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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 진
본 논문의 목적은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검토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확인하는

孔子 孟子
荀子의 예법 담론을 일컫는다. 그간 선진 유가 예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禮의 형식
에만 주목하여 孔 孟 荀이 벌인 지적 탐색의 흔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거나,
것이다. 여기서 선진 유가의 예법관이란 그 이론적 정초를 제공하는

예를 자연법의 구조 안에서 접근함으로써 예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해명
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또한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차이에 주목한 나머지, 두 사
상가의 예법관 역시 대립관계로 한정지어 파악하는 한계도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
자는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하여, 그
내적 논리 구조에 함의된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 시기 이전에 예와 법 개념의 의미 분화
과정을 살펴봐야한다. 유가적 담론 내에서 예법의 내적 구조가 형벌이나 성문법을
강조하는 법치론을 의식하는 가운데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법론에 관한

禮 禮治’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시대의 지적 지형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 ’와 ‘

도를 논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禮는 제사를 봉행하는 예식에서 그 의미가 시작되었다가, 점
차 외연이 확대되어 인간 생활 전 영역에 이르는 의식을 포괄하게 되었다. 한편 法
은 刑罰 내지 刑罪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법의 原意가 규범적 표준이자
중국 고대사회에서

정치 질서를 가리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당시 예가 넓은

禮法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상고시대 예는 다분히 그 의례적 형식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周禮가
의미에서 법적 특징을 포괄하였고, 이로부터

붕괴되는 시점에서 예를 인식하는 상반된 시각이 등장하게 된다. 하나는 예 개념을
일정 부분 고려하면서도 법을 규범적 표준으로 상정하여 정치질서를 새롭게 재편
하였던

管仲과 子産의 논의구도이다. 다른 하나는 예의 형식화를 비판하면서도 주

례를 계승하여 예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였던 공자의 예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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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공자의 사상에서 출발하는데, 공자로부터 예 개념이 상고
시대와 구분되는 ‘질적인 의미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질적인 의미분화란
예 관념이 인간의 덕성과 주체성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의미 변화가 이루어짐을 뜻
한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예법관을 계승하면서도,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이나 문제의식과 결부하여 그 나름의 고유한 사상적 특징에 바탕을 둔 예법관
을 발전시켰다. 요컨대 맹자는 예를

心善과 연결하여 내면적 품성으로 구조화하였

으며, 순자는 예를 반사회적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외부적 규범으로 상
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사상가 모두 선진 유가 예법과

心, 性, 情을 밀접하

게 결부시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법론 내부에 인간과 도덕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진 유가 예법관의 특징은 예법 개념
의 분화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그 철학적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선진 유가 예법 개념의 본질과 의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세

道德에 기초한 예법’으
로서 도덕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포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人情에 기초한
가지 특징으로 체계화하여 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첫째, ‘

예법’으로서 인정의 예제화가 예법 주체의 인격 형성과 행동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

親親에 기초한 예법’으로서 孝悌로 대표되는 자연적 정

임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

서유대에 기초한 예법의 실천이 공동체와 사회 제반 관계질서의 윤리적 의식을 고
양시키는 일과 상응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의 예법관과 대척점에
서 있던

法家의 法治論을 비교함으로써, 유가와 법가의 예법에 대한 긴장관계를 재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도덕적 자율성’이다. 예를 실천하는 학생은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여
반성적 성찰을 하는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정서학습의 체계
화’이다. 인정의 예제화를 학습하는 일은 학생의 도덕적 역량과 정감을 계발하도록
돕는다. 셋째, ‘가정-사회에서의 도덕교육’이다. 예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이 맺고 있
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주요어 : 선진 유가, 예법, 도덕적 자율성, 인정, 친친, 도덕교육
학 번 : 2012-2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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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先秦 儒家 禮法觀의 특징과 그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먼저 先秦 이전의 예와 법 개념을 검토하고, 그것이 예
본 논문의 주제는

법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에 이론적 정
초를 제공하는

孔子, 孟子, 荀子의 예법관을 논의함과 아울러, 그 특징을 체계화하

여 도덕교육적 의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자의 예법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은 중국 선진 유가철학에서 출발한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초기에 예는 넓은 의미에서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반면에, 법은
형벌을 대체하는 단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역사적 실례로부터 예 개념은 정치와
도덕으로서 규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禮法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출

되었다. 그러나

1)

周禮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의 지위와 위상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2) 공자의 예법관을 기점으로 하여 예가 인문적 영역으로 새
롭게 전환하였고, 이로부터 확립된 예법 개념에 기초하여 맹자와 순자의 예법관이
확립되었다.
지금까지 선진 유가의 예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많은

禮를 1)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儀
式, 2) 유가적 道德規律 혹은 유가의 가치와 理想에 기초한 통치 질서, 3) 成文法
연구들이

이전의 관습체계3)로 설명하고 있다. 선진 유가 예법사상에 관한 여러 논의들은 여

周禮

1) 예와 법이 각각 유가와 법가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분화되는 시기이다.
가 유명무실해지
는 시대적 상황에서 선진 유가는 예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했던 반면에, 다른 주류 학파들은
예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가의 법은 예의 대립 개념으로 등장
하였고, 그 철학 전제 역시 선진 유가의 예법관과 대척점에서 구상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Tung-tsu Chu(1965: 266-279); Herbert H. P. Ma(1971)를 참고하라.
2) A. S. Cua(1983)는 예 개념이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왔다는
의 입장을 원용하여 예를
접근하였다. 예는 종교 의식을 나타내는 의미로부터 사회 관습과 문화에 관한 포괄적인 개
념으로 변화하였다. 예는 전통을 따르는 일관된 관습으로 인간 삶의 방식에 관한 문화적 개
념이었던 것이다. 이후에 예는 유가 윤리적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유가의 철학적
개념들과 연결되어 해석되었다. Li and Moral Justification: A Study in the Li Chi,
Philosophy East and West, Vol.33 No.1, 1-3쪽.
3)
를 성문법 이전의 관습체계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예와 법을 각각 자연법과 실증법의

胡適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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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더욱 단순화
시키거나 협소한 측면으로 한정지어 파악할 따름이다. 특히 여기서 기존 연구는 주
로 예의 외재적 측면에 주목하여, 예 개념을

長幼, 男女, 尊卑, 貴賤에 따라 차별적

관계를 부여하고, 그 관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예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파
악한다. 이러한 접근은 선진 유가의 예를 형식화된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며, 예 개
념을 놓고 인간과 행위의 본질에 관해 공자, 맹자, 순자가 탐구한 지적 탐색을 충
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진 유가 예법관이 동아시아

法治의 부재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연

구도 상당히 많다. 선진 유가의 예법관이 한나라 이후에 중국법이 ‘유가의 법가
화’4)로 흐르게 되는 이론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선진 유가의
예법관과 법가의 법치론의 측면을 서구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도로 이분화하여
접근하는 입장이며5), 양자의 대립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禮 개념을 곡해하

는데 일조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타난
예법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해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며, 그 특징과
도덕철학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6) 이 밖에도

孟子와 荀

대립구도로 치환하여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해석하기도 한다.
4) ‘유가사상의 법가화(혹은 “
”)’는
가 1947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이다. 그는
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유가사상이 법률상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미쳤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
여
과
을 제외한 모든
이
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주장하였다. 실질적으로
이후에 연구들은 ‘법률의 유가화’ 또는 ‘유가의 법화’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구
동조는 한율을 제외시켰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율 역시 유가로부터 비롯되었
음을 밝히고 있다. 즉 유가의 법가화의 대표적 정언을 ‘
’로 파악하는 것이다. 춘추
결옥이란
에 출현하여 널리 활용된 법의 운용으로써, 유가의 예학정신에 의거하여
함을 의미한다(
(1984),
“
” ,
).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한다면 중국 법률의 근간에는 선진 유가 예법관이 심도있게 침투되었으며, 중국 법률의 발
전은 선진 유가적
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5)
J. Needham(1969)은 유가의 예를 자연법으로, 법가의 법을 실증법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유가의 예는 고대에서부터 축적된 신념과 관습의 산물이며, 보편적
인 도덕규범에 근거한 자연법이다. 반면에 법가의 법은 어떤 초월적 명령이나 윤리 원칙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지에 의해서 공포되는 성문법이다.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 Cambridge Univ. Press. 이석호 외 역(1994), 중국의 과학과 문명
, 서울: 을유문
화사, 544쪽. 이러한 니담의 주장은 예와 법을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는 고전적인 견해로 받
아들여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승환(1998)이 니담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승환은 예와 법의 차이를 도덕과 법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에 의하여 규정한다. 유가사상
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183쪽.
6) 예와 법을 자연법과 실증법이라는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견해에서 벗어나,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 R. P. Peerenboom(1993)-도 있다. Herbert H. P. Ma(1971)는 법과 도덕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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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의 예법 구도를 그들의 心性論과 修養論에 대한 사상적 차이에 기초하여, 예법
역시 대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맹자와 순자의 예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심성론처럼 이분화된 측면에서 논해서는 안 된다.

·

이처럼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예 개념이 가진 정치 사회적 기
능과 도덕철학적 의미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 개념을
성급하게 단정 지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 방식으로는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조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직
접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本意는 무엇이며, 어떻

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 유가 예법관의
토대에는 인간 내면의 본질인

心, 性, 情에 관한 이론과 철학사상을 전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예법 개념이 근본적으로 실천적인 행위 양식과 결부되는 요소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 대한 해명도 필요함을 의미한
다. 즉 예법을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없으므로, 단편
적인 시각에서의 예법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 대한 오해
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예법 개념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그 관념의 기저
에 있는 사상을 면밀히 고찰하는 일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선진 유가 예법의 본질적인 의의와

法家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한다. 이는 타율적 권위와 刑罰의 강
제성으로 대표되는 법가의 法治論과, 도덕적 자율성과 인격의 함양으로 정리되는
특징을 연구할 때,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긴장관계를 포착하여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리하여
예법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선진 유가 예법관의 특징을 체계화하고,

公義의 표준을

살펴보아 그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언어의 용례를 새롭게 재정립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과 도덕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C. Hansen(1992)은 동양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도덕에 관한 고려가 없을 수 없으므로, 예와 법 모두를 일종의 도덕규범으로 인
식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예와 법 사이의 차이는 도덕과의 관련 여부가 아니라, 그 규
범을 해석하거나 바꾸는 일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능한가, 그리고 규범이 시행과정에서
의 사용은 인정하는가 등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본다. Daoist Theory of Chinese Thought :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356쪽.

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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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가의 예법관에 관한 연구가 동양의 예법관에 관한 새로운 연구로 진전되
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유가 예법관의 본질과 의미 분화 과정에 주목하여, 이 시기 새롭게
정립된 예법 개념이 중국 철학의 사상적 전환을 발생시켰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 관념이 인문적 영역에서 나름의 의미를 함축하게 된 의미 분화 과정
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선진 유가 예법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확인하
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므로, 유가 예법관과 대립되는 법가 철학을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 맹자와 순자의 예법관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입장
을 지양함으로써, 오히려 두 사상가의 철학이 선진 유가 예법관의 내재적 구조를

完整하게 종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선진 유가 예법관은 사회 전체의 公共性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 간과되었던 선진 유가 예법관에 내재
된 도덕철학적 의미와 수양론적 요소에 주목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예법에서 확장되는 사회적 관계의 윤리적 질서에 주목
하고자 한다.
넷째,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특징으로 도덕적 주체성을 논하고, 예법 주체의 조
건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예법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그 사상적 의
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진 유가 예법관은 동아시아의 철학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고대부
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언어습관과 사고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고시
대부터 이미 법의 지위를 ‘예’가 대체했기 때문에, 예법은 인간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 도덕적 가치와 개념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을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예법의 의미가 분화되면서 도덕적 요소와 결부되어 재생산되었다는 것
은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또한 예법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정치철학적 담론을 배제하고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예법 개념의 내재적 구조를
살펴보는 일은 정치와 관련된 도덕의 본질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도록 해
서 철학사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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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기원과 그 의미를 추적하는 연구는 예법 개념의 발생과

그 철학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예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하나의 도덕철학
이론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방식과 달리, 선진 유가의 예법관과 관련된 변화 과정을 살
펴보면서 그 도덕철학적 의미를 논구하고자 한다. 이는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 예
법 개념이 어떻게 도덕철학과 연결되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도덕철
학적 의의를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이하에서는 본론의 논지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
명하면서 연구자의 논점을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예법론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위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던

禮 및 禮治를 명확히 정리하기

法 및 法治의 개념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예

법 관념이 독립적인 단일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
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예법 담론이 형성된 시대적 맥
락을 고찰하는 일은 당시 예법에 대한 지적 지형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
3장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선진 시기 유가의 예법관을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 세 사상가들의 예법관을 논의함에 있어서, 예법 개념의 의
미 변화와 그 사상적 함의를 탐구하는 일에 주력하여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이론
적 기초를 논증하려고 한다. 이때 선진 유가 사상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연구자가 파악할 때 예법 관념과 밀접한 핵심요소만 의론하겠다.
4장에서는 선진 유가 예법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

道德, 人情, 親親에 기초한 예법으로 정리될 것이다. 선진 유가 예
법관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대척점에 서있는 法家의 法治論과 비교하여
기서 세 가지는

고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유가와 법가의 긴장관계를 논의하였던 기
존 연구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외재적 권위에 입각해

政令과

刑罰의 시행을 주장하는 법가와,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과 이에 근거하여 예치를 주
장하는 유가의 관점이 대비되어 언급된다. 즉 공평무사한 법의 적용에 대한 법가의
관심과 인간 내면의 덕성을 중시하는 유가적 입장 간의 충돌이다.
5장에서는 선진 유가 예법관의 특징에 기초해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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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율적 권위를 주로 의론하는 현행 도덕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예법관의
이상적 인간상과 도덕교육의 목적을 연결하여 선진 예법관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예법의 구조가 인간의 내면적 본질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힘
으로써, 도덕적 정서로 계발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정서학습과 가정-사회학습의 연계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본 논문은 문헌 연구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며,
더불어 예법 개념에 대한 탐구를 위해 개념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연구

漢語의 문자, 어휘, 어법에 기초하여 기록되었으므
로, 고문헌 연구방법 역시 문자학, 음운학 등의 小學에 근거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典籍의 다양한 판본들을 활용하여 그 문자와 어구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校勘學과
각 고전의 형성 과정 유포 과정을 연구하고, 그 진위를 고증하는 板本學 등이 연구
의 대상이 되는 고문헌은 고대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법 개념에 대한 분석은 지엽적인 이해를 벗어나고자 고
정된 해석과 의미 규정을 지양하여, 의미 분화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방
법으로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本意를 규명하고, 이에 내재한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

리함으로써 종래의 연구와 구분되는 함의를 도출해내겠다.

『論語』,『孟子』,『荀子』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와 더불어 유가의 다른
경전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禮記』는 예 개념에 대한 유가 윤리적 가치
요소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공자의 언술과 순자의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선진 유가의 예 개념의 대척점으
로

法家사상을 고찰할 계획이지만, 법가의 연원과 사상 또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

에 모든 법가의 논의를 살펴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효과적인 논의를 위

管仲, 商鞅, 韓非子의 저작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 유가와 원전은 北京 中
華書局 판본을 중심으로 참고하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번역본을 함께 참
고하고자 한다. 『論語』와『孟子』의 경우 D. C. Lau과 楊伯峻 역주를 주로 참고
하고, 『荀子』는 王先謙의 역주를 바탕으로 살피며, 국내에 완역된 텍스트들은 그
하여

번역본도 참고한다. 이 외의 텍스트들에 관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되,
원전을 해석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으로 해석
하여 예법 개념의 의미를 살리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예법 개념에 대한 현
대 학자들의 관점은

徐復觀, 錢穆, 楊伯峻, 勞思光, Rogers T. Ames 등을 중심으로,

그들이 저술한 전문 연구물을 통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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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禮·法 개념과 통치론
.

1.

禮와 法 개념

본 논문은 선진 유가의 예법론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

禮 禮治’ 개념을 명확

업을 위해서는 예법론에 관한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 ’와 ‘

히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예라는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 및 예치 개념과 대립했던 법 및 법치의 개념을 동시에
탐구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간 유가사상을 주류 사상으로 이해하고, 법가사상
등을 비주류 사상으로 이해해왔던 기존 이해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유가적 담론
내에서 유가는 형벌이나 성문법을 강조하는 법치론을 염두에 두면서, 예법론의 담
론체계를 다져나갔다. 즉, 예법론은 예 관념과 법 관념이 교섭 및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체계화된 것이다.
그런데 예와 법이라는 개념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지시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을 가리키는 단어에 가깝다. 예는 상황이나 논자에 따라

禮義, 禮儀,

禮法 등으로, 법은 法律, 刑罪, 政事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예나 법에 대한 각각 상이한 연상들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나 법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리 작업을 선행하지 않으면, 이후 작업에서

儒 · 法의 예법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예법 관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의미 분화 과정의 측면을 갖고 있
다. 그러므로 예나 법에 관한 개념은 반드시 ‘역사적인 개념 과정’을 통해서 확인
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예와 법 관
념이 가리키는 본질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의가 가져야
할 ‘일관성’을 갖기 위해 잠정적으로나마 예와 법 관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그 둘의

1)

字義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禮

禮라는 글자는 오늘날 예의나 예식이나 예의와 같은 용어로 인식․통용되고 있
으나, 본래 祭祀와 관련된 예식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설명이 드러나는 것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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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許愼의 『說文解字』로, 예에 관한 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履

예는 시행하는 것[ ]이니, 신을 섬겨 복을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있고,

豐을 音符로 한다.

7)

示와 豐으로 구성되어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라는 용어가 단지 제사를 봉행하는 예식만을 가리키

神으로 천지자연을 가리키는데, 관습적으
로 신은 鬼神과 같이 혼용되므로 조상신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설문해
자』의 설명에서 “示와 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양문화권에서 귀
신을 뜻하곤 하는 示는 귀신의 강림을 뜻하거나 제물을 올리는 데 쓰는 탁자를 의
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또 豐은 고기를 담는 제기[豆]에 제물이 오른 형상
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제사의 대상은

으로, 허신 역시 “풍은 예를 행하는 그릇”8)이라 하였다.

奉祭祀’를 가리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점

예라는 개념은 ‘

차 의미의 외연이 확대되어 단지 제사만을 섬기는 의례에 벗어나 사회적 생활에서

儀式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중국 고대의 예 제도는 크게
‘五禮’로 정형화되는데, 이는 吉禮․凶禮․賓禮․軍禮․嘉禮를 말한다. 『儀禮』란
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활 예식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禮記』에서는
발생하는 여러

9)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예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

에 근본을 두고 땅을 본받으며, 귀신에까지 미치고

朝聘에 이르는 것이다.”

喪祭, 활쏘기와 말 타기, 冠婚과

10)

즉 예라는 개념은 본래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인간의 사회생활 전

祭天의식이 활발하였던 夏를
지나, 周代 이후부터 중국의 사회 및 문화 풍토가 人文化의 여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예 개념은 단지 인간의 儀式만을
영역에 이르는 의식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외연확대가 이루어졌다. 예를 든다면 주

『說文解字』 禮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示 豐 豐亦聲
『說文解字』 豊 行禮之器也 豆 象形
『周禮』「春官宗伯」
吉禮
凶禮
喪事
賓禮
軍禮
和同 嘉禮
以吉禮祀邦國之鬼神 以凶禮哀邦國之憂 以賓禮親邦國 以軍禮和同邦國
以嘉禮親萬民
『禮記』 「禮運」 是故夫禮 必本於天 殽於地 列於鬼神 達於喪祭射御冠婚朝聘

7)
, “
从 从
”
8)
, “
从
”
9)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
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
로써 나
라의
를 슬퍼하고,
로써 다른 나라들과 친하고,
로써 나라들을
하며,
로써 만백성을 친한다(
)”라고 언급되는 구절이 있다.
10)
,
, “
”

- 8 -

『周禮』에서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관직제도나 사회운영제
도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周禮』 문헌의 본 명칭은 『周官』이었는데,
『周官』에서 『周禮』로의 명칭변화는 관직제도가 禮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 또 『禮記』의 「曲禮」편에는 개인이 행해야 할 도덕적 원리까지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예가 도덕적 행위원칙이나 政事의 기본원칙을 포
나라의 예법을 기술한

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 개념은 끊임없는 의미 분화 과정을 거쳤다. Roger Ames와 Henry
Rosemont는 “예는 의미 결합적인 역할 관계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제도, 공동

체 소속감을 증대시킨다.”11)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예에 관한 충분한
해석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추가적으로 예가 갖는 의미들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예
를 들자면 상하간의 계급질서나 정치 및 사회

· 통치 원리 등이 그러하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예라는 단어는 항상 일정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상이한 맥락을 가진 다층적인 개념어에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 예에 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기존에 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法

法이라는 글자의 원형은 ‘灋’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자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
어져 있는데 水, 廌, 去이다. 이 세 자를 分析하여 법의 字義를 설명한 것은 허신의
『說文解字』이다.
荊形

水

법은 형벌[ = ]이다. 공평한 것이 물[ ]과 같아
못한 자를 쫓아내므로

去자로 구성되었다.

12)

水자로 구성되었고, 해태가 정직하지

水

허신의 설명에 따르면 ‘ ’자는 법이 ‘물과 같이 고르다’는 뜻에서 공평성을 상징

廌

한다.13) 또 ‘ ’자는 신화에 나오는 양으로 ‘해치’를 의미한다. 해치는 외뿔을 가졌
11) Roger T. Ames and Henry Rosemont(1999), The analects of Confucius: a philosophical
transl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51쪽.
12)
, “灋
从
从 ”
13) 하지만 ‘ ’자에
등의 법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내용이 함축되려면, 추
상적 사고 수준이 상당히 높게 발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고시대의 사람들의 법 및 정치철
학적 담론구조가 상당한 수준의 추상적, 고원한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說文解字』
水

荊也 平之如水 水 廌所以觸不直者 去之 去
公平 · 公道 · 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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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요 임금 때의 저명한 법관인 고요가 재판을 실시할 때 해치를 조수로 삼았다
고 한다. 즉 법관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범죄를 징벌하는데 사용했던 일종의 ‘살

去

아 있는 도구’였다. 그리고 ‘ ’자는 해치가 잘못한 사람을 뿔로 들이받아서 쫓아버
리는 동작에 비유되어 범법자를 몰아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14) 이는 ‘선악을 구별
하는 준칙에 따라 악한 행위에 공정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결국 허신이 이해

法

刑罰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허신의 이런 해석 이외에도 『書經』, 『易經』, 『詩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했던 법[ , 灋]자의 자의는
다.

묘족의 백성은 선한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형벌로서 제재를 가하였다. 즉 다섯 가지 가
혹한 형벌을 만들어 놓고 이를 법이라 일컬었다.15)
사람들에게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이로써 법을 바로하기 위함이다.16)

刑

常

……) 형벌은 법이다.

형벌[ ]은 일정함[ ]이다. (

17)

『書經』, 『易經』, 『詩經』에 드러나는 법에 관한 언급들은 모두 법 관념이
형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언급들
은

『說文解字』에서 법을 형벌 개념으로 보았던 것을 문헌학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다시 말해서 법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은 모두 법 혹은 법률이 범법자를
처결하여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적 성격을 함축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법은 소극적 의미로서 형죄, 형벌에만 국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초에 법의 원의에 법이나 정치가 갖는 적극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곧 살펴볼 선진 시기

古典은 물론 현대에서 통용되는 법의 의미
水

제시하는 일부 학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든다면 ‘ ’자는 결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
으며, 물의 형태나 기능적인 의미를 취한 것으로, “범죄자를 물 위에 띄워서 물과 함께 흘러
가 버리도록” 하는 형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2002:20-25)
을 참고하라.
‘ ’ 자를 와 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해치 앞에 서 있는 ‘피의자’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2006:36)를 참고하라.
,
, “
”
,
, “
”
,
, “
(
)
” 이 때
역시 “
(
)
”라고 언급되고 있다.

去
大 凵
張晋藩 外
15) 『書經』 「呂刑」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16) 『易經』 「屯」 利用荊人 以正法也
17) 『詩經』 「爾雅․釋詁」 刑 常也 …… 刑 法也
律
也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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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川靜

律 常也 …… 律 法

는 형벌뿐만 아니라

政事나 사회적 規準 등을 가리키곤 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법 개념이 최초의 형벌 개념을 넘어서 정치적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위상
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법 의미 분화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이 점이 본 논문이 주력해서 논의해나가야 할 내용 중 하나이다. 특히 선
진 시기 법 개념의 의미 분화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를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이
절에서 후속 논의를 위한 발판으로

法 개념이 본래 형벌 개념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공자 이전의 통치론

본 논문의 주된 논의 대상은 선진 시기 유가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자,

―

맹자, 순자의 예법관인데, 그들의 예법관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자 본 논

―

문이 주력하고자 하는 사상가 중 가장 시기적으로 이른 이전의 통치론을 선행적
으로 다룸으로써 선진 유가의 예법관이 어떤 사상사적 배경 아래 배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치론과 그 예치론과 대립되는 법치론을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禮治論

禮는 종교적 儀禮의 개념에서부터 기원했고, 법은
형벌의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禮나 法 개념은 공자 이
상술하였다시피 공자 이전에

전의 상고시대부터 존재했다. 여기에서는 공자 이전 유가의 예법관을 살펴보려고
한다. 혹자는 공자는 유가를 개창한 인물이므로 공자 이전의 유가란 존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18), 이러한 주장은 공자가 주대의 사상체계를 종합하여 기

述

周孔’이라 하여 周公과 공자를 결합한 표
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는 공자 이전 주나라의 禮樂典章 제도 체계에서부터 기
원한다는 점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詩經』, 『書經』,『春秋
左氏傳』 등 중요 문헌을 중심으로 공자 이전의 예치론을 살펴보자.
술[ ]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또한 ‘

馮友蘭

18) 예를 들자면
이 그의
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철학사』에서 공자를 중국철학사의 개조[開山, 開祖]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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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공자 이전의 유가에서 중핵개념이었던 예 개념의 원의를 탐색하는데

天의 神
聖性을 경외한다는 관점에서 예의 원시적인 의미를 살펴보자.『書經』과 『左傳』
에서는 예를 자연현상에 절대적 존재의 성격을 반영하여 그 존재에게서 安寧을 구
하려는 제사의식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면 『書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주력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법 개념을 의식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점치는 것을 하지 말자. 예전에 주공께서 우리 왕가를 위해 부지런히 애썼는데, 이 부족
한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하늘이 위엄을 통해 주공의 덕을 밝히니 이 부족한
사람이 새로 맞이할 것이다. 국가의

이

禮 또한 그러하다

19)

『書經』의 인용문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병든 武王을

대신하려 혼령에게 자기를 데려가라고 기도한 주공의 정성으로 왕의 병이 나았지
만, 무왕이 죽고 난 뒤에 주공을 시샘한 사람들이 주공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가을에 풍년이 들었으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무왕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의

行禮에 있어
종교적인 祈福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밖에 『左傳』에
구절을 읊었다는 기록이다. 이 인용문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국가의
서도 예가 종교적 영역에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보인다.

……) 禮에 맞는 것이다.

무릇 공이 행차하여 종묘에 고하였다. (

제사는 국가의 대사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20)

禮라 할 수 있는가!

21)

禮로써 하늘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길이다. 나는 하늘을 배반하고 또 이것으로 남을 토
벌하니 [厄을] 면하기 어렵다. (……) 周頌에 이르기를, 하늘의 권위를 경외하라, 하늘이 수

시로 보호하리라, 하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혼란으로
나라를 취하고, 예를 받듦으로써 나라를 지키지만 오히려 끝일까 두렵다. 등이 전해진다.22)

『書經』, 「金滕」, “其勿穆卜 昔 公勤勞王家 惟予沖人 弗及知 今天動威 以彰周公之德 惟
朕小子 其新逆 我國家禮 亦宜之”
20) 『春秋左氏傳』, 「桓公2年」, “凡公行 告于宗廟 (……) 禮也”
21) 『春秋左氏傳』, 「文公2年」, “祀 國之大事也 而逆之 可謂禮乎”
22) 『春秋左氏傳』, 「文公15年」, “以禮順天 天之道也 己則反天 而又以討人 難以免矣 在周頌
曰 畏天之威 于時保之 不畏于天 將何能保 以亂取國 奉禮以守 猶懼不終 多行無禮 弗能在矣”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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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하늘이란 초월적인 존재에 의탁하고자 예를 따르고자 함이 직

天

접적으로 언급된다. 이 때 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하늘[ ]에 인격신적 요소를 부
여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자각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자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토템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숭배
의식으로부터 점차

神과 天, 先祖에 대한 제사를 기원하는 祭政一致사회로 변모하

면서, 그 사회 내에서 유지되던 관습이 보편적 구속력을 수렴하게 되었다. 사람들

神聖性을 부과하고, 자연 변화를 인간사에 적용함으로써 예를 종교적 의
례의 형식으로 접근하였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畏敬과 원시 종교적
의식을 예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禮記』「表記」편에는 殷 · 周代의 예
은 자연에

관념을 비판하는 공자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다.

神을 받들었으니, 백성을 이끌어 神을 섬기는 것을 일로 삼았다. 神을 섬
기는 것을 중시하고 禮를 보급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했으며 벌을 주는 일을 중시하고 상
은나라 사람은

,

주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였다. 그 백성들의 실정은 위정자를 우러러보기만 하고 친함이 없
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의 폐단은 방탕하고 안정할 줄 모르고, 이기기를 좋아하되 염치를

鬼를 섬기고 神을 공경하
되 鬼 神의 힘을 백성에게 보이지 않고 人道를 중시하여 人事의 實情에 충실하였다 작위
몰랐다. 주나라 사람은 예를 높이고 여행 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

,

.

와 서열로서 상벌을 정하였다. 그 백성들의 실정은 윗사람과 친하기만 하고 존경할 줄 몰랐
다. 그러므로 그 백성의 폐단은 이해관계에 밝아 약삭빠르며,
모르고, 남을 해치고도 덮어두려 하였다.23)

은나라는

文飾을 중시하나 부끄러움을

神權을 중시하고 禮를 경시했지만, 주나라는 원시 종교적 의식을 탈피

禮를 중시했다. 그럼에도 주나라는 여전히 자연에 인격신적 요소를 부여하고
예의 형식[文飾]을 갖추는 일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주나라의 예는 비종교적
하여

문제까지 그 용례를 확장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
할 뿐이었다.
그런데 예 개념에는 고대 사회에서의 정치와 도덕으로서 규범적 의미도 소략하
나마 함축되어 있다. 이는 예를 통해 법 개념을 도출하는 것으로

禮法 개념이 자연

스럽게 도출되는 상황이었다. 공자 이전에는 종교적 의례에서는 왕의 권위가 제사
23)

『禮記』,「表記」, “殷人尊神 率民以事神 先鬼而後禮 先罰而後賞 尊而不親 其民之敝 蕩而
不靜 勝而無恥 周人尊禮尚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焉 其賞罰用爵列 親而不尊 其民之敝
利而巧 文而不慚 賊而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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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함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종교 의식에는 지배층만이 참여
했다. 이 점은 예가 종교와 분리되기 이전에 정치 위계질서에 접목되어 사회 규범
체계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은나라까지는 예를 종교적 의식의 차원에서 인식하
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지만, 주나라로 이행되면서 예에 기초하여 종법 봉건제가 실
시되었고, 이로부터 예의 질서체계는 ‘관습법’으로서 강한 도덕적 규범성과 약한
법적 구속성이 결합된 특징을 나타냈다.24)
주나라는 씨족 단위의 인척 관계를 가부장적 지배이념에 결합하는

宗法을 국가

정치질서로 제도화하고, 주 왕실을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씨족에게 권력

分權]를 인정하는 봉건제를 시행한 국가이다.

을 분산하여 제후국의 자치[

25)

주나라

의 인구는 은나라보다 적었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국가조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
로 통치하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종법이란 국가 통치와 가족 제도를 융합한 것이

家法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주나라의 왕은 天子이자 모든 제후들의
조상의 장[大宗之長]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주왕이 혈연 공동체의 가장 높은 위
므로, 종법은

치에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종법에 가탁하여 140여개에 달하는 제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나라는 천하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만 했다. 여기서 ‘도덕적
모범’이란 주나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禮의 질서를 의미하며, 주나라

의 ‘예’란 “원시적 씨족 공동체의 시대부터 습속과 관례로 전승되어 온 행동규
범”26)을 말한다.
주나라의 통치 질서인 종법봉건제에서는 혈연적 유대의 이익이 곧 국가의 기초
였으며, 혈연적 충성이라는 원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되었다. 자식이 부모

孝

悌

에 대한 존경[ ]은 주나라 왕에 대한 복종으로, 연소자의 연장자에 대한 사랑[ ]
은 하급관료가 상층관료에 대한 존경으로 유비되어 설명된다. 가부장적 봉건제 아
래에서 주나라와 제후국은

父子관계로 간주된다. 또한 “가까운 사람을 친하게 여긴

金秉峘(1989), 先秦儒家之德治與禮治思想硏究, 臺北: 國立臺灣大學哲學硏究所 碩士學位 論文,
錢穆 『中國學術史論叢』1, 「周公與中國文化」, “周公封建之大意義, 則莫大於尊周室爲共主,
而定天下於一統, 周公之衆建諸侯, 而使群戴周天子爲中心 (……) 周公封建之能使中國漸進於一
統之局, 尤貴在其重分權, 而不重專權, 尊一統又更尙於分權, 周公之爲後儒所崇仰者, 正在此”,
87쪽.
26) 예를 국가 통치의 근본으로 하는 언급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禮 國之紀也(『國語』,「晋
語」)”, “禮 王之大經也(『左傳』, 「昭公15年」)” 연구자는 논문의 3장에서 공자는 예의 질
24)

41쪽.
25)
,

서를 인의 질서로 전환시켰으며, 공자의 예는 다시 맹자에 의해서 외재적 규범과 인간 심성
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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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親親사상에 기초하여 孝와 忠 외에도 夫婦, 長幼, 朋友 사이에서 지켜야할

덕목들이 파생되었다.27) 이처럼 주나라가 800여 년간 혈연 공동체로 구성된 국가
간의 연대감을 존속시키고, 제후국들로부터 충성을 다짐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親

親과 孝悌에 기초한 종법 질서[周禮]를 국가 통치체제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
다.28)

『左傳』에 “周公이 周禮를 제정하였다”

29)라는

기록이 있는데, 주례는 어디까지

나 종법 중심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예의 내용은

親親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정치 위계질서가 수립되었다. 그렇
다면 정치적 질서로서 ‘예’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괄하는가? 예는 행위 규범
의 표준과 원칙 및 사회 질서 체계로 규정되었다. 요컨대 예는 국가 통치의 근본이
자30), 정치의 수레를 이끄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31)
예란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후는 동맹의 모임으로 상하의 법도를 훈
계하고, 재물의 절용을 규제하며 천자에 대한
정벌로써 무도한 자를

정벌한다.32)

朝見으로 작록과 長幼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道德仁義은 예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고, 인민의 교화와 풍속의 선도는 예가 아니면
원만해지지 않으며, 분쟁과 소송은 예가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고, 君臣上下 · 夫子兄弟는

예가 아니면 윤리질서가 안정될 수 없으며,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배우는 일은 예가 아니면
친숙해지지 못하고, 조정의 위계와 군대의 기율이나 관직의 분담 및 법령의 시행은 예가 아
니면 위엄이 행해지지 않으며, 기도와 제사 및 귀신의 봉양은 예가 아니면 정성과 장엄함이
갖추어질 수 없다.33)

『

』
周公

27) 송영배(2012), 중국사회사상사 ,서울 : 사회평론, 43쪽.
28) 이와 관련하여 이경무(2007)는
에 의해 주나라의 문물제도가 완비되면서 예의 개념이
종교적 영역에서 분리되어 정치 질서로서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라 예 개념은
“문화적 전장제도로서 ‘
’의 의미와 도덕적 심리의식으로서 ‘
’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정치 사회적 교화 및 교육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갔다”고 본다. ‘예’와 공자 인
학 , 33쪽.
29)
,
18
“
”
30)
,
30
, “
”
31)
,
21
, “
”
32)
,
23
, “
”
33)
,
, “

儀禮

禮制化

恭敬

『
』
『春秋左氏傳』 「文公 年」 先君周公制周禮
『春秋左氏傳』 「襄公 年」 禮 國之幹也
『春秋左氏傳』 「襄公 年」 禮 政之輿也
『春秋左氏傳』 「莊公 年」 夫禮 所以整民也 故會以訓上下之則 制財用之節 朝以正班爵
之義 帥長幼之序 征伐以討其不然
『禮記』 「曲禮上」 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辨訟 非禮不決 君臣上下
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 蒞官行法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 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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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와 더불어 강제적 수단으로 형벌[刑]이 동시에 시행되었
다. 그러나 서주시대에는 예가 넓은 의미에서 法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형벌은 禮治 체계 내에서 부수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예 자체의 강한 규범성은
물론 규범적 표준으로

강제적인 물리적 수단인 형벌을 포섭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므로 강제적 수단으로서
형벌보다 예가 먼저이고, 형벌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예는 아
래로 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며, 형벌은 위로 대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34)라는

『禮記』의 유명한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와 형벌 관념은 二元化되어 있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가 서인 이하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가 국가
나 사회의 운영원리로서 폭넓게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형벌의 적용이 피지배층에게 주로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는 유가사상의 핵심으로 위상을 굳히기 이전부터
이미 상고시대에 규범적 표준이자 생활

典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유가적 예는 관

습법적 위상과 효력을 갖고 있어서 국가의 통치원리로 작용했다. 법이 단지 형벌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할 때, 당시 공자 이전의 유가에서는 예와 ‘법 체계’
의 명확한 개념 구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 당시 중국에서 성문법의
도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기도 하지만, 예의 원리가 사회 및 법적 근간의 기본 토
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외에 별도의 법 토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자
이전의 유가적 통치론은 선진 유가가 ‘예법 체계’를 통해 사회 운영원리를 정립하
는 데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2)

法治論

주나라 말기

平王이 낙읍으로 도읍을 옮기던 東周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사회

구조적 변동으로 종법에 기초한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강대한 권력을 가진 제후
국들이 융성해짐에 따라 춘추전국시대(B. C. 722-221) 혹은 선진시대라고 규정되는

覇權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주 왕실의 권력 약화로 인한 列國 간의 치열하고 끊임

없는 전쟁은 역설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잉태하게 되는 초석을 제공했다. 생산구조

士

의 변화로부터 경제적 질서가 변동되면서 지식인[ ] 무리가 등장하게 되었고, 패
34)

『禮記』, 「曲禮上」,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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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차지하여 정치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제후국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

管仲과 子産 의 법치론은 이후 법가의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관중은 周 莊王 시절 濟 환공의 재상이 되어 정사를 집행한 인물이다. 그는 『관
자』를 집필 했는데, 여기에는 그가 제나라를 覇國으로 성장시킨 통치철학이 담
35)

중에서

36)

지 되어 있다. 먼저 관중의 법치론을 소개함에 있어, 예 개념 역시 그가 포용했음

禮는 도덕적 원칙이면서도 사회적 기강
을 확립시키는 매개체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는 「牧民」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관중에게 있어서
다.

무릇 토지를 개간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네 계절에 잘 순응하여야 하며 생산된 곡
식을 잘 저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부유하면 다른 나라 백성들도 옮겨오게 되고,
노는 땅을 개간하면 백성들을 머물러 살 게 할 수 있다.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면 사람들에

禮節을 알게 할 수 있다. 衣食이 족하면 사람들에게 榮辱을 알게 할 수 있다. 윗사람이
솔선수범한다면, 六親이 단단해진다. 禮義廉恥의 네 가지 기강 四維 이 확립되면 임금의 명
게

[

]

령이 행해진다. 그러므로 범죄를 없애는 요점은 근면하게 절약하는 것은 물론 사치와 낭비
를 금하는 것이고, 나라의
성을 이끄는
데 있다.37)

法度를 지키는 것은 네 가지 기강을 다져나가는 것에 있으며 백
,

經術은 귀신을 밝혀 산천에 감사하며 종묘를 잘 배향하며 선조들을 공경하는

여기에서 관중은 예절과 도의라는 것이 경제적 삶을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는 크게 3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조상이나 옛 것에
대한 공경의식을 말한다. 예문에서처럼 그는 ‘백성을 이끄는

經術은 귀신을 밝혀

산천에 감사하며 종묘를 잘 배향하며 선조들을 공경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예의염치라는 도덕적 정서에서 볼 수 있듯 예는 인간의 도덕적 심성을 지칭

維

한다. 셋째, 국가의 기강[ ]을 잡는 원리로 예는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35) 관중과 자산을 원시 법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논란
을 다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는 후속 연구과제로 돌린다. 다만 여기에서
는 그 둘의 사상체계에서 법과
의 중요성을 인정한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36) 관자 의 집필 연도 및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김충열, 2004:245-250), 여기
에서는 관중 사상의 원형이 담지 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한다.
37)
,
, “

刑罰
『 』
『管子』 「牧民」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廩 國多財 則遠者來 地辟舉 則民留處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上服度 則六親固 四維張 則君令行 故省刑之要 在禁文巧
守國之度 在飾四維 順民之經 在明鬼神 祇山川 敬宗廟 恭祖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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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예에 관한 세 번째 함의로, 국가적 통치원
리인 예의 공능을 인정한 점이다.
특히 관자는 도덕관념을 국가 통치의 기준으로 결합한 점이 두드러지는데, 위의

禮義廉恥의 네 가지 기강[四維]이 확립되면 임금의 명령이 행해진다.”

인용문에서 “

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예의란 관습적 측면과 통치의 제도적 측면을 유기
적으로 연관하며, 반드시 임금의 통치에 있어 예의라는 관습적 측면이 필수불가결
함을 주장하였다.
귀신을 밝혀주지 않으면 미개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산천에 제사 지내지 않으면 위
엄과 명령이 퍼져 나가지 않으며, 종묘에 불경하면 백성들이 본받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四維]

다. 조상과 옛것을 공경하지 않으면 효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며, 사회의 네 가지 기강[
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는 이내 멸망할 것이다.38)

흔히 관자를
관자는

覇道를 강조한 인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禮를 사회 및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는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근면하게 하여야 하여 그들의

衣食이 풍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며 사회적 기강

역시 바로 서야 한다고 동시에 주장했다. 만약 나라가 풍족하고 사회적 기강이 바

刑

로 된다면 그는 형벌[ ]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39)이라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관중이 도덕적 예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국강병을 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 하나는 엄격한 상벌집행을 요구한 것이

管仲을 지목하는 이유인데, 그는 예와 더불어 형벌
과 작위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중에게 있어서 법 관념은 사회적․정치
적 운영원리로 확고한 의미를 갖는데, 그는「權修」 편에서 법이 갖는 의미와 그
다. 이것이 바로 법가의 시초로

의의를 차등적 질서 확립과 상벌의 운영으로 정리한다. 먼저 법은 사회에 차등적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잘 다스리길 바라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法을

『管子』,「牧民」, “不明鬼神 則陋民不悟 不祇山川 則威令不聞 不敬宗廟 則民乃上校 不恭祖
舊 則孝悌不備 四維不張 國乃滅亡”
39)『管子』,「牧民」, “不璋兩原 則刑乃繁”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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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란 조정의 권위를 세우는 요체다. 조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작위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위가 합당하지 않은 곳에 주어지면 백성이
작위를 천시하고, 백성이 작위를 천시하면 군주가 존엄을 잃고, 군주가 존엄을 잃으면 명령
이 시행되지 않는다.40)

작위는 사회적 지위의 차등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記標이다. 백성이 군주와 조정

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주의 권위가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군주와 백성 간에 차등성이 확립될 때야 가능하다. 이
때 군주와 백성간의 차등을 담보하는 것은 작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물론

禮 역시

사회의 차등적 질서를 가능하게 하나 그것은 관습적 측면이 농후하므로, 관중은 작
위를 부여하는 법 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관중은 법이 상벌 운용의 기준이라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옳은 것을 보면 기뻐하되 분명한 표창이 있어야 하며,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미워하되 실
제적인 형벌이 있어야 한다.

賞罰이 보이는 곳에서 실행되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해도 어찌

감히 함부로 행동하겠는가. 옳은 것을 보고도 기뻐만 하되 분명한 표창이 없다면, 보이지

……) 군주가 몸소 실천으로 선도하고, 제도를 정비

않는 곳에서 감화되길 기대할 수 없다. (

하여 범법을 예방하며, 지방에는 수장을 두어 설명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법령

憲令]으로 거듭 다짐하고 포상으로 권장하며 형벌로 징계해야 한다. 그래서 백성이 모두
즐겁게 선을 행하면 亂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

41)

이러한 관중의 논의구조는

善을 행하면 상을 주고, 惡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것

으로 인재 등용술과 형벌론을 이원화한 것이다. 상벌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확립

二柄’ 관념과 큰 차이
가 없다. 한비자는 “명석한 군주가 그 신하를 이끌고 다루는 것[導制]은 두 가지
자루 일뿐이다. 두 가지 자루란 刑과 德이며, 무엇을 형과 덕이라 하는가? 말하자
하고, 이를 통해 정사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후대 한비자의 ‘

『管子』,「權修」, “凡牧民者 欲民之可御也 欲民之可御 則法不可不審 法者 將立朝廷者也 將
立朝廷者 則爵服不可不貴也 爵服加于不義 則民賤其爵服 民賤其爵服 則人主不尊 人主不尊 則
令不行矣”
41)『管子』,「權修」, “見其可也 喜之有徵 見其不可也 惡之有刑 賞罰信於其所見 雖其所不見 其
敢為之乎 見其可也 喜之無徵 見其不可也 惡之無刑 賞罰不信於其所見 而求其所不見之為之化
不可得也 (……) 上身服以先之 審度量以閑之 鄉置師以說道之 然後申之以憲令 勸之以慶賞 振
之以刑罰 故百姓皆說為善 則暴亂之行無由至矣”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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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살육하는 것을 형이라 이르고, 상을 주고 덕이라 이른다.”42)라 주장했다. 한비

―

―

자 법가 사상을 정립한 가 말한 형과 덕, 즉

二柄論은 이미 관중이 말한 賞과 罰

을 다시 기술하여 재구조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벌제의 운용을 위해 관중은 상벌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반시
킨다.
군주가 살필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대신의] 덕이 그 지위에 맞는지 아닌지, 둘째 공적이
그 녹봉에 맞는지 아닌지, 셋째 능력이 그 관직에 맞는지 아닌지 살피는 것이다.43)

상벌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공적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렇게 때문에 군주는 모든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신하의 덕과 공적, 능력이 자
신이 맡은 관직에 적합한지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중의 논리

形名參同’의 논리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부합한다.

는 한비자의 ‘

44)

관중은 법 관념을 정치적 운영원리로 상정하고 그 방법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러

『詩經』,『書經』,『春秋左氏傳』 등에서 법은 단지 형벌로 소략하게 정리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관중은 「立政」편에서 법률의 공포방법에서부터 防
火 법규나 服制의 필요성을 기술하는데, 이는 당시에 法이 현실적인 시공간에서 운
영원리로 정착되었음을 함의한다. 아직 관중의 법은 여전히 不文法적인 측면이 있
었지만, 법 관념을 구체화한 관중의 논리는 춘추 중기의 子産 에게 상당한 영향
한 점은

45)

을 끼쳤다.
춘추

鄭나라 시기의 자산은 관중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유가, 도가, 법가, 명가 사

상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상가로 평가된다.46) 그는 정 나라의 재상
으로 20년간 집정했는데,

『史記』에서는 그의 치적을 이렇게 언급한다.

二柄 勞思光
『
』
『管子』 「立政」 君之所審者三 一曰德不當其位 二曰功不當其祿 三曰能不當其官
『韓非子』
形 名
週合形名 審合形名 同合形名
形名參同
名
形
『管子』
『史記』 『左傳』
『
』

42) 한비자 ‘
’은
(1984), 정인재 역(1986), 중국철학사 고대편 , 378쪽에서 재인용.
43)
,
, “
”
44)
에서는 과 의 관계를
,
,
으로 요약하는데, 이는 모
두
과 동일하다. 한비자가 말하는 ‘ ’은 신하가 해야 할 임무를 의미하며, ‘ ’은
그 신하가 실제로 해낸 공적을 의미한다.
45) 그에 대한 기록은 관중의
와 같이 별도의 문헌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그의
행적이 언급된
나
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 체계를 짐작해볼 따름이다.
46)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1 , 서울: 예문서원,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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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이 되어 1년 후에는 어린이들은 못된 장난을 하지 않았다. 또 한창 때인 장년들이 일
에 열중하여 노인이나 아이들은 중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 2년 후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어졌다. 3년 후에는 밤이 되어도 문단속을 하는 집이 없어졌으며, 또
분실물을 줍는 법이 없었다. 4년 후에는 농민이 농기구를 논밭에 둔 채로 집에 돌아왔다. 5
년 후에는

士族은 군역에서 해방되고 또 복상의 기간은 어김없이 지키게 되었다.

47)

『史記』의 기록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기록에 따른다면 자산의 정
치는 인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사회를 실현해냈을까? 그것은 관중과 마찬가지로 예와 법이라는 이원적 통치원리
로 설명될 수 있다. 자산의 예론은 유가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

․

周禮를

예의 척도로 삼아서 정치 외교 영역에까지 이를 적용하였다. 자산이 진나라를 상
대할 때의 예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나라가

平丘에서 제후들을 모아 놓고 동맹의식을 거행할 때] 자산은 공물의 경중과

순서를 논하여 말하길 “옛날에는 천자가 공물의 경중과 순서를 확정했는데, 그 경중은 지
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즉 지위가 높으면 세금과 공물이 무겁고 낮으면 가벼웠습니다.

……) [저희 같은] 소국으로 하여금 公이나 侯와 같은 세금과

이것이 주나라의 제도입니다. (

공물을 내라 하면 도저히 낼 힘이 없으니 삼가 감해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48)

자산의 이러한 주장은, 주례가 보편적 가치 질서였음을 함의한다. 주례는 국가
내 통치원리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국가 간 외교적 행위의 준칙이 되었음을 의미한
다. 물론 당시에 주의 권위가 쇠퇴하여

周禮가 유명무실해지긴 하였으나, 자산은

이러한 외교적 언사로서 예를 적절하게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자산의 행적
이 갖는 고유 특색이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II장 2절 (1) ‘예치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례의 강조는 유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法治’이다. 그간에 법은 관습법,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

불문법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해 자산에 이르러 성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성문
법의 조항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좌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史記』, 「卷119」, “為相一年 豎子不戲狎 斑白不提挈 僮子不犁畔 二年 市不豫賈 三年 門
不夜關 道不拾遺 四年 田器不歸 五年 士無尺籍 喪期不令而治”
48) 『春秋左氏傳』, 「昭公13年」, “子產爭承 曰 昔天子班貢 輕重以列 列尊貢重 周之制也 (
……) 而使從公侯之貢 懼弗給也 敢以為請”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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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書 을 솥 鼎 에 주조했는데 진나라 叔向이 사람을 보내어 자산에

월에 정나라가 형법[

3

]

[

]

,

게 그를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다. “처음 저는 그대에게 기대를 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기
로 했습니다. 옛날의 선왕들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죄를 판결하고 형법은 제정하지 않았습
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쟁탈하는 마음을 가질까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 백성들이 [만약] 형법이 있음을 알면, 그 통치

죄악을 완전히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

자에 대해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루 사람마다 다투는 마음이 있게 되어 각각 형

서를 끌어들여 자기의 정당성을 보증하려 할 것이며, 그리하여 요행히 법에 걸림을 면하려

……) 夏나라는 정치에 어지러
움이 있게 되자 禹의 형법을 제정했고, 殷[=商]나라는 정치의 어지러움이 있게 되자 湯의
형법을 제정했으며, 周나라는 정치의 어지러움이 있게 되자 九刑을 제정했는데, [하은주]
고만 하지 [그 밖의 다른 일들은]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세 나라가 형법을 제정한 것은 모두 도의가 무너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는 정나라

……) [하필 멸망기 때의 하은주] 세 나라의 형법을 모방한 형법의

의 재상으로 계시면서 (

법조항을 새겨 넣을 청동솥을 주조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려 하나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
까?”49)

이 글에서 우리는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산의 정나라에는 구체화된
형법체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좌전』에서는 刑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형법 체계가 여러 내용으로 갖추어지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당시에 성
문화된 법률 체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강국이었던 진나라가
형법을 성문화하는 자산의 시도에 비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진나라의 숙향은
자산을 비판하는 논리로 “옛 선왕들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죄를 판결하고 형법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쟁탈하는 마음을 가질까 염려해서였습니
다.”50)라고 하였다. 즉 숙향은 유가의 예치와 덕치 논리로 무장하면서, 예와 덕을
통한 통치를 강조한 것이다. 예 관념을 통해 형법을 성문화하고자 한 자산의 시도
를 ‘전에 없었던 일’이라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鑄刑書’는 후대 학자들로 하여금 자산을 법가의 시초 중 한 명

자산이 시도했던 ‘

으로 여기게끔 하였다. 왜냐하면 성문화되기 이전의 법이 관습적인 예와 구별하기

『春秋左氏專』, 「昭公6年」, “三月 鄭人鑄刑書 叔向使詒子產書曰 始吾有虞於子 今則已矣
昔先王議事以制 不為刑辟 懼民之有爭心也 猶不可禁禦 (……) 民知有辟 則不忌於上 並有爭心
以徵於書 而徼幸以成之 弗可為矣 (……) 夏有亂政而作禹刑 商有亂政而作湯刑 周有亂政而作
九刑 三辟之興 皆叔世也 (……) 今吾子相鄭國 作封洫 立謗政 制參辟 鑄刑書 將以靖民 不亦
難”, 문선규 역(2009), 『春秋左氏傳』(하), 서울: 명문당, 128-129쪽.
50) 위의 장, “昔先王議事以制 不為刑辟 懼民之有爭心也”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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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화된 법이 등장했음은 이내 법이 예라
는 범주에서 고찰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법의 이론체계가 독립적 영역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산 이래로 예치나 법치 담론이 이제 서
로 독립된 정치철학적 함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숙향이 자산을 공격했던 것은 예와
법 사이의 미묘한 갈등관계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었다. 즉 자산의 ‘주형서’ 사건은
[관습적인] 예치와 [성문적인] 법치라는 정치 논리가 충돌한 당시로서는 전대미문

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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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孔·孟·荀의 예법관
.

본 장에서는 선진 시기 유가의 예법관을 논한다. 선진 시기에 활동했던 유가 사
상가는 공자, 자사, 증자, 맹자, 순자 등이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선진 유가를 대표할 수 있는 공자, 맹자, 순자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
세 사상가의 문헌을 비롯하여

『禮記』, 『中庸』 등 유가의 대표적인 경전에 보이

는 예법에 관한 견해는 실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기록들로 상술되어 있다. 여기
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록들이 예가 왜 필요하며 또 중요성을 갖는지 이론
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의 당위성과 그에 관한 실
천적 논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상고시대 예법의 의미 분화가 도덕과 사회의 규범적 표준으로 소급 적용되
었고, 공자의

周禮 존숭에 관한 언급을 상기한다면, 더 이상의 예 개념이 변화할

여지는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법 개념은 공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적 전환
을 맞이하여 새롭게 정립된다. 이는 예법 개념의 질적인 의미 분화 과정이면서, 동
시에 철학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예법은 내적 측면으로는 주체의 내면적 덕성 함양
으로, 외적 측면으로는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관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법의 내면와 더불어 예법에 대한 의도적인 고려와 실천이 예법을 실
현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 사상가의 예법관을 논함에 있어, 1) 그 사상가가 예 관념
을 어떤 이론적 논의 체계 위에서 정립했는지를 살펴보고 2) 그들이 상정한 예법
관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3)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그들이 ‘예법’
을 어떻게 구현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1.

공자의 예법관

孔子, B.C. 551-479)의 예 관념은 상고 이래의 문화적 전통과 춘추 시대의

공자(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 행위의 규범성에 대한 자각을
발전시켜 예법관을 전개한 것이다. 특히 공자는 예와

仁을 연결함으로써, 윤리적

행위의 규범성과 실천성을 내면적 도덕성의 토대 위에서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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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적 인문화

본 논문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禮는 天道에 대한 원시 종교적 의미와 깊게 결부

되었다. 상고 시대의 종교적이며 의례적 의미에 불과했던 예는 공자에 이르러 인간
의 덕성과 내면성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의미변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은 예의 원시적 함의는

勞思光

天道를 근거로 삼으며, 천도로써 예의 근본을 삼는 이러한

관념이 공자에 이르러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고 주장한다.51) 즉 예는 공자에 이르
러서 ‘질적인 의미분화’ 과정을 거쳤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예에 대한 ‘도덕적
인문화’ 과정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 관념이 천도에서 연역되어 점차
인문적 영역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게 된 분화 과정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가의 경전 중 하나인

『禮記』에서도 예는 자연 질서와 상응하며, 천도로

부터 예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언급이 보인다. 물론 예가 종교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장

『禮

의 ‘예와 법 개념’ 및 ‘공자 이전의 통치론’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記』의 구절을 검토해보자.

太一에 두고 태일이 천지를 갈라놓아 음양이 생기고 四時를
나타내며 여러 신령이 감추어 있는 것처럼, 예에 上下나 吉凶의 구별과 기일 기한 등의 규
정이 있으며, 또 天地人 여러 신령에 대한 제례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天道가 인간 사회
에서 거행되는 것을 天命의 유행이라고 말하며, 예의나 도덕 등은 천도를 모범으로 하는 것
그런 까닭에 예는 그 근거를

이다. 예는 반드시 천도를 기본으로 발전하여 땅의 도를 취하였으며, 백 가지 사물의 성질
을 참조하여, 시기에 응하여 변화를 준다.52)

위 인용문에 따르면, 예는 천명의 소산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공자 이
후에도 유가의 윤리적 가치의 이론적 논거가 여전히 천도에 의해 제시된다. 유가철
학은 예의 본질에 천리를 근본으로 두고, 천지자연의 변화에 인간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고 시대 이전에는 단지 예라는 것이 오직 천
도 혹은 제식에 관한 의미로서 국한되었던 것인데, 공자는 예에 도덕적, 내면적 의
51)
52)

勞思光, 정인재 역(1986), 『中國哲學史 : 古代篇』, 서울 : 探求堂, 64-65쪽.
『禮記』, 「禮運」, “是故夫禮 必本於大一 分而為天地 轉而為陰陽 變而為四時 列而為鬼神
其降曰命 其官於天也 夫禮必本於天 動而之地 列而之事 變而從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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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淵」편의 첫 구절에 언급되는 ‘克己復禮’가 바로
그러하다. 『論語』의 「顔淵」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미를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克己하면 예로 돌아간다.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

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께서 “
으로 귀의할 것이다.

仁하고자 함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있겠는가 안연이 ”

그 조목을 묻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
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3)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안연이 예가 아닌
구하고 공자는

仁에 대해 물었음에도 불

禮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공자에게 있어 인

개념은 인간의 내면적 덕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54), 인을 설명함에 예를 들어 설
명한다는 것은 공자가 인과 예 개념을 밀접하게 연결시켰음을 함의한다.

克己가 復禮의 전건(antecedent)이라는 점이다. 극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정리되고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克’을 ‘단속하다[制]’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55)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지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의
심신을 검속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수양론적 측면과 연결된다. 따라서 자연
스럽게 공자의 예가 인간 덕성의 함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적시한다.
물론 극기가 복례의 전건으로 활용되었다는 논거를 통해 예 개념이 수양론적 의미
와 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충분한 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 표현을 상고시대의 예가 천도 혹은 조상제사에 관한 표현임을 들어,
의식 준비에 있어 자신의 심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春秋左氏傳』에서 공자가 극기복례를 어떤 의도에서 사용했는지를 추

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論語』, 「顔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為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為仁由己 而由
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54) 김병환(2003)은 공자 이전에도 仁 개념이 존재했지만, 그 의미가 인간 내면의 품성을 지칭하
는 용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인이 ‘인간 내면의 덕성’ 내지 ‘인간됨의 근본’
을 함의하기 시작한 것은 공자에 의해서이다.『공자 이전의 仁 개념 연구』, 22-23쪽.
55) 본 논문에서 ‘克’을 제어한다는 의미로 거칠게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은, 극기 개념을 사욕의
제거라 인식한 송대 이전의 주석서들이 대부분 그렇게 독해해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楊伯峻
의 『論語譯注』에서도 극을 抑制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克己에 관한
53)

여러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본 논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후속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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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革이 楚王께 말씀드리길] 그 시에는 ‘기초곡 부드럽고 부드러워, 훌륭한 덕을 나타내

[

는도다. 이 곡을 들어 우리 주나라 왕의 법도를 생각하여 그 법도 옥과 같이 여기고, 금과
같이 여기네. 우리 왕은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욕심에 취하고 욕심을 탐내는 마음
없으시네’라 일렀습니다. 국왕께서는 읍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드려도 먹지 않고, 잠자

數日이었으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셔서 결국은 환난을 당하
게 된 것입니다. 공자께서 초왕을 평해서 말씀하시길 “문헌에서 말하길 ’克己復禮하면 인仁
리에서 잠을 자지 못하기를

합니다‘라 했는데, 이 말은 실로 좋은 말이다. 초나라 영왕이 만약 이 같을 수 있었더라면
그가 어찌

乾谿에서 욕을 당했으랴”라고 하셨습니다.

56)

子革은 초왕에게 덕을 갖출 것을 권유하면서, 초왕이 겪고 있는 환란이 결국 스
스로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논지 상에서 자혁은 공자가
‘극기복례’를 언급했던 일을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된 구절을 살펴보면, 극기복례

라는 말은 공자가 초 영왕의 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
서 소공 13년, 자혁이 초왕에게 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연스레 공자의 ‘극기복
례’를 인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자에게 있어서 극기 개념은 수양론적 의미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단속한다는 의미라는 점이 분명하다.

仁

克

또 극기복례라는 표현에서 예 개념이 인간의 덕성을 가리키는 ‘ ’으로 연결[

己復禮為仁]되는 지점은 공자가 예를 도덕적, 내면적인 의미로 전환했음을 분명하
게 확인하게 해준다. 주지하다시피 인 개념은 상고시대에는 인물의 귀속성분[외양,
지위] 등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공자를 기점으로 하여 내면적 의미로 전환되었
다.57) 그리고 그

仁

仁은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므로, 공자는

“ 하고자 함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있겠는가”라고 주장한 것

仁되는 조목으로 예의 중요성을 거론하게 된 것이다.
「안연」 편 1장의 극기복례와 관련한 서술에서, 안연은 仁을 물었으나 공자는
예로서 대답하고, 다시 안연은 仁하고자 하는 조목을 물었는데 공자는 다시 예로서
이다. 그러면서

대답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 했으니, 인간의
도덕적 행위표준으로 예를 상정한 것이다. 결국 공자는 인이란 도덕적 덕성은 예라

『春秋左氏傳』,「昭公12年」, “對曰 能 其詩曰 祈招之愔愔 式昭德音 思我王度 式如玉 式如
金 形民之力 而無醉飽之心 王揖而入 饋不食 寢不寐 數日不能自克 以及於難 仲尼曰 古也有志
克己復禮 仁也 信善哉 楚靈王若能如是 豈其辱於乾谿”
57) 이에 관해서는 김병환(2003)의 『공자 이전의 仁 개념 연구』를 참고하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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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습체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는 예가 단지 천도나
조상제사를 위한 의례에 불과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예가 ‘도덕적 혹은 수
양론적 의미’로 의미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함의한다.
예가 인문적 의미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극기복례 구절 이외의 표현에서 찾아보

『 』

기 위해, 논어 에서 예를 활용한 용례를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로 섬길 것이며, 돌아가셔서

葬을 지낼 때에도 예로 할 것이며, 제사를 지낼 때에도 예에 맞게 할 것이다.”라 하셨다.

58)

命

(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 을 모르면 군자라 말할 수 없고, 예를 모르면 설 수 없고,

言

말[ ]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 없다.”라고 하셨다.59)
(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시에 흥하고, 예에 흥하며,
(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

樂에 이룬다.”라 하였다.

60)

文으로 넓게 배우고, 禮로 자신을 단속하면, 또한 도

하셨다.61)

먼저 (가)의 인용문은 상고 시기의 본래 예 개념이

葬祭 의식을 주로 얘기했다

면, 공자는 추가적으로 공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규준 역시 예에 의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가 단지 ‘죽음을 대하는 의식’62)적 차원이 아니게

君子의 인격성을 이루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예를 거론한 것이다. 예는 言, 詩, 樂, 文과 더불어서 군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 (다), (라)는 모두 공자나

반드시 익혀야하는 것이고, 특히 예는 인간을 이루게 하고 흥하게 하며 단속하게
하므로 인간의 덕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 』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논어 에서 공자가 예를 수차례

『論語』 「爲政」
『論語』 「堯曰」
『論語』 「泰伯」
『論語』 「雍也」
『
周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子曰 不知命 無以為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
殷

58)
,
, “
”
59)
,
, “
”
60)
,
, “
"
61)
,
, “
”
62) 김용옥(2000)은 도올논어 I 에서 공자가 ‘죽음의 문화’인 ‘은( )’에서 ‘삶의 문화’인 ‘주
( )’로 사상적 전환을 했다고 지적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제사의식에 불과했던 예는 ‘죽
음을 대하는 문화양식’의 전형이며, 공자 이후에 예 개념이 인문화된 것은 ‘삶을 대하는 문
화양식’의 전형이라 말할 수 있다.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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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서도, 예의 의미를 직접 밝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자는 예의 의미
와 내용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언급들은 공
통적으로 예의 의미 규정보다 예의 실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예가 일
상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도덕규범으로 전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에
관한 공자의 언급은 인간의 덕성과 부합하여 도덕규범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외의 구절을 비롯해, 특히 공자의 문질론을 통해서도 예 개념이 ‘도덕적 인문

․

화’되었음을 직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文質論

예라는 관습 혹은 질서에는 그 본질과 형식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공자는 이를 각
각

文과 質이라는 개념어를 통해서 풀고 있다.

實質]이 예의 형식[文飾]을 이기면 촌스럽고, 형식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예의 본바탕[

본바탕을 이기면 겉치레만 잘함이니, 문과 질이 적절히 조화로운 뒤에야 군자이다.”라 하였
다.63)

문질빈빈에서 말하는

文은 예의 형식적 측면으로 예절 혹은 의식을 말하며, 質은

문이 담지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수반되는 의례적 측면은
구성원들의 갖는 정감적 태도는

文에 해당할 것이며, 그 제사를 지내는

質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자는 예가 갖는

彬彬]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예의 본질이 전제

본질과 형식이 조화[

되지 않은 표현은 진실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예는 겉치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예의 본질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일련의 사회적 형식이 무시되
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예가 갖는 바탕과 형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실적 제공간 속에서 그 바탕과 형식이 조화를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 둘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당위적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
라도, 반드시 그 둘 간의 우선성을 준별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63)

『論語』,「雍也」,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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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放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물자,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훌륭한 질문이다! 예는 사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喪은 형식적으로 잘 다스려지기 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
다.”라 하였다.64)

『논어』에서 예의 근본을 묻는 임방의 질문에 대해 공자는 예는 그 본질이 형
식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공자는 단지 예가 갖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그

仁

예가 갖는 본질인 사람다움[ ]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 역시 예의 ‘도덕적 인문화
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는 반드시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적 자각’ 아래에서 실
천되어야 하는 점을 위 예문은 분명하게 밝힌다. 이 인용문 이외에도 문과 질의

重 혹은 先後

문제는

輕

『論語』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역시 살펴보자면 다음

과 같다.
공자께서
이

大廟에 들어가 매사를 물으시니, 혹자가 말하길 “누가 鄹 땅 사람의 아들[孔子]

禮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는구나.”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렇게 묻는 것이 바로 예이다.”라 하였다.65)

인용문에서도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자, 혹자는 그것을 보고서는 공자
가 예에 정통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예라 함은 공경과
삼감이 지극한 것66)으로, 예의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것이다. 혹자가 공자는 예를
모른다고 치부한 것은 예의 구체적 절차나 형식을 공자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이지만, 태묘의 제사에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됨으로 매번 물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의 본질에 있어서 그 절차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삼가고 공경하는 마음이며, 바로 이것이 예의 근본이다.67) 또한 본질과 형식의

『論語』,「八佾」, “林放問禮之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 寧儉 喪 與其易也 寧戚.”
『論語』,「八佾」, “子入大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大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
禮也”
66) 朱熹, 『論語集註』, 「八佾」, “孔子言是禮者 敬謹之至 乃所以爲禮也”
67) 공자가 예의 형식화를 부정적으로 본 예화는 다음과 같다.『論語』,「子罕」, “공자가 말하
였다. 검은 삼베로 만든 모자를 쓰는 것이 禮였으나 지금 사람은 실로 짠 것을 쓰는 것은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신하가 堂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였는데 지금은 당 위에 올라 절을 한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니 비록 지금 사람과 다
를 지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을 하겠다(子曰 麻冕禮也 今也純儉 吾從衆 拜下禮也 今拜乎
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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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 문제에 관한

『논어』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

子夏가 말하길] “예가 [忠信보다] 뒤이겠군요?”하고 말하자, 공자께서 말
씀하시길 “나를 흥기시키는 자는 자하[商]이구나!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만하도다.”라 하
다.”라고 하셨다. [
셨다.68)

공자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후라고 말하자,

―

子夏는

그 공자의 언급을 예에 비유한다. 자하가 예 여기에서는 예의 형식적 측면을 가리

― 忠信―여기에서는 예의 본질적 측면을 가리킨다― 보다 이후에 있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예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質은 예의 형식이라 할 수 있는 文보
69)

킨다 가

다 선행하는 것이라 한 것이다.
예의 본질은 인간의 심성적인 측면을 가리키므로, 자연스레
러 덕목과 마주치게 된다. 먼저 공자는

仁과 義를 비롯한 여

禮가 외재적인 형식화에 빠지는 것을 피하

기 위해 인을 예의 근거로 제출하여 예의 사상기초를 보충하기 했다.70)
사람으로서

仁하지 못하다면 예는 무엇 하겠는가?

71)

예는 그 형식만으로 예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예는 인에 바탕을 둔 도덕
주체의 내면적 자각과 의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공자 이전에 예는 단지 외

文飾]에 불과했지만, 공자의 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는 인을 근

재적 표준[

본으로 삼는다. 예의 실천은 인의 실현 여부와 관련되며, 인의 실현은 자기 내면의
본질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자기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

錢穆은 “예는 그 內心을 가지고 있고, 예의 내심은 곧 인이다.” 라고 말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예는 義와도 연관되는데,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72)

그러므로

『論語』, 「八佾」,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이러한 해석은 주희의 주에 의거한 것이다. 朱熹, 『論語集註』, 「八佾」, “禮 必以忠信爲
質 必繪事以分素爲先”
70) 金秉峘(1989), 先秦儒家之德治與禮治思想硏究, 臺北: 國立臺灣大學哲學硏究所 碩士學位 論文,
103쪽.
71) 『論語』, 「八佾」, “人而不仁 如禮何”
72) 錢穆(1998), 『錢賓四先生全集3 : 論語新解』, 臺北: 聯經, 304쪽.
6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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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

공자가 말씀하시되 “군자는 의로써 바탕[ ]을 삼고, 예로써 실행하며, 겸손으로써 나타
내고, 믿음으로써 이를 이루니, 이것이 군자다.”라고 하였다.73)

質

여기에서는 의가 예의 본질[ ]이며, 예는 의의 표현이라는 관계를 명시한다.

『논어』에서 義는 小人이 추구하는 이익과 대비되어

74),

옳고 공정한 관념이자 세

상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마땅한 기준으로 제시된다.75) 공자 이전에 사람들이

鬼神과 天道를 예의 기초로 삼고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예를 실행하였던 반면에,
공자는 예의 기초를 義로 삼아서 인간의 의식적인 자각 아래에서 예의 형식의 합
리성을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해본다면, 공자는 예의 문과 질을 구분한 다음 그것들이 조화

仁이나 義라는 도덕적 성격을 주
입 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 둘[文/質] 간의 선후 혹은 경중의 문제
를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예의 질 개념으로

에 있어서는 문이 질보다 우선 혹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예가 갖는 형식
화를 경계한 것이다. 즉 예의 관념을 단지 종교적 혹은 제사 의례에 국한했던 것에
서 탈피하고자 한 것으로, 예에 대한 공자의 ‘도덕적 인문화’라는 작업의 소산이다.

3)

正名論

․

여기에서는 공자가 예 관념을 법도화하면서, 어떤 방식을 통해 사회 정치 운영
원리로 구현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자는 예의 본질에 대한 그의 입장
을 기본으로 하여

正名論을 개진해나갔다. 그러나 이 정명론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다. 주나라의 정치질서인 예악제도가 붕괴되면서, 춘추
시대 제후들이 천자의 권력을 쟁탈하고자 천자의 권한을 침해한 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 왕실의 천자의 지위는 명목상 존재할 뿐 실제
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으며, 제후국에 의해서 천하의 지위가 좌우되는 형세였
다.76) 이러한 모습은

『論語』에 여러 장면 묘사되어 있다.

『論語』 「衛靈公」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論語』 「里仁」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論語』 「里仁」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天下無道
禮樂
『論語』 「季氏」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73)
,
, “
”
74)
,
, “
”
75)
,
, “
”
76) 공자의 입장에서 대부가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팔일무를 추는 일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
다. 정명에 위배되는 이러한 상황은 ‘
’로 규정되며,
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
,
,
). 예악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한 공자의 사상적 대안은 부국강병에 있지 않으며, 예의 질서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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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季氏를 두고 평하셨다. “[천자의] 八佾舞를 뜰에서 추니, 이 일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77)

三家에서 [제사를 마치고] 雍章을 노래하면서 상을 치우는데, 공자께서 [이를 두고] 말씀
하셨다. “‘제후들이 제사를 돕거늘 천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가사[雍章]를 어찌해서 삼가
의 당에서 사용하여 쓰는가?”78)

泰山에 旅 제사를 지내었다. 공자께서 염유에게
“네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느냐?”고 하시자, 冉有가 ‘불가능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공
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 일찍이 태산의 신령이 [예의 근본을 물은] 林放 만
계씨가 [대부지만 제후의 예를 참람하여]

79)

도 못하다고 하느냐?”80)

위의 인용문은 당시 예를 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본분에 맞지 않는
의례를 행한 것이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계씨를 비롯해서 삼가

孟孫․淑孫․季孫)는 모두 大夫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천자만 행할 수 있는 八佾舞 를 행하고, 천자의 예악이라 할 수 있는 雍章을
참람하게 부르며, 제후가 행할 수 있는 旅 제사 를 감행했다. 이는 주 왕조를 중
심으로 하는 통치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적시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周를
(

81)

82)

따르겠다.”83)라고 단언한 공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공자는 명

『論語』, 「衛靈公」, 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明日遂行). 이러한 예의 위상과 지위를 제고하였던 공자의 노력은 변화하는 현실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復古]라고 법가에게 평가받는다. 그러나
는데 있다(

주 왕실과 제후국으로 대비되는 정치위계질서에 따른 예의 차별성이 공자가 주장하는 예의
표현형식의 전부는 아니었다. 예의 본질과 형식이 조화되지 못하고, 예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이 제의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판단 배경이라고 짐작된다.
,
, “
”
,
, “
”
64번 각주를 참고하라.
,
,“
”
‘ ’은 춤추는 열이니, 천자는 8열, 제후는 6열, 대부는 4열, 는 2열이며, 각 열의 인원수는
그 열의 수와 같다. (
,
, “
”)
직위에 따라 지낼 수 있는 제사의 종류가 상이했는데, 천하명산인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후 이상의 직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
, “
” 마찬가지로
편에서도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
”

『論語』 「八佾」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論語』 「八佾」 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論語』 「八佾」 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 不
如林放乎
81) 佾
士
『論語集注』 「八佾第三」 佾 舞列也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82)
『禮記』 「王制」 天子祭天地 諸侯祭社稷
大夫祭五祀 天子祭天下名山大川
『論語集注』「八佾第三」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孔子言其此事尚忍為之 則何事不可忍為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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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로가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 정사를 하려고 하시니, 선생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자

迂闊합니다. 어떻게 [명분을] 바로 잡으시
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무례하구나. 자로[由]여!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로가 다시 물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는 제쳐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명분이 바르게 못하면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일

어나지 않는다.84)

공자는 정치질서를 확립함에 있어 명분[이름,

名]과 그 명분에 맞는 실질이 확립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에 맞는 도리를
다할 것을 강조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신분의 차등 질서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천자와 제후라는 각자의 지위는 그 지위에 부합되는 일의 내용이 다르다. 이
런 가운데

禮法은 신분을 구별해주는 사회적 기표인데, 만약 제후나 대부가 천자만

행할 수 있는 예법을 행한다면 결국 천자-제후-대부로 나아가는 신분의 차등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명론은 차등적 예법을 근간으로 해서
신분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과 실질에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군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 묻자,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85)

공자는 군주, 신하, 아버지, 자식이라는 차등적인 신분질서에서 중요한 것이 그
명분에 맞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군자가 이름[명분,

名]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니, 군자
는 그 말에 있어 구차히 함이 없을 뿐”86)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정명론을 이해함

『論語』, 「八佾」, “吾從周”
『論語』, 「子路」, “子路曰 衛君待子而為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
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85) 『論語』, 「顏淵」,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
86) 『論語』, 「子路」, “故君子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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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

에 있어서 단지 ‘명분[ ]’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수용 밖에
그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공자는 형식적 명분이 아니라 그 실질에도 주목함으
로, 정명은 차등적

禮 질서가 갖는 형식적 의미를 거부하고 규범적이며 실천적 의

미를 갖게 되었다.87)
정명은

名

禮라는 논리구조로 통섭되는데, 예법은 사회․정치 질서를 표현하는 이름

[ ]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공자는 정명론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법의 분명한

君臣父子]을 부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명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명분에 따

차등[

른 그 실질과 행동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공자가 예론을 전개하면서 문과 질을 동
시에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2.

맹자의 예법관

孟子, B. C. 372-289)가 私淑했다는 공자와 비교해보면, 맹자는 이미 공자와

맹자(

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공자의 시대적 상황과 달리, 맹자는 당시 주류를 형

論辨] 유가의 사상을 지켜야

성하였던 양주와 묵적의 학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여[
만 했기 때문이다.88)

1)

心善論과 禮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자의 예 개념은 인이나 의와 같은 덕목과 결부됨으
로 도덕적 본질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맹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만, 맹자는 예 개념을

87)

勞思光

心善論적 담론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正名

(1986)은
은 ‘A는 A이다’라는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표현 명제이며, 공자에
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A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든
에 그 이름에 합당할 실질은 반드시 긍정되어야만 하는 동일성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고 말한다. 즉 정명은 그 이름과 직분을 다 발휘하라는 뜻이지, 계층을 확고히 하려는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인재 역(1986),
:
, 서울:
78-79쪽.
88)
,
, “
”

의해
지간
한다
의도
,

『中國哲學史 古代篇』
探求堂
『孟子』 「滕文公下」 我亦欲正人心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 以承三聖者 豈好辯哉 予不得
已也 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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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

사람이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은, 지금에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
라고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는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며,

鄕黨과 朋友들에게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며, [잔인하다는] 악명을 싫어해서 그러한 것도 아
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羞惡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仁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義의 단서
요, 사양지심은 禮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智의 단서이다.
89)

위 구절에서 맹자는 모든 사람이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고, 그것을 인의예지의

四端之心을 통해 구체화한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맹

자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心

惻隱之心, 羞惡之心, 辭讓之心, 是非
之心이라는 사단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사지[四肢, 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맹자가 心이 곧 인간의 도덕성을 발현하는 데 가장 큰 요
마음[ ]이 있음을 주장한다. 또 맹자는 사람이

90)

인이라고 주장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간의 성선론은 심선론이라는 명칭 아
래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91)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간 관습 혹은 사회적 질서로 여겨졌던 예
가 맹자에 이르러서 ‘내면화’된 점이다. 물론 공자도 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

質

내면성과 연결하긴 했다. 다만 그것은 예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 ]를 설
명하기 위함으로, 공자에게 예는 반드시 행위자의 도덕적인 자각을 거쳐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맹자에게 있어서 예 개념은 심선론 체계 안에서 정립되었으므로, 오

―

―

히려 사양지심 맹자가 예의 단서라 보았던 이 선함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로 작
용한다. 즉 맹자에게 있어 예 혹은 사양지심은 본연적으로 선한 것이다.

心과 禮의 관계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공자는 마음 외부에 위치한 예를 도덕적

으로 자각하여 마음의 내부로 녹여내고자 했다. 맹자에게 있어서 예는 마음 외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내부에 위치한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구비된 예의 단서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孟子』, 「公孫丑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
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90) 『孟子』, 「告子上」,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89)

91) 이에 관해서는 김병환(200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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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 때 선은 마음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
한 근거로 다음의 구절을 들 수 있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나를 녹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본래 소유하고 있건만 사
람들이 이를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라고
한 것이다.92)

이 구절에서 맹자는 예는 [마음의]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의
마음에 구비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예의 단서인 사양지심은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良知, 良能] 충
분히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예의 단서가 되는 마음[辭讓之心]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마음은 배우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을 확충한다면, 자연스럽게 예는 구현된다.

利

93)

法

인간의 선한 본성은 어떤 이해관계[ ]나 강제적 규범[ ]에서가 아니라 마음으
로부터 표출된다. 따라서 공자가 예의 본질을 상정함에 있어 도덕 주체의 내부를
‘의식’하고 외부에 상정된 예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맹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 주체가 갖고 있는 내부에서부터 예를 ‘구성(construction)’하였다.
그러므로 맹자는 측은지심을 근거로 삼는 예의 내재적 구조는 외부적 규범이나 외
재적 가치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마음의

主宰

를 통해 예를 구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2)

仁義論

94)

물론 심선론적 체계 내에서 인, 의, 예, 지가 모두 병렬적으로 나열되므로, 예 개
념이 인이나 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면, 맹자의 마음론을 전체적으로

行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가 심성론이 아니므로, 인간이 행해야[

事] 할 禮에 있어 인과 의 개념이 어떻게 수반되는지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맹자는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 의는 사람이 가야할 길이다”95)라고 주장하고,

『孟子』,「告子上」,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之 舍則失
之”
93) 『孟子』,「盡心上」,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94) 물론 공자 역시 예 개념을 인과 의 개념과 밀접하게 접속시켰다. 그러나 『論語』에서 인
과 의는 개별적인 단어로 활용될 뿐이고, ‘仁義’라는 복합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
나『孟子』에서는 仁義란 합성어는 13번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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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96)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同位’에서 병렬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이는 맹자 사상의 특징으로

인과 의 개념을 ‘

仁義論을 꼽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맹자가 예를 인의와 연관시
키는 것을 볼 수 있다.

仁

實

義의 핵심은 형을 따르는
것이다. 智의 핵심은 이 둘[인과 의]를 이해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며, 禮의 핵심은 이 둘을
적절하게 節文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길 “ 의 핵심[ ]은 부모를 섬기는 것일 뿐이고,
.97)

맹자는 예의 핵심이 ‘인과 의를 적절히 절문하는 것’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맹자가 인간의 행위규칙의 표준으로서

仁義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순임금은] 인의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이요, 인의를 행하신 것은 아니었다.”98)라

하는데, 이는 심선론 체계 내에서 본연적으로 자리 잡은 마음 속의 인의를 현실의

仁義]’이 禮

시공간에서 실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맹자는 ‘사람다움과 마땅함[

法을 통해 실천적 행위양식으로 추동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먼저 맹자가 상정한 인과 예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는 “군자는 인으로 마음에 두
며 예로써 마음을 지킨다.”99)라 하여 인과 예 모두를 중요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대하기를

橫逆으로 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

仁하지 못하며 내 반드시 예가 없는가보다. 이러한 일이 어찌 이를 수 있겠
仁하였고, 스스로 돌이켜보아 禮가 있었는데도 그 횡역이 전
과 같으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가 반드시 忠하지 못한가보다 한다. (……) [군자
켜서 내 반드시

는가 한다. 스스로 돌이켜보아

는] 인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100)

『孟子』, 「告子上」, “仁 人心也 義 人路也”
『孟子』, 「離婁上」,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孟子』, 「離婁上」, “孟子曰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智之實 知斯二者弗去是
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
98) 『孟子』, 「離婁下」, “由仁義行，非行仁義也”
99) 『孟子』, 「離婁下」,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100) 『孟子』, 「離婁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
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 非仁無
為也 非禮無行也”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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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절에서 ‘상대적으로’

仁은 행위주체의 내면적 덕성을 가리키며, 예는 사회

적 관계를 고려한 표현양식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상대적’이라 한 것은 맹자에게
있어서 예는 인간의 내면적이고 본연적인 것이므로, 전적으로 인간의 외부에 상정
되어 있는 규범으로 상정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辭讓之心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맹자의 예는 인간의 마음 내부에 자리 잡아 있으면서 사회적 관계성에 따라 표
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인의 마음이지
만, 그 측은함을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예라 할 것이다.

義

이어서 예와 의를 살펴보자. 맹자는 행위에 있어 옳음[ ]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

節文]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맹자가 義를 강조한 것은
『맹자』의 서두 부분인「梁惠王上」편 에서도 두드러지지만, 이 부분은 義利논
을 가장 적합한 형식[

101)

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인과 예의 관계를 다룬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
법의 측면에서 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하겠다.
만장이 말하였다. “이제

國門의 밖에서 사람을 저지하여 강도짓을 한 자가 그 사귐을 도

禮로써 한다면 이 강도질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
하셨다. “불가하니, 『康誥』에 이르길 ‘사람을 죽여 쓰러뜨리고 재화를 취해서 완강하여
로써 하고 그 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 하였으니, 이는 가르침을 기다
리지 않고 베어야 할 자이니,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102)

강도질을 한 자가 비록 예를 갖추어서 자신이 훔친 물건을 진상해도, 맹자는 그
것을 취할 수 없다고 얘기 한다. 왜냐하면 강도질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義

맹자가 예법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거 중 하나로 ‘ ’를 상정했음
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문의 밖에서 사람을 저지한 강도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데 취함은 이 두 가지가 진실로

不義의 종류”

103)이므로,

강도가 자신이 훔친 것을

진상하는 것은 예라 말할 수 없고 오직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도 명확하게 언급된다.

孟子 ,「梁惠王上」, “孟子見粱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102) 孟子 ,「萬章下」,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曰不可 康誥曰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是不待教而誅者也 如之何其受之”
103) 『孟子集注』, 「萬章章句下」,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固皆不義之類”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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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존귀한 자가 물건을 주거든 받는 자가 [그 물건을 대하면서] 그가
이것을 취한 것이
다.”104)

義에 맞았는가 義에 맞지 않았는가를 생각하여 義에 맞은 뒤에야 받는

존귀한 자가 예물을 내려주면, 그것을 받는 것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자
는 그 예에 있어서도

義라는 판단 준거를 내세웠다. 따라서 외면적으로 예에 부합

될지라도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면, 예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는 인과 의를 통해 예의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는 그 예를 행하는 주
체의 동기와 자연스럽게 연관된다. 그래서 맹자는 예에 있어

志를 중요하게 여겼

다.
왕자

墊이 물었다. “선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뜻[志]을 고상히
仁義일 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뜻을 고상히 하는 것입니까?” “

한 사람이라도 죽임은 인이 아니며, 자기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어디
에 살아야 하는가? 인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가? 의입니다. 인에 살고 의를 따른다면 대
인의 일이 구비된 것입니다.”105)

여기서

志는 내면의 인의를 드러내어 구체화하려는 윤리적 동기 혹은 의지이다.

마음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행위의 동기와 판단이 공존하는 것이지만, 맹자에게 마
음이란 그 대상이 도덕 주체의 내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행위의 판단이라기보다
는 행위의 동기에 가깝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맹자가 임나라 군주의 동생인

季任과 제나라 재상인 儲子가 보낸 예물을 다르게 처리했던 일이 있다. 맹자는 계
임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저자에게는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

志

자는 맹자에게 비록 예를 차리긴 했지만, 그 예에 도덕적 동기[ ]가 담지되어 있
지 않았기 때문이다.106)

志

만약 예를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갖추려는 진실 된 마음[ ]이 없다면,

禮

孟子 , 「萬章下」, “曰 尊者賜之 曰 其所取之者 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孟子』, 「盡心上」, “王子墊問曰 士何事 孟子曰 尙志 曰 何謂尙志 曰 仁義而已矣 殺一
無罪 非仁也 非其有而取之 非義也 居惡在 仁是也 路惡在 義是也 居仁由義 大人之事備矣”
106) 『孟子』, 「告子下」, “孟子居鄒 季任爲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 處於平陸 儲子爲相 以
幣交 受之而不報 他日由鄒之任 見季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 屋廬子喜曰 連得閒矣 問曰 夫子
之任見季子 之齊不見儲子 爲其爲相與 書曰 享多儀 儀不及物曰不享 惟不役志于享 爲其不成享
也”
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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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는 명분에 불과하다. 즉 예의 형식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바탕[質]이 없
는 형식은 어떤 가치도 없다. 맹자에게 禮는 외부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며, 도덕
주체의 내부에서 표출되어 확립된 행위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동기
는

仁義를 벗어나지 않으며, 오롯이 인의에 부합될 때만이 도덕 주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즉 도덕 주체는 자기에게 본구된 인의를 적절하게 조화하

節文]으로 실천해야 한다.

고 꾸며서, 가장 적합한 형식[

仁政論

3)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맹자는 예를

仁義 관념에 기초하면서 논리를 전개해간

다. 이 때 유가에서는 예법이 사회 및 정치의 운영원리라 상정되었으므로, 자연스

禮治論]에서도 인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맹자는

럽게 맹자의 정치론[

仁에 따른 통치[仁政]를 강조한다.

堯舜의 道로도 仁政이 아니면 천하를 다스리지 못한다. (……) 단순히 착하다는 것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본받는 것만으로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107)

三代가 천하를 얻은 것은 仁政 때문이요, 천하를 잃은 것은 仁政에 어긋났기 때문이

다.108)

맹자는 역사적 실례를 들면서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의 성립과 패망은 모두

夏-殷-周

仁政에 달려있었던 것이며, 요순은 인정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을 태평스럽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하는 인정이란 과연 무엇
인가?
사람들은 모두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이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
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행했다.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손바닥 위
에 놓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109)

『孟子』,「離婁上」,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 故曰 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
能以自行”
108)『孟子』,「離婁上」, “孟子曰 三代之得天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
109)『孟子』,「公孫丑上」,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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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을 종합해보면, 맹자에게 있어서 인정은 ‘모든 사람에게 구비된 도덕

不忍人之心]을 미루어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본유한
四端을 확충해나간다면 사해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仁政은 백
성을 포용하고자 하는 군주의 도덕적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王道는 민심
적 마음[

110)

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여기는 것이다.”111) 맹자는 인정을 펼치기 위한 여러 제안
을 한다. 예를 들면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에서부터

井田制를 도입

仁義라는 근본적인

할 것112)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구체성을 가진 제안들은 모두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자기 집의 노인을 잘 봉양해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아이에게까지 미치게 하십시오. (

,

반드시 위로는 부모

를 잘 섬길 만하며 아래로는 처자를 잘 기를 만하여 풍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113)
왕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경감시키시면, 백성들은 밭 갈
고 잘 김매고, 장성한 자들은 한가한 날에
를 섬기며 밖에 나가서는

맹자는

孝悌와 忠信됨을 닦아서 집에 들어가서는 형제

長上을 섬길 것입니다

.114)

仁德을 갖춘 군주가 仁政을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인의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맹자의 인정론은 자기 자신이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

推記及人]을 주장하는 논리이다.

한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것[

만약 그리 된다면, 맹자는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인의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맹자에게 있어서 정치의 목적은
실현이다. 그리고 맹자는 그것이야 말로

仁의 구현이며, 道義의

王道라 보았으며, 그것에 대적하는 것은

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孟子』,「公孫丑上」,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
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111)『孟子集注』, 「梁惠王章句上」, “王道以得民心為本”
112)『孟子』의 「梁惠王上」와 「滕文公上」을 참조하라.
113)『孟子』,「梁惠王上」, “曰 德何如則可以王矣 (……)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 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114)『孟子』,「梁惠王上」,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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覇道라 보았다.
仁의 행위를 속이는 자인 覇者는 반드시 대국을 소유하
여야 하고, 덕으로써 인을 행한 자인 王者는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으로써

115)

맹자는 왕도와 패도를 이원화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覇者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음 인용문과 같다.

仁의 파괴자가 바로 역적이고, 도의의 파괴자가 바로 흉악자[殘]이므로, 역적이자 흉악자

는 일개 필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116)

齊桓公, 晉文公, 秦穆公, 宋襄公, 楚莊王)는 삼왕(夏禹王, 商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패(

湯王, 周文․武王)의 죄인이요, 지금의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이요, 지금의 대부들은 지금 제
후의 죄인이다.”117)

맹자는 이익만을 앞세운 채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려는 패자들 때문에 세상이

「梁惠王上」편에서 이익을 말한 양혜왕을
공박하면서, 왕이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하면 大夫, 士, 庶人들도 자신의 집안
혼란스러워 진 것이라 보았다. 맹자는

과 몸을 어떻게 이롭게 할 까 궁리한다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익을 취하려고만 한
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단언한다.118) 따라서 패도를 행하게 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 질 것이며, 왕도를 행하면 세상이 편안해진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패자의 백성들은

歡娛 할 뿐이나, 왕자의 백성들은 광대해서 스

스로 만족해한다.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롭게 하여도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날로 개과천선을 하여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를 알지 못한다. 군자는 지나는 곳
에 교화가 되며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신묘해진다. 그러므로 상하가 천지와 더불어 유행하니,
어찌 조금만 보탬이 있다고 하겠는가.”119)

『孟子』,「公孫丑上」, “孟子曰 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孟子』,「梁惠王下」,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孟子』,「告子下」,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
人也”
118)『孟子』,「梁惠王上」,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
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119)『孟子』,「盡心章下」, “孟子曰 霸者之民 驩虞如也 王者之民 皞皞如也 殺之而不怨 利之而
115)
1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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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는

功名을 이루려고만 해서, 그 백성들은 외면적인 공명에 열광하게 된다.

그러나 왕도정치가 이루어지면 교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므로, 백성들은 임금의 공명

無爲 정치의 유가적 형
태라 할 만 한데, 다만 여기에서는 군주의 인덕을 널리 베풀려는 有爲적 행위가 전
을 눈치 채지 못하게 된다. 맹자가 말한 왕도정치는 일종의
제되어야만 한다.

3.

순자의 예법관

荀子, B. C. 298-238)는 孔孟과의 철학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예 개념에 대

순자(

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순자가 처한 시대적 맥락이
공맹과 상이한 것에서 그 일차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첨예한 겸병 전쟁으
로부터 통일 국가를 수립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
었고, 사상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 주류 사상이 상호 비판
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本性論과 禮

1)

禮 개념의 위상은 공
자의 仁과 맹자의 仁義 개념과 비견될 만큼 그 수준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순
자』에서 예 개념은 공자나 맹자의 典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언급되
었다. 이러한 연유로 王先謙은 순자의 학문이 예로서 宗旨를 삼았다 고 주장했으
며, 唐雄山은 순자가 선진 유가 禮治 사상의 집대성자 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맹자와 순자 모두 인간이 잠재적으로 聖人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지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순자의 견해는 맹자의 心善論과 근
위와 같은 시대의 타결책으로써 순자의 예법관에서 제시된

120)

121)

본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점은 예 개념을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不庸 民日遷善而不知為之者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
王先謙(1988),『荀子集解』, 北京 : 中華書房, 序文 참조.
唐雄山(2005),『賈誼禮治思想硏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99쪽.

12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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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쟁탈만 있게 되고 사양

辭讓하는 마음은 없게 된다. 나면서부터 미워하고 혐오하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해

치기만 하고 충성과 믿음은 없게 된다. 나면서부터 눈과 귀의 욕망이 있어서 아름다운 색깔
과 고운 소리를 좋아하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음란하게 되고

禮義文理는 없어진다. 그러

므로 사람의 본성대로 따르고, [사람의] 감정대로 따른다면 반드시 서로 쟁탈하게 되고 본
분을 위반하면 법규를 문란하게 하여 포악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師法

의 교화와 예의의 지도가 있은 연후에야 사양의 덕이 나오고 나아가 도리에 부합되며 다스

性惡 이

림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본성은 추악한 면으로 흐를 수 있음[
분명하며, 선한 면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위 구절에서 순자는

것이다.122)

]

性惡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

면서부터 이익을 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성향이 있으며, 감각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자에게

性은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욕망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

되므로, 인간의 본성은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욕구와 다름이 없다. 따라
서 이러한 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반드시 서로 다투고 해치며 음란한 행위를 하
여 사회 혼란이 발생될 것123)이다.

僞

그리하여 순자는 성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 ’이
다. 성이 추악한 면으로 흐르는 타고난 경향 자체는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적
인 노력에 의해 그 경향을 선을 향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124)는 것이다. 본성과

性

인위는 서로 다른 측면이지만, “ 이 없다면

僞를 가해야 할 데가 없고 위가 없다

면 성이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도 없다.”125) 그래서 순자에게 성은 반드시 위와 함

『荀子』,「性惡」,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爭奪生而辭讓亡焉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殘賊生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 然則從人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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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

122)

123) 모든 사람이 생리적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재화는 한정되었기 때문(“desires are
many but things are few”-Homer H. Dubs(1928), The Works of Hs ntze, London : A.
Probsthain, 182쪽.- A. S. Cua(1982:281)에서 재인용)이다. 이러한 성악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위 양식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바로 순자 사상에서 가 성악으로부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규제할 제도인 것이다. 동시대에 서양 도덕철학에서도 성악과 유사한
관점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Hart, H. L. A(1961)의 The concept
of law(Oxford : Clarendon Press, chapt. 9)를 참고하라.
124)
,
, “
”
125)
,
, “
”

ü

禮

『荀子』 「儒效」 性也者 吾所不能為也 然而可化也
『荀子』 「禮論」 性者 本始材朴也 偽者 文理隆盛也 無性則偽之無所加 無偽則性不能自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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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논의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성은 그 자체로 예를 인식하지 못하며,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을 추동하게
하는 어떤 기능도 없다. 이에 순자는
고

心이 자연적 본성을 다스리며, 사물을 인지하

是非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사람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도를 이해하는가. 말하기를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 (

……) 마음이 생기면 지각이 있고 지각

나면서부터 지각이 있고, 지각되어 기억이 생긴다. (
되면 달리 보는 분별력을 갖는다.126)

또한 이 마음은 사물을 인지하여 배워 익힌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를 인지할 수도 있다.127) 즉 모든 사람에게는 예의 법도를 인지할 수 있는 마음
이 있으며, 예의를 인지한 마음만이 추악한 면으로 흐르기 쉬운 본성을 다스려 도
덕 실천을 완성할 수 있다. 여기서 순자가 말하는 마음은 맹자의 마음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순자에게도

心이 도덕 실천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과 禮의 관계로 설명하면, 순자에게 본성은 생물학적 자연성에 다름이 아니므

로 자신의 본성이 추악한 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단속해야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규범이 바로 예인데, 예는 본성 바깥에 위치해있다. 행위자는

心을 통

해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도덕 표준인 예에 기초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향할 때
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다. 즉 순자에게
거는

化性起僞를 통하여 선을 이루는 내재적 근

心이며, 외재적 표준은 禮義이다. 예 개념이 맹자의 심선론 체계에서 내재적

규범으로 정립된다면, 순자의 본성론 체계에서는 외재적 규범으로 확립된다. 이로
써

善의 방향이 자기 자신의 내적 자발성을 떠나 외부의 대상 체계로 향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적 욕구로 표출되기 때문에, 성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그것
을 얻으려고 한다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도덕 가치와 지위를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성악은 기존의 해석처럼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거나 악의
필연적인 도출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128)

순자는 성의 방임이 사회의

『荀子』,「解蔽」, “人何以知道 曰心 (……) 人生而有知 知而有志 (……) 心生而有知 知而
有異”
127)『荀子』,「解蔽」, “心知道然後可道”
128) 김병환, 『순자 인성론에 대한 다윈주의적 독해』, 미발표 논문, 4-6쪽.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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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였고, 이러한 반사회적
성을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교정함으로써 선을 실현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외재적 규범 강조

2)

이 절에서는 순자의 예 개념이 어떻게 외재적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는지를 논하
고자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맹자의 예 개념이 행위 주체의 내면화로 구성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마음 외부에 위치한 예를 도덕적인 자각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를 내면화하였다. 그러
나 순자는 맹자의 예에 대한 입장과 대립적으로 예의 개념을 외부의 대상 체계로
확장하여 반사회적인

性의 경향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이자, 인륜의 總則으로 체계

화하였다.
순자가 상정한 예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통제하여 본성의 변화를
이끄는 인간 행위 규칙의 표준이다. 순자는 예로써 가치 체계의 표준을 명확히 하
여 성을 그대로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순자가 보기에,
예법의 주체인 군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없다면, 예의가 바로서지 못하여
“위로는 군주와 스승의 가르침이 없고, 아래로는 부자의 도리가 없어지게 될

것”129)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모여 살지 않을 수 없으니, 모여 살면서 차등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

……) 옛날의 선왕은 등급을 나누어 그 단계를

면 어지러워지며 어지러우면 곤궁해진다. (

다르게 정하였다. 그러므로 혹자는 아름답게 혹자는 검소하게 혹자는 후하게 혹자는 박하
게 혹자는 편안하게 혹자는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 이는 비단 호사스럽고 화려하게 하기 위
한 것만은 아니며, 장차 인자에게 걸맞는
러내고자 한 것이다.130)

예는 나라를 다스리고 명분을 정하며,

禮文을 명확히 하고 인자에게 걸맞는 차서를 드

尊卑와 貴賤의 분별을 명확히 정해서 사회

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순자에게 예란 차이를 구분하여 직분을 정하는 최고
의 법칙인데131), 이 점에서 예는 사회 분업과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도이자

『荀子』,「王制」, “上無君師下無父子”
『荀子』,「富國」, “人之生不能無群 群而無分則爭 爭則亂 亂則窮矣 (……) 古者先王分割而
等異之也 故使或美 或惡 或厚 或薄 或佚或樂 或劬或勞 非特以為淫泰夸麗之聲 將以明仁之文
通仁之順也”

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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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臣, 父子, 兄弟, 夫婦의 질서가 모두 이 예로부터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회에 예에 기초한 同異, 貴賤, 上下의 차등이 없으
절차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면, 사회는 혼란한 상태가 된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순자에게 예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산물
이자 객관적으로 수립된 외재적 규범이다. 그리고 이 예는
예의란

聖人이 제정한 것이다.

聖人의 人爲에서 생긴 것이지 인간의 本性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성인은

思慮를 축적하고 인위를 되풀이하여 예의와 법도를 만들었다

.

그렇다면 예의와 법도는 성

……) 그러므로 성인은 본

인의 인위에서 나온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인위를 일으켜 예의를 만들었으며, 예의가 만들어지면 법
도를 제정하였다. 즉 예의와 법도는 성인이 만든 것이다.13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인은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예의와 법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설명된다. 사실

性의 측

면에서 말하면 성인과 일반 사람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성인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은 인위적인 노력이다.133) 이와 같은 예의 중요성은

『순자』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다음 구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師法이 있는 것은 인간의 큰 보배요, 사법이 없는 것은 인간의 큰 재앙이다. 인

간에게 사법이 없으면 본성이 융성해지고, 사법이 있으면 배워 익힌 것이 융성하게 된다.
사법이란 후천적인 노력을 쌓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본성 자체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본성은 [예의와 사법의 교화 없이] 홀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134)
오늘날의 사람 가운데 사법에 교화되고, 학문을 익혀 쌓으며 예의에 따르는 자를

君子라

小人이라 한다. 이렇
性惡]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선한 면은 인

하고, 성정을 멋대로 부려 거리낌 없이 방자하며 예의를 어기는 자를
게만 본다며 바로 사람의 본성이 추악한 면[

僞

위적인[ ] 것이다.135)

『荀子』, 「議兵」, “禮者 治辨之極也”
『荀子』, 「性惡」, “凡禮義者 是生於聖人之偽 非故生於人之性也 (……) 聖人積思慮 習偽故
以生禮義而起法度 然則禮義法度者 是生於聖人之偽 非故生於人之性也 (……) 故聖人化性而起
偽 偽起而生禮義 禮義生而制法度 然則禮義法度者 是聖人之所生也”
133)『荀子』, 「性惡」, “故聖人之所以同於眾 其不異於眾者 性也 所以異而過眾者 偽也”
134)『荀子』, 「儒效」, “故有師法者 人之大寶也 無師法者 人之大殃也 人無師法 則隆性矣 有師
法 則隆積矣 而師法者 所得乎積 非所受乎性 性不足以獨立而治”
1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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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에서

師法은 예의와 마찬가지로 성악의 경향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이

다. 여기에서 예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인간 내면의 자발적인 요구로부터 추동되
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노력과 이를 쌓아가는 습관이 무엇보다

僞

중요하다. 이러한 ‘ ’ 없이, 우연히

仁義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인이

아니고, 그런 방법은 백번 듣는다 하더라도 백 번 실패할 것이다.”136) 그러므로 의
식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노력만이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순자가 예의 지위를 외재적 규범 체계로 상정하여 객
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순자학의 특징임을 나타낸다.
순자에게 예의 개념이 외부의 객관적 표준으로 수립되어야 했던 까닭은 본질적으

性과 心 그 자체만으로 도덕 실천의 근거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性과 僞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선한 것은 위-즉 인위적인 노력과
로 인간의

습관임을 강조하였다. 성은 자연 스스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변화
되지 않는다. 심이 예를 인지하도록 성의 경향성을 바꾸는 일은 인위를 통해서 실
현 가능한 인간의 자각적인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순자에게 예는 주지적이고 경
험적인 성격에 의거하여 세워진 도덕 표준이며, 외재적 경험을 통한 인식의 대상으
로 확립된 후천적인 경험의 축적이기도 하다.

覇道와 刑罰의 비판적 수용
여기서는 禮治 안에서 패도와 형벌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순자의 관점을
논하려고 한다. 순자가 살던 시대에는 法 개념이 禮의 지위를 대신하여 강대국의
3)

통치 체제로서 그 위상이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말미암아 순자의 예법관에
서는 예 개념에 법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순자가

覇道와 刑罰에 대해 어떤 점에서 비판하고, 어떤 점에서는 수용했는지

를 구분하는 것이다.
순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秦 나라의 정치와 역사적 실례를 들어 패도를 설명

『荀子』,「性惡」, “今人之化師法 積文學 道禮義者為君子 縱性情 安恣睢 而違禮義者為小人
用此觀之 人之性惡明矣 其善者偽也”
136)『荀子』,「儒效」, “不聞不見 則雖當 非仁也 其道百舉而百陷也”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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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먼저 법에 의해 통치되는 진 나라에 대해 그 백성들은 질박하고, 관리들은
검소하고 신중하며, 사대부들은 모든 것에 정통하고 공정하며, 조정은 조용히 모든

儒

일을 완수하고 있는 모습이 최상의 정치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유가의 학술[

術]이 거의 없음이 진의 단점이라고 주장하였다.

137)

그리고 형벌과 정령을 엄격히 행하여 백성과 동맹국을 속이지 않은

齊 桓公, 晋

文公, 楚 莊公, 吳 闔閭, 越 九踐을 모두 신뢰를 앞세운 패자라고 언급하였다.

138)

그렇다면 순자에게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月

日

미세한 일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 달[ ]마다 하는 일은 날[ ]마다 하는 것보다 낫지 못

時

歲

하고, 계절마다[ ] 하는 일은 달마다 하는 것보다 낫지 못하며, 해[ ]마다 하는 일은 계절
마다 하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139)

위 구절에서 날마다 하는 일은

王道를, 달마다 하는 일은 覇道를 의미한다. 순자

는 맹자가 주장한 왕패 구도를 원용하여, 예로써 감화하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
에는 패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왕도에 대한 순자의 입장은 유가의
입장을 계승하면서도, 패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맹자의 입장과 다른 특징을 보인
다. 즉 순자는 왕도 다음에 패도를 위치시킴으로써 그 긍정적 효능을 고려하였다.
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비록 예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 못하지만, 덕이
온전한 군자를 등용하여

道義를 되돌린다면 충분히 왕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命은 하늘에 있고, 나라의 명은 禮에 있다. 인군이 된 자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한다면 王者가 되고 법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한다면 霸者가 되며, 이득
그러므로 사람의

,

을 좋아하여 거짓 속임이 많다면 나라가 위험하게 되고, 권모를 부려 뒤집어엎거나 음험하

『荀子』,「彊國」, “入秦何見 孫卿子曰 (……) 入境 觀其風俗 其百姓樸 其聲樂不流汙 其服
不挑 甚畏有司而順 古之民也 及都邑官府 其百吏肅然 莫不恭儉 敦敬 忠信而不楛 古之吏也 入
其國 觀其士大夫 出於其門 入於公門 出於公門 歸於其家 無有私事也 不比周 不朋黨 倜然莫不
明通而公也 古之士大夫也 觀其朝廷 其朝閒 聽決百事不留 恬然如無治者 古之朝也 (……) 治
之至也 秦類之矣 (……)則其殆無儒邪”
138)『荀子』,「王霸」, “刑賞已諾信乎天下矣 臣下曉然皆知其可要也 政令已陳 雖睹利敗 不欺其
民 約結已定 雖睹利敗 不欺其與 (……) 故齊桓 晉文 楚莊 吳闔閭 越勾踐 (……) 是所謂信立
而霸也”
139)『荀子』,「彊國」, “積微 月不勝日 時不勝月 歲不勝時”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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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140)

위의 논의를 종합해본다면, 순자는 법의 효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왕도와 대비되는 패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순자는 예를
도덕의

極致이자 법도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禮와 刑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

칙”141)임을 주장하였다. 즉 순자는 공맹과 마찬가지로 법의 개념보다 예 개념을
‘우위’에 상정하면서도, 예가 법의 개념을 관통하는 원리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맹과 차이를 보인다.

完善]하게 하면 나라에 일정한 질서가 있게 된다.

예를 숭상하고 법제를 완전[

142)

나아가 순자는 전통적인 유가의 입장을 계승하여 예와 형벌의 적용을 구분하였

士

고, 지식인 계급[ ] 위로는

禮樂으로 교화하고 일반 백성은 刑罰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예란 것은 귀천에 따라 등급이 있고 장유에 따라 차별이 있으며 빈부나 경중에도 모두

稱者]가 있다. (……) 士 이상이라면 반드시 예와 악으로써 이를 조절하고 일

그 알맞은 바[

반 백성들은 반드시 법의 항목으로 규제해야 된다.143)

그러나 동시에 순자는 예와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전제하였다. 다시 말

賢能,
또한 순자는 善과

해, 이러한 예와 형벌의 적용은 고정적이지 않다. 신분상 예의 구별은 개인의
즉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44)

不善한 행위를 예와 형벌의 판단 근거로 들어,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았
다.

『荀子』,「彊國」, “故人之命在天 國之命在禮 人君者 隆禮尊賢而王 重法愛民而霸 好利多詐
而危 權謀傾覆幽險而亡”
141)『荀子』,「成相」, “治之經 禮與刑”
142)『荀子』,「君道」, “隆禮至法則國有常”
143)『荀子』,「富國」, “禮者 貴賤有等 長幼有差 貧富輕重皆有稱者也 (……) 由士以上則必以禮
樂節之 眾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
144)『荀子』,「王制」, “王者之論 無德不貴 無能不官 無功不賞 無罪不罰 朝無幸位 民無幸生 尚
賢使能 而等位不遺 析愿禁悍 而刑罰不過”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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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事를 맡아보는 기본 원칙은 善을 가지고 오는 자를 禮로 대우하고 惡을 가지고 오는
자는 刑罰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 양자가 구분된다면, 현자와 어리석은 자가 뒤섞이지 않
,

.

고, 옳고 그릇된 일이 혼란해지지 않는다.145)

요약하면, 순자의 예법관에서 형벌과 패도의 비판적 수용이 가능한 이유는 법 개
념에 단독적인 지위를 부과하지 않고, 법 개념의 근간에 예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벌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세속의 논자가 말하기를 '잘 다스렸던 고대는

肉刑은 없고 象刑이 있었다.' (……) 상형은

사람이 혹 죄를 범하더라도 다만 그 형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살인한 자를 죽이지 않고, 사람 해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된다. 죄가 더 없이 중한데도

惡을 미워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니 어지러움이 이보다
……) 무릇 덕이 그 자리에 맞지 않고, 능력이 그 관직에 맞지 않으며, 포상
이 그 공에 마땅하지 않고, 처벌이 그 죄에 맞지 않는다면, 이보다 큰 불상사는 없다. (……)
형벌을 지극히 가벼워 일반 사람은

,

큰 것은 없다. (

그러므로 잘 다스려지면 형벌이 무거울 것이고 어지러워지면 형벌이 가벼울 것이다. 다스

려진 세상에서 범한 죄는 원래 무겁고, 어지러워진 세상에서 범한 죄는 원래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형벌을 때에 따라 가볍고 때에 따라 무겁다'라고 하니 이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146)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은 사람은 성악하기 때문에 빗나가 음험해져서 바르지 못하고 도
리를 어기고 어지럽혀서 다스려지지 못한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군주의 권위

法正을 일으켜 다스리게 하고 형벌을
엄중히 하여 금하게 함으로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다스려지는 데 나아가 善에 합하도록
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왕의 다스림이고 禮의 감화인 것이다.
를 세워 임하게 하고, 예의를 밝혀 교화시키기 하며,

,

,

147)

.

첫 번째 구절에서 엄중한 형벌 집행의 전제조건은 ‘다스려진 세상’이다. 즉

禮에

『荀子』,「王制」, “聽政之大分 以善至者待之以禮 以不善至者待之以刑 兩者分別 則賢不肖
不雜 是非不亂“
146) 『荀子』,「正論」, “世俗之為說者曰 治古無肉刑 而有象刑 (……) 以為人或觸罪矣 而直輕其
刑 然則是殺人者不死 傷人者不刑也 罪至重而刑至輕 庸人不知惡矣 亂莫大焉 (……) 夫德不稱
位 能不稱官 賞不當功 罰不當罪 不祥莫大焉(……) 故治則刑重 亂則刑輕 犯治之罪固重 犯亂
之罪固輕也 書曰刑罰世輕世重 此之謂也”
147) 『荀子』,「性惡」, “故古者聖人以人之性惡 以為偏險而不正 悖亂而不治 故為之立君上之埶
以臨之 明禮義以化之 起法正以治之 重刑罰以禁之 使天下皆出於治 合於善也 是聖王之治而禮
義之化也”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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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사물과 사태의 분별이 명확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하는 사회에서만 형벌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절에서도
형벌의 시행은 예법의 도리가 사람들을 도덕 감화시키는 한에서만 적용되고, 나아
가 도덕적 선을 사회에 구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순자의 패도와
형벌의 비판적 수용은 어디까지나 예의 실현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
명하다.
순자는 예를 질서의 최고 표준으로 보고

仁義에 기초한 왕도의 정치만이 예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자가 주자한 정치적 이상의 논리와 부합
된다. 한편 맹자는 패도를 왕도와 단절되는 정치 형태로 규정했지만, 순자는 패도
의 긍정적인 효능을 포착하여 왕도를 행할 수 있는 차선의 정치 형태로 파악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순자가 비록 형벌과 패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하지
만, 그렇다고 하여 왕도가 아닌 패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순자의 정치적 이상은 어디까지나

王道와 禮治의 실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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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孔·孟·荀 예법관의 특징
.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공자, 맹자, 순자의 예법관의 특징을 논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 유가 예법관에 대척점에 서 있던 법가의 법치론을 비교하고, 양자의
긴장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예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두 학파 간의 예법에 대한 상이한 내적구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선진

禮治의 실현을 주장했지만, 법가
는 인간의 주관적 내면을 폐기하고 법 밖의 어떤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 法治의 실
유가는 내면의 자율적 교화와 인의도덕에 기초한

현을 주장했다. 즉 유가는 인간의 내면적 덕성을 감화시키는 일을 예치의 기본 원
리로 삼은 반면에, 법가는

貧賤과 害惡을 싫어하는 欲情을 상벌을 통해 통제하고

강제하는 일을 법치의 기본 원칙으로 세운 것이다. 이로부터 법가의 법 개념과 선
진 유가의 예법 개념은

道德과 刑罰, 人情과 沒人情, 親親과 私情에 대해 서로 다

른 시각에 기초하여 접근된다. 그러므로 선진 유가의 예법과 법가의 법 개념에 대
한 비교적 시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징을 설명하는 일은 각 사상에 내적
논리구조를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선진 유가와 법가가 어떤 측면에서 예법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지,

·

그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도덕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러한 예법관계에 전제
된 인간관은 무엇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전개될 유가 예법관의 특
징은 1) 공자, 맹자, 순자가 파악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와, 2) 그들이 예를 통해 실
현하려고 했던

理想과 결부됨으로써 예법의 내재적 구도를 새롭게 전환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예법관의 특징이 어떻게 체계화되는
지 논하겠다.

1.

道德에 기초한 예법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인간다움의 내면적 본질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강조
하는 입장이다. 이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예를 따르고 실천하는 도덕 주체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인간에 대한 유가의 예법관에 기초하여 그 특
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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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의 제한적 사용

禮와 刑罰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여기서 형벌의 개념은 法의 개념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는 관중 이래로
먼저 유가의 예법관에서

법치론의 주된 내용이 형벌론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148) 이와 같은 법가의 입장
은 인간의 내면조차도

賞罰의 효용에 따라 장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인간

심리에 근거하여 형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가는
고,

周禮의 전통적인 입장을 계승하여 예와 형벌을 동시에 시행하였

禮治의 체계 내에서 형벌을 부수적인 수단으로 포괄하였다. 그러나 주례에서

예의 의미가 예와 형벌의 이원화된 구도 속에서 해석되었다면, 공자 이래로 전개된
유가의 예법관에서 예의 의미는 주체의 도덕적 자율성과 결부되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는 주체의 내면적 자각과 의
식적인 노력이 행해질 때 온전히 예를 실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전제된 상태에
서만 형벌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벌에 대한 선진 유가 예법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鄭나라 子産이 刑書를 공표했을 때 晉나라의 叔向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후에
진나라에서도 ‘형벌의 성문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고려 없
이 형벌을 규범적 표준으로 확립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공자는 다음과 같은 비판
적인 입장을 개진하였다.
[진나라가 큰 솥을 제조해서 전에 범선자가 지은 형서를 새겨넣자] 공자가 말했다. 진나

라는 [장차] 망할 것이다. 그 법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진나라는 [진나라의 시조인]

·

唐叔이

[천자로부터] 받았던 법도를 잘 지켜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경 대부들도 자신들의 지위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은 그 윗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윗사람들도 그들 가문의
업을 지킬 수 있어서, 귀함과 천함 사이가 어긋나지 않으니, 이것을 법도라 한다. [진나라
의] 문공은 이를 위하여 질서를 확립시키는 관직을 두고, 피려에서 [당숙의] 법을 지어, [천
하의] 맹주가 되었다. 진나라는 [이제까지 지켜 온] 이 법도를 버리고 형법을 새긴 솥을 만

法

148) Creel(1974: 147-148)에 따르면, 전국 말기에 정립된 법가사상에서 은 법률과 성문법을 의
미하는 한정된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법가의 법은
, 와 분리되어 과 동의어로 인식
될 만큼
과 긴밀하게 관련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hing(1997: 240)은 중국 법의
발전과정은 에서 으로 의미가 분화되었다가, 다시 에서 으로의 퇴화되었다고 주장
했다.

刑法
禮

道德 禮
法 刑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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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들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그 형법을 새긴 솥만을 살펴 형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윗사람을 존중하겠는가? [그러고도] 높은 사람들이 어찌 가문의 업을 지켜 나갈 수 있
겠는가? 귀함과 천함 사이에 질서가 없으면 어찌 나라 일이 잘되랴?149)

위의 구절에 따르면, 형벌의 강제성은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
한 조건이 아니며, 또한 이로부터 백성들의 도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
계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의 성문화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 결과에 대해서만

基底에 있는 행위 동기에 대해서는 고려
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어』에는 예와 형벌의 대
형벌을 시행하는 것일 뿐, 사람들의 의식

립구도를 통해서 형벌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구절이 있다.

政令으로써 이끌고 刑罰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면하기만 하려 할 뿐이요 부끄러
움이 없다. 그러나 德으로써 이끌고 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이 떳떳해진다.150)

政 : 德과 刑 : 禮를 대비한 공자의 대표적인 구절이다. 여기서 “道
之以政 齊之以刑”은 [성문적인] 법치의 영역을 설명한 것으로서, 형벌로 백성들의
위의 구절은

심리를 강제하여 범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질서의 강압을 의미한다. 형벌에 의
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율적 의지와 도덕
적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공자에게 그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당시

安寧을 쉽게
그럼에도 공자가 禮를 통해

에 형벌의 성문화를 통해 백성들의 행동을 강제로 일원화하여 사회의
이룩할 수 있음을 공자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151)

『春秋左氏傳』, 「昭公29年」, “仲尼曰 晉其亡乎 失其度矣 夫晉國將守唐叔之所受法度 以
經緯其民 卿大夫以序守之 民是以能尊其貴 貴是以能守其業 貴賤不愆 所謂度也 文公是以作執
秩之官 為被廬之法 以為盟主 今棄是度也 而為刑鼎 民在鼎矣 何以尊貴 貴何業之守 貴賤無序
何以為國”
150) 『論語』,「爲政」,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151) 『論語』에서 法字는 두 차례 등장하지만, 모두 法家의 法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刑이
3회, 罰이 2회 언급되었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刑罰’로 풀이하였다. 예컨대『荀子』
「有效」편에는 공자가 노나라 사구가 되었을 때 직접 형벌을 집행했으며(仲尼將爲司寇 沈
猶氏不敢朝飲其羊 公慎氏出其妻 慎潰氏踰境而徙 魯之粥牛馬者不豫賈 必蚤正以待之也), 『四
記』「孔子世家」에서는 少正卯를 직접 처형을 시행했다(由大司寇行攝相事……於是誅魯大夫
亂政者少正卯)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자는 형벌을 국가 통치의 원리
149)

로써 고려했던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가 통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형벌의 기능을
인정했던 것이다.

- 56 -

서 이상사회 실현을 꿈꿨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형벌에 기초한 법치의 이론적
전제가 이미 인간 삶의 내면적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내면의

感化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상고 시대 이래로 축적해온 도덕적 기
반을 상실하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郭
店 죽간본 출토로 볼 때, 「위정」편의 성립 연대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예
기』「치의」편에도 이 구절과 상응되는 공자의 말이 실려있다는 점이다.
본질을 도덕적

德으로써 가르치고 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그들은 떳떳하고 반듯한 마음
格心 을 가지게 된다 政令으로써 가르치고 刑罰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회피하는 마
음 遯心 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의 임금이 되는 자는 자식과 같이 백성을 사랑하면
대저 백성이란

[

]

[

,

.

]

,

,

,

.

백성이 가깝게 따르고, 신용있는 말로써 그들을 결속시키면 백성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

孫心]을 갖게 된

고 공경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임하면 백성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다.152)

「위정」과 「치의」편을 종합해보면, 政刑 : 民免而無恥 : 遯心과 德禮 : 有
恥且格 : 格心이라는 내재적 구도가 성립된다. 법가의 철학에서는 윤리적 가치와
즉

구별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법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법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형식을 명분삼아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반성적 성찰도 가능하지 못하
도록 한다. 법가가 주장하는 법치의 이론적 전제는 내면적 자각이 없는 행위 주체
에게 법을 따를 것을 제안하므로, 이로 인해 주체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방기될
소지가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 법가의 법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의존
은 내면의 윤리적 본질과 도덕적 사고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순자』에는 『논어』「위정」편의 구절과 연계된 내용이 실려 있다. 효과적 논

의를 위해 다소 길더라도,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무릇 사람의 행동이 포상을 노려서 한 것이라면 손해를 볼 경우 이내 멈출 것이다. 그러

『禮記』,「緇衣」, “夫民 教之以德 齊之以禮 則民有格心 教之以政 齊之以刑 則民有遁心
故君民者 子以愛之 則民親之 信以結之 則民不倍 恭以蒞之 則民有孫心”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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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褒賞이나 刑罰 權謀는 사람의 힘을 족히 다하고 사람을 죽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

.

로 남의 군주가 된 자가 그 아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란 것이 예의와 성실로 하지 않으
면, 대개 포상이나 형벌, 권모만으로 그 아랫사람을 궁지로 내몰고 그 공들인 성과를 빼앗
을 뿐이니 적의 대군이 이르렀을 때 위험에 처한 성을 견지하도록 시킨다면 반드시 배반할
것이고 적을 맞아 싸우게 한다면 반드시 도망칠 것이며 고달프고 번거롭게 한다면 반드시
달아날 것이요. 뿔뿔이 흩어져 떠나갈 따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랫사람이 도리어 그
위를 제압할 것이다. 그러므로 포상이나 형벌, 권모라 하는 도는 품팔이나 장사치가 하는
도다. 족히 대중을 합치고 국가를 훌륭히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옛사람은 부끄러워 말
도 하지 않던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후히 쌓아 앞장 서고, 예의를 밝혀 이끌며, 성실을 다하여 사랑하고, 현자
를 높이고 유능한 자를 부려 서열을 정하며, 작위와 복식과 포상으로 거듭 더하고 일은 때
를 가리고, 그 짐을 덜어 공평하게 조정하며 길러내기를 마치 갓난 아이 보살피듯 한다.

政

令은 이미 정해지고 풍속도 벌써 하나가 되었는데도, 그 풍속을 달리하여 그 군주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백성들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해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으며, 마치
불길한 것을 제어하듯 할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형벌이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극형이 가
해지는 경우다. 치욕치고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는가. 누가 이것을 이득이 된다고 여기겠는
가. 곧 극형이 가해질 뿐인 것이다. 정말 미치거나 어리석지 않다면, 그 누가 이것을 보고
고치지 않겠는가. 그런 뒤에 백성들은 확실하게 모두 군주의 법에 따르고 군주의 뜻을 받들
어 안락하게 지낼 줄 안다. 여기서 능히 선하게 되고 몸을 닦으며 행동을 바르게 하여 예의
를 쌓아 도덕을 높이는 자가 있다면 백성들이 귀하게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친숙하게 기
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비로소 포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높은 벼슬과 풍성한 봉록이 주
어지는 경우이다. 누가 이것을 해가 된다고 여기겠는가. 곧 높은 벼슬과 풍성한 봉록으로
길러질 뿐인 것이다. 살아가는 민초들 가운데 그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분명하게 고귀한 벼슬자리와 막중한 포상을 그 앞에 내걸고 공명한 형벌과 큰 치욕을 그
뒤에 건다면 비록 감화되지 않으려 하여도 능히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의 귀순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 군주가 있는 데는 잘 다스려지고 통치하는 데는 감화되어 군주를
잘 따른다. 포악하고 사나운 무리들도 그 때문에 감화되어 성실해지고 방자하고 부정을 일
삼는 무리들도 그 때문에 감화되어 공정해지며 성급하고 남을 거스리는 무리들도 그 때문
에 감화되어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대저 이를 가리켜 진정한 감화, 궁극의 하나됨이라 말
한다.

『시』에 이르기를, ‘왕의 헤아림이 참으로 두루 다하여 徐 땅 사람까지 모두 돌아오

네’라고 하니,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153)

『荀子』, 「議兵」, “凡人之動也 為賞慶為之 則見害傷焉止矣 故賞慶 刑罰 埶詐 不足以盡
人之力 致人之死 為人主上者也 其所以接下之百姓者 無禮義忠信 焉慮率用賞慶 刑罰 埶詐 除
阨其下 獲其功用而已矣 大寇則至 使之持危城則必畔 遇敵處戰則必北 勞苦煩辱則必奔 霍焉離
耳 下反制其上 故賞慶 刑罰 埶詐之為道者 傭徒鬻賣之道也 不足以合大眾 美國家 故古之人羞
而不道也 故厚德音以先之 明禮義以道之 致忠信以愛之 尚賢使能以次之 爵服慶賞以申之 時其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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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순자의 요지는 인간의 심리를 강제하는 수단인 형벌과 권모는 내
면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하므로,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면 오히려 사회를
와해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禮治는 인간의 내면적 덕성을 감

화함으로써, 사회의 본질을 윤리적인 문화로 쇄신하여 화합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서 형벌과 대비되고 있다.154) 그리고 순자는

德禮에 기초한 정치가 실현된 상황에

서 형벌이 비로소 시행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예와 형벌에 대한 공자의 생각이
원용된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유가에서 형벌을 제한하는 단서는

禮에 있다. 그렇다

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 유가 예법관에서 예와 형벌의 관계를 어떻게 규
정하고 있는가이다. 유가에서도 예의 실질적인 효용성이 보장되려면, 최후의 보조
수단으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어기면 곧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된다.155)
예로 그 뜻을 이끌고, 악으로 그 소리를 화합하고, 정으로 그 행함을 일치시키고, 형으로

……) 禮樂刑政은 그 지극함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그 범죄를 방지한다. (

156)

事 輕其任 以調齊之 長養之 如保赤子 政令以定 風俗以一 有離俗不順其上 則百姓莫不敦惡 莫
不毒孽 若祓不祥 然後刑於是起矣 是大刑之所加也 辱孰大焉 將以為利邪 則大刑加焉 身苟不狂
惑戇陋 誰睹是而不改也哉 然後百姓曉然皆知循上之法 像上之志 而安樂之 於是有能化善 脩身
正行 積禮義 尊道德 百姓莫不貴敬 莫不親譽 然後賞於是起矣 是高爵豐祿之所加也 榮孰大焉
將以為害邪 則高爵豐祿以持養之 生民之屬 孰不願也 雕雕焉縣貴爵重賞於其前 縣明刑大辱於其
後 雖欲無化 能乎哉 故民歸之如流水 所存者神 所為者化 而順 暴悍勇力之屬為之化而愿 旁辟
曲私之屬為之化而公 矜糾收繚之屬為之化而調 夫是之謂大化至一 詩曰 王猶允塞 徐方既來 此
之謂也”
154) 주희는『論語集注』에서 德와 禮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본이며, 덕은 예의 근본이
라고 주장한다. 政刑과 德禮는 始終 관계이므로, 하나만을 가지고서 정치를 온전히 실행할
수 없다. 政刑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德禮는 백성들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과 덕예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나, 주희는 덕과 예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근본
이므로 그 말엽인 형벌에 쉽게 의지하지 말아야함을 강조했다(

愚謂政者 為治之具 刑者 輔治
之法 德禮則所以出治之本 而德又禮之本也 此其相為終始 雖不可以偏廢 然政刑能使民遠罪而已
德禮之效 則有以使民日遷善而不自知 故治民者不可徒恃其末 又當深探其本也).
155)『禮記』,「曲禮上」, “失禮則入刑” - 이 구절에 대해서 이승환(1998)은 “예를 어길 때는 곧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과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에서 예가 지닌 강제규범으로서의 성
격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출
판부,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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禮樂과 刑罰을 순차적으로 연결지어 잘 설명한 구절은 『논어』에서 이미 출현
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
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와 음악이 흥성하지 못하고, 예와 음악이 흥성하지 못
하면 형벌이 적절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다.157)

仁政이 선행된 조건에서 政刑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형벌의 적용에
대해서 명확한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다.
『맹자』「양혜왕상」편에서 백성에게
맹자도

158)

생업이 없어 그로 인해 사람이라면 응당히 가질 수 있는 보편적 마음조차 갖지 못
하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집행하는 일은 올가미를 쳐놓고 백성들을
잡는 것과 같다159)고 언급되는 구절이 있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예보다 형
벌이 우선시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록 법을 위반했더라도 사람들
이

心善에 대한 자각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형벌의 집행은 道義에 위배되

기 때문이다.

道를 헤아림이 없고, 아랫사람에게 法度를 지킴이 없으며, 조정에서는 도를
믿지 않고, 장인들은 도량형을 믿지 않으며, 군자가 義를 범하고 소인이 법도를 범할 때 나
윗사람에게

라가 보존된다는 것은 요행일 뿐이다.160)

『禮記』,「樂器」, “禮節民心 樂和民聲 政以行之 刑以防之 (……) 禮樂刑政 其極一也”
『論語』,「子路」,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
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이 구절에 관해서 瞿同祖(2005)는 예악형벌은 함께 놓여졌
고, 또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자는 절대로 형법을 배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서 공자가 예에 의한 교화를 주로 삼고 형으로 이를 보조했을 뿐이라고 한다. -『中國法律
與中國社會』, 北京 : 中華書局, 335쪽.
158)『孟子』,「公孫丑上」, “莫如貴德而尊士 賢者在位 能者在職 國家閒暇 及是時明其政刑” 『孟子』에서는 法字가 모두 11회에 등장했고, 그 중에 3회만이 法家의 法에 해당하는 의미
가 함축되었다. 「公孫丑上」에서는 세법(法而不廛 則天下之商皆悅而願藏於其市矣)을, 「離
婁上」에서는 법률제도(上無道揆也 下無法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犯義 小人犯刑 國之
所存者幸也)를 함의하였다. 또한 刑罰은 1회, 刑은 7회, 罰은 1회 기록되었는데, 형벌에 해당
하는 구절에서 맹자는 형벌을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梁惠王上」, “王如施仁政於
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맹자의 예법관에서는 비록 法度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그 운
용 주체가 仁心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도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公孫丑上」, “賢者賢者
在位 能者在職 國家閒暇 及是時明其政刑”).
159)『孟子』,「梁惠王上」,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 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
辟 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15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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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에 기초한 법치가 사회에 구현된다면, 그 사
회의 존립조차도 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맹자는 “어진 사람이 재위하고 있고 능
력 있는 사람이 재직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태평해질 것이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
여 그 나라의

政敎와 刑罰을 밝히면, 비록 대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나라

를 두려워할 것이다”161)라고 말하였다. 이는 형벌을 제한하는 단서로서 예와 예법
의 도덕 주체를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法度는 홀로 설 수 없고 여러 법령을 시행하는 배경이

이와 관련하여 순자는 “

되는 규범도 홀로 행해질 수 없으며, 그 사람을 얻으면 존속되고 그 사람을 잃으면

君子만이 법의 원칙과
원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荀子』「王
制」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없어진다”162) 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와 예법의 도덕 주체인

그러므로 법을 마련하더라도 충분히 토의하지 않으면 그 법이 닿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못 쓰게 되고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환하게 알지 못하면 그 직무가 미치지 않은 부분에서는

『孟子』,「離婁上」, “上無道揆也 下無法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犯義 小人犯刑 國之
所存者幸也”
161)『孟子』,「公孫丑上」, “賢者在位 能者在職 國家閒暇 及是時明其政刑 雖大國 必畏之矣” -한
편『韓非子』「外儲說右上」에서는 제 나라의 재상을 세 번 역임하여 관중과 비견되는 晏子
의 禮治가 언급된다. 안자는 군주에게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현자를 가까이 하고, 세금
을 경감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게 은혜를 베풀 것을 당부하였다(晏子對曰 君何患焉 若君欲奪之 則近賢而遠不肖 治其煩亂
緩其刑罰 振貧窮而恤孤寡 行恩惠而給不足 民將歸君). 이는 仁이 전제된 政刑을 주장하는 맹
자의 주장과 유사하다. 또한 형벌에 대한 제한적 단서로써 德禮를 주장하는 공자의 주장과
도 상응한다. 그러나 韓非子는 안자의 禮治에 대해 짐승을 쫓는데 수레를 타지 않고 발로
뛰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면서(是皆不乘君之車 不因馬之利車而下走者也), 그의 군주인 경공
이 法治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군주에게 화를 입혔다고 평가했다(晏子不使
其君禁侵陵之臣 而使其主行惠 故簡公受其禍). -『한비자』에 기록된 이 내용은 선진 유가의
禮治와 법가의 法治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162)『荀子』,「君道」, “故法不能獨立 類不能自行 得其人則存 失其人則亡” - 순자는 孔孟에 비
해서 禮만큼이나 法을 자주 언급하여, 법을 국가 통치의 도구로 강하게 부각시켰다. 『荀
子』에는 法字가 약 180회 등장하는데, 이 모든 글자가 법가의 법 개념에 해당되지는 않는
다. 하지만 순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는 法의 위상이 높아졌으므로, 순자가 법가의 법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그의 예법관을 수립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刑字는 106회,
罰字는 42회를 언급되며, 순자는 엄격한 刑罰을 집행해야 함(「正論」,“故治則刑重 亂則刑
輕”)을 주장했다. 순자는 嚴刑의 전제로 ‘敎化’를 제시한다. 예법에 의해 교화되지 않고 사회
160)

에 해악을 끼친다면 형벌로써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록 순자가 법과 형벌에 대한 광범
위한 논의를 다뤘지만, 순자의 사상은 유가의 예법관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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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므로 법을 마련하여 충분히 토의하고 직무가 주어지되 환하게 알며
빠뜨린 방안이 없고 버려진

善言이 없으며 모든 일에 잘못이 없는 경우는 군자가 아니면

……) 그러므로 좋은 법이 있더라도 어지러울 경우는 있으나, 군자가 있어서

할 수 없다. (

어지러울 경우는 옛 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다.163)

상기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 예와 형벌-혹은 법-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데, 이는

周禮로부터 전승되어 온 禮主法補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이

다.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는 형벌에 대한 제한적 단서를 달아 예를 제시함으로
써, 주례와는 다른 예주법보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예는 인간의 도덕성과 결부
되는 규범적 표준이므로, 예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율적인 도덕 주체
여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도덕적 주체성과 교화

164)

2)

선진 유가 예법관에서 예와 형벌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형벌의 시행은
예가 전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이 제한되고 있음을 살펴봤다. 왜
냐하면 사람들의 내면에 반성적 성찰과 도덕적 자각이 없다면, 형벌의 시행은 비도
덕적 행위에 대해 처벌만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
판이 타당한 까닭은

法家가 주장하였던 법치론의 구도에 상당한 모순과 한계가 있

었기 때문이다.

敎化’를 접근함으로써 법치론을 정
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법가는 현실에서 인간의 도덕성보다는 衣, 食, 住를 비
당시 법가는 선진 유가 예법관의 대척점에서 ‘

롯한 생존의 법칙이 우선된다고 파악한다. 이로부터 인간의 행위와 물질적 이해관
계의 분리를 거부하며, 이익을 좋아하고 형벌을 싫어하는 본성을 정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賞罰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賞이 백성을 권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부릴 수 없고 刑罰이 두렵
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포악한 사람이 禁令 어기기를 가볍게 여긴다 백성이란 위엄에
그러므로

,

.

『荀子』,「王制」, “故法而不議 則法之所不至者必廢 職而不通 則職之所不及者必隊 故法而
議 職而通 無隱謀 無遺善 而百事無過 非君子莫能 (……) 故有良法而亂者 有之矣 有君子而亂
者 自古及今 未嘗聞也”

163)

164) 선진 유가 예법관에서 ‘교화’의 의미는 각주 16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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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복한 뒤에야 법을 따르고, 이익을 본 후에야 힘을 쓰며, 군주의 다스림을 받은 후에야 바
르게 되고, 편안한 바를 얻은 후에야 조용해진다.165)

法을 가지고 道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이득이 있다 仁을 가지고 도
.

를 삼으면 즐겁겠지만 나중에는 곤궁해진다. 성인은 그 경중을 저울질하여 큰 이익을 꾀하

仁의 동정심을 이겨내는 것이다. 학자들이 모두 말하는
輕刑의 주장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망하게 하는 술수이다. 무릇 賞을 확실히 하려는 것은 권
하고 금하기 위함이다. 상이 후하면 바라는 것을 빨리 얻고 罰이 중하면 싫어하는 것을 빨
기 때문에, 법의 고통을 참으면서

리 금할 수 있다.166)

즉 인간을

貧賤과 害惡을 싫어하고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인간

을 상과 벌로 다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법가는 객관적인 규범과 외적인
표준, 타율성- 무엇보다도 강한 형벌의 적용을 도입하지 않고서는167) 사람이 스스
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君主가 부르면 모이고 파견하면 나가며 백성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군주의 생각을 따
르게 하는 것이 敎化의 목표다 처음에는 보기에 미숙해도 끝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

,

.

오며, 한 사람이 지휘함에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것이 훈련의 목표이다. 명령하지 않아도 스
스로 행하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고, 위에서 권면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 확립의 목표이다. 군주가 마음속으로 좋고 싫어하는 바를 드러내면 백성
이 아래에서 교화되고, 형벌을 시행하지 않아도 백성이 두려워하며,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
이 열심히 하는 것은 군주의 정성과 믿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이다. 일을 하되 해가 없고,
일을 이루되 딴 소리가 없고, 성공하여 얻어도 다투는 사람이 없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따
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시행하면 이루고, 구하면 얻고, 윗 사람이 원하는 것은 크나 작으나
반드시 거행되는 것은 일을 하면서 추구하는 목표이다.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지하면 중지
되며, 법이 지켜지고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몸이 마음을 따르듯 하는 것이 정치의

『管子』,「正世」, “故賞不足勸 則士民不為用 刑罰不足畏 則暴人輕犯禁 民者服於威殺 然後
從 見於利 然後用 被治 然後正 得所安 然後靜者也”
166)『韓非子』,「六反」, “故法之為道 前苦而長利 仁之為道 偷樂而後窮 聖人權其輕重 出其大利
故用法之相忍 而棄仁人之相憐也 學者之言 皆曰輕刑 此亂亡之術也 凡賞罰之必者 勸禁也 賞厚
則所欲之得也疾 罰重 則所惠之禁也急”
167) 宇野精一에 따르면, 법가의 정치 운용은 상보다는 벌 쪽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한다. 김진
욱 역(1989), 『중국의 사상』, 서울: 열음사, 389쪽. 牟宗三(1984)은 법가가 사회 안정과 통
치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예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과 형벌을 사용했다고 언급하였다.
『中國哲學十九講: 中國哲學之簡述及其所涵蘊之問題』, 臺北 : 臺灣學生書局, 정인재·정병석
공역(1985), 『中國 哲學特講』, 서울: 螢雪出版社, 186-190쪽.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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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표이다.168)

위의 구절에서 법가는 ‘교화’를 주장했으나, 그 교화의 의미가 선진 유가와는 전
혀 다른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169)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 유가는 모든 사람이 자
기 내면의 자각을 통해 도덕성을 의식에 전면으로 확장하고, 끊임없이 예법을 익혀
자율적 인간인

君子로 향하는 노력을 교화로 본다. 반면에 법가에서는 모든 사람들

이 도덕적 자각 아래서 교화할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법 자체에 성실하게 순
응하는 일을 교화로 파악했다.
법가는 그들이 파악한 인간관으로부터

禮 개념의 실제적 성격을 문제 삼아 법치

론을 주장하였지만170), 그들이 주장한 논리 자체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도리어 현
실에서 법치의 정당성과 실제성의 간극을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렇다보니 법가의 법 이해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인간 행위에서 윤리적 판
단의 척도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며, 윤리적 기준의 보편성 또한 확보될 수 없
다. 법가가 인간 마음으로부터 추동된 도덕적 동기와 자율적 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가가 주장하는 법치론 자체에 도덕성의 발현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소가 있음을 시사하며, 여기서 인간의 의식적인 자각과 노력은 어
떤 의미나 역할도 없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법가의 교화는 어디까지나 강제성-특히 가혹한 형벌-

『管子』, 「立政」, “期而致 使而往 百姓舍己以上為心者 教之所期也 始於不足見 終於不可
及 一人服之 萬人從之 訓之所期也 未之令而為 未之使而往 上不加勉 而民自盡 竭俗之所期也
好惡形於心 百姓化於下 罰未行而民畏恐 賞未加而民勸勉 誠信之所期也 為而無害 成而不議 得
而莫之能爭 天道之所期也 為之而成 求之而得 上之所欲 小大必舉 事之所期也 令則行 禁則止
憲之所及 俗之所被 如百體之從心 政之所期也”
169) 법가의 교화는 타율적 권위에 입각한 주입을 의미하지만, 선진 유가의 교화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전제에 기초한다. 먼저 ‘化’는 『순자』에서 언급된 ‘化性而起偽’, ‘禮義之化’, ‘師法之
化’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내면을 예법에 부합시킴으로써 도덕적 선을 실천하려
는 의도적이며 자각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敎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교수자와 교육
168)

의 객체로서의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매개로 하여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상호작
용을 통해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교육 일반을 의미”한다는 이
규상(2010)의 주장을 원용하고자 한다.
순자(
)
권학편(
) 의 교육철학적 검
토 ,
Vol. 2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4쪽.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본
논문에서 선진 유가의 교화는 학습자를 피동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주입의 의미를 명백히 반
대하는 입장이다. 즉 선진 유가 예법관에서 교화란 학습자의 도덕성 확보를 중시하고, 자율
적 존재로 존중하는 교육적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70) D. L. Hall and R. T. Ames(1987)는 법-특히 형벌의 존재는 [인간의 외재적 행위를 제약하
는 일에 있어서] 의 실패를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Thinking Through Confucius, 169쪽.

」 『儒學硏究』

「『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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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 』「

勸學篇 」

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동기와 인간의 자발성을 진작시키지 못한다. 그들에
게 도덕이란 예비적 단계와 이상에 불과하므로171), 이 전제 위에서 도덕의 위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 예에 기초한 ‘교화’는

仁義에 바탕을

둔 도덕 주체의 내면적 자각과 인식을 요청하는데, 이는 예의 실천이 타율적인 권
위와 형벌의 효용으로부터 비롯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시각
에서 법가가 주장하는 교화란

本末이 전도된 상황이다. 형벌이 적용되기 이전에,

인간은 예법에 기초에 내면의 덕성을 자율적으로 교화해야만 한다. 법가가 인간의

人情을 이용하여 법치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에, 유가는
자율적 인간인 君子를 지향하면서 예법의 운용주체를 도덕 주체로 삼아 인격 수양
취약한

을 끊임없이 요청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법가가 예와 법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법
문화와 법의식을 제고하였다면, 선진 유가의 예법은 법문화와 법의식을 인간의 도
덕성과 결부함으로써, 인간의 행위 원칙을 예법에 부합하게 하였다.

君子는 덕을 지향하고, 小人은 땅을 추구한다. 군자는 刑을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기

대한다.172)

『논어』「위정」편의 德禮와 政刑의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刑은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 사회질서로서 法度를 의미한다.
공자의 예법관에서 ‘법’이란 결국 禮法을 일
위 구절에서 군자와 소인의 대비는

173)

컫기 때문에, 위의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군자는 내면의 도덕적

法家
典籍

理想

171)
가 법치를 통해 사회 질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을 품었지만,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 Bary(1964: 5-7)는 법가
의
들이 오직 부국강병을 통한 강력한 통일 국가를 설립하는 데 치중되어, 개인의 삶에
전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Munro(1969: 28)도 인간의 보
편적 가치와 도덕적 삶은 법가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법가의
에 대한 부정은
의 가치를 부정하고 도덕 주체의 가능성을 가로막아 사회 전체의
도덕적 규범성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172)
,
, “
”
173)
는
을 법을 두려워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해석하였다(
,
,
“
”) -이와 관련하여
(2013)은 이 애초에 고대 중국 법률 제도를 가리키
는 개념으로 먼저 쓰였으나, 칼 와 우물 을 합친 형벌의 글자가
개념 안에 통합되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
:
, 52쪽.

仁義道德
『論語』 「里仁」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
朱熹 懷刑
懷刑 謂畏法
楊伯峻
刑
刂
井
法度
語集注』 北京 中華書局
- 65 -

禮

『論語集注』 「里仁第四」
刑
『論

품성을 함양하고 일상 속에서 예법을 실천하는 일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오직 자기
삶의 안락함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얻을 혜택만을 생각한다.

禮와 仁을 결합하여, 예에 대한 도덕 주체의 내면적 자각과 실천을 강조
하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공자의 대표적인 명제인 克己復禮- 즉 예를 실천하는 일
공자는

이 ‘인간다움’의 내면적 덕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상정된다. 이를 종합한다
면, 예를 실천하는 일에서 도덕 주체의 자율성은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예를 자각하고 행위하는 일이 ‘인간

仁

다움[ ]’과 등가적 의미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순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의지가 올바로 닦이면 부귀한 사람도 얕볼 수 있고, 도의가 두터우면

王公도 가볍게 보

內省 , 外物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말에 군자는 주체

인다. 자기의 내면을 살펴서[

]

‘

적으로 외물을 부리고 소인은 외물에 이끌려 부림을 당한다’라고 하니 이것을 일러 하는 말
이다.174)
그러므로

法度은 홀로 설 수 없고 여러 법령을 시행하는 배경이 되는 규범도 혼자서 행

해질 수 없으며, 그 사람을 얻으면 존속되고 그 사람을 잃으면 없어진다. 법이라 하는 것은
다스리는 단서이고,

君子라 하는 것은 법의 원천이다

.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비록 법이

간단하더라도 족히 두루 미치고, 군자가 없으면 비록 법을 갖추어 전후로 시행하더라도 일
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서 어지러워진다. 법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의 개별조항만
바르게 하는 자는 비록 박식하더라도 실제 일을 당하면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175)

政令과 刑罰로써 인간 행위 표준을 세운다면, 사람들이 그 법의 허점만을 교묘히
피할 궁리만을 할 뿐, 자기 행위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사회 윤리에 관해 성찰을
하지 않게 된다. 공자는 이를
한

『論語』와 『禮記』에서 거듭 언급하였고, 맹자 또

「盡心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이 정

『荀子』,「修身」, “志意脩則驕富貴 道義重則輕王公 內省而外物輕矣 傳曰 君子役物 小人役
於物”
175)『荀子』,「君道」, “故法不能獨立 類不能自行 得其人則存 失其人則亡 法者 治之端也 君子
者 法之原也 故有君子 則法雖省 足以遍矣 無君子 則法雖具 失先後之施 不能應事之變 足以亂
矣 不知法之義 而正法之數者 雖博臨事必亂”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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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176)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데,

機變을 행함에 능한[巧] 자는 부끄러움을 쓸

곳이 없는 것이다. 부끄러워함이 남과 같지 않다면,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177)

여기서

恥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義에 어긋나는 수치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형벌이 행위를 제약하는 기준이 된다면, 임기응변에 교묘한 사람들이 생

羞惡之心을 자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맹자에게 義는 심선론
적 체계 내에서 仁과 禮와 함께 언급되며, 예법을 통해 실천적 행위양식으로 추동
된다. 맹자에게 수치의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義가 사회 윤리 의식의 출발점이면
겨나 자기 내면의

서, 동시에 내면의 덕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에
게 도덕 주체의 자율성은

仁義와 禮法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참된 인간 내면의 본성을 발휘함을 가리킨다.
즉 선진 유가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자율적인 도덕 주체이다. 이는 행위 주체의
도덕적 동기와 인격 수양을 강조하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유가 수양론으
로 전개된다. 법가의 법치론이 인간을 피동적 존재로 전락시켰다면,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형벌의 강제성과 형식성으로부터 나
타난 비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다.
예와 형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애초에 형벌이 시행되는 일이 없
도록178) 모든 사람들이 예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내면을 교화해 나가는 것이다.

感化시키지 못한다면, 그 차선책이 바로 예가 전제된 상황에
서 형벌 내지 법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다. 이때 禮의 근본정신과 유
예로써 사람들을 도덕

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형벌의 강제성이 용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도덕 주체의 자율성과 내면적 교화만이 예법의 실제성과 실효
성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76)
177)
178)

『孟子』,「盡心上」, “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
『孟子』,「盡心上」, “恥之於人大矣 為機變之巧者 無所用恥焉 不恥不若人 何若人有”
『論語』,「顔淵」,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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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人情에 기초한 예법

情이 禮治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情
이 禮를 추동케 하는 윤리적 機制로 파악하며, 인정이 예법에 부합하여 발현되는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는

일을 예법 주체의 인격과 행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

유가의 인정

情이 어떻게 하여 예법사상과 연결되는 지를 논하려고 한다. 선진
유가에서 인간의 정감은 心性과 결부되므로, 情의 발함은 필연적으로 예법의 실천
이 절에서는

과 연관된다. 이는 곧 심, 성, 정이 예법의 내재적 구도에서 병렬적으로 열거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예법의 행위 양식을 확립함에 있어서 이론적 바탕이 된다.

心性이 바깥 사물에 감응하여 작용하는 것을 情
으로 규정하며, 대표적으로 喜 · 怒 · 哀 · 樂 · 愛 · 惡 · 欲의 일곱 가지 측면을
人情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인간의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 인간의

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기본적인 감정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성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희

· 노 · 애 · 락의 네 가지 감정은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외부에

접촉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구유된 심리적 반응을 뜻한다. 이
와 같은 감정들이 욕망과 의지와 결합되어 적극적으로
향한

感應 되면서, 외부 대상을

欲情으로 파생된다. 요컨대, 『荀子』「王霸」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눈은

좋은 빛을 보고 싶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 하며, 코는 향긋한 냄새를 맡
으려 하고, 입은 달콤한 맛을 즐기고 싶고, 마음은 편안하기를 원”179)하게 된다.

性情이 적극적인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발현되는 일은 생존과 종족
보존의 차원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七情 중 好惡의 감정 역시
사실 인간의

외부 대상을 향한 적극적인 욕망과 의지가 작용하는 일이지만, 인간의 육체로부터
발현되는 생물학적인 감응과 달리, 내면의 주관성에 의해서 파생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好惡의 감정은 心性의 도덕성을 해치고 사사로운 욕망과 의

지의 구현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처럼

179)

人情은 본래 자연스러운 정감으로 인간에게 구유된 심리적 반응이다. 인

『荀子』,「王霸」, “夫人之情 目欲綦色 耳欲綦聲 口欲綦味 鼻欲綦臭 心欲綦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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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밖의 사물에 감응하여 발현될 때 적절하게 표현되고 절제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합당함과 그렇지 못한 차이가 생겨나고, 이는 결국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욕구도 자연스러운

性의 발현이므로, 욕구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제

거되거나 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만 욕정이 개인의 이기적
이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화되고, 그 감정의 표현 정도가 지나쳐서 사회 규범과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禮法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된다. 즉 인정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양면성은 개인의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의지와 결합되므로, 이
러한 감정이 적절하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예법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私情 중 好惡와 같은 것이 예법과 무관하게 강해지면, 仁義道德 같은 도덕
적 동기를 무력화시키고 공동체의 질서와 安寧을 해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禮記』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만일

도대체 사람의 정이란 어떤 것일까.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으로서 이들 일곱 가지는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사람의 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버이의 자애, 자식의 효도, 형의 어짊, 아우의 공경,
남편의 의로움, 아내의 순종, 어른의 은혜, 어린이의 유순, 임금의 인애, 신하의 충성 등, 이
열 가지를 사람의 도의라고 한다.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친목을 두터이 하는 것
이 만인에게 이익이며, 서로 탈취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재해인 것이다. 그렇기

聖人은 일곱 가지 情이 알맞게 표현되고 열 가지의 도의가 바르게 실천됨으로써
사람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서로 禮讓을 존중하며 쟁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도하는 것인
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라는 것이 없이는 다스릴 수 없다 食欲과 性欲, 이 두 가지는 인간
때문에

,

,

.

의 큰 욕망이고, 죽음과 가난함, 고통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바이며, 욕망과 싫어함, 미워
함은 마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일이 많아, 마음을 파

善惡은 모두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즉시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언가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禮를
악하기는 어렵다. 행위의

,

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180)

禮樂을 제정한 것은 이목구비의 욕망을 극도로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장차
이로써 벡성을 교화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올바른 人道로 복귀시키
선왕이

『禮記』,「禮運」,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七者 弗學而能 何謂人義 父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長惠 幼順 君仁 臣忠十者 謂之人義 講信修睦 謂之人利 爭奪相殺 謂之人患 故聖人
所以治人七情 修十義 講信修睦 尚辭讓 去爭奪 舍禮何以治之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
苦 人之大惡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 人藏其心 不可測度也 美惡皆在其心 不見其色也 欲一
以窮之 舍禮何以哉”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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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다. 사람이 타고난 천성은 고요한데, 바깥 사물에 접촉하여 감정욕구가 발동하게
된다. 좋고 싫은 감정이 내적으로 절제되지 못하고 바깥 사물에만 유혹되어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 볼 줄 모르면

天理가 滅絶하게 된다. 무릇 바깥 사물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움직이게 하는 데는 끝이 없는데, 좋고 미워함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사물이 이끄는
데로 사물에 종속되는 것이 된다. 인간이 사물에 종속됨은 천리를 멸절시키고
시키는 것이다.181)

人欲을 만족

위 인용문은 인간의 감정을 도덕적 동기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발현하려면

禮法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욕
구, 그리고 가치판단을 사사로운 욕망에 의해 방종하지 못하도록 절제시킬 수 있는
객관적 표준 규범이자,

人情의 내면에 자리 잡은 公義를 추동시키는 내면적 원리이

다.
주지하듯이 선진 유가철학에서 맹자는

仁義禮智의 단서를 도덕 주체의 心에 내

禽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대비시켰다. 하지만 인간이 내면에
도덕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씨앗[端]’을 품고 있어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면화함으로써 인간과

을 입고 편안히 살기만을 추구하고 예를 배우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자기의 감정과
욕구만을 추구하여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182)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

求其放心]’ 때문에, 선량을 품은 심성은 반드시

덕심은 ‘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기[

禮를 익혀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

성나더라도 지나치게 빼앗지 않고, 기쁘더라도 지나치게 주지 않는다고 함은
적인 정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경』에 말하기를

法度가 사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

선왕의 도를 따르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선왕의 길을 따르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군자가 능히

公義를 가지고 사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순자는

183)

性과 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184),

성이 외부에 감응하면 이익

『禮記』,「樂記」, “是故先王之制禮樂也 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 將以教民平好惡而反人道之
正也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然後好惡形焉 好惡無節於內 知誘於
外 不能反躬 天理滅矣 夫物之感人無窮 而人之好惡無節 則是物至而人化物也 人化物也者 滅天
理而窮人欲者也”
182)『孟子』,「滕文公上」,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183) 『荀子』,「修身」, “怒不過奪 喜不過予 是法勝私也 書曰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
王之路 此言君子之能以公義勝私欲也”
184) 『荀子』「正名」편에는 “性者 天之就也 情者 性之質也 欲者 情之應也”라는 구절이 있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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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좋아하고 해가 되는 일을 싫어하며,

耳目口鼻의 기호에 따라 욕망을 쫓는 사사

로운 욕정으로 발현된다고 규정한다. 이렇듯 인간 내면의 본질은 외부 사물에 접촉
하여 쉽게

惡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이 제정한 예의와 법도를 따

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순자의 입장은 맹자의 심선설과 대립되는데, 그는
예의 기원에 관해 선험적 도덕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후천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정된 사회 규범으로 인식한다. 순자가 말하는 성이란 결국 생물
학적인

情을 의미하는데,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중시하며 이 인지

작용에 의해서 성인은 예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맹자와 순자의 견해는 심
성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예를 배워서 도덕적 동기를
함양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心, 性, 情은 모두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상
禮는 인간 존재의 자연적 특징인 情의 측면과 윤리적 동기를 연결하면

선진 유가철학에서
정된다.185)

서,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인정이 예법
에 부합하여 발현되는 일은 결국 예법 주체의 인격 형성과 행동을 조화롭게 조절
하는 것이다.

2)

인정의

禮制化

人情을 토대로 한 예법은 주체의 내면에 존재하는 윤리적 심성을 禮의 근거로
보며, 이로부터 예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인정의 예제
화’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情 관념에 대한

선진 유가와 법가의 대립적 시각을 먼저 다루고, 이로부터 정이 예제화의 의미를
갖게 된 측면을 살펴보겠다.

Ⅲ

성의 본질은 정이므로, 정을 벗어난 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자에게 성이란 생물학적 욕구와 다름이 없다. 이는 순자의 사상에서 , ,
은 뚜렷하게 구분하여 논의될 수 없으며, 세 개념을 연결하여 접근해야함을 의미한다.
185) 이와 관련하여 A. S. Cua(1971)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 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는 의 외적 기준이자, 인을 구체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선진 유가는 에 사람의 감정,
충동, 욕망 그 자체의 사실적 성격을 넘어서는 규범적 의미를 부여한다. 도덕과 관련된 감정
들에 대한 내적 기준은 인이며, 예는 인으로부터 발현된 감정들에 대한 외적 기준을 표현하
는 일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자는 반드시 에 대한 감정의 계발과 그 감정들을 예법에
부합하도록 해야만 한다. Reflections on the Structure of Confucian Ethic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21 No.2, 132-135쪽.

禮 情

仁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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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情欲

仁

선진 유가의 예법관과 법가의 법치론은 결코 합일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규범적 표준을 확립하는 일에 있어서

情을 조

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부정
적인 요소로 파악하는가의 문제이다.
위의 문제에서 법가는 후자에 해당한다. 법가는 그들이 이기적이고 사악하다고
파악한 인간 본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情을 규정함으로써, 法治를 그러한 인정에 대

한 강제수단으로 제시한다.
무릇 천하를 다스림에는 반드시

人情에 근거해야 한다 人情이라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

있기 때문에, 상벌을 이용할 수 있다. 상벌을 이용할 수 있으면, 금지와 명령을 내려 통치의

權柄과 威勢를 거느리는 까닭에, 그의 명령이 이행해지
고 그의 금지가 받아들여진다. 권병이란 殺生할 수 있는 제도이고, 위세란 대중을 압도할
수 있는 밑천이다. ……상은 후하여서 백성들이 이를 이롭게 여기고, 칭찬은 훌륭하여 백성
방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군주가

들이 이를 영광스러워 하며, 형벌은 엄중하여 백성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나무람은 혹독하
여 백성들이 이를 수치스러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연후에 법을 통일시
켜 시행하되, 사사로이 처벌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186)

위 구절에서

好惡의 情이란 상벌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가의 이론적 기

초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백성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얻으려고 함이 법가에서 파악하는 ‘인정’이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법가는 상벌의
시행이 인정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형벌이 있어도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고 상이 있
어도 간사함만 늘어간다고 본다. 그리하여

商鞅의 農戰論에서는 백성들이 가장 두

려워하고 고역스러워하는 농업과 전쟁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인정에 편승한 상벌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187) 즉 상벌의 효용성을

『韓非子』,「八經」, “凡治天下 必因人情 人情者 有好惡 故賞罰可用 賞罰可用則禁令可立而
治道具矣 君執柄以處勢 故令行禁止 柄者 殺生之制也 勢者 勝眾之資也 (……) 賞莫如厚 使民
利之 譽莫如美 使民榮之 誅莫如重 使民畏之 毀莫如惡 使民恥之 然後一行其法 禁誅於私 家不
害功罪 賞罰必知之 知之道盡矣”
187)『商君書』「慎法」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된 것으로 농사만
186)

한 것이 없으며, 위태로운 것으로는 전쟁만한게 없다. 이 두 가지는 효자도 부모를 위해 하
기 어려운 것이며 충신도 군주를 위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군주들은 자기 백성들을
내몰아서 효자와 충신도 어려워하는 것을 시키고자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형벌로 겁을 주
고 상으로 내몰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 상앙은
사람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손익을 저울질

使民之所苦者無耕 危者無戰 二者孝子難以為其親
忠臣難以為其君 今欲敺其眾民 與之孝子忠臣之所難 臣以為非劫以刑 而敺以賞莫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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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은 법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는 정을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구비된 心性의 感
應으로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표현되고 절제되는 개인의 윤리적 감정이야말로 禮法
을 실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맹자』에서 언급된 다음의
극대화하기 위해 호오를 제외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신이

胡齕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한 마리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소를 어디

釁

로 끌고 가느냐?’하고 물으셔서, 그 사람이 ‘장차 소를 잡아서 종에다 피를 바르는 의식[

鐘]에 쓰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왕께서는

소를 놓아주어라! 그 소가 벌벌 떨면서

‘

죄 없이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그렇다면

‘

釁鐘 의식을 없앨까요

라고 물었는데, 왕께서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양으

?’

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이 마음이면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인색하시다고 여기지만, 신은 왕께서 차마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진
실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것이 바로

仁을 하는 방법입니다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못
.

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짐승이 살아있는 것을 본 다음에는 차마 그 죽는 것을 다시 보지

……) 자기 집 노인을

못하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합니다. (

공경하여 그 마음을 다른 사람 집의 노인을 공경하는 데까지 미치게 하고, 자기 집 아이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다른 사람 집의 아이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도록 하면, 천하를 손바닥

……)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확장시켜 나가면 천하를 보호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지만, 은혜를 미루어나가지 않으면 처자식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옛날의 위대한

사람이 남들보다 훌륭했던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미루어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제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은혜가 짐승에게도 미치는데도 공덕이 백성들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
은 어찌된 일입니까?”188)

「說民」

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간관은 그가 농전론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편에서 백
성들이 농전을 하는 것이 군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상벌로 제정해야 함을 언급하는 구
절이 있다.
188)
,
, “

『孟子』 「梁惠王上」 曰 臣聞之胡齕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釁鐘與 曰 何可廢也 以
羊易之 不識有諸 曰 有之 曰 是心足以王矣 百姓皆以王為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 曰
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 故推恩足以保四海 不推恩
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 善推其所為而已矣 今恩足以及禽獸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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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제 선왕이 맹자에게

德이 어느 정도 있으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냐

고 질문을 던지자, 맹자가 대답한 내용이다. 여기서 맹자는 제 선왕이 소를 양으로
바꾼 일과 흔종을 폐지하지 않고 실천한 일을 칭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惻隱之

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측은지심을 미루어나가 현실에서 仁을 실천하
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 선왕이 흔종을 온전히 실행함으로써 公義
를 실천했기 때문에, 仁義가 병행되어졌다. 비록 제 선왕이 동물에게 仁心을 발휘
했지만, 이 마음과 의지를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王道정치, 곧 仁政을 할 수 있다고
맹자는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소를 보고 안타까운
가 될 수 있던 까닭은 그 정이

情이 발하여 인의

心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맹자의 예법관

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의와 예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요소가 있음을
상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예법의 실천을 추동하는 근본 바탕이 된다. 다
음으로 순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무릇 혈기와 의지와 사려가

禮에 근거하고 있으면 잘 다스려져 통하지만, 예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그러지고 태만해질 것이다.189)

性이 좋아하고 싫어하며 기뻐하고 노여워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일러 情이라
한다. 정이 드러나더라도 마음이 이 중에 선택하는 것을 일러 慮라 한다. 마음이 사려하여
관능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일러 僞라 하고, 사려가 쌓여 관능이 습관화된 뒤에 이
루어진 것도 일러 僞라 한다.
190)

情을 禮에 합일시킬 것을 강조하는 입장
으로 귀결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순자는 심의 선택에 의한 思慮를 거쳐 僞로 나
위의 구절에서 순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아가는 일련의 바탕으로 인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정을 선택하는

心의 주재성은 심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심이 예법을 인지하여 이를 따

르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순자는 사람이 예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서 정서가 예에 부합하여 안정될 것191)이라고 주장하였다.

『荀子』, 「修身」, “凡用血氣 志意 知慮 由禮則治通 不由禮則勃亂提僈”
『荀子』, 「正名」,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 情然而心為之擇謂之慮 心慮而能為之動謂之偽
慮積焉 能習焉 而後成謂之偽”
191)『荀子』, 「修身」, “則是情安禮也”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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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맹자와 순자의 마음이 다를지라도, 양자 모두 예의 실천이

情과 분리되어

논의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이 사사롭게 발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예법이 규준으로 제시된다. 예법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인정의 절제가 이
루어지고, 이로써 예법은 도덕 주체의 인격과 공동체의 윤리 도덕을 형성하는 데
핵심 요소이자 수단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예치의 실현과 예법의 준수 여부를 판가
름 하는 중요한 열쇠로 ‘도덕 정감’이 거론될 수 있다. 이는
‘예에 의해 절제된 정’만이

다. 이 지점이 바로

情과 禮法의 관계에서

禮治의 적극적인 효능을 지닌 요인으로 작용됨을 뜻한

情을 접근하는 선진 유가와 법가의 차이인 것이다.

이 밖에도 예를 중용과 조화의 표준으로 삼아 예법의 규준판단에 있어서 인정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유가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中庸』에 있다.

여기서는 중용이 절도에 부합함을 가지고 인정이 어떻게 사회적 질서와 합치되는
지를 논하겠다.

喜 怒 哀 樂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中 이라 하고 드러났으나 모두 절도
에 맞는 것을 和 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
,

,

,

‘

‘

’

’

,

.

된 도리이다. 중과 화를 극진하게 실현하면 천지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온갖 만물이 생장하
여 번영한다.192)

위 구절에서 희, 노, 애, 락은 인정의 기본적인 형태인 것으로 여기에 애, 오, 욕

七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뒤에 세 가지 정은 희, 노, 애, 락의 정으로
부터 미루어 분화되므로, 희노애락이 中節에 부합하는지가 禮의 규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용』에서는 정이 ‘미발의 상태’에 있을 때를 中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사람의 정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므로, 心의 의지, 생각, 욕구
을 더해서

와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감응을 추구한 후에 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희노애락의 감
정이 행위 주체 밖에 대상과 예법에 기초하여 적절히 결합함을

和라고 한다.

여기서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인정을 희, 락과 노, 애로 구분하
여 양자를 긍정적인 성품과 부정적인 성품으로 판단하는 것에 주의해야만 한다. 인
정의

中和란 행위 주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거기에 적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즐거운 상황에서 마땅히 기뻐하고, 성내야할 상황에서

『中庸』,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
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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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분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의 가치를 함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정이 외부에 접촉하여 발현될 때 중절로 발현되는 지의 여부가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
예를 사용함에는

和가 귀중하다 先王의 도는 이를 아름답게 여겨 크고 작은 모든 일을
.

조화에 합당하도록 처리하였다. 행하여서 안 될 것은 조화의 귀중함만을 알아 조화롭게만
하고 예로써 조절하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193)

위 구절에서는

禮法과 情 모두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양자의 균형

中和]을 추구할 것을 당부한다. 즉 예를 실천하는 일에 인정이 고려되지 않고 예

[

자체만으로 예법의 규준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인정 또한 예법에 기대지 않고서는
온전히 발현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조화롭게 결합하면, 바로 ‘인정의 예제화’
가 이루어진다.

……) 즐거움을

거만한 마음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되며,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
극도로 누려서는 안 된다.194)

野라 하고, 공손하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 이를 給이라 하고, 용감하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 이를 逆이라 하는 것이다.”
(……) 자공이 자리를 넘어서 공자에게 말했다. “장차 무엇을 가지고 中을 실천할 수 있는
지 감히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禮가 아니겠느냐. 예를 행할진저, 예란 절
제로써 中을 이루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공경하면서도 예에 맞지 않으면 이를

195)

여기서 공자는

情이 禮로서 절제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정이 예법에

부합하게 발함으로써 비로소 감정과 행동의 절제가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인정의
예제화는 윤리적으로 완성된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인정의 예제화는
단순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심성을 표현하는 외형적인 수단에 국한되지 않
으며, 개인들과 사회 공동체의 정신적인 토대로서 작용하는 윤리 도덕을 함양시키

『論語』, 「學而」, “禮之用 和為貴 先王之道斯為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
之 亦不可行也”
194)『禮記』, 「曲禮上」, “敖不可長 欲不可從 (……) 樂不可極”
195)『禮記』, 「仲尼燕居」, “子曰 敬而不中禮 謂之野 恭而不中禮 謂之給 勇而不中禮 謂之逆
(……) 子貢越席而對曰 敢問將何以為此中者也 子曰 禮乎禮 夫禮所以制中也”
193)

- 76 -

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즉 인정의 예제화가 예법의 실천을 효과적
으로 유발하는 선행 요인이면서, 동시에 예법의 실천이 곧 개인의 정과 공동체의
윤리적 유대감 형성에 필수적인 요건이자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선왕은 큰 일이 있으면 이에 대한 예가 있어서 슬픔을 적절히 하였고, 큰 복이 있으면 반
드시 이에 대한 예가 있어서 기쁨을 적절하게 하는 등,
쳤다.196)

哀樂의 정도는 모두 예에 의해서 마

위 구절에 따르면, 정은 반드시 예법에 의해서 조절되어야만 한다. 즉 일정한 규
범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된 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은
아니다. 이는 곧 예가 사람들의 원시적 정을

禮가

中和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

써, 개인의 윤리적 심성을 도야시켜줌과 함께 인간관계의 조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人情의 파생을 中和에 적합하도록 발함으로써 내면적 도덕적 단서와 사

회 윤리적 규범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예를 선택하여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욕구에서 벗어남을 가리킨다. 이는 예
법의 주체가 지켜야 할 행동의 원리도 암시한다. 요컨대,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
에서 시세에 휩쓸려 쉽게 살아가서는 안 되며 예에 합당한 윤리적 원칙을 정성스
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행해내야만 한다.

禮

유자가 말했다. “ 의 쓰임은
다. [그러나] 작고 큰일 모두

和를 귀하게 여긴다. 선왕의 도는 이 화를 아름답게 여겼

和에만 말미암는다면 때로는 행하여지지 않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 화만을 알고 화를 구하여, 예로써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행하여지지 않을 수도 있
는 것이다.”197)

예는 고례로부터 전승되어온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는 의례의 총칭이자 문화이다.

節文이다. 이 구절에서 禮와 和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이면서, 서로를 제약하는 관계로 놓여있다. 禮는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정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맹목적 형식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和가 예로
예의 형식은 분별을 가능케 하는

『禮記』,「樂記」, “是故先王有大事 必有禮以哀之 有大福 必有禮以樂之 哀樂之分 皆以禮
終”
197)『論語』,「學而」, “有子曰 禮之用 和為貴 先王之道斯為美 小大由之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
以禮節之 亦不可行也”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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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절제되지 않고 오직 조화를 추구한다면,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예
와 화는 서로를 구속하면서 동시에 동반하는 관계임이 분명하다.

子游가 또 물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예의 효과가 큰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
하였다. “예라는 것은 先王이 이에 의해 하늘의 道를 깨달았고, 이를 사용해서 사람의 정을
여기서

다스린 것이다. 예를 알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예를 잃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198)

禮와 人情의 일치 여부는 중화로 판별되며, 예법의 성립에 있어서 인정이 필수
적으로 요청된다. 즉 인정은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부여된 감정이며, 그 자체로서
개인의 내적 태도를 사회적 질서에 합치시키도록 이끈다. 인간의 사회적 삶에 있어
서 조화와 질서는 예에 의거한 인정의 절제와 균형된 표현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
다. 그러므로 예법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는 행위 주체의 내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법에 부합하는 인정은 그 자체로 사회 질서에 유가 윤리적 가치
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효능을 지닌 요인이다.

親親에 기초한 예법

3.

선진 유가에서는

仁의 실천이 혈연에 대한 인정과 결부되며, 인은 예의 실천

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친과 차별애는 인간의 자연적 정서
유대를 지속하도록 도움으로써, 관계의 윤리 질서를 확장시킨다는 특징이 있
다.
가례와 가법

1)

人情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구비된 것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내
가족을 아끼는 親情도 인정의 한 예가 된다. 법가가 ‘혈연에 대한 인정’을 공평무
사한 법치 실현에 흠결이 되는 私情으로 치부한 반면에, 공공의 윤리적 담론에서
친정의 표출인 孝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학파가 바로 선진 유가이다.
『禮記』,「禮運」, “言偃復問曰 如此乎禮之急也 孔子曰 夫禮 先王以承天之道 以治人之情
故失之者死 得之者生”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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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가의 예제 원리는 인정을 배양하여 적극적으로 내면의 주관성을 도덕적
가치와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당시 혼란스럽고 급변하

家禮와 家法’을 왜 지키려고

는 역사적 상황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진 유학자들이 ‘

했었느냐 하는 점이다. 후대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예의
질서라고 비판 받는 가례와 가법이 가진 위상과 의의란 무엇인가?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나의 백성 중에

躬이라는 정직한 자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아들이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부모는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숨겨 주고, 자식은 죄 지은 부모를 숨겨줍니
다. 참다운

正直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
.

199)

儒子는 文을 가지고 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武를 가지고 금령을 어기지만, 군주가 아울
러 그들을 예우하니 이것이 난의 원인이다. (……) 법과 취향 그리고 上下, 네 가지가 서로

어긋나서 일정한 것이 없으면 비록 황제가 열 명 있더라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인의를 행한 자는 칭찬할 바가 아닌데, 칭찬하면 공적을 해치게 된다. 고전 학문을 익힌
자는 등용할 바가 아닌데, 등용하면 법을 어지럽히게 된다. 초나라 사람으로

躬이라는 정직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관리에게 그 죄를 고발했다. 재상이 죽이라고
말하였다. 군주에 대해서는 정직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죄를 주
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무릇 군주의 정직한 신하는 아버지의 포악한 자식이다. 노나라 사
람이 군주를 따라 전쟁에 나가 세 번 싸워 세 번 도망쳤다. 공자가 그 까닭을 묻자, ‘나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어 내가 죽으면 봉양하지 못 한다’고 대답했다. 공자가 이를

孝라고 여겨

그 사람을 천거하여 승진시켰다. 이로 미루어 보면, 무릇 아버지의 효자는 군주를 반역한

奸惡을 알리지 않게 되었고, 공자가
노나라 사람에게 상을 주어 쉽게 항복하고 달아나게 되었다. 上下의 이해가 이와 같이 다르
신하이다. 이처럼 재상이 궁을 처벌하여 초나라에서는

다. 그런데도 군주가 하찮은 사람들의 행동까지 함께 들어서 사직의 복을 이루려 한다면 결
코 법치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200)

『論語』,「子路」,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
是 父爲子隱 子為父隱 直在其中矣”
200)『韓非子』,「五蠹」, “儒以文亂法 俠以武犯禁 而人主兼禮之 此所以亂也 (……) 法趣上下四
相反也 而無所定 雖有十黃帝不能治也 故行仁義者非所譽 譽之則害功 文學者非所用 用之則亂
法 楚之有直躬 其父竊羊而謁之吏 令尹曰 殺之 以為直於君而曲於父 報而罪之 以是觀之 夫君
之直臣 父之暴子也 魯人從君戰 三戰三北 仲尼問其故 對曰 吾有老父 身死莫之養也 仲尼以為
孝 舉而上之 以是觀之 夫父之孝子 君之背臣也 故令尹誅而楚姦不上聞 仲尼賞而魯民易降北 上
下之利若是其異也 而人主兼舉匹夫之行 而求致社稷之福 必不幾矣”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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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혈연에 기초한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가의 입장과 이를

私

情으로 취급하여 혹독하게 비난하는 법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인용문은 『論語』「子路」편에 있는 직궁의 일화이다. 섭공이 직궁의 아버지가 남
의 양을 몰래 훔쳐서 그의 아버지를 고발한 일을 정직하다고 자랑하는데, 이에 공
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죄를 숨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죄를 감추어주는 가

直

운데 ‘정직[ ]’이 있다고 답변한다.

『呂氏春秋』「當務」편에도 내용에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실려 있다. 초나라의 정직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친 일을 군주에게 고발하고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이 대신하여 형벌을 대
신 받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막상 그를 처형하려고 하자, ‘부모의 죄를 고발한
것은 나라에는

信을, 부모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孝를 행한 것이다’라고 법관에

게 항변하였다. 이에 초나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벌을 면죄해줬다는 것이다.201)
한비자는 이 ‘정직한 사람’에 관한 일화를 비판한다. 여기서 한비자는 초나라 재
상이 그 아버지는 물론 직궁을 처벌한 일로 법이 온전히 집행되었다고 본다. 그리
고 “군주에게 정직한 신하는 아버지의 포악한 자식이다”라고 하며 부자와 군신관
계를

私와 公으로 대비시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로 파악한다. 두 번째 사

례는 노나라 사람이 전쟁에 세 번 출전하여 세 번 도망친 군인에 관한 일화이며,
공자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군인이 도망친 까닭은 집에 연로한 아버지가 있어
서 그가 죽으면 아버지를 봉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자는 그를 천거
하여 승진시켰으나, 한비자는 그러한 공자의 행동 때문에 직궁을 처벌한 초나라와
달리 노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다. 또한 “아버지의 효자는 군주를 반

禮로 법을 어지
럽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법가의 입장에서는 유가의 견해를 따라 혈연적 親情을
역한 신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두 사례를 모두 유가가

앞세우면 법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즉 한비자는 하늘 아래 가
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범죄를 고발해야 한다고 여겨
서, 법 집행을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면, 소인배들은 어진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은 공을

『呂氏春秋』,「當務」, “楚有直躬者 其父竊羊而謁之上 上執而將誅之 直躬者請代之 將誅矣
告吏曰 父竊羊而謁之 不亦信乎 父誅而代之 不亦孝乎 信且孝而誅之 國將有不誅者乎 荊王聞之
乃不誅也”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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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천하의
이익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천하를 위하여 천하를 다스렸으며,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
하며 그들에게 천하를 전해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관계가 소원
한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도에 밝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왕이 의로써 천하 사람들을 친애하고, 오패가 법으로써 제후를 바
로잡은 것은 모두 천하의 이익을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위해서 다스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러한 명성을 누리고 그러한 공적을 세웠으며, 천하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를 즐
거워하고 아무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의 군주와 신하들은
득의양양하게 국가의 이익을 독차지 하고 관직의 권력을 장악하여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
고자 하니, 이것이 곧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공과 사의 혼란이 곧 국
가 존속과 멸망의 근본입니다.202)
도대체 사리를 꾀하는 것은 법 바깥의 일이며, 제가 말하는 것은 법 안의 일입니다. 법
밖과 법 안은 원수사이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203)

위 인용문을 통해서 법가가 법치 실현을 위해서 주장하는
가 예법관의
는

公의 개념이 선진 유

公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법가에서

公과 私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정의한다. 법가는 모든 사람을 법치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公平無私를 법치의 특징으로, 公을 법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첫
번째 인용문에서 상앙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군주의 자리를 선양한 까닭을 親親
보다 政事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임을 근거로 제시한다. 법가의 공적 영
역에는 親情에 기초한 인간의 가장 가까운 천륜 관계조차도 엄격하게 배제된다. 이
는 특히 군주의 私情을 방지함으로써 법치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데,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관계를 법과 공존할 수 없
는 영역으로 치부함으로써 법치를 관철시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법가에게 천륜이
란 공평무사한 법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私이며,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간

『商君書』,「修權」, “公私之分明 則小人不疾賢 而不肖者不妒功 故堯舜之位天下也 非私天
下之利也 為天下位天下也 論賢舉能而傳焉 非疏父子 親越人也 明於治亂之道也 故三王以義親
五霸以法正諸侯 皆非私天下之利也 為天下治天下 是故擅其名 而有其功 天下樂其政 而莫之能
傷也 今亂世之君臣 區區然皆擅一國之利 而管一官之重 以便其私 此國之所以危也 故公私之交
存亡之本也”
203)『韓非子』,「外儲說右上」, “夫行私者 繩之外也 而疑之所言 法之內也 繩之外與法之內 讎也
不相受也”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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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한비자의 주장처럼

親情을 부정하면서

온전한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식을 서로
고발하도록 만드는 법가의 이론적 논거는 이미 법치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사회는 이미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모든 도덕적 가치가 없어진

禽獸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 부모와 자식의 합당한

관계는 법이 가진 공평성의 근원이다. 만일 부자가 서로 고발해야 되는 상황이 발
생한다면, 그 상황에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윤리는 더 이상 논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도 인간의 기본적인 정감에 기초하고 있으며, 법치가 이런 기본적인
정감을 훼손한다면 사실상 법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자의 ‘정직’이
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私情에 호소하여 법치의 근간을 훼손

하는 주장으로도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당시 지극히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진 유학자
들이 친친에 기초한 예의 질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법이 적용되기 이전 인간 질서에 가장 본바탕이 되는 인륜의 정분과 도의가 가
족 관계에서 내면적 자각을 통해서 수립되어야만, 현실에서 예법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유가에서 인정에 바탕을 둔 예법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사
례는

三年喪이다. 제례는 예법의 근원이면서 극치에 해당되는데, 제례를 통해 인간

은 자기에게 본구된 인간다움을 자각하고 인륜적 도의와 책임을 실천하기 때문이
다.

『論語』에서 공자의 제자 재여[宰予, 宰我]가 삼년상을 지내는 기간은 너무 길
지 않느냐고 묻던 기록이 있다. 君子가 3년간 禮樂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는 폐기
되고 음악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한 것이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농사가
1년을 주기로 하여 운행됨을 근거로 삼아, 삼년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자 공자는 군자는

喪中에 있을 때는 쌀밥을 먹어도, 비단 옷을 입어도,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은 법이라고 재여를 책망한 뒤204), 재여가 물러나

『論語』,「陽貨」,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為禮 禮必壞 三年不為樂 樂必崩
舊穀既沒 新穀既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安 女安則為之 夫君
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為也 今女安 則為之”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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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삼년상은 천하에 공통된
상례이다.

宰予는 그의 부모로부터 3년 동안 사랑을 받지 않았단 말이냐.

205)

여기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삼년상을 행하는 일은 유가적 예제 원리로
상정되며, 그 예의 본질은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의 인정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사실 3년이란 시간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며, 동시에 이 최소한 시간 동안 보살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생존
조차 담보 받을 수 없다. 공자가 보기에, 혈연의 인정과 그 보살핌에 대한 은혜로
삼년상이라는 예법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은 인륜 도덕의 출발점이다.
혈연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인륜 도덕의 책임과 의무를 행함이 바로 효의 실천이

『論語』「學而」편의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道가 생겨난다. 孝悌
는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라는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준다. 즉 孝의 근원에는
공자사상의 핵심요소인 仁이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년상의 중요성은 맹자와
다.

206)

순자에게도 반복되어 거듭 강조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층 더 발전된

禮法論으로 전개된다.
『孟子』에는 滕 文公이 자신의 아버지 定公이 죽자, 자신의 스승을 맹자에게 보
내서 喪禮를 묻는 일화가 있다. 맹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로써 장례 지내고 예로써 제사를 지내면, 효를 다 했다
고 말할 수 있다”라는

曾子의 말을 인용하며, 삼년상이 夏 · 殷 · 周 삼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천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진 예

「盡心上」편에서도 맹자는 성현이라 불리는 堯舜

의 규범임을 강조하였다.207) 또한
의

仁으로도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할 수 없으며, 혈연의 인정을 우선시 하는 것이

인이요, 소원한 친족에 대한 상례보다 부모에 대한 삼년상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論語』,「陽貨」,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 有三年之愛
於其父母乎”
206)『論語』,「學而」,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為仁之本與”
207)『孟子』,「滕文公上」, “滕定公薨 世子謂然友曰 昔者孟子嘗與我言於宋 於心終不忘 今也不
幸至於大故 吾欲使子問於孟子 然後行事 然友之鄒問於孟子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固所自盡也
曾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諸侯之禮 吾未之學也 雖然 吾嘗聞之矣 三
年之喪 齊疏之服 飦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然友反命 定為三年之喪”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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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선무임을 주장하였다.208)

孝悌로써 실천되는 일은 仁心의 발현이다. 다시 말
해, 내면적 의지와 감정이 私欲에 흔들리지 않고, 禮에 부합되어 자기에게서 위로
미루어 나가는 효제의 실천은 인간다움[仁]의 근본이다. 맹자는 가장 가까운 근친
혈연에 대한 인정이 마음 밖

에게 공경과 우애를 실천하고, 그런 연후에야 바깥으로 그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推己以及人]을 실천할 것을 거듭 주장한다. 유가의 차별애란 바로 도의

미치는 일[

를 실천하는 일과 같다.

生死의 의식을 행함에 있어 엄숙히 하는 것이다 생은 인생의 시작이고 사는 인생
의 끝이다. 끝과 시작이 함께 잘되어야 人道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시작을
예는

.

.

경외하고 끝을 신중히 하여 끝과 시작을 똑같게 한다. 이것이 군자의 도이고 예의의 문식이
다. 대저 그 생만 후하게 다루고 그 사를 박하게 하는 것은 곧 그 지각이 있을 때만 경외하
고, 그 지각이 없을 때는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간악한 사람의 도이고 사람의 도리

……) 신하가 소중한 마음을 그 군주에게 다 바치는 길과 자식이

에 어긋나는 마음이다. (

소중한 마음을 그 부모에게 다 바치는 길도 여기서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209)

위 인용문에서 순자는 예가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을 똑같

禮義의 文飾이자 君子의 道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부모에 대한 삼
년상이란 부모가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셨을 때도 人情을 다하는 것이
이 하는 일이

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은 죽을 때 까지 다함이 없겠으나, 애통한 마음이 지
나치면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옛

聖人과 先王이 3년이라는 기

간으로 중용의 도를 제정했다. 특히 순자는 근친의 죽음을 가장 통증이 심하고 치
유가 더딘 상처로 비유하면서, 부모의 죽음과 일반적인

喪禮의 親疏와 貴賤의 차이

를 구분하고 있다.
순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삼년상을 “인간 도덕의 지극한 형식”210)으로
표현하며, 부모와 군주를 대응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孟子』,「盡心上」, “孟子曰 知者無不知也 當務之為急 仁者無不愛也 急親賢之為務 堯舜之
知而不遍物 急先務也 堯舜之仁不遍愛人 急親賢也 不能三年之喪 而緦小功之察 放飯流歠 而問
無齒決 是之謂不知務”
209)『荀子』,「禮論」, “禮者謹於治生死者也 生人之始也 死人之終也 終始俱善 人道畢矣 故君子
敬始而慎終 終始如一 是君子之道 禮義之文也 夫厚其生而薄其死 是敬其有知 而慢其無知也 是
姦人之道而倍叛之心也 (……) 臣之所以致重其君 子之所以致重其親 於是盡矣”
210)『荀子』,「禮論」, “故三年之喪 人道之至文者也”
208)

- 84 -

삼년상을 취해야 함을 주장한다.211) 즉 순자는

親親의 예를 군주에게로 확장함으로

써212) 사회 윤리의 당위성을 혈연의 인정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다.

家禮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년상을 살펴본 까닭은 예법의 실천적 당위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예법 이념의 전제가 친친으로부터 확장되어 전개되는 유가
의

差別愛와 이에 기초한 가례에 있음을 확증하려는 작업이다. 이에 연구자는 가례

와 예치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효제의 원리와 그 원리를 내면으로부터 추동케 하는

仁

‘ ’의 가치에 주목했다. 효제의 근본이 인간다움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나의 가족

에 대한 사랑을 남의 가족에게까지 미루어 행동해야 한다. 유가의 주장은 선진 유
가 예법의 전형적인 특징이 된다.

2)

가례의 보편적 원리화

사실 가례와 가법의 개념과 그 규범적 속성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인 면에 있어
서나 실천적인 면에서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
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세부적인 절목으로 가례와
가법의 본질적 속성을 명료하게 규정짓는다는 것이 그다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가례와 가법의 본질적인 속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핵심적인 의문은 가례와 가법을
예로서 특징짓도록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가례와 가법은 다원적인 의
미구조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기능, 곧 유
가 윤리적

理想이 기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의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라는 것은] 군신의 도리를 밝히고, 부자의 정을 두텁게 하며, 형제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상하의 질서를 정정하고, 부부 사이를 구별한다. 이와 같이 해서 평화로운 사회가 실
현되는 것을 하늘이 복을 내려 주었다고 말한다.213)

『荀子』 「禮論」 君之喪 所以取三年”
『荀子』「禮論」편에서는 충신과 효자가 나란히 배열되어 거듭 강조되며, 예의
天地와 先祖, 君師가 언급되고 있다. “禮有三本 天地者 生之本也 先祖者
類之本也 君師者 治之本也 無天地 惡生 無先祖 惡出 無君師 惡治 三者偏亡 焉無安人 故禮
上事天 下事地 尊先祖 而隆君師 是禮之三本也”
213)『禮記』,「禮運」,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睦兄弟 以齊上下 夫婦有所 是謂承天之祜”
211)
,
, “
212) 예컨대,
세 가지 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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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집에 거처하면 곧 부자 사이의 친함과

[예란] 곧 공경함과 겸양의 도이다. (

형제 사이의 화목이 있게 되고, 이것을 마을에서 지키면 장유의 차례가 있게 된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임금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는 이 예보다 더 좋은 것이 없
다’고 했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214)

선진 유가가 친친에 기초한 가례를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周禮의 질서를 계승하

려는 공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혈연의 인정으로부터
사회 윤리에 대한 유가 윤리의 규범적 당위성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제례로부터 비
롯해서 혼례, 관례, 빈객 등의 가례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사람은 가족 내에서

男

女, 長幼의 차별성을 습득하고, 이를 투영하여 사회 구조의 君臣, 尊卑와 같은 차별
화된 신분과 역할에 부합하는 예법을 실천하는 일은 유가적 정치 이상의 실현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공자는

正名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차등적인 禮 질서가 갖는 형식적인 의미를 거

부하고 규범적이며 실천적인 의미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가례를 통해서
예의 내재적 의미를 습득하고, 자신들의 역할과 행동을 예법에 따라서 결정한다.
즉 선진 유가의 예법관에서 가례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예의 본질과 형식을 조
화하는 데 있다. 이를 연구자는 ‘친친에 기초한 예법’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가례의 핵심덕목 역시

孝이며, 효-내지 孝悌-는 주지하듯 유가의 경전에서 거듭

『논어』에서는 효와 정치 및 사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한
다. 효의 실천과 禮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조된다.

(가) 유자가 말했다. “사람됨이 부모에 효성스럽고 형에게 공손한 사람 가운데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어본 적이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仁을 실천하는
(나)

근본이다.”215)

道가 생긴다. 孝悌는

季康子가 공자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공경, 충직하게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도

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가 백성을 정중히 대하면 백성은 공경하고, 그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자애롭게 되면 백성은 충직해지고, 또한 선한 (사람을) 천거하

『禮記』,「經解」, “敬讓之道也 (……) 以處室家則父子親 兄弟和 以處鄉里則長幼有序 孔子
曰 安上治民 莫善於禮 此之謂也”
215)『論語』,「學而」, “有子曰 其為人也孝悌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悌也者 其為仁之本與”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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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면 백성은 권면할 것입니다."216)
(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 』

공자가 대답하였다. “ 서경 에 보면, ‘효자이다!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로우니 이러한 모습이 정치에게로 번져간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관직에 올라 정치하는 것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겠소?”217)

(가)에서는 가정에서 효제를 실천하는 일이 사회 윤리의 근간이며,

仁을 실천하

는 근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곧 효제가 예법의 실천적인 행위 근본이며, 예

仁

의 본질인 인간다움[ ]을 실현하는 기초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는 효
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춰야 할 덕목인데, 윗사람도 이에 응대하여 아랫사람
에게 갖춰야 한다고 설명된다. 이는 효가 상호 호혜적인 의무를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에서는 정치란 가정 내에서 효의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공자의
입장이 피력되고 있다. 공자의 언급은 가족 내에서 자기의 예법을 다하는 삶만으로
도 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치란 가족집단을 벗어
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보다 가족 관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
치 윤리 또한 가족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예법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서의 정치
란곧

禮治를 의미하며, 가족 안에서 행해질 孝悌만으로도 기본적인 사회의 규범적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仁을 실천하는 근본인 효제의 윤리는 국가의 존재 기반을 확보하는 핵

심 전제 요건으로 인식되며, 예법의 보편적 규범 원리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
다. 이는 가례와 가법이라는 도덕규범으로부터 더 포괄적인 사회

· 정치 윤리를 도

출해내는 것이다. 이처럼 가례와 가법의 권위가 사회 윤리로 확대되고, 사회와 국
가 공동체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유는 혈연적 인정
에 기초한 윤리가 일방적인 의무로 부과되지 않고, 상호 호혜적인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는 관계를 전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공자와 유사하게, 맹자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論語』,「爲政」, “季康子問 使民敬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 則敬 孝慈 則忠 擧善而
敎不能 則勸”
217)『論語』,「爲政」, “或謂孔子曰 子奚不為政 子曰書云 孝乎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為
政 奚其為為政”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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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下國家’라고 하는데, 천하의 근본은 국가에 있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으니 모두 ‘

으며, 국가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개인에 있다.218)

사회

· 정치 윤리의 기본은 가족윤리이다. 가족윤리의 기본은 개인에게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도덕 본성을 전면적으로 자각하고, 이를 절도 있게 삶에서 구현한
예법의 주체를 의미한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까닭은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마음을 보존하고, 또

仁으로

禮로 그 마음을 보존한다. 仁者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사
람을 공경하는 이는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219)

자신을 낮추어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예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예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라는 뜻이다. 사실 이는 모든 예법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예법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효행과 공경이라는 도덕 행위의 특성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혈연적
인정에 기초한 효제의 실천, 즉 가례의 원리가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길 중간에
위치한다면, 가례는 최종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적 예법으로 확장된다. 결국
가례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자율적인 내면적 교화를 실천하고 사회에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인간이 된다. 가례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는

仁義의 가치로

연결되므로, 가례는 사회 윤리의 원형이며 사회를 존속하도록 하는 기반이다. 결국
선진 유가철학에서 가법의 권위 증대는 가족 윤리의 보편성을 확대하여 사회

·정

치 윤리 전반의 도덕성을 완성시켜주는 기제 역할을 한다.

『孟子』,「離婁上」, “人有恆言 皆曰 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孟子』,「離婁下」,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 有禮
者敬人 愛人者人恆愛之 敬人者人恆敬之”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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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孔·孟·荀 예법관의 도덕교육적 함의
.

이 장은 선진 유가 예법관의 특징에 드러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도덕 교육에
줄 수 있는 의미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타율적
권위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禮法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온전한 예법 학습의 결여는 학생들로 하
여금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반성적 성
찰을 등한시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자기 내면의 도덕적 정서와 윤리적 동기 및
의식을 일치시키지 못함으로써,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 유가
예법관에 기초한 도덕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진 유가의 예법은 내적 측면으로
는 자기 내면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요청하고, 외적 측면으로는 가정-사회로
연결되는 관계의 윤리적 질서에 기반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선진 유가 예법관이 개인과 사회를 향한 도덕성 확보를
부단히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덕교육은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최종 목적
으로 삼는다. 선진 유가에서 예법의 주체는 자기의 인간다움을 전면적으로 확장하
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는 도덕 교과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또한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최근 이성과 인지 중심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을 탐구
하려는 도덕 심리학의 연구와 관련하여, 도덕 교과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덕적 자율성

선진 유가에서는 예법의 근본을

仁義에 두었으며, 이로부터 인간은 자기 내면의

도덕적 자각을 외부로 확장하여 윤리적 행동을 실천한다. 이는 예법의 실천 여부가
인간 내면의 도덕적 자율성에 따라 좌우됨을 뜻한다. 특히 인간 내면의 심리와 의
지를 형벌로써 강제적으로 제약하려는 법가 철학과 대비할 때, 유가는 형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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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율적인 도덕 교화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한다.220) 왜냐하
면 형벌은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임시적 방편일 뿐,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법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므로 도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의 내용이 오직 형벌을 통한 강제적 교화에만 국한되고, 내면의 성
품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법은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법가의 법은 법망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만을 목표로 하므로, 유가가 보기
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형벌의 강제성을 사회 윤리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면, “백
성들이 면하기만 하려고 할 뿐, 부끄러움이 없어”221) “손발을 둘 곳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222)
선진 유가에서 예법을 윤리의 기본원칙으로 수립한 까닭은,

仁義道德에 대한 자

발적인 의지와 내면적 자각을 추동시켜 도덕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선

仁은 가장 중요한 도덕 원칙이며, 禮를 존중하면서 행하는
것과 인을 실천하는 행위를 동일시했다. 『論語』에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일이
진 유가의 예법관에서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
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예에 의거할 것을 당부한다.223)
이는 곧 예의 실천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일이며, 도덕 주체의 내면적 자율성
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여 반성적 성찰을 하는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외재적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의존을 거부하며, 무엇보다도
예로써 자기를 규제하여 도덕적 탐구와 성찰을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
다. 이 예법 주체는 ‘인성의 핵심가치를 내면화하여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책

220) Kohlberg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도덕성의 발달 과정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
다. 이 발달과정은 법가의 피동적 행위 주체와 유가의 자율적인 도덕 주체의 대비를 설명하
기 위한 이론을 제공한다. 먼저 법가의 인간관은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습 이전의 1, 2
단계와 사회구성원적 관점에서 인습 수준에 3, 4단계에 포함된다. 자기 이익과 필요에 부합
하는 규칙을 따르고, 처벌이 두려워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법가적 인간은 타율적인
도덕성과 도구주의적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자신이 따라야 할 옳음의 가치를 제
도 속에서 규정하려 든다. 반면에 유가적 인간은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에 해당되며, 이는
보편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도덕 판단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정창우(2009),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 파주 : 교육과학사, 43-44쪽.
221)
,
, “
”
222)
,
, “
”
223)
,
, “
”

』
『論語』 「爲政」 民免而無恥
『論語』 「子路」 則民無所措手足
『論語』 「顔淵」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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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있게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한다.224)
도덕과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교과이다.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
심 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하고, 학생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탐
구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교과이다.225)

도덕과에서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 도덕적 가치
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을 내재적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한다.226) 도덕과 교육의 목
적은 도덕 교육을 통해 학생이 내면의 도덕적 주체성을 갖춘 사람으로 기르는 데

· ·

있다. 2015년 9월에 고시된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

·

의 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
주고자 하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도덕교육을 통해서 도

·

·

·

덕적 사고능력 도덕적 정서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을 하는 “자율
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곧 유가의 예법관에서 지향하
는 자율적인 도덕 주체를 향한 노력과 상응한다. 특히 도덕과는 2012년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과정을 제시하면서227), 인성교육을 통해 “도덕적 주체로서 더불어 살아
가는 바른 인성과 그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고, 학생이 “사람다운 사람으
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했다. 도덕성이 외부규범에 대한 복
종이나 수용으로 습득될 수 없으며, 도덕 주체의 자율성에 의해서 형성해야 함을
224) R. S. Peters(1981)는 인격을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고, 도덕적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자
율적으로 도덕규범을 정하여 반성적 규범을 형성하는 점에서 ‘입법적’이며, 이러한 규범이
명령하는 의무와 선행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집행적’이고, 그 규범에 따르지 못했을 때 죄책
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심판적’이라고 언급한다.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남
궁달화 역(1998),
도덕 발달과 도덕교육 , 서울: 문음사, 43-57쪽. 예법의 주체가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인격의 입법적 특징과 완전히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
될 수는 없겠으나, 그 예를 어겼을 때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점에서 예법
주체의 인격은 집행적이고 심판적인 특징을 가진다.
225) 교육부고시(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 서울: 교육부.
226)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 서울: 울력, 22-23쪽.
22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4호 [별책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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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의 목적으로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는 남이 와서 나를 본받게 되는 것이지, 남이 오지 않는 것을 내가 끌어오는 것은 아
니다. 예는 와서 배우는 것이지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228)

예는 인간다움에 대한 내면적 자각을 일깨워주고, 인간다움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도덕 체계이다. 여기서 예는 자유의지의 발현을 통한
도덕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229) 또한 예를 문화적으로 특수한 가치와 인격 특성
을 강조하는 ‘덕목 보따리(bag of virtue)’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하면 예는 인간의

心, 性, 情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몇 개의 덕

목 특질로 환원하여 외부의 규칙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예법을 가르치기 전에 ‘예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여 그 본질
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 유가의 예는 보편적인 도덕원리에 기
초하므로, 예법의 실천적 행위 양식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서 연역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를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도덕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예를
어떤 외재적 권위에 종속시켜 타율적인 도덕관념을 학습하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
다. 이를 종합하자면, 서양에서는 이성적인 숙고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도덕규범을
선택하지만, 공자의 예법관에서 예는 선택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자기의 온전한 ‘인간다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르는 도덕규범인 것
이다. 따라서 예법은 결국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 그리고 능동성이 발현될 수 있
는 교육적 접근을 요청한다.
고귀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같은 마음이다. 사람들은 (실상) 자기
안에 고귀함을 갖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230)

『禮記』 「曲禮上」 禮聞取於人 不聞取人 禮聞來學 不聞往教

228)
,
, “
”
229) Fingarette은 공자의 사상에서 어떤 사람이 예에 따르지 못한 행동은 자유롭고 책임이 따
르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그것은 “인격 형성의 부족함”에 의해 발생된 결과임을 지
적하였다. 송영배 옮김(1993), 공자의 철학 : 서양에서 바라본 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서울: 서광사, 66쪽.
230)
,
, “
”

『
禮
『孟子』 「告子上」 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有貴於己者 弗思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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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얻어지고 방치하면 잃는다.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하다. 구함의 대상이 내 자신에
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함에는 일정한 도가 있고 얻음에는 오히려 운명적인 것이 있다
면, 이러한 구함은 얻음에는 무익하다. 구함의 대상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31)

마찬가지로 맹자에게서도 예법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 내부로부터 미루어나가 확
충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마음에 이미 갖춰
져 있기 때문이다. 맹자에게 도덕은 마음에 본래적으로 내재된 것이므로 자연스럽
게 따르는 것일 뿐, 외재하는 규범이 아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자율
성이 선천적으로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예의 단서인 사양지심이 선천적으로
갖춰졌음을 고려한다면, 예가 내면의 자율적 주재 아래 있음이 분명하다.
순자의 예법관에서 예법의 주체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사람으로 상정된다.

善을 보면 몸을 바르게 하여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아 묻고 不善을 보면 두려움에 떨
,

며 반드시 스스로를 살펴보고, 선함이 자신 속에 있으면 단단히 지켜서 반드시 그것을 스스
로 좋아하고, 불선함이 자신 속에 있으면 더럽다고 여겨 반드시 그것을 스스로 미워한
다.232)
무릇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禮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고 스
,

승을 얻는 것보다 더 긴요함이 없으며 오로지 학문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통함이 없다.
대저 이것을 일러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233)

여기서 자신의 타고난 경향성을

僞

善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행위자의 인위적인

노력[ ]이 예법의 실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도덕
적 자각과 의식 하에서만 예법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자각과 의식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은

心이며, 심이 예를 인지하는 능력은 본래적으로 갖춰진 것이다.

예를 인지하는 마음과 행위자의 의도적이고 자각적인 노력은 예법의 무비판적 수
용이 습관화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도덕적 자율성을 계속적으로 유

『孟子』,「盡心上」,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232)『荀子』,「修身」, “見善 脩然必有以自存也 見不善 愀然必以自省也 善在身 介然必以自好也
不善在身 菑然必以自惡也”
233)『荀子』,「修身」, “凡治氣養心之術 莫徑由禮 莫要得師 莫神一好 夫是之謂治氣養心之術也”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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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서는 예에 부합하는 배움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법에 기초한 도덕 개념을 내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외재적인 관
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도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의 발생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사상
은 모두 자율적인 도덕 교화를 통해서 예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곧 학생들을 예법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禮 교육이

라 할 수 있는 도덕교육이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를
내면화하고 학습하여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234)

2.

정서학습의 체계화

도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법관의 시각에서 보면, 예법에 따
라서

仁義를 행하는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예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학습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의 도덕성을 자각하고 예법을 실천하는 사
람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법 지식을 학습하여 도덕적 인식과 추론 수준이 높
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도덕적 행동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인
식을 행동으로 추동시켜줄 도덕적 정서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생각 속에 예법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조차 형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우위에 있는 도덕관이 예법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론에
적용된다면, 학생의 도덕적 동기를 촉진시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추동시키는

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 그러한 도덕관은 오직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에서만
인간의 도덕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235)

『論語』 「堯曰」 不知禮 無以立也

234)
,
, “
”
235) 합리주의적 도덕성은 20세기 대부분 동안 도덕 심리학에서 강조된 영역이다. 여기서는 선
험적 합리성인 이성을 강조하여, 행위자의 의식적인 추론으로부터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려
든다. 이로부터 도덕교육에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정서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인간
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최근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
학에서는 오랜 전통이었던 인지와 이성중심의 접근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과 동기화의 구
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렬(2013)에 따르면, O. Flanagan은 인
간 내면에 실재하는 심리적 사실을 고려하여 윤리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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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간이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은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이성
만을 통해서 도덕적 추론과 판단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는 자기감정에서 추동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행동으로 연
결시키기도 한다.236)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인간 내면의

情을 도덕 정감

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물음에 주목하여야만 한다. 하나는 ‘기본적
인 정감의 형태인

喜, 怒, 哀, 樂과 好惡의 욕정을 어떻게 절제하도록 교육할 것인

가’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적 정감을 어떻게 계발하고 고양시킬 것인가’이다.
선진 유가 예법관에 따르면, 본래 희노애락의 기본적인 정감 형태는 어떤 인위성
도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에서도

善惡의 가치로 구분지어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정감 중

好惡의 情이 예법과 무관하게 작용한다면 사사로운 욕구로 분화될 가능성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오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공동체의 윤리와 질
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수성(민감성)

· 경험 · 이해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부터 도덕을 실천

하는 일에서도 그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
한 차이를 상쇄시킬 만한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서 연구자는 도덕교육을 통해

人

情의 禮制化를 학습함으로써 수반되는 윤리적 태도의 함양에 주목하려고 한다. 즉
인정의 예제화를 학습하면 학생의 도덕적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
체 윤리 형성을 도와줄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도덕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인정의 예제화를 논해본다면, Hoffman의 공감이
론과 연결할 수 있다. 호프만의 공감이론에서는 인지를 도덕적 실천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정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추상적으로 학습된 도덕원리들이 정서적

적 실재주의 원리(Principle of Minimal Psychological Realism: PMPR)’를 제안했으며, D.
Narvaez는 이성에 근거하여 도덕을 정의하는 현상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야하며, 도덕심리학
이론이 인간의 동기와 도덕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화된 마음의
가능성과 도덕교육적 의의 -A. Damasio의 "체화된 마음" 개념을 중심으로- , 윤리연구
88권, 한국윤리학회, 153쪽.
236) 이와 관련한 선진 유가 예법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맹자의
이다. 물론 유자입
정의 사례는 내면으로부터 직관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이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3장에서 살펴봤듯이,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의 핵심이 마음에 놓여
있음을 설명했다. 즉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사단은 내면적인 도덕 감정으로, 어떤 이성적
사고나 추론의 과정이 없이 즉각적으로 발현된다. 그리하여 맹자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
은 지극히 근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내면의 직관적인 도덕적 감정[
]
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

』

孺子入井

道德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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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적 정서들과 결합될 때,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로 달구어지게 된다. 또
한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감(empathy) 능력이 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보편
적 정서로부터 ‘방관자(bystander) 개입’을 통해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
게 됨을 언급하였다.237) 이와 같은 호프만의 공감이론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뿐
만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易地思之의

人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감의 형태이며, 예법에 부합함으로써 도덕적 정서로 발현된다. 예법이
유가 윤리적 가치가 지향하는 도덕 원리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인
정의 예제화는 “뜨거운 인지”로 상징되는 호프만의 공감이론과 상응된다.

禮라는 것은 길면 자르고 짧으면 이으며 남으면 덜고 부족하면 보태어 애정과 경외하는
문식에 도달하여 도의를 행하는 美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文飾과 粗惡, 음악과 哭泣, 편
,

.

안한 마음과 근심 걱정은 상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는 이를 함께 아울러 써서 번갈아

……) 그 곡읍과 슬퍼함을 내세우더라도 몹시 괴로워하여, 生을
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예의 中이다
알맞게 해나가는 것이다. (

.238)

선진 유가는

情 그 자체를 禮의 목적 대상으로 삼아서, 사람들 간에 윤리적 유대

감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유가의 예법관에서 인간이 자율적인 도덕 주체가 되기 위
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仁義道德에 부합시키고 적절하게 발현해야만 한다. 도의에

부합되지 않은 사사로운 욕망은 선진 유가에서 경계하는 내면적 감정의 발화로 판
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땅히 성을 낼 상황이면 성을 내는 것이

和이며, 그렇지

不和이다. 따라서 정서적 반응을 제약하고 조절하는
일은 예에 의거해야만 한다. 여기서의 예는 中和를 표준으로 삼아 예법의 판단에
않은 상황에서 성을 내는 것은

있어서 정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도덕 실천의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 인정의 예제화는 기본적인 정감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어떤 구체
적인 상황에서 정을 예법에 결부하는 일이 개인에게 ‘예법의 자율적 도덕 주체로서
의 능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해 설명해보면, 학생이

·
『
』
『荀子』 「禮論」 禮者斷長續短 損有餘益不足 達愛敬之文 而滋成行義之美者也 故文飾
麤惡 聲樂哭泣 恬愉憂戚 是反也 然而禮兼而用之 時舉而代御 …… 其立哭泣哀戚也 不至於
隘懾傷生 是禮之中流也

237) Hoffman, Martin L., 박재주 박균열(2011) 옮김, 공감과 도덕 발달 : 배려와 정의를 위한
함의들 , 서울: 철학과 현실사, 116쪽.
23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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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서를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나 규율에 합하도록 도덕 정감을 고양시키는
일이 도덕 실천의 주체로서 자각하는 출발점이 된다.
정이 예와 결합되어 도덕적 정감으로 변화할 때, 인정은 사회에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효능을 지닌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의 본질은
의 정을 예법과 결부시킴으로써

仁義이므로, 자신

不仁과 不義를 판별한다. 이로부터 학생은 자신의

인격 완성과 더불어 자신의 내적 태도를 사회적 질서에 합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정의 예제화는 지나치게 개별화된 감정의 표출을 소거하고, 공동의 사태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도록 돕기 때문
이다. 인정을 예법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
야 할 규범적 의무와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그것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학교
공동체에서의 바람직한 질서와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기 욕구와 성향, 즉 내면의

情을 자기 규칙이나 규율에 부합시키는 일은 의식

적인 자각 아래 이루어지는 인격 형성 과정이다. 이로부터 기대되는 학생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아동들은 인간의 존재 모습, 즉 어떤 목적 추구의 이유를 위해 행동
하는 사람, 선한 욕구를 품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은 인간을
인격체로서,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성숙한 아동들은 스스
로를 한명의 인격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 추구에 의해 특징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게 된
다.”239)
인정의 예제화는 개인의 도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윤리적 유대감을 촉진시켜 보편적 윤리 담론으로 확장된다. 그러
므로 학생이 이런 정서적 반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추진한다면, 자신
을 더욱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도덕적 정감을 계발하
고 발전시킬 수 있다.

『禮記』「坊記」에 언급된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小人은 가난하면 구차해지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진다. 구차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교
禮란 사람의 情에 근거해 節文이 되니 백성의 잘못을 막는 것이

만하면 어지러워진다.

,

239) D. K. Lapsley, F. C. Power ed(2005), 정창우 역(2008),
인간사랑,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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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고양 :

다.240)

인간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원칙에 기대지 않는다면 감정
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익만을 추구하여 교만하고 방종한 행동을 취하
게 된다. 이때

禮는 자기 내면의 심성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막아주며, 외부의 상

황에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다. 예를 배우고 체득하는 일은 가장 일
차적으로 인간의 심정을 그 사회의 윤리적 원칙과 부합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

仁

이 ‘인간다움[ ]’의 유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다. 여기서 예를 배운다는 말은 예

節文]을 함께 습득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의 본질을 포함하여 예의 형식[

시각에서 예법을 학습한다는 것은 예법을 존숭하고 준수하는 일로부터 사회에 윤
리적 가치의 문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학생이 도덕교과를 통해 도덕적 의식과 도덕적 실
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서영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
덕 교과는 학생들이 예법에 근거하여 인정을 도덕적 정서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끌어줘야 한다. 도덕 정감의 계발과 도야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공동체의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덕수업을 통해서 인정에 부합한 규칙을 학습하기 위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학생이 내면의 도덕성을 자각하고, 그러한 도덕적 자율성
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즉 인정의
예제화에서 학생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므로, 교사가 강제적으로 예법을 주
입하려고 한다면 인정이 도덕적 정서로 바르게 표현될 수 없다. 도덕적 정서가 추
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입된 지식은 학생이 자기 내면에 의미있게 통합되지 않음
으로써 도덕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 모
두가 동의하고 수긍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인정이 예에 따르도록 한 연후에 교사는
규칙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예절의 내면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41)

『禮記』,「坊記」, “小人貧斯約 富斯驕 約斯盜 驕斯亂 禮者 因人之情而為之節文 以為民坊
者也”

240)

241) 유권종은 그간 유가사상에 기초한 예 교육이 단순히 예절을 습관화하는 일로 접근되었던
점을 비판하고, 예의 형식과 본질이 조화된 예 교육을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유권종
외(2005)에서는 현대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현상과 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
년 예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유권종 외(2005) 및 유권종(2009)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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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사회에서의 도덕교육

혈연에 대한 감정은 유가의 예법 사상에서 공공 윤리의 핵심으로 파악된다. 특히

孝悌를 예법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효
제는 가족 간의 자연적인 정서적 유대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機制이
혈연에 대한 감정 중에서도

기도 하다. 선진 유가에서는 가정 내에서 효제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확
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도덕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42) 이로써 유
가의 예법관에서는 가례와 가법이 국가 정치 질서의 기초로 여겨졌다.
4장에서 가례-특히 효제-가 보편적 도덕 이념을 함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간

은 하나의 성숙한 인격 개체이지만, 동시에 혼자서는 결코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효제를 통해 자연적인 정서적 유대를 지속하
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때 친친과 차별애는 사람에게 효제를 실천하기 위한
순서를 알려준다. 자기에게 본구된 인간다움을 우선적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
람에게 베풀고, 이를 미루어 자연스러운
려는 사람이 있다면,

善意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

無父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자일뿐이다.

그 사람됨이 부모에 효성스럽고 형에게 공손한 사람 가운데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
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
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道가 생긴다. 孝悌는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243)

『서경』에 보면, ‘효자이다!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로우니 이러한

모습이 정치에게로 번져간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관직에 올라 정치하는 것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겠소?”244)
하라.
242) 유가적 담론 체계에서 행위자는 개인과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규범성을 동시에 부여받
는다. 즉 예법의 주체는 개인의 내적 측면으로는 인을 함양하고 계발하는 일을 하며, 외적
측면으로는 사회에서 인을 실천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Charles A. Moore,
ed(1967) ; Li zhehou, “A reevaluation of Confucianism” in Wm. Theodore de Bary and
Irene Bloom(1999: 574-579); Tu Wei-ming(1985: 171-181)을 참고하라.
243)
,
, “
”

『論語』 「學而」 其為人也孝悌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
本 本立而道生 孝悌也者 其為仁之本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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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절에서 효제의 실천이 사회의 윤리 문제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인륜의 도의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효제라는 보편적 가치- 즉 근본이 확립되면, 사회 윤리의
기강은 바로 선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 유가 예법관은 관계의식을 확장하여, 예의

公共性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강화시키는 입장임이 확인
된다.
이에 따라, 선진 유가 예법관에서 자연적 정서유대인 부모와 형제관계를 비롯해
자연과 사회 공동체의 제반 관계의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덕 원리를 상정하
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한다. 유가적 담론 체계에서는 개인의 삶과 공공의 삶
은 엄격히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공공성의 문제를 예법을
통해서 소통하고자 했다. 가례를 통해서 체득하는 예법의 표현과 관련 내용들은 삶
의 현장을 공유하는 도덕 원리이다. 바로 그러한 도덕 원리로부터 예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예법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을 부단히 강조한 것이
다. 이와 같은 관점이 가능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내면적 덕성 함양의 과
제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법의 실천은 인간
이라면 마땅히 인간답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여되는 인륜 도덕의 문제
이므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 공공성의 실천 방안은 가례로부
터 비롯되어야만 한다. 다음의 구절은 예의 실천과 사회 윤리의 확장이 어떤 관계
를 맺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저 행한다 하는 것은

禮의 실천을 가리킨다

.

신분 높은 이를 존경하고, 노인을 효양하

……) 군신 사이

며, 연장자를 종순하고, 어린이를 자애롭게 대하며, 미천한 자에게 베푼다. (

에도 예의가 없으면 존엄해지지 않고, 부자 사이에도 예의가 없으면 친숙해지지 않으며, 형
제 사이에도 예의가 없으면 공순해지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없으면 기쁘지 않게 된

다. 어린이는 이것으로 성장하고 노인은 이것으로 봉양 받는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천지가 이를 낳고 성인이 이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다.245)

『論語』,「爲政」, “子曰書云 孝乎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為政 奚其為為政”
『荀子』,「大略」, “夫行也者 行禮之謂也 禮也者 貴者敬焉 老者孝焉 長者弟焉 幼者慈焉 賤
者惠焉 (……) 君臣不得不尊 父子不得不親 兄弟不得不順 夫婦不得不驩 少者以長 老者以養
故天地生之 聖人成之”

24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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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기 때문에

禮는 인간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건인 것이다. 인간은 예를 행함으

로써 서로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할 수 있고, 단결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개
인의 몸에 있어서 피부나 근육이나 뼈 등의
계속 강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246)

連接이나 結束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생명을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적인 정서 유대를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정-사회의 학습을 연계하는 교육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도덕교육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정

· 사회와 공동체 · 자연으로 이어지는 가치관계 확장법을

전제로 해야만 함을 의미한다.247) 다시 말해, 도덕교육에서 가치관계를 확장한다는
말은 관계의 윤리적 질서에 비추어 예법에 기초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예법을
통해 자기 행위를 주재하는

自我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생과 공존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의지와 정신을 굳건히 세우
게 되기”248)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와 정신은 어려서부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 내에서 효제를 익히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거듭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즉 예
법에 입각하고 도덕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덕적 사고

· 행위를 사회

에 확장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이때 도덕교육을 통한 가치관계 확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회 공동체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예법
함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249) 학교와 사회 공동체에서 학생에게
예법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도덕적 반응을 전하지 못한다면, 합당한 관계의 윤리
질서는 결코 확장될 수 없다. 이것은 학교와 사회 공동체가 예법의 실천을 장려하

『禮記』,「禮運」, “故禮義也者 人之大端也 所以講信修睦而固人之肌膚之會 筋骸之束也 所
以養生送死事鬼神之大端也”

246)

247) Bronfenbrenner. U(1979)가 주장하는 인간 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을 도덕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관계
적 유기체계가 겹겹이 포개어지는 조직화된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 Design, S.l. : Harvard University Press, 54,
104쪽.
248) 김충열(1994), (김충열 교수의) 유가윤리 강의 , 서울: 예문서원, 61쪽.
249) 예법에 기초한 관계의 윤리 질서가 확장되는 일은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작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생에게 예법에 부합
하는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dl 입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Nancy
Eisenberg, “Self-Attributions, Social Interaction, and Moral Development” in William M.
Kurtines and Jacob L. Gewirtz ed.(1987), 29-31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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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도덕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
한다. 학생은 교사에게

孝를, 또래 집단에게는 悌를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할 때, 그

들은 도덕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과 관계의 윤리적 질서에 대한 신뢰250)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가정과 사회, 나아가 자연에 이르는 관계적 질서를 상관적 사
고(correlative thinking)라는 동양적 사고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도덕교육에서 가정-사회학습의 근간으로 효제의 실천을 강조할 때, 효제를 자칫
일방적이고 고정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 4장에서 밝힌 바와 같
이, 효제 개념은 혈연적인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인륜의 덕성으로, 예법

·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넓혀지는 특징을 갖는다. 효제를 단지
위계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접근한다면, 효제가 仁의 근본이라는 공자의 의도를 이
실천을 통해 수직

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가 예법관의 도덕교육적 함의도 놓치게 된다. 그
러므로 도덕교육에서 예법 실천을 통해 관계의 윤리적 질서를 확장하는 일은 학생
과 연결된 환경을 윤리적 구조로 체계화하며, 학생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
계에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끈다.

250) 이숙정(2006)은 신뢰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신뢰를 개인의 안정적 특성으로
보는 ‘특성적 신뢰’이며, 다른 하나는 신뢰 그 자체보다는 신뢰를 하는 행위자들의 관계와
그러한 관계에 기저에 놓인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 ‘관계적 신뢰’이다. 학교는 일반 사회와
달리,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교사와 교사
들 간의 관계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들은 모두 학교 교육에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관계의 윤리적 질서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도
와서 도덕적인 학교 분위기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의 시각에
서 보면, 가례를 통해서 예법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원자적 개인이 아니며, 사회와 유기적 관
계를 맺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예법이라는 도덕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정서적 신뢰를 형성
하려는 노력은, 도덕 교육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관계적 신뢰'에 의한
도덕적 교육공동체 형성 가능성 ,
Vol.18 No.1, 한국도덕교육학회, 161-163
쪽.

」 『道德敎育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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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진 시기 유가 예법 개념의 특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공
자, 맹자, 순자의 예법관을 논하였다. 유가의 예법사상에 내재된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가 갖는 효능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파악하는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
고, 이런 논의에 기초하여 유가 예법관의 도덕교육적 함의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예법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공자 이전 시
기 예법론의 의미 분화 과정을 살펴봤다. 여기에서 예법 개념의 동태적 측면에 기

字義를 분석했던 일은 예법 관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상고시
대 예 개념은 祭儀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그 외연이 확대되어 인간 생활 전반의 의
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周禮에 이르러서는 예가 도덕적 행위원칙이나
政事의 기본원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분화되었다. 한편 법 개념은 범법자를 처결
초하여

하여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적 성격을 함축하였다. 법
의 원의는 정치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있지 않으며, 소극적 의미에서
형벌로 국한되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예의 효능이 법의 적극적인 의미를 대체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를 통해 법 개념을 도출하는 것으로 예법 개념이 형성되
었다.
서주시대에는 예가 넓은 의미에서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벌
이 예치 체계 내에 부수적으로 종속되었다. 그러나 선진시대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
한 제후국들 간의 움직임 속에서,

管仲과 子産의 법치론은 예와 분리된 법의 단독

적 지위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관중의 논의 구조는 선을 행
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인재 등용술과 형벌론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자산은 형벌의 성문화를 통해서 법의 독립적 영역을 확립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공자는 주례를 전승하면서도, 예법 개념을 근본적으
로 바꾸었다. 상고 시대의 종교적이며 의례적 의미에 불과했던 예는 공자에 이르러
인간의 덕성과 내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변화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선진 유가의 예법관의 특징을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공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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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그를 계승하는 맹자와 순자의 예법 사상을 함께 논하였다. 우선 공자의 예
법관은 ‘도덕적 인문화’ 과정으로 규정되며, 예 개념이 인문적인 영역으로서 의미
를 갖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자의 문질론은 예의
본질과 형식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임을 밝혔
다. 공자 이전에 예는 외재적 표준에 불과했으나, 공자의 예는 주체의 내면적 자각
과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는 예의 형식화를 경계하고 인간의 의식적인 자
각 아래서 예 형식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자의 정명론
역시 예의 논리구조로 통섭되며, 문질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맹자의 예법관에서는 예 개념이 내면의 도덕 품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를 가
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행위자의

心에 담보되는 것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

다. 여기서 예의 내재적 구조는 측은지심을 근거로 형성되면서, 마음의 주재성이
강조된다. 또한 맹자의 심선론적 체계 내에서

仁과 義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면서,

인의가 예법을 통해 실천적 행위양식으로 추동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가 인의
관념에 기초하면서, 사회

· 정치의 운영원리에서도 인의에 따른 통치론이 전개된

다.
순자의 예법관은 일견 맹자의 심성과 수양에 대한 사상적 차이로 말미암아 오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순자는 예법관에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공맹과 다르지
만, 철학적 유사성을 보였다. 순자의 예 개념은 생물학적 자연성에 의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외재적 규범으로 상정된다. 맹자의 예 개념이 내재적인 것과
반대로, 외적 대상 체계로 확장되어 반사회적인

性의 경향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이

자 인륜의 총칙으로 수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의 예 개념에서는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과 습관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또한 패도를 차선의 정치 형태로 규
정하고 형벌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점에서 자신만의 특징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위와 같이 논하고, 이로부터 포착된 특징을 세
가지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법가의 법치론과 비교해보면, 1)

道

德에 기초한 예법, 2) 人情에 기초한 예법, 3) 親親에 기초한 예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도덕에 기초한 예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예법은 타율적 권위와 비도덕적 방식으로 시행되는 법가의 법치론에 대한 모순과
한계를 비판하는 이론적 전제를 함축한다. 즉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도덕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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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자각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이에 근거하여 예를 실천할 것을 강조
하였다. 이는 예법 주체가 곧 자율적 도덕 주체임을 의미하며, 도덕적 자율성에 의
한 교화만이 ‘인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도
덕 주체의 자율성과 교화만이 예법의 실제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이다.
둘째,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인정에 기초한 예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선진유가
에서 인간의 정감은

心性과 결부되므로, 情의 발함은 예법의 실천과 직결된다. 예

는 정과 윤리적 동기를 연결해주면서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인정이 예법에 부합하여 발현되는 일을 ‘인정의 예제
화’로 규정하고, 인정의 예제화가 예법 주체의 인격 형성과 행동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혔다. 인정에 기초한 예법의 실천이 곧 내면의 도덕적 정서와 공동체의
윤리적 유대감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셋째,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친친에 기초한 예법사상이다. 선진 유가는 혈연에
대한 인정을 주장한다. 즉 가정 내에서 실천되는 예법을 공공의 윤리적 담론으로
확장한다. 사회 윤리와 예법의 당위성을 친친에 기초한 자율적인 도덕 교화의 입장
에서 파생시키려는 것이 선진 유가의 입장이다. 생물학적인 혈연의

人情에서부터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규범적 당위성을 부과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가 공
동체의 일원인 개인에게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 유가
예법관에서 가법의 권위 증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 원리의 보편성을 통해

禮의 公共性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는 예법 사상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예법 사상은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데,
이는 현대 도덕교육론과도 부합한다. 현행(2015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
덕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도덕과의 목표로 상정하는데, 유가의 예법 사상은
이러한 논의의 사상적 논거를 제공한다. 둘째, 정서학습의 당위성이다. 유가에서는
예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추동될 것을 강조한다. 도덕적 실천에 있어 합

․

리적인 도덕판단 사고력은 충분조건이 아니며, 정서의 발현 및 표현 역시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정서학습을 강조하는 최근 도덕심리학의 연구경
향과도 조응한다. 셋째, 유가 예법관의 특징은 개인의 삶과 공공의 삶을 엄격히 분
리하지 않으며, 개인-가정-사회 영역 간의 소통을 예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이 점은 한 개인의 도덕적 발달이 단지 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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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가정 및 사회 공동체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점은

』

『인성교육

진흥법 제 5조에서 언급된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
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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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 tudy on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Jang, Yuji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and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refers to the discourses of Confucius, Mencius and Xunzi on li
and fa, those which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Until now, studies on the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have failed to either embrace the traces of intellectual explorations
of Confucius, Mencius and Xunzi by focusing on the forms of li, or provide an
answer to the fundamental issues on the li and fa by approaching 'li' within
the structure of natural law. Some other studies focused on th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cius and Xunzi, and therefore, have limited the views
of li and fa of the two philosophers as conflicting ideas. Thus, this study is to
escape from such conventions and examine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more analytically in order to learn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contained in its internal logic.
For such purpose,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meanings in the
concepts of li and fa before Qin Dynasty shall be examined first because, the
internal structure of li and fa within the Confucius discourse was systemized
under recognition of legalism emphasizing punishment and written law. It can

禮治),' those which are the

help clarifying the concepts of 'li' and 'rule of li (

fundamental concepts for an argument of li and fa, and discussing intellectual
map of the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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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In ancient China, the significance of 'li ( )' was originated from rituals,
then, it was expanded gradually to contain all forms in human life. Meanwhile,

法

'fa ( )' was understood through the idea of punishment or sin, and it means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fa did not include the active meaning that signifies
normative standards and political order. At the time, legal characteristics were

禮法)' was

included within 'li' in a broad sense, and the idea of 'li and fa (

derived naturally from such understanding. However, during the ancient time,
'li' mostly remained as formalities, and thus, conflicting views on 'li' was

周禮): one is

introduced with the collapse of Zhou li (

the discourses of Guan

管仲) and Zichan (子産), those which are to reorganize political orders by

Zhong (

establishing fa as a normative standard while partially considering the idea of

'li,' and another is the view of li and fa of Confucius, which is to enhance the
status of 'li' by inheriting Zhou li while criticizing the formalization of 'li.'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was derived from the
ideas of Confucius, because the idea of 'li' went through a process of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meanings' from the ancient idea, and the process
was initiated by Confucius.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meanings' signifies
that the idea of 'li' was changed to a form, in which virtue and subjectivity of
humans are emphasized. Meanwhile, Mencius and Xunzi, while inheriting the
view of Confucius, developed their own views based on their own philosophies
by combining the circumstances and issues they faced at the time. In short,

心善)' and structured it as

Mencius made a connection between 'li' and 'xinshan (

an internal character while Xunzi defined 'li' as an external standard to
artificially manipulate anti-social nature of humans.
What shall be pointed out is that all three of these philosophers argued

心

性

the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in connection with 'xin ( ), xing ( ) and

情

qing ( ),' and it means that a strong interest on human and moralities are
implied within the discourse of li and fa. Th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shall be systemized into a work

to

reconstitute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the idea of li and fa while
- 116 -

examining the philosophical meaning behind the idea.
Thus, in this study, the essence and significances of the idea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are clarified, then, categorized into three
characteristics before their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 moral autonomy and
subjectivity is discussed through 'li and fa based on morality.' Second, it is
proved that the ritualization of human emotions is the key factor behind
formation of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control of the subjects of li and fa

人情).' Third, It is explained that

through 'li and fa based on human emotions (

to practice li and fa based on natural emotional bonds such as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is to strengthen the orders and ethics within the community and

親親).'

society through 'li and fa based on qinqin (

During the process, a

comparison between the view of li and fa of Confucianism and the view of rule
of fa of Legalism is made in order to go through the conflicts between the li
and fa of Confucianism and Legalism. Lastly,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discussions made in this study: First is 'moral
autonomy.' Students, those who practice li and fa, can grow up to be
autonomous

moral

subjects

through

self-objectification

and

reflective

introspection. Second is 'systemization of emotional learning.' Learning of
ritualization of human emotions can help students develop moral capabilities
and benevolence. Third is 'moral education at home and society.' Students can
continuously practice mor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ithin the various social
relationships they belong to through li and fa.

Keywords: Pre-Qin Confucianism, li and fa, Moral autonomy, Human emotions,

Qinqin,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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