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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순자 론 연구

이 운 주

  본 논문은 ‘荀子 禮論 硏究’라는 연구 주제에 부합되게 순자 禮論의 이론  

배경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회 ·도덕  함의, 도덕철학  함의를 논

하고 이로부터 순자 禮論이 함유하고 있는 도덕교육  요소와 그 가치를 밝혔

다. 이를 해 본문에서는 먼  순자 禮論의 이론  배경을 탐색하기 해 순

자 사상이 등장하고 형성된 역사 ·사상  배경을 논한 후, 유가  禮개념의 

발  과정에서 순자의 禮論이 어떠한 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순자는 禮의 사회·정치규범  성격과 도덕교화  성격을 모두 시하 다. 

우선 순자는 禮의 외재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며 禮를 통해 사회  질

서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순자는 禮를 통해 사람들을 敎化하여 도덕  완성을 이루어 聖人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순자 禮論의 도덕철학  함의를 밝히기 해 禮의 도덕철학  기 , 禮의 

도덕  공능, 禮를 통해 도달하는 도덕  이상인격의 경지를 차례 로 논하

다. 우선 情, 知, 義, 誠개념이  각각 禮의 성립 근거, 인식 능력, 실천 원칙, 

월  성격을 담보하고 있다는 을 논증하 다. 한 禮의 도덕  功能을 

‘분별과 표 [分別標準]’, ‘욕구를 제하고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기르는[節

欲養情]’,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治氣養心]’, ‘선한 행 를 실천함으로

써 덕성을 이루는[積善成德]’ 총 네가지로 나 어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禮

를 통한 도덕  이상인격의 실 에 해 ‘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化

性起僞]’, ‘감정과 형식의 조화와 통일[情文統一]’, ‘앎과 의 자연스러운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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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通統類]’를 심으로 논하 다.

  마지막으로 순자 론의 도덕교육  함의를 도덕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이라는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순자 론의 함의를 의 도덕 

교육에 반 한다면 우리의 문화와 체질에 보다 친숙한  하나의 도덕교육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어  : 순자,  론,  도 덕 교 육

학   번 : 2013-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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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

  도덕 교과는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첩된 인간상을 설정하

고 이 두 인간상 사이의 바람직한 계 설정을 토 로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

를 구 하고자 노력하는 실천 성향을 길러주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1) 

즉 도덕 교육은 ‘도덕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토 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볼 수 있다. ‘도덕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인간상은 동양 철학에

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국 철학은 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에 

한 탐구를 심으로 개되어왔으며, 특히 儒學은 인간을 심에 두고 이상

 자아와 이상  사회의 실 이라는 목 을 실 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 을 

실 하기 해 필수 으로 제기되었던 물음은 바로 人性에 한 것이었다. 유

구한 시간 속에서 人性문제가 수많은 사상가들의 사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

던 것은 바로 이것이 이상  자아와 이상  사회의 실 을 논의하기 한 기

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선진시  유가 인성론의 

기 를 세운 사람으로는 맹자와 순자를 들 수 있다. 맹자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로서 도덕성을 내세우며 인간의 도덕성이 선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논증한 반면 순자는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성질로서의 본성에 주

목하여 도덕성은 외부 ·후천  요인에 의해 획득된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

후 맹자와 순자의 사상은 性善說2)과 性惡說3)을 표로 립구도를 형성하게 

1)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고시 제2015-74호 [별책 6](서울: 교육부, 2015), pp. 

3-4.

2) 맹자는 도덕성이 표출되는 통로가 도덕심이라고 보았고,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본

성은 도덕주체를 의미하는 도덕심으로서 우리 내면에 실재하는 本心이므로 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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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맹자를 극 으로 추존했던 송  유학자들4) 에 의해 순자는 더 이상 

조명 받지 못하고 유학의 뜻에서 벗어난 결과를 래한 사상가로 치부되기에 

이른다.5)

  하지만 순자를 유가와 법가 사이의 징검다리로 보며 비 하는 학자들의 의

견6)과 달리 선진유학은 공자에서 창시되어 맹자를 거쳐 순자에 이르러 집

性善說은 心善說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3) 性惡이라는 표 은 후  학자들이 순자를 비 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비 의 부

분은 惡 개념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순자의 惡개념은 선악의 이분법  구분에

서 생되는 실체 인 악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에서 순자의 인성론을 性惡說로 

단순화 시키는 것은 그 眞意를 왜곡할 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惡이 지시하는 

상은 본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본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혼란이다. 이에 한 논의는 본론에서 개하겠다.

4) 程伊天은 “순자는 극도로 치우쳤다. 오직 ‘성악’만 있으며 큰 근본을 잃어버렸다.”

고 평했으며 朱熹는 순자가 한비자와 신불해로 표되는 법가 사상가와 다를 바 

없으며 그 사상의 요지는 ‘법과 제도’를 밝히는 데 있었다고 비 했다. 

5) 김충열은 유학사상사에서 순자가 무시되고 소외된 까닭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

째. 한유가 유가의 도통론을 정할 때 맹자를 넣고 순자를 제외시킴으로써 맹자와 

순자의 균형이 깨어졌다. 당나라 이 에는 주공과 공자가 병칭되어 맹자와 순자가 

동등시 되었으나, 당나라 이후에 공자와 맹자가 병칭되며 순자의 상은 맹자와 

립될 수가 없었다. 둘째. 공맹순의 학설을 역사 으로 진 되어 완성되어 가는 과

정으로 보지 않고, 각각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서로의 지속성과 연

성 보다는 립되고 상반된 면만을 부각시켰다. 셋째. 따라서 맹자와 순자의 사상

을 서로 립, 상반된 것으로만 악하고, 그 상반성을 함께 갖추어야 비로소 완

한 체계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넷째. 순자가 처한 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충열, 『동양사상산고Ⅱ』(서울: 문지, 

1994), p. 108.

6) 표 으로 勞思光을 들 수 있다. 그는 순자의 학설을 ‘맹자의 심성론을 어겨버리

고 도가, 묵가의 말을 잡다하게 취하 ’고 ‘성악설을 제창하여 스승의 법도를 말하

으나 이리 리 충돌되었’으며, 마침내는 ‘권 주의에 떨어져 법가를 탄생’시키게 

하 다고 주장하며 순자에 해 비  입장을 취한다. 勞思光,『 국철학사 고

편』, 정인재 옮김 (서울: 탐구당, 1987), pp.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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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자의 ‘雜家的’ 성격은 ‘ 국시  말기’라는 시  

배경과 한 련을 맺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순자 본인이 일 되게 자신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 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순자의 유가  정체성은 

그의 禮論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순자의 禮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해 요

청되는 외재  규범의 의미를 넘어서 아름답지 못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이 善

을 추구하고, 완 한 덕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순자 도덕사상의 핵심은 바로 禮論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그 다면 순자의 禮論을 탐구하는 것은 도덕교육에 어떤 함의를  수 있는

가? 순자의 禮論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

떤 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순자의 사상을 재해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禮는 仁, 義, 智등과 함께 떠오르는 유학의 가장 표 인 개념  하나로 

꼽히며, 유교문화권의 환경에서 禮가 인간에게 미치는 향은 지 하다. 사소

하게는 학생이 선생과 마주쳤을 때 건네는 목례에서부터 길례(吉禮)·흉례(凶

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의 五禮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

과 생활은 禮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들은 

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억압  규범, 지 은 이미 

구습이 되어버린 것이며, 기껏 제사에서 뜻도 잘 모르고 따라하는 의례의 

칙이거나, 아니면 존 어의 형태로 인간 계의 평등  유 로의 지향을 가로

막는 시 착오  어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7) 는 이처럼 이미 우리로부터 

심리 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기에 낯설어진 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개념일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통 사회에서 禮는 四德의 하나로 꼽히며 인간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규범으로서 작용했으나, 오늘날  사회에는 禮의 도덕  규범으로서의 

기능에 해 회의 인 시각이 만연해있다.8) 禮는 어디에서 기원하며, 우리는 

7) 이장희, 「禮와 德」, 『동방학』제 32집 (2015),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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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禮를 따라야 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을 치르고, 복도에서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은 어떤 도덕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단순한 습성을 넘어

선 ‘도덕성’을 禮의 어디에서 담보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 을 

순자의 禮論을 조망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 에서 시작

되었다.

  이 같은 연구 동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연구 목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공자의 사상을 맹자와 다른 노선으로 계승·발 시켜 先秦時

代 儒學을 집 성한 순자의 사상을 그의 禮論을 심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송  유학자들은 맹자의 學을 ‘內學’으로 보고 극 으로 추존하 던 반면 순

자의 學은 ‘外學’으로 보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禮論을 통해 內學과 外學을 통하는 종합 인 사상을 구축하 다. 맹자와 비

교하면 순자의 철학  심이 사회정치  측면에 편 되어 있는 듯 보이나 순

자 사상의 논리 ·당  기 는 분명 도덕교화론에 근거하고 있다. 순자의 

禮論에 내재한 풍부한 심성론 , 교화론  함의는 후  유가 발 에 지 한 

향을 미쳤다. 따라서 유가철학을 온 히 이해하기 해 순자의 禮論을 심층

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순자 禮論을 사회·정치 규범 , 개인 도덕교화  측면으로 나 어 각

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순자의 禮는 사회·정치  측면에서는 

群居和一之道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순자는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요구

에 한 조  필요성에 의해 禮가 제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분배’의 

상은 단순한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직 등의 사회  지  역시 포함하는 

것이다. 기본 인 사회윤리의 각도에서 보면 禮의 목표는 사회명분을 확정하

고 다양한 인간 계를 조 함으로써 종국 으로 群居和一의 이상  사회를 구

하는 데 있다. 한 禮는 개인 도덕  측면에서는 成人之道로서 작용한다. 

禮論으로 구체화되는 순자의 도덕사상은 단순히 사회·정치  측면에만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덕성 측면으로까지 뻗치고 있다. 순자는 ‘진정한 인간

8) 의 논문,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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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해 

천착했으며 그 해답으로 禮를 제시했다. 즉 禮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 인 도

덕 가치를 실 함으로써 도덕  완성을 이루는 데 요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고 볼 수 있으며, 이 을 으로 논증할 것이다.

  셋째, 순자 禮論의 도덕철학  함의를 深探하는 작업이다. 순자의 禮를 섣불

리 ‘외재  사회 규범’으로 환원하면 法과 禮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法과 구

분되는 禮의 성격을 살펴보기 해서는 禮가 지닌 풍부한 도덕  함의를 발굴

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순자는 情, 知, 義, 誠 등의 유가의 도덕 가치들과 禮

를 연결시키며 禮의 도덕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한 禮의 도덕  공능이 ‘도

덕  공동체의 구성원’과 ‘도덕  완성을 이룩한 개인’ 두 가지 이상  인간상

을 실 하고 통합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음을 천명하 다. 이 작업을 통해 禮

의 도덕철학  근거를 논증할 것이다.

  넷째, 순자 禮論이 오늘날의 도덕교육에 어떤 함의를  수 있는지 밝 낼 

필요가 있다. 순자는 인간이 자신의 內心과 이로부터 표출되는 행동 양자 간

의 조화와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도덕 으로 완성되어간다고 보았으며, 이 과

정에서 특히 ‘배움’을 강조하 다. 禮를 배우고 그 의미를 반추하며 지속 으

로 실천하는 도덕수양의 과정을 통해 례  도덕성과 반성  도덕성 양자간

의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학생들의 주변 환경은 이러한 도덕수양의 부

단한 과정에 막 한 향을 미치므로 도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요한 의

의를 지닌다. 한 스승[師]은 禮와 학생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禮를 

올바르게 해석하거나 행함으로써 학생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 존재한다. 

순자 禮論을 도덕교육이라는 바탕 아래서 반추하는 작업을 통해 도덕교육의 

목 과 내용, 방법에 한 논의에서 禮가 지니는 의의를 모색할 것이다.

   2 . 연구 범 와 연구 방 법



- 6 -

  본 연구의 주제는 순자의 禮論을 연구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순자의 天

論, 人性論, 社 政治論 등 반  사상을 다룰 때는 禮論과의 유기  계를 

바탕에 두고 논의하도록 한다. 순자의 유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국시  말기 사상 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개되었던 道家, 墨家, 法家사상

과 순자의 사상을 비교·분석하겠다. 한 孔子, 孟子의 사상과 순자의 사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순자 사상의 고유한 특징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해 본 논문은 문헌 연구 방법과 개념 분석 방

법을 택한다. 동양학에서 고문헌은 기본 으로 고 한어의 문자, 어휘, 어법을 

이용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고문헌에 한 연구 방법은 문자학, 음운학 등의 

소학( 學)  연구방법을 기 로 한다. 소학이란 고 한어의 한자에 해 그 

형태, 발음,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을 총칭한다. 고 한어의 한자는 聖人이 창

작한 표 체로 여겨졌으므로 이에 한 연구는 성인이 개개의 한자에 담은 표

 의도를 탐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순자 론과 련

된 연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연구자는 순자 혹은 순자학 의 

작으로 알려져 있는 『荀子』원 을 주 텍스트로 삼아 순자 사상을 논할 것

이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역본과 주석서를 참고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는 순자 론과 련된 연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연구자는 순

자 혹은 순자학 의 작으로 알려져 있는『荀子』원 을 주 텍스트로 삼아 

순자 사상을 논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역본과 주석서를 참고할 것이

다. 역본의 경우는 표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 王先謙의 『荀子集解』(北

京: 中華書局, 1988)를 가장 많이 참고하 으며, 역본의 경우 통 으로 많

은 학자들이 참고해왔던 Knoblock의 Xunzi: A Translation and Study of 

Complete Works(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1994)

와 비교  최근 발행된 Hutton의 Xunzi: The Complete Text(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14) 두 권을, 국역본은 이운구의『순

자』(서울: 한길사, 2006)를 주로 참고하되 한자어가 잘못 표기되거나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이를 원 의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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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정하여 해석하 다. 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련 문가들의 논문

과 서  등 2차 자료를 극 으로 활용하 다. 순자 사상에 한 해석과 평

가는 주로 馮友蘭, 徐復觀, 牟宗三, 勞思光, 蔡仁厚 등의 학자들의 논의를 참고

하 고, 순자 禮論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로는 佐藤 之9), 王楷10), 吳樹

勤11)의 연구서를 참고하 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순자 禮論

의 이론  기 를 탐색할 것이다. 먼  1 에서는 순자 론이 등장한 역사

·사상  배경을 기술한다. 순자의 禮개념이 공자를 계승하는 한편 맹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지 이 생긴 것은 그가 활동했던 국시  말기라는 역사  

상황과 한 련이 있으며, 사상사 으로 이 시기에는 仁을 바탕으로 한 

정치에서 禮를 통한 정치로의 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2 은 유가  

禮개념의 발 과정을 개략한다. 최 의 禮는 인간과 神이 소통하는 행 로서, 

종교의식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사회  습 과 풍속이 여기에 녹아들며 

차 으로 어떠한 규칙성을 담보하는 개념으로 발 하 다. 공자는 인간이 

각자 동등한 자격으로 禮式에 참여함으로써 조야한 충동을 충족시켜 자연스럽

게 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禮를 도덕  의미로 환시켰으며 맹자는 나아

가 辭讓之心을 禮의 단서로 제시하며 禮의 가치  근거를 인간의 마음에 귀속

시켰다. 이러한 유가  의 발  과정이 순자 禮論 형성에 미친 향을 아울

9) 佐藤 之(마사유키 사토)의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는 국시  말기 직하

학 의 지  담론 아래 형성된 순자의 사상을 윤리  담론에서부터 사회-정치  

담론을 아우르며 종합 으로 분석하 다. 

10) 王楷의 『天然 修爲』는 순자의 도덕철학사상을 道德德性論, 理智德性論, 道德情

感論, 道德收養論을 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왕해는 순자 사상이 외재  

규범에 한 심 보다는 내재  ‘도덕 수양’ 문제를 논증하는 데 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11) 吳樹勤의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以“知通統類爲核心”』은 순자의 사상을 禮論을 

심으로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오수근은 知通統類를 순자 禮學사상의 핵심

으로 삼아 이에 해 자세히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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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순자 禮論을 사회 ·도덕  측면으로 나 어 논의를 개한다. 1

은 사회  측면에서 바라본 禮論을 주제로, 먼  순자의 인간 과 이로 인

해 제기되는 사회·정치  규범의 필요성을 진술한 후, 群居和一之道로서 기능

하는 禮의 성격을 설명한다. 2 에서는 개인의 도덕교화 원리라는 각도에서 

바라본 禮論을 주제로, 인간의 도덕  완성의 가능성과 善의 근원에 한 문

제를 기술한 후 成人之道로서 작용하는 禮의 성격을 추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순자 禮論의 도덕철학  함의를 논증한다. 1 에서는 情, 知, 義, 

誠를 심으로 각각 禮의 성립 근거, 禮에 한 인식 능력, 禮를 실천하는 원

칙, 禮의 월  성격을 담보하는 개념임을 밝힘으로써 禮의 도덕철학  기

를 논증할 것이다. 2 에서는 禮의 ‘분별과 표 [分別標準]’, ‘욕구를 제하고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기르는[節欲養情]’,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治氣養心]’, ‘선한 행 를 실천함으로써 덕성을 이루는[積善成德]’ 도덕  공능

을 기술한다. 3 은 禮를 통한 도덕  이상인격의 실 에 해 ‘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化性起僞]’, ‘감정과 형식의 조화와 통일[情文統一]’, ‘앎과 

의 자연스러운 합치[知通統類]’를 심으로 논한다.

  5장은 순자 禮論의 도덕교육  함의에 해 도덕교육의 목표와 내용·방법  

측면에서 논의를 개한다. 1 에서는 순자 禮論이 도덕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배움을 통한 도덕  완성 추구’, ‘ 례  도덕성과 반성  도덕성의 조

화’의 함의를 지닌다는 을 추론할 것이며 2 에서는 도덕교육의 내용에 있

어 禮의 지속  실천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도덕  환경 조성과 

스승의 가르침이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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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순 자  론( 禮 論 ) 의  이 론  기

  1. 순 자  禮 論 의  역 사 · 사 상  배 경

  ‘春秋戰國’이라는 시  배경 아래 등장한 諸子학 들은 모두 자신의 학문

으로 세상을 구하기를 希願하 고, 자신의 학설이 정치 으로 실 될 기회를 

찾아 국을 떠돌았다. 순자가 자신의 학설을 정립하고 이를 펼치고자 했던 

시기는 戰國時代 말기 다. 당시는 覇國들간의 兼倂 쟁으로 인해 ‘시체가 산

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는’, 혼란이 극에 달한 시기 으며, 혼란을 해소하고 

평화를 회복할 ‘통일국가’의 등장에 한 염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던 시기이

기도 했다. 시 의 혼란을 도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바로잡고자 했던 儒家의 

사상가들, 특히 孔子와 孟子는 仁治를 실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며, 仁政

이 平天下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연  유 에 기 한 宗法 建질

서가 解體되어 가던 시  상황에서 孔孟의 仁政論은 실  힘을 얻기 어려

웠다. 순자는 이러한 시  과제에 직면하여 통 인 유가의 학설을 ‘禮’를 

심으로 창조 으로 계승·발 시켰으며, 이 때문에 孔子·孟子의 학설과 순자

의 학설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孔孟과 荀子가 처했던 

시 ·사상  상황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은 순자 사상의 특색을 선명히 드러

내는 데 도움이 된다.

( 1)  춘추 에 서 국 시 기로 의  시  환

  周의 건국 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武王은 殷을 정복한 후 자신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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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성 씨족을 諸侯로 하여 지방의 넓은 토를 分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통치를 일임하 다. 제후들은 일임받은 지역에서 周王을 리해 통치하면서 

자신의 지를 주로 자신의 형제와 친척들인 卿大夫에게 再分 하여 그 지역

의 통치를 맡겼다.12) 주왕과 제후, 경 부는 모두 연 계로 얽 있으므로 周

의 통치는 종족구성원의 연  유 에 기 한 宗法질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  충성이라는 원리는 곧 국가에 한 충성과 동일시되었으며 이러한 상

황에서 가족윤리는 곧 사회·국가윤리로 받아들여졌다.13) 

  이 시 에 禮는 범 한 의미를 지닌 사회 규범으로서, 각종 과 의식

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의 근본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 제도와 통

치 질서까지도 의미했다. 주왕은 자신의 인척을 제후로 하여 ‘ 연  유

[親親]’을 지키게 하고 禮를 수하게 함으로써 통치 질서를 굳건히 하 다.

  그러나 春秋 시 에 들어서며 周王을 정 으로 하는 周의 건·종법 질서가 

서서히 붕괴하게 되었다.14) 우선 연  연 를 기 로 건립된 통치 질서는 

세 가 흐를수록 그 연 계의 농도가 어졌으며, 이에 따라 왕과 건 제

후들과의 계, 즉 종법질서가 근본 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한 토를 확장

하고 지배하에 있는 노동력을 발 의 원동력으로 삼아 개인 인 힘을 강화해 

온 제후들에 한 주왕의 통제력이 약화되어갔다. 특히 변방의 제후들은 이민

족을 격퇴하거나 반란 세력을 제거하기 해 군비확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

12) 송 배, 『 국사회사상사』(서울: 철학과 실사), 1992, pp. 33-37.

13) 가족 내에서 자식의 부모에 한 존경[孝]과 연소자의 연장자에 한 존경[悌]은 

제후의 왕에 한 복종과 하층 료의 상층 료에 한 존경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

었다. 주왕과 제후, 제후와 경 부의 계는 가부장  원리에 따라 형성된 부자

계에 유비되었으며, 이러한 가부장  원리는 특히 주나라의 통치질서 유지를 목표

로 했다. 효와 제라는 덕목 외에도 夫婦, 長幼, 朋友사이의 계에 따른 여러 덕목

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덕목들은 연  계가 있는 사람을 우선 으로 하

는 親親사상에 기 해 있다. 의 책, pp. 36-37. 

14) 이성구, 「春秋戰國時代의 國歌와 社 」, 『講座中國史Ⅰ』(서울: 지식산업사, 

2013), pp.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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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독자 으로 결정하 으며, 이에 따라 차 주왕으로부터 독립되어갔다. 이

러한 상황에서 齊, 晋, 宋, 秦, 楚등의 제후국은 다른 제후국에 한 覇權을 차

지하 으며, 이러한 패후국의 왕들은 주왕실보다 우세해진 경제 , 군사  힘

을 바탕으로 주왕의 권 에 도 하 다.15)  

  춘추시  말기부터 다른 제후국을 병합함으로써 자신의 토를 확장하는 일

에 몰두한 소수 강 국들은 확장된 토를 직  통치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경 부와 같은 종래의 귀족 세력도 약화시키려 하 다. 이를 해 제후들은 

토를 받지 않고 만 받는 지식인, 즉 士를 임명하 다. 계속되는 쟁 동

안에 이 지식인 문가들은 군사 ·행정 으로 제후들의 앙집권화를 실 시

키는 데 기여하 다. 

  국시 의 개막과 함께 종래의 건·종법질서에 기 한 성읍국가는 완 히 

붕괴하고 앙집권  료제 질서에 근거한 토국가로 환된다.16) 한 

국시 에 들어서면 춘추 기에 170여개 국이 되던 제후국은 멸국과정을 통해 

20여개 국으로 정리되며, 소수의 강 국만이 남아 병존체제를 유지하게 되지

만 정치  구심 의 부재라는 이유로 인해 제후국간의 쟁은 더욱 격화되었

다.17) 규모의 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거나 피로 물들었고 수십만의 포

로가 학살되거나 노 로 락했으며, 범 한 지역이 약탈되어 많은 이들이 

15) 王楷, 『天然 修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p. 11-16.

16) 殷代부터 春秋時代까지 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 는 邑이었다. 聚落에 한 

통칭으로서의 읍은 발달 정도에 따라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읍은 연  

유 를 바탕으로 하여 소규모 자연 개 농경을 하던 씨족제 , 자립자존  

락공동체 다. 이러한 읍들이 춘추 기를 분기로 하여 권력의 집 화 과정 속에서 

차 그 독립성을 상실하여 앙에 속되면서 국시  토국가체제하에 앙에 

직할된 縣으로 재편되어 나간다. Hsu Choyun, Ancient China in 

Transition(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pp. 78-90.

17) 춘추시 에 비해 국시  쟁발발 건수는 1/2 미만으로 어들었지만, 쟁방식

이 車戰에서 步兵戰으로 환되어 많게는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기도 했고, 함락

을 목표로 한 攻城戰이 보편화되어 그에 상응하는 성곽의 규모화·견고화로 인해 

포 에도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의 책, pp. 53-77.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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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거나 사회  신분을 박탈당했고, 빈번한 징발과 과도한 賦稅로 민

의 생활은 탄에 이르 다. 이에 諸子들은 당 의 실을 天下大亂의 상태

로 인식하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평화를 회복할 마다의 방안을 제시하

게 되었다.

( 2 )  仁 治 에 서 禮 治 로 의  사 상  환

  춘추시  말기에 들어서면 왕권의 약화와 제후 간 연  연 의 쇠퇴, 그

리고 사회 경제  기 의 변화에 따른 제후국 간의 滅國兼倂으로 禮가 붕괴되

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제후국 간의 계 변화는 그 로 국내의 정치 

구조에도 반 되어, 公室은 쇠퇴하고 私家가 두하 으며, 신하가 군주를 시

해하고 世子가 권력을 찬탈하는 無道한 행 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18) 공

자는 자신이 살았던 春秋시 를 ‘천하에 도가 사라진[天下無道] 상황’ 혹은 ‘

가 무 지고 악이 붕괴된[禮崩 壞] 상황’으로 악했다. 공자는 자신의 고국

인 魯에 잔재하는 周의 禮가 다른 어떤 규범보다 우월한 것으로 믿고, 이것의 

와 교육을 이상  질서 회복의 捷徑으로 생각했다. 공자는 周의 禮 문화

를 회복하여 그 시 의 질서를 재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를 실 하기 

해 군주가 仁治를 베풀 것을 주장하 다. 맹자 역시 군주는 德으로써 仁政

18) 춘추 말기에는 군주와 신하간의 계가 어지러워지고 하극상의 반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를 들어 나라 송나라 진나라 등에서는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나라에서는 세자가 부군을 죽이고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일어

났다. 241년간 지속된 춘추 시기에 모두 36명의 군주가 신하에게 피살되었으며, 이

러한 혼란을 틈타 수많은 國人의 폭동과 役人의 반란이 일어났다. 자기가 처했던 

시 를 ‘천하무도’의 상태로 악하는 공자의 실 인식에는 이처럼 통치 질서가 

와해되고 사회 규범이 붕괴되는 변란의 시 에 한 리한 비 이 깔려 있었다. 

이승환, 「정치와 윤리의 일체화, 그 동양  통의 출발 」, 『역사속의 국철

학』(서울: 문서원, 2009),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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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공자는 君子가 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孝와 悌를 제시했는데,20) 이는 사회·

정치  질서의 건립은 親親이라는 연  유 감에 기 한 가족윤리로부터 시

작됨을 의미한다. 가부장  종족공동체  계 에서 왕과 신하들이 서로 

연 으로 결합되었고, 이러한 연  연 가 계 인 질서로 이어졌던 周의 

사회에서는 家와 國이 긴 하게 연결되었다. 가족윤리가 곧 사회윤리·국가윤

리 으므로 이 시 에서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이상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21)

  하지만 宗法秩序가 해체되고 제후국들 사이의 쟁이 더욱 치열하게 개되

었던 戰國時代에서 군주가 仁治를 실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며, 仁政이 

平天下를 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孔孟의 理論은 이상에 불과했

다. 순자가 몸담았던 戰國時代 末期에는 종법질서가 해체되고 료제질서로 

체됨으로써 家와 國의 연결고리가 깨어지게 되었다. 군주에 한 충성은 아

버지에 한 효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親親을 넘

어선 윤리  질서의 정립이 필요해졌다. 

  한 오래된 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

으므로 천하무도의 혼란을 종식시킬 통일국가의 등장을 염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諸子의 학설은 앙집권  료제 사회의 등장과 통일국가에 한 염

원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優勢를 한 것

은 法家 다. 사실, 국시 의 장기간에 걸친 겸병 쟁으로 인해 耕戰을 주장

하는 법가의 학설만이 자신의 이론을 정치 으로 실 할 충분한 기회를 얻을 

19) 『孟子』, 「公孫丑上」, “以德行仁 王”

20) 『論語』, 「學而」, “其為人也孝弟，而好犯上 ，鮮矣；不好犯上，而好作亂 ，

未之有也。君子務本，本立而道生。孝弟也 ，其為仁之本 ！” 그 사람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고, 근본이 세워

지면 도가 생겨나니, 효와 제는 그 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21) 王楷, 『天然 修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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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법가의 학설이 군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을 때 순자는 도덕질서와 사회질

서를 重建하여 험 한 시 의 과제를 해결하려 했다. 한 앙집권  료제

사회라는 새로운 역사  조건하에서 법가학설을 벗어나 유가 통의 德治에 

한 주장과 군주의 부국 강병에 한 강렬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려 했다.22) 순자는 법가  통치를 覇道라 규정하 으며, 禮義와 

敎化로 民心을 통일하는 禮治를 통해서만 참된 統一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러한 시 ·사상  배경 아래에서 순자는 禮를 심으로 당  여러 학

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국 고  사상의 집 성과 유가  통에 

한 종합  발 을 이루어내었다. 

  공자 역시 禮를 시하 으나, 공자의 사상에서 禮는 주로 종법 인 규범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맹자에게서 禮는 내면  덕목의 하나로 포섭되어 

사회규범  의미가 크게 약화되었다. 공자와 맹자에게서 禮는 연에 해 친

애감을 느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온 히 구 하기 한 덕목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순자는 유가  禮의 개념을 治國과 敎化의 수단으로 정

립하여 그의 이론을 개하 다. 순자는 禮가 사회  인간 계를 규율 짓는 

궁극 인 규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 는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은 더 이상 親親의 원리에 입각한 연  유 가 아니라, 禮義에 한 합치 

여부이다. 즉, 순자에 이르러 유학의 治國論은 孔孟의 仁治에서 벗어나 禮治로

의 사상  환을 이루게 된다.

22) 순자는 공맹의 禮를 德治속에 포함시켜 法道과 禮를 구별하는 반면 禮를 治의 근

본과 효용에 결부시켜 법가의 法治에 항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에서 공맹의 德

行범주에 속해 있던 禮개념은 순자에 의해 治行의 범주로 옮겨졌다. 禮를 治世의 

本末이자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은 法家의 法治에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다. 순자의 禮는 治世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法道의 상 를 령하며 儒家本位를 

강화시켰다. 김충열, 『동양사상산고Ⅱ』(서울: 문지, 1994),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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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 가  禮 의  발

  禮는 고  국문화의 발 과정 속에서 곧 특별한 치에 있었다. 고 의 

禮는 祭祀 式과 련되어 이와 련된 행 를 지칭했다. 종교  의미를 갖춘 

禮는 周代에 이르러 인문 인 의미를 갖춘 禮로 확장되어 禮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심성을 함양하는 방법이자 수단의 의미

를 갖게 되었다. 공자는 禮의 근본으로 仁을 제시하며 禮의 타당성과 합리성

을 확보하려 했다. 한 文質彬彬을 주장하며 인간의 내면  도덕성[仁]과 외

면  표  형식[禮]의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 다. 맹자는 禮를 四德의 하나로 

포함시켜 이를 인간의 내면  도덕성을 담보하는 근거로 삼아 이를 사회 규범

으로서의 의미보다 시했다.

( 1) 공 자  이 의  禮

  古代 中國에서 禮는 神앞에 祭物을 올리며 福을 비는 原始宗敎的 의미를 담

고 있었다. 古代의 사람들은 日月, 星辰, 山川, 風雨 등의 자연 상에 해 바

람이 왜 불어오고 비가 왜 내리며, 日月星辰의 흐름이 왜 반복되는지 명확히 

악하지 못하 으며, 자연 인 힘을 다스릴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意識, 靈魂 념을 확 하여 자연 상들을 神秘化, 人格化하여 만물에 혼이 깃

들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祭祀, 崇拜 등의 원시  종교의식[禮]을 

창조하여 자연신령에게 자신의 소망을 빌었다. 

  즉, 禮의 본래 의미는 神을 섬겨 福을 구하는 것이다. 許愼은 『說文解字』

에서 “禮는 實踐한다는 뜻이니, 神을 섬겨 福을 받는 것이다. 示와 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豐을 音符로 삼는다.”23)라고 풀이하 으며 段玉裁는 이에 “禮

23) 『說文解字』, “禮,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从示从豐, 豐亦聲.”



- 16 -

에는 五經이 있는데, 祭禮보다 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禮字는 示部에 썼

으며 豐은 禮를 행하는 그릇이다”24)라고 注解하 다. 示字는 하늘이 象을 드

리워 길흉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示의 윗 부분인 二字는 단옥재에 따

르면 고문에서의 上을 의미하는 자이다. 그리고 아래 부분인 川字는 에서 

내려 비치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합해 보면 示字는 神

의 의도를 나타내는 자이다. 즉, 示가 神으로서 내 인 畏敬의식을 표한다

면 豐은 그릇으로서 형식 즉 式을 표하고 있다.

  古代 原始社 에서는 祭祀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통치

하 으므로 禮는 차 의식의 차와 형식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의미 

한 획득하게 되었다. 上古時代에서 歷史時代로 개됨에 따라 사회  계

는 차 복잡해졌고, 사회 생산력이 향상되며 새로운 사회를 리하고 통치하

는 문화의 성립이 필수 인 과제로 떠올랐다. 周는 이러한 시  변화에 

응하여 禮를 治國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한 神의 禮 는 人의 禮 로 

환되어 民生, 民心을 고려한 정치  의미의 禮 가 제정되기 시작했다.25) 

  周代에 이르러 禮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심

성을 함양하는 방법이자 수단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26) 이에 따라 禮의 내용

은 매우 범 해지고 풍부해졌으며, 함의 한 깊어져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의 역에서 각종 행 의 표 , 칙으로 기능하게 되었

다.

  春秋時代에 이르면 西周의 禮制的 질서가 붕괴하게 된다. 周代에 창건된 이

래로 종법사회는 엄격히 周禮에 따라 그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사회는 원만한 

발 을 이루었다. 西周가 멸망하고 東周가 건립되자 통치의 질서를 유지하던 

24) “禮有五經. 莫重於祭. 故禮字從示. 豐 行禮之器”

25) 이 에는 력으로 神에게 복종하기 한 禮 가 주로 제정되어 일반 백성에게까

지 그 심이 미치지 않았다면 周이후부터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禮

가 다수 제정되었다. 張繼春·李宗澤, 『中華禮 文化 文明北京』,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3, pp. 66-84.

26) 의 책, pp.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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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의 禮가 붕괴하여 卑差等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周王은 권 를 잃어

버렸고 제후들은 신하의 복종을 얻지 못하 으며 부들은 공경받지 못하

다. 통치계 내부의 혼란은 정치 으로 “天下無道”한 局面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國家는 완 히 혼란에 빠져들었다. 

( 2 )  공 자 의  禮 論

  天下無道의 시  상황에 맞서 공자는 西周시 의 禮  질서를 재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공자의 사상에서도 禮는 여 히 종교의식의 

차와 형식,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27) 이러

한 맥락에서 공자의 禮는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

닌다. 한 공자는 禮의 근본을 仁으로 삼으며 禮에 한 인문화 작업을 시도

한다. 즉, 禮는 내 인 仁을 통하여 객 화 되어야만 비로소 합리성과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자의 禮는 개인의 도덕  완성을 

실 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우선 공자 禮論의 사회 규범  의미를 살펴보겠다. 禮의 기능은 정치와 사

회의 질서를 바로 건립하는 데 있다. 공자는 “능히 禮와 讓으로 나라를 다스

릴 수 없다면, 禮를 무엇에 쓰겠느냐?”28)라고 하며 禮를 통치수단으로서의 덕

목으로 삼았다. 그 다면 禮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해 구체 으로 어떠한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가?

27) 『論語』에서 禮를 주제로 하여 편집되어 禮에 한 언 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八佾」편이다. 「八佾」편 체를 분석하여 보면, 종교 의식으로서의 禮

를 언 하고 있는 부분과 인간 사회의 질서와 규범으로서의 禮를 말하고 있는 부

분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 하고 있는 경우도 

여러 번 등장한다.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서울: 지식의 풍경, 2001), p. 

144.

28) 『論語』, 「里仁」, “不能以禮讓為國，如禮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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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첫 걸음은 인간 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 

보았다. 

 자로가 말하 다. “ 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 정치를 하려고 하니, 선생께

서는 장차 무엇을 먼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하길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

겠다. …… 이름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말이 이치에 순응하지 않고, 말이 순응

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이 흥하지 못

하고, 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못하고,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백성들

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이름을 바로하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으니, 군자는 그 말에 있어 구차함이 

없다.”29)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해 물었다. 공자가 답하길 “임 은 임 답고, 신하

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고 하 다.30)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를 할 때에 가장 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

는 서슴없이 正名이라고 답한다. 공자는 春秋時代 사회 정치  혼란의 원인을 

周代에 건립된 宗法질서가 왕권의 찬탈로 인해 붕괴된 것에서 찾았다. 그는 

사회정치 질서를 확립하기 해서는 正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바

르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할 바, 즉 그가 지닌 권한과 책임이 그 직 와 상응

하는 것을 말한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각자의 지 와 이름이 

있으며, 그 지 와 이름에 따라 각자의 본분을 부여받는다. ‘군주는 군주다워

야 한다’는 말은 군주라는 직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직분을 충

29) 『論語』, 「子路」,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子 奚先？」子曰：「必也正名

乎！」……名不正，則 不 , 不 ，則事不成, 事不成，則禮 不 , 禮 不 ，則

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故君子名之必可 也， 之必可行也。君子於

其 ，無所苟而已矣。”

30) 『論語』, 「顔淵」,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 曰：「君君，臣臣，父父，子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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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하여 그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1) 신하, 아버지,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공자는 正名이 이루어진 

후에야 명령이 제 로 실시되어 일이 이루어지고, 禮 이 起하며 刑罰이 알

맞게 가해져서 백성들이 안정된다고 주장하 다. 

  사회 으로 正名을 실시하기 해서는 먼  爲政  자신이 스스로를 바르게 

해야 한다. 爲政 가 반드시 인격을 수양하고 德性을 함양하여 자신을 먼  

바르게 한 후에야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해 물었다. 공자가 답하길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

니, 당신이 먼  바로잡아 솔선한다면 가 감히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32)

 魯國의 執政 인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해 묻자 공자는 정치란 바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 답한다. 즉, 爲政 자신의 

올바름이 政治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爲政  자신이 먼  올바르지 않

고서는 로 백성들을 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爲政 는 반드시 자신

의 德을 닦아 德으로써 政治를 행해야 한다. 이는 곧 德治로, 공자는 “德으로 

통치하면,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뭇 별이 함께 하는 것과 같을 것

이다”33)라고 하 는데, 이는 군주가 德治를 베풀면 마치 북극성은 항상 그 자

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심으로 일정하게 움직이

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德을 갖춘 爲政 를 심으로 질서있게 자신의 직분

을 다하게 된다는 뜻이다.

  德治가 이루어지느냐는 군주가 먼  자신의 덕성을 함양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해서는 먼  자신의 내면  도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자는 禮의 근본으로 仁을 말하 다. 

31) 察仁厚, 『공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 (서울: 문서원, 2009), p. 90.

32) 『論語』, 「顔淵」, “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 曰：「政 ，正也。子帥以正，孰

敢不正？」”

33) 『論語』, 「爲政」, “子曰：「為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眾星共之。」”



- 20 -

 공자가 말하 다. “사람이 인하지 못하면 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사람이 인하

지 못하면 악이 무슨 소용이겠는가?”34)

 안연이 인에 해 물었다. 공자가 답하길 “나를 온 히 실 하여 로 돌아가

는 것이 인이다. 하루를 극기복례 할 수 있다면 온천하의 사람들이 이에 귀의할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

미암은 것이겠는가”라 하 다. 안연이 묻길 “그 세목을 묻습니다.”고 하자 공자는 

“ 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하 다.35)

  공자의 사상에서 仁과 禮는 이 인 계를 맺고 있다. 일단 仁은 禮라는 

통  규범 체계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지지하는 내  토 이다. 仁은 종법제

에서 출발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규범으로서의 禮의 의미를 공자

가 주체 이고 자각 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첫 번째 인

용문에서 공자는 인간이 仁이라는 내면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禮의 실

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물음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仁은 禮의 실천이 의

미 있는 행 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의 체계인 禮의 의미를 주체 으로 자각

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면 인 토 로서의 仁은 바로 그 禮의 지속 인 실천

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자는 자신

을 온 히 실 하여 禮를 실천하는 것이 곧 仁이라 하 다. 그리고 仁의 세목

으로 禮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는 것을 제시한다. 

공자에게 禮를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곧 禮의 의미를 주체 이고 자각 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공자 사상에서 禮의 올바른 실천은 仁을 함양하

34) 『論語』, 「八佾」, “子曰：「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 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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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禮勿動。」顏淵曰：「回雖不敏，請事斯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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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필수  요소이며,  禮를 통해 자신의 仁을 드러내는 것은 禮에 생

명을 부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禮를 실천함으로써 仁이라는 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곧 修己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修己安人을 말하며 내면  완성을 이룬 君子만이 타인을 편

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의 인격을 닦아 사람들과의 계 안에

서 禮에 맞는 바를 실천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君子가 지향해야 할 

바인 것이다. 그러므로 克己復禮함으로써 修己安人의 이상을 실 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서 시작되어 타인에게로 확 되는 仁의 사회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禮와 仁의 계는 곧 文質의 계로 연결될 수 있다.

 공자가 말하 다. “질(質)이 문(文)을 압도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문이 질을 압도

하게 되면 문약해진다. 문과 질이 서로 조화를 이룬 후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

다.”36)

  공자에게 質이란 인간의 자질 혹은 성품을 가리켜 仁으로 표되는 德을 말

하고, 文이란 시, 서, , 악 등의 文章을 지칭할 뿐 아니라 바탕을 꾸미는 文

飾과 외재  형식, 나아가 문화의 총체이자 승된 문화의 완성을 표한다.37) 

이처럼 文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내재  품성을 의미하는 質

과의 계에서 文은 文飾과 형식의 의미로 해석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仁

을 실 하는 것은 德의 실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바탕으로서 가장 요하다. 

하지만 인간 사이의 다양한 계에 따라,  시 에 따라 그것을 하게 표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 게 내면  덕성을 표 하는 한 방

법을 文이라 부르며 이는 곧 禮이다. 인간 마음에 있는 禮의 근본 혹은 원천

으로서의 仁은 곧 質이다. 공자는 質과 文이 어느 한 곳으로 편 되지 않고 

36)『論語』, 「雍也」, “子曰：「質勝文則野，文勝質則史。文質彬彬，然後君子。」”

37)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서울: 지식의 풍경, 2001), pp. 134-135.



- 22 -

조화를 이룰 때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  맹 자 의  禮 論

  맹자가 살았던 시 는 儒家의 학설이 墨子와 楊朱에 의해 비 받고 있었으

며, 이에 맹자는 자신의 시  사명을 유학의 입장에서 묵자와 양주의 도

에 응 하는 것으로 삼았다. 특히 맹자는 ‘兼愛說’을 주장한 묵자의 도 을 상

당히 으로 느 다. 묵자는 공자의 철학에서부터 이미 강하게 스며들어 

있던 儒學의 가족주의  요소[親親]를 비 하며, 이는 모든 사람을 리 이롭

게 하는 것[兼愛]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맹자는 묵자를 “묵 은 겸애를 

말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38)라고 비 하 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은 아버지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천륜에 배

되는 것이다. 묵자는 차별성을 배척하고 보편성을 주장하 으나, 맹자는 이러

한 겸애에서 나오는 보편성은 실 될 수 없으며 한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

했다.39)  

  유가에서 말하는 親親은 육에 한 차별  사랑을 확 하여 궁극 으로 

백성을 인하게 하고[仁民], 만물을 사랑하는[愛物]것으로 발 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공자와 맹자가 親親을 주장한 것은 親親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人情을 따르며, 人道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연에 한 

친애의 감정을 바탕으로 삼을 때에만 보편 이고 진정한 인류애를 실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맹자는 연에 한 친애의 감정을 仁이라 하며, 이것이 곧 인간의 선천

인 도덕성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38) 『孟子』, 「滕文公下」, “墨氏兼愛, 是無父也”

39) 察仁厚, 『맹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 (서울: 문서원, 2010),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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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가 말하 다. “인의 실질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의의 실질은 형을 따르

는 것이다. 지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알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도에 맞게 꾸미는 것이며, 악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즐

겁게 여기는 것이다.”40)

 맹자가 말하 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요,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 두 세살의 어린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할  모르

는 이가 없으며, 그가 자라서는 그 형을 공경할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함은 인이요, 어른을 공경함은 의이니, 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천하에 통하기 때문이다.”41)

  仁義의 실질은 어버이와 형을 친애하여 섬기고,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仁義

는 인간이 내재  도덕성인 良知와 良能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

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仁義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재  덕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맹자는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도덕성은 선천 인 것

이라 주장한다. 맹자는 인간의 本心에 있는 四端이라는 도덕성이 인간의 본성

을 특징지으며, 이것이 인간에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지심

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

서이다.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이다. 사양지심은 의 단서이다.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4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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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弗去是也；禮之實，節文斯二 是也； 之實， 斯二 」”

41) 『孟子』, 「盡心上」, “孟子曰：「人之所不學而能 ，其良能也；所不慮而知 ，

其良知也。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 ；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也。親親，仁也；敬

長，義也。無他，達之天下也。」”

42) 『孟子』, 「公孫丑上」, “無惻隱之心，非人也；無羞惡之心，非人也；無辭讓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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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端이란 인간 本心에 구비된 네 가지의 도덕  실마리 혹은 근거가 되는 

발단을 지칭한다. 맹자는 仁義禮智의 단서는 본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임을 분명히 한다. 측은지심이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자연히 우러나오

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며, 수오지심이란 부당한 일을 목격할 때 이를 부끄

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며, 사양지심이란 연장자에 한 공경과 사양

의 마음을,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마음은 배

우거나 생각하지 않고도 구나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천연 인 마음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은 本心에 이미 仁義禮智의 단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든지 이를 행하려고만 하면 仁義禮智를 능히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맹자에게 있어 禮는 외재  규범의 의미보다는 내재  덕성으로서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先王에 의해 제정된 禮라는 외재  규범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신의 本心에 내재  덕성으로서의 禮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재  

덕성으로서의 禮는 辭讓之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맹자는 인간

에 주어진 내재  도덕성에 의거하여 禮의 가치근원을 정당화 하 다.

  공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맹자에게도 仁은 여 히 모든 개별  덕목의 출발

이다. 맹자 사상에서 내재  덕성으로서의 禮는 仁義를 도에 맞게 文飾하는 

것이며, 연에 해 친애감을 느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온 히 구

하기 한 덕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맹자에 이르면 禮는 仁이 모든 

개별  덕목을 지지해 주는 토 에서 그 개별  덕목 가운데 하나로 내려앉았

음을 알 수 있다.43) 

心，非人也；無是非之心，非人也。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

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

43) 공자의 경우 禮가 仁을 실천하는 으뜸 덕목이고, 六藝에서도 여 히 으뜸을 찾하

고 있는데 비해, 맹자의 경우 仁 다음에 義를 두고 仁義라 竝稱함으로써 禮는 四端

 仁, 義 다음으로 辭讓과 恭敬이라는 더욱 좁아진 덕목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맹

자 사상에서 義가 인간의 正道, 사회의 正義를 의미하게 됨으로써 禮의 기능 역

을 체해 갔기 때문이다. 공자에서 禮가 仁을 떠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맹자에 



- 25 -

Ⅲ. 순 자  론( 禮 論 ) 의  사 회 · 도 덕  함 의

  1. 사 회 · 정 치  규 범 으 로 서의  禮

  禮의 근본으로 仁을 내세운 공자와, 禮를 四德의 하나로 편입시키며 내재  

덕성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禮를 治世의 방법으로 제시

하여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禮의 외재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 다. 순자 철학에서 보이는 禮 심주의는 

법가에 의해 그 상이 흔들리던 시 에서 유학  가치를 수호하기 한 과단

성이 엿보이는 목이다. 

( 1)  인 간  본 성 과  사 회 · 정 치  규 범 의  필 요 성

  순자 이 까지 性에 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먼  고자類의 입장이다. 

고자는 性이 곧 生임을 주장했는데, 고자가 ‘生之 性’이라 할 때의 性은 생물

학  삶의 과정 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  특징을 의미한다. 

이는 食色의 욕망으로 구체화되며, 이 에서 인간과 동물은 같은 性을 공유

하고 있다. 반면 맹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인간만의 독자  고

유성인 도덕 생명을 근거로 인성론을 개하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이르러서 禮는 義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되어 禮義를 병칭해야 禮의 기능과 상이 

드러난다. 즉, 맹자에 있어서 禮의 의미와 기능이 비교  격하되고 축되었다. 김

충열, 『동양사상산고Ⅱ』(서울: 문지, 1994),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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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분되는 특별한 도덕  존재임을 논증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함을 주장하기 

해서 다. 한 맹자는 인간의 本心에 善의 단서가 내재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의 도덕감이 본심에 내재하므로 도덕  실 가능성의 근거는 인간 내

면에 있다는 것이다.

  순자의 인간 은 고자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44) 순자는 고자와 유사하

게 어떠한 윤리  방향성을 내재한 개념으로서의 性이 아닌, 생명체로서 지니

는 일반 인 성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性을 규정했다. 채인후는 순자의 性을 

구체 으로 ‘자연 으로 그러한 것’, ‘선천 으로 이루어진 것’, ‘자연 인 재질’

의 세 가지 의미로 분석하 다.45)

  『荀子』에서 ‘性’을 언 하는 주요 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다.46)

44) 고자와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선천 으로 도덕성이 내재한다는 주장을 배격했다

는 에서 공통 이 있다. 그리고 둘 모두 인간의 도덕  의지나 도덕  성향 같은 

주  요소보다는 인간 외부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자는 ‘義外’를 주

장하며 의로움이란 외부의 상에 한 합성에 따라 단하여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순자의 도덕  정 기 인 禮역시 인간 본성에서유래하는 것이 아니

다. 하지만 고자는 도덕  행동에 따름으로써 심리  성향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본 반면 순자는 禮의 학습을 통해 인간의 심리  매커니즘 자체의 변화

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는 에서 두 사상가의 차이가 드러난다. 장원태, 「고자

의 성무선악설을 심으로 본 仁內義外 논변」, 『규장각』제 25집(2002), pp. 

247-248.  

45) ‘자연 으로 그러함’으로서의 성은 형이하학 인 소이연으로, 생명의 자연 인 

상을 이른다. ‘선천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의 성은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

며, 얻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선천 ·자연 으로 그러한 본질이 

인간의 생명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인 재질’로서의 성이란 본래 선천

으로 꾸 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察仁厚, 『순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 (서울: 

문서원, 2009), pp. 67-73. 

46) 『荀子』, 「正名」, “性 , 天之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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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본성이라 함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다.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없고,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도 없다.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없고,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없지만 인간에 내재한 것을 일러 본성이라 한다.47)

 본성이란 타고난 재질이다.48)

 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을 일러 본성이라 한다. 본성은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겨

났다. 인간의 감 이 외물과 하여 일어나며, 후천  노력과 사회교화를 통하

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을 일러 본성이라 한다.49)

 

  순자는 기본 으로 天을 객  존재인 자연계로 보는 시각을 견지했다.50) 

그러므로 ‘天에서 취한 것으로서의 性’은 인간 본성의 자연 인 상태를 강조하

는 표 이며,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없고,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상인 

性은 聖人이 만들어낸 규범인 禮義의 후천성과 비되는 ‘선천성’을 내포한다. 

47) 『荀子』, 「性惡」, “凡性 , 天之就也. 不可學, 不可事. ……不可學, 不可事而在人

, 之性.”

48) 『荀子』, 「禮論」, “性 , 本始材朴也.”

49) 『荀子』, 「正名」, “生之所以然 之性. 性之和所生, 精合感應, 不事而自然 之

性.”

50) 맹자는 인간 마음의 윤리  성향은 天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

로 인간이 마음의 가장 본질 인 요소, 즉 윤리  성향을 잘 키우는 것은 이러한 

성향을 인간에게 부여한 天을 잘 섬기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맹자는 만물의 기원

인 동시에 인간에게 윤리  품성을 부여한 근원이기도 한 天과 천지만물의 자연스

러운 운행의 명사인 天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다. 반면 순자의 天은 기본 으로 

道家의 自然天개념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天과 인간에 한 이러한 순자의 

계설정은 性論에서 맹자의 성론과의 차이를 분명히 노정시키는 데 결정 인 역

할을 하 다. 이장희, 「맹자와 순자의 성론(性論) 비교 연구-天과 性개념을 심으

로」, 『 국학보』제 58호 (2008), pp. 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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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고난 재질’이라는 표 에서도 강조되는데, 여기서 타고난 재질이란 가

공되지 않은 선천 인 자연소질을 의미한다.

   그 다면 性의 구체 인 내용은 무엇인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그 선한 것은 인 에 의한 것이라 단정 지었다.51) 性惡이라는 표 은 후  학

자들이 맹자와 비시키며 순자를 비 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비 의 부분

은 惡 개념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국에서 惡은 보통 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善과 惡이 그 자체로 립된 실체  의미로 사용되는 데 

반해 고  국에서는 그 지 않았다. 善의 반 어로 惡이 아닌 不善이 쓰인 

것이 바로 그 이다. 설문해자에서는 惡字를 ‘過’로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는

데, 惡은 곧 인간의 본분에 어 난, 과도한 행 를 의미하는 것이다.52) 한 

惡은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過와 같은 

어원에서 생된 의미이다. 인간이 지나친 행동을 하여 잘못을 범한다면 자연

스럽게 타인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주목할 은 惡이 순 히 인간의 행동으

로 인해 래되는 부정 인 결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過의 동의어인  역시 살펴볼만 하다. 은 길[行], 물[水], 마음[心] 세 가

지 의미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水가 行가운데 치한다는 것은 홍수로 인

해 길이 넘쳤다는 의미이며, 이는 무언가 부 한, 길하지 않은 사건을 암시

한다. 그 아래 心이 치하는 것은 부 한 결과가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에

서 유래함을 의미한다.53) 즉, 행 의 과오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순자의 惡개념은 선악의 이분법  구분에서 생되는 실체 인 악을 지칭하

지 않는다. 『論語』와 『孟子』에서 惡이 명사인 ‘악’보다는 동사 ‘오’의 용례

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정서 ·심리  상태를 

표 하는 말이 ‘ 하지 못한 결과를 래한 상’을 가리키는 말과 혼용되었

51)『荀子』, 「性惡」, “人之性惡, 其善 僞也.”

52) Yuet Keung Lo, "The Idea of Evil in Early China", Constructing Good and 

Evil (Oxford, United Kingdom: Inter-Disciplinary Press, 2011), p. 7.

53) 의 논문, p. 8.



- 29 -

기 때문이다. 순자 역시 惡을 ‘아름답지 못함’,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상 혹

은 미워함 그 자체’, ‘도덕 으로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래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 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지 않다. 로부터 

지 까지 천하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바르고, 이치에 맞고, 평화롭고, 잘 다스

려진 것을 말하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치우치고, 험하고, 사리에 어 나고, 어

지러운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구분이다.54)

  이 듯 순자는 선과 악에 각각 독립 이고 객 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치우치고, 험하고, 사리에 어 나고, 어지러운 것 모두 부정 인 의미

를 지니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바르고, 이치에 맞고, 평화롭고, 잘 다스려지는 

것과 상  계에 놓인 개념이다. 순자 사상에서 악은 사회 내의 조화로운 

상태가 어그러지는 정도에 따라 결과 으로, 그리고 상 으로 결정되는 개

념이다. 따라서 性惡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로 단순화시켜 해석하는 것은 

순자 사상의 眞意를 왜곡할 험이 있다.

  그 다면 구체 으로 인간 본성의 어떠한 면이 도덕 으로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래하는가? 性의 구체  내용은 무엇인가? 순자는 性과 情, 欲이 본

질 으로 서로 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성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다. 정은 성의 본 바탕이다. 욕구는 정이 외물에 반응해 

일어나는 것이다.55)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기에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없고,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늘에서 취한 것’으로서의 性은 

54) 『荀子』, 「性惡」, “孟子曰人之性善. 曰, 是不然. 凡古今天下之所 善 , 正理平

治也. 所 惡 , 偏險悖亂也. 是善惡之分也已.” 

55)『荀子』, 「正名」, “性 , 天之就也. 情 , 性之質也. 欲 , 情之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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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과 欲을 그 내용으로 삼는다. 순자의 情개념은 다층  함의를 지니고 있지

만56), 인간의 본성과 련된 논의에서 情은 주로 자연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

한 감정은 인성을 구 하는 데 가장 본질 인 것이다. 감정으로서의 情은 구

체 으로 性이 좋아하고, 싫어하며, 기뻐하고, 노여워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

는 여섯 가지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57) 순자는 종종 情을 들어 인간의 본성

을 설명하 는데,58) 이는 情을 性의 가장 자연스러운, 진실된 표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59)  

  감정의 표 은 外物을 그 상으로 삼는데, 외물을 취하여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성을 欲이라 한다. 욕구는 감정이 외물과 한 후에야 밖으

로 표출된다. 순자의 欲을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생리  욕망과 심리  욕망

으로 나  수 있다. 생리  욕망이란 굶주리면 배불리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

뜻하게 입으려 하며, 피곤하면 쉬고 싶어 하는 등의 신체  경향성을 의미한

다. 심리  욕망이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도덕  명성을 얻고자 

하고, 부귀 화를 리고 싶어 하고, 사회  지 를 높이려 하는 등의 심리  

경향성을 이른다.60) 인간의 생리 , 심리  욕망은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구

유하는 天性기에 聖人과 凡人, 君子와 人 모두 같은 욕망을 공유한다. 살아

56) 순자의 情개념은 희노애락 등의 구체 인 감정뿐만 아니라 세계와 사물의 實情을 

의미하는 등 다층 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57)『荀子』, 「正名」, “性之好惡喜怒哀樂, 之情.”

58) 순자의 인성론은 情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시한 情惡說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견이 있지만, 순자의 情개념은 다층 인 함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

견은 일면 부 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혼란[惡]을 야기하는 것은 情의 구체

 반응인 欲이라 할 수 있으므로, 情惡說 보다는 欲惡說이 순자 인성론을 보다 

실하게 나타내는 표 이다.

59) 맹자 역시 情을 들어 性을 설명하는데, 맹자의 정은 도덕  마음인 四端에서 즉각

으로 발 되는 것으로 도덕  감정이라 할 수 있으며, 맹자는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반면 순자의 情은 명백한 도덕성을 

함의하지 않는, 자연  경향성을 의미하므로 맹자의 情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60) 吳樹勤,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濟南: 齊魯書社, 2007),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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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욕망은 버릴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상이며, 有欲

과 無欲 사이의 간극은 生과 死, 治와 亂의 간극만큼이나 멀고 깊다. 

  여기서 한 가지 지 해야 은 순자는 결코 욕망 그 자체를 惡으로 보지 않

았다는 것이다. 욕망의 많고 음을 두고 그 자체로 善과 惡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데, 善惡은 순 히 인간의 후천 인 선택과 인  노력에 의해 정해

지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는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실로 표출될 때 반드시 心의 사려작

용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心의 지배공능으로 인해 욕망은 조 , 제되어 

표 된다. 사회정치  각도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욕망을 조 하여 

실에서 이를 충족시켜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온다면 이는 바로 善이다. 반

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만을 무 제하게 추구한다면 이는 사회  쟁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惡이다.

   는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말하기를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만

족시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게 된다. 욕망을 추구하면서 기 과 제한

이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우면 궁해진다.61) 

 양자가 모두 귀하면 서로를 섬길 수 없고, 양자가 모두 천하면 서로 부릴 수 없

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다. 권세나 지 가 동등하고 얻고자 하고 싫어하는 

상이 같되 물질이 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궁해진다.62)

  따라서 사회·정치  규범으로서의 禮의 기원은 인간의 욕망과 필연  계

를 맺고 있다. 인간의 욕구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 되지 않고 표출될 때 

61)『荀子』, 「禮論」, “禮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不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

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62) 『荀子』, 「王制」, “夫兩貴之不能相事兩賤之不能相使, 是天數也. 埶位齊而欲惡同, 

物不能澹, 則必爭, 爭則必亂, 亂則窮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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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란이 야기된다. 이에 더해, 사회 혼란을 래하는 요소로 물질의 부

족을 들 수 있다. 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은 구나 마다의 욕

구를 무 제하게 추구하기에 재화와 욕구간의 불균형이 래되며 다툼이 일어

난다. 인간은 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자기 생명의 보존과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모든 사람은 각기 욕망을 갖고 태어난 행  

주체로서 동등하다는 에 주목한 순자는 한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63) 

 물과 불에는 기(氣)가 있으나 생명은 없고 목에는 생명은 있어도 지각은 없으

며 짐승은 지각이 있어도 의로움이 없다. 사람에게는 기와 생명과 지각과 의로움

이 있으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 힘은 소만 못하고, 달리기는 말만 못하더라도 

소나 말이 도리어 사람에게 쓰임을 당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말하기를 사람은 능

히 모여 살고 소와 말은 능히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사람은 무슨 까닭

으로 능히 모여 살 수 있는가. 말하기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별은 

어떻게 능히 행해지는가. 말하기를 의로움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가

지고 분별하면 조화롭고, 조화로우면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면 힘이 많아지고 힘

이 많아지면 강해지며 강해지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64)

63) 유학은 인간 존재의 기본 특성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라는 사회성에서 찾으

려 하는 사상 체계이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

이, 친구와 친구 사이의 계 속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계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

이므로, 인륜 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학

사상이다. 이 게 인간의 사회  존재 특성을 내세워 인간을 ‘사회  계체’로 

악하는 것이 유학자들의 인간 악의 기본 이다. 순자 역시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사회 계가 인간의 존재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악하 다. 순자는 다

른 생물체에 비해 인간이 생득 으로 허약하고 무력한 까닭에 단결이 필요하고, 개

인 인 능력과 기술의 한계로 말미암아 동과 상부상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

으로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조 호, 『선진유학사상의 심

리학  함의』(서울: 서강 학교 출 부, 2008), pp. 46-50.



- 33 -

   순자는 각기 자신만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이 왜 모여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인간의 신체 인 한계에서 찾았다. 인간은 물과 불, 목, 짐승과 

달리 ‘지각’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귀한 존재이다. 하지만 소와 

말 등의 동물들보다 약한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기에 자연  상황에서 홀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를 보다 쉽고 안 하게 충족시키기 해 함께 모여 사는 삶을 선

택한다. 그러므로 근본 으로 사회  존재라 할 수 있다.

  신체  약 과 한계로 인해 사람들은 군집 생활을 선택한다. 하지만 인간의 

타고난 욕망이 그 로 방치될 경우 다툼과 혼란이 야기된다. 홀로 생존하지 

못하고 모여 사는 삶을 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한 性情에 내재된 욕

구를 무분별하게 추구하여 쟁란을 야기하는 것 한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닌 인간 본능의 모순을 해결하기 해 순

자는 명한 선왕이 禮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정치  규범을 부여하

다고 설명한다.   

 선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 다. 그래서 의를 제정하여 구분을 짓고, 사람의 

욕망을 기르고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물질이 부족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이로 인해 불만을 느끼지 않게 하 다. 물질 역시 욕망의 무궁함으로 

인해 소모되지 않게 하 다. 욕망과 물질 양자가 서로 버티며 자라게 하려는 것

이다. 이것이 바로 의 기원이다.65)

64) 『荀子』, 「王制」,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

生有知亦且有義, 故 爲天下貴也. 力不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何也. 曰, 人能羣

彼不能群也. 人何以能群. 曰, 分. 分何以能行. 曰, 義. 故義以分則和, 和則一, 一則多

力, 多力則彊, 彊則勝物.”

65) 『荀子』, 「禮論」, “先王惡其亂也, 故制禮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

必不窮乎物, 物必不屈於欲, 兩 相持而長, 是禮之所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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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그 로 방치될 경우 다툼을 

일으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이것이 선왕이 싫어한 바이다. 그러나 순자는 

이 욕구를 단순히 억제하거나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

려 사람의 욕구를 기르고[養] 만족시키는[給]방향을 택했다. 즉, 재화를 낭비하

지 않고 사람들이 마다 히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혼란을 유발하

지 않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2 )  禮  사 회 · 정 치  규 범  성 격

  종교  式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공자에 의해 도덕  의미로 轉化된 禮는 

맹자에 의해 내면  덕성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고, 순자에 이르러서는 사

회·정치 규범  성격이 부각되었다. 순자의 禮는 개인의 도덕 수양에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규범까지 그 범 가 하다. 「修身」편의 “인간은 

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일은 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라는 가 없

으면 안정될 수 없다”66)는 구 은 禮의 공능이 개인의 인격 완성에서부터 국

가의 통치 규범까지 범 하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67) 

  禮의 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순자는 특히 禮의 사회·정치 규

범  성격을 강조하 다. 순자는 禮를 통해 사회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群居和一의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즉, 순자가 그의 禮論을 통해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治世 으며, 이는 곧 사회  善의 완성이다. 

『荀子』에는 禮를 통해 治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번 등장한다. 

66) 『荀子』, 「修身」, “故人無禮則不生，事無禮則不成，國家無禮則不寧。”

67) 바로 이 지 에서 순자의 禮는 맹자의 禮와 구분되다. 맹자는 행 의 주  동기

를 시하여 인간됨을 이루기 한 仁, 義, 禮, 智의 내면  덕성을 강조하 다. 맹

자가 “사양하는 마음이 의 단서이다”라고 할 때 禮는 인간내면의 덕성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며 객  사회·정치 규범의 성격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순자에

게서는 객  사회·정치 규범으로서의 禮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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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는 생명의 시작이다. 의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군자는 의의 시작이다.68)

 의로 다스려지는 것을 다스려짐이라 하고, 의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어지

러움이라 한다.69)

 를 높이고 의를 귀하게 여기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를 소홀히 하고 의를 

천하게 여기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진다.70)

  순자에 의하면 善이란 바르고, 이치에 맞고, 평화롭고, 잘 다스려지는 것을 

말하며, 惡이란 치우치고, 험하고, 사리에 어 나고, 어지러운 것을 말한다. 

순자는 善을 개인이 도덕  완성을 이룬 상태뿐 아니라 사회  평화와 안정을 

이룬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 다. “ 의는 다스림의 시작이다”라는 

첫 번째 인용문의 구 은 禮가 이러한 사회  善, 즉 治世를 달성하는 요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음을 의미한다.71) 그 다면 사회·정치 규범으로서의 禮는 

구체 으로 어떠한 작용을 통해 群居和一之道를 실 하는가? 순자는 ‘分’이라 

답한다. 

  앞서 살펴본 禮의 기원에 한 순자의 설명에서 드러나듯 는 분배에 한 

요구를 조 하는 데서 기원하며,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상은 물질  재화뿐

만 아니라 지 , 욕 등 사회  재화까지 포함한다. 재화에 한 분배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해소하기 해 제정된 禮의 일차  공

능은 분배의 원칙을 세우고 사회 명분을 확정하여 사회의 질서를 조화롭게 유

68) 『荀子』, 「王制」, “天地 ，生之始也. 禮義 ，治之始也. 君子 ，禮義之始也”

69) 『荀子』, 「不苟」, “禮義之 治，非禮義之 亂也。”

70) 『荀子』, 「議兵」, “隆禮貴義 其國治，簡禮賤義 其國亂”

71) 국가와 사회의 질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사회 ·정치  규범을 순자

는 禮라고 칭하 다. 察仁厚, 『순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 (서울: 문서원, 2009),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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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데 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여 살지 않을 수 없으니, 모여 살면서 

분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어지러워지며,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그

러므로 분별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해가 되며, 분별이 있는 것은 천하에 

큰 이익이 된다.”72)라는 언설은 禮의 그러한 기능을 방증한다. 순자는 分을 통

해 인류 사회는 群居和一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화를) 고르게 분배하면 충분하지 않고, 권세가 같으면 하나되지 못하며, 사람

들 사이에 지 상의 구별이 없으면 일을 시키지 못한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아래의 차이가 있다. 명한 임 이 먼  세우고 지 를 부여하여 질서를 만들

어내었다. 양자가 모두 귀하면 서로를 섬길 수 없고, 양자가 모두 천하면 서로를 

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권세나 지 가 같고 욕심과 싫어하는 

정도가 같되 물건이 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궁해진다. 선왕은 그 혼란을 싫어하여 의를 제정하 고 

이로써 신분을 가르고 빈부 귀천의 차등을 두어 서로 아울러 다스리게 하 으니, 

이것은 천하가 백성을 기르는 근본이다. 서경에 이르길 “고루 가지런하다 함은 가

지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 으니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73)

   인용문은 선왕이 禮를 제정한 목 이 分을 통해 신분과 빈부 귀천의 차

등을 두어 사회  혼란을 방지함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고루 가지런하다 

함은 가지런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 은 획일 ·무차별  평등을 통해서는 결

코 治世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해 다. 즉 차별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分을 통해 治世를 이룰 

72) 『荀子』, 「富國」, “人之生不能無群, 群而無分則爭, 爭則亂, 亂則窮矣. 故無分

人之大害也. 有分 天下之大利也.”

73) 『荀子』, 「王制」, “分均則不偏，埶齊則不壹，眾齊則不使。有天有地，而上下有

差 ； 明 王 始 立 ， 而 處 國 有 制。夫 兩 貴 之 不 能 相 事 ， 兩 賤 之 不 能 相 使 ， 是 天 數 也。埶 位

齊，而欲惡同，物不能澹則必爭；爭則必亂，亂則窮矣。先王惡其亂也，故制禮義以分

之，使有貧富貴賤之等，足以相兼臨 ，是養天下之本也。『書』曰：「維齊非齊。」

此之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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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순자는 分이 義에 근거한 합리  차별이기 때문이

라 답한다.

 인간은 어떻게 무리를 이룰 수 있는가? 분(分)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分)은 어

떻게 가능한가? 의(義)를 토 로 이루어진다.74) 

  義는 分이 근거하는 공정한 원칙이자 기 이며, 객  사회 규범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신분, 지 , 빈부의 차별이 합당한 결과[治世]를 도출하는 것은 바

로 그러한 차별이 도덕[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義로써 分을 시행하고, 

分으로써 禮의 공능을 발휘하는 것은 도덕질서와 사회질서, 정치질서의 통일

을 추구하는 유가  통을 계승한 순자 사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순자에게 있어 도덕, 즉 禮義는 인간이 서로를 해치고 쟁탈하는 禽

獸와 비슷한 상태에서 벗어나 안락한 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해 필요한 사회 , 정치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 도 덕 교 화  원 리 로 서의  禮

  순자는 자신이 공자를 계승한 유가 사상가임을 차 언 한다. 순자의 禮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 규범

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백성들을 德으로써 感化하는 道德敎化의 

원리로서의 의미 한 지니고 있다. 비록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낙 으로 

망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내면에는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재질과 바

탕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 인간이 구체  상황 속에서 그에 걸맞은 

禮를 실천함으로써 내  수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74) 『荀子』, 「王制」, “人何以能羣？曰：分。分何以能行？曰：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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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善 의  근 원 과  도 덕  완 성  가 능 성

  순자 사상은 그의 性惡說을 요체로 한다. 「性惡」편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 선한 것은 인 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며 인간의 본성에 

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성악설에서 惡이 인간 본성이 무 제하게 

발 될 때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을 논증하 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구 은 실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양태가 아름답지 않으며, 이러한 본성이 맹목 으로 추구될 때 사회  

악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한 “인간의 본성이 아름답지 않다”

는 말에는 인간의 내면에 어떠한 도덕  단서도 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내

포되어 있다. 순자가 맹자를 비 한 것도 바로 이 지 에서 다. 

 맹자가 말하길 “사람의 배울 수 있는 까닭은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지 않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아는 데 미치지 못하여 사람

의 본성과 인 의 구분을 살피지 못하 다. 무릇 본성이라 함은 하늘에서 취한 

것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삼아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라 하는 것은 성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간이 배워서 능히 행할 수 있는 것

이며 일삼아서 이룰 수 있는 바이다. ……맹자가 말하길 “지  사람의 본성은 선

하나 모두 그 본성을 잃어버려 악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

장이다.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 그 질박한 상태를 떠나고, 그 본바탕을 떠나며 반

드시 이를 잃어버리게 되어있다. 이 게 본다면 바로 사람의 본성이 악함은 분명

하다. 75)  

75) 『荀子』, 「性惡」, “孟子曰：「人之學 ，其性善。」曰：是不然。是不及知人之

性，而不察乎人之性僞之分 也。凡性 ，天之就也，不可學，不可事。禮義 ，聖人

之所生也，人之所學而能，所事而成 也。……孟子曰：「今人之性善， 皆失喪其性

故也。」曰：若是則過矣。今人之性，生而離其朴，離其資，必失而喪之。用此觀之，

然則人之性惡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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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선한 단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맹자를 비

하며 본성과 인 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6) 순자가 볼 때 인

간의 본성에는 어떠한 도덕성도 잠재되어 있지 않으며, 도덕은 인  노력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자의 응답에 해 두 가지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聖人은 역시 凡人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은 

어  의를 제정할 수 있었는가? 이는 禮義, 즉 善의 근원에 한 물음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이 粗野하다면 인간이 聖人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

는가? 이는 인간이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물음이다.

  첫 번째 의문 , 즉 聖人은 어 하여 의를 제정할 수 있었는가에 한 물

음에 해 순자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어떤 사람이 이 게 물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의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가?” 이에 답하기를 “ 의는 성인의 인 에서 생겨난 것이지, 인간의 본성 자체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기장이는 흙을 반죽하여 도기를 만든다. 그 다면 도

기는 도기장이의 (僞)에서 생겨난 것이지, 도기장이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 아

니다.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목기를 만든다. 그 다면 목기는 목수의 (僞)에서 

생겨난 것이지, 목수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성인은 사려를 쌓아 인 를 

습 화하여 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일으켰다. 그 다면 의와 법도라는 것은 

성인의 (僞)에서 나온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77)

76) 순자의 맹자에 한 비 은 맹자의 주장처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사람들이 

그 선한 본성만 믿고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리라는 염려에서 기인한 것

이다. 물론 순자의 염려는 일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맹자는 心善을 주장하는 동시

에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순자가 맹자의 학설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

다고 비 할 수는 없다. 맹자와 순자는 서로 강조한 측면이 달랐을 뿐 모든 인간이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고,  ‘도덕  완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에서 일 된 유가  통을 따르고 있다.

77) 『荀子』, 「性惡」, “問 曰：「人之性惡，則禮義惡生？」應之曰：凡禮義 ，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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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는 의는 성인의 인  노력[僞]에서 생겨난다는 주장을 일 되게 펼

친다. 그는 도기와 목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비유로 들며 도기와 목기가 도

기장이와 목기장이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듯 인간의 본성에서 의가 

탄생하지는 않는다는 을 강조한다.78) 도기는 도기장이가 흙을 빚어 형태를 

잡고, 불가마에 넣어 굽는 등의 구체 인 (僞)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의 역시 성인의 ‘사려를 쌓아 인 를 습 화 하는’ 구체 인 과

정을 거쳐 제정된다.79) 성인과 일반 백성이 차이가 나는 지 은 바로 이곳이

다. 성인과 일반 백성은 동일한 본성을 구유하고 있으나, 성인은 인  노력

을 거쳐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도덕  완성을 이루었다. 하지만 와 같은 

순자의 응답으로는 아직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는 곧 

두 번째 물음으로 이어진다. 일반 백성들도 인 를 일으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즉, 조야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生於聖人之偽，非故生於人之性也。故陶人埏埴而為器，然則器生於陶人之偽，非故生

於人之性也。故工人斲木而成器，然則器生於工人之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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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生於聖人之偽，非故生於人之性

也。”

78) 郭沫若은 순자가 도기장이와 목기장이의 비유를 들며 성과 를 구분한 것은 궤

변이라 주장한다. “흙은 스스로 도기가 될 수 없고, 나무는 스스로 목기가 될 수 

없지만 인간은 스스로 禮義와 積僞를 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 이 ‘스스

로 의 를 행한다’함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그 다면 인간의 본성을 

어  악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곽말약은 이러한 이유로 순자의 성악설은 구

조 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 한다. 郭沫若, 「荀子的批判」, 『十批判書』(北

京: 人民出版社, 1954), p. 192.의 내용을 王楷, 『天然 修爲』(北京: 北京大學出版

社, 2011), p. 83에서 재인용

79) 후천 으로 사려를 쌓아 인 를 습 화하는 것은 타고난 자연의 본성을 교화하여 

‘도덕성’으로 환시키는, 즉 ‘도덕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유희성, 「순자철학에서 

‘도덕성’은 무엇이 근거하는가」, 『동양철학』제 13집 (2000), p. 256.



- 41 -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우임 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이른 것인

가? 무릇 우임 이 우임 이 되는 까닭은 그가 인의를 행하고 법도를 바르게 하

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인의와 법도는 구나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도리라 

할 수 있다. 거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인의법도를 알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

고, 모두 인의법도를 행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고 있으니 모두 우임 과 같은 성

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 만약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  그 알 수 

있는 자질과 행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인의와 법도를 알게 하고 행하게 한다

면 그들은 우임 처럼 될 수 있다. 지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  도의에 힘

써 학문에 정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의 뜻을 세우며, 사색하고 숙고하여 긴 

세월에 걸쳐 선을 쌓아 그치지 않는다면 신명에 통하고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을 

화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인의와 법도를 쌓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80) 

  

  일반 백성들도 인 를 일으켜 도덕  완성에 이를 수 있는가에 한 물음에 

순자는 분명한 어조로 답한다.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능히 우임 과 같

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 다면 일반 백성들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

디에 있는가? 순자는 이에 모든 사람은 ‘인의와 법도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자

질[質]과 바탕[具]’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단언한

다. 여기서 인의와 법도를 행함은 인의와 법도에 한 ‘앎’을 선행 조건으로 

삼으므로, 순자의 주장은 사람이 올바름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올바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곧 知라 할 수 있다. 「解蔽」편에는 

80) 『荀子』, 「性惡」, “「塗之人可以為禹。」曷 也？曰：凡禹之所以為禹 ，以其

為仁義法正也。然則仁義法正有可知可能之理。然而塗之人也，皆有可以知仁義法正之

質，皆有可以能仁義法正之具，然則其可以為禹明矣。……今使塗之人 ，以其可以知

之質，可以能之具，本夫仁義法正之可知可能之理，可能之具，然則其可以為禹明矣。

今使塗之人伏術為學， 心一志，思索孰察，加日縣久，積善而不息，則通於神明，參

於天地矣。故聖人 ，人之所積而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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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알려지는 것은 사물의 이치이다.81)”라는 구 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순자가 知를 인간 본성의 일부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Hutton, 王楷, 韋政通의 해석은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다. Hutton은 “아는 능력

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고, 알려지는 것은 사물의 이치에 있다.”82)로 해

석했으며, 왕해는 해폐편의 인용문을 통해 “순자는 ‘사람은 지식 주체이며 사

물은 지식 객체이다’라는 입장을 보 다”고 설명했으며83), 정통은 “순자는 

이 구 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바로 知임을 천명했는데, 知를 인간의 性으로 

규정하 다.”84)라고 주장했다.

  즉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知]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 다. 성인이 의를 제정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이러한 능력

에 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본성에 도덕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내재함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의와 법도를 알고 행하는 

자질과 바탕으로서의 知가 인간의 본성의 일부라 한다면, 이는 性惡說과 배

되는 것이 아닌가? 연구자는 知를 본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순자가 

81) 『荀子』, 「解蔽」, “凡以知, 人之性也, 可以知, 物之理也” 楊倞은 이 구 을 “인

간의 본성에 한 앎을 미루어 나가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설하 다. 

이에 해서는 王先謙, 『荀子集解』(北京: 中華書局, 1988), p. 393, “以知人之性推

之, 則可知物之理”구 을 참고하라. 이운구의 『순자』국역본 역시 “무릇 인성을 알

면 이로 미루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하 다. 이에 해서는 이운

구, 『순자』(서울: 한길사, 2006, p. 183.을 참고하라. 양경과 이운구는 知를 인간 

본성에 한 앎으로 해석하 는데, 이들은 知를 인간 본성의 일부로 해석하지 않았

다. 이들의 해석은 만약 知를 性으로 인정할 경우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  단서가 

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여 性惡, 즉 인간의 본성에는 어떠한 도덕  경향성도 내재

되어 있지 않다는 순자의 주장과 背馳될 것을 염려한 결과로 보인다. 

82) Hutton, Xunzi: The Complete Tex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233. "For everyone, the ability to know comes from 

human nature, and what can be known are the underlying patterns of things."

83) 王楷, 『天然 修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 136.

84) 韋政通, 『荀子 古代哲學』(臺北: 臺北商務印書館, 1997),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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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되게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아름답지 않다’는 性惡說의 주장과 

배되지 않는다는 을 밝히려 한다.

  여러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왔다. 순자의 

인성론은 근본 으로 구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 하거나85), 知를 본성으

로 본 것에 주목해 순자의 인성론이 약한 의미의 성선설을 함의한다고 주장하

거나86), 性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살펴 으로써 순자는 일 된 인성론을 

펼치고 있다고 변호하는 시각이 표 이다.87) 먼 , 순자의 인성론이 모순을 

안고 있다는 비 은 순자가 道를 알 수 있는 인식 능력과 그에 합치되는 행동

을 할 수 있는 행  능력, 情欲을 구체 인 내용으로 하는 본성 모두를 ‘性’이

라는 한 가지 용어를 가지고 표 했다는 을 간과하고 있다. 순자의 인성론

이 약한 의미의 성선설을 함의한다는 주장은 『荀子』 반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에 한 순자의 실 인 진단과 이를 극복하려는 극  의지를 간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자는 맹자식의 性善說을 비 하며 자신이 孟子와는 다

른 노선을 택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장 타당한 해석은 순자의 

性을 狹義의 性과 廣義의 性 두 가지로 나 어 인간 모두가 보편 으로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때, 도덕에 한 인식 능력인 知는 의의 性에 

속한다고 보는 이다. Hutton은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을 인식하는 ‘비어있

는’능력이 있으며, 이는 성인이 제정한 한 형식인 禮와 연결될 때에만 비

85) 앞서 살펴보았던 곽말약의 주장이 표 이다. 

86) 馬一浮는 “순자 사상의 골자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고 말하며 순자의 인성론이 약한 의미의 성선설을 함의함을 주장한다. 馬一浮, 

『馬一浮集』(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6), p. 1141.의 내용을 王楷, 『天然 修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 84.에서 재인용 하 다.

87) 東方朔은 性惡說에서의 性은 인간 본성에 한 일부분의 내용을 말한 것이라 주

장한다. 그는 넓은 의미의 性과 좁은 의미의 性으로 구분하여 知는 넓은 의미의 

性, 즉 타고난 본래 상태 그 자체에 속하는 것이고 性惡의 性은 情과 欲을 내용으

로 하는 좁은 의미의 性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可以而不可使”-以荀子《性

惡》篇爲中心的詮解」, 『荀子思想硏究』(北京: 人民大學出版社, 2014),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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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도덕 인 가치라 부를 수 있다”88)고 해설하며 순자는 인간이 도덕을 배

워 알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능력

이 禮와 련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도덕 인 능력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

한 것이라 덧붙 다.

  도덕  규범, 즉 禮를 인식하고 습득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맹자식의 心善說의 주장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 순자가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만약 이러한 능력이 제

로 안내 받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는다면 惡을 낳을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해서는 감정과 욕구가 추동하는 방향의 반 로 끌어당겨야 하고, 도덕규범

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 2 )  禮 의  도 덕 교 화  성 격

  앞서 1 에서 禮가 지닌 사회·정치 규범  성격에 해 규명해 보았다.  禮

는 群居和一의 이상  사회를 이룩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거친 

본성을 가다듬어 도덕  완성을 이루는 成人之道로서도 기능한다. 禮를 통한 

도덕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은 敎化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89) 아래에

88) Eric Hutton, "Does Xunzi Have a Consistent Theory of Human Nature?",  

Virtue, Nature, and Moral Agency in the Xunzi (Indianapolis,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0), pp. 230-233.

89) 순자가 말하는 敎化, 즉 교육을 통한 감화는 학문과 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

육의 주체로서의 교수자와 교육의 객체로서의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매개로 하여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 교육 일반을 의미한다. 한 순자는 교육활동이 개인의 도덕  인격 형성에 결

정 인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을 고수했다. 이규상, 「순자 권학편의 교육철학  

검토」, 『유학연구』제 21호 (2010), pp. 19-20.을 참고하라. 이러한 에서 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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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禮가 개인의 도덕  완성에 미치는 향을 근거로 禮의 도덕교화  성격

에 해 논하겠다. 

  우선 敎化의 의미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論語』, 『孟子』에 敎字와 

化字가 각각 등장하지만 ‘敎化’로 병칭한 경우는 없었다. 敎化라는 단어는 선

진시  문헌  『荀子』에 가장 먼  등장하는데, 『荀子』에서 敎化는 총 8

차례 등장한다. 그  몇 구 을 살펴보겠다.

 마을 사람들을 길들이고, 사는 구역을 정해주고 가축을 기르고 과수나 채소를 

기르고, 교화를 권하고 효제를 행하도록 구하며, 계 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백

성들로 하여  임 의 명에 따르게 하고, 그 고장에 편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

는 것이 향사( 師)가 할 일이다. …… 악을 논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자신의 행

동을 가다듬고, 교화를 넓히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여 나라 안 사람들을 모두 함

께 감싸서 하나로 조화시키는 것이 벽공(辟公)이 할 일이다. 도와 덕을 온 히 하

고 최고 수 의 규범을 세우며 문리를 다하여 천하를 하나로 하고 사소한 일도 

모두 들어 천하 사람들로 하여  기꺼이 순종하게 하도록 함이 천자의 일이다.90)

 로는 능히 군주를 존 하고 아래로는 능히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치 강령과 교

화를 아래가 본받게 함이 마치 그림자 따르듯이 틀림없고 뜻밖의 일이 닥쳐서 이

에 응함이 마치 메아리치듯 빠르며 미루어 앞서 짐작하고 정형 없이 수시로 변

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그 로 제도나 법칙이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성신(聖

臣)이란 자다.91)

敎化는 교수자의 학습자에 한 일방 인 지식과 사상주입을 의미하는 ‘교화’와 구

분된다. 

90) 『荀子』, 「王制」, “ 州里，定廛宅，養六畜，閒樹藝，勸教化，趨孝弟，以時

修，使百姓 命，安 處 ， 師之事也。……論禮 ，正身行，廣教化，美風俗，兼

覆而調一之，辟公之事也。全道德，致隆高，綦文理，一天下，振毫末，使天下莫不

比從服，天王之事也。”

91) 『荀子』, 「臣道」, “上則能 君，下則能愛民，政令教化，刑下如影，應卒遇變，

齊給如響，推類接譽，以待無方，曲成制象，是聖臣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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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써 교화함은 (백성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92)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마을을 다스리는 리인 향사가 해야 할 일로 마을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리인 벽공이 해야 할 일로 자신

의 몸을 먼  가다듬은 후 이를 바탕으로 교화를 펼쳐 나라 안 사람들을 하나

로 조화시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좋은 신하의 자질 

 하나로 백성들에게까지 교화의 공능을 미치게 함이 소개되었다. 세 번째 

인용문은 교화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며, 교화의 근거는 禮義에 있음을 

주장하는 구 이다. 세 인용문 모두 敎化의 주체는 爲政 이며, 敎化를 받는 

사람은 백성으로 보고 있으며, 백성들을 敎化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에 안정

을 가져다주고, 백성들로 하여  서로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을 도덕 으로 각성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

다는 주장은 공자와 맹자가 공유하던 선진시  유학의 기본  이념이었다.

 계강자가 물었다 “백성들로 하여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기를 권면

하려는데 어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백성 하기를 장엄하게 하

면 백성들이 공경하고, 효와 자애로움을 보이면 백성들이 충성하고, 잘하는 자를 

들어 쓰고 못하는 자를 가르치면 알아서 힘쓸 것이다”93)

 민심을 얻는 데 있어 좋은 정치는 좋은 가르침만 못하다94)

  공자는 ‘내재  인격 세계’의 각성  ‘보편  덕성을 자각한 인간’으로의 변

92) 『荀子』, 「議兵」, “禮義教化，是齊之也。”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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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而教不能，則勸。」”

94) 『孟子』, 「盡心上」, “善政不如善敎之得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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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모두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95) 맹자는 민심을 얻는 데 있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으며, 가르침의 구체  내용으

로 孝悌등의 人倫을 제시했다. 에서 인륜이 밝으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서로 화목해진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이 제이다. 맹

자는 효제의 도리를 확 하여 다른 사람의 부모를 받들고, 웃어른을 공경하면 

천하는 태평해진다고 믿었다.96) 이러한 믿음들을 공자와 맹자는 ‘敎’라는 단어

를 통해 표 하 다. 

  그 다면 순자는 왜 ‘敎’가 아닌 ‘敎化’를 주장하 는가? 그것은 바로 가르침

[敎]을 통해 변화[化]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었기 때문이다. 순자가 변화시

키고자 했던 주된 상은 본성[性]이다. 순자의 ‘化’97)는 극 인 의미로 말할 

경우 인간의 본성이 후천  수양과정을 통해 가다듬어짐으로써 인간 스스로 

도덕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禮는 敎化가 근거하는 상이

며, 한 化性을 이루는 수단으로 작용한다.98) 

  도덕 교화 차원의 禮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의 철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어떻게 진정한 인간이 되느냐, 즉 인간이 어떻게 도덕  완성을 이루느냐

의 문제이다. 앞서 善의 근원과 도덕  완성의 가능성을 논하며 순자 사상에

서 인간은 완미한 도덕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

을 확인하 다. 순자에게 도덕, 곧 禮義는 생물학  의미의 ‘인간’이 도덕 ·문

화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轉化되어가는 수단이자 길이다. 사회·정치  차원

에서 禮를 논할 경우 그 주된 심은 禮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조정하는 

작용에 있었다. 반면 개인의 인격 차원에서 禮를 논할 경우 주된 심은 禮를 

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도덕  완성 가능성과 禮를 통해 조야한 본성을 갈

95) 채인후, 천병돈 옮김, 『공자의 철학』(서울: 문서원, 2009), p. 71.

96) 채인후, 천병돈 옮김, 『맹자의 철학』(서울: 문서원, 2009), p. 184.

97) 순자의 化는 사물이 자연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상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이 후천 ·인 인 노력을 통해 본성을 갈고 닦아 나가는 본성의 변화 한 

의미한다. 

98) 化性을 이루는 禮의 功能은 4장 2 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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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닦아 나가는 修身의 과정에 있다.

  순자 禮論의 사회·정치규범  측면에 치우친 학자들은 순자 사상에서 禮는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도덕수양은 단지 객 인 도덕규범

에 의해 제약되고 구속된다는 의미를 지닐 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순자 사

상을 거시 으로 악한다면 그와 같은 주장은 순자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

화한, 편향된 해석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해 다소 냉

정한 진단을 내렸지만 순자는 아름답지 않은 본성을 再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으로 확신하 다. 순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스승의 지도, 

그리고 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인간이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도덕 이고 

아름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完美한 

인격의 완성은 분명 순순히 타율 으로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完美한 인격의 성취는 조화로운 사

회의 회복 보다 논리 ·당 으로 우선한다. 그러므로 순자 禮論의 정수는 

그 도덕교화론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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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순 자  론( 禮 論 ) 의  도 덕 철 학  함 의

  1. 禮 의  도 덕 철 학  기

  순자의 禮개념은 단순한 ‘외재  사회 규범’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禮가 지

닌 풍부한 도덕철학  함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순자는 禮의 성립 근거로 

情을 제시하 고, 禮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知를 시하 으며 禮를 행함

에 있어서도 항상 그 실천 원칙인 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誠으로

써 마음을 수양하여 禮에 따르고 그 정신을 體現함으로써 天道와 人道를 통

하는 월  공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 1)  禮 의  성 립 근 거 :  情

  앞서 3장 1 에서 순자의 인간 을 논하며 인간의 性, 情, 欲으로 인해 禮가 

제정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 다면 禮와 情은 구체 으로 어떤 계를 맺고 

있는가? 와 정의 계는 ‘감정에 근거해 제정한 것[稱情而立文]’이라는 구

을 통해 가장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性惡과 稱情而立文이 과연 양

립할 수 있는 명제인가에 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왔다. 표

으로 王國維는 “선왕이 禮를 제정한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 순자의 

진의(眞意)를 고려하면 禮는 인간의 情에서 생겨났으므로 ‘稱情而立文’이라 한

다. 한 순자는 ‘삼년상은 인간의 감정에 근거해 생겨난 것이며 고통의 극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 다. 하지만 순자의 론은 그의 성악론과 서로 모순

되는데, 를 인간의 감정에 근거시킨다면 인간의 情은 선량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99)라며 그 모순을 지 한 바 있다.

99) 王国维, 『王国维文集』제3권(北京：中国文史出版社，1997), p. 143.의 내용을 李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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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왕국유의 비 은 실하지 못한데, 이는 순자 情개념에 한 오해에

서 비롯된다. 禮의 도덕  성격을 담보하는 개념으로서의 情은 ‘좋아하고, 싫

어하며, 기뻐하고, 노여워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의 의미만을 내포하

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를 명확히 하기 해 순자 情개념을 구체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郭振香은 순자의 情개념의 함의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첫째, 거

짓과 상반되는 ‘진실함’과 ‘솔직함’을 의미한다. 둘째, 표면으로 드러난 상과 

상 되는 개념으로서, 내재 이고 본질 인 것을 의미한다. 셋째, 밖으로 드러

난 형식과 상 되는 개념으로서, 내심의 감정을 의미한다. 넷째, 사람과 사물

의 일반 인 상황, 상태를 의미한다. 다섯째, 인간의 감정을 의미하며, 性字와 

함께 쓰여 자연 인 욕망과 행동경향을 일컫는다. 여섯째, 情을 積으로 바꾸어 

해석해야 할 때가 있다.100) 곽진향의 분석에 따르면 순자의 情개념이 ‘인간의 

감정’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제한 이며, 순자의 정은 보다 포 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李晨暘은 순자의 情은 ‘실정(實情)’, ‘성실(誠實)’, 

‘정감(情感)’을 나타낼 수 있으며 情을 ‘정감’으로 이해할 경우 ‘ 정 [好]’이거

나 ‘부정 [壞]’,이거나 ‘ 립 [中]’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101) 종합해보면 

순자의 情은 구체 인 인간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층 인 성격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情이 ‘인간의 감정’이외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의 정을 모두 여기에 모을 수 있

暘, 「荀子 “稱情而立文”的命題如何成立」, 『荀子思想硏究』(北京: 人民出版社, 

2014), p. 167.에서 재인용

100) 郭振香, 「先秦儒家性情思想論硏究」(博士學位論文, 山東大學校, 2005), pp. 

116-119.

101) 李晨暘, 「荀子 “稱情而立文”的命題如何成立」, 『荀子思想硏究』(北京: 人民出版

社, 2014), pp.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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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2)

 (크게 청명한 사람은) 만물에 해 형체가 있으면 보지 못함이 없고, 보이면 논

하지 않음이 없으며, 논하면 그 질서를 잃게 하는 일이 없다. 방안에 앉아 있으면

서도 세상을 내다보고, 오늘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래되고 먼 일을 논하며, 만물을 

통 하여 그 정을 안다.103)

 자신의 장 을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군주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단

을 윗사람이 모르더라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장 과 단

을 꾸 없이 드러내며 정으로 자신을 드러낸다.104)

 옥이라는 것을 군자의 덕(德)에 비유한다. 윤택한 것은 인(仁)과 닮았다. 가지런

하게 결이 나 있는 것은 지(知)이다. 단단하여 구부러지지 않는 것은 의(義)이다. 

모가 나더라도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행(行)이다. 꺾이더라도 휘지 않는 것은 용

(勇)이다. 흠과 채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정(情)이다.105)

   첫 번째, 두 번째 인용문에서 情은 세상의 실정, 즉 실제 이고 진실된 상

황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인용문은 사람에 해 논한 구 이지만, 여기서의 情

은 희노애락 등의 구체 인 감정이 아닌 자신의 ‘꾸 없는’, 본연의 모습을 의

미한다. 네 번째 인용문에서 情은 仁, 義, 知 등의 덕목의 일종으로 사용되었

다. 옥이 그 흠조차 가리지 않고 그 로 드러내듯 사람이 자신의 본모습을 꾸

미지 않고 그 로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덕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

102)『荀子』, 「不句」, “故君子不下室 而海內之情擧積此 ”

103)『荀子』, 「解蔽」, “萬物莫形而不見, 莫見而不論, 莫論而失位. 坐於室而見四海. 

處於今而論久遠, 疏觀萬物而知其情”

104)『荀子』, 「不句」, “身之所長, 上雖不知不以悖君, 身之所短, 上雖不知不以取賞, 

長短不飾, 以情自竭.”

105)『荀子』, 「法行」, “夫玉 ，君子比德焉。溫潤而澤，仁也. 栗而理，知也. 剛而

不屈，義也. 廉而不劌，行也. 折而不撓，勇也. 瑕適並見，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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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기에 왕선겸은 이 구 의 情을 곧 誠이라 풀이했으며106) Hutton은 

‘genuineness'로 번역했다.107) 종합하면  네 구 에서 언 된 정은 공통 으

로 ‘꾸 ’, ‘거짓’과 반 되는 의미의 ‘본래의’, ‘진실된’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吳祖剛은 곽진향이 분석한 여섯 가지 함의를 바탕으로 情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여 분류하 다. 첫째, ‘진실함’과 ‘솔직함’, ‘실질’ 등은 모두 기본 으로 

‘본래의 모습·상태[眞]’을 의미한다. 둘째, 구체 인 인간의 감정을 지칭한다. 

셋째, ‘性情’, ‘情性’등으로 쓰인 경우 情은 性의 본모습을 의미한다.108) 오조강

은 세 번째의 용법이 결국 첫 번째 ‘본래의 모습·상태’의 용법과 일치한다고 

지 하며 순자의 情은 크게 ‘본래의 진실된 모습·상태’와 ‘인간의 자연감정’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오조강은 나아가 情이 첫 번째 함의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일종의 형식 인 개념이며 두 번째 함의를 나타내는 경

우 이는 구체 인 내용을 일컫는다고 주장한다.109) 

  하지만 인간과 련된 논의에서 情은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情은 인간의 본성의 꾸미지 않은, 있는 그 로의 모습과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한 상태의 구체 인 내용을 희노애락 등의 자연 감정이 

채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가 사람의 情을 논한 경우 

이는 ‘인간 본성의 진실된 상태이자 희노애락 등으로 구체화되는 자연감정’을 

일컫는다. 한 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진실된 감정이므로 이 자체로는 어떠

한 善과 惡도 담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본연의 감정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경우 사회 혼란을 래할 수 있다. 情이 정 , 부정 , 

립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지 한 이신양의 분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

기된 것이다. 禮와 련된 논의에서 등장하는 情역시 이러한 의미를 벗어나지 

106) 王先謙, 『荀子集解』(北京: 中華書局, 1998), p. 518.

107) Hutton, Xunzi: The Complete Tex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330.

108) 吳祖剛. 「『荀子』“性, 情, 欲”之關係分析」. 『道德 文明』, 第6期 (2013), pp. 

53-54.

109) 의 논문,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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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왕국유의 비 과 달리 性惡論과 稱情而立文이라는 두 명제는 서로 모

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간의 情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禮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겠

다. 순자는 喪禮를 표 인 로 들며 사람의 감정을 토 로 禮가 성립되었

다는 을 지 한다. 

 사람은 부모를 해 삼년상을 지낸다. 그 다면 삼년상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사람의 감정이 우러나는 낌새를 가늠하여 사람의 친소귀천의 분별을 통해 상례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달리 비할 데 없고 바꾸지 

못하는 규정이라 한다. 상처가 클수록 낫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이 심할수록 

치유가 더디다. 삼년상이란 슬픔의 감정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고통의 극치를 

나타낸다. 상복을 입고 상장을 짚으며 여막에 거처하고 죽을 먹으며 띠풀 자리를 

깔고 흙베개를 베는 것은 더없는 아픔을 나타내기 한 까닭이다. ……무릇 천지

에 생명이 있는 것들  기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각이 있다. 지각이 있는 

것들은 그 동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큰 새나 짐승이라도 그 무리나 짝

을 잃으면 몇 달이 지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돌아와 옛 보 자리를 

배회하며 울부짖고 발을 구르고 머뭇거린 이후에야 비로소 떠난다.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한동안 배회하며 지 귀고 난 다음에야 떠날 수 있

는 것이다. 여기에 기 있는 것들 가운데 사람보다 지각이 있는 것은 없다. 그러

므로 사람이 부모를 하는 정은 죽어서도 다함이 없다. 어리석고 추하며 음산

하고 사악한 사람의 방법을 따르려 하는가. 이들은 부모가 아침에 죽더라도 녁

에 이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들을 따른다면 새나 짐승만 못할 것이다. 이들이 어

 능히 함께 모여 살 수 있겠는가.  품덕이 있는 군자의 방법을 따르겠는가. 

삼년상 이십오개월은 마치 빠른 말이 벽 틈새를 통과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갈 것

이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이것으로도 차마 다할 수 없이 무궁한 것이다. 그러므

로 옛 선왕과 성인이 이를 하여 용의 도를 세워 도를 세우고 형식과 도리

를 함께 이루어 삼년상을 마치도록 하 다.110)

110)『荀子』, 「禮論」,  “三年之喪何也. 曰, 稱情而立文, 因以節羣, 別親疎貴賤之節, 

而不可益損也. 故曰無適不易之術也. 創巨 其日久, 痛甚 其癒遲, 三年之喪, 稱情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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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는 부모의 죽음을 기리는 삼년상은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감정에 근

거해 세워진 것이라 말한다. 상복을 입고, 상장을 짚으며 여막에 거처하는 등

의 구체 인 式은 모두 그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기 한 것이다. 부모를 잃

은 슬픔은 차마 다 할 수 없이 무한한 것이니, 옛 선왕과 성인은 그 슬픔의 

감정을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中道로써 드러내도록 형식을 제정하 다. 

  순자의 ‘立文’은 ‘貴本’과 ‘親用’ 두 가지 원칙을 내포한다.111) 貴本이란 禮의 

주지(主旨)를 강조하는 것으로, 를 통해 실 하고자 하는 근본 목 이다. 親

用은 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 인간의 실제 삶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 근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는 그 성립 근

거를 잃게 되고, 그 쓰임이 친숙하지 않으면 는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귀본

과 친용 두 원칙은 모두 情을 기 로 한다.

  상례의 경우에서 보듯 모든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情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를 표 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본연의 감정을 하게 표출하

는 공통된 방법과 규칙이 필요한데, 순자는 이러한 요청을 토 로 禮가 제정

되었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禮는 감정표출의 과불 을 가늠하는 표 으로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稱情而立文의 구체  내용이다.

  그 다면 부모를 사모하는 정은 왜 ‘三年喪’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되어드러

나야 하는가? 期年喪이 한 형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자 역

시 이 문제에 해 언 한 바가 있다.

立文, 所以爲至痛極也. 斬衰苴杖, 居廬食粥, 席薪枕塊, 所以爲至痛節也. ……凡生乎

天地之間 , 有血氣之屬, 必有知. 有知之屬, 莫不愛其類. 今夫大鳥獸則失亡羣匹, 越

月踰時, 則必反鉛, 過故鄕, 則必徘徊焉, 鳴號焉, 躑躅焉，踟躕焉, 然後能去之也. 

是燕爵, 猶有啁噍之 焉, 然後能去之. 故有血氣之屬, 莫知於人. 故人之於其親也, 至

死無窮. 由夫愚陋淫邪之人 , 則彼朝死, 而夕忘之. 然後縱之, 則是曾鳥獸之不苦也. 

彼安能相 羣居而無亂乎. 由夫脩節之君子 . 則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 若駟之過

隙，然而遂之, 則是無窮也. 故先王聖人, 安爲之立中制節, 一使足以成文理, 則 之矣.”

111) 『荀子』, 「禮論」, “貴本而親用也。貴本之 文，親用之 理，兩 合而成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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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아가 물었다. “삼년상은 일년만 치러도 충분히 오래다 할 것입니다. 군자가 삼

년동안 (상례를 치르느라) 를 행하지 않는다면 는 반드시 무 질 것입니다. 삼

년동안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악은 반드시 무 질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

안)묵은 곡식이 소진되고, 새로운 곡식이 자라며 불씨를 만드는 나무도 바 니 1

년이면 족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 다. “ 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는 

편안하느냐?” 재아가 답하 다. “편안합니다.” 공자가 말하 다. “네가 편안하다

면 그 게 하거라. 군자가 상례를 치를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

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도 편안함이 없기에 그리 하는 것이니, 네가 

편안하다면 그리 하여라” 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가 말했다. “재아는 불인(不

仁)하다! 자식이 태어나 삼년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은 후에야 부모의 품을 벗

어날 수 있다. 삼년상이라 하는 것은 온 천하에 공통된 상이다. 재여는 부모에게

서 그 삼년의 보살핌을 받았는가?”112)

  공자는 부모에 한 喪禮를 1년으로 그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제자 재아

에 해 ‘不仁’하다는 표 을 하며 가차 없이 비 한다. 공자에 따르면 상례에

서 삼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사람이라면 구나 태어나서 부모의 보

살핌을 받으며, 일정 기간의 보살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성장해나

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이고 필수 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3년이 길다고 느

껴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은 부모의 은덕을 버리는, 궁극

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순자 역시 공자와 비슷한 입장에 서서 삼년상의 당 성을 설명한다. 육에 

한 사랑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공유하는 것이다.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동물조차 육이 죽으면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며 슬픔

1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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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必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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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居處不

安，故不為也。今女安，則為之！ 宰我出。子曰 予之不仁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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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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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을 기린다. 하물며 인간에게 ‘나’라는 존재를 낳고, 보살피고, 길러  가

장 가까운 육인 부모의 죽음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슬픔  가장 크다. 

그러므로 부모의 죽음에 한 애도는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순자는 삼년상이라는 형식이 인간의 감정에 부합하는 동시에 

자연  질서와 만물의 보편  정감에 합치한다는 을 들어 그 형식의 합리성

을 논증하 다.

  그 다면 상례를 삼년으로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순자는 이에 해 다소 

실 인 해석을 시도한다. 비록 3년이 지나도 부모를 잃은 애통한 마음은 채 

가시지 않지만 과도한 감정의 표출은 당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슬픔을 그칠 당한 시기를 정해서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고 경감시켜 

산자가 자신의 생활을 해 나가게 해야 한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비통

한 감정이 서서히 그러지며 차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 

즉, 禮의 형식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는 모두 궁극 으로 인간의 

안정된 삶을 한 것이다. 

 삼년상은 이십오개월로 그치는데, 비록 부모를 잃은 아픔과 그리워하는 마음은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까닭은 죽은자를 보내는 데에는 그만 둘 기

한이 있고, 당한 시기에 정상생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113)

  인간의 감정에 근거해 성립된 禮는 역으로 인간의 감정을 히 조 하기

도 하며 나아가 인륜 사회의 유지와 질서, 조화를 이루는 데 극 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 禮는 단순히 공허한 형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출의 과불 을 가르는 기 으로 작용한다. 순자는 이러한 표 을 통해 감정

을 올바른 방향으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감정이 禮를 제정하고 

실천하는 내재  근거로서 작용하고 한 禮를 통해 인간의 감정에 명확한 방

113) 『荀子』, 「禮論」, “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 哀痛未盡, 思慕未忘, 然而禮以是斷

之 , 豈不以 死有已, 復生有節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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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儒家에서 공유하던 의식이었다.

( 2 )  禮 의  인 식  능 력 :  知

  순자에게 知란 인간의 지  능력의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보다 구체

으로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가리킨다.114) 인간의 인식능력인 知가 인식 상인 

사물과 서로 만나면 그 모습을 감각하여 서로 상이한 형체, 색깔, 무늬 등을 

분별함으로써 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며, 동물 이상의 존재에게 보편 으로 갖추어진 능력이다.115) 

 사람이 아는 능력을 知라 하고, 지가 사실과 부합하면 智라 한다. 사람이 (무언

가) 할 수 있는 근거를 能이라 하고, 실천한 것이 한 것을 能이라 한다.116)

  사람에게 있는 아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인 인식 능력이다.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까닭은 본능 인 능력, 즉 인간의 능동  작용이

다. 인간의 인식 능력과 객  사물이 하여 서로 부합되게 하는 것을 能이

114) 『荀子』에서 ‘知’는 총 482번 등장하며, 이를 통해 순자가 인간의 지  능력의 

체계를 매우 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지혜’나 ‘지혜로운 사람’, 는 ‘깨

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97회이고, 나머지 385회가 지  능력 체계를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 호,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  함의』(서울: 서강 학

교출 부, 2008), pp. 147-148.

115) 순자는 인간이 삼년상을 지내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모든 ‘知’를 가지고 있는 생

명체는 자기와 같은 ‘類’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동류의 생명체를 사랑하기 

해서는 우선 어떤 것이 자신과 같은 류에 속하는지를 인식하고 단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능력이 知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류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知는 그 

죽음을 슬퍼하는 情이 생겨나기 한 제조건이 된다.

116) 『荀子』, 「正名」, “所以知之在人 之知, 知有所合 之智。所以能之在人

之能, 能有所合 之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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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순자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충분히 정하 으며 인간의 인식과 그 

능력은 모두 객  사물과의 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하 다.

  자신의 동류를 알아보는 인식능력으로서의 知는 모든 동물이 공유하는 것이

지만, 순자는 모든 생명체 에서 사람보다 知가 발달한 존재는 없다고 말하

며 사람의 知가 동물의 知와 다른 지 이 분명히 있음을 암시한다.

 그 다면 무엇에 의해 같고 다름을 구별하는가? 말하기를 ‘천 에 의한다’ 고 한

다. 무릇 류(類)가 같고 정(情)이 같은 것에 해서는 그 천 의 느낌도 같으므로 

비슷한 것과 비교하여 통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그 약속한 명칭을 함께하여 서

로 지키는 까닭인 것이다. …… 마음은 분석하고 변별하는 앎[徵知]을 가지고 있

다. 징지는 귀를 거쳐서 소리가 감지되어야 가능하고 을 거쳐 형체가 감지되어

야 가능하다. 따라서 징지는 반드시 천 이 그 이 의 분류 기억과 들어맞은 연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오 은 이를 기억에 담더라도 알지 못하고 마음은 이를 

인식하더라도 언어로 가리키는 말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지식은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동이를 구별하는 까닭이다.117) 

  순자는 사람이 사물을 감각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인 知가 心에서 나온

다고 설명하며, 사람의 知가 가진 특성을 心의 징지(徵知)에서 찾았다. 徵이란 

證明의 뜻으로, 사물의 형태를 감각하고 분석함으로써 변별하는 것을 말한

다.118) 우리의 이 어떤 나무를 만나 그 형태를 감지하면 心은 그것이 나무

임을 아는데, 이것이 바로 징지의 작용이다. 마음에 만약 징지가 없다면 귀와 

 등의 감각기 은 사물에 해 단지 그 형태만 감지할 수 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나무를 감지하여 나무라 단내릴 수 있는 것은 마

117) 『荀子』, 「正名」, “然則何緣而以同異？曰：緣天官。凡同類同情 ，其天官之意

物也同。故比方之疑似而通，是所以共其約名以相期也。……心有徵知。徵知，則緣耳

而知聲可也，緣目而知形可也。然而徵知必 待天官之當簿其類，然後可也。五官簿之

而不知，心徵知而無說，則人莫不然 之不知。此所緣而以同異也。”

118) 方立天, 『 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박경환 옮김 (서울: 문서원, 1998),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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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그 사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무의 類에 견주어 같고 다름을 비교

하는 징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지는 是非를 가리고 별하는 능력이므로119) 사회의 혼란을 해소

하고 治世를 달성하는 데 결정  역할을 한다. 순자는 시비를 가리고 올바로 

인식하게 하는 능력을 통해 사람들은 주어진 상에 해 정확하게 알게 되면 

是非와 治亂을 다투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궁극 으로 모든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순자는 정치 질서의 확립을 해 是非와 治亂의 기 을 마련하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는데,120) 是非와 治亂의 기 은 명칭과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

써[正名] 생겨난다. 순자가 올바른 인식의 요성을 강조한 까닭은 정확한 인

식 그 자체에 목 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다. 정확한 인식을 통해 정확한 개념 

정의의 기 를 이루는 同異와 貴賤의 분별을 확실히 하고,  정당한 분별을 

통해 群居和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21) 즉, 명칭과 개념을 확

정하여 백성들의 생각을 통일하고, 사상의 왜곡과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 이 순자의 知담론에 투 되어 있는 것이다.

  知는 개인의 도덕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知가 成人之道와 연결될 때, 知는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앎을 의

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순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바는 바로 道에 한 앎, 

즉 도덕  앎이었다. “(자연사물에 한 앎은)알지 못해도 군자되는 데 방해되

지 않으며 안다고 해도 소인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122)는 구 은 자연과 물

리  상에 한 앎은 오히려 부차 인 것이며, 군자가 되는 데 결정 인 요

소가 아님을 말해 다. 

119) 『荀子』, 「修身」, “是是非非 之智”

120) 이규상, 「순자의 실천  지식론」, 『동서철학연구』제73호 (2014), p. 430.

121) 의 논문, p. 431.

122)『荀子』, 「儒效」, “不知無害爲君子，知之無損爲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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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일러 표 이라 하는가? 도(道)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도를 알지 못할 수 

없다. 마음이 도를 알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며, 도가 아닌 것을 옳다고 여길 것이

다. 사람이 가 내키는 로 하고 싶어서 옳지 못한 바를 지키려 하고 옳은 일을 

스스로 하겠는가? 그 도에 부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면 도를 

이해 못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 도를 이해한 사람과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도에 맞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도를 이해한 

사람을 논하는 것은 혼란의 근원이다. 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하기를 

마음이 도를 이해한 연후에 도를 옳다 하고, 도를 옳다 하고 나서야 도를 지키고 

도가 아닌 것을 할 수 있다. 그 도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취한다면 

도를 이해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 도를 이해 못한 사람과는 하나가 되지 못할 것

이다. 그 도를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이해한 사람과 함께 도가 아닌 사

람을 논하는 것은 다스림의 요지이다. 어  이해 못함을 걱정하겠는가? 그러므로 

다스림의 요지는 그 도를 이해하는 데 있다.123)

  순자에 의하면 知의 주된 상은 道, 즉 禮義이다. 행동이 禮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는 마음이 道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리 배우

고 매일 자신을 여러 차례 되돌아보아 마음이 道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행

가 이치에 들어맞게 되고, 이 게 도덕  지혜를 갖추게 되면 행실에 어떠한 

잘못도 없을 것이다.124) 

  앎[知]이란 禮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사람의 마음은 선천 으로 이러한 능력

을 구유하고 있다. 禮를 이해한다함은 곧 자신의 情欲이 도에 부합하는지 아

닌지를 스스로 단하고, 나아가 도덕 으로 정확한 단과 선택을 내려 禮에 

123)『荀子』, 「解蔽」, “何 衡？曰：道。故心不可以不知道, 心不知道，則不可道，而

可非道。人孰欲得恣，而守其所不可，以禁其所可？以其不可道之心取人，則必合於不

道人，而不合於道人。以其不可道之心 不道人論道人，亂之本也。夫何以知？曰：心

知道，然後可道；可道然後守道以禁非道。以其可道之心取人，則合於道人，而不合於

不 道 之 人 矣。以 其 可 道 之 心 道 人 論 非 道 ， 治 之 要 也。何 患 不 知 ？ 故 治 之 要 在 於 知

道。”

124) 『荀子』, 「勸學」, “君子博學而日參己, 則知明而行無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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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慮’라는 능력을 통해 구체화된다. 사

람의 마음은 숙고하는 능력[慮]을 통해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제하고, 도덕

 행동을 실천하게 한다. 

 는 인도의 극치이다. 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를 일러 무도한 백성이

라 하고, 를 본받아 족히 따르는 자를 일러 유도의 인사라 한다. 가 도에 

알맞아 능히 사고할 수 있음을 가리켜 능려(能慮)라 하고 가 알맞아 능히 바꾸

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능고(能固)라 한다. 능려하고 능고하며 나아가 이를 

좋아하는 자를 성인이라 한다.125) 

  감정과 욕망은 인간이 선천 으로 지니고 태어난 것이므로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무 제하게 욕망을 추구하고,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사회 으로 큰 혼

란을 가져오고 이러한 사회  혼란은 곧 악(惡)이다. 그러므로 감정과 욕망을 

히 ‘ 제’하여 합당한 형식인 禮에 맞추어 드러내야 한다. 사람이 능히 자

신의 욕망을 제하고 禮에 따를 수 있는 까닭은 숙고하고 사려하는 능력(慮)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慮는 인간이 사물을 하여 유발된 여러 감

정과 욕망 에서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慮의 단계

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道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단하고 자신의 욕구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순자 사상에서 도덕  앎은 禮를 인식과 이해의 상으로 삼으며, 인간은 

知라는 선천  능력을 통해 事物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慮라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제하여 禮에 부합된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과정

에 따르면 知는 곧 行을 이끌어낸다. 순자는 “도를 알면 자세히 살피게 되고, 

도를 알면 실천하게 된다. (이는) 도를 체득한 자이다.”126)라고 말하 는데, 이

125)『荀子』, 「禮論」, “禮 ，人道之極也。然而不法禮，不足禮， 之無方之民, 法

禮，足禮， 之有方之士。禮之中焉能思索， 之能慮, 禮之中焉能勿易， 之能固。

能慮、能固，加好 焉，斯聖人矣。”

126)『荀子』, 「解蔽」, “知道, 察, 知道, 行. 體道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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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를 알아서 밝게 살피고 힘써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도를 체득한 사

람이라 불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知는 단순히 도덕이 무엇인지에 한 앎에 그치지 않는다. 知가 

단지 도덕이 무엇인지에 한 앎을 의미할 뿐이라면, 인간을 어떻게 도덕  

존재로 거듭나게 할 수 있겠는가? 순자는 知와 行을 함께 언 하며 도덕성의 

인식은 그 실천을 최종  목표로 삼으며, 도덕  인식은 그 실천을 한 첫걸

음일 뿐임을 분명히 하 다.127) 즉, 행 자가 그 행 의 합당성, 정당성을 깨

닫고 의식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이를 행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知라 할 수 

있다.

( 3 )  禮 의  실 천  원 칙 :  義

  순자는 義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속성으로 설명한다. 물과 불에는 氣가 

있으나 생명은 없고, 목에는 생명은 있어도 지각은 없으며, 짐승은 지각이 

있어도 의로움이 없다. 사람에게는 기와 생명과 지각과 의로움이 모두 갖추어

져 있으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 앞서 살펴본 情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

는 것이라는 을 떠올려 보면 순자의 도덕체계에서 義개념이 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荀子』에서 ‘禮義’는 총 104번 등장하는

데128) 이를 통해 禮義가 순자 그의 도덕사상에서 상당히 요한 치를 차지

127) 이는 知行合一을 강조하는 유학사상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매우 당연한 논

리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도덕에 한 앎은 곧 일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을 견지하 다. 다만 인간의 인지  주체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순자는 도덕  실천은 스스로가 본유하고 있는 도덕에 한 인식 

능력[知]과 상황에 알맞은 내용의 선택[慮]을 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견

해를 강하게 피력하 다는 이 특징 이다. 조 호,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  

함의』(서울: 서강 학교출 부, 2008), pp. 154-155.

128) 『荀子』에서 禮는 총 320번, 義는 315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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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129) 

  순자는 맹자와 묵자의 義사상을 수용·발 시켜 이를 사회  질서 유지와 개

인 도덕 완성에 핵심 인 가치로 설정했다.130) 義가 곧 도덕이라는 맹자의 주

장을 재천명한 묵자의 사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순자는 왜 義가 사회질서 유

지에 핵심 이고, 개인의 도덕 완성에 있어 결정 인 도덕  가치로 기능하는

지 논증한다. 

  먼 , 義는 인간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욕구나 감정에서 벗어나 인간 사회

에서 마땅한 구분과 차별[分]을 행함으로써131) 조화로움을 이끌어내는 개념이

129) 순자는 특히 禮와 義를 합하여 ‘禮義’로 竝稱하 다. 禮義병칭은 순자가 가장 먼

 시작한 것은 아니나, 순자보다 이를 더 빈번하게 언 한 사상가는 없었다. 순자

가 禮義를 병칭한 이유에 해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왔다. 먼  義

를 禮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며, 노사 은 이러한 입장을 변하는 학자이다. 그는 

“ 는 의에 의거해 이루어진다[禮依義而成]”라고 주장하 다. 다음으로 義로써 禮를 

규정·한정한다고 보는 입장이있는데, 정통은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다. 그는 “순자

의 義는 부분 객  규범으로서의 義를 의미하며 禮의 융성함을 뒷받침하는 개

념이다. 순자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객  규범·원칙을 의미하는 義로써 禮

를 규정한 것은 동시에 禮로써 義의 실천을 완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하 다. 韋政通, 『荀子 古代哲學』(臺北: 臺北商務印書館, 1997), pp. 5-8. 참고. 

두 학자들은 모두 義를 禮의 근거가 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맥

락에서 義를 禮의 실천 원칙이라 해석하여 본 의 논의를 개하 다.

130) 왕해와 마사유키 사토는 순자 義개념을 묵자 사상과 연 지어 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王楷, 『天然 修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 105.;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344.『荀子』에서 

貴意, 公義 개념은 각각 2번씩 언 되는데, 이는 순자가 묵자의 ‘사회  질서를 유

지하기 한 덕목’으로서의 義개념에 향을 받았음을 말해 다. 묵자는 맹자의 도

덕  義담론을 논리 으로 진작시켜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제시했

다. 하지만  義가 어떻게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지 그 매커니즘

에 한 분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義가 곧 도덕임을 거듭 천명하는 데 

그쳤다. 

131) 순자의 分은 정치, 사회, 윤리 등의 인간 사회의 제 역에서 행해지는 합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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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2) 앞서 언 한 것처럼 인간이 다른 생물체에 비해 신체 으로는 약자임

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義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義는 도덕  존재로서의 인간을 규정하는 요한 속성이며, 分이

라는 작용은 群居和一之道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무릇 간사한 사람이 생겨나는 까닭은 윗사람이 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의를 

존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악하고 간사한 행동을 하지 못하

게 지하는 것이다. 지  윗사람들이 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숭하지 않으니 

세상의 백성들이 모두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고 간사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하여 간사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무릇 의라는 

것은 사람의 안을 제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만물을 규제하는 것이다. 로 군주

를 편안하게 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안과 밖, 와 아래를 

제하는 것이 의로움의 본질이다.133)

  義는 사람의 안을 제하고 만물을 규제한다. 사람의 안을 제한다 함은 

인간의 情欲이 합당한 방식인 禮를 통해 드러나도록 살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려하는 능력[慮]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단한다. 자신의 욕망이 에 부합한다고 단되면 이를 추구하고, 에 부합하

지 않으면 스스로 그치게 된다. 이 게 욕망을 스스로 제하고 한계를 지을 

 아는 능력이 바로 ‘節’이며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본질[情]이다.

  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義란 곧 도리[理]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도리란 인간이 외물과 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나 감정들을 中道

구분과 차별을 의미한다. 分의 공능에 한 논의는 4장 2 에서 개하겠다.

132) 양순자, 「순자의 론-分과 和를 심으로」, 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2001, 

p. 48.

133) 『荀子』, 「疆國」, “凡姦人之所以起 ，以上之不貴義，不敬義也。夫義 ，所以

限 禁 人 之 為 惡 姦 也。今 上 不 貴 義 ， 不 敬 義 ， 如 是 ， 則 天 下 之 人 百 姓 ， 皆 有 棄 義 之

志 ， 而 有 趨 姦 之 心 矣 ， 此 姦 人 之 所 以 起 也。… … 夫 義 ， 內 節 於 人 ， 而 外 節 於 萬 物

也；上安於主，而下調於民 也；內外上下節 ，義之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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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게 이끌어주는 행 원칙으로써, 곧 禮를 뜻한다. 그러므로 의로움이

란 禮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종합하여 말하면 義는 理에 따라 욕망을 제하여 자신에게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義는 단순히 禮를 무비 , 습 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자는 사람의 덕을 숭상하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며 아첨하거나 비굴하

게 굴지 않는다. 의로움을 바로잡고 그 뜻을 곧게 세우며, 사람의 잘못을 지 하

되 그 흠을 헐뜯지 않는다. ……때에 맞추어 굽히고 뻗으며 부드럽게 따르는 것

이 창포나 갈  잎 같지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굳고 강하고 사납고 억

세며 뜻 로 하지 않는 일이 없지만 교만하고 포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는 의로써 변화하고 응 하며, 곡직에 어떻게 처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시』에서 말하기를 ‘왼쪽으로 갈 때에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군자의 마땅함이

며 오른쪽으로 갈 때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군자가 지니는 덕이다.’ 이 말은 

군자가 의로움으로써 처신하고 변화하고 응 한다고 하는 이유이다.134)

  군자는 부단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義로써 변화와 곡직에 처하며, 이러한 

행동은 理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義는 理에 따라 욕망을 제하여 자신

에게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덕성이라 할 수 있다. 의는 단순히 모든 상황에

서 동일한 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는 라는 형식 규

범이 제 로 기능하지 못할 때 그것을 비 하고 재정립하거나, 올바르게 행동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순자는 구체 인 상황에서 ‘의’로써 변

화에 응 해야[應變]한다고 말하며, 그 게 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의

(宜), 즉 마땅함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義는 禮를 실천하

134) 『荀子』, 「不苟」, “君子崇人之德，揚人之美，非諂諛也；正義直指， 人之過，

非毀疵也 …… 時屈伸，柔從若蒲葦，非懾怯也；剛彊猛毅，靡所不信，非驕暴也；

以 義 變 應 ， 知 當 曲 直 故 也。『 詩 』 曰 ： 「 左 之 左 之 ， 君 子 宜 之 ； 右 之 右 之 ， 君 子 有

之。」此 君子能以義屈信變應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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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이자 기 이다.

 개돼지의 용기가 있고 장사나 도둑의 용기가 있고 소인의 용기가 있고 사군자의 

용기가 있다. 음식을 다투는 데 염치없고 옳고 그른 것을 모르고 죽고 다치는 것

을 피하지 않고 수가 많고 힘이 센 것을 두려워하지않고 한없이 욕심부려 오직 

음식만 에 들어오니 이것이 바로 개돼지의 용기다. 이득 되는 일을 해서 재

화를 다투어 사양함이 없고 주제넘게 굴고 사납게 탐내어 거슬리고 한없이 욕심

부려 오직 이득만 에 들어오니 이것이 바로 장사나 도둑의 용기다. 죽음을 가

볍게 보고 난폭하니 이것이 바로 소인의 용기다. 의로움이 있는 곳이라면 권세에 

쏠리지 않고 그 이득을 돌아보지 않고 온 나라를 다 들어서 다고 하여도 달리 

보지 않고 죽음을 히 하고 의를 지켜 굽히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사군자의 용

기이다.135)

   인용문에서 순자는 개돼지의 용기와 장사, 도둑의 용기, 소인의 용기, 사

군자의 용기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는 의로움을 지키

고 따르는 용기이다. 여기서 의로움은 용기의 수 과 질을 단하는 기 이 

되며 용감함은 의로움이라는 기 에 부합해야 비로소 진정한 덕목으로서의 의

미를 갖게 된다. 孝悌와 같은 덕목 역시 마찬가지이다. 義의 지도, 규제, 조

을 통해 비로소 完整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순자사상에서 義는 일종의 덕행

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덕목을 단하는 원칙의 원칙, 규범의 규범으

로서 작용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136) 즉 순자에게 義란 도덕을 실천하는 과

정 에서 각종 덕목들의 조화를 이루고, 더 높은 차원의 통일을 이루어 ‘완

한’ 도덕인격으로 거듭나게 하는 원칙이다.

135) 『荀子』, 「榮辱」, “有狗彘之勇 ，有賈盜之勇 ，有 人之勇 ，有士君子之勇

。爭飮食，無廉恥，不知是非，不辟死傷，不畏衆彊，恈恈然惟飮食之見，是狗彘之

勇也。爲事利，爭貨財，無辭讓，果敢而振，猛貪而戾，牟牟然惟利之見，是賈盜之勇

也。輕 死 而 暴 ， 是 人 之 勇 也。義 之 所 在 ， 不 傾 於 權 ， 不 顧 其 利 ， 擧 國 而 之 不 爲 改

視，重死持義而不橈，是士君子之勇也。”

136) 王楷, 『天然 修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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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철학에서 禮는 덕목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仁, 義 등의 덕

목과 달리 는 일종의 문화  산물, 즉 인간이 인 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는 이유로 인해 道家사상가들의 비 을 받았다. 하지만 는 단순히 인간의 

언사( 辭), 태도, 행  측면에서 일정한 규범질서를 따르는 것이거나 특정

한 의식( 式)을 실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에 내재한 덕성(仁, 義, 孝, 弟, 忠, 信, 敬, 友 등)의 자연스러운 표 이기 

때문이다. 즉 유가에서 는 단순한 형식 인 ‘외재  표  방식’으로서만 기

능하지 않고 내재  덕성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되는 ‘틀’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의 형식성, 규범성의 논리 ·당  기 는 어디까지나 

‘내재  덕성’에 있다. 『論語』의 “사람이 仁하지 않다면 禮를 해서 무엇하겠

느냐”137)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순자 역시 유가 통의 禮정신을 계승하 다. 의 가치는 사람의 감정이 합

당한 방향을 향해서, 알맞은 형식을 갖추어 표 되게 하는 것과 인간의 행

가 도덕원칙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는 仁과 禮의 계로, 후

자는 義와 禮의 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는 사회규범의 의미를 넘

어서 인간의 도덕성을 기르는 극 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인의를) 행하여 도를 얻으면 에 순서가 있다 한다. 인이란 사랑이며, 친숙

한 것이다. 의란 도리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란 도이며, 이루는 것이다. 인은 

거할 곳이 있고, 의는 드나드는 문이 있다. ……인(仁)이 은애함을 미루어 나가더

라도 그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인이 될 수 없다. 의(義)가 그 도리를 갖추더라도 

도에 맞지 않는다면 의라 할 수 없다. 도를 살피더라도 조화롭지 않다면 라 

할 수 없다. ……군자는 의로써 인에 처한 다음에야 진정한 인이라 할 수 있다. 

로써 의를 행한 후에야 진정한 의라 할 수 있다. 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 

근본[仁義]으로 돌아가 그 끝[禮節]을 이룬 다음에야 진정한 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통달한 다음에야 진정한 도(道)라 할 수 있다.138)

137) 『論語』,「八佾」, “人而不仁如禮何?”

138) 『荀子』, 「大略」, “行之得其節, 禮之序也. 仁愛也, 故親. 義理也, 故行. 禮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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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義는 곧 도리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義가 도리를 갖추더라도 ‘드나드

는 문’을 거쳐 실천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義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용문

의 “ 로써 의를 행한 후에야 진정한 의라 할 수 있다”는 구 의 의미이다. 

한 바꾸어 말하면 의 바탕에 의로움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라 할 수 

있다. 순자의 禮는 仁義 등의 덕목과 달리 그 자체에 내재  도덕 가치를 담

보하지 않으며, 이 에서 맹자와 구별된다. 하지만 순자가 禮義를 병칭한 에

서 확인할 수 있듯 그는 禮와 仁, 義 등의 내재덕성을 연결시켜 禮를 건립함

으로써 禮의 도덕성을 담보하 다. 이를 통해 禮는 仁義등의 내재  덕성을 

바깥으로 표 하고 증명하여 보이는 통로로 기능하며, 禮를 실천하고 따름으

로써 인간은 자신의 품성을 도덕 으로 배양하고, 나아가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義는 禮를 실천하는 원칙이며, 禮는 義를 올바

르게 표 한 형식이다.

( 4 )  禮 의  월  성 격 :  誠

  誠139)개념은 仁, 義, 禮 등과 함께 유가철학의 핵심개념어로 분류되며, 선진

故成. 仁有里, 義有門. ……推恩而不理, 不成仁. 遂理而不節, 不成義. 審節而不和, 不

成禮. …… 君子處仁以義, 然後仁也, 行義以禮, 然後義也, 制禮反本成末, 然後禮也. 

三 皆通, 然後道也.”

139) 誠字는 흔히 ‘성실함’, ‘정성됨’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내면  도덕  품성을 

의미한 것으로 학의 ‘성의(誠意)’의 의미에 가깝다. 하지만 이처럼 성자를 ‘성실

함’으로 풀이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가철학에서 성개념은 단순한 윤

리  품성 개념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용만 보더라도 성실함이나 정성됨을 

넘어 ‘존재의 시작과 끝[物之終始]’, ‘하늘의 도[天之道]’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자를 ‘성실’이나 ‘정성됨’, ‘성심’등의 개념으로 한정시켜 번역하는 것은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서양에서도 기에는 단순히 ‘sincerity’라 번역하 으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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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철학을 誠개념의 형성과 개라는 각도에서 볼 때, 순자의 誠개념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순자는 맹자, 곽 죽간 「五行」편의 향을 받아 

誠개념을 종합 으로 발 시켰으며, 이는 후  용의 誠개념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140)

  誠字의 字意는 자와 成자로 풀어 이해할 수 있다.141) 誠字에 해 허신은 

“성자는 믿음을 의미한다. 언자는 뜻을 나타내고 성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하 다. 허신과 단옥재의 풀이를 보면 성은 信을 의미하고, 信은 곧 誠이다. 

허신과 단옥재의 풀이에 근거해 보면 일반 으로 유가철학에서 풀이하는 성의 

형이상학  의미는 성자의 본래 의미가 확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자학

으로 成자는 戊자와 丁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戊는 무성함을 의미하는 茂

와 통용되고, 丁자는 에 목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면 

誠은 말( )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서로에 한 

믿음을 의미하는 성이나 신은 인류에게 기본 인 윤리  규범을 가능  하는 

가장 보 인 덕목들  하나 다.142)

  선진시  誠字는 주로 ‘정말로’, ‘진정으로’를 의미하는 부사로 사용된 경우

가 부분이었다. 『孟子』에 들어서야 비로소 도덕  誠개념이 등장하지만 

『孟子』에서도 부분의 용례는 역시 부사  용법으로 쓰인 경우 다.  

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추세이고, ‘truth(Bruce, Carsun Chang)’, ‘authenticity(R. 

Gimello, J. Adler)’ 등이나 심지어 ‘realness(Hugnes)’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번역이 모두 완 한 것은 아니나 무반성 으로 단순히 성실이라 번역하는 것도 문

제가 된다. 합한 번역어가 없으면 번역이 아니라 음역하는 것이 타당한데, 성의 

형이상학  측면과 윤리  측면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 합한 번역어가 없으므

로 ch'eng/cheng으로 음역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표기법 신 원어를 그 로 사용할 수 있기에 ‘誠’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병환, 「 용 이 의 誠개념 분석」, 『 국학보』, 제 54호 (2006), p. 459.

140)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58.

141) 이하의 誠字에 한 풀이는 김병환의 「 용 이 의 誠개념 분석」논문에서 인

용하 다.

142) 김병환, 앞의 논문, pp. 4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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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의 자리에 있으며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

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친구들에게서 신임 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 받을 수 없다. 친구들에게 신임 받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부모

님을 모셔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친구들이 신임하지 않는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

는데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성하지 못한 이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자신을 성심성의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으니, 무엇이 선인지 모른다면 

자신을 성심성의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誠)은 하늘의 도이고 성을 숙고하

고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한 성으로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없었고, 지극한 성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143)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성심되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144)

  의 두 인용문에 나타난 誠은 도덕  함의를 지닌다. 첫째 인용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논하는 맥락에서 誠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誠은 ‘진실함’, ‘성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誠

의 체득, 완성은 善에 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된다[明乎善]. 한 맹자는 

誠을 天에 귀결시켰는데, 人道-天道의 이원  구조는 「五行」의 향145)을 

강하게 받았음을 암시한다.

  순자는 맹자의 도덕  誠개념을 계승하여 이를 心담론에 귀속시켰다.  순자

143)『孟子』, 「離婁上」, “居下位而不獲於上，民不可得而治也。獲於上有道 不信於

友，弗獲於上矣 信於友有道 事親弗悅，弗信於友矣 悅親有道 反身不誠，不悅於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不誠其身矣。是故誠 ，天之道也 思誠 ，人之道也。至誠而不

動 ，未之有也 不誠，未有能動 也。”

144)『孟子』, 「盡心上」,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樂莫大焉”

145) 마사유키 사토는 곽 죽간 「五行」의 “善, 人道也; 德, 天道也”구 이 맹자의 

“是故誠 ，天之道也；思誠 ，人之道也。” 구 에 향을 미친것이라 보고 있다.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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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誠字는 총 70번 등장하는데, 그  반은 부사로서 ‘정말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반의 용례는 도덕  함의를 지닌다.146) 맹자의 誠字가 

부분 부사  용례로 사용된 것과 달리 순자에서는 윤리  誠字의 용례가 

반을 차지한다는 을 미루어 볼 때 순자에 들어서 선진시  도덕  가치로서

의 誠개념이 상당한 발 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의 용례 에

서 誠은 단독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誠信, 端誠 등과 같이 다른 개념과 연용하

여 쓰이기도 한다.147) 誠자가 단독으로 쓰인 용례  특히 불구편의 단락은 

순자의 誠論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자의 특성을 상세히 논하고 있는 불구 편에서는 맹자와 상당히 유사한 誠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군자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성(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성에 이르면 다른 사

고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인을 지키고 의를 행할 뿐이다. 성한 마음으로 인을 지키

면 그 덕이 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신묘해지며 신묘해지면 다른 사람

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성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면 도리가 서고 도리가 서면 분

명해지며 분명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變과 化가 잇달아 일어나는 것

을 천덕(天德)이라 한다.148)

  순자는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으로 誠을 제시했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곧 도덕  인격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순자가 특히 

마음을 기르는 한 방법으로 誠을 제시한 것은 학의 ‘誠其意’와 그 의미가 서

로 통한다. 誠으로써 마음을 기르는 구체 인 방법은 仁을 지키고 義를 행하

는, 즉 도덕원칙을 성실히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이는 곧 禮의 정신을 체 하

146)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59.

147) 성신은 네 번, 단성은 두 번 등장한다.

148) 『荀子』, 「不苟」, “君子養心莫善於誠，致誠則無它事矣。唯仁之為守，唯義之為

行。誠心守仁則形，形則神，神則能化矣。誠心行義則理，理則明，明則能變矣。變化

代 ， 之天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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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자의 인격이 완성되는데, 이 

경지에 도달하면 뭇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순자는 變과 化개

념을 제시함으로써 이 을 명확히 설명했는데,149)  순자사상에서 이상  통

치자인 군자는 능히 외부환경의 무수한 변화에 히 응 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백성들의 性情을 감화시킬 수 있는 자이다.150)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하늘을 높이 존숭하고 땅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를 두텁다 추존하며 사시계 은 말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이를 측

하여 처한다. 이것이 일정함을 갖는 까닭은 그 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그 덕이 지극하여 침묵하고 있어도 깨우쳐주고 베풀지 않아도 친근해지며 노하지 

않아도 엄 있다. 이는 하늘의 명에 따르기 때문이며, 그 하나의 마음에 성을 다

하기 때문이다.151)

 도를 행하는 데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성하지 않다면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으면 그 덕이 드러나지 않으며 덕이 드러나지 않으면 비록 마음속에 생겨 

얼굴빛을 통해 나타나고 말로 나온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

다. 비록 따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문을 품을 것이다. 천지는 지극히 큰 것이나 

성하지 못하면 능히 만물을 화육시킬 수 없고 성인은 지극히 지혜로우나 성하지 

못하면 능히 만민을 감화시킬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친애하지만 성하지 

못하면 소원해지고 군주는 존귀하지만 성하지 못하면 비루해진다.152)

149) 『荀子』에서 ‘變化’라는 단어는 총 네 번 등장한다. 變이란 군자가 환경 혹은 상

태의 변화를 통제하는 것을 가리키며 化는 인간 내부의 변화를 의미한다. 순자사상

에서 이상 인 통치자인 군자는 외부 환경의 무수한 변화에 자유롭게 응 할 수 

있는 자이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性情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자이다. 

150)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60.

151) 『荀子』, 「不苟」, “天不 而人推高焉，地不 而人推厚焉，四時不 而百姓期

焉。夫 此 有 常 ， 以 至 其 誠 也。君 子 至 德 ， 嘿 然 而 喻 ， 未 施 而 親 ， 不 怒 而 ： 夫 此

命，以慎其獨 也。”

152) 『荀子』, 「不苟」, “善之為道 ，不誠則不獨，不獨則不形，不形則雖作於心，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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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誠으로써 마음을 기르게 되면 군자의 도와 덕이 진정으로 밝게 빛나며, 백

성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진정으로 두터워진다. 즉 군자는 誠을 통해 자신의 

덕을 드러내어 백성들을 도덕 으로 감화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誠은 논어

의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풀 로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된다”153)는 구 의 德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무릇 성이라 함은 군자가 지켜야 할 것이며 정치의 근본이다. 오직 덕 있는 자

가 머무르는 곳에 같은 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것을 붙잡으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붙잡아 얻으면 하기 쉽고 쉬우면 홀로 행하며 홀로 행하여 멈추지 않으

면 완성되고 완성되어 재능을 다하고 오래도록 변화를 거듭하여 그 처음으로 돌

아가는 일이 없으면 만물이 화육하는 것이다.154)

  자신의 뜻[ ]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지난한 수양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는 유가의 내성외왕의 도를 생각할 때 당연히 수기에서 시작하며 치인에서 끝

을 맺는 기나긴 여정이다. 결국 誠, 즉 자신의 말과 뜻을 이룸이란 禮라는 구

체화된 형식을 통해 仁을 지키고 義를 실천함으로써 內聖에 도달하며, 백성들

을 덕으로 감화시킴으로써 平治를 실 하는 外王을 이루는 과정을 통섭하는 

것이다. 용의 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천지와 그 덕이 합치되고 일월

과 그 밝음이 합치되며, 사시와 그 차서가 합치되고 귀신과 그 길흉이 합치된

다”는 大人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종결됨을 지한다. 이러한 지극한 성[至誠]

은 쉼 없이 만물을 살리는[無息]에 있는 것이기에, 성은 윤리  의미를 넘어 

於色，出於 ，民猶若未從也 雖從必疑。天地為大矣，不誠則不能化萬物 聖人為知

矣，不誠則不能化萬民,父子為親矣，不誠則疏 君上為 矣，不誠則卑。”

153) 『論語』, 「顏淵」, “君子之德風, 人之德草, 風上之草, 必偃”

154) 『荀子』, 「不苟」, “夫誠 ，君子之所守也，而政事之本也，唯所居以其類至。操

之則得之， 之則失之。操而得之則輕，輕則獨行，獨行而不 ，則濟矣。濟而材盡，

長遷而不反其初，則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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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  의미로 확 된다.155)

  용에서 誠은 존재의 시작과 끝으로 악되어 천지만물의 성립 원리로 여

겨지고 있다. 즉 성은 윤리  덕목일 뿐 아니라, 하늘의 도이며 나아가 성으로 

인해 밝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하여 천도와 인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즉, 하늘의 도이면서 존재의 시작과 끝을 장하는 것이 誠이다. 마사유키 사

토는 이러한 용의 誠개념의 단 가 순자 사상에서 보이고 있음을 지 한

다.156) 순자는 군자의 덕성이 그 마음으로부터 확장되어 나오며, 이를 통해 궁

극 으로 만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러한 과정은 마치 천지가 만물을 끊임없이 살리는 것처럼 쉼 없이 일어난다. 

마사유키 사토는『荀子』에서 誠이 形 , 神, 變, 化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사

용된다는 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순자가 人道를 天道로 轉化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157) 인간 세계에서 誠은 사람을 상으로 삼으며, 誠으로 마음을 기

름으로써 인간은 자연  존재에서 도덕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자연 세계에

서 誠은 자연이 만물을 살리고 기르는 섭리로써 작용한다. 순자는 군자가 誠

으로써 마음을 수양하여 禮에 따르고 그 정신을 체 함으로써 天道와 人道를 

연결시켜 월  공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경지에 이르면 군자는 

천지의 萬物化育과정에 능히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된다. 

  순자는 誠을 무궁무진한 도덕  가치로 설정하 다. 誠은 變, 化등의 개념과 

연결됨으로써 인도와 천도를 연결하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자

는 도덕성은 군주의 마음으로부터 확장되어 나와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 으

155) 김병환, 「 용 이 의 誠개념 분석」, 『 국학보』, 제 54호 (2006), p. 453.

156) 마사유키 사토는 순자와 용의 誠개념의 공통 을 네 가지로 나 어 제시한다. 

첫째, 군자는 먼  자신의 몸을 닦아야 한다. 둘째, 그럼으로써 통치자의 덕이 드러

나기 시작하며, 이 과정을 일러 誠이라 한다. 셋째, 誠이 드러난 이후에 이 향을 

받아 백성들이 感化된다. 넷째, 이러한 德化·感化과정은 천지의 萬物化育과정에 비

유될 수 있다.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p. 293-295.

157) 의 책,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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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만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덕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천지가 만물을 끝없이 살리는 것처럼 쉼 없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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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禮 의  도 덕  功 能

  禮는 分의 공능을 통해 직분, 인륜, 분배상의 分別을 실시하고, 이러한 분별

에 따라 요구되는 행  규범은 곧 행 의 기 이자 표 으로 작용한다. 한 

禮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합리 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

며, 질박한 원  감정을 도덕  감정으로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자는 

기질과 마음의 작용이 善을 향할 수 있도록 기질과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禮를 그 수양의 기 으로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순자

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禮를 실천함으로써 완미한 덕성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 다.

( 1)  분 별 ( 分 別 ) 과  표 ( 標 準 )  

  순자의 禮가 미치는 범 는 한데, 로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에 이르고, 아래로는 개인의 도덕 수양 방법과 처세의 도리, 더 자세하게는 일

상 인 衣食住 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세한 목에까지 이른다. 는 행 의 

표 일 뿐만 아니라 사고와 언행의 표 이며 한 사회 구성과 다스림의 표

이다. 

  禮가 미치는 범 가 한 만큼 禮의 功能 한 다양하며, 陳大齊는 이를 

종합하여 分, 養, 節로 정리하 다.158) 우선 分을 살펴보자. 『荀子』에서 도덕

 담론과 연계될 때 分은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

되었다. 이러한 담론에서 순자는 分을 통해 군자와 소인159), 성군과 폭군160), 

로움과 욕됨161), 선과 악162)을 구분하 다. 정치  담론과 연계될 때 分은 

158) 陳大齊, 『荀子學說』(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7), pp. 140-160. 

159) 『荀子』, 「不苟」, “是君子 人之分”

160) 『荀子』, 「不苟」, “禹桀所以分”

161) 『荀子』, 「正論」, “榮辱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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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  선[治世]를 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로 제시된다.163) 특히 순자는 群居和一之道를 이루는 데 있어 分이 결정  공

능을 발휘함을 지 하 는데, 이는 곧 分으로써 和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사람은 어떻게 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 분별하기 때문이다. 분별은 어떻게 행해

질 수 있는가? 의로움 때문이다.164)

 사람은 태어나서 무리지어 살지 않을 수 없다. 무리 짓되 분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혼란스러워지며 혼란스러워지면 궁해진다. 그러므로 분별이 없는 것

은 사람의 큰 해악이며, 분별이 있는 것은 천하의 큰 이익이다.165)

  순자는 사람이 모여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까닭을 分이 없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상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分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해 필수 으로 요청되는 가치이

다. 따라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해 제정된 禮

는 곧 分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分의 구체  의미는 무엇인가?

 선왕은 의를 만들어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게 하 다. 귀천의 차등

이 있게 하 고, 장유의 차이가 있게 하 으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

고, 능력과 능력 없음을 구분하 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  각자의 일을 

맡도록 하되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하도록 하 다. 이러한 후에 록의 많고 

162) 『荀子』, 「性惡」, “是善惡之分”

163)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352.

164) 『荀子』, 「王制」, “人何以能群? 曰: 分. 分何以能行? 曰: 義.”

165) 『荀子』, 「富國」, “人之生不能無群，群而無分則爭，爭則亂，亂則窮矣。故無分

，人之大害也；有分 ，天下之大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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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후하고 박함이 알맞도록 하 다. 이를 군거화일의 도라 한다.166)

  의 인용문에 따르면 성인이 의를 제정함으로써 구분·분별하고자 했던 

상은 貴賤으로 표되는 사회등 , 長幼로 표되는 사회윤리, 智愚와 能不

能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직분 등을 포함한다.167) 分의 구체  내용에 한 진

제의 분류를 재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인간 공동

체[群]안에서의 역할 구분을 의미하는 分職, 둘째, 각자의 사회  지 에 합당

한 도덕  역할을 분배하는 分倫, 셋째, 분직과 분륜을 통해 획득한 富의 분배

를 일컫는 分配가 바로 그것이다.168)

  分의 가장 기본 인 의미는 分職이다. 순자는 역할 구분의 기 을 덕과 능

력의 유무에서 찾았다. 

 덕이 없으면 귀한 지 를 주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직을 주지 않으며, 공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으며,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다. 조정에는 요행으로 지

를 얻는 사람이 없게 하고, 백성들 에는 요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한

다. 명한 사람을 높이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여 등 의 계를 세운다.169)

  순자는 사회  역할을 구분함에 있어 도덕성[德]과 실제 인 업무 수행능력

[能]을 기 으로 삼았다. 순자에게 德과 能은 선천 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166) 『荀子』, 「榮辱」, “故先王案為之制禮義以分之，使有貴賤之等，長幼之差，知愚

能不能之分，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宜。然後使穀祿多 厚薄之稱，是夫群居和一之

道也。”

167) 진 제는 순자의 分을 체 으로 ‘윤리의 분별’, ‘사회지 의 분별’, ‘지 의 분

별’, ‘사회  분업’, ‘정치  분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陳大齊, 『荀子學

說』(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7), p. 147.

168) 양순자, 「순자의 론-分과 和를 심으로」(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2001), 

pp. 42-61.

169) 『荀子』, 「王制」, “無德不貴，無能不官，無功不賞，無罪不罰。朝無幸位，民無

幸生。尙賢使能，而等位不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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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 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先秦시  개인의 사회  역할

[職]은 동시에 신분을 의미했다. 순자가 제시한 신분사회는 통과 宗法에 따

른 신분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학문  노력과 도덕  수양정도에 의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유가  신분사회이다.170) 고 작의 자손일지라도 의에 따

르지 않으면 그 신분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서인의 자손일지라도 의에 충

실히 따른다면 그 신분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즉 순자는 직분을 나 는 기

을 禮義로 본 것이다. 이는 「王制」편의 “비록 왕공 사 부의 자손일지라

도 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비록 서인의 자손이

라 하더라도 학문을 쌓고 수신에 정진하며 의에 맞는 행동을 하면 사 부로 

격상시킨다”171)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다면 덕과 재능에 따른 분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순자는 분직을 

통해 사회  질서의 확립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력의 증  한 이룰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순자는 직 상의 구분과 사람들의 문성이 계있다고 보았

는데, 모든 사람들은 마다 잘하는 일이 있으며, 반 로 잘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지형의 높낮이나 토지의 비옥함을 단하는 일은 군자보다 농

민이 더욱 능숙히 해낼 수 있다. 과 물자를 유통시키고 상품의 가치를 변

별하는 일에는 군자보다 상인이 더욱 문성을 드러낼 수 있다. 각종 기기와 

공구들을 능숙히 다루는 일은 공인이 군자보다 더 뛰어나다. 하지만 道를 다

룸에 있어서 군자보다 더 능숙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순자는 사회 체를 놓

고 볼 때 군자, 농민, 상인, 공인은 각자 문성을 발휘하는 역이 있으며, 어

느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 상인, 공인 등의 일반 

백성은 생산 활동에 힘쓰고 군주가 禮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행할 때 

국가의 생산력은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살 수 있다. 

  分의 상에는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한 포함된다. 유가에서는 

170) 양순자, 앞의 논문, p. 50.

171) 『荀子』, 「王制」, “雖王公士大夫之子孫也，不能屬於禮義，則歸之庶人。雖庶人

之子孫也，積文學，正身行，能屬於禮義，則歸之卿相士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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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악하지 않았으며 항상 사회  인륜 계 

속에 치한 존재로 보았다. 한 이러한 사회  계에 기 해 사회  질서

가 건립된다고 보았다. 순자 역시 유가 통을 따라 인간들 사이의 계에 따

라 취해야 할 행동 규범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 인 인간 계로 

임 과 신하[君臣], 부모와 자식[父子], 형과 아우[兄弟], 남편과 아내[夫婦]의 

계 네 가지를 제시했다. 나아가 순자는 이러한 네 가지 표  인간 계를 

인륜 사회의 가장 기본 , 핵심 인 계로 설정하며 각 계에 부과되는 행

규범을 禮의 범  안으로 포섭하 다.

 군주는 어떠해야 하는가? 로써 나 고 베풀며 두루 고르게 하여 치우치지 않

게 해야 한다. 신하는 어떠해야 하는가? 로써 군주를 받들어 충성하고 순종하

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아버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고 은혜로우며 를 

지켜야 한다. 자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를 갖추어

야 한다. 형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애로우며 우애를 보여야 한다. 아우는 어떠해

야 하는가? 자신의 몸을 낮추어 (형을)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남편은 어떠해야 하

는가? 공을 쌓음에 지극하되 다른 길로 새지 않아야 하며 (사물을) 밝게 살피고 

분별을 따라야 한다.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가? 남편이 를 지키면 이를 따르고 

남편이 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심해야 한다. 이 도리가 한쪽만 행해지면 어

지럽게 되고 양쪽 모두에서 행해지면 잘 다스려진다.172)

 군주를 할 때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고향 사람을 할 때는 장유의 도리를 

다하며 어른을 할 때는 자제의 도리를 다하고 신분이 낮고 어린 자를 할 때

는 타이르고 용하는 도리를 다하여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없고 공경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그 마음 넓고 큼이 마치 천지가 만물

172) 『荀子』, 「君道」, “請問爲人君？曰：以禮分施，均遍而不偏。請問爲人臣？曰：

以 禮 侍 君 ， 忠 而 不 懈。請 問 爲 人 父 ？ 曰 ： 寬 惠 而 有 禮。請 問 爲 人 子 ？ 曰 ： 敬 愛 而 致

文。請問爲人兄？曰：慈愛而見友。請問爲人弟？曰：敬詘而不苟。請問爲人夫？曰：

致功而不流，致臨而有辨。請問爲人妻？曰：夫有禮則柔從聽侍，夫無禮則恐懼而自竦

也。此道也，偏立而亂，俱立而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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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싸주는 것과 같다.173)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는 각자 따라야 할 행  

규범[禮]이 있다. 각자가 주어진 계의 치에 따라 그에 걸맞은 禮를 행할 

때 상호간의 질서가 확립되며, 질서가 확립될 때 全사회 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의 “이 도리가 한쪽만 행해지면 어지럽게 되고 양쪽 

모두에서 행해지면 잘 다스려진다”라는 구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륜 계는 

수직 ·일방 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무 이고, 상호의존 인 

계이다. 즉 禮에 의한 윤리의 구분은 어느 한쪽에게 일방 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174)

  순자의 禮論에서 分은 국가 구성원들간의 역할 분담 뿐만 아니라 분직을 통

해 얻어진 富의 분배 한 포함하는 개념이다. 순자는 직책상의 구분과 인륜

계의 구분이 명확해지면 부의 분배 역시 자연스럽게 분명해지리라 기 했

다. 순자가 分職과 分倫의 근본 원칙을 德에 두었음을 상기할 때, 分配의 기  

역시 德이 됨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순자는 德-位-祿일치를 주장하

며 덕을 가진 자가 그에 걸맞은 지 에 올라야 하고, 각각의 지 에 따라 

록을 받아야 함을 역설했다.175) 

 그러므로 가장 명한 사람은 천하를 록으로 받았고, 그 다음 명한 사람을 

한 나라를, 그 다음 명한 사람은 답을 받았으며, 질박하고 성실한 백성은 충

분한 의복과 음식을 받았다.176)

173) 『荀子』, 「非十二子」, “遇君則脩臣下之義，遇鄕則脩長幼之義，遇長則脩子弟之

義，遇友則脩禮節辭讓之義，遇賤而 ，則脩告 寬容之義, 無不愛也，無不敬也，

無 人爭也，恢然如天地之苞萬物。”

174) 선진시  유가에서 인륜 계의 본질을 무 ·상호의존 으로 악한 흔 은 

『禮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禮記』, 「禮運」, “父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長惠, 幼 , 君仁, 臣忠”

175)『荀子』, 「富國」, “德必稱位，位必稱祿，祿必稱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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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에서 보듯, 록 즉 부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명함과 같은 德

이며, 이러한 덕성은 禮를 따름으로써 획득되므로 분배의 기 은 궁극 으로 

禮에 있다고 할 수 있다.17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禮로써 分을 실시한다’178)는 말에 집약되어 있듯 

分은 禮의 功能이며, 구체 인 分의 과정은 다시 ‘禮’라는 원칙과 기 에 따라 

행해진다. 로써 분을 실시함이란 합리 이고 합당한 분별을 통해 사회구성

원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禮는 

그 分의 공능을 통해 직분, 인륜, 분배상의 분별을 실시하고, 이러한 분별에 

따라 요구되는 행  규범은 곧 행 의 기 이자 표 으로 작동한다.

 군자는 그 말에 기 이 있고 그 행동에 한계가 있으며 그 도에 한가닥 융성한 

가 있다.179)

 물을 건 는 자는 수심이 깊은 곳을 표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건 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혼란을 표시하여 사람들이 잘못을 지르지 

않게 한다. 는 그 표시이다. 선왕은 를 가지고 (무엇이) 천하의 혼란을 (가져

오는지) 표시하 다. 지  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바로 그 표시를 없애자는 주장

이다. 그 게 되면 백성들은 미혹되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형벌이 번잡해

지는 까닭이다.180) 

176)『荀子』, 「正論」, “故上賢祿天下，次賢祿一國，下賢祿田邑，愿慤之民完衣食”

177) 이러한 순자의 차등  분배론은 씨족공동체의 해체에 따라 분배의 공동체 인 

규제가 소멸되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새로운 계층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당시의 역사 인 상황을 반 한다. 이성규, 『 국고 제국성립사연구』( 서울: 일

조각, 1984), p. 60.

178)『荀子』, 「君道」, “以禮分施” 

179)『荀子』, 「儒效」, “君子 有壇宇，行有防表，道有一隆”

180) 『荀子』, 「大略」, “水行 表深，使人無陷 治民 表亂，使人無失，禮 ，其表

也。先王以禮義表天下之亂 今廢禮 ，是棄表也，故民迷惑而陷禍患，此刑罰之所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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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군자는 행동함에 있어 防表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릇

된 행동을 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선왕은 무엇이 

혼란을 가져오고 무엇이 에 따르는 것인지를 표시[表]하여 백성들로 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인용문에서 防表와 表는 모두 

禮에 의해 규제되는 올바른 행동에 한 기 , 표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에서 순자는 表를 직 으로 禮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순자가 禮를 사람들로 하여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그 기 을 제공함으로

써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행 의 표 ’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181)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척도( )를 가지고 기를 다스리고 생을 기르면 팽조보

다 더 늦게 죽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닦아 스스로 힘쓰면 명성을 요임 , 우왕과 

아울러 견주며, 때를 만났을 때도 잘 맞고 곤궁에 처했을 경우라도 괜찮다. 야

말로 이러한 것이다. 무릇 기와 의지와 사려는 를 따르면 다스려져 통하지만, 

를 따르지 않으면 도리에 어 나고 해이해진다. 음식과 의복과 거처와 행동은 

에 따르면 알맞게 조화를 잘 이루고 도에 맞지만, 에 따르지 않으면 조화

를 잃어 병이 생긴다. 용모와 태도와 여러 동작은 를 따르면 우아하지만, 를 

따르지 않으면 거만하고 비뚤어지게 어 나 속되고 야비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일에 가 없으면 성취되지 못하며 나라에 가 없으면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시』에 이르기를 ‘ 의범 에는 모두 나름 로의 분별이 

繁也。”

181) 防과 表를 통해 禮의 ‘행 의 표 ’으로서의 공능을 서술한 방식의 원형은『禮

記』「防記」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禮記』, 「防記」, “子 之：「君子之道，辟

則坊 ，坊民之所不足 也。」大為之坊，民猶逾之。故君子禮以坊德，刑以坊淫，命

以坊欲。” 공자가 말했다. 군자의 도는 비유한다면 둑과 같은 것이다. 둑은 사람들

의 부족한 을 막아 다. 그 부족한 바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둑을 넘어) 사람들

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로써 덕의 부족함을 막고, 형벌로써 음

험함에 빠지는 것을 막고, 명령으로써 백성들의 탐욕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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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웃는 데도 말하는 데도 모두 알맞은 법도가 있다’고 하 다. 바로 이것을 일

러 말한 것이다.182)

   인용문에서 순자는 禮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따라야 할 규범이라 주장

하고 있다. 순자에게 있어 禮는 곧 국가와 세상을 바로잡는 도구인 동시에 개

인의 행동을 바로잡는 표 이다. 순자 사상의 핵심인 禮는 어느 시 , 어느 사

회에서나 구든지 따라야 할 보편 인 이치이다. 즉, 순자에게 있어서 禮는 

인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으로서의 를 인  노력을 통해 체득

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순자에게 禮의 실천이 곧 

도덕 실천이 되는 까닭은 순자가 禮를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따라

야 할 행  표 이자 기본 규범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83) 

( 2 )  욕 ( 節 欲 ) 과  양 정 ( 養 情 )  

  순자는 인간을 욕망을 타고난 존재로 악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

해 나가기 한 원동력으로서 생리  기본 욕망을 타고 났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 욕망을 지속 으로 충족시켜나가려 한다. 순자의 欲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생리  욕망과 심리  욕망으로 나  수 있다. 생리  욕망이란 굶

주리면 배불리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려 하며, 피곤하면 쉬고 싶

어 하는 등의 신체  경향성을 의미한다. 심리  욕망이란 이익을 좋아하고 

182)『荀子』, 「修身」, “扁善之度，以治氣養生，則後彭祖；以脩身自名，則配堯禹。

宜於時通，利以處窮，禮信是也。凡用血氣、志意、知慮，由禮則治通，不由禮則勃亂

提 僈 ； 食 飲 ， 衣 服、居 處、動 靜 ， 由 禮 則 和 節 ， 不 由 禮 則 觸 陷 生 疾 ； 容 貌、態 度、進

、趨行，由禮則雅，不由禮則夷固、僻違、庸眾而野。故人無禮則不生，事無禮則不

成，國家無禮則不寧。『詩』曰：「禮 卒度，笑語卒獲。」此之 也。”

183) 조 호,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  함의』(서울: 서강 학교출 부, 2008), p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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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싫어하며, 도덕  명성을 얻고자 하고, 부귀 화를 리고 싶어 하고, 

사회  지 를 높이려 하는 등의 심리  경향성을 이른다.184)  

  욕구, 욕망이란 기본 으로 자신에게 결여된 것, 부족한 것을 자신의 밖에서 

구하려 하는 성향이다.185)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인간의 이러한 경

향성은 본디 타고난 것이어서 충족 가능성의 여부와 상 없이 발동된다. 한 

“한 번 발동한 욕망은 충족되지 못하면 충족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을 수 

없”186)으며 그 기에 인간의 욕망은 질 ·양 으로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성향인 것이다. 이러한 생리 ·사회  욕망을 무궁히 추구

하는 경향성은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구유하는 天性기에 聖人과 凡人, 君子

와 人 모두 같은 욕망을 공유한다. 

 무릇 정치를 논함에 있어 사람이 욕망을 버리기를 기 하는 자는 욕심을 바르게 

이끌  모르면서 욕망을 갖는 것만 걱정하는 자이다. 무릇 정치를 논함에 있어 

욕망을 게 할 것을 기 하는 자는 욕망을 제시킬  모르면서 욕망 많은 것

만 근심하는 자이다. 욕망이 있고 없음은 그 류가 다른 것이다. (욕망은)본성이므

로 (그 자체로)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욕심이 많고 

은 것도 그 류가 다른 것이다. 인간의 정이 드러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스림

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오지 않는다. 욕망은 이를 충족시켜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

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자가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

184) 吳樹勤,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濟南: 齊魯書社, 2007), p. 65.

185) 欲이라는 자의 欠은 갑골문과 문에서는 사람이 입을 벌리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과 虛를 의미하는 谷이 합해져 이루어진 자인 欲은 

뱃속이 공허하여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찾는 의미를 담고 있다. 欲은 욕구, 욕망, 

바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欲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범 하여 식욕과 성욕 

 그 밖의 생리 이고 본능 인 욕구, 정욕, 물질  이익과 사회  지 에 한 

욕망 등을 리 포 한다. 이와 같은 欲개념의 다양성이 고  국인에게 엄 히 

의식되고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조구치 유조 외, 『 국사상문화사 』김석근 

외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1), p. 174.

186) 『荀子』, 「禮論」,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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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따라 발생한다. 욕망이 충족시켜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려 발생하는 것

이 아닌 까닭은 (욕망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187) 

  순자는 욕망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욕망은 ‘없앨 수 없

는’것이다. 한 인간의 욕망 추구는 그 한계가 없으므로, 욕망은 ‘다할 수 없

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의 두 가지 특성은 순자 욕망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순자는 본성의 내용으로서 주어진 욕망을 개체의 생존을 한 원동력으로 

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욕망이 지닌 자기 심성과 무제한 인 추구 경향성

이 사회  혼란을 래할 수밖에 없다는 을 들어 이를 ‘性惡’의 근원으로 지

목하 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순자가 욕망 그 자체를 惡으로 보

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욕망의 많고 음 그 자체는 善惡과 무 하며, 욕망이 

구체 인 행 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善惡을 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순자는 두 가지 욕망에 한 그릇된 설을 바로잡는다.

 송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본모습은 본래 욕구가 으나, 모두 자신의 정을 가리

켜 욕구가 많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그들에게 자신의 설을 논변하고, 그러한 비유를 명확히 들어 인간의 정의 욕구가 

본디 음을 알리려 했다. 이에 (순자가 말하길) “그 다면 한 사람의 정이란 

이 색을 보려하고 귀가 소리를 들으려하고 입이 맛을 보려하고 코가 냄새를 맡

으려하고 몸이 안락하기를 바라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욕구도 역시 사

람의 정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송자가 말하길 “사람의 정이 바라

는 것은 그것뿐이다.” (순자가)말하길, “그 다면 그 주장은 행해지지 못할 것이

다. 사람의 정이 이 다섯 가지 한없이 하려 하는 것을 바라면서 욕심이 많지 않

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의 정이 부귀를 바라면서 재물을 바라

187) 『荀子』, 「正名」, “凡語治而待去欲 ，無以道欲而困於有欲 也。凡語治而待寡

欲 ， 無 以 節 欲 而 困 於 多 欲 也。有 欲 無 欲 ， 異 類 也 ， 性 之 具 也 ， 非 治 亂 也。欲 之 多

寡，異類也，情之數也，非治亂也。欲不待可得，而求 從所可。欲不待可得，所受乎

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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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미인을 좋아하면서 서시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옛 사람은 

그 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정은 본디 많은 것을 바라고 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므로 상은 후하게 하고 손해를 여주었다. 이는 모든 왕들이 

같이 하는 바이다. ……송자는 사람의 본질이 본래 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

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다면 선왕은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것에 해 

상을 주고 바라지 않는 것을 벌했다는 말인가? 어지러움이 이보다 큰 것은 없을 

것이다.”188)

 타고난 성정 그 로 거리낌 없고 방자하게 굴고, 짐승처럼 행동하며 에 부합

하여 다스려지지 못한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 그 말이 조리있고, 족

히 어리석은 들을 속이고 혹시키니 이들이 바로 타효와 모이다.189)

  첫 번째는 宋子의 寡欲說, 본래 사람의 욕망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宋 銒

은 통상 으로 인간의 욕망이 많다고 보는 에 반 하여 인간의 욕망은 

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순자는 사람은 구나 五官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

며, 사람들은 이 욕구를 무한히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송견의 주장은 인

간의 본성에 배되며,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을 지 한

다. 순자는 송견학 의 주장이 善惡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治亂의 표

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 했다.

188) 『荀子』, 「正論」, “子宋子曰：「人之情，欲寡，而皆以己之情，為欲多，是過

也。」故率其群徒，辨其談說，明其譬稱， 使人知情之欲寡也。應之曰：然則亦以人

之情為目不欲綦色，耳不欲綦聲，口不欲綦味，鼻不欲綦臭，形不欲綦佚；此五綦 ，

亦以人之情為不欲乎？曰：「人之情，欲是已。」曰：若是，則說必不行矣。以人之情

為 欲 ， 此 五 綦 而 不 欲 多 ， 譬 之 ， 是 猶 以 人 之 情 為 欲 富 貴 而 不 欲 貨 也 ， 好 美 而 惡 西 施

也。古之人為之不然。以人之情為欲多而不欲寡，故賞以富厚而罰以殺損也。是百王之

所同也。……今子宋子以是之情為欲寡而不欲多也，然則先王以人之所不欲 賞，而以

人之欲 罰邪？亂莫大焉。”

189) 『荀子』, 「非十二子」, “縱情性，安恣睢，禽獸行，不足以合文通治；然而其持之

有故，其 之成理，足以欺惑愚眾 是它囂魏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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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타효와 모190)의 縱欲說, 욕망을 있는 그 로 추구하자는 주장

이다. 순자는 이들이 禮義를 존숭하지 않는다고 여겨 그들의 행동이 마치 

수와 같다고 비 했다. 욕망을 날것 그 로 무 제하게 추구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 충족을 방해한다. 의 기원에 한 설명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순자는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제한없이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해 聖王이 禮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욕망 추구는 곧 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험이 있기에 욕망은 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망 추구 경향성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욕망이 정제과정

을 거치지 않고 행 로 드러난다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곧 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자는 節欲을 주장했다. 

 비록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가까운 데까지는 근 할 수 있다. 비록 

욕망을 버릴 수는 없어도 그 추구를 제할 수는 있다. 비록 욕망을 모두 충족시

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추구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제

한다. 도가 나아갈 때 욕망은 완 히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도가 물러설 때 욕

망은 제될 것이다. 천하에 이보다 더한 도리는 없다.191)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욕망이 생겨난다 함은 

(욕망이)마음의 조 을 받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취한 어떤 하나의 욕망이 마음

의 조 에 따른다면 이를 하늘로부터 취한 것이라 분류하기 힘들 것이다. 사람이 

바라는 가장 큰 욕망은 삶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 더라도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은 (그가)삶을 바라지 않고 죽음을 바

190) 타효는 어느 학 에 속하는지 알 수 없고, 모는 도가의 학자로 추정된다. 남상

호, 「순자의 악화성론에 한 연구」, 『양명학』제 32호 (2012), p. 193.

191) 『荀子』, 「正名」, “欲雖不可盡，可以近盡也。欲雖不可去，求可節也。所欲雖不

可盡，求 猶近盡；欲雖不可去，所求不得，慮 欲節求也。道 、進則近盡， 則節

求，天下莫之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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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가 아니라 살 수 없고 죽어야 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망이 지나치더라도 

행동이 이를 좇지 않음은 마음이 욕망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옳다 여기는 

바가 도리에 맞는다면 비록 욕심이 많더라도 어  (나라의)다스림을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욕심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이 지나친 것은 마음이 그 게 시키기 

때문이다. 마음이 옳다 하는 바가 도리를 잃는다면 욕심이 비록 더라도 어  

혼란을 없앨 수 있겠는가.192) 

  욕망의 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순자는 禮에 따름으로써 욕망이 조

된다고 말한다. 구체 으로 말하면 마음이 욕망을 선택하여 조 하는 과정[慮]

를 거쳐 禮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욕망은 그 그쳐야 할 곳에 머

물게 된다. 마음은 욕망을 제하여 도덕  행 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반

로 부 한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부도덕한 행 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

듯 心의 작용이 늘 善을 향해 이루어진다는 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禮’라는 기 과 원칙이 필요하다. 禮는 節欲의 방향이 언제나 善을 향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왕은 이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의를 제정하여 이로써 분별하고, 인간의 욕망

을 기름으로써 욕망이 만족되게 하 다. 욕망이 사물에 궁하지 않게 하고 사물의 

욕망에 굴하지 않게 하여 양자가 서로 버티며 자라나게 하 다. 바로 이것이 

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라 하는 것은 기르는 것이다.193) 

 목숨을 바쳐 자신의 개를 지키는 일이 내 삶을 기르기 한 것임을 알라! 비

192) 『荀子』, 「正名」, “求 從所可，所受乎心也。所受乎天之一欲，制於所受乎心之

多，固難類所受乎天也。人之所欲生甚矣，人之惡死甚矣；然而人有從生成死 ，非不

欲生而欲死也，不可以生而可以死也。故欲過之而動不及，心止之也。心之所可中理，

則欲雖多，奚傷於治？欲不及而動過之，心使之也。心之所可失理，則欲雖寡，奚止於

亂？”

193) 『荀子』, 「禮論」, “先王惡其亂也，故制禮義以分之，以養人之欲，給人之求。使

欲必不窮乎物，物必不屈於欲。兩 相持而長，是禮之所起也。故禮 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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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내놓는 일이 내 재산을 기르기 한 것임을 알라! 공경하고 사양하는 일이 

내 안 을 기르기 한 것임을 알라! 의문리에 따르는 일이 내 정을 기르기 

한 것임을 알라!194) 

  한 순자는 “禮로써 감정을 기른다”고 하며 禮의 감정을 기르는 공능을 강

조하 다. 禮의 목 은 감정을 표 하는 합당한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감정195)을 인도하여 보편  도덕성 지닌 善을 향한 행 를 실 하고, 사람의 

도덕  완성을 돕는 것이다. 4장 1 에서 살펴보았듯 순자는 禮를 ‘인간의 감

정에 근거해 세워진 것[稱情而立文]’으로 설명하며 인간의 감정이 禮를 세우고 

실천하는 정신  동력이라 주장했다. 앞 의 논의에서는 주로 情이 禮에 미치

는 향을 다루었다. 이번 에서는 禮가 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겠다. 

  순자는 禮의 도덕  가치를 우선 인간의 정욕을 기르는 데서 찾았다. 당연

히 순자가 여기서 말하는 ‘養’은 인간의 각종 자연정욕의 추구에 한 만족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감정을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이끌어주는 의미의 

‘養’이다. 그러므로 의 도덕성은 감정을 억 르는 데 있지 않으며, 理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인도하고, 한 합리 인 방식을 통해 감정을 표 함으

로써 사회의 도덕 칙을 인식하고, 체득하게 하는 데 있다. 

  주목할 은,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욕망을 제하

고 감정을 기르는 작용이 인간으로 하여  감정과 욕망의 추구에 합리 인 균

형 을 찾게 함으로써 최 한의 만족을 가져다 다는 것이다. 순자는 자연감

정, 욕구를 정하는 기  에서 ‘禮’의 도덕  가치를 논하 으며, 따라서 순

자의 禮論은 유가 도덕철학의 실주의  측면을 발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을 기르고 꾸미는 禮의 공능에 한 보다 극 인 언 은 祭禮에 한 

논의에서 드러난다. 

194) 『荀子』, 「禮論」, “孰知夫出死要節之所以養生也！孰知夫出費用之所以養財也！

孰知夫恭敬辭讓之所以養安也！孰知夫禮義文理之所以養情也！”

195) 여기서의 감정은 實情으로서의 情이 아닌, 희노애락 등의 구체  내용으로서의 

감정을 가리킨다.



- 91 -

 제사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한)사모하는 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음의 동

요가 있으니 그 감정이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화

합할 때면 무릇 충신이나 효자 역시 마음이 동요되어 그리움이 극에 달한다. 

들이 느끼는 그 지극한 바가 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움이 쌓여 한이 풀리지 않고, 그 이 텅 비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은 이를 해 문식을 세우고,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하고 

족을 친하게 하는 의로움을 다하도록 하 다. 고로 말하기를, 제사란 사모하

는 정을 꾸미는 것이라 한다. 충신과 애경의 지극함이며, 과 문식의 융성함이

다. 성인이 아니면 이를 알지 못한다. 성인이 이를 분명하게 알고 사군자가 이를 

행하며 인은 이를 지키고, 백성은 이러한 풍속을 이룬다. 군자는 이를 사람의 

도라 여기지만 백성들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 여긴다.196)

 이것은 모두 슬퍼함을 시하기 때문이다. …무릇 란 산 자를 섬길 경우 즐거

움을 꾸미고 죽은 자를 보낼 경우 슬퍼함을 꾸미며 제사를 지낼 경우 존경함을 

꾸미고 군사에 한 경우 엄을 꾸미는 것이다. 이는 모든 왕이 같이 하는 것

이고, 옛날과 지 이 일치하는 바로서 그 유래를 아는 자가 없다.197)

  첫 번째 인용문은 죽은 사람에 한 사모의 정을 꾸미고 기르는 수단으로서

의 祭禮를 말하고 있다. 무릇 지각이 있는 동물이라면 자신과 같은 피를 공유

한 육의 죽음에 해 지극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禮는 이러한 ‘슬픔’이라는 

196)『荀子』, 「禮論」, “祭 志意思慕之情也. 詭悒僾, 而不能無時至焉. 故人之歡欣

和合之時, 則夫忠臣孝子亦 詭而有所至矣. 彼其所至 甚大動也, 案屈然已, 則其於志

意之積 , 惆然不嗛, 其於禮節 , 闕然不具. 故先王案爲之立文, 親親之義至矣. 

故曰, 祭 志意思慕之情也. 忠信愛敬之至矣, 禮節文貌之盛矣. 苟非聖人莫之能知也. 

聖人明知之, 士君子安行之, 官人以爲守, 百姓以成俗. 其在君子以爲人道也, 其在百姓

以爲鬼事也.”

197)『荀子』, 「禮論」, “是皆所以重哀也. ……凡禮事生飾歡也, 死飾哀也, 祭祀飾敬

也, 師旅飾 也. 是百王之所同, 古今之所一也, 未有知其所由來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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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표출되는 통로이자, 사모의 정을 꾸미는 형식이다. 만약 한 禮式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슬픔은 해소될 기회를 잃어 한이 풀리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先王은 禮를 제정하여 과도한 감정은 르고, 미약한 

감정은 북돋우어 감정이 中道에 부합되도록 하 다. 즉, 란 즐거움과 슬퍼

함, 존경함과 엄을 기르고 꾸미는 형식인 것이다.

  禮를 통해 도덕  감정을 배양하는 것은 감정을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합리 인 방식을 통해 표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喪禮와 祭禮의 경우

를 보듯, 모든 인간은 육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육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는 것에는 바로 육에 한 사랑, 즉 親親의 이치가 담겨

져 있으므로 이러한 슬픔의 감정은 분명 ‘좋은’ 감정이다. 하지만 순자는 이

게 ‘좋은’ 감정이라 하더라도 禮라는 형식을 통해 표 되지 않으면 中道에 부

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버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하여 식음을 

폐하고 밤을 지새우며 통곡하여 결국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된다면, 결국 이

는 도덕  행 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순자의 시각에서는 지나치거나 모자란 

감정은 설령 그것이 ‘좋은’ 감정이라 하더라도 ‘도덕 ’ 감정이라 부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禮는 인간의 감정을 整形한다. 禮는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을 표 하는 

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원  감정을 도덕  감정으로 昇華한다. ‘긴 

것을 자르고 짧은 것을 늘이는’것과 같이, 禮는 모자란 감정은 표 을 隆盛하

게 함으로써 감정과 표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나친 감정은 표 을 減

殺하여 감정과 표 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인간의 감정을 기르고, 善을 향한 방향으로 推動하게 하는 禮는 단순히 외

재  사회규범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禮를 따르는 인간 역시 더 이상 각

종 윤리 칙, 행 규범을 따르는 피동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이로써 禮는 

도덕  인간을 이루는 ‘成人之道’로서 기능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이 되는 까

닭은 단순히 사회 규범을 무비 으로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주

체로서 주도 · 극 으로 禮라는 도덕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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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으로서의 禮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인  노력을 통해 아름답지 못한 본

성을 변화시키고[化性起僞] 선한행 를 실천함으로써 덕성을 이룰 수 있게[積

善成德]되는 것이다. 

  

( 3 )  치 기( 治 氣 ) 와 양 심 ( 養 心 )

  앞서 욕망을 제하고 감정을 기르는 데 있어 心이 주재  공능을 발휘함을 

확인하 다. 하지만 마음은 욕망을 제하고,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 하

여 도덕  행 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반 로 그릇된 욕망을 선택하고, 감정

을 부 한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부도덕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

듯 心의 思慮, 選擇작용은 으로 인간의 후천 인 도덕  수양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이 善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

을 다스리고 수양할 필요성이 두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순자는 ‘治氣養心’을 

주장하 다.198) 

198) 맹자 역시 養心을 주장하 다. 맹자의 心은 윤리  성격을 지닌 것으로, 모든 인

간에게 생득 으로 부여되는 네 가지 심, 즉 연민의 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아픔을 

느끼는 측은지심,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윗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사양지심, 올바르게 선악의 단을 내리는 시

비지심 등과 같이 네 가지 선한 것을 지향하는 성향 내지 씨앗이라고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선한 씨앗, 즉 四端은 良心이라 불리기도 한다. 맹자에 의하면 心은 태어

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盡心 즉 마음을 다하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맹자는 이러한 양심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부정  향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放

心으로부터 본래의 심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곧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와 같은 心을 키우는 養心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각기 의 욕망을 제하는 寡

欲을 제시하 다. 반면 순자는 心에 어떠한 도덕  단서가 내재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순자의 養心과 節欲에 한 주장은 맹자의 그것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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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氣는 일반 으로 에 지를 갖는 유동체로, 상황에 응하여 운동하고 모종

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199) 선진시  氣의 용례는 크게 ‘자연의 氣’

와 ‘생명의 氣’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200) 자연의 氣란 구름, 안개, 바람, 날씨 

등 자연 상과 련된 氣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의 氣’로서의 氣는 이후 우

주만물을 구성하는 질료로서의 氣개념으로 발 한다. ‘생명의 氣’ 즉 生氣란 

숨[氣息]처럼 생명과 련된 氣를 말한다. 고 부터 생사확인의 기 은 호흡의 

유무에 있었다. 때문에 숨이 생명으로서의 氣기념 발 에 큰 향을 미쳤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血氣는 이러한 生氣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고

에는 인간의 호흡과 생명, 정신상태가 상호 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므로 

생명의 氣개념은 ‘정신’ 혹은 ‘정신상태’의 의미로도 확장되었다. 

   순자 역시 이러한 氣담론의 연장선상에서 氣와 정신상태, 특히 心과의 연

성을 시하 다. 순자는 동시 의 다른 사상, 특히 장자, 자사상에서 氣

를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심으로 사상을 개하던 경향과 달리 순자

는 氣를 心담론에 통합·포섭하여 논의를 개하 다. 순자는 氣를 를 다스리

는 것이 곧 心을 기르는 것으로 연결되며 궁극 으로는 개인의 도덕  완성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 기가 억세고 강하면 조화를 가지고 (

이가 있다. 溝口雄三 외, 『 국사상문화사 』, 김석근 외 옮김(서울: 책과함께, 

2011), pp. 158-159.

199) 天神, 地祇, 人鬼 등 精靈이 발하는 기체의 흐름이 기의 원형일 것으로 추측되는

데, 그것이 확 되어 인간의 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떠한 작용, 그러한 작용을 일

으키는 힘, 그러한 힘을 갖는 것, 그리고 인간의 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통해 

표 되는 가시 인 상 등이 모두 氣로 인식되었다. 氣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 

반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기 해 이용되었고 국시  말기 이후 성행한 생성

론과 존재론에서 요한 개념으로 발 하 다. 張立文, 『기의 철학』, 김교빈 외 

옮김 (서울: 문서원, 2004), p. 122.

200) 李存山, 『中國氣論深源 發微』(北京:中國社 科學出版社, 1990),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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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드럽게 하고, 생각이 무 깊으면 간단하게 하나로 (생각을) 정리하며, 담

력이 힘차 사납고 도리에 어 나면 도를 가지고 훈도하고 약삭빠르고 몸이 신

하지 못하면 움직일 땐 움직이고 멈출 땐 멈추도록 조 하며 마음이 좁아 옹색하

면 그럽게 큰 것으로 확충하여 겸손이 지나쳐 꾸물거리면서 이득만 탐내면 뜻

을 고상하게 가져 끌어올리며 평범하고 둔하고 산만하면 스승과 벗의 가르침으로 

다잡고 태만하고 경박하게 까불면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하며 타이르며 무 우

직해서 융통성이 없으면 와 악을 가지고 부드럽게 한다. 무릇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란 에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고 스승을 얻는 것

보다 더 긴요한 방법이 없으며 오직 학문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통한 것이 없

다. 이것을 일러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201)

  순자는 기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억세고 강한 기를 부드럽게 하고, 번잡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사나운 담력을 훈도하고, 신 하지 못한 처신을 조

하며, 옹색한 마음을 확충하는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요한 은 기를 다

스릴 때 따라야 할 ‘기 ’이 있다는 것이다. 억세고 강한 기를 부드럽게 할 

때에는 ‘조화’로써 부드럽게 해야 하고, 사나운 담력은 ‘도’를 가지고 훈도해야 

하며,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 와 악’으로써 기질을 부드럽게 해주

어야 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란 에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기질을 다스리고 마

음을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 禮는 치우친 것을 中道, 中理에 맞도록 조 해주

는 기 이자 원칙이 된다.

  순자는 禮를 통해 기질을 다스리고 도덕  마음을 기르는 일은 도덕  행

를 실천함으로써 도덕  완성을 이루는 단계의 제이자 기 가 된다고 보았

201)『荀子』, 「修身」, “治氣養心之術. 血氣剛強，則柔之以調和, 知慮漸深，則一之以

易良, 勇膽猛戾，則輔之以道 , 齊給便利，則節之以動止. 狹隘褊 ，則廓之以廣大, 

卑溼重遲貪利，則抗之以高志, 庸眾駑散，則劫之以師友, 怠慢僄棄，則炤之以禍災, 愚

款端愨，則合之以禮 ，通之以思索。凡治氣養心之術，莫徑由禮，莫要得師，莫神一

好。夫是之 治氣養心之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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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도덕  마음의 수양 정도와 도덕  실천 정도에 따라 통치자는 그에 

합당한 직분을 수여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 分을 가져옴으로써 群居

和一의 상태를 이룩한다. 따라서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공부는 成人

之道, 群居和一之道를 실 하는 첫 걸음이다. 

  순자는 氣에 한 논의를 心담론에 통합시켜 그의 心論을 정립하 다. 그

다면 순자는 心을 어떻게 정의하 는가? 설문해자에 따르면 心은 人心으로 

(오행상) 土의 속성을 지닌 臟器이기에 몸의 앙에 있으며, 상형자이다. 이러

한 해설과 같이 당시 心은 맥을 주 하여 생명을 지탱하는 신체의 추  

기 으로 인식되었다. 한 心은 몸의 맥을 주 하는 신체의 일부분인 동시

에 인간의 정신활동 즉 思 를 담당하는 기 이기도 하다. 思 란 인간의 

표 인 심리활동이므로 心은 인간의 정신 이며 심리 인 활동을 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心은 선진시  학자들에게 인간의 생명활동과 심리활동을 주

하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천직이 확립되고 천공이 완성되면 인간의 형체가 갖추어져서 정신이 생기고 좋

아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거기에 깃들게 되

니 바로 이를 일컬어 天情이라 한다. 귀와 , 입과 코, 살갗은 각각 하는 데

가 따로 있어 서로 함께 기능하지 않으니 바로 이를 일컬어 天官이라 한다. 마음

은 몸 가운데 빈 곳에 있어 다섯 감 을 제어하니 바로 이를 일컬어 天君이라 한

다.202) 

  순자는 사유체로서의 인간에 주목하여 心을 形의 지배자, 주재자로 간주하

다. 특히  인용문에서 순자는 心을 天君에, 귀와 , 입과 코 등의 감각기

을 天官에 비유하 는데, 이를 통해 군주가 조정에서 신하를 지휘하고 신하

는 이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듯이, 心은 몸 안에 자리하면서 다른 감각

202) 『荀子』, 「天論」, “天職既立，天功既成，形具而神生，好惡喜怒哀 臧焉，夫是

之 天情。耳目鼻口形能各有接而不相能也，夫是之 天官。心居中虛，以治五官，夫

是之 天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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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다스리고 주재하는 공능을 발휘한다는 을 강조하 다. 순자의 心觀

은 사유체로서의 인간에 주목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思慮, 分

別능력 등의 인간의 특수성은 心과 形이 유기 으로 결합된 생명체로서의 인

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속성은 오직 心을 통해서만 발휘되기 때문

이다.203)

  순자는 心은 본디 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 능력은 

‘도를 이해하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 이러한 가능성을 실성으로 바꾸기 

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공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어

떻게 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마음이 虛壹而靜하기 때문이다.204) 그러므

로 마음을 기르는 수양공부는 곧 마음을 ‘虛壹而靜’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다. 순자가 말한 ‘虛壹而靜’의 수양공부는 노자, 장자, 황로학  등의 여러 사

상으로부터 향을 받은 것이다.205) 

 텅 빈 상태를 유지해야 오래 가고, 을 지켜야 돈독해진다.206)

203) 순자의 心은 신체의 여러 기 과 병렬되어 이러한 기 들과 같은 성질을 지니는 

감정, 욕망의 心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순자의 心은 신체의 다른 기  에 군

림하며 이 기 들의 감각, 인식과 감정, 욕망을 지배·주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순

자의 心觀은 유가, 도가, 황로학, 자 등 당시 유행하던 사상을 종합하려는 시도에

서 정립되었다. 맹자는 “心의 기능은 사고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心과 인간의 

사유능력을 명확히 연결시켰으며, “心의 의지는 기를 주재한다”라는 말을 통해 心

의 주재, 통재 공능을 강조하 다.『管子』4편에서 보이는 心形觀과 순자 心觀의 

유사성이나, 『荀子』에서 언 하고 있는 ‘心術’이라는 단어가 『管子』  한 편의 

제목이라는  등을 미루어볼 때 순자의 心觀형성에 여러 학 의 사상이 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p. 201-203.

204) 『荀子』, 「解蔽」, “人何以知道? 曰:心. 心何以以知? 曰: 虛壹而靜”

205) 吳樹勤,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濟南:齊魯書社), p. 139.

206) 『道德經』16장, “至虛, 恒也。 守中, 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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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회가 말했다. “심재에 해 알려주십시오.” 공자가 답했다. “(잡념을 없애고) 

뜻을 하나로 해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

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밖에서 들어온 것에 맞추어 깨달을 뿐이지

만, 기는 비어있어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인다. 참된 도는 오직 공허 속에 모인

다. 이 공허가 곧 심재이다.”207)

 그 욕망을 비우면 신이 장차 그곳에 들어가 머무른다. 불결한 것을 씻어내버리

면 신명함이 장차 그곳으로 흘러가 머무른다.208)

  하지만 도가와 자가 말하는 虛와 靜은 주로 心을 조 하여 그 욕망을 비

우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반면 순자는 心의 작용을 보다 능동 인 정신활

동으로 보았는데, 특히 ‘治心之道’를 말하면서 욕망을 제거하거나 이자고 주

장하는 신 허일이정의 수양공부를 통해 마음을 다스려 道를 체득함으로써 

禮와 情, 欲을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순자가 제시한 허일이정의 구체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은 일 이 안에 품지 않을 때가 없으나 그러면서도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한

다. 마음은 일 이 번다하지 않을 때가 없으나 그러면서도 일한 상태를 유지한

다. 마음은 일 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없으나 그러면서도 고요한 상태에 머무른

다. 사람은 나면서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어 기억이 생긴다. 기억이라 함은 안에 

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어있는 상태가 있다 함은 이미 안에 품고 있는 기억 

때문에 앞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러 비어있다

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생기면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 분별력을 갖는다. 분

별이라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동시에 아울러 다 안다는 것이다. 동시에 아울러 다 

안다는 것은 립되는 것을 하나의 인식으로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207) 『莊子』, 「人間世」, “回曰：「敢問心齋。」仲尼曰：「若一志，无聽之以耳而聽

之以心，无聽之以心而聽之以氣。聽止於耳，心止於符。氣也 ，虛而待物 也。唯道

集虛。虛 ，心齋也。」”

208) 『管子』, 「心術上」, “虛其欲, 神 入 。 掃除不潔, 神 留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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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함은 그 하나를 가지고 다른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러 일하다고 한다. 마음은 잠잘 때 꿈을 꾸고 우두커니 있을 때 

멍하게 되며 이를 부리면 계략을 꾸민다. 그러므로 마음은 일 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없다. 그러면서도 고요한 상태에 머무른다 함은 꿈을 꾸거나 번잡한 생각 

때문에 인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러 고요하다고 한다. 아직 도

를 체득하지 못해서 도를 구하는 자들은 ‘허일이정’을 수양의 법도로 삼아야 한

다. 앞으로 도를 따르려 하는 자가 ‘허’하면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도에 힘쓰려 

하는 자가 ‘일’하면 극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도를 생각하려는 자가 ‘정’하면 환히 

알 수 있다. 도를 이해하며 환히 알고 도를 이해하여 행한다 함은 도를 체득한 

자이다. 허일이정한 것을 일러 크게 청명하다 말하는 것이다.209)

 무릇 사물을 찰함에 있어 의혹이 일어 마음속에 안정되지 못하면 바깥 사물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다면 가부를 결정할 수 없

다. 어두운 밤에 길가는 자가 가로놓인 돌을 보고 엎드린 호랑이라 착각하고 곧

은 나무를 보고 사람이 서 있다 착각함은 어둠이 그 시력을 가리기 때문이다.210) 

  우선 虛에 해 살펴보자. ‘虛’는 ‘藏’과 비되는 개념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식능력을 구유하고 있으며, 지식에 한 인간의 인식은 기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차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好惡의 情으로 

인해 편견과 아집이 생기게 된다. 虛란 각종 지식을 받아들임에 있어 편견과 

209) 『荀子』, 「解蔽」, “心未嘗不臧也，然而有所 虛, 心未嘗不兩也，然而有所 壹, 

心未嘗不動也，然而有所 靜。人生而有知，知而有志, 志也 ，臧也, 然而有所 虛, 

不以所已臧害所 受 之虛。心生而有知，知而有異, 異也 ，同時兼知之；同時兼知

之，兩也, 然而有所 一, 不以夫一害此一 之壹。心臥則夢，偷則自行，使之則 , 故

心未嘗不動也, 然而有所 靜, 不以夢劇亂知 之靜。未得道而求道 ， 之虛壹而

靜。作之. 則 道 之虛則人， 事道 之壹則盡，盡 思道 靜則察。知道察，知

道行，體道 也。虛壹而靜， 之大清明。”

210) 『荀子』, 「解蔽」, “凡觀物有疑，中心不定，則外物不清。吾慮不清，未可定然否

也。冥冥而行 ，見寢石以為伏虎也，見植林以為後人也：冥冥蔽其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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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을 버리는 것을 말하며, 치우친 태도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지식이 다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壹은 곧 一이다. ‘壹’은 ‘多’와 비되는 개념이다. 인간의 마음이 인식하는 

상과 이로부터 얻는 지식은 천차만별이며, 하나의 지식은 다른 지식을 받아

들이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한 마음은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설

령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많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을 보존하고 화

합시켜 통일시킬 수 있다.

  靜은 動과 비된다. 순자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動

은 心의 본질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마음의 사유 활동은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으며, 한 동시에 마음은 인간의 행 를 선택하는 주재공능을 발휘하고 있

다. 설령 꿈을 꾸는 등의 무의식의 상태에 처할지라도 마음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고요함이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무

의식의 상태에 처하거나, 번잡한 생각으로 가득찼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새

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움직임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을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간섭을 제

거하는 것을 정이라 한다.

  허일이정의 마음 수양공부를 통해 사물에 한 바른 인식을 그르치고 사실

을 정확히 단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갖가지 요소들을 제거하면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편견과 아집으로 인해 분별, 인식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

지는 도덕수양의 최고단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지에 이르

면 비로소 도를 체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자는 특히 이를 일러 ‘大靑明’, 

크게 청명한 상태라 덧붙 다.

  (크게 청명한 사람은) 만물에 해 형체가 있으면 보지 못함이 없고 보이면 논

하지 않음이 없으며 논하면 질서를 잃게 하는 일이 없다.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본모습을 내다보고 오늘에 처해 있으면서 오래된 일을 논하며 만물을 통

하여 그 진상을 알고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자취를 헤아려 그 법칙에 통하며 천

지를 가지런히 하여 만물을 살리고 큰 도리를 닦아 우주를 감싸는 것이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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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도다. 가 그 끝을 알겠는가. 높고 밝도다. 가 그 덕을 알겠는가. 넘치고 융

성하도다. 가 그 법칙을 알겠는가. 밝기는 일월과 나란히 하고 크기는 팔방을 

가득 채운다. 이를 일러 인이라고 한다. 어  그 가려짐이 있겠는가.211)

  허일이정은 순자가 말하는 ‘心’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 다. 도를 아는 것

은 마음에 달려있으며 마음은 ‘텅비고 일하며 고요한’상태를 유지하여야 도

를 인식할 수 있다. 한 순자는 허일이정이 곧 청명의 상태임을 주장한다. 

청명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방 안에 앉아서도 온 세상의 실정을 알고, 오늘

을 살면서도 오래된 일을 논하는 등의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 청

명’에 이른 사람은 곧 道를 통 하여 만물을 살리고 우주를 감싸며, 그의 덕은 

日月의 공능에 비견된다. 마음을 닦아 허일이정, 청명의 경지에 이르면 인간

은 더 이상 한낱 피조물에 머무르지 않고, 천지의 만물화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월  존재로 격상된다. 

( 4 )  선 ( 積 善 ) 과  성 덕 ( 成 德 )

  순자는 허일이정의 수양방법을 유가  이념과 결부시키며 이를 도덕  완성

을 한 요한 장치로 도입하 다. 도가, 자, 황로학 의 虛, 靜개념이 앎과 

분별, 욕망을 여나가는 방법에 의존한 것이라면, 순자는 이를 유가 통의 반

복 이고 계속 인 쌓음[積]의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선한 행동을 지속 으로 실천함으로써 도덕  완성을 이룰 

211) 『荀子』, 「解蔽」, “萬物莫形而不見，莫見而不論，莫論而失位。坐於室而見四

海，處於今而論久遠。疏觀萬物而知其情，參稽治亂而通其度，經緯天地而材官萬物，

制割大理而宇宙裡矣。恢恢廣廣，孰知其極？睪睪廣廣，孰知其德？涫涫紛紛，孰知其

形？明參日月，大滿八極，夫是之 大人。夫惡有蔽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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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믿음은 유가  노선을 계승한 순자가 실에서 궁극 으로 실 하

고자 했던 바이다.

  인간은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환경의 

향을 받게 되고, 그가 속한 사회의 보편 인 생활방식을 학습하게 되며, 그 사

회에서 공동 으로 수해야할 가치규범을 따름으로써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사회  양식에 한 모방과 응 과정

을 거쳐 도덕규범을 따르는 것이 오래 쌓여 습 이 된다. 즉 무분별하게 자신

의 욕망만을 추구하던 이기 인 인간은 학문에 정진하고 의를 지속 으로 

실천함으로써 지혜와 덕성을 겸비하는 군자로 재탄생하게 되고, 의법도를 

숭상하는 군자는 여러 사람들을 감화시킴으로써 사회의 풍속을 개선시켜 사회

의 도덕규범을 올바르게 정립하게 된다.212) 積善을 통한 成德의 실 은 바로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積善이란 구체 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에 앞서 善개념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춘추 국시  윤리  담론에서 유가와 묵가의 학자들이 도덕 

실천을 논의하기 해 사용한 개념은 善이었다. 맹자의 善은 仁, 義와 그 요

도에 있어서 비등한 치를 하고 있었다. 맹자는 “순임 이 깊은 산 속에 

살 때 나무나 돌과 함께하며 사슴과 멧돼지와 함께 뛰놀았는데, 산 속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한 마디의 선한 말

을 듣거나 하나의 선한 행동을 보면 곧 이를 실천했는데, 마치 강물이 막혔다

가 터지는 것처럼 기세가 단해서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다.”213)라고 하며 

善 , 善行을 聖人의 도덕  탁월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악했다. 하지만 『孟

子』에서는 善과 다른 도덕  가치들(仁, 義 등)간의 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善 과 仁, 義, 禮 등의 도덕  가치들을 실히 연결하고자 했던 시도

는 「五行」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五行」의 자는 “네 가지 덕을 실천함이 

212) 조원일, 『순자의 철학사상』( 주: 남 학교 출 부), 2014, pp. 74-76.

213) 『孟子』, 「盡心上」, “孟子曰：「舜之居深山之中， 木石居， 鹿豕遊，其所以

異於深山之野人 幾希。及其聞一善 ，見一善行，若決江河，沛然莫之能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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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것을 일러 선이라 한다. 선은 인간의 도이다.”214)라고 하며 仁, 義, 

禮, 治의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善이라 정의내렸다.215) 

  순자는 「五行」의 자가 善을 구체 인 덕목과 연결시키려 했던 것과 유

사하게 善을 ‘禮’와 연결시키며 그 개념을 구체화하 다. 순자는 積善과 行禮

를 긴 히 연결시킴으로써 이를 成德에 도달하기 한 길로 제시했다. 특히 

「修身」편에서 ‘선을 볼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드시 이를 품고 지키려 노

력해야하고, 선하지 않을 것을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반드시 스스로를 살

펴보아야 한다.’라는 구 을 통해 善을 마음에 품고 이를 행하는 것이 성인됨

을 이루는 궁극  조건이라는 을 강조했다. 한 반부에는 ‘선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라고 하며 積善成德하면 다른 사람

들을 도덕 으로 감화시키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을 확언하 다.216) 

  善에 한 담론에서 禮는 善을 행하는 척도로서 기능한다.217) 즉 積善에 있

어서 禮는 도덕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 보다 구체 이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 다. 그러므로 積善은 곧 行禮라 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거주하는 등의 모든 일상  행동에서 禮는 형식과 강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

동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행 의 법함을 보장해 다. 

  成德, 즉 도덕  완성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맹자가 제시한 成德의 방

법은 인간 본성에 선천 으로 존재하는 도덕  단서를 기르고, 확충하여 이를 

실에서 온 히 실 하는 것이었다.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의 본연  도덕

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成德의 방법으로 배움[學]과 쌓음[積]을 제시하 다. 

214)  “四行和, 之善. 善, 人道也” 

215)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p.399-401.

216) 이는 誠에 한 담론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不苟」편에서 순자는 “군자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성(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선을 행하는 것을 도라 여

기는 자는……”라는 구 을 통해 보듯 行善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

지는 誠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7) 『荀子』, 「修身」, “扁善之度……禮信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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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禮義’로 표되는 도덕원칙을 따라 행함으로써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부가 부단히 밭을 가는 일을 실천함으로써 

뛰어난 농부가 될 수 있고, 장인이 부단히 나무 깎는 일을 행함으로써 뛰어난 

장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禮義를 꾸 히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아름다

운 군자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실천은 덕성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결정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듣지 못하는 것 보다는 듣는 것이 좋다. 듣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는 것이 좋다.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좋다.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

다. 배움은 실천할 때에 이르러야 그친다. 실천해야만 분명해지며, 분명해지면 성

인이 된다. 성인은 인과 의를 근본으로 삼고 시비를 합당하게 가리며 말과 행동

을 일치시켜 터럭만큼의 어 남도 없다. 거기에는 별다른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에 궁극 인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본디 그것에 해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 다면, 비록 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잘못이 있을 것

이다. 그것을 보기만 하고 알지는 못한다면 비록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더

라도 반드시 망령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록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곤경에 빠질 것이다.218) 

  앞서 治氣養心의 수양공부를 논하며 치기양심의 본질이 도를 알고, 체득하

는 데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마음을 大淸明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도덕  

앎을 얻는 데 방해되는 편벽된 요소들을 제거하여 온 한 앎을 얻을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순자는 聖人됨을 이루는 

데 있어 도덕  앎뿐만 아니라 도덕  실천 역시 결정  향을 미친다는 것

을 주장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록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218) 『荀子』, 「儒效」, “不聞不若聞之，聞之不若見之，見之不若知之，知之不若行

之。學至於行之而止矣。行之，明也；明之為聖人。聖人也 ，本仁義，當是非，齊

行，不失豪釐，無他道焉，已乎行之矣。故聞之而不見，雖博必謬；見之而不知，雖識

必妄；知之而不行，雖敦必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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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곤경에 빠질 것이다”라는 말은 도덕  지식은 도덕  행 를 실천함으

로써 비로소 그 의의를 획득하게 됨을 가리킨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은 지속 이고 부단한 도덕  실천을 통해 도덕  덕성이 함양

됨을 강조한 것이다. “배움은 실천함에 이르러서야 그친다”는 말은 ‘실천’이 곧 

‘배움’의 최종  완성임을 주장한 것이다.  

 흙이 쌓여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일고, 물이 괴어 깊은 못이 되면 이무기와 

용이 살고, 선을 쌓아 덕을 이루면 로 신명에 통하여 성인의 마음이 갖추어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 걸음씩 쌓아나가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으며 작은 물

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이나 바다를 이룰 수 없다. 빨리 달리는 말이 한 번 크

게 뛴다 하더라도 열 걸음을 한 번에 나아갈 수 는 없고, 노둔한 말이라 할지라

도 열흘동안 달리면 거기에 미칠 수 있다. 일의 성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데 

있다. 새기다가 도에 그만두면 썩은 나무도 부러지지 않는다. 새기고 새겨서 쉬

지 않으면 이나 돌도 아로새길 수 있다.219)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선을 쌓아 온 히 다한다면 이를 가리켜 성인이라 하

는 것이다. 구한 연후에 그것이 얻어지고 실행한 연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쌓은 

연후에 그것이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다한 연후에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라 하는 자는 일반 사람이 쌓아올려 되는 것이다.220)

   순자가 “積善成德”을 말할 때, 善이란 도덕원칙에 부합하는 행 를 말하며, 

德은 내재  덕성을 가리킨다. 즉 禮義라는 도덕원칙에 부합하는 행 를 지속

으로 실천함으로써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  

완성은 곧 聖人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순자가 단순한 행 의 실천만을 강조한 

219) 『荀子』, 「勸學」, “積土成山，風雨 焉 積水成淵，蛟龍生焉 積善成德，而神明

自得，聖心備焉。故不積蹞步，無以致千里 不積 流，無以成江海。騏驥一躍，不能

十步 駑馬十駕，功在不 。鍥而 之，朽木不折 鍥而不 ，金石可鏤。”

220) 『荀子』, 「儒效」, “涂之人百姓，積善而全盡， 之聖人。彼求之而後得，為之而

後成，積之而後高，盡之而後聖，故聖人也 ，人之所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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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는 을 주의해야 한다. 한 사람이 도덕에 부합하는 행 를 한 번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도덕  완성의 건은 도덕  행동의 실천 횟수나 지속 기간에 있지 

않다. 

  그 다면 도덕  행 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진정한 도덕  행 는 

행 자가 禮義원칙에 따르려 하는 자발 ·자율  의지를 바탕으로 행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 듯 도덕을 실천하려는 자발 ·자율  의지에서 나온 행

가 禮義에 부합하고, 이러한 행 를 지속 으로 실천하여 습 화 할 때 비로

소 이는 도덕  완성과 련을 맺게 된다.

 마음이 사려하여 이를 능히 행하는 것을 인 라 한다. 사려가 쌓이고 이를 습

화 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일러 인 라 한다.221) 

 성인은 사려를 쌓고 작 를 습 화하여 의를 만들어 내고 법도를 제정하 다. 

그러니 의와 법도는 성인의 작 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 본디 사람의 본성으로

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222)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禮의 지속  실천은 곧 덕행의 습 화를 의

미한다. 한 덕행의 습 화는 아름답지 못한 본성을 바로잡기 한 노력인 

僞와 연결된다. 성인은 그 본성에 있어 길가는 평범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

으나 오직 사려를 쌓고, 인  노력을 습 화하여 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제정했다. 즉 덕행의 습 화 여부는 범인과 성인을 가르는 분계로서 작용하며, 

마음이 욕망을 선택, 조 하여 의에 부합하는 행 로 표 하고 이를 지속

으로 실천하여 습 화하는 것은 성인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221)『荀子』, 「正名」, “心慮而能為之動 之偽. 慮積焉，能習焉，而後成 之偽。”

222)『荀子』, 「性惡」, “聖人積思慮，習偽故，以生禮義而起法度，然則禮義法度 ，

是生於聖人之偽，非故生於人之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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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禮 를  통 한  도 덕  이 상 인 격 의  실

  순자가 禮論을 통해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禮를 통한 修己의 

완성’이었다. 즉, 순자는 모든 사람들은 禮를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투박한 본

성의 상태를 벗어나 聖人이라는 도덕  이상인격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聖人의 경지는 인  노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킨 化性起僞의 경지

이며, 內心의 감정과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형식이 서로 조화를 이룬 情文俱

盡의 경지이며, 도덕  앎이 禮의 본질을 通觀하여 앎과 禮가 자연스러운 합

치를 이룬 知通統類의 경지라 할 수 있다.

( 1)  인  노 력 을  통 한  본 성 의  변 화 [ 化 性 起 僞 ]

  순자는 인간의 아름답지 못한 본성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래됨을 지

하며 性惡을 주장하 다. 하지만 性惡說은 당시 혼란스러운 시  상황에 직

면하여 순자가 그 혼란의 원인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실 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이를 변화시켜야 하며,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化性起僞說의 요체이다.

 사람의 본성은 아름답지 않으며, 선한 것은 인 에 의한 것이다. 지  사람의 본

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사양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시샘하고 미워하는데, 이

를 따르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직하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나 이 아름다운 소리나 아름다운 색깔 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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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 이를 따르면 혼란이 생기고 의와 아름다운 형식은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에 따른다면 반드시 다투고 빼앗게 되며, 분수

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

에 따른 교화와 의의 교정이 있어야 하며 이런 다음에야 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얻게 되어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이 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함은 분명하다. 선한 것은 인 인 노력에 의한 것이다.223)

  순자는 본성과 인 의 구분[性僞之分]224)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본성과 인

의 결합[性僞之合]을 주장하 다. 자는 性惡說로 연결된다면 후자는 化性起

僞說로 이어진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본질은 바로 인간이 능히 “화성기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에 있다. 

  우선 化개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순자는 「正名」편에서 化에 한 정의

를 내리고 있다.

 어떤 사물이 형상이 같으나 있는 장소가 다른 경우와 같은 장소에 있으나 형상

이 다른 경우는 구별할 수 있다. 형상이 같으나 있는 장소가 다른 경우 하나의 

명칭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두 개의 (각기 구별되는) 사물이다. 형상이 변

화하 으나 그 바탕이 다른 사물로 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러 화라 한다. 변화

가 있으나 그 실질이 변하지 않으면 여 히 한 가지 사물이라 이른다. 이는 사물

223) 『荀子』, 「性惡」, “人之性惡，其善 偽也。今人之性，生而有好利焉， 是，故

爭奪生而辭讓亡焉；生而有疾惡焉， 是，故殘賊生而忠信亡焉；生而有耳目之欲，有

好聲色焉， 是，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然則從人之性， 人之情，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故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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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偽也。”

224) 순자의 性僞之別 주장은 ‘天人之分’사상에서 유래한다. 인간이 생래 으로 타고 

난 재질과 소질(감각기 , 이익을 탐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경향성, 감정, 감지능력, 

사유능력 등)은 모두 하늘(天)의 범 에 있으며, 천인지분에서 인간은 자연의 자원

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존재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僞는 인간의 선천  특징과 비되는 후천  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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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을 자세히 살펴서 사물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 이유이며, 명칭을 제정하는 

건이다. 후왕이 명칭을 정함에 있어 이를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225)

  순자는 형상이 변화하는 것과 머무르는 장소가 다른 것은 별개의 의미를 지

닌다고 설명한다. 장소의 다름은 개체와 개체가 분리되는 근거가 되며, 한 개

체 안에서 형상이 변화하는 것이 곧 化이다. 化는 사물의 형상이 변하더라도 

그 실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서

로 다른 형상의 말을 두고 같이 ‘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는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개체이기에 이 경우 化라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애

벌 와 나비는 서로 그 생김새가 다르지만 존재에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성장에 따라 형태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애벌 가 나비로 변하는 것은 化라 

할 수 있다. 性역시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무언가

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化性이라는 표 이 가능하다.226)

  순자는 동시에 무릇 동일한 사물이 자연법칙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化라 하 다.

 군자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성(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성에 이르면 다른 사

고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인을 지키고 의를 행할 뿐이다. 성한 마음으로 인을 지키

면 그 덕이 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신묘해지며 신묘해지면 다른 사람

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성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면 도리가 서고 도리가 서면 분

명해지며 분명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變과 化가 잇달아 일어나는 것

225) 『荀子』, 「正名」, “物有同狀而異所 ，有異狀而同所 ，可別也。狀同而為異所

，雖可合， 之二實。狀變而實無別而為異 ， 之化。有化而無別， 之一實。此

事之所以稽實定數也。此制名之樞要也。後王之成名，不可不察也。”

226) 化性은 性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起僞한다고 해서 性이 본래 

품고 있는 情과 欲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는 곧 性惡을 性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자의 化性은 아름답지 않은 본성을 가다듬고 본성의 내용인 감정

과 욕망을 히 조 하고 가다듬어 도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표 하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순자가 말하는 敎化의 구체 인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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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덕(天德)이라 한다.227)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순자의 化는 극 인 의미로 말할 경우 특

히 인간의 본성이 후천  수양과정을 통해 가다듬어지고 조 됨으로써 인간 

스스로 도덕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용문의 化는 敎化, 

感化 의미뿐만 아니라 化育의 의미 한 담고 있다. 군자가 誠으로써 마음을 

닦는다면 백성들을 교화, 감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만물의 변화과정을 악함

으로써 천지의 우주  흐름에 참여하여 능히 만물을 化育할 수 있다. 즉, 인간

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지 운행에 참여하여 만물을 살리는 경지에 이르

는 첫 걸음이다.228)

  化性을 통해 순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인간의 본성을 능히 善을 향해 定

向할 수 있다는 이다. 化性, 즉 인간의 본성을 善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향

하게 하는 일의 건은 인간의 인  노력에 있다. 

 세속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순은 교화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 무엇때문인가? 

말하기를 “주(朱), 상(象)조차 교화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229)하지만 그 지 않

다. 요순은 천하에 이르기까지 선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했던 자들이다. 남면하여 

천하의 일을 들으면 백성들은 모두 이를 따라 능히 감화되었다. 하지만 주와 상

만은 홀로 교화되지 못하 으니 이는 요순의 잘못이 아니며, 주와 상의 허물이

다.230) 

227) 『荀子』, 「不苟」, “君子養心莫善於誠，致誠則無它事矣。唯仁之為守，唯義之為

行。誠心守仁則形，形則神，神則能化矣。誠心行義則理，理則明，明則能變矣。變化

代 ， 之天德。”

228) 吳樹勤,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濟南: 齊魯書社, 2007), pp. 91-92.

229) 주(朱)는 요임 의 아들 단주(丹朱)를 말하며 상(象)은 순임 의 이복동생이다. 

둘 모두 어리석고 무도했던 자라 해진다.

230) 『荀子』, 「正論」, “世俗之為說 曰：「堯舜不能教化。」是何也？曰：「朱象不

化。」是不然也：堯舜至天下之善教化 也。南面而聽天下，生民之屬莫不振動從服以

化 之。然而朱象獨不化，是非堯舜之過，朱象之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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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순과 같은 성인의 덕은 지극히 넓고 높아서 이로써 온 백성들을 감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아들과 이복동생은 교화하지 못하 는데, 이는 요순

의 잘못인가? 그 지 않다. 주와 상의 잘못이라 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 자신

이 내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와 상은 聖人의 德에 敎化되는 것을 바

라지 않고 후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성정을 변화시

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化性의 건은 起僞에 있다.

  그 다면 僞란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논증하 듯 행 의 善

惡을 가르는 기 은 그 행 가 禮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있다.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탐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지만 善을 향

하고 善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선천 으로 구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  완성을 보장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어떠한 善의 확정  내용도 포함하

지 않는다. 도덕  완성은 오로지 인간의 후천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후천  노력을 순자는 僞라 정의내렸다.

 

 마음이 사려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일러 인 라 한다. 사려를 거듭 행하고, 습

화 할 수 있음을 일러 인 라 한다.231)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僞는 心의 思慮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 心은 인간의 인식과 행 를 주재하는 공능을 발휘한다. 순

자는 인간의 心이 善을 향하여 추동될 수 있는 근거를 心의 思慮와 선택능력

에서 찾았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무

제한 욕망추구는 心의 후천 인 단, 선택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僞는 곧 

인간이 인 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 후천 으로 달성한 것을 말하며, 心의 

사려, 단, 선택 작용과 이로부터 시작되는 積善, 行禮등의 행 를 모두 포

한다. 

231) 『荀子』, 「正名」, “心慮而能為之動 之偽；慮積焉，能習焉，而後成 之偽”



- 112 -

  순자는 후천 인 실천공부와 선천  소박한 재질과 소질이 서로 결합하고 

나서야 일의 성취와 도덕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순

자는 사회  존재인 인간에게 도덕 실천의 공부인 僞는 필연 으로 집단생활 

속에서 발휘된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앞 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인간이 

수와 구분되는 요한 특징은 辨, 分, 禮, 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의 

인  노력으로서의 僞는 행동을 구체화하는 방식과 따라야 하는 도덕 원칙

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辨, 分, 禮, 義 등의 합리

 원칙에 부합하고 나서야 僞는 비로소 도덕  완성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말하자면 행 가 의에 부합하느냐, 행 가 선이냐 악이냐

의 문제는 곧 사회의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과 한 련을 맺고 있다. 그

러므로 의에 의거해 僞가 이루어질 때 사회에 합리 인 질서가 갖추어지게 

되고, 이는 善이다. 반면 의에 의거하지 않고 僞가 이루어지면 사회에 혼란

을 가져오며, 이것이 바로 惡이다.

  그러므로 僞는 矯이며232), 禮義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바로잡는 후천  노

력을 의미한다. 의의 꾸 과 교정을 통해 사람은 교화되기 시작하고, 아름답

지 못한 본성은 단정하게 가다듬어져서 禮를 따르는 습 이 형성된다. 보통사

람들은 그 본성에 있어 군자 성인과 다를 바가 없다. 보통사람도 僞를 열심히 

행하여 積善하고, 行禮하면 成德成聖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자는 “길

가는 사람도 우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성인이 도덕  완성을 성취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禮에 의거해 수양, 공부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도덕  완성을 이루는 과정은 化性起僞하는 역동  과정이다.

  

( 2 )  감 정 과  표 의  조 화 와 통 일 [ 情 文 俱 盡 ]

232) 王先謙, 『荀子集解』(北京:中華書局, 2014), p. 420. 楊倞註 “僞, 爲也, 矯也, 矯其

本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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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는 삼년상을 로 들며 선왕이 인간의 보편 인 감정에 근거해 禮를 제

정하 다고 주장했다[稱情而立文]. 이 게 情에 근거해 세워진 禮는 한 감정 

표 의 과불 을 가르는 기 으로 작용하며, 인간은 禮를 실천하며 감정을 中

道에 맞게 기르게 된다[禮以養情]. 나아가 순자는 도덕  완성을 이룬 이상  

인격의 경지를 ‘감정과 표 이 모두 극진함에 이르는[情文俱盡]’상태로 설명한

다.

  순자는 禮文233)을 일종의 역사 ·문화  산물로 보며 시 가 발 해감에 따

라 간략함에서 융성함으로 발 해간다고 주장했다.234) 禮文은 시 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에서 특수성을 보이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거

하여 제정하 으므로 한 보편  특성을 지닌다. 한 禮文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개인의 도덕  완성과 禮文의 발  양 측면에서 이상  상태는 인

간 內心의 感情과 감정의 틀로서 작용하는 禮文 사이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情文俱盡에 있다.  

 무릇 라는 것은 간략한데서 시작하여 차츰 문식을 이루고 마지막으로는 기뻐

하는데서 끝이 난다. 그러므로 완 한 상태는 감정과 표  모두 극진한 상태이다. 

그 다음은 감정이 형식보다 과하게 표 되거나 형식이 감정을 능가하는 상태이

다. 그 다음이라 할지라도 (의식 없이 감정만 있다 하더라도) 감정이 옛날의 큰 

뜻으로 되돌아간다.235) 

233) 文이라는 용어는 선진 시  문헌에서 文樣, 文字, 文章 등을 일컫는 다양한 의미

로 사용되었다. 특히 유가에서는 質에 응하는 것으로서, 주로 禮 ·制度· 式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악을 비롯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해 필요한 갖가지 

규범이나 교화의 수단을 아울러 일컫는 용어가 文이었으며, 따라서 文은 인간의 본

바탕[質]을 표 하는 틀과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溝口雄三 외. 『 국사상문

화사 』. 김석근 외 역 (서울: 책과함께, 2011), pp. 813-815. 본 논문에서는 인간

의 본바탕[質]을 표 하는 틀과 형식으로서의 文의 의미에 집 하여 논의를 개한

다.

234) 吳樹勤,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濟南: 齊魯書社, 2007), pp. 116-117.

235) 『荀子』, 「禮論」, “凡禮始乎脫, 成乎文, 終乎悅恔. 故至備, 情文俱盡, 其次情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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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에서 순자는 禮文의 발 을 세 단계로 구분하 다. 이 세 발 단

계 역시 情文俱盡를 향한 동태  발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과정과 개인

이 도덕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成德의 과정은 일치한다.

  “간략한 데서 시작한다”는 것은 禮文 발 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는 

선왕이 의를 제정할 그 당시 의 세부 규정이 매우 간단하여 情을 하

게 꾸  文飾이 미비했던 상태를 지칭한다. 이 단계의 禮文의 특징은 “형식 

없이 감정만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순자는 이러한 상태를 결코 부정 으로 

묘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復情以歸大一’라는 구 에서 드러난다. 양경은 이 구

에 해 “문식이 없다 하더라도 정을 회복하여 그 원래의 질박한 상태로 되

돌리는 것, 이것 한 이다.”라고 註解하 다.236) 선왕이 를 제정할 때 가

장 요하게 생각했던 측면은 바로 질박한 情이었다. ‘질박함’은 인간의 소박

한 본성을 말하며, ‘大一’은 곧 太一 즉 태고의 시  성인이 禮를 제정한 큰 

뜻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박한 감정, 본성은 도덕 수양에 있어 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이 바로 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본바탕을 돌이키고 옛것을 닦아 그 처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237)

  『禮記』에서는 의 본질을 본바탕[本]을 돌이켜 살피고, 옛 성왕이 제정한 

을 따름으로써 성왕이 를 제정한 그 뜻을 잊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의 본바탕은 곧 인간의 질박한 性情을 의미한다.  인용문의 구 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첫째, 선왕이 를 제정한 목 은 후인들로 하여  

‘그 처음을 잊지 않게’하는 데 있다. 둘째, 라 하는 것은  ‘본바탕을 돌이키

代勝, 其下復情以歸大一.”

236) “雖無文飾, 但復情以貴質素, 是亦禮也.” 王先謙, 『荀子集解』(北京:中華書局, 

1998), p. 346.

237)『禮記』, 「禮器」, “禮也 ，反本修古，不忘其初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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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옛것을 다스리는’방법을 통해 ‘그 처음을 잊지 않는’ 목 에 도달할 수 있

다. 인류역사상 최 의 禮 는 그 형식의 번화함에 큰 심을 두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심을 둔 것은 바로 의 근원, 본 바탕을 돌이킴으로써 를 행하

는 자가 진실된 감정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禮文이 고도로 발 하여 형식이 

번다해지더라도 이러한 의 근본정신은 오래도록 보존되었으며, 사람들로 하

여  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깨닫게 하 다. 

 (선조들을 모두 함께 제사 지내는) 향에서 물을 담은 독을 윗 단에 놓고, 날 

생선을 제기에 담고, 양념을 하지 않은 국을 올리는 것은 음식을 해먹게 된 그 

처음의 근본 뜻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철 지내는 종묘 제사인 향에서 물

을 담은 독을 윗 단에 놓고, 맑은 술을 쓰며 메기장과 찰기장을 먼  올리고 

과 수수로 밥을 지으며, 달마다 지내는 제사에서 양념을 하지 않은 국을 올리고 

여러 가지 제철 음식을 바치는 것은 그 근본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쓰임을 편

하게 하려하기 때문이다.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일러 문(文)이라 하고, 그 

쓰임을 편하게 하는 것을 일러 이치(理)라 한다. 이 두가지가 합쳐 의 형식을 

이루고 옛날의 큰 뜻으로 돌아간다. 이를 의 융성함이라 한다.238)

  순자는 제사 지낼 때 깨끗한 물과 날생선, 양념을 하지 않은 국을 올리는 

것은 그 근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근본은 禮가 

처음 제정되던 당시 단 한 표  형식[文]을 통해 표 하고자 했던 인간의 소

박한 감정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불을 

다룰  몰랐으며, 조미료를 제조하지 못했다.239) 하지만 아무리 사회생산력이 

미비한 시 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先祖의 

죽음을 기리는 情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와 선조에 한 경외하는 마

238) 『荀子』, 「禮論」, “大饗，尚玄 ，俎生魚，先大羹，貴食飲之本也。饗，尚玄

而用酒醴，先黍稷而飯稻粱。祭，齊大羹而飽庶羞，貴本而親用也。貴本之 文，親用

之 理，兩 合而成文，以歸大一，夫是之 大隆。”

239) 吳樹勤, 『禮學視野中的荀子人學』(濟南: 齊魯書社, 2007),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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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표 하기 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 한의 정성을 올렸으니, 이것이 

바로 깨끗한 물과 날생선, 양념을 하지 않은 국이다.

  문화와 역사의 발 에 따라 禮文의 세부  규정은 차 복잡해졌다. 사회생

산력이 향상되며 재물이 풍부해졌고, 사람들은 의 구체  규정과 형식을 통

해 신분과 품덕상의 貴賤을 구분하기 시작하 다. 한 禮의 표 [文]이 繁華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情을 구체  방법을 통해 충실히 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文의 번성은 사람들이 文에만 집착하게 함으로써 진실

된 감정을 가리웠으며, 이에 따라 禮는 사람들의 삶에서 공허한 형식으로만 

기능하는 험을 안게 되었다. 형식과 내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

는데, 이것이 순자가 말한 情文代勝이다. 이는 情과 文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감정이 형식보다 과하게 표 되거나 형식이 감정을 능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곧 귀본(貴本)과 친용(親用)이 모두 갖추어져는 있으나, 한 측면에 지나

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完善한 의는 귀본과 친용 두 측면을 모두 시하며 어느 한 측면

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 형식이 조화와 통일을 이룬 ‘情文

俱盡’상태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 으로 禮를 

행하게 된다. 순자의 情文俱盡에 한 이해는 『禮記』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선왕이 를 세울 때 바탕[本)]과 형식[文]이 있었다. 충신은 의 바탕이다. 의

리는 의 형식이다. 바탕이 없으면 가 바로서지 못하고, 형식이 없으면 가 

행해지지 못한다.240)

 옛 성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높이고, 밖으로 드러난 것을 즐거워하여 은 것

으로써 귀함을 표 하고 많은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241) 이런 까닭으로 

240)『禮記』, 「禮器」, “先王之立禮也，有本有文。忠信，禮之本也. 義理，禮之文也。

無本不正，無文不行。”

241)『禮記』「禮器」편의 앞 구 에는 ‘왕의 큰 수 는 끈과 굴 가 한 가지 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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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이 제정한 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여 오로지 균형있게 하 다.242) 

  선왕은 를 제정할 때 그 바탕[本]과 형식[文]을 모두 시하 다. 순자에

게 바탕이란 인간의 질박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고, 형식은 禮의 구체 인 규

정과 세부 사항을 가리킨다. 본디 의 바탕과 형식에는 어떠한 갈등요소도 

잠재하지 않았다. 바탕이 없으면 형식은 바로 서지 못하고, 형식이 없으면 바

탕은 禮로 표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선왕은 本과 文 어느 한쪽의 지나침이나 

모자람 없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禮를 제정하 다. 따라서 선왕이 禮를 제

정한 근본정신과 그 목 을 깨닫고 本과 文의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면, 이러

한 사람은 聖人이라 할 수 있다.

 란 재물로써 (폐백이나 공물로 삼아) 활용하고, 귀천의 신분 계에 따라 형식

을 결정하며, 많고 음으로 다름을 구분하고, 융성함과 쇠함으로 그 요지를 삼는

다. 형식과 규정이 번잡하며 감정과 쓰임이 감쇄한 것은 가 융성한 상태이고, 

형식과 규정이 간략하고 감정과 쓰임이 번화한 것은 가 감쇄한 상태이다. 형식

과 규정, 감정과 쓰임이 서로 밖과 안을 이루어 안과 밖이 나란히 행해지며 서로 

아울러 뒤섞이는 것, 이를 일러 가 도를 이룬 상태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루고 다음 수 는 일곱 가지 색으로 이루며(大路繁纓一就, 次路繁纓七就)’, ‘조회

를 볼 때 부는 홀로 앉고 선비는 합석한다. 이는 은 것으로서 귀함을 표 하는 

것이다.(諸侯視朝，大夫特，士旅之。此以 為貴也。)’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수

와 도구와 좌석은 단순할수록 귀함을 표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은 

것으로써 귀함을 표 하 다는 말의 뜻이다. 한 ‘ 는 많은 것으로써 귀함을 표

하는 것이 있으니, 천자는 일곱 사당을 세우고, 제후는 다섯, 부는 셋, 선비는 

하나의 사당을 세운다(禮，有以多為貴 ：天子七廟，諸侯五，大夫三，士一。)’라는 

구 에서 나타나듯 를 행할 때 수량이 많은 것으로써 등 의 차이를 구분하여 

귀 함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많은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는 말의 뜻

이다.

242)『禮記』, 「禮器」, “古之聖人，內之為 ，外之為 ， 之為貴，多之為美。是故

先生之制禮也，不可多也，不可寡也，唯其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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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그 융성함에 이르고 아래로는 그 감쇄함을 지극히하며 그 가운데에 머무

른다. 걷거나 달리거나 뛰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군자가 머무르

는 곳이다. …… 여기서 에 알맞게 두루 행동하는 것이 모두 그 질서에 들어맞

는다면 이는 바로 성인이다.243)

  의 형식과 규정 그리고 감정과 쓰임 자체에는 본디 어떠한 갈등요소도 잠

재하지 않는다. 문리가 번잡하고 정용이 쇠퇴한 상태는 가 융성한 상태이며, 

문리가 쇠퇴하고 정용이 번잡한 상태는 가 감쇄한 상태이다. 진정으로 禮를 

체득한 사람은 의 융성하고 감쇄한 상태에 상 없이 中道에 맞는 禮를 행한

다. 즉, 감정이 과잉되어 형식을 르는 상태에서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형식을 

돋우어 禮를 가운데 흐르게 하고[中流], 형식이 지나쳐 감정을 르는 상태에 

처해서는 감정을 끌어올리고 형식을 가라앉힘으로써 禮를 가운데 흐르게 한

다.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유연한 태도로 각 사건

에 알맞은 禮를 택하여 행하므로 문리정용이 서로 밖과 안의 계를 이루어 

조화를 이룬다. 

  禮 의 형식이 비록 번잡하다 하더라도 성인이 제정한 完善한 禮 는 모두 

합리 으로 情과 文의 계를 고려한 데서 생겨난 산물이다. 따라서 완미한 

단계에 이른 禮文은 ‘稱情而立文’의 제정 원칙과 구체  형식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禮를 제정한 근본원칙을 제 로 이해할 때 정문구진의 정신

을 체득할 수 있으며, 마음이 각종사정의 변화에 응 할 수 있다. 순자는 情文

俱盡의 경지를 ‘終乎悅校’, 즉 인간으로 하여  자발 이고 기쁜 마음으로 禮

를 행하게 하는 禮文의 완성단계로 설명하 다. 이러한 경지에 오른 군자는 

‘걷거나 달리거나 뛰어도’, 즉 모든 행동이 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43) 『荀子』, 「禮論」, “禮 ，以財物為用，以貴賤為文，以多 為異，以隆殺為要。

文 理 繁 ， 情 用 省 ， 是 禮 之 隆 也。文 理 省 ， 情 用 繁 ， 是 禮 之 殺 也。文 理 情 用 相 為 內 外 表

墨，並行而雜，是禮之中流也。故君子上致其隆，下盡其殺，而中處其中。步驟馳騁厲

鶩不外是矣。是君子之壇宇宮廷也。……於是其中焉，方皇周挾，曲得其次序，是聖人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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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情과 文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합치된 상태에 이른 사람은 곧 공자가 말한 

“질(質)이 문(文)을 압도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문이 질을 압도하게 되면 문약

해진다. 문과 질이 서로 조화를 이룬 후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에서의 君

子이다. 

 천지는 로써 화합되고 일월도 로써 밝아지며 사시의 흐름도 로써 질서가 

잡히고 성신도 로써 운행되며 강과 하천도 로써 흐르고, 만물도 로써 번창

하며, 사람의 호오(好惡)도 로써 조 되고, 희로(喜怒)도 로써 알맞게 된다. 

아랫자리에 있으면 윗사람에 순종하고, 윗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밝게 다스려 

만물이 변화해도 어지러워지지 않으나 를 어기면 모두 잃게 된다. 가 어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244)

  순자는 情文俱盡를 禮文의 발 에서 가장 완미한 상태에 이른 단계로 설정

하 으며, 이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이상  인격으로 극 추존하 다.  情

과 文의 조화와 통일을 이룬 聖人은 모든 거동과 언행이 인간 본연의 性情을 

거스르지 않으며, 만물과 만사의 변화에 응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禮에 부합

한다. 순자는 이러한 聖人의 공능이 治世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화

합시키고 만물을 번창하게 하는’ 萬物化育의 경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그러므로 情과 文이 모두 극진함[盡]에 이르러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

은 도덕  이상 인격의 실 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3 )  앎 과  의  자 연스 러 운  합 치 [ 知 通 統 類 ]

  순자는 禮에 따르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의 조악한 본성을 가다듬을 수 있다

244) 『荀子』, 「禮論」, “天地以合，日月以明，四時以序，星辰以行，江河以流，萬物

以昌，好惡以節，喜怒以當，以為下則 ，以為上則明，萬變不亂，貳之則喪也。禮豈

不至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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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 다. 도덕  이상인격의 성취, 즉 聖人됨을 이루는 것은 순자가 설

정한 인생의 가장 높은 理想이다. 化性起僞하여 도달한 도덕  이상인격[聖人]

은 內心의 감정과 욕구를 外的으로 표 함에 있어 禮에 따르려 의식하지 않아

도 행 에 過不及이 없는 情文俱盡을 체 한다. 한 도덕  이상인격의 경지

에 도달하면 앎과 禮가 자연스러운 합치를 이루는 知通統類를 실 할 수 있

다. 순자는 聖人의 가장 요한 특징은 지통통류에 있다고 여겼다.

 인간에 한 설이다. 자신의 뜻은 사사로움으로 굽어있으면서 남들이 자신을 공

정하다 여기길 바라고, 행동은 지 분하면서도 남들이 자신을 수양이 잘 된 사람

으로 여기길 바라고, 자신은 어리석고 무지하면서도 남들이 자신을 지혜롭다 여

기길 바라니, 이러한 사람들을 인(衆人)이라 한다. 사사로움을 참고 견딘 후에

야 (자신의 뜻이) 공정해지고, 본성과 정욕을 참고 견딘 후에야 능히 수양을 할 

수 있으며, 지혜가 있으면서 남들에게 묻기를 좋아한 다음에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하고 수양이 되며, 재능을 발휘한 자를 일러 소유( 儒)라 한다. 뜻이 

편안하게 공정함에 머물고, 행동이 수양한 바를 벗어나지 않으며, 지혜가 통류를 

통하니 이들을 일러 유(大儒)라 한다. 유는 천자를 보좌하는 최고의 리

[三公]가 되고, 소유는 제후의 부(大夫)나 사(士)가 되며, 인(衆人)은 공인이나 

농부, 상인이 된다. 禮는 군주가 여러 신하들의 자질을 단하는 기 이다.245)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모두 동일하나 보통 사람과 儒, 大儒의 구분이 생

기는 까닭은 후천 인 積習에 있다. 衆人은 본성에 내재된 정욕이 이끄는 로 

행동하며 禮義에 의한 敎化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본성을 교정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에 자신을 반성할 능력이 없으며, 자신은 조악한 

245) 『荀子』, 「儒效」, “人論. 志不免於曲私，而冀人之以己為公也. 行不免於汙漫，

而冀人之以己為脩也. 甚愚陋溝瞀，而冀人之以己為知也. 是眾人也。志忍私，然後能

公 行忍情性，然後能脩 知而好問，然後能才 公脩而才，可 儒矣。志安公，行安

脩，知通統類. 如是則可 大儒矣。大儒 ，天子三公也. 儒 ，諸侯、大夫、士也 

眾人 ，工農商賈也。禮 、人主之所以為群臣寸尺 丈檢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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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이 이끄는 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정을 바란다. 이에 반해 

儒는 禮義에 따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제하고 정욕을 禮義에 부합하게 표 하여 도덕  완성을 이루려 노

력한다. 이들은 聖人이 되는 첫 걸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大儒는 도덕  

완성을 이룬 자를 말한다.  인용문에서 大儒246)는 능히 ‘지통통류’ 할 수 있

는자로 묘사된다. 大儒는 孔子, 子弓과 같은 인물로서, 완미한 禮義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大儒의 언행, 거동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

연스럽게 禮義에 부합하며 이들의 앎은 禮義를 통달함으로써 완미한 도덕  

지혜를 갖추었다. 즉 외재 으로 표출되는 행 와 내심의 앎이 자각  통일을 

이룬 자라 할 수 있다. 

  지통통류란 도덕  앎247)이 統類를 통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統類는 다른 

선진시  儒家, 道家, 墨家 경 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순자만의 독특한 

사상  개념  하나이다. 『荀子』에서 統類라는 단어는 총 6번 등장한다.

 방책을 총 하고 언행을 가다듬고 통류를 하나로 한다248)

 뜻이 편안하게 공정함에 머물고, 행동이 수양한 바를 벗어나지 않으며, 지혜가 

246) 『荀子』에서 大儒는 종종 聖人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둘 모두 이상  

인간상으로 묘사된다는 에서 상통한다. 하지만 聖人이라 할 때에는 도덕인격의 

수양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고, 大儒를 말할 때에는 실  事業의 성취 측면

에 을 맞춘 것이다. 순자는 秦國의 단 이 無儒에 있다고 진단하 으며, 국가

에 유의 다스림이 없으면 王道를 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吳樹勤, 『禮學視

野中的荀子人學』(濟南: 齊魯書社, 2007), p. 206.

247)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知는 本性의 일부로, 心에 귀속되어 있는 능력이다. 인

간은 知라는 가치 지각 능력을 통해 是非와 善惡을 별한다. 특히 순자는 도덕  

숙고 능력[慮]를 강조하 는데, 慮는 감정과 욕구를 제하여 中道에 부합하도록 

이끄는 능력을 말한다. 이 듯 知는 인간이 道를 체득하여 도덕  완성을 이루는 

제가 되는 능력이다.

248) 『荀子』, 「非十二子」, “若夫總方略，齊 行，壹統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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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류를 통한다249)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바가 닥쳐도 통류를 통해 이에 응 한다250)

 통류에 부합하여 행동함이 조리있다251) 

 선왕의 법도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이로써 자신의 행동을 인도하는 통류를 구

한다252)

 말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만물의 변화를 겪어도 그의 통류는 하나로 유지된

다.253)

  그 다면 統類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統의 의미를 살펴보자. 楊倞은 

統을 기강(紀綱)으로 풀이하 다.254) 韋政通은 統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나

어 악하 는데, 그  類와 연 될 때 統은 곧 강기(綱紀)라 주장했다.255) 

마사유키 사토는 統을 ‘통합(integration)’으로 풀이하 다.256) Hutton 역시 統

249) 『荀子』, 「儒效」, “志安公，行安脩，知通統類”

250) 『荀子』, 「儒效」, “所未嘗聞也，所未嘗見也，卒然起一方，則 統類而應之”

251) 『荀子』, 「儒效」, “脩脩兮其用統類之行”

252) 『荀子』, 「解蔽」, “法其法以求其統類”

253) 『荀子』, 「性惡」, “ 之千 萬變，其統類一也”

254) 王先謙, 『荀子集解』(北京:中華書局, 1998), p. 93.

255) 정통은 統의 의미를 강기(綱紀), 근본[本], 이끌다[領], 다스리다[治] 네 가지로 

풀어 설명하 다. 韋政通, 『荀子 古代哲學』(臺北: 臺北商務印書館, 1997), pp. 

16-17.

256) 마사유키 사토는 統이 ‘통일(unification)’, ‘통합(integration)’, ‘종합(synthesis)’로 

번역될 수 있음을 지 하며 통합(integration)으로 풀이할 경우 壹의 의미와 유사하

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壹이 道에 동화되는 것을 함의한다면 統은 방법론  측면에

서의 통합을 가리킨다고 덧붙 다.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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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합(unify)’으로 번역하 다. 양경과 정통의 풀이는 統을 명사로 보아 

강기, 즉 규율과 법도로 악했다는 에서 서로 통한다. 하지만 ‘어떠한’ 규율

과 법도인지 그 구체 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규율과 법

도는 곧 類를 통합하는 규율과 법도이다. 統를 해석함 있어서 마사유키 사토

와 Hutton은 類에 한 통합  성격을 강조하 다. 즉, 統類는 類를 통합하는 

규율과 법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類의 의미를 살펴보자. 類의 사  의미는 ‘무리’, 즉 ‘같거나 비

슷한 습성을 지닌 개체들의 집합’이다.257)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마사유키 

사토는 類를 ‘유사성(similarity)’, ‘범주(category)’, ‘유추  해석의 기

(standard for analogical inference)’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리하 다.258) 진

제는 類를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유추의 원칙’으로 풀이하며 이

를 법을 만들고 정당화하는 기본 원칙으로 해석했다.259) 정통은 類의 의미

를 네 가지로 나 어 분석하며, 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원칙으로 類를 풀이하

다.260) 종합하면『荀子』에서 類는 다층 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으며, ‘유사

성을 가진 개체의 무리’라는 기본 인 뜻에서 ‘하나의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 이를 용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발 하 음을 알 수 있다. 

257) 정단비, 「순자의 類의 의미와 수양론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2009), p. 3. 

258) 마사유키 사토의 심은 禮의 사회·정치 규범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러

므로 그는 類에 한 해석에서도 사회·정치  성격을 강조하여 類가 에 언 된 

기본 의미에서 ‘소인부터 군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도덕  능력으로 구분한 것’을 

이르는 개념으로 생되었다고 주장한다. Masayuki Sato, The Confucian Quest 

for Order (Boston: Brill, 2003), p. 335.

259) 陳大齊, 『荀子學說』(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7), p. 75.

260) 정통은 類의 의미가 일반 으로 강기(綱紀), 종류(種類), 비슷한 종류[比類], 법

도[法] 네 가지로 분석된다고 설명하 다. 하지만 그는 法道는 禮의 하  원칙인 

반면 類는 禮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임을 지 하며 類를 法道와 동일선상에서 비

교하는 것을 비 하 다. 韋政通, 『荀子 古代哲學』(臺北: 臺北商務印書館, 1997), 

pp.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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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類의 의미는 法道와의 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법도가 있는 것은 법도로써 행하고, 법도가 없는 것은 류에 의거한다. 그 근본을 

보아 끝을 알 수 있으며 왼쪽을 보면 오른쪽을 알 수 있으니, 무릇 백가지 일은 

이치가 각기 다르지만 서로 들어맞는다.261)

  法道는 성인이 제정한 禮의 구체 ·세부  규칙을 말한다. 하지만 성인이 

禮法을 상세하게 제정하 다 하더라도 다양한 인간 생활의 역을 모두 규제

화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실의 삶에서는 과거의 성인이 제정한 禮法을 

용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순자는 이에 法으로 차마 

행할 수 없는 일은 類에 의거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즉, 선례가 없는 부분에 

해서는 禮의 근본정신에 한 앎을 바탕으로 이를 유추하여 용하라는 것

이다. 즉 法道가 禮의 구체 인 조문, 규정을 의미한다면 類는 禮의 근본 원칙

과 기본 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統類는 禮의 근본 원칙과 기본 정신을 통합

하는 규율과 법도이다.

  

 선왕을 본받고 의를 잇고 제도를 하나로 하며, 얕은 것을 기 으로 깊은 것을 

지키고, 오늘로써 옛것을 알며, 한 가지 일을 근거로 만 가지 일을 처리한다. 진

실로 인의와 같은 類를 새와 짐승들 사이에 있더라도 마치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

하는 것처럼 명확히 구별하며, 기이한 일과 괴이한 변화 그리고 아직 듣지도 보

지도 못한 바가 닥쳐도 통류를 통해 이에 응 하니, 주 하거나 불안해하는 바가 

없다. 합당한 법을 세우고 이를 단하는데 있어 부 이 들어맞는 것처럼 딱 맞

으니 이것이 유(大儒)이다.262)

261) 『荀子』, 「大略」, “有法 以法行，無法 以類 。以其本知其末，以其左知其

右，凡百事異理而相守也。”

262) 『荀子』, 「儒效」, “法先王，統禮義，一制度, 以淺持博，以古持今，以一持萬；

苟仁義之類也，雖在鳥獸之中，若別白黑, 倚物怪變，所未嘗聞也，所未嘗見也，卒然

起一方，則 統類而應之，無所儗作, 張法而度之，則晻然若合符節. 是大儒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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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禮의 실질내용은 시 나 공간에 따라 변한다 할지라도 禮를 성립시키는 원

리인 禮義之統은 원히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禮의 統類를 통하는 

깨달음[知通統類]은 禮 그 자체에 한 앎을 넘어서 禮의 원칙, 기본 정신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類는 성인이 제정한 禮法을 바탕으로 재의 삶에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한 모범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類를 안다는 것은 행

동의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행 의 이치, 즉 禮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떠한 법도를 용시켜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지통통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모든 법도와 

禮를 아우르는 근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법도를 세워 이에 편

안하게 응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응 는 道를 벗어나지 않는다. 

 근본을 지켜 변화에 응 하니, 도리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다. 이 게 한 후에 

성인이라 할 수 있다.263)

 많은 왕들이 변함없이 지켜온 것이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

다. 이 도는 한때는 폐해지고 한때는 행해짐이 있었지만 그 근본으로써 응 하

으니 도의 근본 이치로 다스리면 혼란스럽지 않다. 그 근본을 모르면 응변하는 

방법을 모른다.264) 

   두 인용문의 ‘근본’은 모두 道, 즉 禮의 근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근본

을 알고, 근본을 지키며, 근본으로써 응변하는 것은 모두 知通統類를 의미한

다. 부단한 도덕 수양 과정을 거쳐 도덕  완성을 이루게 되면 그 마음은 道

를 깨닫고 禮의 이치에 통달하므로 모든 앎과 행동은 자각 으로 禮에 부합하

게 된다. 성인과 유는 禮의 기본 정신을 통 하고, 禮의 구체  규칙인 법도

263) 『荀子』, 「非十二子」, “宗原應變，曲得其宜，如是然後聖人也。”

264) 『荀子』, 「天論」, “百王之無變，足以為道貫。一廢一起，應之以貫，理貫不亂。

不知貫，不知應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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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능숙히 행하며 禮와 합일을 이룬다. 

  사람의 마음이 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구체 인 조문과 규정만을 숙

지한 상태라면 禮는 를 행하는 사람에게 공허한 형식의 의미만을 지닐 것이

며, 례  도덕성만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禮가 인간의 도덕  완성에 진

정한 공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인간의 마음이 聖人이 禮를 제정할 

때 지녔던 그 마음과 禮를 제정할 때 근본으로 삼았던 정신과 원칙을 체득하

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禮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정신과 원칙인 

統類에 통달하는 것은 도덕  이상인격인 聖人의 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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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순 자  론( 禮 論 ) 의  도 덕 교 육  함 의

1. 도 덕 교 육 의  목표

  도덕 교육은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첩된 인간상을 지향

으로 삼아 학생들의 도덕  역량을 함양하고 보편 인 도덕 가치를 내면화하

여 도덕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규범을 습득하고 도덕  민감성·도덕  사고력·도덕  단력·도덕  정

서·도덕  실천 의지 등을 강화하여 자율 이며 통합 인 인격의 완성을 이루

도록 하는 것이 도덕 교육의 목표이다. 순자 역시 ‘모든 사람은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배움을 통해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견

지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서 禮에 한 학습을 시하 다. 순자의 禮는 공

동체의 질서 유지를 한 사회  규범인 동시에 개인의 내  도덕 발달을 이

루는 도덕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禮에 한 학습은 공

동체  가치를 내면화하여 례  도덕성을 함양하고, 도덕 규범의 본질을 體

現하여 반성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에서 도덕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

는 데 있어 요한 의의를 지닌다.

( 1)  배 움 을  통 한  도 덕  완 성  추 구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도덕성이 내재해있다는 주장을 배격하며, 인간이 본

래 타고난 성정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등의 경향성을 띠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유학  가치를 崇하는데, 그는 聖人이라는 도덕  완성의 경지는 ‘배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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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至難한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릇 사람이 선(善)하고자 하는 까닭은 그 본성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 (사

람의 인격이) 천박하면 후하게 되기를 원하고, 추악하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

며, 소하면 해지기를 원하고 가난하면 부유하기를 원하며 미천하면 고귀해

지기를 원하는데, (본성)안에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 ……지  

사람의 본성에는 본디 의가 갖추어져있지 않다. 그러므로 힘써 배워서 의를 

얻으려 한다.265) 

 

   인용문에서 순자는 인간이 배움을 통해 도덕  완성을 이루려 하는 이유

를 ‘본성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본래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원하지 않고, 날 때부터 고귀한 사람은 권세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善한 본성

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善해지려 노력하는 까닭은 그들의 본성 자체에 善이 없기 때문이다. 惡한 본

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구나 그 단 한 본래 상태를 벗어나 다듬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敎正하

여 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힘써 배워서 의를 얻으려 한다”는 구 에서 드러나듯 

배움의 상은 인간 본성 바깥에 있으면서 인간의 사고와 행 를 제약하는 도

덕규범인 禮이다. 순자는 배움의 구체 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움이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가? 말하기를, ‘그 과정은 경을 외

우는 데서 시작하여 를 읽는 데서 끝이 나며, 그 목표는 사(士)가 되는 데서 시

작하여 성인(聖人)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진정으로 노력하여 오랫동안 지속하

면 배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배움은 죽음에 이른 후에야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배움의 과정에는 비록 끝이 있지만 그 내용을 체득함

265) 『荀子』, 「性惡」, “凡人之欲爲善 ，爲性惡也。夫薄願厚，惡願美，狹願廣，貧願

富，賤願貴，苟無之中 ，必求於外。……今人之性，固無禮義，故彊學而求有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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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잠시라도 그만둘 수 없다. 배우면 사람이 되지만, 이를 버리면 짐승

에 불과하다. …… 란 법도의 근본과 규칙의 강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에 

이르러서 그치는 것이다. 이를 일러 도덕의 극치라고 한다.266)

  순자는 배움의 시작을 ‘經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經은 

『詩經』, 『書經』, 『春秋』등의 經典을 말한다. 순자는 『詩經』을 읽음으

로써 사람은 그의 감정을 的中하게 표 하고,  알맞은 데서 그칠  알게 된

다고 말한다. 한『書經』은 정치의 기강이 되는 것으로 이를 읽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재를 반성할 수 있게 된다. 『春秋』에 해 순자는 인

간 역사의 미묘함을 기록하여 천지의 이치를 알려 다고 하 다.267) 유가  

통에서 經은 도덕 수양에 있어서 일종의 교과서로 여겨졌으며, 순자는 특히 

경 교육이 인격성장에 미치는 향을 강조하 다. 시경과 서경, 춘추와 같은 

경 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의 문제에 해 역사  실례를 통해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다. 후세의 사람들은 경 을 통해 도덕  지식 학

습을 수행함으로써 마땅히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과 교훈을 얻게 되고, 옳

은 것과 잘못된 것을 가르는 기 을 알게 된다.268) 

  나아가 순자는 배움의 과정은 禮를 읽는데서 끝이 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266) 『荀子』, 「勸學」, “學惡乎始？惡乎終？曰：其數則始乎誦經，終乎讀禮；其義則始

乎爲士，終乎爲聖人。眞積力久則入。學至乎沒而後止也。故學數有終，若其義則不可 臾

也。爲之人也， 之禽獸也。…… 禮 、法之大分，類之綱紀也。故學至乎禮而止矣。

夫是之 道德之極。”

267)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서울: 지식의 풍경, 2001), pp. 304-305.

268) “도덕 공부란 ‘도덕  지식 학습’을 통해 도덕  탐구를 한 기 를 다지고 후

속 세 에 필요한 도덕  자양분을 공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도덕  지식 학습은 

고  이후 인류가 축 해 온 학문  노력의 결실로서, ‘ 한 통’과 조우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도덕  지식 학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

에 단순히 동조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한 사상, 훌륭한 인물, 인격, 행 의 진

리성에 한 믿음을 제하면서 도덕  메시지를 극 으로 배우려는 것이다.” 정

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 』(서울: 울력, 201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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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禮를 읽는다는 것은 경 의 일종으로서 『禮記』를 학습한다는 뜻이다. 

기는 생생한 역사 속에 들어 있는 올바름의 기 을 가장 구체  형식으로 표

한 것이다. 기를 읽음으로써 학습자는 법도의 근본과 규칙의 강인 禮를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순자는 禮에 한 학습을 경  공부의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 “ 의를 높이고 시경과 서경을 그 다음으로 한다”269)는 말에

서도 순자가 禮義에 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 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禮에 한 학습은 구체 으로는 도덕 원칙과 도덕 규범을 體現하는 것을 의

미한다. 한 “도를 알면 자세히 살피게 되고, 도를 알면 실천하게 된다”는 말

을 통해 순자는 도덕규범에 한 학습은 도덕실천을 궁극 인 목표로 삼는다

는 을 강조하 다. 그리고 도덕규범에 한 앎과 실천을 매끄럽게 매개하기 

해 마음을 ‘虛壹靜’의 상태로 유지하는 마음 수양 방법을 제시하 다. 즉, 순

자는 禮에 한 교육이 인격의 성장과 도덕  완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

고 보았으며 순자의 禮論은 독서 공부, 마음의 공부, 몸의 실천 모두를 아우르

고 있다.

  순자는 모든 사람이 聖人이 되는 것, 즉 도덕  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儒家에서 聖人은 이상  인격의 표본으로, 학문과 교

육의 궁극  목 이자 삶의 이상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이상을 성취하기 한 

방법으로 순자는 배움[學]을 제시했다. 순자에게 있어 성인이라는 이상  인격

은 배움을 통해, 구체 으로 禮에 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순자의 明은 바로 

이러한 지 에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 2 )  례  도 덕 성 과  반 성  도 덕 성 의  조 화

  례  도덕성이란 집단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일종의 습으로 

269) 『荀子』, 「儒效」, “隆禮義而殺詩書”



- 131 -

형성되어 인간의 행 를 통제하는 규범, 즉 집단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생활의 규칙 혹은 원리로 지켜가는 규범을 반복 으로 실천함으로써 습

득하는 것이며, 례  도덕은 곧 그 사회의 습을 개인의 습 으로 형성시

켜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70) 반성  도덕성은 특정한 가치나 덕목이 요구

하는 맹목 인 추종에서 벗어나 여러 가치들을 비교 평가하며 보다 더 합리

인 근거에 의해 지지되는 가치나 단을 선택하는 반성과 숙고를 통해 습득된

다.271)

  순자의 禮는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한 사회  규범인 동시에 개인의 내

 도덕 발달을 이룩하는 도덕규범이자 도덕 수양의 원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사회  규범으로서의 禮는 다툼과 혼란을 방지하기 해 聖王이 제정한 

규범으로서, 사람들은 禮를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가치를 내면화하

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질서는 평화롭게 유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禮는 행

자의 례  도덕성 발달에 향을 미친다. 

  하지만 禮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 규범을 내면화 하는 소극  역할에

만 그치지 않으며, 인간의 도덕  완성을 돕는 극  역할 한 수행한다. 순

자가 강조하려 한 것은 후자의 부분이었다. 순자의 行禮는 결코 무의식 ·무

270) 례  도덕은 사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모국어를 배우듯이 집과 

거리에서 사람들과 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습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 

교육은 곧 사회에서 보편 으로 인정되고 있는 덕을 잘 습득하여 실천하도록 

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시키는 훈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회  규범

이 개인의 행동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는 은 분명하지만 도덕성

을 으로 어떤 사회  규범을 수하는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가치의 수 

 재생산을 강조하는 일방  성격을 지닌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정창우, 『도

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 』(서울: 울력, 2013), pp. 54-55. 

271) 반성  도덕은 올바른 삶에 한 통찰의 결과와 선(善)에 한 지식(앎)에서 비

롯된다. 반성  도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도덕  삶이란 본질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은 이성의 활동을 통해 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

라서 반성  도덕과 이에 한 이성  탐구, 도덕  지성의 연마를 보다 시한다. 

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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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으로 禮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순자는 義를 禮의 실천 원칙

으로 제시하며 항상 禮를 행할 때 그 禮가 義에 맞는지 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순자는 인간의 언행, 태도 측면에서 일정한 규범질서를 따르는 것을 

시하 지만 보다 심을 둔 것은 禮를 실천함으로써 禮의 근본정신[仁·義]를 

체득하는 도덕  발달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  수양의 원리로

서의 禮는 반성  도덕성 발달에 향을 미치며, 순자의 禮는 례  도덕성

과 반성  도덕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순자는 인간의 도덕  발달 단계를 士, 君子, 聖人 세 가지로 구분하 다.

 의법도를 좋아하여 이를 행하는 자는 사(士)이다. 의지를 도탑게 하여 를 체

득한 자는 군자이다. 재주나 지혜가 명민하여 다함이 없는 자는 성인이다. 사람에

게 법도가 없다면 갈팡질팡 할 것이다. 법도가 있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다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법에 의지하고 그 류까지 통달한다면 안정될 것이

다.272)

   인용문에서 배움의 목표에 해 순자는 士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聖人이 되는 것에서 끝을 맺는다고 말한다. 士는 禮義를 좋아하여 이를 행하

는 사람이다. 군자는 禮를 행하려는 의지를 도탑게 하여 그 근본정신을 체득

한 사람이다. 성인은 禮를 좋아함과 禮를 체득함이 극에 달하여 의 근본정

신을 깨달은 자이다. 禮를 배우고 행하는 士의 단계는 례  도덕성을 습득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士는 여러 경 을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삶에 

한 가치 을 정립하고, 스승의 지도 아래 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禮를 행

함으로써 도덕규범을 내면화한다. 그 다음 단계인 君子는 도덕규범을 행하는 

데 있어 자율 인 의지를 지니며, 禮를 비 이고 반성 으로 성찰하여 禮에 

담긴 도덕  가치를 체득한 자이다. 최종 단계인 聖人은 도덕  앎과 禮가 자

272) 『荀子』, 「修身」, “好法而行，士也. 篤志而體，君子也. 齊明而不竭，聖人也。人無

法，則倀倀然. 有法而無志其義，則渠渠然. 依乎法，而又深其類，然後溫溫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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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합치를 이루는 자로서, 이는 4장 3 에서 살펴본 知通統類의 경지에 

도달한 자이다. 도덕  완성을 이룬 聖人은 성왕이 제정한 禮의 구체 인 형

식과 내용을 뛰어넘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본질과 원칙을 악하고 있으므

로, 설령 구체 인 규범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악하고 구성한 

도덕  원칙을 토 로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한 인간이 士로부터 시작하여 聖人으로 高揚되는 것은 례  도덕성을 습

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반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다.273) 순자는 이를 禮를 배우고 행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온 히 

體得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 과정은 마치 목수가 한 그루의 나무를 휘

어 수 바퀴로 제작하는 일에 비견할 만하며, 휘어진 나무는 물기가 마르더라

도 다시 곧아지지 않는 것처럼 넓게 배워 매일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聖人이 

된다면 그 이 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聖人은 人性의 한계

를 뛰어넘어 道를 깨닫고, 禮를 체득하여 이것이 마치 本性처럼 된 사람이다. 

禮가 본성과 같이 자연스럽게 발 되는 상태는 순자가 말하는, “오랫동안 (善

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그 처음으로 되돌아 오지 않는”274)경지이다. 

273)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등 수 에서는 례  도덕성의 습

득을 강조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비  도덕성의 함양을 보다 시하고 있

다. 등 수 , 특히 , 학년 단계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한(하지만 단순한 훈련

과는 구분되는 차원에서) 습  수 의 도덕성은 정해진 행동 규칙을 이해하고 

수하는 데 이 맞추어지며, 이러한 차원에 한 교육  강조는 습  도덕의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행 의 표 ’ 혹은 ‘도덕  가치의 공통 기

반’을 제공하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등학교 고학년 혹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원리 지향  도덕성’ 혹은 ‘반성  도덕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도덕 원리는 

도덕 실천을 해 직  향을 주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도덕철학을 형성

하는 기  혹은 제가 되고, 도덕  삶을 안내해주는 잠재 인 원천이 된다. 정창

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 』(서울: 울력, 2013), pp. 101-102.

274) 『荀子』, 「不苟」, “長遷而不反其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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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 덕 교 육 의  내 용 과  방 법

  순자는 개인이 도덕  완성을 이루어 聖人이 되는 가장 빠른 길로 ‘禮에 따

르는 것’을 제시하 다. 인간은 禮를 지속 으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內心과 

이로부터 표출되는 행동 양자간의 조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도

덕수양의 부단한 과정에서 도덕  환경은 요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스승[師]은 도덕  지식을 달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학생들의 도덕  발달을 

진하는 도덕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禮 의  실 천

  순자에게 있어 개인의 인격 성장은 禮에 의해 본성이 인 으로 文飾되는 

것을 뜻한다. 禮는 거친 본성을 인 으로 다듬는 형식으로써 작용하며, 따라

서 인간은 禮를 실천함으로써 감정과 욕망을 中道에 부합하게 표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도덕  완성은 사고와 행 의 기 으로서의 禮를 꾸 히 실

천하고 體得하여 내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화시킬 수는 있다. 

쌓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본디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

동거지와 습속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마음을)하나로 집 하여 두 갈래로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쌓음을 이룰 수 있다. 습속이 의지를 변화시켜 그 안정

됨이 오랫동안 쌓이면 바탕을 변화시킬 수 있다.275) 

275) 『荀子』, 「儒效」, “性也 ，吾所不能為也，然而可化也。積也 ，非吾所有也，然

而可為也。注錯習俗，所以化性也,並一而不二，所以成積也。習俗移志，安久移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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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는 마음을 집 하여 禮를 자율 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쌓음[積]의 과정

으로 보았다. 쌓음이 지속되어 禮를 행함이 습 이 된 사람은 그 의지를 변화

시켜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여 마음이 올바른 것을 志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禮를 지속 으로 행하여 이를 습 화하면 본성은 제어되고 마

음은 편견에 휩싸이지 않아 그 기능을 온 히 실 할 수 있게 된다.

  禮의 실천을 통한 修身교육의 목 은 禮에 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여 禮

가 내면화된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곧 禮교육으로 약칭할 수 있다. 禮

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  禮를 익 서 규범에 순응하고 질서를 자율 으로 

지키는 사회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고, 학생들의 德性을 함양하여 聖人, 君子

와 같은 도덕  인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76) 

  禮의 실천을 통한 修身교육, 즉 禮교육은 禮를 행동  습 (형식)으로만 간

주하고, 이러한 외  행동이 나타나기 까지 작용한 내재  측면(의식)을 간

과하지 않는다. 인간의 조야한 충동이 禮에 의해 도야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禮는 인간  충동의 완성, 즉 충동의 문명

 표 이지, 결코 형식주의 인 비인간화가 아니다. 禮를 학습하게 되면 일상

생활의 장에서 유덕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발출된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기계 ’, ‘자동 ’이라는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자발성’이 발

휘됨으로써 禮를 행하는 개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禮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이러한 생명력으로 인해 禮를 수행하는 사람

들은 서로 한마음이 되어 조하는 력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즉, 禮는 

인간과 인간간의 계를 생동 으로 살려 내기 한 인간 고유의 형식인 것이

며,277) 禮교육은 형식과 의식의 조화를 추구한다.

  도덕 교육에서 禮교육은 구체 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실제로 한 

276) 유권종 외, 『유교  마음모델과 교육』(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9), pp. 

224-225.

277) 허버트 핑가 트, 『공자의 철학』송 배 옮김 (서울: 서 사, 199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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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은 禮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한국인의 도덕  심성의 구조와 그 학습원

리를 다각  시각에서 분석 고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필요한 청소년의 도덕  인성 함양과 실천을 한 禮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에 용하 다.278) 청소년 禮교육 로그램은 총 10주간 경북 

경주시 소재 H 등학교 5, 6학년 8개 반 학생 268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10주간의 로그램은 ‘ 의 의미 알기’, ‘습  고치기’, ‘바른 자세 갖기’, ‘문

안인사 드리기’, ‘공손한 태도 갖추기’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로그

램 마다 禮와 련된 덕목들의 의미이해, 체화279), 자기 성찰, 마음의 주인 되

기, 좋은 마음 갖기 활동이 포함되었다.280) 한 禮교육 로그램을 교육 장

에 용시켜 본 결과 禮를 행하려는 진실한 마음과 의바른 행동의 실천 모

두에 효과 임이 드러났다.281)

 이 연구 이 개발한 禮교육 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  禮를 꾸 히 실천하

278) 유권종 외 3인으로 구성된 연구 은 과거로부터 형성된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 

속에 구축된 ‘禮 구성체’를 밝히고 이를 한 방식으로  한국인의 문화와 심

리 속에 재구축하는 작업을 시도하 다. 이들은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

는 유교  삶의 양식은 한국인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禮를 시하는 유교  사고방

식의 결과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한국인의 내면에는 禮를 심으로 하는 문화  

삶과 사유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 다. 유권종 외, 

앞의 책, p. 250.

279) 의 연구 에서는 體化의 의미를 ‘사고와 행동의 반복을 통한 사고와 행동이 일

치된 습 화’로 정의하여 사용하 다.

280) 유권종 외, 앞의 책, p. 274-275. 

281)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 에서 사 검사  사후검사 등을 실시하여 로그

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 , 식사 , 가정생활 , 사회생활 의 실천

수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 교육 로그램이 禮를 행하는 실천 증진에 효과

임이 밝 졌다. 뿐만 아니라 제, 자기 통제, 정직, 신의 등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스림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덕목들에서도 유의미한 증진이 나타나 禮교육이 도

덕  가치에 한 사고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유권종 외, 앞의 책, pp. 276-28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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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격려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을 진할 수 있다는 을 실제 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로그램은 정확히 말해 禮節교육 

로그램이며, 등수 의 례  도덕성 함양을 한 교육 로그램이기 때

문에 고등수 의 학습자를 상으로 반성  도덕성 발달을 진할 수 있는지

는 더 진 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고등학생을 상으로 반성  도덕성 발

달을 진하는 禮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구체 인 禮

를 실천함에 있어 학생들이 禮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도덕  가치[情, 知, 義, 

誠 등]를 깨닫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로그램이 구성된다면 보다 더 효

과 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 한다.

( 2 )  도 덕  환 경  조 성

  순자는 도덕  교화에 있어 환경의 요성을 특히 강조하 다. 순자는 학습

자가 주  환경의 향을 받아 도덕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논지를 개

하며 도덕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남쪽에 어떤 새가 있어 이름을 몽구라 한다. 깃털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머리

털로 그것을 얽어서 갈  잎에 매달았다. 바람이 불어 갈  잎이 꺾여 알이 깨지

고 새끼가 죽었다. 새 둥지가 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매단 곳이 잘못되었

기 때문에 그 게 된 것이다. 서쪽에 어떤 풀이 있어 이름을 부채꽃이라 한다. 

기의 길이는 네치가량이지만 높은 산 에 나 있어 백 길이나 되는 벽을 끼고 

있다. 풀 기가 그리 긴 것은 아니지만 멀리서도 보이는 것은 서 있는 곳 때문

에 그런 것이다. 쑥이 삼밭 가운데 나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곧으며 흰 모래가 진

흙속에 있으면 같이 검어진다. 난이나 회나무 뿌리를 지(芷)라고 하여 향료로 쓰

지만 그것을 쉰 뜨물에 담그면 군자가 가까이 하지 않고 구도 그것을 지니려 

하지 않는다. 본 바탕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담긴 곳 때문에 그

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처하는 곳을 가려 살고, 노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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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반드시 선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치우치고 잘못된 것을 막고 정의 도를 

가까이 하기 해서이다.282) 

   인용문에서 순자는 몽구새, 부채꽃, 난과 회나무의 비유를 들어 사람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교육 환경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몽구새의 

둥지에 바람이 불어 알이 깨지고 새끼가 죽는 것은 둥지 자체가 불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둥지를 설치해야 할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학

생이 처한 교육 환경이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이 

성공 으로 인격 발달을 이루어 내길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학생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도덕  동기화에 실패하여 도덕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的實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학생이 

처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순자는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향력을 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삼

밭에서 자라는 쑥은 지지하는 기둥을 세워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고, 검은 진

흙 속에 섞인 흰 모래는 같이 검게 된다고 하 다. 군자가 거하는 장소를 가

리고 같이 노니는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환경이 感化에 미치는 향이 막 함

을 의미한다. 이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교과서나 교사의 수업 같은 공식  교

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 분 기, 사회  분 기와 같은 잠재  교육

과정283)의 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다. 

282) 『荀子』, 「勸學」, “南方有鳥焉，名曰蒙鳩，以羽爲巢，而編之以髮，繫之葦苕，

風至苕折，卵破子死。巢非不完也，所繫 然也。西方有木焉，名曰 干，莖長四寸，

生於高山之上，而臨百仞之淵，木莖非能長也，所立 然也。蓬生麻中，不扶而直；白

沙 在 涅 ， 之 俱 黑。蘭 槐 之 根 是 爲 芷 ， 其 漸 之 滫 ， 君 子 不 近 ， 庶 人 不 服。其 質 非 不 美

也，所漸 然也。故君子居必擇鄕，遊必就士，所以防邪僻而近中正也。”

283) 잠재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물리  조건, 제도  행정  조직, 사회  심리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한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은

연 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교에서 의도한 바 없으나 학생들

이 은연 에 가지게 된 경험”이란 “학교에서 의도한 바 없으나 학생들이 은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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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순자는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에서 ‘交友’를 매우 

요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람들은 벗을 사귀는 데 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벗이란 서로 돕는 것이다. 

뜻을 둔 도(道)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겠는가? 땔나무를 고루 

펴놓고 불을 붙이면 불은 건조한 곳으로 옮겨간다. 땅을 평평히 해놓고 물을 부

으면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흐르게 된다. 사물이 같은 종류에 휩쓸리는 것은 이처

럼 분명하다. 벗을 통해 그 사람을 살핀다면 그 사람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이를 

어  의심하겠는가? 벗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니, 신 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덕의 기 이다.284)

   인용문에서 순자는 개인과 그의 친구는 같은 가치 [道]를 공유하며, 서

로의 도덕  완성을 도와주는 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른 나무에 불

을 붙이면 건조한 곳에서 불이 가장 먼  붙고, 평평한 땅에 물을 부으면 물

은 고여있는 곳으로 흐른다. 한 개인이 도덕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에 있어서 그가 어떤 환경에, 더 구체 으로는 어떤 교우 계를 맺고 있느냐

는 막 한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순자는 한 개인이 신 하게 선량한 사람

을 선택하여 친구로 삼을 것을 권한다. 한 그는 친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

고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과 충신  사양의 德을 서로에게 해주는 기회

를 갖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도덕  완성을 이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같은 가치 과 공동의 목 을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계에

서 서로의 목 을 이루기 해 노력할 때 학생들 사이에 효과 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가지게 되는 경험”, “학교에서 의도한 바 없는데 가지게 되는 경험”등을 총칭한다. 

김종서, 『잠재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교육과학사, 1987), pp. 168-169.

284) 『荀子』, 「大略」, “匹夫不可不慎取友。友 、所以相有也。道不同，何以相有

也？均薪施火，火就燥；平地注水，水流濕。夫類之相從也，如此其著也，以友觀人，

焉所疑？取友善人，不可不慎，是德之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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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에서도 도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의의를 지닌다. 인성 함양은 삶의 체 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인성교육은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삶

이 이어지는 모든 시간과 사람이 펼쳐지는 모든 공간을 통해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85) 그러므로 인성교육이 실한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학교와 가

정, 공동체의 상호 유기 인 력이 필요하다.286)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이 먼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요하다는 것 깨닫고, 이를 토 로 가정의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이 먼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공하고, 그러한 생활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기 , 기업, NGO·NPO, 종교계, 언론계 등이 앞장서

서 건 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공동체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

야 한다.287)

( 3 )  스 승 [ 師 ] 의  가 르 침

  순자의 교육사상에 있어서 스승은 개인이 학습을 효과 이고 성공 으로 이

룰 수 있는 關鍵이라 할 수 있다. 스승이라는 존재는 개인이 학문을 연마하는 

과정 가운데서 본받는 상으로, 스승은 경 에 한 지식과 禮라는 도덕 규

285)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15), p. 191.

286) 정창우는 이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인성함양을 해서는 좋고 옳은 

삶의 기 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의 다양한 

장에서 일 되게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활 역인 가정과 학교 그리

고 공동체가 연계되고 통합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르기 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정·학교·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해 이들 간에 상호 력이 필요하다. 의 책, 같은 곳.

287) 의 책, pp.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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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달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학생들의 도덕  발달을 진하는 매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우는 데에는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 없다. 『禮記』와

『 記』같은 경 은 원칙에 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詩』와 『書』는 오래

된 것이어서 (지 의 실에) 실하지 않으며, 『春秋』는 문장이 지나치게 간략

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스승의 언행을 본받고 군자가 가르친 말을 익히면 존

받고 리 세상에 두루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배움은 스승을 가까

이 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학문의 길은 스승을 좋아하는 것보

다 더 빠른 것이 없는데, 를 높여 실천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로는 스승을 

좋아할 수 없고, 아래로는 를 높여 실천할 수 없다면 (배움은) 다만 잡다한 지

식에 한 학습과 『詩』『書』의 귀만 부질없이 외우는 것에 불과할 것이

다.288)

  순자는 배우는 데 있어 스승을 가까이 두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말

한다.  인용문에서 스승은 지식의 수자로 그려지고 있다.  인용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섯 경 은 儒家에서 가장 崇했던 교과서이다. 하지만 학생 

혼자 이러한 교과서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시경』

와 『서경』, 『춘추』는 무 오래되어 지 의 실에 용시키기에 실하

지 않으며, 문장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그 함축된 의미를 혼자서는 악하기 

힘들다. 『 기』와 『악기』는 원칙에 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구체  

상황에서 어떠한 禮, 즉 어떠한 도덕규범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도덕규범과 

도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군가의 도

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문 인 지식을 

288) 『荀子』, 「勸學」, “學莫便乎近其人。禮 法而不說，詩書故而不切，春秋約而不

速。方其人之習君子之說，則 以遍矣，周於世矣。故曰 學莫便乎近其人。學之經莫

速 乎 好 其 人 ， 隆 禮 次 之。上 不 能 好 其 人 ， 下 不 能 隆 禮 ， 安 特 學 雜 識 志 ， 詩 書 而

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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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달하여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에 용하여 구체 인 상황에서의 실천을 이끌어

낸다.

    

 라는 것은 내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스승은 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가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 몸을 바로잡을 것인가? 스승이 없다면 내 어  

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가 정한 그 로 행한다면 감정이 에 따라 

안정될 것이다. 스승이 이르는 말 그 로 해진다면 지혜가 스승과 같아질 것

이다. 감정이 에 따르고 지혜가 스승과 같아진다면 이는 성인이다. ……따라서 

배움이라는 것은 禮를 칙으로 삼는 것이다. 스승이라는 자는 자신을 올바른 모

범으로 삼고 스스로 의 경지에 안주하는 자이다.289)

  禮는 修身하는 수단이며, 스승은 禮를 바르게 하여 학생들의 修身을 돕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스승 된 자는 자기 자신을 올바른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명한 스승을 섬기는 것을 시해야 한다. 스승의 학생에 

한 感化는 스승이 자신의 성품과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일 때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 순자는 聖人이 되기 해서는 그것을 이끌어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왕, 군주, 스승은 모두 학습자보다 도덕  수 이 높은 인물들이

다. 학습자는 도덕  수 이 높은 인물들과 상호 교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  지식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스승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은 네 가지이다. 여기에 리 배워 아는 것은 포함

되지 않는다. 존엄성을 지니고 정 하게 남의 공경을 받으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연로하여 (뭇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다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경 을 암송하

여 가르칠 수 있고, (경 의 내용을)어기지 않는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은미한 

289) 『荀子』, 「修身」, “禮 、所以正身也，師 、所以正禮也。無禮何以正身？無師

吾安知禮之為是也？禮然而然，則是情安禮也；師云而云，則是知若師也。情安禮，知

若師，則是聖人也。……故學也 ，禮法也。夫師、以身為正 ，而貴自安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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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해하고 이를 히 조직할 수 있으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 

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자질 에 ‘ 리 아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290)

  순자는 스승의 자격을 네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행실이 존엄하고 정 하여 

타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경을 받아야 한다. 둘째, 타인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고 따르며, 이를 어기지 않

아야 한다. 넷째,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원리

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순자는 ‘좋은 교사’를 가름 하는 데 교사가 지니

고 있는 지식의 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지식의 수자 역할

을 담당하는 교사가 일정 수 의 교과 지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필

요한 일이다. 하지만 도덕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달자가 아니며, 인격 형성

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도덕 교사는 스스로 학생 보다 높은 도덕

 수 을 담지하면서, 학생들에게 도덕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291) 이 게 교사가 존엄성을 지켜나갈 때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며, 학생들은 교사를 모방의 상으로 삼아 도덕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90) 『荀子』, 「致士」, “師術有四，而博習不 焉. 嚴而憚，可以為師, 艾而信，

可以為師, 誦說而不陵不犯，可以為師, 知微而論，可以為師. 故師術有四，而博習不

焉。”

291) 정창우는 “도덕교사는 도덕 교과의 필요성을 제 로 인식하고, 도덕과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수자가 아니라, 도덕  인간 형성 내지는 인격 형

성을 꾀하는 요한 활동임을 깨닫고 학생들의 도덕  성장을 도덕과 교육의 최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며 올바른 교육은 훌륭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바람직한 도덕교사는 도덕과 교육에 한 좋은 비 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사랑과 배려로 하고, 자신이 직  도덕  헌신과 모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지 인 도 감을 갖도록 하고 교실을 도덕 으로 

사고하는 장소로 만들기 해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도덕  숙고의 모델링이 되어

야 한다.”라고 하며 교사가 도덕  모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정창우,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경기도: 인간사랑, 2009), pp.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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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은 ‘荀子 禮論 硏究’라는 연구 주제에 부합되게 순자 禮論의 이론  

배경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회 ·도덕  함의, 도덕철학  함의를 논

하고 이로부터 순자 禮論이 함유하고 있는 도덕교육  요소와 그 가치를 밝혔

다.

  이를 해 본문에서는 먼  순자 禮論의 이론  배경을 탐색하기 해 순자 

사상이 등장하고 형성된 역사 ·사상  배경을 논한 후, 유가  禮개념의 발

 과정에서 순자의 禮論이 어떠한 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순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戰國時代 말기로, 패국들간의 겸병 쟁으로 인해 천하가 혼

란에 빠진 시기 으며, 建宗法질서가 붕괴되고 郡縣制에 기 한 官僚國家의 

탄생이 豫期되던 시기 다. 순자는 이러한 시  과제에 직면하여 통 인 

유가의 학설을 禮를 심으로 계승·발 시켰다. 고 의 禮는 종교  의식과 

련된 의미를 담지하고 있었으나 차 인문 인 의미를 갖춘 개념으로 확장

되었다. 공자는 禮를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사회 규범으로 제시하여 禮의 사

회·정치규범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仁을 禮의 근본으로 삼아 禮를 지속 으

로 실천함으로써 내면  덕성인 仁이 함양되어 도덕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맹자에 이르면 禮의 內面化작업이 이루어진다. 맹자는 禮를 四德

의 하나로 포함시켜 이를 인간의 내면  도덕성을 담보하는 근거로 삼았다. 

  순자는 禮의 사회·정치규범  성격과 도덕교화  성격을 모두 시하 다. 

우선 순자는 禮의 외재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며 禮를 통해 사회  질

서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조야한 본성으로 인해 서로 무분별하게 이익을 탐하게 되어 사회  惡

이 발생한다. 이에 聖王은 인간 본성이 지닌 모순을 해결하기 해 禮를 제정

하여 사회·정치  규범을 확립하 다. 사회·정치  규범으로서의 禮는 義에 근

거한 합리  차별[分]을 통해 신분과 빈부귀천의 차등을 두어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순자는 禮를 통해 사람들을 敎化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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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완성을 이루어 聖人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비록 순자는 실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을 낙 으로 망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내면에는 도

덕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재질과 바탕이 구비되어 있으며, 인간이 구체  상

황 속에서 그에 걸맞은 禮를 실천함으로써 도덕 수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순자는 개인의 도덕  완성이 조화로운 사회의 회복보다 논리 ·당

으로 우선한다고 보았으므로 순자 禮論의 정수는 도덕교화론에 있다.

  순자 禮論의 도덕철학  함의를 밝히기 해 禮의 도덕철학  기 , 禮의 

도덕  공능, 禮를 통해 도달하는 도덕  이상인격의 경지를 차례 로 논하

다. 우선 情개념이 지닌 다층 인 함의를 밝혔으며, 인간의 감정이 禮를 제정

하고 실천하는 내재  근거로서 작용하고 한 禮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도덕

으로 기를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그리고 인간이 禮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知개념을 살펴보았다. 是非와 善惡을 인식하고 별하는 능

력인 知의 주된 상은 사회 ·도덕  규범으로서의 禮義이다. 禮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內心이 도덕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도덕 으로 정확한 단을 내

려 禮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자는 知와 行을 함께 언 하며 도덕  인

식은 그 실천을 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을 강조하 다. 

다음으로 禮를 실천하는 데 있어 원칙으로 작용하는 개념인 義에 해 논하

다. 순자는 義를 인간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욕구나 감정에서 벗어나 理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한 구체 인 상

황에서 義로써 應變해야 함을 주장하며 義를 禮를 실천하는 원칙이자 기 으

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人道와 天道를 연결하는 월  성격을 지닌 誠개념에 

해 살펴보았다. 순자는 도덕원칙인 禮를 성실히 지키고 따름으로써 군자는 

천지의 萬物化育과정에 능히 참여할 수 있는 월  존재로 격상된다고 주장

하 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誠은 禮의 월  성격을 담보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禮의 도덕  功能을 네 가지로 나 어 살펴보았다. 禮는 分의 공

능을 통해 직분, 인륜, 분배상의 분별을 실시하고, 이러한 분별에 따라 정해지

는 행  규범은 곧 행 의 기 이자 표 으로 작용한다는 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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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禮를 따름으로써 욕망을 調節할 수 있으며, 원  감정을 도덕  방

향으로 培養할 수 있다는 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질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

스려 마음의 작용이 善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禮에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논증하 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禮를 지속 으로 실

천하는 것은 덕행의 습 화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례  도덕성을 습득하

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 자로 하여  자발 ·자율  의지를 바탕으로 禮義원

칙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반성  도덕성을 습득할 수 있는 토 가 된다는 을 

지 하 다. 

  순자가 禮論을 통해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도덕  이상인격의 경지를 

살펴보았다. 순자는 모든 사람은 禮를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粗野한 본성의 상

태를 벗어나 聖人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聖人의 경지는 인  노력

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킨 化性起僞의 경지이며, 內心의 감정과 이를 외부로 

표 하는 형식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情文俱盡의 경지이며, 도덕  앎

이 禮의 정신과 본질을 통 하여 앎과 禮가 자연스러운 합치를 이룬 知通統類

의 경지이다.

  마지막으로 순자 론의 도덕교육  함의를 도덕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이라는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도덕 교육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

움이라는 극 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규범을 습득하고 도덕  민감

성·도덕  사고력·도덕  단력·도덕  정서·도덕  실천 의지 등을 강화하여 

자율 이며 통합 인 인격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자는 

모든 사람이 배움을 통해 도덕  인격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도덕  발달에 있어서 ‘배움’이라는 과정의 요성을 강조하 다. 한 禮에 

한 학습은 례  도덕성과 반성  도덕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진하므로 

순자 론은 도덕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도덕 교육의 내용으로 禮를 지속 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순자는 禮를 실천하는 것이 도덕  완성을 이루어 聖人이 되는 가장 빠른 길

이라 주장하 다. 內心과 이로부터 표출되는 행동 양자간의 조화와 통일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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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 나가는 도덕수양의 부단한 과정에서 도덕  환경은 요한 의의를 지닌

다. 뿐만 아니라 스승[師]은 도덕  지식을 달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학생들

의 도덕  발달을 진하는 도덕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순

자 론의 함의를 의 도덕 교육에 반 한다면 우리의 문화와 체질에 보다 

친숙한  하나의 도덕교육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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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Wo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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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started at explor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Xunzi's lilun(禮

論), being fit to study theme of ‘a study on Xunzi's lilun’, discussed its 

social, moral,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s, and figured out element of 

moral education that Xunzi's lilun has and its value. To this end, in the 

main text, thoughts of Xunzi appear to explore theoretical background of 

Xunzi's lilun, background in history and thoughts is discussed, and then, 

position of Xunzi's lilu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fucian concept 

of li is investigated.   

  Xunzi put importance both on social and political character and character 

of moral education of li. First of all, Xunzi argued that it is possible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recover peaceful state through li, strengthening 

character as an external norm of li. Moreover, Xunzi believed tha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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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educated through li so that they can be a saint who is morally 

completed.   

  Xunzi discussed foundation of moral philosophy for li, moral effect of li, 

state of moral ideal personality reached through li one by one. First, he 

proved that concepts of qing(情), zhi(知), yi(義), cheng(誠) support 

foundation ground of li, its recognizing ability, practice principle, and 

transcendental character respectively. And moral effects of li was analyzed 

in four categories such as ‘discrimination and standard[分別標準]’, ‘control 

of desire and management of emotion in right direction[節欲養情]’, 

‘governing of vital energy and management of mind[治氣養心]’, ‘completion 

of virtue by practicing good activity[積善成德]’. The author discussed 

realization of moral ideal personality through li focusing on ‘change of xing 

through artificial efforts [化性起僞]’, ‘harmony and unification of qing and 

wen [情文統一]’, ‘natural accord of knowledge and li [知通統類]’.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d implications of moral education for Xunzi 

lilun in the aspects of goal, content, and method of moral education. If 

implications of Xunzi's lilun are reflected on modern moral education, 

another horizon familiar to our culture and constitution would be opened.  

k e y w o r d s  :  Xu n z i ,  Li, m o r a l  e d u c a t i o n

Student Number  :  2 0 13 - 2 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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