 등과 같은 

여러 상황에 처해, 군자의 ‘정’이나 마음의 지향성은 “넓은 마음을 갖음”, 

“성실하고 진실됨을 품음”, “단정한 용모를 취함”, “깊은 공경의 태도를 지

34) 원문은 ‘末’자인데 劉昕嵐(2000)에 따라 “鄙薄淺陋”의미로 풀었다.
35) 석문은 ‘睪’자로 예정(隸定)하 는데 李零(2002a)에 따라 ‘懌’의 가차자로 보았다.
36) 석문은 원문의 글자를 예정(隸定)하고 있지 않다. 劉昕嵐(2000)⋅丁原植(2000)은 李

零(1999)에 따라 ‘希’로 읽고, 玉篇의 “希, 散也”를 근거로 ‘發散’의 의미로 해석한

다. 또한 池田知久監修(2005)도 李零(1999)에 따라 ‘希’자로 예정하고 ‘晞’(밖으로 드

러내다)의 의미로 읽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설에 따랐다.
37) 석문은 원문의 글자를 예정(隸定)하고 있지 않은데, 李零(2002a)에 따라 ‘廣’으로 읽었다.
38) 같은 책, 簡63-67, “喜欲智而亡末, 樂欲懌而有志, 憂欲儉而毋惛, 怒欲盈而毋希. …… 

君子執志必有夫廣廣之心, 出言必有夫柬柬之信, 賓客之禮必有夫齊齊之容, 祭祀之禮

必有夫齊齊之敬, 居喪必有夫戀戀之哀. 君子身以爲主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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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슬픔 가득한 비통함을 드러냄”과 같은 ‘선’(善)한 형태로 표출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자명출은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문

제에 대한 설명이나 해결을 위해 “성선”이나 “성악”과 같이 ‘성’의 선⋅불

선을 이론화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문제

를 ‘성’에 대한 담론으로 전환하거나 환원시키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정’이나 ‘인도’(人道), ‘의’(義: 禮義)의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물론 ‘성’에 

대한 논급도 적지 않게 보이지만, “기쁨⋅분노⋅슬픔⋅비애의 기(氣)가 일

어나는 것은 성(性)이다”라는 언급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성’에 대한 논

의의 대부분은 ‘情’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2. 성자명출의 성론(性論)

그렇다면 성자명출에서 ‘성’의 선⋅불선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

까? 앞서 “기쁨⋅분노⋅슬픔⋅비애(喜⋅怒⋅哀⋅悲)의 기(氣)가 일어나

는 것은 성(性)이다”라는 언급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듯이, 성자명출은 인

간을 기(氣)의 감응체로서 파악한다. 인간의 마음(의 지향성)은 “외부 사물

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분노⋅슬픔⋅비애와 같은 ‘정’

은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의 자극으로 말미암는” 것

이다. 말하자면 인간(인간의 性)은 기쁨으로 여겨지는 대상과 접촉하면 기

쁨의 기운(喜氣)을 일으키고, 화를 나게 하는 대상과 접촉하면 분노의 기운

(怒氣)을 일으키는 식으로, 어떤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그에 대응해 특정 반

응을 일으킨다. 성자명출에서 묘사되는 인간은 ‘물’(物), 즉 외부의 사물

이나 사태에 반응해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러한 반응 속에서 삶을 위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기’의 감응 체계가 선⋅불선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함은 성(性)이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물(物)이다. 선하게 되기도 하고 불선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성

(性)이다. 선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은 세(勢)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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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사물에 접해 마음에 좋아함과 싫어함(好⋅惡)의 감정이 생겨나듯

이, ‘성’의 선⋅불선도 외부의 세(勢: 조건이나 환경으로서 주어지는 외부

적 자극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바꿔 말하면 외부 

사물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좋음⋅싫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듯이, 

‘세’에 놓여지기 전에는 ‘성’의 선⋅불선의 경향성도 생기지 않는다. 즉 선⋅
불선은 인간의 타고난 경향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후천적인 ‘세’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사고되고 있는 것이다. 

‘성’ 그 자체에 ‘선’이나 ‘불선’의 경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자명출은 고자의 “성무선무불선”론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양자 사이에는 선⋅불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선⋅불선이 발화

되는 시점의 측면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고자는 “성

은 처음부터 선이나 불선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性, 無善無不善)”

라고 하여, 선⋅불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시점)에 서서 ‘성’을 이야

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자명출은 “(후천적 세(勢)에 의해) 선하게 되

거나 불선하게 되는 것이 성이다(善不善, 性也)”라고 하여, 후천적으로 선⋅
불선이 결정된 상태의 ‘성’을 상정해서 선⋅불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서 고자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인다. ‘성’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일반

적’으로 ‘본성’으로 번역되어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질이

나 특성’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성자

명출이 이처럼 후천적 차원에서 ‘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은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인용문에서처럼 ‘성’의 선⋅불선을 후천적인 ‘세’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

39) 같은 책, 簡4-5, “好惡, 性也. 所好⋅所惡, 物也. 善不 [善, 性也], 所善⋅所不善, 勢也.” 
“善性也” 세 글자는 李零(2002a)에 따라 보완하 다. 성자명출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닌 성정론(性情論)(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에 수록)에서도 이 부분은 “善性

也”로 되어 있다. 참고로 성정론이란 문헌은 1994년 상해박물관이 홍콩의 골동품 시

장에서 구입한 죽간 자료의 하나인데, 일부 자구(字句)나 배열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지

만 성자명출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양자는 본래 동일한 

문헌으로서 계통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텍스트로 여겨지고 있다. 성자명출과 성정

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馬承源主編(2001), 李零(2002b), 丁原植(2002), 李天虹(2003b), 
竹田健二(2003)이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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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면, 질서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치나 교육의 방향은 

‘불선’한 심기(心氣)를 일으키는 자극이나 환경(勢)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심기를 일으키는 자극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

이다. 간(簡)11에서 “성(性)을 이끌어 내는 것은 세(勢)이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마음에 일정한 지향성을 갖추지 못한 인간의 자연성(性)은 외부에

서 주어지는 ‘세’에 따라 적절히 이끌릴 때 비로소 ‘선’한 형태로 물길을 잡

는 것이다. 

한편 성자명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선(性善)”이라는 표현이 보인

다. 여기서의 “성선”의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자명출 전체의 성론

의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의 정(情)은 기뻐할 만한 것이다. 만일 진정한 정을 갖고 행한다면 설

사 잘못이 있더라도 미움을 받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진정한 정을 갖고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어려운 일을 해 낸다 하더라도 귀한 대접을 받지 못

한다. 만일 진정한 정이 있으면 설사 일을 완수해 내지 못해도 사람들이 그

를 믿어 준다.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아

름다운 정(美情)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교육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

이 항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性)이 선(善)하기 때문이다. 아직 상을 베

풀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알아서 근면히 힘씀은 성실한 마음40)이 있기 때

문이다. 아직 형벌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에 

두려워함이 있기 때문이다.”41)

전반부의 내용은 ‘정’의 문제와 관련해 앞에서 소개하 다. 사람들은 겉

으로 드러난 외면적 행위나 그 결과보다도 내면적 심정(心情)의 진실성을 

중시하여 타인의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행한다는 견해이다. 

이어지는 내용의 메세지는 위정자의 정치나 교화 행위 역시 그러한 진실한 

‘정’에 바탕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데 있다. 위정자가 위정자로서 마

땅히 갖추어야할 어떤 ‘심정’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아직 말을 하지 않

40) 석문은 ‘福’자로 예정(隸定)하 는데 劉釗(2005)에 따라 ‘愊’자로 읽었다.
41) 같은 책, 簡50-53, “凡人情爲可悅也. 苟以其情, 雖過不惡. 不以其情, 雖難不貴. 苟有其

情, 雖未之爲, 斯人信之矣. 未言而信, 有美情者也. 未敎而民恆, 性善者也. 未賞而民勸, 
含福[愊]者也. 未刑而民畏, 有心畏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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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도 신뢰받고”, “아직 교육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항상된 모

습을 보이고”, “아직 상을 베풀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알아서 근면히 힘쓰

고”, “아직 형벌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효과가 생긴

다. 이러한 효과들의 전제가 되는 “아름다운 정(情)이 있음”, “성(性)이 선

함”, “성실한 마음이 있음”, “마음에 두려워함이 있음”이 바로 위정자가 마

음에 품고 있는 바람직한 ‘심정’이나 그로 인해 드러난 모습을 형용하고 있

는 표현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용문 가운데 보이는 “성선(性善)”

이란 표현이다. 즉 “미교이민항, 성선자야(未敎而民恆, 性善者也)”라는 구

절에 나타난 “성선”의 주체를 ‘위정자’로 볼 것인가 ‘백성’으로 볼 것인가, 

또는 “성선”을 ‘선천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후천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학자마다 견해가 갈린다. 

① “성선”의 주체는 위정자, “성선”은 선천적 상태 (李天虹,42) 竹田健二43))
② “성선”의 주체는 위정자, “성선”은 후천적 상태 (中島隆藏44))
③ “성선”의 주체는 백성, “성선”은 선천적 상태 (丁原植45))
④ “성선”의 주체는 백성, “성선”은 후천적 상태 (郭沂46) ?)

이 가운데 필자는 인용문 전체의 문맥의 취지를 고려하여 ②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 다. 인용문의 전체 취지는 외면적 행위에 대한 진실한 ‘심정’의 

우선성, 진실한 ‘심정’에 의한 정치적 교화(敎化)의 효과를 말하는데 있다. 

42) 李天虹(2003a), 79쪽.
43) 竹田健二(2004), 138-140쪽.
44) 中島隆藏(2005), 9-28쪽.
45) 丁原植(2000), 104쪽.
46) 郭沂(2001)은 “｢未敎而民恆, 性善者也｣는 백성이 선한 성(善性)을 지니고 있음을 말

하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이 문헌(역자주: 성자명출)이 성선론(性善論)의 입장을 가

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과 ≪유성(有性)≫(역자주: 郭沂씨가 성자명출의 

簡1∼簡35까지의 부분에 붙인 편명)에서 성유선유불선(性有善有不善)을 말하고 있는 

것과는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에서는 성선(性善)
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郭沂씨는 이 구절

의 “성선(性善)”이 ‘후천적인 상태’의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簡
4-5에서 성(性)의 선⋅불선은 후천적인 ‘세(勢)’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하는 기술과 이 

구절의 성론(性論)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郭沂씨의 견

해를 이와 같이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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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성자명출의 성⋅정(性⋅情)에 대한 논의에 따른다면, 항상

성을 갖고 백성들에게 교화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위정자의 아름다운 정

(美情)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진 

것일 것이다. 또한 백성의 ‘자연적 정’ 역시 적절한 ‘세’(勢)에 의해 유도되

지 않는 한 항상성이나 일정한 지향성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항상성을 갖

는 위정자의 아름다운 정’과 ‘항상성을 갖지 못한 백성들의 자연적 정’, 이

것이 ‘교화’가 행해지게 되는 전제이자 구도이다. 백성들이 위정자의 아름

다운 정에 공감을 느끼면, 위정자와 백성 사이에 ‘정’의 교감과 소통이 일어

나고 신뢰가 생겨난다. 이러한 감화와 신뢰 관계 속에서 백성은 “항상된 모

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맥락에서 보자면 “미교이민항, 성

선자야(未敎而民恆, 性善者也)”의 “성선(性善)”도 바로 앞 구절의 “미정

(美情)”과 마찬가지로, 위정자의 성정(性情)이 (후천적 교육과 학습을 통

해) ‘선’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형용한 말로 이해된다. 요컨대 인용문

에서 “미정”과 “성선”을 말함은 교화가 행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위정자에 대해 아름다운 ‘정’을 발휘하고 ‘성’을 ‘선’한 형태로 기를 것을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①③④의 경우는 해석상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먼저 ①과 같이 “성

선”의 주체를 ‘위정자’로 보고, “성선”을 ‘선천적인 것’으로 본다면, 성자

명출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선’한 특정한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된다

(“성선”의 주체가 백성과 같은 일반인이 아님).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먼저 

‘성’의 선⋅불선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후천적인 ‘세’(勢)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간(簡)4-5의 진술(善不善, 性也. 所善所不善, 勢

也)과 모순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티엔홍(李天虹)씨는 

“작자의 사상에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 성자명출의 인성(人

性) 가치 이론은 미성숙한 것이며, 작자의 사상이나 의식 속에서 인성에 대

한 가치 관점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47) 다케다 

겐지(竹田健二)씨도 “성자명출의 ‘성’에 대한 사고는 전체적으로 긴 하

게 결합⋅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다.48) 그러나 간(簡)4-5의 

47) 李天虹(2003a),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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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모순되는 문제와 별개로, “성선”을 ‘선천적인 것’, 그 주체를 ‘위정

자’로 보고 이 구절을 해석해 보아도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즉 “아직 교

육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항상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효과

가 발행하는 원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선한 위정자’를 상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만일 ‘성’의 선함이 어떤 특정한 위정자에게

만 주어지는 선천적인 것이라면, 이 단락에서 이야기되는 교화의 효과는 선

천적으로 아름다운 ‘정’을 갖고 있거나 ‘성’이 선한 사람이 위정자로 태어

나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이 위정자가 될 때까지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는 그야말로 “수주대토”(守株待兎)와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③과 ④와 같이 “성선”의 주체를 ‘백성’으로 보면, 인간의 ‘성’은 선한 것

이 되어 맹자의 성선설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성’의 선⋅불

선이 후천적인 ‘세’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는 간(簡)4-5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③이나 ④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는 학자 중에서 이 

구절의 “성선”을 맹자의 성설설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49) “아직 교육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항상된 모습을 보임”의 

원인으로서 ‘백성의 성이 선함’을 든다면, 애시당초 ‘교화’의 조건이나 효과

와 같은 일은 입에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앞 뒤 문장의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뢰를 받음”, “아직 상을 베풀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알아서 

근면히 힘씀” 등은 모두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일어나는 어떠한 효과

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백성의 성이 선함’을 알리기 위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48) 竹田健二(2004), 140쪽. 竹田健二씨는 이러한 ‘모순된’ 성(性) 개념이 동시에 등장하

는 원인에 대해 “성자명출이라는 문헌 자체가 여러 개념에 대한 단편적인 언설들을 

개요식으로 나열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지적처럼 이 구절과 簡4-5는 원래 별개의 단편(斷片)으로 존재하던 텍스트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과 무관하게 “성선(性善)”을 ‘선천

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49) 丁原植(2000, 104쪽)은 이 구절과 같은 취지를 갖는 예로서 곽점초간 존덕의(尊德

義)의 “凡動民必順民心. 民心有恆, 求其永”을 들고 있는데, 池田知久監修(2005, 61
쪽)의 지적처럼 존덕의의 문장과 이 구절은 내용상 그 취지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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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이곳의 “성선”을 ‘후천적인 상태’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는 중국철학의 ‘성’ 개념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해나 쓰임과는 좀 다른 것이다. 아마도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를 ‘본성’으로 번역하고, ‘인간이 나면서부터 지

니는 어떠한 성질이나 특성’의 의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것이

다. 맹자나 순자를 비롯한 전세(傳世) 문헌에서 이야기되는 ‘성’의 용

례를 보아도 ‘성’은 학습이나 교육과 같은 인위적 요소의 개입 없이 존립⋅발

현하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는 자연스런 성질이나 능력의 의미로써 쓰이

고 있다. 물론 성자명출에서도 “성(性)은 명(命)으로부터 나오고, 명(命)

은 천(天)으로부터 내린다”, “사해 안의 사람들의 성(性)은 동일하다. 사람

마다 마음을 쓰는 바가 다른 것은 후천적 교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다”와 같

은 예에서 보듯이 ‘성’이 전세문헌과 같은 용례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본

다면 성자명출의 ‘성’ 개념은 애매함을 갖는 것이며, 개념적 일관성을 결

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적 애매함이나 모호함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는 눈 앞의 현실 속에서 ‘선’한 형태로 흐르

고 있거나 ‘불선’한 형태로 흐르고 있는 인간의 경향성을 ‘성’이라는 말로 

지칭하려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의 선⋅불선이 외부로부터 주어지

는 ‘세’(勢)나 마음 씀씀이(用心)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불선은 후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밖에 말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런 입장에 서서 “성선”이나 “성불선”이란 표현을 한다면 그 때 이야기되

는 “성선”은 “어떤 사람의 자연성(性情)이 선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를, “성불선”은 “어떤 사람의 자연성(性情)이 불선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성자명출에서 ‘후천적인 상태’를 가리

키는 것으로 쓰이는 ‘성’의 용례가 ‘선⋅불선’을 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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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정(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순자와 맹자, 성자명출
의 성⋅정(性⋅情)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해 가며, 중국 고대의 인성론이 갖

는 의미나 이론 구조의 특징, 그 배경에 깔린 사유 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그 방법으로는 순자에 나타나는 “예(禮)는 자연적 정(情)에 기반한다”는 

언설과 “예는 자연적 정에 반한다”는 두 가지 언설, 즉 ‘정’과 ‘예’의 연속성

과 괴리성의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이자 분석틀로 삼아 분석을 행하 다. 이

러한 분석 방법을 취한 이유는 외부 사물과의 접촉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

나는 ‘정’을 어떻게 하면 ‘예’에 맞는 ‘바람직한 형태’로 드러낼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유가의 인성론, 예교론, 정치론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라고 보는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 

성자명출에 있어서 ‘자연적 정’은 ‘예’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

은 또한 학습과 교육이라는 후천적⋅인위적 행위를 통해 ‘바람직한 형태’

로 조절⋅교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적 정’에 대한 인위적 개

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자명출은 순자와 같은 입장

을 보이지만 순자 성악편에서와 같이 ‘정’의 불완전성을 특별히 강조하

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보다 내면적 ‘정’의 진실성을 중시하

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정’에 대한 커다란 긍정과 신뢰의 태도가 드러난다. 

성자명출에서는 이처럼 ‘자연적 정’을 중시하는 태도와 그것을 교정하

려는 태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

다. 또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정’의 다양한 양상들 사이에 발

생하는 어떤 ‘대립성’이나 ‘모순성’(가령 ‘인’(仁)과 ‘의’(義)의 대립)에 대

해서도 이를 어느 한쪽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상이한 감정 양상의 모순이

나 긴장을 있는 그대로 공존시키고 있다. 

한편 맹자나 순자에 있어서는 성자명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禮義) 사이의 힘의 균형이나 긴장 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맹자와 순자의 사상이 그러한 ‘긴장’이나 ‘모순’을 해소하려

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맹자는 ‘인륜에 들어맞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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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정’은 ‘자연적 정’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학설을 세워 양자 간의 간

극을 좁히고자 했다. 맹자의 성선설은 성자명출에 보이는 ‘정’을 긍정하고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위정자의 미정(美情)과 성선(性善) – 본래 이들은 모

두 후천적 학습을 통해 얻게 된 정성(情性)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 이 갖는 

교화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입장에 방점을 찍고 이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 

낸 것이다. 즉 성선설은 ‘자연적 정’의 발현을 자연화하는 수법을 통해, 성

자명출과 같이 ‘성’ 개념의 쓰임에 ‘애매함’을 범하는 일 없이 “성선”을 말

하는 것을 가능토록 한 이론인 것이다.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괴리나 불일치 문제는 성자명출에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순자의 성악설에 있어서는 양자가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둘 사이의 거리감이 극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순자는 ‘선’을 

‘성’이 아닌 ‘위’(僞: 禮의 인위적인 학습)에 배당시키는 수법을 통해 “성

악”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순자 텍스트 전체를 놓고 보자면 

“정(情)은 예(禮)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언설도 보이지만, 적어도 “성악”

이 주장되는 장면에서 이러한 언설은 그 얼굴을 내 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관계 문제에 대해 사상가마다 견

해를 달리하고, 또 그에 따라 ‘성’의 선⋅불선에 대한 이론도 다양하게 분기

되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고대에 등장한 ‘성’의 선⋅불선을 논한 인성

론은 결국 ‘정’과 ‘예’, ‘자연적 정’과 ‘당위적 정’의 관계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나 사상적 모색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본고에서 고찰한 ‘정’과 ‘예’의 문제는 비단 선진 유가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한대의 유학이나 송명대의 신유학에 이르기까지 유가철학의 근본 문

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초점을 맞

추어 ‘성’에 대한 담론들을 분석해 본다면 중국철학의 인간관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추후 과제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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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the Discourse of Human Nature in 

Ancient China

: Dealing with Sentiment in Early Confucianism 

Jung, Jae-Sang

Human nature, or disposition (xing 性), referring to a tendenc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has been one of the oldest and the most important 

philosophical issues in China since the fourth century BCE. Among the 

Hundred Schools, Confucian thinkers developed their thoughts in relation to 

human nature. As we know from the well-known disputes between Mengzi 

and Xunzi, the main issue in their arguments concerned the question of 

whether human nature is good, or not.

This article aims to rethink those discourses on human nature in ancient 

China, with a focus on each thinker's approach to human feelings or 

sentiment (qing 情). The integrity or wickedness of human nature is of 

importance in their argument because this concept is closely related to a 

Confucian ethical purpose - the realization of the proprieties (li 禮). In 

Confucian thought, propriety (li), referring to a socially appropriate form of 

expression and behavior, is based on natural sentiment. However, the 

natural and spontaneous expression of sentiment itself cannot ensure that 

one’s behavior is appropriate in all occasions considering propriety. Thu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sentiment and sentiment 

appropriate for propriety? How do Confucian thinkers deal with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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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two, i.e., sentiment (qing) and propriety (li)?

Turning attention to these questions, this paper reexamines each 

discourse on human nature by Mengzi and Xunzi, including anewly  

unearthed document entitled “Human Nature Derives from (Heavenly) 

Order (Xing zi ming chu 性自命出),”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each argument, and their fundamental ways of thinking. This 

survey attempts to introduce a new perspective on these disputes over 

human nature, which set out to expla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entiment and propriety, as well as the critical problem of dealing with 

natural sentiment and appropriate sentiment.

Keywords: Mengzi, Xunzi, Xing zi ming chu, Goodness  and Badness 

of Human Nature, Discourse of Human Nature, Natural 

Sentiment and Appropriate Senti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