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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에 나타난

공자의 역사관을 다루고 있다. 역사의 대상으로서 사실은 내재적 특징보다
명분론적 사고에서 재해석된다는 점을 밝힌다. 역사의 진행 방향은 복고나
퇴보 사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전 사관에 가깝다는 점을 해명하고 있
다. 역사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文質이란 유형론을 설정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공자는 현재의 자원으로서 과거도 있지만 과
거보다 나은 현재,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는 역사관
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Ⅰ. 문제제기
논어 는 오늘날 학문 분류로 볼 때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 즉 어
떤 특정한 분과학문과 대응시키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논어 가
* 이 논문은 2008년 12월 5일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와 역사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공동 심포지엄 <역사와 철학>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던 이성원 선생님께 감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은 동양철학 제30집의 ｢ 논어 에 나타난 공자
의 역사관｣(2008)에 토대를 두면서 그 내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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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서로 분류되고 또 사상의 위주로 연구되어왔다. 이런 연유로 논
어 는 사상 또는 철학에 속하는 것으로 공인받고 있다. 하지만 논어
가 과연 철학에서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다른 분과에서 연구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자.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 현실적으로 언
어학, 문학, 여성학, 종교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공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텍스트와 사상가를 개별 분과 학문의 맥락에서 연구하고 있
다.1) 물론 사회학에서 논어 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논어 가 사회
학의 전문 텍스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논어 를 연구하는 경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논어 가 근대 분과 학문 체계의 특정한 학문에만 해당되

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
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면

논어 가 가진 다양성이 사상 일변도로

연구되는 경우보다 훨씬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향당｣
14에 보면 마을에서 나례(儺禮)를 치를 때 공자가 취하는 행동이 기
록되고 있다. 이 구절이 민속학 또는 종교학의 관점에서 논의된다면,
공자의 의식 세계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2)
이 글에서는 역사학의 맥락에서

논어 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견

이러한 접근이 특별히 문제시될 게 없어 보인다. 학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자가 서경(書經) 을 비롯한 고전 문헌을 정리했을 뿐만 아
니라 춘추(春秋) 의 편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의하
면 공자는 사상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였다. 따라서 그이의
텍스트로 알려진 논어 를 철학이 아니라 역사학에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통속적 주장만으로 논어 에 대한 역사
학의 접근이 타당해지지 않는다. 문제는

논어 에 오늘날 역사학의

1) 1990년대에 들어 유학 또는 유교와 분과 학문의 결합이 학문 연구의 한
가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자면 조긍호, 유학 심리학 (나남
출판, 1998)에서는 선진유학, 특히 맹자와 순자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영찬, 유교 사회학 (예문서원, 2001)에서는 방법론, 인성론, 계층
론, 변동론 등 사회학의 주제를 유교와 접목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해서 김학주,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 (서울대학교 출판
부,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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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Ⅱ. 논어 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은 타당한가?
오늘날 역사학(歷史學) 또는 사학(史學)에 대응하는 말로 사(史)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의 어원이 사관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즉 중정(中正)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허신이

설문해자(說文解字) 에서 제기한 이래로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3) 그 뒤 갑골문자가 발굴된 뒤 자형을 검토해보면 사는 서
책에 기록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4) 논어 에
는 사가 모두 세 차례 보인다.
공자가 논어 에서 말하는 사(史)의 의미는 유사하지 않고 각기 다
른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어서 약간 복합적이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
다. 예컨대 ｢위령공｣ 26에서는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사관이 사서
(史書)에 빈 칸으로 남겨주는 합리적 자세를 말하고 있다.5) 즉 역사
적 사실을 기록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 ｢옹야｣ 18에서는 사는 장식
성이 지나친 것을 가리키는데, 형용사로서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느
껴지는 극단적 성향이나 형태를 가리킨다.6) 사람이 문(文)과 질(質)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좋은데, 문이 질을 압도하면 너무 화려하고 허
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외에 ｢위령공｣ 7에서 사는 위(衛)
나라의 사관이면서 대부였던 사추(史鰌)의 관직을 나타내는 말로 쓰
인다. 이 사추는 시간(尸諫)의 고사로 유명한 인물로서 어떠한 상황에
서도 화살처럼 올곧게 처신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7) 사추가 사관의
3) “史, 記事者也. 從又持中. 中, 正也.” 許愼,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古籍出版社, 1988), 116.
4) 李宗侗, 박한제 옮김, ｢중국 고대의 사관제도｣,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
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1985; 1997 8쇄), 126～8.
5)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有馬者借人乘之, 今亡矣夫!”
6)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7)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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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한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세 가지 사례 중 ｢위령공｣ 26과 ｢옹야｣ 18은 둘 다 기록과 관련된
다는 점에 공통되지만, 전자는 의심스런 사실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유보의 미덕을,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지녀야 하
는 두 가지 특질, 자연성과 장식성의 균형이 깨지고 장식성이 자연성
을 과도하게 압도하는 과잉의 악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자
는 사추를 통해 사관의 이상적 태도를 예찬하면서도 동시에 사(史)라
는 말을 통해 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을 그리고 있다.
그이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역사가 야누스처럼 선과 악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행위의 특성을 잘 분간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리라. 또 역사가 혼재된 선악을 제대로 나누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리라. 특정한 인물이 전형적인 악 또는 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의 경계에 걸쳐있어서 선과 악 어느 한쪽으로 간단
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관중(管仲)의 경
우 ｢팔일｣ 22에서 례(禮)를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고,8) ｢헌문｣
16에서 관중이 인(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9) 관중이란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의 행위는 단일한 특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
고 있다. 여기서 일방적인 매도로 흐르지도 않고 일방적인 예찬으로
도 흐르지 않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의 어려움을, 사(史)가 잉
태하고 있다는 것을 공자는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논어 에 사(史)가 역사 기술의 곤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논어 는 사실 역사학 분야의 전문적인

텍스트가 아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면, 논어 를 대
상으로 역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
8) 子曰: “管仲之器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
儉?” “然則管仲知禮乎?”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9) 子路曰: “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 “未仁乎?” 子曰: “桓公九
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공자의 관중에 대한 다면
적 평가와 관련해서 趙紀彬, 신정근 외 옮김, 반논어 (예문서원, 1996),
588～6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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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실제 역사 텍스트로 분류되
는 문헌의 기술 형식을 살펴보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사기
(史記)

이후 역대 역사서 등을 보면, 중국의 역사는 특정 인물이 실

제로 했거나 연관된 사실(사건) 위주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 도덕
적 평가와 함께 교훈을 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사서가 감계(鑑戒)에 주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 도덕적 평가와 그에 의한 감계 작용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
면,

논어 도 역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논어 에는 훗날 사기 와 같은 역사서의 서술 대상이 되는 인
물이나 그들과 관련된 사실을 다루면서 그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 기술의 형식으로 보면 논어
와 사기 류의 역사서 사이에는 유사성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백이(伯夷)․숙제(叔齊)는 논어 에서 위대한 포기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 인물로 나오고
의 최초 인물로 다루어지고

사기

｢열전(列傳)｣

있다.10)

이제 우리는 논어 를 역사의 문맥에서 살펴보는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논어 에는 역사학으로 접근할 만한 주제
를 찾아낼 수 있을까? 나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가 역사학의 관점에
서 연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역사의 대상으로 삼는 사실(fact)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몇몇 인물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사실이 행위의 내재
적 문맥과 행위의 외재적 규범 중 무엇을 강조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역사의 진행이 어떤 방향성(direction)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고금(古今)의 의미 분석을 통해 그 진행 방향이 상고(尙古)의 과
거 지향과 진취(進取)의 미래 지향 중 어느 쪽에 초점이 있는지 밝히
10) 중국의 역사 서술의 형식이 통상적으로 기전체와 편년체, 기사본말체 등
으로 분류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는 역사적 행위자들의 공
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백이와 숙제,
管仲과 晏嬰은 논어 에서 지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사기
｢열전｣의 제1편과 제2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자의 제
자들도 사기 에 ｢중니제자열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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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셋째, 역사 문제(과제)의 정체(identity)가 무엇인지 해명하
고자 한다. 문질(文質)의 의미 분석과 변화를 통해 그 문제가 어떻게
설정되고 그에 대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역사의 대상, 즉 어떤 사실?
근대의 분과 학문체계에 개별 학문마다 고유한 대상을 가지고 있
다. 주지하다시피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 즉 사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연대기처럼 사실을 발생한 시간의 순서대로 모아놓는
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사실과 사실이 어떤 인
과적 연관성을 갖는지, 또 그 연관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름의
설명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역사가나 사관은 모든 사실과 기록
이 일대일 대응하듯이 사실을 기록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어떤 사실
들을 유의미한 틀로 기록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자가 논어 에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를 검토해보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논어 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논어 의 사실은 행위자가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역할 수행의 양식
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관중(管仲)과 백이․숙제처
럼 상반되게 처신했지만 사회 질서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둘째, 진
문자(陳文子)처럼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무책임
했던 사례가 있다. 셋째, 계씨(季氏)처럼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넘어
서서 자기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사례가 있다.
관중은 논어 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11) 논
11) 제 나라 襄公 이후 환공(小白), 鮑叔牙측과 공자 糾, 召忽, 관중 측이 제
후 자리를 두고 형제간의 대립을 벌였지만 환공의 승리가 상황이 정리되
었다. 패자측은 살해되거나 자살했지만 관중은 살아남았다. ｢헌문｣ 16(각
주 9 참조), ｢헌문｣ 17 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
相之.”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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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는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관중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는 원래 거사의 공모(s1)에서 공생공사(共生共死. r1)로 대응해야
했던 것이고, 공동체의 붕괴 위기(s2)에서 세계의 구원(r2)에 대응하
도록 요구를 받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관중은 실제로 환공(桓公)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다가 죽어야 할 상황(s1)에서 불사(不死)한 것이고,
천자(天子)의 지도력이 무기력한 상황(s2)에서 환공을 도와서 구합제
후(九合諸侯), 일광천하(一匡天下)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관중의 인생
은－한국 현대사의 “성공한 쿠데타”와 비슷하게－“유공(有功)의 위맹
자(違盟者)”로 압축될 수 있다. 상충하는 듯이 보이는 관중의 행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자로(子路)․자공(子貢)과 공자
는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로와 자공은 s1에 초점을 두므로 관중은 죽어야 하는 데도 죽지
않은, 즉 살기 위해서 약속(맹세)을 저버린 인물로 본다.12) 따라서 s2
의 공적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s1의 행위가 부당하므로 관중
은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관중
은 악인(惡人)이다. 공자는 두 사람과 달리 생각했다. 공가는 s2의 공
적이야말로 부재한(유명무실한) 천자의 세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
명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영웅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13) 간
단히 말해서 관중은 선인(善人)이다. 이로써 s1과 s2는 결코 비교와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윤리적 가치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생겨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윤리적 가치의 서열로 보면 s2는 최고의 가
치인 반면 s1은 하위의 가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其被髮左衽矣. 豈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12) 관중이 죽음을 택하지 않은 것은 공자의 평소 요구와도 어긋난다. ｢위령
공｣ 9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13) 만약 관중이 s2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공자는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자
로․자공과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관중을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관중이
맹약대로 죽음으로써 거둘 수 있는 이익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룬 공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 논법이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
은 공자가 결과의 관점에서 관중을 평가했으리라는 예단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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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헌문｣ 17에서 량(諒)과 신(信)의 층차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관중이 s1에서 r1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서열에 무
지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공자의 평가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 대상으로서 관중이 어떻게 취
급되고 있는지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관중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보편 행위자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
라 달리 부과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행위자이다. 사람들은－천자
(天子)․제후(諸侯)․경(卿)․대부(大夫)․사(士) 등의－사회적 역할 또
는 신분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몫만큼 사회 질서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
다. 물론 한 사람도 정치적 중용(重用)과 격변 등으로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면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
다. 이처럼 역할이 변동할 때 특수 행위자는 과거의 역할보다 현재의
새로운 역할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여기서 공자는 “임금은 임
금답게 굴고, 신하는 신하답게 굴다”라고 말하며 정명(正名)을 앞세우
듯이 전형적으로 명분론적인 사고의 틀에서 역사의 대상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14)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 경우 관중처럼 시대적 위
기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긍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진문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BC 548년에 제나라의 대부
최저(崔杼)가 장공(莊公)을 시해했는데, 대부 진문자는 자신의 가산을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났다. 또 그 나라에서 살다가 정치
인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우리나라의 대부 최저와 비슷하구
나!”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로 떠났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모
습을 보였다. 자장(子張)이 이런 진문자의 행동이 인(仁)에 어울리는
지 묻자 공자는 청(淸)일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다.15) 한편 진문자와
14) ｢안연｣ 11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자로｣
3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15) ｢공야장｣ 19 “崔子弑齊君, 陳文子有馬十乘, 棄而違之. 至於他邦, 則曰: ‘猶
吾大夫崔子也.’ 違之. 之一邦, 則又曰: ‘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何如?”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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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태사(太史)는 죽간에 “최저가 자신의 군주를 시해했다”고 기록
했는데, 최저의 수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살해되었다. 이어서 그의 두
동생도 기록 수정을 거부하다가 살해되었다. 마지막 동생마저 기록
수정에 불응하자 최저도 어쩔 수 없이 수정하려던 자신의 생각을 포
기할 수밖에 없었다.16)
논어 에 따르면 신하와 군주의 관계는 충(忠)과 례(禮)의 도리로
규정된다.(｢팔일｣ 19) 신하는 보통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
휘하는 것이 충이고, 정변의 발생과 군주의 살해와 같은 특수한 경우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군주를 보호하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충이
다.(｢헌문｣ 12, ｢자장｣ 1) BC 481년에 제나라의 진성자(陳成子), 즉
진항(陳恒)이 간공(簡公)을 시해했을 때, 공자는 애공(哀公)에게 진성
자 세력의 토벌을 건의했다.17) 또 BC 607년에 조천(趙穿)이 진(晉)나
라 령공(靈公)을 시해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정경(正卿) 조순
(趙盾)은 신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망명을 떠나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정변 소식을 듣고 국정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즉각 조천에
대한 응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태사 동호(董弧)는 “조순이 군
주를 시해했다”고 기록했다.18)
진성자는 대부로서, 조순은 정경으로서 각각 국정에 참여하고 있으
므로 그들은 시해자를 처단하고 합법적인 후계자를 세워서 국정을 안정
시켜야 했다.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길이었다. 하
지만 진성자는 자신이 좋지 않는 일에 연루될까봐 자신의 물적 기반을
과감하게 버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있다. 그는 최저로

曰: “淸矣.” 曰: “仁矣乎?” 曰: “未知, 焉得仁?”
16) 노나라 양공 25년의 일이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2 (한길사. 2006), 317 참조.
17) ｢헌문｣ 21 陳成子弑簡公.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恆弑其君, 請討
之.” 公曰: “告夫三子!”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 君曰告夫三
子者!” 之三子告, 不可.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 내용을 확
인하려면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3 , 514 참조.
18) 노나라 선공 2년의 일이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1 ,
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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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악의 세력에 가담하지도 동조하지도 않은 측면에서 혐의를 벗
을 수 있지만 선(정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부분적으로 대응했
을 뿐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신하가 군주 시해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자
의 평가를 통해서,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진문자(신하)의 특징이 드러
나고 있다. 군주 시해는 사회 질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하(진문자)는 반드시 시해자를 처단하는 복수를
해야 하고, 타국들도 공공의 적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이 결성하여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내걸 수 있었다. 진문자가 생명을 바
치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신하다우면서 인간다운 도리를 다하는 것이
다. 여기서 그가 어떠한 외재적 가치를 위해 양도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군신의 도리를 저버리고 목숨을 연장하
려는 궤변으로 여겨지게 된다. 진문자도 역시 인간 일반이 아니라 철
저하게 명분론의 세계에 갇힌 존재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조순의 경
우 사관은 령공(靈公) 살해에 대해 인과적 책임(조천)보다 포괄적 무
한 책임(조순)을 묻고 있다.19)
19) 좌전 宣公 2년을 보면 공자는 조순의 혐의를 지적한 동호를 훌륭한 사
관(良史)으로 보고 또 사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는 조순을 훌륭한 인
물(良大夫)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순이 국경을 넘었더라면 훌륭한
인물이 나쁜 평가를 받는 일이 없었을 것(惜也, 越竟乃免)이라며 아쉬움
을 나타내고 있다.(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1 , 442) 이 이야기는 董狐直
筆로 유명한 고사이다. 하지만 사관은 ‘국내에 있었으므로’는 단서를 달았
지만 조순에게 惡行의 기피만이 아니라 惡의 철저한 응징, 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신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좌전 의 시관은 실현 가능성은
둘째 치고, 당위성 차원에서 復讎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좌전
이 아니라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동호의 기록이 直筆인지 아니면 曲筆
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위의 傍助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도 느슨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전 식 사고의 극단적 형태는 청 제국 顾
炎武(1613～1682)의 “天下興亡, 匹夫有責”으로 진행되었다. 이 구절은 오
랫동안 고염무의 말로 여겨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염무가 이런 표현의
취지와 부합하는 말을 日知錄 권13 ｢正始｣에서 하고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梁啓超의 饮冰室合集·文集之一 ｢變法通论·论幼学｣과
饮冰室合集·文集之三十三 ｢痛定罪言·三｣을 보면 고염무의 주장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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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당시 노나라는 명목상으로 제후가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삼
가(三家)/삼환(三桓)이라는 과두정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삼가 중
에서 세력이 강했던 계씨(季氏)는 대부(大夫) 신분으로 분수에 넘치는
짓을 일삼았다. 예컨대 뜰에서 팔일무를 공연한다든지(｢팔일｣ 1)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옹(雍)｣ 악곡을 부르며 제상을 수습했다.(｢팔일｣ 2)
두 가지 의식은 모두 대부가 아니라 천자가 거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계씨는 노나라 영토 안의 속국 전유(顓臾)를 자신의 세력권에 두
기 위해서 정벌을 하려고 하고(｢계씨｣ 1) 주공(周公), 즉 제후보다 더
많은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선진｣ 17)
공자는 이런 계씨에 대해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비판의 공세
를 퍼붓고 있다.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이면 어떠한 전통 규범을 어길
정도로 인간(대부)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만행을 고발하거나 계씨에
동조하는 제자를 공개적으로 성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20)
관중과 진문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계씨를 향한 분노와 좌절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계씨는 대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제후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천자의 의례를 흉내 내고 있다. 즉 그들은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명분론적 세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들의 존재는 응징되
어야 할 악(惡)이 득세한 채 무기력한 선(善)의 위에 있는 부조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자의 명분론적 세계는 현실
의 질서 형성 원리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다른
원리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21) 바로 이 때
하는 형식으로 위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중국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서 ‘人人有責’을 강조하는데, 전통적 사고의 연
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선진｣ 17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子曰: “非吾徒也. 小子
鳴鼓而攻之, 可也.”
21) 공자는 이 운명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이는 ｢헌문｣ 38에서 “불가능한
줄 알고서 하는”(是知其不可而爲之者) 도전자의 자세를 드러낸다. 이와
달리 ｢양화｣ 5에서 보이듯 현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
는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그이의 동기
가 정치적 욕망에 있는지 문명의 수호에 있는지 가리는 것은 심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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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사마천은 열전의 서두를 장식하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에서,
착한 사람의 편이라는 천도(天道)가 이 세계를 주재한다는 점을 회의
하고 있다. 천도가 있다면 어떻게 백이․숙제와 같은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가 굶어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으며 살상을 일삼는 도둑놈 척
[盜跖]이 천수를 누리냐며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논어 가 역사의 대상으로서 사실을 어떻게
취급하고 조직화시키는지 정리해보자. 첫째,

논어 에서 사실은 철저

하게 명분론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해석된다. 행위자는 오륜(五倫)의
인간관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냐 여부로 긍․부정의 평가
가 나뉘게 된다. 긍․부정의 평가는 다시 내적으로 다양한 편차를 갖
는다. 최악은 명분론적 세계의 질서 원리, 즉 신하의 군주 시해처럼
오륜을 침해하는 것이다. 차악은 통상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
진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차선은 오륜의 관계 윤
리를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최선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자
신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해서 오륜의 질서 원리를 수호하는 것이
다. 최선의 경우 통상적인 윤리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 특
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수행한 행위를
통해 도달한 위계적 품격의 존재로 재분류된다.

논어 의 이런 명분

론적 역사관이 창조적으로 구현된 것이 다름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
(史記) 이다.

사기 의 제왕의 본기(本紀), 제후의 세가(世家), 대부와

사의 열전(列傳) 등의 위계적 형식은 논어 의 명분론적 틀을 완전하
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22)

독해이다. 나는 심리적 독법보다 그이가 畔에 대해 즉각적이며 명백하게
부정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즉 공자
는 반란군에 망설임 없이 참가하려고 할 정도로 운명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公山弗擾以費畔, 召, 子欲往. 子路不說, 曰: “末之也已, 何必公山氏
之之也?” 子曰: “夫召我者, 而豈徒哉? 如有用我者, 吾其爲東周乎?”
22) 사기 의 형식은 헤로도투스 이래 연대기적인 형식을 취해온 서양의 역
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버튼 와츤은 사기 의 체제에 낯선 서구인들
을 위해서 사기 의 형식을 원용한 ‘미국사’ 집필의 요강을 예시하고 있
다. 박혜숙 편역, 사마천의 역사인식 (한길사, 1988),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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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역사가 또는 사관은 역사적 대상의 선악을 심판하는 신적 지
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역사 기록은 객관적인 개성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역사 대상에게 교훈을 제시하여 명분론적 질서의 형성을
자극(촉진)시키는 재역사화(再歷史化)의 행위이다. 동아시아 고대사회
에는 사후세계나 영혼심판의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화 또는 역사
의 기록은 역사 대상의 선악을 최종적이며 총체적으로 심판하는 성격
을 갖는다. 이 심판에 따라 백이․숙제는 고통스런 삶과 비극적 운명
을 살다갔지만 위대한 포기자로 부활된다. 반대로 최저는 현실의 거
악으로, 조순은 거악의 방조자로 응징된다. 이 부활과 응징의 변주로
인해 명분론적 이념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고 존중되는 것이다. 사관
은 신적 입장에서 악인에 대한 응징을 통해 미래의 역사 대상에게
교훈과 경계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사관은 현실에 실재하는 거악(巨惡)을 제재할 수 있는 신적
위력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
기록을 암호화함으로써 평가의 엄정성을 지키면서 평가의 명료성을
포기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것이 바로 춘추필법(春秋筆法)이다. 또
역사 기록을 통해 악을 응징한다고 해도 거악의 만연이 장기간 지속
된다면, 광정된 역사와 전도된 현실 사이의 지체(遲滯)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미래의 행위자가 결국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선의 무능과 악
의 만능을 확인하게 되면, 역사는 선 실현의 과정이 아니라 악 만연
의 보고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관은 사실을 날조하는 극
약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23) 예컨대 BC 632년(희공 27)에 당시의 패
23) 물론 논어 에는 역사 실증주의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팔일｣ 9 子
曰: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이 문제의식은 ｢중용｣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전체적으
로 보면 실증이 우선되지만 왜곡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공자는 실증을 강조하는 것과 객관적 관찰을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
을 피력하기도 한다. ｢팔일｣ 10 子曰: “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체
제사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 앞에 공자는 그 침해의 원인, 과정, 양상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잘못 있는 것
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으려는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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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 문공은 천토(踐土)에서 맹약을 주재하면서 제후를 소집하고 주
천자 양왕(襄王)마저 불렀다. 명분론적 사고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일
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춘추 는 이를 “노나라

희공 등이 양왕의 처소를 예방했다”(公朝于王所)고 기록했고, 같은 일
이 또 일어나자 “천왕이 하양으로 사냥하려 왔다”(天王狩于河陽)고
기록했다.24) 천자가 현실에서 제후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지만 역사에서는 차마 사실 그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논어 는 역사 대상의 행위에 내재된 의미, 추세 등을
사실대로 적거나 읽어내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명분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재분류하고 있는 이념사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계씨의 사례는 병적 사회 현상으로 읽힐 뿐이지 왕실(고급) 문화를 모
방하려는 문화사적 독해는 불가능하다. 또 계씨의 출현은 명분론적 세
계 질서의 위기로 읽히지 구질서 체제에서 신질서 체제로 이행이라는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25) 진문자의 사례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으로 보일 뿐 생명을 향한 사람의 욕망은 충
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최저의 사례는 대역죄로 읽히지 성(性)의 풍속
과 제어 받지 않은 군주의 폭정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24) 내용을 확인하려면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1 , 305 참조. 토론자의 지적
대로 좌전 에 따르면 진문공이 천왕을 오게 한 것은 4월의 천토 회맹이
아니라 겨울의 溫邑 회동이다. 하지만 공양전 과 춘추번로 를 보면 천
토 회맹의 “公朝于王所” 기술도 천자를 오게 한 것을 부정적인 입장을 표
명하는 것(不與致天子也)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王維堤․
唐書文, 春秋公羊傳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97), 242. 신정근 옮김, 동
중서의 춘추번로: 춘추-역사 해석학 (태학사, 2006), 55, 154.
25) 공자가 춘추시대의 사회현상을 사회과학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점이 엿보인
다. ｢계씨｣ 2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樂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樂征伐
自諸侯出.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天下有道, 則庶人不議.” ｢계씨｣ 3 孔
子曰: “祿之去公室五世矣, 政逮於大夫四世矣, 故夫三桓之子孫微矣.” 서인이
정치적 사안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공자는 명분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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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사의 진행, 즉 어느 방향?
17,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인간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
로 등장했고, 이성은 자연과 사회 현상의 배후에 있는 과학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사회와 역사는 몇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저급에서 고급으로 발전이나 미개에서 문명으로 진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다. 역사의 개별 대상은 더 이상 연쇄적인 시간
계열의 한 고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담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역사학은 과학적 법칙에 따라 진보가 일어나는 궤적
을 그려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역사에서 과학적 객관성은 도전을 받게 되
었고, 그에 따라 역사 연구는 변혁, 법칙, 이념, 거시사, 사회 과학적
방법론에서 장기 지속, 미시사, 일상생활 등에 대한 관심으로 넓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주목되지 못했던 영역과 주제들이 역사학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26)
논어 에서는 역사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순차적 집적으로 보지
않고 명분론적 사고의 실현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논어 에
서는 역사의 진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순환,
복고, 상고, 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27) 우리는 고금(古今)이
란 용어를 중심으로

논어 에서 말하는 역사 진행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논의의 편의상 시대를 삼대(三代) 내부, 삼대～현재(춘추시대), 현재
26) 조지 이거스, 임상우․김기봉 옮김,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9; 2007
8쇄) 참조
27) 조셉 니담, ｢중국과 서구에서의 시간과 역사｣, 고병익, ｢중국인의 역사관｣,
｢유교사상에서의 진보관｣; 민두기, ｢중국에서의 역사의식의 전개｣,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1985; 1997 8쇄). 王勇, ｢孔子的
歷史觀｣, 固原師專學報 제14권(총44기), 1993.1기, 朱本源, ｢孔子歷史哲
學發微｣, 史學理論硏究 , 張京華, ｢ 春秋 左傳 與孔子的史學地位｣, 殷
都學刊 2001, 董鐵松, ｢孔子的歷史思想和史學意識｣, 古代文明 제2권 제
2기,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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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미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로 삼대는－오늘날 기준으로 역사이든 신화 전설 이든 상관없
이－ 논어 에서 하(夏)․은(殷)․주(周) 세 왕조를 하나로 묶어서 표
현하는 말이다.28)

논어 이후로 삼대는 중원 지역에 수립된 왕조가

바람직한 치국(治國)을 위해서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형으로
간주되었다. 삼대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에 존재했던 특정 왕조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산출하는 근원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삼대는
종족과 지역 그리고 문화를 달리하는 정치 집단들의 권력 교체로 보
지 않고 중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 단일체로 간주되었
다.29) 즉 삼대는 역사적 존재에서 초역사적 이념적 존재로 과도하게
실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삼대 이후의 역사는 지배집단과 치국방향
이 어떠하든지 결국 삼대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쇠퇴, 타락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논어 의 삼대는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공자는 자신
이 누군가를 비평하거나 예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정직한 기준에 입각해있다는 공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에 신뢰를 덧보태기 위해서 삼대가 직도(直道)에 의해서 운영되어왔다
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30) 여기서 삼대는 서로 다른 왕조라는 차이성
을 넘어서 직도라는 하나의 보편적 정치 원리 또는 윤리 규범을 공유
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하․은․주의 정치가 본질
적으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역사 인식으로
진행된다. 은나라의 제도는 이전 하나라의 예제에도 바탕을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제도도 은나라의 예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시대적인 조건,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삼대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상호 연속되고 있지만 손익(損益)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31)
28) 삼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것과 같은 의미 맥락을 갖는 것으로 堯舜, 三
皇五帝 등이 있다.
29) 신정근,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태학사, 2004), 260～65.
30) ｢위령공｣ 25 子曰: “吾之於人也, 誰毁誰譽? 如有所譽者, 其有所試矣. 斯民
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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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는 삼대를, 차이를 지닌 개별적 대상으로 분리시켜

파악하기도 한다. 공자는 삼대의 성취를 비교하면서 주나라가 앞선
이대(二代), 즉 하․은나라의 문화를 종합하고 발전시켰다고 판단한
다.32) 이에 자신은 이대보다 주나라의 문화를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여기서 삼대는 단일체가 아니라 개별 대상으로 분리
되고 있고 나아가 전체의 인수가 아니라 취사선택의 대상으로 여겨지
고 있다.33) 예컨대 하나라는 역법에서 뛰어나고, 은나라는 수레에서
뛰어나고, 주나라는 복식에서 뛰어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논어 는 삼대를, 가치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나름의 한계
를 지닌 역사적 존재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음악에 출중한
조예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왕조별 음악을 비평하면서 삼대 이전
우(虞)나라 순(舜)의 소(韶)를 예술적(음악적) 미와 윤리적 선을 겸비
한 것으로 보았지만 주나라 무임금의 무(武)의 음악을 예술적 미는
갖추었지만 윤리적 선을 완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34) 또 삼대와
동격으로 보는 요순시대는 지상낙원의 도래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고통스럽고 고민했던 역사적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31) ｢위정｣ 23 子張問十世可知也.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 周因於
殷禮, 所損益, 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 可知也.”
32) ｢팔일｣ 14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33) ｢위령공｣ 11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34) ｢팔일｣ 25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토론자
는 善을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음악의 내재적 완성도와 관련시킬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자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韶가 齊風
이 농후한 음악이고(王福銀, ｢齊國‘韶’樂的形成與發展｣, 管子學刊 2002-2)
역대 왕조에서 연주를 통해 재연되었고(韓玉德, ｢‘韶’樂考論｣, 學術月刊
1997-3) 공자가 극찬을 했고(李愼平, ｢從孔子的評論看齊‘韶’的‘善’與‘美’｣,
管子學刊 2003-3) 후대 공자의 제사의식의 음악으로 계승되었다(李紅
雲․陳霖, ｢從齊國‘韶’樂到‘祭孔樂舞’｣, 管子學刊 2001-2)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으로도 韶가 가진 음악적 완성도, 고성왕의 정
신성 등을 검증할 수는 없다. 물론 韶가 윤리적 기준만이 아니라 음악적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악사에서 둘 사이
의 대립 또는 관계 문제는 공자의 논어 단계보다는 嵇康의 聲無哀樂
論 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나는 공자의 韶에 대한
예찬을 음악 내적 이유로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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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순의 시대도 늘 격양가가 울려 퍼지지 않고 홍수로 신음했고
또 박시제중(博施濟衆)과 수기(修己)－안백성(安百姓)의 조화라는 목
표 앞에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35)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논어 의 삼대를, 후대의 ‘삼대’와 같은 맥락

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삼대는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완비하고 모든 문
제로부터 해결된 시공간만은 아니었다. 또 삼대는 내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호 비교가 가능한 개별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하여 삼대는 완성의 지속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발전이 일어
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삼대는 도달과 재연을 요구하는 이념
적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상대적 차이를 지니고서 지
속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던 역사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삼대에서 현재(춘추시대)까지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설
명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두 역사 시기는 고(古)와 금(今)으로 개념
화되어 즐겨 상이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공자는 공부
의 지향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와 남을 위한 공부 두 가
지로 나눈다. 동시에 그는 이런 분류를 고(古)의 학자와 今의 학자의
차이로 설명한다.36) 전체적으로 보면 공자는 수기(修己), 즉 자기 수
양이 결여된 학문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재앙)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그는 공부의 지향에 대한 고금의
차이를 대조시킴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고(古)의 입장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논어 에는 고금의 대조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지

적이 있다. 공자는 광(狂)․긍(矜)․우(愚)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금
사람들의 사회적 성향을 비교 서술한 적이 있다. 광자의 경우 고는
35) ｢옹야｣ 30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
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헌문｣ 42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
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36) ｢헌문｣ 24 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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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굴지만 금은 방탕하기만 하고, 긍지의 경우 고
는 모가 날 정도로 엄격하지만 금은 성질을 부리고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의 경우 고는 순진할 정도로 솔직하지만 금은 사
람을 속이려고 든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대조를 하면서 “옛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병이 있었
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진 듯하다”고 총평하고 있다.(밑줄은
필자)37) 여기서 병은 완전히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상태를 가리키지
는 않는다. 절제나 중용(中庸)의 상태가 아니어서 부정적이기는 하지
만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성향이
라고 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 병이 아닌 것을 병이라고 보는
역설적 표현일 수도 있다.
공자의 말 중에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 “옛날에는 있지만 현재는
없다”는 고유금망(古有今亡)/고유금무(古有今無)의 문장이 재조합된다.
우리는 고가 존재의 세계를, 금이 부재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읽
어낼 수 있다. 즉 고는 광․긍․우 등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긍정의 세
계라고 한다면 금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부정의 세계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가 고에서 금으로의 전개를 발전이라기보
다 존재의 상실이라는 쇠퇴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명 그렇게 볼 만한 타당한 점이 있지만 고에서 금으로의 이행을
타락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아직 유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타락 일변도로 규정되려면, 부재로서의 금(今)이 치유 불가능한 타락
의 상태에 있다거나 고(古)의 재생에 의해서만 금(今)이 타락을 벗어
날 수 있다거나 고(古)가 이후의 역사 진행, 즉 수많은 ‘금(今)들’(今
1, 今2, 今3, …)이 고(古)로 영원회귀의 절차를 밟아야만 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나란
히 엮여지지 않는다면 고에서 금으로의 진행을 타락으로만 단정하기
는 무리가 있다.

37) ｢양화｣ 14 子曰: “古者民有三疾, 今也或是之亡也. 古之狂也肆, 今之狂也蕩,
古之矜也廉, 今之矜也忿戾, 古之愚也直, 今之愚也詐而已矣.”

48

특집

공자가 관(冠)을 만드는 풍속의 변화를 설명한 적이 있다. 예에 따
르면 삼베로 관을 만들었는데 공자 당시에 실로 만드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공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 검소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례
(禮)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제작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피력하고 있다.38) 이 논의에서 고(古)가 직접 쓰이지 않지만 례(禮)를
고(古)로 보더라도 무방하다. 공자가 예식의 실행과 관련해서 검소함
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39) 今이 완전히 타락하여
모든 가치가 상실된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예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
는 존재의 시간이고, 나아가 고(古)와 연속(화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논어 에서 관중이 이민족의 침입으
로부터 중원 세계를 구원해냈던 영광의 업적이 오늘에도 지속되고 있
고, 백이와 숙제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예찬되고 있다며 “민도
우금(民到于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40)
이렇게 본다면 삼대에서 춘추시대로, 또는 고(古)에서 금(今)으로
진행이 고유금망(古有今亡[無])의 일변도로만 볼 수 없고, 고금일여
(古今一如), 고유금유(古有今有) 등의 방향이 있고, 극단적으로 고무금
유(古無今有)의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41) 이런 점에서

38) ｢자한｣ 3 子曰: “麻冕, 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拜下, 禮也, 今拜乎上, 泰
也. 雖違衆, 吾從下.”
39) ｢팔일｣ 4 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問! 禮, 與其奢也寧儉, 喪, 與其易也寧戚.”
40) ｢헌문｣ 17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계씨｣ 12 齊景公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
叔齊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其斯之謂與?
41) 이러한 해석은 역사 진행과정에서 損益만을 긍정하는 공자의 주장과 충
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유학사를 보면 공자의 계승자들은 공자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공자 사유의 근본 즉 명분론적 사고 또는 강상윤리
마저 부정했다. 예컨대 譚嗣同은 仁學 에서 ‘衝決網羅’를 통해 강상윤리
를 그물에 비유해서 그것의 해체를 주장했다. 康有爲는 大同書 에서 존
재 사이의 각종 分界가 갈등과 대립을 낳는다고 주장하면서 남녀 사이의
界 등 각종 분계의 철폐를 이상사회의 실현의 전제로 주장했다. 공자에게
서 仁은 강상윤리와 결합했지만 譚嗣同과 康有爲에게서 仁은 강상윤리를
초월한 것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철학사 읽기에 따르면 古無
今有도 결코 불가능한 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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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금의 진행 방향이 발전이 아니라 타락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
는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논어 에서 현재 이후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과거와 현
재가 어떤 특징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안연이 공자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정치 원리보다 문물제도의 측면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 즉 하나라의
역법, 은나라의 수레, 주나라의 모자, 우(虞)나라의 소 악곡을 채택하
고 당시 유행하던 정나라 음악을 금지하고 궤변론자들을 축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2) 여기서 순임금을 비롯하여 하․은․주의 삼대는 현
재와 그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한 해답을 지닌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
다. 이처럼 과거가 특정한 시간대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시간대에 재
생될 수 있다는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표현으로 잘 드러난
다.43) 하지만 옛것이 현재나 미래에 기계적으로 대입되거나 온전한
형태로 복원된다는 맥락은 아니다. 온(溫)이라는 재해석의 과정을 거
칠 때 고(古)는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논어 에는 근(近)미래와 원(遠)미래에 대한 낙
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 시회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와 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차이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차이와 변화는 관점에 따라 악화와 개선 등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는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로 현
재보다 나은 미래의 성취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44)
나아가 공자는 춘추시대의 국제사회가 도덕발달의 단계에서 보자면
개별 국가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했다. 춘추시
대 초기 환공과 관중의 노력으로 제나라는 무기력한 주(周)나라를 대
42) ｢위령공｣ 11 顔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樂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43) ｢위정｣ 11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44) ｢자한｣ 23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
不足畏也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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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서 중원 지역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지만 공자의 시
대에 이르러 신하에 의한 군주의 시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명분
론적 질서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노나라는 삼가(三
家)의 과두정권에 의해서 공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지만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보존하고 있었다.45) 제도의 유습과 기억의 공유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검토한 끝에 공자는 제나라가 한 번 변하면 노나라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노나라가 한 번 변하면 도가 살아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46) 공자가 논어 곳곳에서 조국 노나
라의 실태에 대해 우려와 한탄의 소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완전
히 타락해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절망하지는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노나라에는 더 나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유습이 보존되어있기 때문이다.47) 나는 이 구절을 역사
발전의 단계로 해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세 단계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변화, 즉 발전을 주장하는 맥락으로 독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자는 역사가 3단계를 통해서 이상 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구절을 근미래나 원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히 현재
보다 나은 미래의 출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자는 근미래에 현재 노나라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상 국가의 수립 가능성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
다. 계씨의 가신이었던 공산불뉴가 비읍(費邑)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
으키고서 공자를 초청하자 그는 이에 응하려고 했다. 자로가 공자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공자는 과두정권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노나라의 정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상국(上國)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서주(西周)
45) ｢팔일｣ 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46) ｢옹야｣ 24 子曰: “齊一變, 至於魯, 魯一變, 至於道.”
47) 包咸과 朱熹의 논어 주석을 보면 풍속, 문화의 유풍의 맥락에서 이 구
절을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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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체하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체제로서 동주(東周)의 수립을 확언
하고 있다.(｢양화｣ 5)
이렇게 보면

논어 에서는 과거는 분명히 바람직한 현재와 미래의

설계를 위한 자원이자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과거가 재해석
의 과정을 그치지 않은 채 현재와 미래에 기계적으로 대입될 수는 없
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보다 근미래와 원미래의 출현 가능성은, 논어
를 과거로의 복귀만이 현재와 미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순환적 사고,
복고주의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
는 논어 에서 삼대 내부, 삼대에서 현재로, 현재 이후의 근미래와 원
미래 모두에서 역사의 진행이 발전의 도정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진행의 방향과 관련해서

논어 가 순환,

복고, 타락의 관점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 난점을 떠안
게 된다.
첫째, 복고(復古) 부류의 관점은

논어

안의 공자 사상과도 충돌

할 수 있다. 공자는 공동체의 평화와 관련해서 기성세대 또는 古의
대변자인 사(師)마저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순선한 이념
일지라도 사람의 주관적 능동성에 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48) 만약 복고주의가 타당하다면, 사(師)에 도전하는 일이나
도(道)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논어 에는 고유금망(古有今亡[無])처럼 성세(盛世)

로서의 고와 난세(衰世)로서의 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의 전개 과정을 발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고 = 존재의 세계, 금 = 부재의
세계”로 규정한다면, 금(今)과 래(來)는 고(古)로 회귀할 수 있는 동력
조차 상실한 채 영구히 부재의 세계로 남아있게 되고, 금은 불능의
세계가 될 것이다. 공자는 금이 존재의 세계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48) ｢위령공｣ 36 子曰: “當仁, 不讓於師.” ｢위령공｣ 29 子曰: “人能弘道, 非道
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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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고, 금보다 나은 미래를 긍정하므로 앞의 등식은 공자의 원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49)
둘째, 복고 부류의 관점은 논어 이후 재해석된 공자의 역사관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하휴(何休, 129～182)는 춘추공양해고(春秋公羊解詁)
은공 원년 기사의 주석에서 역사의 전개 방향을 “쇠난세(衰亂世) → 승
평세(升平世) → 태평세(太平世)”로의 진행, 즉 단절이 아니라 순차적인
발전의 도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역사 진화론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50) 우리는 이런 발전관의 기원이 어디일
까 생각해보면 앞서 다루었던 ｢옹야｣ 24의 “제(齊)나라 → 노(魯)나라
→ 도(道)의 나라”로 이어지는 도식과 중첩된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
다.51) 물론 공자의 3단계에 비해서 하휴의 3단계가 훨씬 정교하고 풍
부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역사를 발전으로
보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이 발전은 축적과 재해석을 통한
계기적인 확대이지 부정과 단절을 통한 비약과는 다르다.

49) 이 글은 역사관에 초점을 두므로 시간관을 다루지 않는다. 니담은 시간관
을 그리스, 불교와 힌두교의 순환 관념과 유대-기독교의 직선 관념으로
대별하고, 선진유가의 시간관을 후자와 연결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글의 논지는 니덤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민두기 편, 중국
의 역사인식 상 , 25～40.
50) 김동민, ｢한대 춘추공양학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철
학박사 논문, 2005, 222.
51) 나는 평소부터 하휴의 발전적 역사관이 어디에서 연유했을까 그 사유의
기원을 찾는 데에 관심을 두어왔다. 다들 하휴 사유의 예외성과 특출성에
지적할 뿐 그것의 기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용어와 형식이 다르지만 ｢옹야｣ 24에서 하휴 사유의 단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나라는 패도, 이익에 따르는 정치 현실을 가리키는
말로 혼란한 세상, 즉 쇠난세에 대응한다. 노나라는 기준(이상)과 제도가
보존되지만 그것이 현실에 제도 실현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전기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으므로 승평세에 대응한다. 도의 세계는 완전한 상태 또는 문제가
해결된 평화의 상태이므로 태평세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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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역사의 문제, 즉 어떤 유형(법칙)?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논어 에서 역사 대상은 철저하게 명분론
적 관점에서 선악(善惡)으로 분류되고 다양한 품격으로 재배치된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는 과거의 성취를 자원으로 삼아서 발전의
과정을 진행한다고 본다. 두 가지 성과를 종합하면 역사는 이념(명분)
의 현재화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논어 를
위시한 선진 유학에서는 이념 실현의 주체 문제를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이념과 동일시되는 신적 존재가 있다면, 이념과 분리된 현실
이 출현할 경우 신이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재결합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묵자(墨子)에서 찾아볼 수 있
다.52) 이념의 동일체인 군주가 존재한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이 군주
가 스스로 이념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러한 사고방식을 法家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자는 현실의 군주가 이념의 가치를 자각하고 그 실현의 주체로 등
장하기를 희망하며 설득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53) 즉 이념은 현재화를 위한 기반을 갖지
못한 채 현공(懸空)으로 있거나 텍스트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념이 현실의 세계로 안착하는 데에 넘어서야 할 ‘문제 상황’이
있는 것이다. 맹자는 이를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념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유일신의 계시(啓示)처럼 절대의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이념이 현실 세계에 재연시키려고 할
때, 이념과 현실의 원천적 동일성이 확보될 수 없는 한 어느 방안이
이념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길인지 복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마련이
52) 묵자는 ｢明鬼｣에서 신적 존재의 증명을 통해 天意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53) ｢헌문｣ 21에 보면 제나라에서 진성자(진항)가 간공을 시해하자, 공자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자를 응징하자고 건의했다. 애공은 태연히 스
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과두정파 三家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보고하는
것 이외에 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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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능성은 바로 이념을 현실에 안착할 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동중서에 의해서 주창된 삼통설(三統說)과
사법설(四法說)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4) 양자는 이념을 완벽하게 구
현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어떤 정책이나 노
선이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즉 역사가 생명체로서 시간(환경)과 교호 작용을 하면서 생명력이
약화되면서 병통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은 생명체의
질병 현상과 비슷한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대별되는 유형(정책)
을 번갈아 채택함으로써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역사의 진행을 질병과 치유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역사 병리학
이라 할 수 있고, 역사가 3-4가지 정책 모형의 순차적인 교체에 의해
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사 유형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삼통설이란 삼대(三代)의 하․은․주를 흑통(黑統)․백통(白統)․적통
(赤統)으로 배당하고 하나의 통마다 고유한 국정 운영의 원리를 규정
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삼통이 계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중원 국가의 문
화적 연속성이 보장되면서 개별 역사 단위의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55) 결국 삼통설은 삼대(三代)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적 특징으로 분류되면서 그것의 조합에 의해서 질서 형성
의 원리를 공유하는 단일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삼통설은 삼대설의
확충된 설명 틀인 것이다. 다만 역사적 시효의 단절을 나타내는 어감
을 함축하는 대(代)가, 개별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통일적 계열로 환원
될 수 있는 통(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56)
54) 삼통설과 사법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송영배, ｢동중서의 역사철
학: 동씨 춘추학의 역사철학적 의의와 한계｣, 철학 제23집, 1985; 신정
근, 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태학사, 2004), 256～78 참조.
55) ｢三代改制質文｣, 동중서, 신정근 옮김, 동중서의 춘추번로: 춘추-역사 해
석학 (태학사, 2006), 349～77.
56) 동중서를 위시한 공양학의 삼통설은 현대 중국에서 甘陽의 通三統으로
부활한다. 간양의 통삼통은 현대 중국이 공자의 전통, 毛泽东의 전통, 邓
小平의 전통 등 세 갈래의 전통을 융합시킴으로써 중국 문화의 연속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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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설이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상(商)․하(夏)․질(質)․문(文)의 계
기적 교체로 설명하는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 숭상과 상
전통의 모방[主天法商] → 대지 숭상과 하 전통의 모방[主地法夏] → 하
늘 숭상과 질 원칙의 모방[主天法質] → 대지 숭상과 문 원칙의 모방
[主地法文]에 따라 정부 기구를 조직하고, 국정 지표를 설정하고, 공동
체를 조직한다면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
를 해결하면서 중원 국가의 문화 전통이 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설에서 문질(文質)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중서
의 문질은

논어 의 문질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그 의미의 확충과

변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시대의 문헌에서 문과
질이 대조로 쓰일 때 대개 3가지 의미 갈래를 나타낸다.57)
첫 번째로, 문은 형식과 현상을 나타내고 질은 내용과 본질을 나타낸
다. 이때의 문과 질은 형식과 내용 또는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지니면서
한 존재의 두 가지 계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과 질은 결
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존재에서 통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문과 질이 각각 수식과 본연, 예법과 천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문과 질은 첫 번째 의미 맥락과 달리 서로 다른 것에 속하는
것으로 분리되어있지만 하나로 결합할 때 개체를 최선, 최적의 상태
로 이끌 수 있다. 천성인 질은 가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불완전하므
로 학습을 통해 예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사람은 어설프거나 극단으
로 치닫지 않는 인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문은 사람이 주어진 대상에 가공을 한 결과로 나타난 화려
함,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질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 상태가 주는
소박함, 순수함을 가리킨다. 이제 문과 질은 원래부터 통합되어있었는지
분리되어있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로 종합될 수 없는 사물의 특징을 나
타내게 되었다. 즉 첫째와 둘째는 문과 질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세 번째
에서 ‘소박한 화려함’처럼 문과 질의 결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58)
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甘陽, 通三統 (三聯書店, 2007)의 上篇
을 보라.
57) 李炳海, 周代文藝思想槪觀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3), 19～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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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질의 세 가지 의미 갈래 중에서 주로 두 번째 의미가 역설되고
있다. 공자 당시에는 문과 질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이 논의되고 있었
던 듯하다. 위(衛)나라 대부 극자성(棘子成)은 자율적 인간[君子]이 되
려면 천성을 갖추기만 하면 충분하지 예법은 불필요하다는 논법을 펼
쳤다.(｢안연｣ 8) 아마 문[예법]이 질[천성]에 가하는 제약을 부정적으
로 바라보았거나 아니면 예가 천성의 함양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
를 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지만 이유 제시가 생략되어 확실하게 단
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자공(子貢)은 같은 가죽이라도 호랑이와 표
범 가죽이 개나 양 가죽보다 높게 취급되는 사실을 예시하면서 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극자성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공자는 문질빈빈(文質彬彬)의 논리, 즉 문과 질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문과 질 어느 한쪽의 극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표명하고 있다. 질이 문을 압도해버리면 거칠게 되
고, 문이 질을 압도해버리면 허황하게 된다는 것이다.59) 사람이 자율
적 인간으로서 도덕적 품격을 갖추려면 문과 질 어디에 치우지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질의 세 가지 의미 맥락이 오늘날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엄밀하
게 나누기 쉽지 않다. 거칠게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 학문 일반과 철
학 일반에 두루 쓰일 만하고, 두 번째는 도덕과 사회학에 일반적으로
쓰일 만하고, 세 번째는 예술 미학의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문질의 네 번째 용례, 즉 동중서의 문질처럼 전문적으
로 사회를 특정한 모형으로 조직하고 특정 역사의 한 시기에 나타내
는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형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다.
공자와 동중서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질이 철학․도
덕․사회․역사에 적용될 경우 흥미로운 특성을 나타낸다. 문질이, 동
일한 실체에 속하던 속하지 않던 간에, 어느 한쪽의 극단이 아니라
동적 균형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군자가 되려면, 개개인에 알맞게 문
58) 논어 에는 문과 질이 대조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문은 문헌, 제도, 문화 등을, 질은 성향, 바탕 등을 뜻한다.
59) ｢옹야｣ 18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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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법)과 질(천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역사도 ‘문 → 문 → 질 →
질’이나 ‘문 → 질 → 문 → 문’처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문
→ 질 → 문 → 질’처럼 균형을 이룰 때 그 진행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
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학)의 관점에서 논어 를 분석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공자의 역사관을 사실․방향․유형 중심으로 다루어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가 삼대(三代)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진행되는 과
정을 퇴보가 아니라 발전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논증했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논어 에 나타난 공자의 역사관을 상고주의,
복고주의처럼 퇴보로 바라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우선 공
자의 말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신고(信古, ｢술이｣ 1), 호고(好古, ｢술이｣ 1, 20)를 말하고
있다. 이 신고와 호고는 온고(溫故)와 마찬가지로 고에 대한 재해석의
작업 과정이며 현재의 개선과 미래의 대비를 위한 지신(知新)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고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고와 호고의 태도
는 공자를 현실 허무주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고에 대한 신뢰와 편애라는 집착은 현실, 즉 금을 단순
히 고를 재연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
서게 되면 금은 그 자체 안에서 긍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늘 고
와 대비해서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현실로서 금은 존재 의의가 없
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논어 의 마지막 편 ｢요왈｣과

맹자 의 제일 마지

막 편 마지막 장 ｢진심｣ 하 38에 성왕 계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계보는 당송시대 한유와 주희 등에 의해서 도통론(道統論)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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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게 된다. 도통론은 역사에서 이념의 색채가 극단화된 형태이다.
도통의 계보에 드는 시대는 존재의 세계이자 진리의 세계이고 가치
충만의 세계이다. 반대로 계보가 끊어지는 시대는 부재의 세계이자
허위의 세계이고 가치 상실의 세계이다. 따라서 ‘내’가 의미 있는 존
재가 되는 길은 부재의 세계를 괄호 안에 넣고 존재의 세계에 선을
맞대는 길이다. 존재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거
슬러 올라가는 회귀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여기가 好古가 復古로 바
뀌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환을 통해서 삼대(三代)는 논어
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함장하고 있던 부재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순수
존재의 세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논어 의 역사관을 사실․방향․유형 중심으로 다루느라 다른 역사
적 요소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했다. 다들 알다시피 ｢향당｣은 손님
대우, 식생활, 일상 예절 등과 관련해서 공자의 동선을 미행하듯이
보고하고 있는 곳이다. 현대의 역사학이라면 문화사나 생활사 또는
미시사의 각도에서 논어 에 접근한다면 춘추시대의 시대상을 충실하
게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이 이외에도 천인(天人) 관계와 ｢요왈｣ 1의 역수(曆數)를 다룬다면
역사의 주체, 미래 예측의 문제를 좀 더 풍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후자는 훗날 맹자에 의해서 성왕 출현의 500년 주기설로 구
체화되었다.(｢공손추｣ 하 13, ｢진심｣ 하 38) 또 공자가 세계를 화이
(華夷)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역사의 타
자 문제를 재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공자는 문화의 힘[문
덕]이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힘으로 보았다.(｢계씨｣ 1)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공자의 이상에 따라 역사화된
세계의 정체가 한층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60)
60)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표자와 토론자의 생각이 갈리는 지점은 ‘확대 해석’
의 여부에 있었다. 발표자는 적은 자료를 역사학으로 풀이하려는 데에 초
점을 두므로 논어 구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측면이 있었
다. 토론자는 논어 의 주석사 전통을 한결 존중하는 태도에 서 있으므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마 서로의 역할이 바뀐
다면 나로서도 토론자와 같은 우려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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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Approach to the Analects

Shin, Jeong Geun

This study explores a historical view of Confucius in the
Analects, focusing on historical fact, direction, and types that he
considers. Facts as historical objects are related to the way of
thinking that is mainly reinterpreted by ethical obligation. They are
by no means implied to be pure and objective actions. Confucius
believed that the direction of history unfolds in an expansive and
developmental way, not in a retrogressive and degraded way. In
order to approach the problems of specific period, Confucius and
his fellows,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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