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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前漢 時期 儒家의 人性論 硏究

배 성 진

본 논문은 前漢 시기 유가의 人性論을 주제로 하며 이를 대표하는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에 관해 논하고, 前漢 시기 유가 人性論이 지닌 도덕교육적 함의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前漢 시기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사상

적 배경을 논한 뒤,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前漢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秦이 단 15년 만에 멸망한 뒤 건국되었

다. 따라서 前漢 초기는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으며, 사상적으로도

秦의 분서갱유 이후 명맥이 끊겼던 선진유가, 오랜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백

성들을 달래기 위한 황로도가 및 음양가를 비롯해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들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前漢 중기 동중서는 다양한 사상들을 유학으로 통일하여 황

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양웅이 활동했던 前

漢 말기, 외척 세력의 득세와 참위설을 근거로 한 왕위찬탈로 인하여 前漢은 국

운을 다하게 된다.

동중서는 陰陽五行論과 天人相關論을 자신의 人性論의 근거로 삼아 하늘의 운

행 원리인 陰陽의 氣에 각각 惡과 善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러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중서는 인간 본성에는 善한 人性과 惡한 貪性이 모두 있다는 性善情

惡說, 인간의 본성은 선을 향하는 바탕[善質]을 부여받았으나 그 자체를 선이라

할 수 없다는 性未善說, 인간에는 聖人-中民-斗筲의 타고난 세 가지 품이 있다는

三品說을 주장하였다. 동중서의 人性論에는 전반적으로 인간의 인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결여되었으며, 당시 지배층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되

었고, 도덕에 관한 민본적 발상을 퇴색시켰다는 점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人性論의 핵심이 되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단절되었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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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人性論을 융합함으로써 조화를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의의도 발견

할 수 있다.

양웅은 혼란했던 前漢 말기의 궤변사설들로부터 유학의 전통을 지켜내고자 하

였으며, 天·地·人의 道를 포괄하는 太玄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을 자신의 人性論

의 근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양웅은 인간의 본성이란 善과 惡이 혼재된 재

질과 같다는 性善惡混說, 인간에는 배움[學]의 수준에 따라 聖人-賢人-衆人의 세

가지 품이 생긴다는 三品說을 주장하였다. 양웅의 人性論은 傳의 형태를 지닌

『法言』을 통해 개진되어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유학의 정통에 기반한

이론을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목적의식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내용의 체계성이

부족하나 ‘性善惡混’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대에 거론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자신만의 언어를 활용하여 『太玄經』, 『法言』 등을 통

해 人性論을 개진하였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력을 통해 聖人에 이를 수 있

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배움[學]과 주체적 결의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前漢 시기 유가 人性論에 비추어볼 때 도덕교육에는 인성변화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도덕교육의 목적은 특정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기

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교육은 목표수준과 내용체계가 학습자의

도덕 발달 수준에 대한 계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구성되고, 도덕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며 학습자의 모범이 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한다.

주요어 : 前漢, 董仲舒, 揚雄, 人性論, 三品說, 도덕교육

학 번 : 2017-2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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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주지하듯 유학사에서 前漢시기는 경학(經學)시대가 시작된 시기로 알려져 있

을 만큼, 경학이 형성되고 발전된 시기이다. 풍우란은 중국철학의 역사를 자학

(子學)시대와 경학(經學)시대 둘로 구분하였는데, 그 분기점을 前漢시기로 보았

다.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존 학계의 漢代 연구는 경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漢代의 사상이란 그 체계가 빈약하고 기존의 제자학을 혼합하려 한 결과

라거나, 漢代의 모든 문화는 陰陽五行 사상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에 바탕을

둔 天人相關說이니 災異說이니 하는 것들이 난무했다는 인상이 일반적이다.2)

(동중서의 사상은) 모든 봉건시대 종법(宗法)의 사상과 제도를 대표하며 중국

인민, 특히 농민들의 네 가지 조약은 커다란 굴레였다.3)

양웅(의 사상)은 전부 다 황로의 사상이다. 나는 일찍이 양웅은 아주 무용하며

정말로 썩은 유자라고 말했다.4)

前漢 시기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일면 사실이나, 이러한 평가가 법가(法家) 사상을 국가 체제의 기틀로 삼았던 진

(秦)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이후 건국된 前漢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

가 반영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1) 馮友蘭,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下』, 서울: 까치, 1999. 3~4쪽. 풍우란은 공자(孔子, 기원

전 551～기원전 479)부터 회남왕(淮南王)까지는 자학시대(子學時代),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0?～기원전 120?)부터 캉유웨이(姜有爲, 1858～1927)까지는 경학시대(經學{時代)라 구별하

고 있다.

2) 이연승, 『양웅(揚雄): 어느 한대(漢代) 지식인의 고민』, 경기: 태학사, 2002, 15쪽.

3)「毛澤東選集」卷1，“代表了全部封建宗法的思想和制度，是束縛中國人民特別是農民的四條極大

的繩索.”

4)『朱子語類』卷137, “揚雄則全是黃老某嘗說，揚雄最無用. 眞是一腐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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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漢代 사상은 단순히 저평가 되어오기만 했

던 것은 아니다. 후한(後漢)시대의 역사가 반고(班固)가 남긴 『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유향(劉向)은 동중서(董仲舒)를 왕을 보필할 만한 인재라고 칭송”5)했으

며, 그의 아들 유흠(劉歆)도 “동중서는 한나라를 맞아 진시황의 분서 이후의 학

문을 계승하여 육경(六經)의 문구를 낱낱이 분석했는데, 장막을 내리고 발분하여

대업의 성취에 전심전력하여 후세 학자들이 통일적 체계를 세우게 했는 바, 뭇

유자의 영수이다”라고 평가했다.6) 또한 한유(韓愈)는 양웅(揚雄)을 순자(荀子)와

나란한 위치에 있는 인물로 상정하여 “순자와 양자는 선택은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였고, 말은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7)라고 평하기도 하였으며, “맹자는

순수하고 순수한 자이고, 순자와 양자는 크게는 순수하나 약간의 병폐가 있다”

고 말하며 양웅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8)

이처럼 漢代 사상에 대한 평가가 이분화 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그 연구

의 빈약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사상사나 중국철학사 분야의 대표적인 연

구서들 가운데 漢代 사상을 비중 있게 다룬 책은 전무할 수준일 뿐더러9), 사상

의 기초가 되는 人性論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성선악혼설(性善

惡混說)’이라는 동양 人性論의 한 유형을 대표하는 양웅(揚雄)의 人性論은 前漢

말의 시대적 상황과 양웅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고, 대다수의 연구들은 별다른 논증 없이 人性論의 한 유형으로서 이를

언급만 하거나10), 연구들 간 개념 사용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11), 원문에 근거하

5) 『漢書』,「董仲舒傳」,“劉向稱董仲舒有王佐之材.”

6) 上同, “仲舒遭漢，承秦滅學之後，六經離析，下帷發憤，潛心大業，令後學者，有所統壹，爲群

儒首.”

7) 『孟子集註』,「序說」, “荀與揚也 澤焉而不精 語焉而不詳.”

8) 上同, “孟氏醇乎醇者 荀與揚 大醇而小疵.”

9) 이연승, 『양웅(揚雄): 어느 한대(漢代) 지식인의 고민』, 경기: 태학사, 2002, 15쪽.

10) 정진일, 「유교의 인성론과 인간성회복」, 『범한철학』, 12, 범한철학회, 1996; 류성태,

「동양의 인성론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외 다수의 동양 人性論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에서 양웅 人性論은 한 유형을 대표하는 장 혹

은 절로 등장하면서도 그 분량이 한, 두 페이지 내로 소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논증이 등

장하지 않는다.

11) 人性論사에서 성유선유악설(性有善有惡說)은 일반적으로 후한(後漢)시기 왕충(王充)의 人性

論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장종원, 「중국 고대인성론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

인성론 비교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7(3),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5에서는 그 의

미 차이에 대한 분석 없이 양웅의 성선악혼설을 성유선유악설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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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용어 사용12)도 이루어졌다.13) 이러한 漢代 연구가 빈약한 이유는 漢代

人性論에 대한 기존의 피상적인 인식이나 평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漢代 사상에 대한 평가가 이분화 된 다른 이유로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기초로 이해하는 입장과, 이후 시대적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사상적 가치를 이후 시대의 기준에 입각하여 현대적, 원론적 평가

를 해야한다는 입장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漢代 人性論은 기

존 人性論들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로 평가되어 왔지만, 선

진 시대 이후 人性論이 기존의 人性論을 바탕으로 재구성 및 발전되어 복고주의

및 절충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점은 漢代 뿐만 아니라 동양 人性論의 공통된 특

징14)으로, 비단 漢代 人性論만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아닐 것이다. 漢代 人性論

을 당대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의를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漢代 人性論의 기틀이 되었던 前漢 人性論을 시대적 맥락 속

에서 이해하고 그 특징 속에서 도덕교육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前漢 人性論의 성립 배경을 사회·정치적 배경의 측면과

사상적 배경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의 근거

및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각 人性論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前

漢 시기 人性論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前漢 人性論의 성립 배경에 대해 살펴보

는 작업이다. 공자(孔子), 맹자(孟子), 순자(荀子)를 필두로 한 선진유학은 법가사

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진(秦)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이후 그 흐름이

단절되었다. 이러한 진의 멸망 이후 건국된 前漢 초기는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룩한 사

12) 양웅 본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혼(混) 자를 사용하여 성(性)론을 펼쳤는데, 금장태, 「茶山의

『孟子』해석과 性善惡論의 쟁점」,『동아문화』, 4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03에서

는 별다른 논증 없이 양웅 人性論을 혼(渾)자를 사용하여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을 성선

악혼설(性善惡“渾”說)로 지칭한다.

13) 양웅 人性論에 대한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양웅이 활동한 前漢代 人性論으로까지 이어졌

고, 이는 연구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4)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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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황로(黃老)사상이었다. 이후 前漢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한 무제의 집권 이

래 유학이 국가 정치 이념으로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황로사상은 유학에 정치

이념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황로사상 외에도 前漢 초기에는 음양가(陰陽家)의 이

론들과 함께 참위설(讖緯說), 재이설(災異說)과 같은 세속미신 등이 성행하였는데

前漢 人性論은 先秦儒學의 人性論과 함께 이들 사상이 융합 및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前漢 人性論 성립의 사회·정치적 배경으로서 前漢 초·중기와

말기의 시대상과 함께 이를 대표하는 동중서와 양웅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선

진유학의 人性論과 황로도가, 음양가 및 세속 잡설 등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둘째, 동중서의 人性論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유학이

前漢의 사상적 기틀로 자리하는데 동중서의 공이 컸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동중서가 제시한 현량대책(賢良對策)을 무제(武帝)가 채택한 것은 유학이 관학

(官學)으로 자리 잡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는데, 동중서는 국가의 안정 및 왕권

의 정당화를 위해 기존의 학설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천인상관설(天人相關

說) 등을 선진유학의 人性論과 종합하여 자신의 人性論을 개진하였다. 이에 동중

서 人性論의 근거가 되는 음양론(陰陽論)과 천도론(天道關)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동중서가 해석한 본성(本性)의 이해 방법에 대해 고찰해본 뒤, 이른바 성미

선설(性未善說)과 성선정악설(性善情惡說), 성삼품설(性三品說)로 알려진 그의 人

性論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前漢 시기 儒家

人性論의 주축이 되었던 동중서 人性論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균형 있게 다루

기로 한다.

셋째, 양웅의 人性論에 대해 해석하는 작업이다. 前漢 말에 활동한 양웅은 음

양가와 기타 학설로부터 儒家의 학설을 지켜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이에 기존 음양가의 학설과 달리 태현(太玄)15)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념을

15) 양웅은 『太玄』,「玄攡」편에서 “현이란 것은 우주 만물을 자취 없이 은밀히 펼쳐 놓으면

서도 그 형체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玄者，幽攡萬類而不見形者也)”라고 하면서 도가의 도

(道)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고, “두루 고금을 통관하여 만물의 종류를 열고 음양을 착종

배치하여 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음양의 기가 나뉘기도 하고 합해지기도하여 천지가 갖추

어진 것이다(通同古今而開類攡措陰陽而發氣 天地備矣)”라고 현(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양

웅은 『太玄』「玄圖」편에서 “현이란 것은 천도이고, 지도이며, 인도이다(夫玄也者, 天道也,

地道也, 人道也)”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도가의 천도(天道)와 儒家의 인도(人道)와 함께, 천지

인(天地人)의 도(道)를 하나로 통괄할 수 있는 우주 최고 원리로 삼았고, 최고의 원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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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주론을 정립하고, 이를 人性論의 근거로 삼았다. 양웅의 人性論은 後漢의

왕충(王充), 북송(北宋)의 왕안석(王安石)과 사마광(司馬光) 人性論에 있어서도 중

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만큼 동양 人性論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

나 양웅 人性論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양웅 본인은 이 성선악혼설(性善

惡混說)에 대해 단지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논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양웅 人性論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논쟁으로 이어져 왔는데, 본 연구

자는 양웅 人性論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양웅의 저서 속에서 그 진의

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人性論의 근거가 되는 태현(太玄)을 중심으로

한 양웅의 우주론과 본성(本性)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양웅이 본성

을 이해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善과 惡이 혼재한 자연적 재질로서의 본성, 이

른바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그의 人性論을

성삼품설(性三品說)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끝으

로 동양 人性論의 한 유형을 대표하는 양웅의 人性論이 지닌 의의와 한계에 대

해 다루기로 한다.

넷째,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법과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린 秦이 멸망한 직후 등장한 前漢 시기의 시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동중서의 人性論은 봉건군주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작업은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前

漢 時期 儒家 人性論을 대표하는 동중서 人性論의 한계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양웅의 人性論이 지니는 의의를 활용하여 그 도덕교육적 함의를 모색하고

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동중서와 양웅을 중심으로 한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

이다. 먼저, 동중서 人性論의 근거와 내용이 개진된 『春秋繁露』와 그 배경이

점을 강조하고자 이를 태현(太玄)이라고 정의하며 자신만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태현(太玄)

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Ⅳ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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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漢書』「董仲舒傳」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상정한다. 또한 양웅 人性

論의 근거와 내용이 담긴 『太玄經』,『法言』16)과 그 배경이 되는 『漢書』

「揚雄傳」을 중심으로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이라는 연구 주제를 살펴본다. 前

漢 시기는 유학이 관학(官學)으로서 자리 잡은 시기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

한 동중서의 삼품설(三品說)이나 양웅의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대(黨代)를 거쳐 북송대(北宋代)까지 그 논의가 이어져갔으며, 이들은

동양 人性論의 각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前漢 人性論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그 사상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4장으로 구성한다. Ⅱ장에서는 前漢 人性

論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 성립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절에서는 前漢

초중기와 말기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며, 2절에서는 그 사상적 배경

으로서 선진유학, 황로도가, 음양가와 참위재이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

업은 前漢 시기 人性論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동중서의 人性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동중서 人性論의

근거가 되는 陰陽論과 天道論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동중서 人性論의 내용에

대해 다룬다. 동중서는 그간의 본성 이해방식이 그 명과 실이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본성을 선한 바탕[善質]으로 이해하였는데, 협의의 차원에서 인성의

경우 선질(善質)에 감정의 경우 악질(惡質)에 대응시켜 이해하였다. 그는 또한 공

자의 언급17)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인간 본성을 성인(聖人), 중민(中民), 두소(斗

筲)의 세 가지 품(品)으로 구분하였고, 사실상 본성(本性)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 중민의 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중민 본성의 개변은 성인에 의한 교화를

통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동중서 人性

論의 사상사적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양웅의 人性論을 논한다. 1절에서는 미신을 물리치고 유학을 지켜

16) 양웅 저서의 특이한 점은 고전에 주석을 다는 형태가 아닌 그 형식을 모방한 것이자, 내용

상으로는 시대에 맞게 수정한 형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고법(擬古法)에 따라 양웅은 『周

易』을 모형으로 하여 『太玄』을 짓고, 『論語』의 형식에 의지하여 『法言』을 지었다.

17) 『論語』 陽貨편의 “오직 가장 지혜로운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서로 옮기지 않는다(唯

上知與下愚 不移)”는 공자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는 어떠한 층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

어 인간의 본성을 구분 짓게 하였고, 이 ‘상지(上知)’와 ‘하우(下愚)’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교화의 방법이 달라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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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양웅의 우주론을 살펴본다. 양웅 인성론의 근

거로서 작용하는 양웅 우주론의 핵심이자 고유 개념인 태현(太玄)과 人性論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절에서는 양웅 人性論의 내용에 대해 다루

기로 한다. 양웅은 인간 본성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나 용모나 사려’라는 오

사(五事)가 포함된다고 보는 한편, 선악을 기준으로 본성을 이해하였다. 본성이

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재질과 같다고 본 것이다. 양웅은 동중서와 마찬가지로

상지(上智)와 하우(下愚)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성인(聖人), 현인(賢

人), 백성(百姓)의 세 가지 품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오직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오경을 근거로 다듬어 나갈 때 善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했다. 3절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웅 人性論의 의의와 그 한

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도덕교육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특징을 활용해 1절에서는 도덕교

육의 근본 전제에 대해 다룬다.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인성변화에 대한 믿음을

전제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닌 도덕적

이고 정의로운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절에

서는 도덕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도덕교육

은 학습자의 도덕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권위가 확보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통시적 해석방법’이다. 본 논

문은 前漢 시기의 배경이 되는 선진유학, 황로도가, 음양가의 사상을 사상사적

순서에 따라 논의하고 이와 함께 前漢 초의 동중서와 前漢 말의 양웅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다루었다. 사상사적 역사적 조류 속에서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연속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특정한 개념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개념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

구는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심이 되는 ‘성

(性)’, ‘정(情)’, ‘선악(善惡)’, ‘음양(陰陽)’과 같은 개념어를 분석하여 논한다. 동중

서 人性論에 있어서 맹자가 사용했던 性 개념과 동중서가 사용한 性 개념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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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人性論에 있어서 양웅이 제기한 ‘태현(太玄)’이라는 고유 개념어와 기존에 사

용되던 ‘현(玄)’의 개념을 비교하며 분석하기로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고문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기에 ‘문헌연구법’ 중 소학

(小學)적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동양학에서 문헌연구방법은 최고(最古)의 연구

방법론으로, 그 하위 요소로 문자학(文字學) · 훈고학(訓詁學) · 음운학(音韻學)

등의 소학(小學)적 연구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고문헌 속 한자에 담긴 저자의

표현 의도를 탐색해나가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과 관련된 연

구서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자는 동중서의 저작 중 人性論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春秋繁露』와, 양웅의 저작 중 人性論의 근거

가 되는 태현(太玄)과 그 우주론을 다룬 『太玄經』, 人性論의 내용을 다룬 『法

言』 원전을 주 텍스트로 삼고 다양한 연구서를 참고하여 前漢시기 人性論을 논

할 것이다.

『春秋繁露』의 주석서로는 凌曙의 『春秋繁露』(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와 Sarah A. Queen and John S. Major의 Luxuriant gems of the spring and

autum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남기현의 『춘추번로』(서울:

자유문고, 2005)를 저본으로 삼았다. 『太玄經』의 경우 司馬光의 『太玄經』(臺

北: 臺灣中華書局, 1965)과 Michael Nylan, The Canon of supreme mystery(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김태식의 『태현경』(서울: 자유문고,

2006)으로 삼았으며,『法言』의 주석서로는 李軌의 『揚子法言』(臺北: 臺灣中華

書局, 1968)과 박승주의 『(譯註) 揚子法言 1』(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7)을,

『漢書』의 경우 David R. Knechtges, The Han Shu Biography of Yang

Xiong(Tempe, Arizona : Arizona State University, 1982)와 진기환의 『한서 四』(서

울: 명문당, 2016)과 『한서 八』(서울: 명문당, 2017)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외의 텍스트들에 관해서는 국내외 자료들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원전을 해

석하는 데 있어 前漢 人性論의 의미에 보다 부합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前

漢 時期 儒家 人性論에 관한 현대 학자들의 관점은 徐復觀, 馮友蘭, 勞思光,

David R. Knechtges 등 관련 전문가들의 논문과 서적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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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성립 배경

1. 사회 정치적 배경

본 논문은 前漢 시기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기초로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을

이해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前漢 시기 사

회 정치적 상황과 그 속에 놓인 동중서와 양웅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秦의 멸망 이후 혼란했던 前漢 초중기의 시대적 상황과 동중서라는

인물에 대해 다루고, 외척세력의 득세와 왕위찬탈로 인해 국운을 다한 前漢 말

의 시대적 상황과 그 속에 놓인 양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1. 전한(前漢) 초·중기와 동중서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로 이끈 것은 秦이었다. 그러나

秦 왕조가 멸망하면서 다시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를 수습하고 등장

한 것이 漢이다.18) 기원전 206년, 漢을 세운 고조 유방(劉邦)은 기원전 202년 秦

왕조를 멸망시킨 뒤에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그로부터 214년 후인 기원후 8년까

지를 前漢 혹은 西漢이라 한다. 그 후 왕망(王莽)의 왕위찬탈 이후 新이 건국되

는 등 수십 년간의 혼란기를 거쳐 기원후 25년에 한나라 경제(景帝) 6대의 후손

인 유수(劉秀)가 漢을 재건하였는데 이를 後漢 혹은 東漢이라하며 이는 220년까

지 지속되었다.19)

혼란했던 前漢 초기를 지나 무제(武帝)가 漢의 통치자로 들어서면서 생산력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봉건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의 통치방식이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 무제와 그 위정자들은 진나라가 15년이라는 짧은 시기 동안만 유지되고

멸망한 이유를 시황제가 법가를 통치사상으로 삼은 후 지나친 무력통치를 행했

18) 이승환 외 지음,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9, 135쪽.

19) 정진일, 『중국철학사』, 서울: 해동, 2013,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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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문치(文治)를 채택

하여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무제는 중앙집권의 통치방

식을 유지하기 위한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을 정당화하면서도, 문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통일된 사상을 강구하였다.20)

그 방안으로 무제는 고금의 왕의 일에 관련된 예에 밝은 현량(賢良)을 천거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들은 곧 교화제도에 능통한 유자(儒者)들을 의미했다. 그러

나 당시에는 前漢 시기 성행했던 황로학을 비롯한 백가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였

기에, 천거된 자들은 대부분 유자들이 아니었고 기원전 136년 오경박사를 설치

하여 비로소 유가 사상을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뒷받침한 사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동중서이다.21)

“동중서는 광천 사람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春秋』를 공부하였고, 효경

제 때 박사에 이르렀으며 장막을 내리고 강송(講誦)하였는데, 그의 제자들은 선

배와 후배가 서로 수업을 하면 후배는 뒤이은 후배와 서로 수업을 하였기 때문

에 (제자들 중에는) 동중서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중서는

3년 동안 정원에 걸음하지 않을 만큼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예가 아니며 행하지

않았고 학문을 하는 선비들은 (그를) 스승으로 드높였다. …… 동중서의 저서들은

모두 경학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상소나 대책문 등을 모두 합치면 123

편이고, 『春秋』속의 일들에 대한 득실을 논한 것으로 「問擧」, 「玉杯」, 「繁

露」, 「淸明」, 「竹林」 등 수십 편으로 총 10여 만 자에 달하고 모두 후세에

전해진다.”22)

동중서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가 유학을 자신의 업(業)으로 삼

아 깊이 침착(沈着)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동중서의 이러한 업

적에 대해 유향의 아들 유흠은 “동중서는 한나라를 맞아 진시황의 분서 이후의

학문을 계승하여 육경의 문구를 낱낱이 분석했는데, 장막을 내리고 발분하여 대

업의 성취에 전심전력하여 후세 학자들이 통일적 체계를 세우게 했는바, 뭇 유

20) 이승환 외 지음,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9, 135쪽.

21) 上同, 138쪽.

22) 『漢書』,「董仲舒傳」, “董仲舒, 廣川人也. 少治『春秋』, 孝景時, 爲博士, 下帷講誦, 弟子傳

以久次相授業, 或莫見其面. 蓋三年不窺園, 其精如此, 進退容止, 非禮不行, 學士皆師尊之. ……

仲舒所著, 皆名經術之意; 及上疏條敎, 凡百二十三篇; 而說『春秋』事得失,「聞舉」, 「玉杯」,

「蕃露」,「清明」,「竹林」之屬, 復數十篇, 十餘萬言, 皆傳於後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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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영수이다”23)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동중서의 저작들 중 남아 있는 것으로는 『春秋繁露』와 「天人三策」이 있는

데, 동중서 사상의 전반이 『春秋繁露』를 통해 개진되었다면 「天人三策」은

『春秋繁露』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天人三策」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 하늘과 인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세 가지의 글이다. 첫 번째 내용은 무제

가 새로운 왕이 어떠한 천명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며, 두

번째 내용은 무위의 정치의 이상과 구체적인 덕교와 형벌의 시행은 어떤 것이며

이들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대답이고, 세 번째 내용은 동중서의 의견을 따랐

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24)

무제는 즉위한 첫 해인 기원전 140년 ‘성품이 어질고 행실이 바르고 곧은 말

을 하며 잘못을 말할 줄 아는’[賢良方正直言極諫] 선비인 현량을 천거할 것을 명

하는데 이는 교화제도에 능통한 유자(儒者)를 의미한다.25) 기원전 136년 무제는

오경박사를 제도화하며 유가 사상을 자신의 통치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동

중서가 올린 「天人三策」을 받은 뒤에 비로소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유학의 사상을 얻어 백가를 몰아내고 유학만을 前漢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채

택하게 된다.26)

前漢시기 『春秋』를 해석하는 傳으로서는 『公羊傳』과 『穀梁傳』이 성행하

였는데, 『春秋』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밝힌 「天人三策」은 『公羊傳』에 근

간을 둔 ‘天人相感’의 철학을 골간으로 하였다. 『漢書』「儒林傳」에 따르면 한

무제는 公羊학자인 동중서와 穀梁학자인 강공(江公)을 불러 논쟁하게 하였는데

언사에 능하지 못한 강공이 동중서에 패함으로써 『公羊傳』이 채택되게 되었다

고 하나, 이는 단순히 논쟁의 결과라기보다는 『天人三策』의 골자가 황제의 권

23) 『漢書』,「董仲舒傳」, “仲舒遭漢, 承泰滅學之離後, 六經離析, 下帷發憤, 潛心大業, 令後學

者, 有所統壹, 爲群儒首.”

24) 이승환 외 지음, 『역사속의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9, 138쪽.

25) 上同, 138~139쪽.

26) 「天人三策」이 진상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司馬光은 『通鑑考異』에

서 建元元年으로, 齊召南이 『通鑑考證』에서 建元 5年으로, 王先謙이 『漢書補注』에서 元

光元年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서』「무제기」의 거현량 조칙(건원 원년 5월)과 한이

任政하기가 70여 년 되었다는 내용에 비추어보아 王先謙의 說이 가장 타당하다. 문재곤,

「경학(經學) 국헌화(國憲化)의 효시 : 천인삼책(天人三策)」, 『중국철학회』, 3(1), 1992, 20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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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절대화하면서도 제도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있었으므로 한 무제의 정치적

요구에 더 부합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27)

“춘추의 대일통(大一統)이란 천지의 영원한 경륜[經]이며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통하는 정의[誼]이나, 오늘날의 스승들은 이와는 어긋나는 길을 걸으며 다른 이

론을 펼칩니다. 제자백가는 각기 다른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위에서 다스리는 자는 통일된 뜻을 가지지 못하여 법도가 자주 바

뀌고, 아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법을 지켜야할지 알지 못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일는지 모르겠으나 [제자백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육예(六藝)의

분과(分科)와 공자의 가르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백가의] 도는 모

두 끊어 버리고 [이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28)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동중서는 황제의 권력이란 天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

며, 백성들의 本性은 반드시 황제의 교화를 통해서만 바로설 수 있다는 식으로

儒家사상을 개편하였고, 유학은 무제에 의해 관학으로서 채택되었다. 이로써 漢

에는 百家를 내몰고 儒家만을 높이는 이른바 ‘독존유술(獨尊儒術)’의 시대가 도

래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前漢 초기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았던 황로사상은 시대

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치사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백성들

의 다양한 사상은 대일통(大一通)이란 이름 하에 통제가 강화되었다.29)

그러나 동중서가 한 무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前漢 시기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동중서는 한 번도 漢 왕조의 정

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거물급 인사였던 적이 없었으며, 『漢

書』 「禮樂志」에서 예악전장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동중서의 제 1대책문의 일

부 내용을 실은 후에 “이 당시 무제는 사방의 오랑캐를 정벌하고 오직 무공에만

전념하여 예의나 문절 따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덧붙이는 것을 보아

동중서가 무제에게 비중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30)

27) 문재곤, 「경학(經學) 국헌화(國憲化)의 효시 : 천인삼책(天人三策)」, 『중국철학회』, 3(1),

1992, 199~200쪽.

28) 『漢書』,「董仲舒傳」, “春秋大一統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誼也, 今師異道, 人異論, 百家殊

方, 指意不同, 是以上亡以持一統, 法制數變, 下不知所守臣愚以爲, 諸不在六藝之科, 孔子之術

者, 皆絶其道, 勿使並進.”

29) 북경대 철학과 연구실, 유영희 옮김, 『중국철학사2 한·당편』,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4,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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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중서의 제안을 알려진 바와 같이 ‘독존유술(獨尊儒術)’이라 칭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중서 그 자신은 “육예의 학과에 속하지

않는 것과 공자의 학술에 속하지 않는 여러 학술은 그 길을 끊어버려 이들이 나

란히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지만, 동중서가 개편한 儒家 사

상은 사실상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기존 선진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법가나, 음

양가, 황로학 등 백가의 사상들을 흡수한 것이기 때문이다.31)

동중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정치적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사상을 개진한 御用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명맥이 끊겼던

유학의 경전들을 연구하여 경학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

요한 것으로 德治를 강조하였으며, 前漢 초기 성행했던 다양한 학설들을 일방적

으로 배제시키기보다는 儒家사상 속에 녹이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의 여

지가 있다.

1.2. 전한(前漢) 말기와 양웅

前漢 말기 成帝의 외척 세력은 왕태후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하였

다. 이 시기 나라 안은 연이은 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

고 왕씨 일족이 장차 나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32) 前漢

왕조의 외척 세력에 해당했던 왕망은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참언을 퍼뜨

리며 섭정을 시작하였고, 결국 新을 새로 건국함으로써 前漢은 멸망하게 된다.

이와 같이 前漢 말기는 왕위찬탈로 인해 漢의 역사가 끊기고, 새로운 왕조가 등

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대변혁을 겪고 있었으며, 참위재이설 및 각종 궤변사설들

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였다.

『漢書』 「揚雄傳」에서 그리는 양웅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양웅의 자는 자운이며 촉군의 성도 사람이다. …… 앙웅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30) 이연승, 『양웅: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파주: 태학사, 2007, 17쪽.

31) 손흥철, 「동중서(董仲舒)의 인간관(人間觀) 연구」, 『남명학』, 17, 남명학연구원, 2012.

267~268쪽.

32) 조원일, 『서한의 유학사상』,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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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좋아하였고 책을 읽을 때는 한 구절 한 글자의 의미에 매달리지 않고 대의

를 알고자 할 뿐이었으며 두루 넓게 독서하여 읽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양

웅은 사람됨이 단순하고 소탈하였고, 말을 더듬어 시원스럽게 말할 수 없었으므

로 말없이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다. 또, 맑고 고요하여 인위를 잊고

바라는 것이 적어 부귀에 급급하지 않고 빈천을 슬퍼하지 않았으며, 품행을 단정

히 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치고자 애쓰지 않았다. 가산이 불과 금 열 근을 넘지

않았고, 쌓아둔 곡식 한 단 없었지만 여전히 편안하고 화락하였다. 천성적으로

도량이 크고 성철(聖哲)의 책이 아니면 좋아하지 않았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귀를 얻는다고 해도 섬기려 하지 않았다. 다만 젊어서부터 사부 짓는 것을 좋

아하였다.”33)

『漢書』는 後漢 초의 반고(班固)가 저술한 역사서인데, 『漢書』「揚雄傳」이

특이한 것은 이는 반고가 아닌 양웅 본인이 집필하였다는 것이다.34) 자신이 역

사서에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는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

겠으나, 이는 그만큼 양웅 본인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철학사에서 양웅은 ‘太玄’이라는 개념과 性善惡混說의 주창자로 알려져있으나,

중국 역사에서 그는 사실 철학자보다는 漢代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인 사부(辭賦)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부를 짓는 능력을 성제로부터 인정받아 관직

을 얻게 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漢書』「揚雄傳」에도 그의 사부작품에 대한

소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부는 단순히 문학의 한 양식이라

기보다는 정치적 주장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사부를 즐겼던 성제 이

후 이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애제가 집권하자 그의 작품활동도 중단되었다. 이후

그는 사상적 색채가 담긴 『太玄經』, 『法言』등을 저술하게 되었고, 이때의 작

품들로 인해 문학가이자 儒者로 인정받게 되었다.35)

그러나 그의 문학적 작품들이 인정받는 것과 다르게, 유학사에서 양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한유는 양웅을 揚子

라 칭하며 孟子, 荀子에 버금가는 성인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는 한편,

33) 『漢書』, 「揚雄傳」, “揚雄字子雲,蜀郡成都人也. …… 雄少而好學, 不爲章句, 訓詁通而已.

博覽無所不見. 爲人簡易佚蕩, 口吃不能劇談, 默而好深湛之思, 清靜亡爲, 少耆欲, 不汲汲於富

貴, 不戚戚於貧賤, 不修廉隅以徼名當也, 家產不過十金, 乏無儋石之儲, 晏如也自有大度, 非聖哲

之書不好也, 非其意, 雖富貴不事也. 顧嘗好辭賦.”

34) 이연승, 『양웅: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파주: 태학사, 2007, 32~33쪽.

35) 上同,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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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나 주자에 의해 황로의 사상으로 가득차고 대의명분을 따르지 않는 유자라

고 평가받기도 한다.

“양웅[의 사상]은 전부 다 황로의 사상이다 나는 일찍이 양웅은 아주 무용하며

참으로 썩은 유자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인 곳에서는 황로의 사상으로 들어가

버릴 뿐이다. 「反離騷」에는 노자『道德經』의 말들을 나열한 것을 볼 때 이 사

람에게는 더 말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자신이 목숨도 내려놓지 못

하는데 어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의 저서인]『法言』을 보아도 양

웅의 논리는 명쾌하지 못하고 과단함이 없다. 그 사람됨을 보면, 그의 견식(見識)

은 모두 낮고 그의 말은 극히 어리석어 매우 우습다. 순자와 양웅 두 사람을 왕

통과 한비 두 사람과 같이 말할 수 없다.”36)

이는 양웅에 대한 주자의 비판으로, 그는 양웅을 썩은 유자라고 칭할만큼 극

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자의 이러한 평가로 인해 송대 이후 주자를 중심으

로 전개된 유학의 흐름 속에서 양웅에 대한 평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었고, 이

는 주자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으로까지 이어져왔다.

이처럼 양웅이 송대 학자들로부터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자가 언급한 바 그의 사상이 노장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어

儒家사상의 정통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양웅은 『太玄經』을 통해 그의 우주론

을 개진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우주 구조론이나 玄에 대한 개념이 내용적인 측

면에서 노장 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다.

둘째는 새로운 왕조에 대한 양웅의 태도이다. 이는 양웅이 저술한 「劇秦美

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劇秦美新」은 왕망이 건국한 新을 찬양하는 글

로 대의명분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前漢 말기 오랜 기간 관직을 지낸 양웅이

新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을 때 취한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셋째는 성인의 경전을 모방한 양웅 저서의 형식 때문이다. 양웅은 사상적 견

해가 담긴 책들을 저술하기 전, 사부작가로서 주로 활동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36) 『朱子語類』, 卷137, “揚雄則全是黃老. 某嘗說, 揚雄最無用, 真是一腐儒. 他到急處，只是投

黃老. 如反離騷并『老子道德』之言, 可見這人更無說, 自身命也奈何不下, 如何理會得別事？ 如

法言一卷, 議論不明快, 不了決, 如其為人. 他見識全低, 語言極獃, 甚好笑！荀揚二人自不可與

王, 韓二人同日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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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사부를 지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촉도(蜀都)에 사마

상여(司馬相如)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짓는 부는 매우 광원하고 문채로 가

득하며 또 온화하며 전아하였다. 양웅은 그를 매우 찬미하였다. 양웅이 매번 부

를 지을 때마다 사마상여의 작품을 모방하였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37)

사부작가로서 그의 저술활동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던 사마상여의 작품

을 모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모방의 형식을 통해 그의 작품을 창작했던 영

향인지, 그는 『周易』과 『論語』라는 유학 최고 권위의 형식을 모방하여 그의

사상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그의 저서들의 지위를 높이는 역할도 하였으

나, 반대로 후대 유학자들의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왕망의 시기, 유흠과 견풍은 모두 태부를 지냈다. 왕망은 부서로써 천명을 받

았다고 하여 스스로 천자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즉위한 후에는 부서를 진상하는

것의 근원을 두절시켜 그가 제위에 오른 사실을 보다 신비스럽게 꾸몄다. 그러나

견풍의 아들인 선심과 유휴의 아들 유분이 다시 상서의 일을 진헌하였다. 왕망은

견풍 부자를 주살하였고 유분을 변방으로 내쫓았다 무릇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은 모두 체포하였고 상주할 필요도 없었다. 이때 양웅은 천록각에서 서적을 교정

하고 있었는데 이 안건을 심리하는 사람이 와서 양웅을 체포하려 하자 양웅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여겨 천록각에서 뛰어내려 거의 죽을 뻔하였다. 왕망은

이 말을 듣고 ‘양웅은 평소에 정사에 관심이 없는데 무엇 하러 심리하는가?’ 하

였다. 사람을 보내어 비밀리에 이 일의 원인을 알아보니 유분이 일찍이 양웅에게

기이한 옛 문자를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양웅은 유분이 부명(符命)을

진상한 일을 모르고 있었다. 왕망은 더 이상 양웅의 죄를 묻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경사에서는 이 일을 두고 ‘적막하게 지냈으나 누각 아래로 뛰어내렸고,

청정하기만을 구하나 부명(符命)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만들어졌다.”38)

이후 양웅은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내려왔으나 후에 다시 왕망의 대부로 불림

을 받아 이 시기에 왕망을 찬양하는 「劇秦美新」을 짓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

들로 인해 양웅에 대한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송대 학자들은 대의명분

37) 『漢書』,「揚雄傳」, “优是時, 蜀有司馬相姐作賦甚麗 雅雄之每作賦常擬之以爲式.”

38) 『漢書』,「揚雄傳」, “王莽時, 劉歆, 甄豐皆爲上公, 莽旣以符命自立, 卽位之後, 欲絶其原以神

前事, 而豐子尋, 歆子棻復獻之, 莽誅豐父子, 投棻四裔, 辭所連及, 便收不請, 時雄校書天祿閣上,

治獄使者來, 欲收雄, 雄恐不能自免, 乃從閣上自投下, 幾死, 莽聞之曰 : 「雄素不與事, 何故在

此?」 問請問其故, 乃劉棻嘗從雄學作奇字, 雄不知情, 有詔勿問, 然京師爲之語曰 : 「惟寂寞,

自投閣 : 爰清靜, 作符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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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긴 양웅이 성인들이 짓는 傳이나 經을 써 맹자에 가까운 성인으로 추앙받

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양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외에도 여전히 양웅을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양웅은 실제로 46세의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사부(師傅)’라는 낮은 직

위를 얻었다. 그는 높은 지위를 얻은 뒤에도 수년이나 순수 연구에만 몰두 하여

막 『太玄經』의 초고를 마치고 자수(自守)하며 조용히 살았다. 이를 근거로 양

웅은 부나 명예에 욕심이 없었으며 실은 왕망에 반대했다거나, 왕망이 모범적인

유자의 도리를 실천했던 인물이기에 양웅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

등이 있으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입장은 그가 명예나 이익을 탐하는 대신 낮은

관직을 지키며 『太玄經』, 『法言』 등의 저서를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커다란

목적을 지녔을 것이라는 것이다.39)

이처럼 前漢의 쇄락과 新의 건립이라는 혼란한 사회 정치적 배경 속에서 양웅

이 보인 태도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나 양웅은 傳의 형태로서 자신의

儒家 사상을 개진하였기에, 그의 인품에 대한 의구심은 양웅에 대한 연구에 있

어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 또한 그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그를 일

방적으로 변호하는 입장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그 진의에 보다 다다르고자 한다.

2. 사상적 배경

공자(孔子), 맹자(孟子), 순자(荀子)를 필두로 한 선진유학은 법가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秦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이후 그 흐름이 단절되었다. 秦

의 멸망 이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룩된 사상이 바로 황로사상이었으

며, 이외에도 음양가(陰陽家)의 이론들과 참위설(讖緯說), 재이설(災異說)과 같은

세속미신 등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 속에서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

은 선진유학의 人性論을 중심으로 이들 사상이 융합하여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39) 전자의 입장으로는 서복관의 『兩漢思想史』「揚雄論究」, 후자의 입장으로는 스즈키 요시

지로의 『漢易硏究』가 있다. 이연승, 『양웅: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파주: 태학사,

2007,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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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성립 배경을 선진유가의 人性

論, 황로사상, 음양가 및 참위재이설의 측면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1. 선진유학(先秦儒學)

주지하듯 진시황의 焚書坑儒로 인해 儒家의 흐름은 단절되다시피 했기에, 前

漢 時期 人性論의 배경이 되는 人性論은 당연 先秦儒家의 人性論이다. 공자는

『中庸』에서 “하늘이 명(命)하는 것을 일컬어 성(性)이라 한다40)”고 하였으며,

『論語』「陽貨」편에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서로 흡사하나 배움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된다41)”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儒家에서 本性으로 정의될 수 있

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공

자가 性에 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었기에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근거

들이 사용되었다. 공자의 性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구절인 “性相近 習相遠”에 대

한 일반적인 해석은 본성에는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공통된 요소가 있으며,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 상이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人性이란 타고

난 그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 통해 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漢代 人性論에서는 “中人 이상에게는 上을 말할 수 있지만, 中人 이하에게는

上를 말할 수 없다42)”는 공자의 발언과 더불어 “오직 최고의 지혜[上智]와 최하

의 우둔함[下愚]은 서로 옮기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인해 공자가 사용한 性이라

는 개념에 어떠한 층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근거로

漢代 이후의 人性論에는 性의 品을 나누고, 등급을 상정하는 性三品說이 등장하

게 되었는데, 性과 관련한 공자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세부

적인 내용이나 분화 양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공자 사상사에서 性에 대한

내용이 이처럼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儒家에서 아직 인간 본성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는 학문적인 문제나 삶에 관한

문제에 천착했을 뿐, 인간 본성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

40) 『中庸』, “天命之謂性”

41) 『論語』, 「陽貨」, “性相近也 習相遠也.”

42) 上同, “中人以上可以語上也. 中人以下不可以語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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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인간 本性에 대한 담론이 善惡을 중심으로 논구되고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孟子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性’字는 儒家 人性論이 자리 잡기

이전 ‘生’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인간의 本性은 告子의 性論과 같이 ‘태어

나면서 자연적으로 지닌 타고나 본성[生之謂性]’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

처럼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본성을 의미하던 性은 맹자에 이

르러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性論이 비교적 명확하지

못했던 孔子에 비해, 孟子는 다른 동물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의 미세

한 차이를 도덕성에서 찾으며 性에 대한 논의를 善惡이라는 도덕적 담론으로 이

끌었다. 孟子는 인간의 本性을 善하다고 보는 이른바 性善說을 주창하였고, 이후

荀子는 孟子 性論의 한계를 지적하며 本性이 惡하다는 이른바 性惡說을 주장하

기에 이르면서 儒家에서 性에 대한 해석은 그 사상을 논할 때 매우 주요한 위치

에 놓이게 되었다.

먼저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게 되면 측은한 마

음을 가지게 되어 아이를 구하고자 한다는 孺子入井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어떠한 사려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발현하였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惻隱之心, 羞惡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이라

고 하는 본연의 마음이 본성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를 四端이라 한다. 맹자는 인

간이 이러한 사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선하다는 것의 단서가 되며, 이

를 확장시켜 나갈 때 도덕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또한

인간은 선한 사단을 지니고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마음[大體]

을 따르지 않고 육체적 감각[小體]을 따를 때 不善이 행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맹자의 人性論은 이른바 性善說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남의 고통에 측은해 하는 마음[仁],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義], 겸손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禮],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智]이라

는 사단심을 근거로 본성의 선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마음의 선함[心善]을

통해 본성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심선설(心善說)’이라 명명하는 것이

맹자의 진의를 드러내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43)

43)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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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는 인간 본성에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내포되어있다는 맹자의 의견에 반하

여 性이란 ‘자연성’, 즉 生으로 맹자의 人性論은 ‘인위[僞]’와 ‘자연성[性]’을 혼동

한 것이라고 보았다. 순자에게 性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

로 어떠한 인위적 노력도 거치지 않은 타고난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만 국한되

는 특징이 아닌, 생명체라면 모두가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로 순자는 性을 타

고난 ‘재질[質]’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

터 이익을 따르고, 타인을 시기하고,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情에 이끌리고 다툼이 생겨 결과적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善이란 本性에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무엇이

도덕인가를 알 수 있는 質과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具가 있기 때문에 후

천적 노력을 통해 본성을 선하게 개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순자는 본성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본능적 욕구가 방치되었을 때 생기는 사회적 혼

란을 악이라 본 것이기에 ‘인간의 본성은 조야(粗野)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그 진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44)

이와 같은 맹자와 순자의 人性論은 秦 이후 그 흐름이 단절되었다가, 前漢 시

기에 이르러 동중서, 양웅의 人性論에서 그 장점은 수용하되 한계는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종합되었다. 그 자세한 논의는 Ⅲ장과 Ⅳ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나, 본

장에서는 인간의 本性 안에 선과 악의 요소가 함께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人性論은 공자의 性에 대한 언급을 바탕으로 이른바 맹자의 性

善說 및 순자의 性惡說과 함께 인간 본성에 세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는 性三品

說의 측면 또한 나타나게 됨으로서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은 孔·孟·荀을 중심으

로 한 선진유가 人性論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2.2. 황로도가(黃老道家)

황로학(黃老學)은 학자들을 우대하고 사회 변혁을 도모했던 전국시대에 제나

라에서 발생한 학술사상으로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100여년간 제나라를 장악해왔던 전씨는 자신들이 황제의 자손이라 주장하며 정

44) 上同,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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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력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386년 전씨는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다.

얼마 후 秦이 망하자 일부는 제나라로 피신하고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전씨에게

몸을 맡겼는데, 그때 그들이 『老子』를 전씨에게 전해주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제나라 전씨에게 몸을 의탁한 진나라 사람들은 전씨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황

제의 이름을 빌려 노자의 사상을 근본으로 유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들을 취합

해 건립한 것이 황로학이다.45)

직하황로학의 특색은 노자의 무위자연의 道사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상을 종

합하여 현실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으려 한 것에 있다. 직하 황로

학자들은 노자의 무위자연의 도를 객관적인 세계의 근본적인 법칙으로 삼고, 이

를 자연 무위의 道로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변용된 道가 기타 다른 사상

들과 융합되어 황로학을 형성하였다.46)

황로학은 전국시대 중기 제나라 직하황궁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유행한 것은 前漢 시기 초기부터이다. 漢이 들어서고 당시 漢의 지배계층은 시

급히 통치사상을 선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통치자들은 법가의 학설로

통치사상을 삼았던 秦이 농민봉기에 휩쓸려 15년 만에 무너지는 사태를 지켜보

고 오랜 기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통치사상을 찾게 되었다. 황로학의 청정무

위(淸靜無爲) 사상은 가혹한 秦의 통치체제와 장기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

들의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前漢 초기의

주류사상은 황로학이 되었고 황제(黃帝)라는 이름도 이전보다 유행했으며, 많은

도서들이 황로학의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황제의 이름을 빌렸는데 이러한 황로학

은 『淮南子』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종합되었다.47)

황로학의 경전으로는 크게 『黃帝書』와 『老子』를 들 수 있다. 『漢書』

「藝文志」에 기록된 『黃帝書』에는 『皇帝四經』, 『皇帝銘』, 『皇帝君臣』이

있다. 반고는 주를 붙이길 “6국을 일으킬 때 지어진 것으로 노자와 비슷하다"라

고 하였다. 이 책들은 모두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황제를

가탁하였는데 내용은 『老子』와 비슷하나 이 책들은 후대에 모두 유실되었

다.48)

45) 김백현, 『중국철학사상사』, 신명문화, 2006, 94~95쪽.

46) 上同, 95쪽.

47) 上同,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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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초기 황제학파의 주요한 인물들로는 개공과 조참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의

주요 사상이 바로 청정무위(淸靜無爲)이다. 참이 漢의 재상이 된 뒤에 백성들이

秦의 학정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자, 천하의 사람

들은 도리어 그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청정무위의 사상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농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허

락하는 태도는 오랜 전쟁이후 피폐해진 前漢의 경제를 복구시키는 데 도움이 되

었다.49)

2.3. 음양가(陰陽家)와 참위재이설(讖緯災異說)

음양가(陰陽家)는 음(陰)과 양(陽)의 두 기와 오행(五行)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우주 만물이 생성된다고 바라보는 학파로 전국시대의 추연이 陰陽家의 시조라고

볼 수 있다. 추연은 춘추시대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발전되

어왔던 陰陽說과 五行說을 결합하여 陰陽五行說을 만들었다. 전국시대 말기 이

후, 陰陽五行說은 당시 사상계에 자리 잡아 여러 학파에 영향을 미쳤다. 체계적

엄밀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陰陽家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50)

추연을 포함한 陰陽家들의 서적은 모두 흩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이는 다른 문

헌을 통하여 알 수 밖에 없다. 五行은 『서경』의「홍범」에 언급되었고, 『주

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씨춘추侶氏春秋)』는 陰陽五行說

에 기초하여 구성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51)

陽이라는 개념은 밝음, 따뜻함, 펼쳐지는 것,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陰

은 어두움, 추움, 움츠러드는 것,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陰과 陽은 우

주만물의 원동력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단순히 세계 내의 현상으로 분석

되기도 하였다. 五行은 相生과 相乘의 원리를 통해 有行운동을 전개한다. 五行相

生이란 오행은 서로 발생시키고 조장시키는 관계에 있다는 말이며, 五行相乘이

48) 북경대 철학과 연구실, 유영희 옮김, 『중국철학사2 한·당편』, 자작아카데미, 1994, 22쪽.

49) 上同, 22~23쪽.

50) 정진일, 『중국철학사』, 서울: 해동, 2013, 144쪽.

51) 上同,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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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상극 관계인 五行에서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관계를 의

미한다. 『春秋左氏傳』을 보면 “火가 金을 이긴다”, “水는 火를 이긴다” 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五行相乘說을 추연이 수

용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52)

陰陽五行說은 자연을 관찰한 법칙을 왕조 교체와 순환에도 적용한 것인데 추

연은 이를 통해 진시황에게 영향을 주어 중국 통일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53) 또한 이는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에서는 물론 점복술(占卜術) 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前漢 시기 동중서에 의해서 유가와 결합되었다.54)

前漢시기에는 또한 참위설(讖緯說)과 재이설(災異說)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세

속미신이 유행하였다. 각각의 세속미신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의 속된 습관으로

만 작용하지 않고 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재이설이란 군주에게서 천재지변의 원인을 찾는 논의이다. 재이설은 다

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나, 漢의 동중서에 의해 비로소 체계적인 이론체제를 갖

추게 된다. 동중서는 재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55)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에서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사변[異]’이라 부르고 규모가 작은 것을 ‘재앙[災]’이라 이른다. 재앙은 항상 먼

저 이르고 사변은 이에 뒤따라 나타난다. 재앙이란 하늘의 꾸짖음이며 사변이란

하늘의 위력이다. 하늘의 꾸짖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하늘은 위력을 행사

해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詩經』에서 ‘하늘의 위력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

은 이를 이르는 말이다. 대저 재앙이나 사변의 근원은 모두 국가의 실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실수를 보고 경고를 했는데도 변화를 알지 못하면 사변

을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한다. 그런데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

으면 재앙이 일어난다. 하늘의 의지는 사랑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

게 하여 다치게 하는 데 있지 않다.”56)

52) 上同, 147-150쪽.

53) 김백현, 『중국철학사상사』, 서울: 신명문화, 2006, 108쪽.

54) 정진일, 『중국철학사』, 서울: 해동, 2013, 146-147쪽.

55) 정환희, 「왕충의 도덕철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14쪽.

56) 『春秋繁露』,「必仁且智」, “天地之物, 有不常之變者, 謂之異, 小者謂之災, 災常先至, 而異乃

随之災者, 天之譴也, 異者, 天之成也, 譴之而不知, 乃畏之以成, 詩云 : “畏天之成”, 殆此謂也.

凡災異之本, 盡生於國家之失, 國家之失乃始萌芽, 而天出災害以譴告之 ; 譴告之, 而不知變, 乃

見(現)怪異以驚駭之; 驚駭之, 尚不知畏恐, 其殃咎乃至, 以此見天意之仁, 而不欲陷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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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재이라는 천재지변의 형태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다. 그러나 天이 아

무런 이유도 없이 징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天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재해

를 통해 백성과 군주를 꾸짖는다. 재이는 국가를 구제하기 위한 징벌인 것이

다.57)

다음으로 참위설(讖緯說)은 前漢 동중서의 天人感應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

後漢 말까지 성행한 담론으로, “괴이하게 조작한 은어를 가지고 길흉을 예결하

는 것”이다.58) 즉 경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특정한 예언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학설이다. 즉 민중을 대상으로 한 통치 권력의 정당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수(劉秀)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나 사람을 등

용하는 데에 있어서 참위설을 근거로 삼는 일이 잦았다. 실제로 유수 자신은 참

어를 믿지 않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었는데, 그는 참위설에 대해 절

대 권위를 부여하여 백성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後漢 이후 황제들은 이러

한 전례를 따라 참어들을 사용하였고 이는 後漢의 정치적 추세가 어두워질 것이

라는 것을 암시했다. 참어들의 유행한 시기를 보면 보편적으로 백성들의 불만족

스러운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前漢 말기에 비하여 안정적

인 前漢 초기 사회에서는 참어가 유행하지 않았지만 前漢 말기에는 참서들과 결

합한 여러 참어들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前漢 말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나타낸다.59)

57) 정환희, 「왕충의 도덕철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쪽.

58) 북경대 철학과 연구실, 유영희 옮김, 『중국철학사2 한·당편』, 자작아카데미, 1994. 85쪽.

59) 上同,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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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중서(董仲舒)의 人性論

1. 동중서 人性論의 근거

국가안정이라는 무제의 정치적 요구에 동중서는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해야 했다. 이에 동중서는 기존의 학설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천인

상관설(天人相關說)을 자신의 人性論의 근거로 삼아 왕의 권력을 天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설명하며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

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동중서 人性論의 근거가 되는 음양론(陰陽論)과 천도

론(天道關)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을 중심으로 우주를 해석하려는 경향은 전국시대 이전

까지 주류를 이루었는데, 전국시대에 이러한 두 경향은 융합되었고 人性論을 포

함한 많은 사고의 근간이 되었다. 동중서 역시도 세계를 음양과 오행이라는 氣

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라고 보았기에 그가 받아들인 음양론과 오행론을 이해

하는 과정은 동중서의 人性論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동중서는 세계가 음양의 두 가지 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음(陰)과 양(陽)의 관계를 한 번 음이 된 뒤에는 다시 양이 되는 승강(升降) 소식

(消息)의 관계로 받아들이되, “음은 양과 합하는 것[陰者陽之合]”이며, “양은 음

을 겸하는 것[陽兼於陰]”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나아가 동중서는 음과 양의 관

계에 대해 양은 귀하고 음은 천하다는 ‘양존음비(陽尊陰卑)’의 태도를 보인다.

“양(陽)이 처음으로 나오면 사물(物)이 또한 처음으로 나오고, 양이 바야흐로

왕성하면 사물도 또한 바야흐로 왕성해지고, 양이 처음으로 쇠약해지면 사물이

또한 처음으로 쇠약해진다. 사물은 양을 따라서 나가고 들어오면 수(數)는 양을

따라서 끝마치고 시작하여 삼왕(三王)의 바른 것이 양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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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써 보면 양은 귀하고 음(陰)은 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

(日)을 세는 것은 낮에 의지하고 밤에 의지하지 않으며, 한 해를 세는 것은 양에

의지하고 음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음은 의(義)에 달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0)

동중서에게 이러한 음양의 원리란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세계는 ‘陰陽二氣’의 원리로 구성되어있지만, 이러한

원리가 하늘에게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天人一氣’의 사고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사람에게도 또한 음과 양이 있다. 하늘과 땅에서 음기

가 일어나면 하늘과 땅의 음기도 또한 응하여 일어나는데 그 도(道)는 하나인 것

이다.”61)

자연 세계에 적용되는 음양의 원리의 구체적인 사례로 동중서는 음양의 많고

적음[多少]에 따라 운행되는 사계절에 대해 설명한다.

“동지 뒤에 음은 고개를 숙이고 서쪽으로 들어가고 양은 우러러 보며 동쪽으

로 나가는데, 나가고 들어가는 곳은 항상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다소(多少)의 조

화로 갈 때에는 항상 서로 따르는 것이다. 많은 것이 있어도 넘치는 것이 없고

적게 있어도 단절되는 것이 없다. 봄과 여름에는 양이 많고 음이 적고, 가을과

겨울에는 양이 적고 음이 많다.”62)

나아가 동중서는 “봄과 여름의 주도적인 양기나 가을과 겨울의 주도적인 음기

는 天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63)고 밝힘으로써 자연 세계에 적

용되는 음양의 원리를 인간 세계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하늘의 음양 원리를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장부 기

60) 『春秋繁露』, 「陽尊陰卑」, “陽始出, 物亦始出; 陽方盛, 物亦方盛; 陽初衰, 物亦初衰. 物隨

陽而出入, 數隨陽而終始, 三王之正隨陽而更起. 以此見之, 貴陽而賤陰也. 故數日者, 據書而不據

夜；數歲者，據陽而不據陰. 陰不得達之義.”

61) 上同, 「同類相動」, “天有陰陽, 人亦有陰陽. 天地之陰氣起, 而人之陰氣應之而起, 人之陰氣起,

而天地之陰氣亦宜應之而起, 其道一也.”

62) 上同, 「陰陽終始」, “冬至之後, 陰而西入, 陽仰而東出, 出入之處常相反也. 多少調和之適, 常

相順也. 有多而無溢, 有少而無絕, 春夏陽多而陰少, 秋冬陽小而陰多.”

63) 上同, 「天辨在人」, “而春夏之陽, 秋冬之陰, 不獨在天, 亦在於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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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하기에 이른다.

“음과 양의 기는 하늘에 있는데 또한 사람에게도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좋아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화를 내는 것이 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은 따뜻하

고 서늘하고 춥고 더운 것이 되었다”64)

“하늘은 한해를 마치는 수(數)로써 사람의 신체를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작은

마디 366개는 1년의 일수에 적합하고, 큰 마디는 12개로 나누어졌는데 이는 12달

과 적합한 것이다. 안으로는 오장(五臟)이 있는데 이는 오행(五行)의 수와 적합한

것이며, 밖으로는 사지(四肢)가 있는데 이는 네 계절과 적합하며 잠깐 보이고 잠

깐 어두운 것은 낮과 밤과 적합한 것이며, 잠깐 굳세고 잠깐 부드러운 것은 겨울

과 여름에 적합하며, 잠깐 슬퍼하고 잠깐 즐거워하는 것은 음과 양에 적합한 것

이다.”65)

이처럼 하늘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원리는 天과 人이 서로 감응

하는 天人相關의 기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는 性과 情이

있는데 이는 하늘의 陰과 陽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본래적인 바탕

[質]을 말하면서 정이 없다는 것은 하늘에 陽만 있고 陰은 없다고 하는 것과 같

다”66)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동중서의 人性論에서 인간의 본성을 性과 情으

로 구분하여 각각 陽과 陰에 대응시키는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동중서는 또한 기존의 오행(五行)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오행이란 본래 木·火·土·金·水와 같은 다섯 가지 재료를 의미하

였으나, 이들 간의 관계에 상생 및 상승 원리를 적용하여 왕조 교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가령, Ⅱ장에서 살펴본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

에서는 특정 왕조가 오덕 중 임의의 덕을 가지게 되면, 이후의 왕조는 그 덕을

이기는 덕을 가지고 있어서 왕조를 계승한 것으로 본다. 결국 왕조의 명운은 오

행 상의 덕이 결정하는 것이다. 오행상승설에 바탕을 두는 오덕종시설이 왕조교

64) 上同, 「如天之爲」, “陰陽之氣在上天亦在人, 在人者爲好惡喜怒, 在天 者爲暖淸寒暑.”

65) 上同, 「人副天數」, “天以終歲之數, 成人之身, 故小節三百六十六, 副日數也; 大節十二分, 副

月數也; 內有五藏, 副五行數也; 外有四肢, 副四時數也; 乍視乍瞑, 副晝夜也; 乍剛乍柔, 副冬夏

也; 乍哀乍樂, 副陰陽也.”

66) 上同, 「深察名號」, “身之有性情也，若天之有陰陽也. 言人之質而無其情，猶言天之陽而無其

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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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 반면, 동중서의 오행설은 오행상생

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인간의 세계는 이러한 오행상생의 원리의 영향을 받는다. 즉, “오행이란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五官]이며, 붙어 있는 두 행은 서로 살려주는 관계이며, 건너

뛴 두 행은 서로 이기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거역하면 어지러워지고 이를

준수하면 질서가 잡힌다”67)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중서의 陰陽五行論 중 두드러진 특징은 仁·義·禮·智·信을

오행과 연관지어 해석함으로써, 인간세계의 윤리를 자연원리에 근거하여 설명한

다는 것이다. 동중서는 오행의 상생관계를 도덕법칙의 일환으로 전환하면서 왕

과 신하, 아비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할 도리에도 적용하였다.

“목(木)은 수(水)를 받고, 화(火)는 목(木)을 받고, 토(土)는 화(火)를 받고, 금

(金)은 흙을 받고, 수(水)는 금(金)을 받은 것이다. 모두를 주는 것은 아버지이며,

받는 쪽은 아들이다. 항상 아버지에 기대어 아들을 통제하는 것이 하늘의 도이

다. 이렇기 때문에 목(木) 생겨나면 화(火)이 이를 보살피고, 금(金)이 죽으면 수

(水)가 그것을 묻어준다. 화(火)는 목(木)을 좋아하므로 양기로 보살피고, 수(水)는

금(金)보다 왕성하므로 음기로 그것의 역할을 마치게 하고, 토(土)는 화(火)를 받

들어 섬겨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행이란 효자(孝子)와 충신들의 행

동인 것이다.”68)

그러나 동중서는 음양론과 오행론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세계의 윤리에 앞서 밝힌 양존음비의 사상을 적용하여 “군주는 양이 되고

신하는 음이 되고, 아버지는 양이 되고 아들은 음이 되며, 남편은 양이 되고 아

내는 음이 된다. 음도(陰道)는 홀로 행동하지 못한다”69)고 설명하였다.70) 이처럼

우주법칙을 의미했던 음양과 오행의 관계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의 근거

67) 『春秋繁露』,「五行相生」, “五行者, 五官也, 比相生而間相勝也. 故爲治, 逆之則亂, 順之則

治.”

68) 『春秋繁露』, 「五行之義」, “木受水, 而火受木, 土受火, 金受土, 水受金也. 諸授之者, 皆其

父也; 受之者, 皆其子也. 常因其父以使其子, 天之道也. 是故木已生而火養之, 金已死而水藏之,

火樂木而養以陽, 水克金而喪以陰, 土之事火竭其忠. 故五行者, 乃孝子忠臣之行也.”

69) 上同, 「基義」, “君為陽，臣為陰；父為陽，子為陰；夫為陽，妻為陰. 陰道無所獨行.”

70) 이를 통해 이미 해당 시기에 여성을 속박하게 되는 문화적 흐름이 잉태되었음을 암시한다

고 볼 수 있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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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며,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다루었던 기존의 윤리법칙에 수직적

인 색채가 더해져 위계적인 윤리로 변하게 된다.

1.2. 천도론(天道論)

1.2.1. 천(天) 개념

유가 사상에서 하늘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여러 형태로 인간 세상에 관여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풍우란에 따르면 天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의

미가 있는데, 첫째는 땅과 상대적인 의미의 하늘인 물질천(物質天)이며, 둘째는

상제로서의 인격적 하늘인 주재천(主宰天), 셋째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대상을 의미하는 운명천(運命天), 넷째는 자연의 운행을 뜻

하는 자연천(自然天), 다섯째로는 우주의 최고 원리인 의리천(義理天)이다.71)

周나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天개념에 도덕적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다. 새로

운 왕조가 시작되며 周나라가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안정적인 국가체계를 수립

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관 및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주왕조는 천명과 덕

을 일치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여, 夏와 殷이 망하게 된 까닭은 덕을 공

경하지 않아 천명을 실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周가 덕을 상실한 殷

을 천명에 따라 정벌한 것이라 설명함으로서 周왕조의 집권을 정당화하게 되었

다.72)

殷과 周에 이르러 天의 개념이 확장되는 가운데, 공자 이후 天개념은 분화되

어 더욱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풍우란에 따르면 이러한 천은 기본적으로

물질지천, 즉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땅과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하늘을 뜻하

고, 공자에게는 주재지천의 의미로, 맹자에게는 주재지천·운명지천·의리지천의

의미로, 순자에게는 자연지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73)

71) 馮友蘭, 박성규 옮김, 『中國哲學史 下』, 서울: 까치, 1999, 60~62쪽.

72) 李春植, 『中國古代史의 展開』, 서울 : 藝文出版社, 1988, 72쪽.

73) 馮友蘭, 박성규 옮김, 『中國哲學史 下』, 서울: 까치, 1999. 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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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서가 사용한 天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 의미가 수정되거나 추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중서의 철

학적 목표는 秦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유가 사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를 운

영하는 최고 원리로 삼고, 이를 통해 황제의 절대권력과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74) 그렇기에 그의 천도론 또한 기존의 天에 대한 해석들을 종합하고, 목

적의식에 맞게 의미를 수정한 것이다.

먼저 동중서가 사용한 天에는 모든 신들 중에서도 최고신을 의미하는 주재천

(主宰天)의 의미가 담겨있다.

“괵(虢)나라 임금이 꿈에 종묘에서 신령을 보았는데, 사람 얼굴에 하얀 머리털

과 호랑이 발톱을 하고서 도끼를 들고 서쪽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임금이 무서워

서 달아나려고 하자, 그 신령이 말하기를 ‘달아나지 마라. 하느님께서 진(晉)나라

로 하여금 너희 나라 성문을 들어가도록 명하셨다’고 했다. 임금은 이마가 땅에

닿게 절을 했다. 잠에서 깨어나 임금은 사은(史嚚)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했는데,

사은은 ‘임금의 말씀대로라면 이는 욕수(辱收)임에 틀림없으며, [그 신령은] 형벌

을 관장하는 하늘의 신령입니다. 하늘이 [괵나라에]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75)

은나라에서부터 발전되어온 이러한 上帝로서의 天은 『詩經』,『書經』,『左傳

』,『國語』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동중서 역시도 天을 인격적인 하느님,

즉 上帝로 사용하는데 상제는 최고신인만큼 여러 신령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

러 자연신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동중서는 “하늘은 모든 신들의 군주고, 왕자[제

왕]가 가장 존경하는 신이다76)”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天은 그 무엇보

다도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았으며, 天에 대한 제사는 국가 단위로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제사였다. 그렇기에 나라에 국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다. 동중서는 “오직 天에 대한 제사만이 국상을 초월

74) 박동인, 「동중서(董仲舒)의 인성론(人性論) : 맹,순 종합적 특성을 지닌 미선(未善)의 인성

론(人性論)과 황제교화론(皇帝敎化論)」, 퇴계학연구원, 『退溪學報』, 123, 2008, 223쪽.

75) 『國語』「晉語」2, “虢公夢在廟, 有神人面白毛虎爪執鉞立於西阿, 公懼而走. 神曰 : "無走,

帝命日 : “使晉襲於爾門.” 公拜稽首, 覺, 使史嚚占之. 對曰 : “如君之言, 則辱收也, 天之刑神

也, 天事官成.”

76) 『春秋繁露』, 「郊義」, “天者百神之君也, 王者之所最尊也.” 『春秋繁露』의 국역은 남기

현(2005)의 주석서를 저본으로 삼되, 조원일(2017)의 번역을 필요에 따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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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행된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바로 天이 최고의 신을 의미했기 때문이

다.77)

동중서는 이처럼 天의 권위를 확보하는 한편 天을 만물의 근본으로 여기며 나

아가 도덕적인 의미까지 부여한다. 『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동중서는 무제에

게 “天은 만물의 근본”78)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제의 요구에 맞게 天을 성인

과 연결지으며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천지(天地)는 만물의 근본이고 각각의 조상들이 태어난 한 터전이다. 천지는

트이고 넓어서 끝을 볼 수가 없고 그 덕은 모든 곳을 밝게 비추고, 지나간 햇수

가 많이 쌓였어도 길이길이 이어져 끝이 없다. 하늘은 최상의 밝음을 분출하므로

여러가지를 종류별로 식별할 수 있고, 엎드려 숨어 있더라도 환하게 드러나지 않

는 일이 없다. 대지는 최고의 어둠을 깔리게 하지만 별과 태양이 밝게 비추므로

암흑의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길은

모두 천지에서 이끌어 낸 것이다.”79)

동중서에게 하늘이란 땅과 함께 ‘만물의 근원’으로 각각의 조상들을 태어나게

한 존재다. 그는 天이란 최상의 밝음을 분출하는 것이며, 地란 최고의 어두움을

깔리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天은 우주론적 근원이자 도덕적인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동중서는 자신의 윤리관에 우주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80)

또한 동중서는 天을 자연법칙의 원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天의 道란 [사계절과 관련하여] 봄은 따뜻하여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여름은

더워서 만물을 자라게 하고, 가을은 서늘하여 만물을 시들어 죽게 하고, 겨울은

추워서 만물을 움츠려들어 숨게 한다. 이처럼 따뜻함·더움․서늘함․추움의 기가 각

각 다르지만 [생명의 탄생과 결실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므로 모두 다 天이 한 해

의 사업을 완수하게 한다.”81)

77) 조원일, 「동중서의 천인관계론 연구」, 『중국학논총』, 38, 한국중국문화학회, 2013, 265쪽.

78) 『漢書』,「董仲舒傳·擧賢良對策」, “臣聞天者群物之祖也.”

79) 『春秋繁露』,「觀德」, “天地者, 萬物之本, 先祖之所出也. 廣大無極, 其德昭明, 歷年衆多, 永

永無疆. 天出至明, 衆知類也, 其伏無不炤也. 地出至晦, 星日爲明, 不敢暗. 君臣父子夫婦之道取

之此.”

80) 조원일, 「동중서의 천인관계론 연구」, 『중국학논총』, 38, 한국중국문화학회, 2013, 266쪽.

81) 『春秋繁露』, 「四時之副」, “天之道, 春暖以生, 夏暑以養, 秋淸以殺, 冬寒以藏, 暖·暑·淸·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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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는 앞서 밝혔듯 동중서가 사계절의 순환 원리를 음양의 원리로 사

용한 것과 같은데, 결국 동중서에게 다양한 天의 의미는 인간과 연결되어 하늘

과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1.2.2.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

이처럼 동중서는 이전에 사용되어왔던 天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자

신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정리하자면 天

을 최고신으로 상정하여 최고 권위를 부여하고, 만물의 근원이자 도덕의 근원으

로 상정하였으며, 자연운행의 원리로서의 天을 정치행위와 연결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天은 결국 무제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동중서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으로 그의 天에 관한 여러 함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天은 높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비와 이슬을 내려 보내고, 제 모습을

숨기 지만 해와 달로 빛을 내뿜는다. 위치가 높기에 존엄한 존재로 생각되고, 비

와 이슬을 내리기에 진실한 사랑을 펼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모습을 감추기

에 현묘한 존재로 생각되고, 빛을 내뿜기에 명철한 존재로 생각된다. 위치가 존

귀하고 작용이 인자하며 숨어서 신묘하고 드러나 빛나는 것은 天의 기능이다. 그

러므로 사람의 주인이 된 자는 天의 기능을 본받는다. 즉 안으로 제 모습을 구중

궁궐에 깊숙이 감추어서 신묘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밖으로는 구석구석 들여

다보아 명철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또 여러 현명한 신하에게 일을 맡겨서 좋

은 성과를 거두어들이지만 스스로 일에 골치를 썩이지 않으니 존엄한 존재로 생

각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보호하지만 개인적 기쁨이나 성냄에 따라 상주고 벌

주지 않으니 선한 존재로 생각된다.”82)

동중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황제란 天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상적인 기

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너무 높은 요구였기에 먼저 이상적인 군주의 모

異氣而同功, 皆天之所以成歲也.”

82) 『春秋繁露』, 「離合根」, “天高其位而下其施, 藏其形而見其光. 高其位，所以 爲尊也; 下其

施, 所以爲仁也; 藏其形, 所以爲神; 見其光, 所以爲明. 故位尊而施 仁, 藏神而見光者, 天之行

也. 故爲人主者, 法天之行, 是故內深藏, 所以爲神; 外 博觀, 所以爲明也; 任群賢, 所以爲受成;

乃不自勞於事, 所以爲尊也; 汎愛群生, 不以喜怒賞罰, 所以爲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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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天에 대입시킨 후 군주가 天을 본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자 하였다.83)

동중서에게 하늘이란 인간에게 명령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명령에 따르는 것

은 인간으로서 힘든 일이지만 하늘은 늘 인간이 이러한 명령에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인간은 덕성 함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하늘은 이처럼 높은 덕성을 갖추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자를 자신의 대리자로

삼는데, 이러한 인간이 바로 천자(天子)이다.84) 따라서 동중서의 天은 자연현상

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특히 天命에 따라 인

간을 다스리는 천자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天과 인간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天人相關說’ 혹

은 ‘天人感應說’은 그의 천도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人性論을 포함한 동

중서 사상의 핵심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살펴보았듯 동중서

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지만, 동중서에 이르러 가장 체계적으로 언급되

었다.

동중서의 천인감응설의 논리적 시작점이나 이론적 전제는 하늘에는 의지가 있

다는 것이고, 그의 주된 사상은 천명 왕권(王權)과 천인 견고(譴告)를 선양하는

것이다.85) 천명·재상(災祥)과 관련한 사상은 선진 시기의 천인관념으로 소급할

수 있는데, 특히 앞서 살펴본 은주(殷周) 시대의 天관념으로서 ‘상제설’과 ‘천명

론’은 천인감응설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동중서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가 내부로는 통일된 체제와 왕권 강화를 통해 국

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던 시기였으며, 국가 외부로는 흉노족들로부터 국가

의 안정을 되찾아야 하던 시기였다. 무제는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하늘을 통해

미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문을 현량들에게 던졌고 동중서는 『春

秋』의 기록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春秋』가운데에서 전세(前世)의 이미 행한 일을 보고서 천인상여지제(天人

相與之際)를 살펴보니 심히 두려워할만 합니다. 국가가 장차 실도(失道)하는 패함

83) 조원일, 「동중서의 천인관계론 연구」, 『중국학논총』, 38, 한국중국문화학회, 2013, 268쪽.

84) 『春秋繁露』, 「爲人者天」, “惟天子受命於天.”

85) 이연승, 「董仲舒 연구사의 검토와 새로운 방향 모색」,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35, 199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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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하늘이 이에 먼저 재해를 내어 경고합니다. 자성함을 알지 못하면 또

다시 괴이를 내어 두렵게[警懼]합니다. 아직도 변화를 알지 못하면 해쳐 나라를

망하게[傷敗]합니다. 이로써 천심이 군주를 사랑하여 그 혼란을 그치고자 함을

압니다. 스스로 도를 크게 없앤 군주가 아닌 경우는 하늘이 부지하여 안전하기를

다하고자 합니다.”86)

동중서는 하늘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오로지 군주가 나라

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군주가 실정하게 되면 먼저 비교적

가벼운 재해를 내리고, 이에도 변화가 없으면 더 강한 징조인 괴이를 내려 두렵

게 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은 작

은 규모의 재해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 그 규모는 점점 커진다.87)

또한 하늘은 나라를 안전하게 하여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징조

를 통해 내리는데 이를 천서(天瑞)라고 한다.

“하늘이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여 크게 받드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거나 스스로 이르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는 수명(守命)의 징

조입니다. 천하 사람이 한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것

과 같으므로 천서(天瑞)가 정성에 감응하여 이릅니다. 서경에 말하였습니다. ‘흰

물고기가 왕의 배에 들어오고, 불이 왕의 지붕에 돌아왔다가 흘러 까마귀가 되었

다’ 이것은 천명을 받은 징조입니다.”88)

이처럼 천서란 상서로운 조짐을 의미하는데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징조는 군주의 역할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으로, 억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이가 발생하고 상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군주의 실정에 달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89)

86) 『漢書』,「董仲舒傳」, “春秋之中, 視前世已行之事, 以觀天人相與之際, 甚可畏也. 國家將有

失道之敗, 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尙不知變.而傷敗乃至. 以此

見天心之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自非大亡道之世者. 天盡欲扶持而全安之.

87)『春秋繁露』,「必仁且知」, “天地之物有不常之變者, 謂之異, 小者謂之災. 災常先至而異乃隨

之. 災者, 天之譴也. 異者, 天之威也, 譴之而不知. 乃畏之以威.……凡災異之本, 盡生於國家之

失.”

88) 上同, “天之所大奉使之王者, 必有非人力所能致而自至者, 此受命之符也. 天下之人同心歸之, 若

歸父母. 故天瑞應誠而至. 書曰白魚入于王舟. 有火復于王屋. 流為烏. 此蓋受命之符也.

89) 조원일, 『서한의 유학사상』,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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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 동중서의 철학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의 천인감응설은 당시 정치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재이와 상서와 관련된 그의 이론 또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이와 상서는 秦이 형벌과 절

대적인 권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망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 황제 개인의 사

욕을 억제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어느 정도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중서의 천도론은 음양오행론과 결합하

여 하늘의 음기와 양기를 품수받은 인간이 탐성과 인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이를 각각 惡質과 善質에 대응시켜 본성에 대론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본

성에 대한 설명 속에도 동중서의 정치적 목적이 존재하는데, 다음 절에서 동중

서 人性論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동중서 人性論의 함의

본 절에서는 동중서 人性論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중서가 이해한 本性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성미선설(性未善說)과

성선정악설(性善情惡說), 성삼품설(性三品說)로 알려진 그의 人性論의 내용에 대

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前漢시기 儒家 人性論의 주축이

되었던 동중서 人性論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를 사회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

을 고려하여 다루기로 한다.

2.1. 본성(本性)에 대한 이해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자는 性을 생리적 본능 대신 금수와는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는 차이로서 도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마

음이 갖추어져 있어 누구라도 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순자는

性을 인간이 가진 육체적 본능과 욕망에 집중하여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인 악으

로 쉽게 흘러갈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천적으로 이익



- 36 -

을 추구하고, 남을 시기하며, 생리적 욕망을 따르고자하는 측면을 극복하고 도덕

적 존재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인위에 의한 것이라 본 것이다.

그렇다면 동중서는 性을 어떤 의미로 파악했는가? 논의에 앞서 ‘性’이라는 글

자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忄(心)을 어근이자 의미부호로, 生을 소

리부호로 하는 性이라는 형성문자는 忄(心)을 가지기 이전에는 ‘生’이라는 문자

와 차이가 없었을 것인데, 주왕조의 금문에 따르면 ‘生’이라는 문자는 후대에

‘性’이라는 문자가 쓰인 대부분에 사용되었다.90) 生은 일반적으로 ‘대지에서 자

라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고대인들은 세상일과 마음 사이의 상관에 주목

하며 이를 忄(心)과 결합되어 性이라는 문자를 새로이 만든 것이다.91)

동중서 또한 ‘性’이란 ‘生’을 의미하며, 태어나는 그대로의 품자받은 것을 性이

라고 보았다.

“지금 세상은 性에 대해 어두워, 그것을 말하는 자가 같지 않다. 어찌하여 시

험삼아 性이란 이름을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性이라는 이름은 生

이 아닌가? 태어나는 그대로의 품자받은 것을 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性이란

바탕[質]이다. 性의 바탕[質]을 善이라는 이름[名]에서 찾으려하면 찾을 수가 있는

가? 찾지 못하는데 여전히 질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성이라는

명칭은 질을 떠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성이 아니니 정

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92)

인용문에 따르면 동중서는 性의 개념을 분석하며 실제 의미하는 바와 일치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性이란 生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는 어떤 외

부의 힘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지닌 자연적 상태임을 강조했

다. 또한 이를 ‘생득적으로 타고난 바탕’으로 규정하면서 性이란 곧 바탕[質]이라

고 정의하였다. 바탕[質]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재질(才質)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이나, 氣質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자면 동중서가 말하는 성

(性)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바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90) 이연승, 「董仲舒의 人性論; 未善의 인성」, 『중국학보』, 43, 한국중국학회, 2001, 473쪽.

91) 신정근，『동중서: 중화주의의 개막』, 서울: 태학사，2004, 148쪽.

92) 『春秋繁露』,「深察名號」, “今世閱於性, 言之者不同. 胡不試反性之名, 性之名，非生與? 如

其生之然之資，請之性. 性者, 質也. 語性之質於善之名，能中之與? 旣不能中笑, 而尙請之質

普，何部? 性之名不得離質，雜質如毛，則非性己，不可不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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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서가 말하는 性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측면이 담겨있지 않다.

이러한 이해는 告子가 타고난 본성에는 善惡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이른바

生之謂性의 人性論을 주장하며 善惡이란 후천적으로 인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라고 본 것이나, 순자가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배우는 것도 일

삼는 것도 불가능하다”93)라고 말한 것과 “나면서부터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 하

고”94),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것이 본성”95)이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

다.

이처럼 性에 대한 동중서의 이해는 맹자 보다는 고자나 순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동중서의 인성론을 단순히 맹자의 인성론을 거부하고 순자의 인성론

계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동중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도덕적 善이

그 자체로 주어져있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순자와 달리 善을 향한 경향성은 주

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중서의 人性論 전반에서 맹자의 人性論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人性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동중서 人性論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맹자의 人性論과 유

사한 부분이 있다. 다음 소절을 통해 이러한 동중서의 人性論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본성의 내용

2.2.1 성미선설(性未善說)

이처럼 동중서의 性에 관한 이해는 순자나 고자의 이해에 가까웠기에, 맹자의

性 에 대한 이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성론을 개진하는 데 있어

명명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중서는 “천하를 다스리는 단서는 큰 것을 분

별하여 살피는 데 있는 것으로 큰 것을 구별하는 단서는 깊게 명호(名號)를 살

93) 上同,「實性」, “性者，天質之模世，善者，王敎之化也.”

94) 『荀子』,「正名」， “生之所以然者，請之性.”

95) 上同， “不事而然，請之性.”



- 38 -

피는 데 있다96)”고 한 것이나, “名은 眞에서 태어나고 그 眞이 아니면 名이 되

지 못하는 것이다. 名이란 성인의 眞物인 것이며 이름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

다97)”고 하면서, 공자 또한 이를 역설하였음을 근거로 맹자의 性善說에 대해 논

박해나간다.

“공자가 말하기를 ‘명명 작업이 정확하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다’고 했다.

지금 성(性)을 이미 선(善)하다고 이르고, 가르침이 없이 그 자연스러움과 같아지

지 않으며, 정치를 하는 도(道)에 따르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또 명(名)이란

성(性)의 진실이고 진실이란 성(性)의 바탕이다. 바탕에 가르침이 없을 때에는 어

떻게 능히 선(善)하겠는가?” 98)

동중서는 맹자가 말한 性이 그 실상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맹자의

人性論을 비판한다. 본성을 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개념의 함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살펴보니 성인의 말씀 중에 본래 性이 善하다

고 명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善人조차 나는 보지 못했구나’라는 [말]

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만민의 성이 모두 이미 능히 선하다고 하면，善人을

어찌 보지 못했다고 했겠는가? 공자가 이것을 말한 것을 살펴보면 선은 심히 감

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99)며 공자 또한 性을 善이라 명명한적이

없음을 강조한다. 1절에서 살펴보았듯 性이란 타고나면서 저절로 그러한 바탕

[質]을 의미하는데, 이 바탕에서 벗어난 것을 性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다.

“[그렇다면] 性의 바탕을 善이라는 명칭에 충당시키는 것이 합당할 수 있겠는

가? 이미 합당할 수 없으면서도 오히려 바탕이 선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

가? 성이라는 명칭은 바탕[質]에서 떨어질 수 없다. (성이) 바탕[質]에서 떨어진다

면，(그것은) 마치 (몸에 붙어 있는) 털과 같아서 (더 이상) 性이 아니게 된다

.”100)

96) 『春秋繁露』,「深察名號」, “治天下之端 在審辨大 辨大之端 在深察名號”

97) 上同, “名於生眞 非其眞 弗以爲名 名者聖人之所以眞物也 名之爲言眞也.”

98) 上同,「實性」, “子曰: 名不正, 則言不順. 今謂性已善, 不幾於無教而如其自然, 又不順於爲政之

道矣? 且名者性之實, 實者性之質, 質無敎之時, 何遽能善?

99)上同, “今按聖人言中本無性善名，而有害人不得見之笑，使萬民之性普己能善，善人者何爲不見

也, 觀孔子言此之意, 以爲善基難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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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性을 善하다고 보았지만 동중서에게 性이란 質을 의미했기에, 동중서

에 따르면 맹자의 性論은 곧 質이 善하다는 주장이 된다. 이는 그 개념의 함의

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性에 대한 해석을 質에서 분리시키게 되면 더 이상

性이 아닌 것이다. 가능태의 선과 완성된 선을 명명하는 데 있어선 더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즉, 맹자가 말한 善은 本性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며,

性이란 善이 아닌 善質이라고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동중서는 또한 백성들의 性을 이미 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民이라는 호칭과

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民이라는 호칭은 ‘눈이 어둡다’[膜]라는 말에서

취한 것인데, 만약 性이 이미 善하다면 무슨 까닭에 ‘눈이 어둡다’[膜]라는 [말]

을 가지고 호칭으로 삼았겠는가? ‘눈이 어둡다’[膜]라는 것은 도와주고 양육하지

않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며 미쳐 날뛰기도 한다는 말인데 어

찌 善이라 할 수 있겠는가?101)라고 반문한다. 백성을 뜻하는 民이라는 字는 완전

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膜’字에서 유래한 것인데, 백성을 포함한

만인의 性에 이미 善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백성은 이처럼 부족한 존재이기에 직접 나설 수 없는 天은 天子를 통해 백성을

도울 의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만민의 性이 이미 진실로 善하다고 하는 것

은 이러한 天의 존재와 天子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眞

質을 고려해 보건데, 중민의 성을 이미 선하다고 이르는 것은 하늘의 뜻을 상실

하고 군주로서의 소임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萬民의 성을 이미 선하다고

할 수 있다면 왕이 하늘로 부터 천명을 부여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102)”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중서는 맹자의 性善說을 집요하게 비판하며, 性과 善을 연결하는 것

에 대해 극구 부정하고 있다. 주지하듯 동중서 사상의 목표는 황제의 권위를 높

이고,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미 善하기

100) 上同,「深察名號」, “語性之質於善之名, 能中之與? 旣不能中英，而尙請之質善，何我? 性之

名不得離， 離質如毛，則非性己.”

101) 上同, “民之號，取之膜世, 使性而己善，則何故以膜爲號? 以賞者言, 弗扶將，則顧陷獨狂，安

能善.”

102) 上同, “今案其真質，而謂民性已善者，是失天意而去王任也.萬民之性苟已善，則王者受命尚何

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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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만민이 외부의 도움 없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양해나갈 수 있다는

人性論은 오히려 백성들의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어, 황제 권력을 정당화하는 노

선과 어긋나는 것이다.

동중서의 性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맹자와 다르고 오히려 순자나 고자와 가까

웠으나, 그의 人性論은 순자나 고자의 人性論과도 방향을 달리한다. 유학을 국학

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동중서가 고자의 人性論을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으

며, 순자의 人性論 또한 황제 교화의 가능성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

간의 본성이 결국 惡하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황제의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 또한 순자 人性論이 지닌 한계로 늘 거론되어왔던 “도덕의 본성이 악했던

성인은 어떻게 스스로 벗어나 예의를 제정하는가?’등의 물음에 순자의 人性論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동중서에게는 황제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설립하겠다는 정치적 목

표와 함께, 통일된 유학의 체계를 세워 유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간직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의식 아래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의 장점을

취하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절충해야 했고, 황제의 백성 교화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러한 모든 요구를 포함시킨 人性論으로 동중서는 인간에게 善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善, 즉 未善의 性으로서 善에 대한 경향

만이 주어진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善을 향한 경향성은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매우 미약한 것으로,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성인의 도움, 즉 황제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性에 善한 바탕이 있도록 했지 아직 능히 善하도록 한 것은 아

니니, 이에 백성을 위해 왕을 세워 백성들을 善으로 인도하게 했으니 이것이 하

늘의 뜻”103)이라는 주장을 펼쳐 선한 바탕[善質]이 善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가

르침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황제교화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중서가 기존 맹자의 人性論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문자의 어원을

밝히고 그것을 규정하고 칭하는 데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면, 자신의 人性論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比喩法’이다.

103) 上同， “天生民性有善質而未能善，於是爲之立王以善之，此天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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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백성들의 성(性)이란 누에고치와 같고 알과 같은 것이다. 알이란 덮어서

20일을 기다린 연후에 능히 새끼가 만들어지고 누에고치는 끓는 물에서 실을 켜

는 것을 기다린 뒤에 능히 실이 만들어지고 성(性)은 점차적으로 가르침을 기다

린 뒤에 능히 선(善)해 지는 것이다. 선(善)이란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며 질박에서 능히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성(性)이라고 이르지 않았다.”104)

“성은 누에고치와 같고 알과 같다. 알을 감싸안는 것을 기다려서 새끼가 태어

나고 누에고치는 고치를 켜서 실을 만들고 성(性)은 교육을 기다려서 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일러 眞天이라고 한다.”105)

동중서는 이처럼 性과 善의 관계를 알과 누에고치, 누에고치와 실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한다. 알에서 누에고치가 태어나려면 오랜 시간 감싸 안아야하고, 실

을 켜려면 끓는 물에서 고치를 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다림과 가르침을 통해서야 비로소 性은 善에 이르는 것이다.

이보다 유명한 비유로는 둘의 관계를 벼와 쌀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있다.

“性[善質]은 벼에 비유하고 선은 쌀에 비유한다. 쌀은 벼로부터 나오지만 벼가

전부 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善은 性에서 나오지만 性이 모두 善이 되는 것은

아니다. 善과 쌀은 하늘의 뜻을 받아 밖에서 이루어 나간 것이지, 하늘이 내린

것 안에서 이미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하늘이 하는 것은 일정한 곳에 이르러 그

치는 바가 있는데 그 그치는 바의 안을 天性이라고 하고 그치는 바의 바깥을 人

事라고 한다. 인사란 性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인사를 얻지 못하면 덕은 이룰 수

가 없다.”106)

“쌀은 곡식에서 나오는데 곡식은 쌀이라고 이르지 않으며, 옥(玉)이 옥덩이에

서 나오는데 옥덩이를 가히 옥(玉)이라고 이르지 아니하며, 선(善)은 성(性)에서

나오지만 성(性)을 가히 선(善)이라고 이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을 견주는 것이

많아 사물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성(性)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가 않게 되니

104) 上同, 「實性」，“中民之性如繭如卵, 卵待覆二十日而後能爲雛, 繭待繰以涫湯而後能爲絲, 性

待漸於教訓而後能爲善. 善教訓之所然也. 非質樸之所能至也.

105) 上同, 「深察名號」，“性如繭如卵, 卵待覆, 而爲雛, 繭待繅而爲絲, 性待敎而爲善, 此之謂眞

天.”

106) 上同, “故性比於禾, 善比於米. 米出禾中, 而禾未可全爲米也. 善出性中, 而性未可全爲善也. 善

與米, 人之所繼天而成於外, 非在天所爲之內也. 天之所爲, 有所至而止. 止之內謂之天性, 止之外

謂之人事. 事在性外, 而性不得不成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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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종류에 통하지 않겠는가”107)

동중서는 性과 善의 관계를 벼와 쌀의 관계에 대응시켜 이 둘이 같지 않음을

지적하며, 벼는 익어서 쌀이 되려는 경향성이 있지만 모든 벼가 전부 쌀이 되지

않듯 性 또한 善이 될 경향성을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모든 性을 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天이 한 것은 다만 벼가 익어 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性이 善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만을 부여한 것이지, 벼가 쌀이

되고 性이 善으로 거듭나는 것은 天性이 아닌 人事인 것이다.

이처럼 동중서는 善을 性으로 규정한 맹자의 人性論과 자신의 人性論, 즉 未

善의 性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性과 善의 관계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며 “하늘이 하는 것이란 누에고치와 삼과 벼에 그칠

뿐이다. 삼(麻)으로써 베를 만들고 누에고치로써 실을 뽑고 쌀로써 밥을 만들고

성(性)으로써 선(善)을 만드는 것은 이 모두가 성인(聖人)이 하늘을 계승하여 나

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 동중서가 말하고자 한 바

는 “性은 선한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선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108)

스스로가 선한 바탕을 선으로 완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여 王敎가 필수적이

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2.2.2. 인성(人性)과 탐성(貪性)

이처럼 동중서의 人性論은 前漢 時期에 요청되었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도 맹자와 순자의 人性論이 지니는 한계, 모든 본성이 선하다면 인간은 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모든 본성이 악하다면 성인은 어떻게 스스로 예를 제정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동중서는 맹자의 人性論을 비판하며

性未善說을 통해 性이란 선한 바탕[善質]을 지닐 뿐 그 자체로는 善이 아니라는

人性論을 개진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107) 上同, 「實性」, “是以米出於粟, 而粟不可謂米, 玉出於璞, 而璞不可謂玉, 善出於性 而性不可

謂善. 其比多在物者爲然, 在性者以爲不然 何不通於類也.”

108) 上同, “故日 : 性有善質，而未能爲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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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했다. 이를 위해 동중서는 性에 대한 논의를 광의의 차원과 협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리의 몸[身]에 性과 情이 있는 것은 하늘에 陰과 陽이 있는 것과 같다. 사

람의 본래적인 質을 말하면서 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천도에 陽만 있고

陰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09)

광의의 차원에서 性이란 質을 의미하지만, 협의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몸

[身]은 性과 情으로 이루어져 있다. Ⅲ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중서는 양

기와 음기의 작용으로 세계가 구성되어있다고 보았는데, 하늘에 양기와 음기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身]에는 性과 情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情

을 性과 구분하여 인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性이란 仁한 性을 의미하며

情이란 貪性을 의미한다.

“사람의 참된 실정에는 貪性과 仁性이 있으니 인과 탐이라는 두 종류의 기가

모두 사람의 몸[身]에 있는 것이다. 身이라는 명칭은 하늘로부터 취한 것인데, 하

늘도 음양이기의 작용이 모두 있고 사람에게도 탐과 인의 본성이 모두 있다.”110)

특이한 점으로는 “인과 탐이라는 두 종류의 기가 모두 사람의 몸[身]에 있다”

고 한 것과 앞선 인용문에서 “우리의 몸[身]에 性과 情이 있는 것은 하늘에 陰과

陽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한 것에서 몸[身]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육

체[體]에 본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데, 동중서에게 몸[身]이란 단

순히 육체[體]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體]와 마음[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간

[人]과 동의어로 사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111)

이처럼 광의의 측면에서 인성이란 仁性[性]과 貪性[情]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

109) 上同, “身之有性情也, 苦天之有陰陽世, 言人之質而無其情, 猶言天之陽而無其陰世.”

110) 上同,「深察名號」, “人之誠有貪有仁. 仁貪之氣, 兩在於身. 身之名取諸天. 天兩有陰陽之施,

身亦兩有貪仁之性.

111) “義라는 것은 心을 기르는 것이고 利라는 것은 體를 기르는 것이다. 體 가운데 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義가 사람을 양

생하는 것이 利가 사람을 양생하는 것보다 더 크다”(『春秋繁露』, 「身之重於義」)라는 구

절을 통해 알 수 있듯 동중서는 身을 體와 心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보았다. 이연승, 「董仲

舒의 인성론; 未善의 인성」,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제43집, 2001,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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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동중서는 나아가 하늘에 양기와 음기가 있지만 음기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도 仁性[性]과 貪性[情]이 있지만 貪性[情]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늘에 음이 있지만 그것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 身에도 정욕이 있어서 절제

를 받아야 하니, 이는 천도와 같다. …… 하늘이 이처럼 음을 통제하는데 사람이

어찌 자신의 욕망을 덜어내고 정욕을 멈추게 하여 하늘의 길에 적응하지 않겠는

가. 하늘이 뭔가를 금지한다면 몸도 그러한 것을 금지시키니 身과 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늘이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하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112)

동중서는 仁性[性]을 善적인 의미에 貪性[情]을 惡적인 의미에 대응시키면서

하늘에 음을 통제하려는 기능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도 貪性[情], 즉 惡을

통제하려는 기능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心이다.

“안에 각종 악행들을 막아서 밖으로 드러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心이다. 그

러므로 心은 막아 금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받은 氣가 만약 악한 것이 없다면 心

은 무엇을 막아 금하겠는가?”113)

즉 情이란 陰氣를 받은 것으로 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心은 이를 禁하

는 기능을 한다. 心의 이러한 지위에 대해 동중서는 “무릇 氣는 心을 따르며, 心

은 氣의 君이다”고 하여 心을 氣보다 높은 층차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동중서

의 心에 대한 이해는 맹자와 순자가 心을 여러 신체기관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다룬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114)

그러나 동중서가 단순히 陰이나 情을 일방적으로 억제하거나 제거해야할 대상

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백성을 규제함은, 그들로 하여금 욕구

를 가지되 절도를 넘지 않게하며，그들로 하여금 순박하게 하되 욕구를 없애도

112) 『春秋繁露』, 「深察名號」, “人之誠, 有貪有仁. 仁貪之氣, 兩在於身. 身之名, 取諸天. 天兩

有陰陽之施, 身亦兩有貪仁之性. 天有陰陽禁, 身有情欲, 與天道一也……天之禁陰如此, 安得不

損其欲而輟其情以應天. 天所禁而身禁之, 故曰身猶天也. 禁天所禁, 非禁天也.”

113) 上同, “衆惡於內，弗使得發於外者，心也，故心之爲名栣相也. 人之受氣荷無惡者, 心何栣哉.”

114) 이연승,「董仲舒의 인성론; 未善의 인성」,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제43집, 2001, 4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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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지 않는 것이다. 無欲· 有欲이 각각 [적절함을] 얻어 족하면 君道가 얻어지

는 것이다”115)고 하여 동중서는 정욕을 정도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이지,

없애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동중서는 人性[性]을 善적인 의미에 貪性[情]을 惡적인 의미에 대응시

키면서도 광의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인간의 本性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로써 人

性을 성선과 성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논구해온 경향에서 벗어나게 되었

다. 이처럼 동중서가 협의의 性을 善에 情을 惡에 대응시켜 이해하였기에, 그의

人性論을 성선정악설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중서에게 광의의 性이란 곧

質을 의미하였기에, 성선정악설에서도 선과 악이란 완성된 것이 아닌 善의 바탕

과 惡의 바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性을 그 자체로 善이라 할 수 없듯이,

情 역시 그 자체로 惡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 惡으로

흘러갈 경향성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성과 정으로 구분하여 성

을 양에 정을 음에 대응시키는 관점은 사실상 동중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116), 이러한 관점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117)

2.3. 삼품설(三品說)

2.3.1. 중민의 성[中民之性]

인간을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은 前漢시기로부터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中人 이상에게는 上을 말할 수 있지만, 中人

이하에게는 上를 말할 수 없다118)”는 공자의 발언과 더불어 “오직 최고의 지혜

[上智]와 최하의 우둔함[下愚]은 서로 옮기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기되었

115) 上同, 「保位權篇」, “故聖人之制民, 使之有欲, 不得過節, 使之數朴, 不得無欲. 無欲有欲. 各

得而足, 而君道得矣.”

116) 方立天, 박경환 역, 『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1998, 62쪽.

117) 『白虎通義』, 「情性」, “性情者, 何謂也? 性者陽之施, 情者陰之化也. 人禀陰陽氣而生, 故

內懷五性六情.”

118) 『論語』, 「陽貨」, “中人以上可以語上也. 中人以下不可以語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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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자의 발언에 따르면 ‘최고의 지혜[上智]’를 갖춘 자와 ‘최하의 우둔함[下

愚]’을 갖춘 자는 서로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더불어 “中人 이상에게

는 上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中人이 ‘최고의 지혜[上智]’에 다다를 수 있지만,

中人이하 즉 ‘최하의 우둔함[下愚]’을 갖춘 자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에게

는 ‘최고의 지혜[上智]를 갖춘 자 - 중인[中人] - 최하의 우둔함[下愚]을 갖춘 자’

라는 세 가지 층위가 존재하는 것이자 本性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前漢 時期 동중서보다 조금 전의 인물인 賈誼에게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가의는 『新書』 「連語」에서 군주에는 上-中-下의 3品이 있다고

구분하여 설명한다.

“上主가 있고 中主가 있고 下主가 있다. 上主는 이끌어서 올라가게 할 수는

있지만 이끌어서 내려가게 할 수는 없고, 下主는 이끌어서 내려가게 할 수는 있

지만 이끌어서 올라가게 할 수는 없으며, 中主는 이끌어서 올라가게 할 수도 있

고 이끌어서 내려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上主는 요(堯)·순(舜)이 바로 이러

한 군주이다. 하우(夏禹)와 후직(后稷)이 요·순과 함께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였고, 곤(鯀)과 환두(驩兜)가 요·순을 이끌어서 악을 하려고 하면 그들을 징

벌하였다. 그러므로 요·순과 함께 선을 행할 수는 있고 함께 악을 행할 수는 없

다. 下主는 걸(桀)·주(紂)가 바로 이러한 군주이다. 飛廉과 惡來가 桀·紂와 함께

악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행하였고, 비간(比干)과 용봉(龍逢)이 걸·주를 이끌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들을 징벌하였다. 그러므로 걸·주와 함께 악을 행할 수는

있고 함께 선을 행할 수는 없다. 中主는 제환공(齊桓公)과 같은 군주이다. 관중

(管仲)과 습붕(隰朋)을 얻었을 때에는 패자(霸者)가 되었고 수초(竪貂)와 자아(子

牙)를 등용했을 때에는 어지러워졌다.”119)

가의에 따르면 군주에는 上主, 中主, 下主라는 세 가지 군주가 있다. 가의는

上主란 이끌어 내려갈 수 없는 존재로, 下主란 이끌어 올라가게 할 수 없는 존

119) 『新書』, 「連語篇」, “有上主, 有中主, 有下主, 夫上主者, 可以引之而上, 不可以引之而下.

下主者 可以引之而下, 不可以引之而上. 中主者, 可以引之而上, 亦可以引之而下也. 故上主者,

堯舜是也. 夏禹后稷, 與之爲善則行, 鯀驩兜, 欲引而爲惡則誅, 故可與爲善而不可與爲惡也. 下主

者, 桀紂是也. 飛廉惡來, 與之爲惡則行, 比干龍逢, 欲引而爲善則誅, 故可與爲惡而不可與爲善

也. 中主者, 齊桓公是也, 得管仲隰朋則霸, 用竪貂子牙則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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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中主란 이끌어 올라가게 할 수도, 이끌어 내려가게 할 수도 있는 존재로

보았다. 上主란 전통 儒家에서 성인으로 거론되어온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군

주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지극히 善하여 따르는 이들이 善을 행하고자하면 함께

善을 행하였으나, 이끌어 악을 행하고자 하여도 주벌당하여 악을 행할 수 없었

다. 반대로 下主란 폭군으로 거론되어온 桀임금이나 紂임금 같은 군주가 해당되

는데, 이들은 지극히 惡하여 따르는 이들이 惡을 행하고자하면 함께 惡을 행하

였으나, 이끌어 善을 행하고자 하여도 주벌당하여 선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한

다. 마지막으로 中主란 齊桓公과 같은 군주가 해당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따르면 善을 행하여 霸者가 되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따르면

악을 행하여 어지러워졌다. 이처럼 가의의 구분은 인간의 品을 구분한 것이라기

보다는 君主의 品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淮南子』의 「脩務訓」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군주에 한정시키지 않고, 학문

이나 교화의 필요성과 관련한 인간의 品을 세 가지로 구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학문을 할 것도 없이, 도(道)에 합치되는 사람은 요僥)순(舜)·문왕(文王)과 같

은 사람들이다. 주색에 빠져서 마음이 황폐하면 도(道)를 가르칠 수도 없고, 덕

(德)을 깨우쳐 줄 수도 없으며, 엄한 아버지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으며 현명한

스승도 교화시킬 수가 없는 사람은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丹朱)와 순임금의 아들

인 상균(商均)이다. 부드러운 뺨에 하얀 치아와 용모는 뛰어나게 아름다워 볼만

하여 향유나 분을 바르지 않아도, 천성적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이는 미인의

대명사인 서시(西施)와 양문(陽文)이다. 얼굴이 추하고 큰 입은 일그러졌으며, 허

리는 굽고 듬은 새우등과 같이, 비록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릴지라도, 예뻐 보이

지 않는 사람은, 모모(摸母)와 비휴(批堆)이다. 무릇 고상하다는 점에서는 요(堯)

와 순(舜)에 미치지 못하며, 천박하다는 점에서는 상균(商均)에 미치지 뭇하며,

아름답다는 점에서는 서시(西施)에도 미치지 못하며, 추하다는 점에서는 모모(嫫

母) 정도는 아닌 중간인 사람은 교훈에 의해서 선도를 함께 깨우칠 수가 있고,

화장에 의해서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120)

120) 『淮南子』, 「脩務訓」, “不待學問, 而合於道者, 堯舜文王也. 沈面耽荒, 不可教以道, 不可喩

以德, 嚴父弗能正, 賢師不能化者, 丹朱商均也. 曼頰皓齒, 形夸骨佳, 不待脂粉芳澤, 而性可說都,

西施陽文也. 啳聧哆嗨, 籧蒢戚施, 雖粉泊黛黑, 弗能爲美者, 嫫母仳倠也. 夫上不及堯舜, 下不及

商均, 美不及西施, 惡不若嫫母, 此教訓之所喩也, 而芳澤之所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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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脩務訓」에 따르면 인간에는 堯, 舜과 같이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여 ‘학문을

할 것도 없이 도에 합치되는 이[不待學問 而合於道者]’가 있는가 하면, 단주(丹

朱)나 상균(商均)과 같이 ‘엄한 아버지나 현명한 스승으로도 교화시킬 수 없는

이[嚴父弗能正, 賢師不能化者]’도 있으며, 교훈에 의해 선도를 함께 깨우칠 수가

있는 ‘고상하다는 점에서는 堯와 舜에 미치지 못하며, 천박하다는 점에서는 商均

에 미치지 못하는 이[上不及奏拜 下不及商均]’가 있는 것이다.121)

동중서 이전의 前漢 時期 三品說의 흐름은 동중서에 이르러 인간을 세 가지

品으로 계급화하기에 이르렀다. 동중서는 넓은 의미에서 性에는 善質과 惡質이

있어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善에 이를 수도, 惡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았

는데, 이러한 性은 오직 中民의 性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동중서는 인간을 성인-

중민-두소의 세 가지 층차를 두어 이해한다.

“性이라는 이름은 上으로써가 아니요, 下로써도 아니며, 그 中으로써 이름하는

것이다.”122)

“聖人의 성은 성이라 이름 할 수 없다. 斗筲(매우 그릇이 작은 사람)의 성도

또한 성이라 이름 할 수 없다. 성이라 이름함은 中民의 성이다.”123)

풍우란의 경우 동중서가 언급한 上과 下란 공자가 언급한 上智와 下愚를 의미

한다고 보았다.124)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上智란 聖人을, 下愚란 斗筲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동중서에게 性이라는 이름은 善한 바탕[善質]으로 후천적인 교

화를 통해 善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데, 상품에 해당되는 성인의 性은 이미 善에

고정되어 있으며, 하품에 해당하는 두소의 性은 악으로 고정되어 있어 후천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상품과 하품에 해당하는 인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를 일반화시켜 이들의 性은 性이라 이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인간을 이

해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층위를 두어 구분하였기에 그의 人性論은 性三品說로

알려져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상품에 해당하는 성인의 성과 하품에

121) 오이환, 「揚雄의 性善惡混說 - 漢代 性論의 動向과 관련하여」, 『동양철학』, 3, 한국동

양철학회, 1992, 14쪽.

122)『春秋繁露』,「深察名號」, “名性, 不以上. 不以下. 以其中名之.”

123) 上同,「實性」, “聖人之性, 不可以名性. 斗符之性, 文不可以名性. 名性者, 中民之性.”

124) 馮友蘭, 박성규 옮김, 『中國哲學史 下』, 서울: 까치, 199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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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 賈誼 劉安 董仲舒

上品 上智 上主 (堯·舜)

不待學問

而合於道者

(堯·舜·文王)

聖人

中品 中人 中主(齊桓公)
上不及堯舜.

下不及商均
中民

下品 下愚 下主(桀·紂)

嚴父弗能正

賢師不能化者

(丹朱·商均)

斗筲

해당하는 두소의 성은 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은 中民

의 성”이라 말하며 오직 중민의 성만을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동중서가 말한 性은 오직 중민의 性이므로, 이를 성삼품설로 명명하는 것은 잘

못이며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聖人, 中民, 斗筲의 세 가지 층위를 두었다는

점에서 삼품설로, 동중서의 性에 대한 담론은 中民之性이라 하는 것이 동중서의

의도에 더 부합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동중서까지 三品說의 흐름

2.3.2. 성인(聖人)-중민(中民)-두소(斗筲)

동중서는 이처럼 사람의 본성을 성인(聖人)-중민(中民)-두소(斗筲)의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고, 중민의 性만을 性이라 이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

분은 앞서 밝혔듯 공자가 언급한 상지와 하우, 중인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성인이란 누구인가? 동중서 사상에서 성인은 하늘에 견주어 행하는

이들을 뜻한다.

“하늘의 도에는 질서가 있고 계절이 있고 법도가 있고 등급이 있으며, 변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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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칙이 있고 상반되더라도 상호 보완적이며, 미미하지만 멀리 미치고 아득하

지만 지극히 빽빽하고 한결같아서 거의 정체되지 않으며, 넓지만 실하고 공허하

지만 꽉 차있다. 성인은 하늘에 견주어 행한다.”125)

성왕이란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의 성품을 완성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사람126)”인데 동중서에게 성인이란 곧 성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늘이

백성의 성품을 만들 때 선한 바탕은 주었지만 아직 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

늘은 “성왕을 세워 선하게 만들고자 하는 뜻”을 펼쳤다. 백성이 아직 선에 이르

지 못한 성품을 받은 것은 하늘의 뜻이지만, 성왕으로부터 그 성품을 완성시키

기 위한 교화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하늘의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中民의 성을 교화하기 위한 성왕의 가르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인, 의, 지의 덕목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동중서는 “하늘이

인간의 性을 만들 때 ‘仁’, ‘義’를 행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

었기에 짐승들처럼 그저 삶을 유지하고 구차히 이익만 도모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았다.127) 중민의 성을 善質이라 할 수 있는 까닭도 하늘이 人性을 부여할 때

仁과 義를 행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은 중민을

이끌어 仁과 義의 덕목을 완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仁’은 밖으로 나가고, ‘義’는 안으로 들어온다. ‘仁’은 멀리 미치는 일이 중요

하고, ‘義’는 가까이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랑이 남에게 미칠 때 ‘仁’이고,

의로움이 내게 있을 때 ‘義’이다. ‘仁’은 남을 주로 하고 ‘義’는 나를 주로 한다.

따라서 인은 남이 그 대상이고 의는 내가 그 대상이라 함은 바로 이것을 지칭한

다.”128)

동중서는 仁이란 사랑을 뜻하고, 義란 의로움을 뜻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仁이란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125) 上同, 「天容」, “天之道有序而時, 有度而節, 變而有常, 反而有相奉. 微而至遠, 踔而致精, 一

而少積蓄. 廣而實, 虛而盈. 聖人視天而行.”

126) 上同, 「深察名號」, “王承天意以成民之性爲任者也.”

127) 上同, 「竹林」, “天之爲人性, 命使行仁義而羞可恥, 非若鳥獸然, 苟爲生苟爲利而已.”

128) 上同,「仁義法」, “仁謂往, 義謂來. 仁大遠, 義大近. 愛在人謂之仁, 義在我謂之義. 仁主人, 義

主我也. 故曰仁者人也, 義者我也, 此之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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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義란 나를 바로 잡는 것으로 그 대상은 나에게 있

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민들은 스스로 仁과 義의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仁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하는 데 사용하려 들었

다. 또한 義를 남을 바로잡으려 두는 것으로 파악하여 남을 규제하는 데 사용하

려 들었다. 이처럼 중민들은 仁과 義의 덕을 실현할 바탕을 지니고 있음에도 仁

과 義가 베풀어질 대상을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왕은 이를 바로잡

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왕 스스로가 인과 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데서 시작한다.

仁 을 예로 들자면 聖王은 仁이 지향해야할 곳은 내가 아닌 남이라는 것을 온전

히 파악하고 있기에 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나, 망국의 군주는 민중과 다를

바가 없어 仁의 대상을 자기 한 몸에 그칠 뿐이다. 이에 동중서는 “왕자(王者)는

사랑이 사방의 오랑캐에 까지 미치고, 패자(覇者)는 사랑이 제후에까지 미치고,

안자(安者)는 사랑이 자기 영역에까지 미치고, 위자(危者)는 사랑이 측근에만 미

치고, 망자(亡者)는 사랑이 자기 한 몸에 그친다129)”고 하여 군주의 올바른 仁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동중서는 이처럼 仁義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智의 덕 또한 갖추어져

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먼저 말한 내용이 사리에 합당하게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무릇 사람이 어떤 행위를 선택하거나 그만둘 때는 항상 지혜로써 먼저

헤아린 다음에 행하는데 …… 지혜로운 자는 화복(禍福)을 멀리까지 통찰하며, 이

해(利害)를 신속히 파악하여 사물이 움직이면 그 변화를 예측하며, 사태가 발생

하면 그 귀추를 간파하여 시작을 보고 그 결말을 인식한다. …… 말은 적지만 충

분하고, 함축적이지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지만 예리하고, 간략하지만 완비되었

고, 적어도 보탤 수 없고, 많아도 덜 수 없으며, 행동은 법도에 맞고 언어는 임무

에 합당한,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130)

동중서는 智란 말을 함에 있어 간결하면서도 사리에 맞고, 행위에 있어 멀리

129) 上同, “王者愛及四夷, 霸者愛及諸侯, 安者愛及封內, 危者愛及旁側, 亡者愛及獨身.”

130) 上同,「必仁且智」, “何謂之智? 先言而後當, 凡人欲舍行爲, 皆以其智先規而後爲之 …… 智

者見禍福遠, 其知利害蚤, 物動而知其化, 事興而知其歸, 見始而知其終 …… 其言寡而足, 約而

喩, 簡而達, 省而具, 少而不可益, 多而不可損. 其動中倫, 其言當務, 如是者謂之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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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통찰한 뒤에 법도에 맞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智가 갖추어져야 仁과

義를 행할 범위와 대상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인을 갖추었더라도

智가 없다면 사랑에 분별이 없고, 智는 갖추었지만 仁이 없다면 알아도 행동할

수 없다. 그렇기에 동중서는 仁과 智의 관계에 대해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인[仁]’이고, 인류의 해악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智]’이

다”131)라 한 것이다.

동중서는 또한 본성의 완성은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비와 아들 간의 도

리인 三綱에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동중서에 따르면 삼강은 하늘

의 원리에서 취한 것이다.

“인의와 제도의 법칙은 모두 하늘에서 취했다. 하늘은 임금으로서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며, 땅은 신하로서 보조하고 지탱한다. 또 양은 남편으로서 낳고, 음

은 아내로서 기른다. 봄은 아버지로서 낳고, 여름은 아들로서 양육한다. 이처럼

왕도의 三綱은 모두 그 원리를 하늘에서 구할 수 있다.”132)

동중서는 이처럼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비와 아들 간의 도리가 음양의

작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다스리

듯, 임금은 신하를 다스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다스리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

는 主從의 관계로 보았다. 본래 儒家에서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비와 아

들의 관계를 음양의 관계를 유추하여 설명하긴 하였으나, 동중서는 양을 善적인

요소에 음을 惡적인 요소에 대응시켜 이해하였으므로 이러한 관계는 더욱 수직

적이고 뒤바뀔 수 없는 형태의 윤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133)

이처럼 성왕은 중민에 대해 인, 의, 지의 덕을 기르고, 삼강의 윤리를 익히게

하여 중민의 性을 善으로 이끌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斗筲에 대해선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斗筲란 천민, 노비, 난을 일으킨 죄수 등을 의미하는

데134), 그 본성이 惡에 고정되어 있어 성왕에게 이들은 교화의 대상이 아닌 통

131) 上同, “仁者所以愛人類也, 智者所以除其害也.”

132) 上同,「基義」, “仁義制度之數, 盡取之天. 天爲君而覆露之, 地爲臣而持載之, 陽爲婦而助之

春爲父而生之, 夏爲子而養之, 秋爲死而棺之, 冬爲痛而喪之. 王道之三綱, 可求於天.”

133) 馮友蘭, 박성규 옮김, 『中國哲學史 下』, 서울: 까치, 2014. 40쪽.

134) 박영진, 「동중서의 교육사상연구」,『교육실천연구』, 3(1),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

육포럼), 2004,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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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대상이었다.

동중서의 三品說에서 斗筲에 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한데, 이는 三品說이 황제

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립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동중서는 인간을 지배층

과 피지배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파악하여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통치

를 정당화할 근거가 필요하였다. 유학에서 공자의 말은 진리에 가까웠으므로, 인

간에는 상지, 중인, 하우가 있다는 공자의 언급은 인간의 品을 선천적으로 구분

하여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기능

할 수 있었다. 이에 지배층-피지배층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상지-중인-하우에

관한 언급에 대응시키기 위해 下愚란 斗筲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斗筲에 대해선 동중서가 별다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풍우란에 따르면 성인[上智]이란 배울 필요가 없는 “生而知之者”이며,

심히 몽매한 백성[下愚]은 아무리 교화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여겨 이를 인간

본성을 구분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論語』의 사상체계에 따르

면 실제로 ‘上智’나 ‘下愚’의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의 언급

은 인간이 스스로 ‘上智’나 ‘下愚’에 자처하지 않는 이상, 즉 자칭 득도자나 자포

자기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나 노력을 통해 높은 인품을 갖출 수 있다는 의

미로 말한 것이지 인간 본성의 층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35)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聖人이나 斗筲를 후천적인 노력과 무관하게 善하거나

惡하다고 보며 교육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은 동중서의 해석은 잘못이다. 이는

세상에 ‘上智’나 ‘下愚’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善에 이를

수 있다는 공자의 견해를 곡해하여, 정치적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공자의 이론을 사용한 것이다.

봉건체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人性論에서 노비나 반역을

저지른 범죄자를 황제의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고려한다하

더라도, 교육의 대상에서 일부 계층을 배제시킨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中民의 性이 왕의 교화 없이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해석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백성의 도덕적 주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

135) 馮友蘭, 박성규 옮김, 『中國哲學史 下』, 서울: 까치, 1999,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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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피하기 어렵다.

3. 동중서 人性論의 의의와 한계

이상에서 동중서 人性論이라고 칭할 수 있는 性未善說, 性善情惡說, 三品說에

대해 살펴보았다. 前漢시기 사회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동중

서 人性論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중서의 人性論은 특정한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人性論과, 그 근거가

되는 陰陽五行論, 天道論에 이르기까지 동중서의 전반적인 사상은 한 무제의 정

치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秦 이후 그 흐름이 단절

되었던 先秦 儒家 사상이 지배층의 요구에 따라 봉건군주제도의 사상적 근거로

전락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둘째, 동중서의 人性論은 도덕에 관한 백성들의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그의 人

性論의 핵심은 백성들의 性 속에는 선한 바탕[善質]이 주어져 있지만 이는 매우

미약하므로 스스로 善해질 수 없고, 반드시 황제의 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善한 마음이 주어져 있으며, 누구나 이를 스스로 자각하여

善에 이를 수 있다는 맹자의 人性論을 고려해보았을 때, 도덕에 관한 주체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人性論이 인간의 品을 구분하여 지배층

과 피지배층을 구분하는 논거로 사용되며, 교육의 대상을 한정하고, 일부 계층을

후천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惡하다고 규정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중서의 사상은 정치적 유혹에 굴복한 御用哲學이라든가,

모든 봉건시대 종법(宗法)의 사상과 제도를 대표한다든가, 유교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중서의 논의에서도 제

한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의 또한 존재한다.

첫째, 人性論의 핵심이 되는 용어 사용에 있어 유학자들은 더 엄밀해질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중서는 人性論의 대부분을 『春秋繁露』「深察名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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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實性」에서 글자의 어원을 밝히고 그 뜻을 명확히 하는 방식을 통해 전개

하였다. 그 과정에서 性이란 글자는 어원적으로 ‘타고난 것[生]’의 의미에서 나왔

음을 밝히며, 이는 그 자체로 善이라 할 수 없기에 善質이라 명명해야한다는 未

善의 性을 주창하였다. 이 외에도 心, 身, 王등 그의 人性論의 골자가 되는 문자

들에 대해 분석하고 그 뜻을 명확히 하여 언어 사용에 있어 치밀함을 갖추었다.

둘째, 단절되었던 맹자와 순자의 이론을 융합함으로써 조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선진 시기 儒家 人性論은 이른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로 양

분화 되어 발전하였는데, 秦에 이르러 그 흐름이 단절되었다. 前漢 時期 유학의

재부흥을 꾀했던 동중서는 분화되었던 맹자와 순자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

임으로써 각 이론의 한계로 거론되어 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했다.136)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맹자와 순자의 人性論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여 각 이론이 지닌 고유한 장점들을 상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동중서 人性論의 한계에서 밝혔듯 동중서는 맹자와 순자의 人性論을 융합하여

결국 지배 계층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특정 계층의 性을 惡으로 규정하여 억압

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보다는

동양 人性論의 두 주축이 되는 맹자와 순자 人性論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

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36) 맹자의 人性論은 本性이 善하다면 惡은 어디서 기원하는지에 대해, 순자의 人性論은 本性

이 악했던 聖人이 어떻게 스스로 예의를 제정했는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동중서는 人性을 善質로 貪性인 情을 惡質로 설명하면서도 모두를 本性으로 인정하였

고, 천명을 받은 聖人의 性은 다른 이들과는 선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각 이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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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웅(揚雄)의 人性論

1. 양웅 人性論의 근거

본 장에서는 양웅의 人性論의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양웅의 人性論이 개진된

『法言』에 따르면 양웅은 儒家의 학설을 迷信에 근거한 궤변 사설들로부터 지

켜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 이와 함께 양웅이 자신의 사상적 기초로

삼았던 우주론에 대해 太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우주론이 어떻게 人性

論의 근거로 자리하게 되는지 논하기로 한다.

1.1. 法言 : 미신(迷信)의 부정

양웅은 궤변사설들로부터 儒家의 정통을 지켜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

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웅이 활동했던 前漢 말의 시기는 다양한 사상들이

성행하던 대변혁의 시기였다. 양웅은 세간의 잡다한 사상들이 성인의 가르침에

반하며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法言』을

저술하였다. 양웅은 迷信을 부정하며,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성인의 가르침

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양웅의 포부와 목적의식은 『法言』「自

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137)

“내가[揚雄] 諸子書를 보니, 각각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서로 道를 달리하

여 어긋나서 대체로 聖人을 헐뜯어 곧 괴이하고 우활한 짓을 하였다. 詭辯을 분

석하고 변론하여 세상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비록 하찮은 의논이지만 끝내

大道를 파괴하고 뭇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듣는 말에 빠지면서도 스스로 잘못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太史公이 『史記』를 저술할 때 六國으로부터 楚와 漢

을 지나 漢武帝가 麒麟을 잡은 데까지 기록하였는데, 聖人과 옳고 그름이 같지

않아서 자못 經道와 어긋났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때로 나에게 묻는 것이 있으면

137) 박승주(2017)는 해당 본문을 「自序」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웅이 이를 직접 自序로 밝힌

바는 없으나 법언의 저술의도를 나타내었으며 『法言義疏』에서도 “子雲自序”로 분류되고

있는 바 이를 자서로 취급하였다. 같은 내용은 『漢書』「揚雄傳」에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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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법으로 대답해주었고, 『論語』를 본떠서 이것을 13권으로 撰述하고는 『法

言』이라고 이름하였다.”138)

양웅의 이러한 포부는 마치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궤변으로 세간을 혼란

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회의에 빠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올바른 가르침과

대화를 통해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소크라테스의 결의와도 같

아 보인다. 양웅의 이러한 태도는 『法言』「吾子」편에서 “옛날에 양주와 묵적

의 사설(邪說)이 공자의 도를 막자 맹자는 변설로써 그 길을 터서 넓혔다. 그 후

에 길을 막는 자가 있으니 은근히 나 자신을 맹자에 비해본다”139)고 밝힌 부분

에서도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물리친 것과 같이 양웅 또한 자신의 학문적 정체

성을 儒家에 두었으며, 자신을 성인의 경지에 다다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法言』「五百」편에서 “장주와 양주의 설은 방탕하여 도덕

규범을 무시하고 묵적과 안영은 검소한 것만을 강조하여 예악을 폐지하려 한다.

신불해와 한비의 설은 음험하며 덕으로 교화하는 바가 없다. 추연의 설은 우원

하여 믿을 수가 없다.140)”고 밝히며 제자의 학설들에 도덕규범, 예악, 덕이 부재

한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며 자신이 儒者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음양가로

분류되기도 하는 추연의 설까지 우원하여 믿을 수 없다고 평함으로서 자신의 사

상체계가 음양가의 학설과도 구분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웅이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儒家에 두었음은 그가 저서를 쓰는 데 활용한

擬古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양웅의 대표적 저작들인 『太玄經』, 『法言』은

모두 그 형식이 기존 儒家의 경전을 본떠 만든 것이다.

“[양웅은] 실제로 옛 것을 좋아하고 도를 즐겼으며 그의 마음은 문장으로 이름

을 이루어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를 바랐다. 경서로는『周易』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겨 『太玄』을 지었고, 전(傳)으로는『論語』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138) 『法言』,「自序」, 雄見諸子, 各以其知, 舛馳, 大氐詆訾聖人, 卽爲怪迂. 析辯詭辭, 以撓世事,

雖小辯, 終破大道而惑衆, 使溺於所聞而不自知其非也. 及太史公記六國, 歴楚漢, 訖麟止, 不與聖

人同是非, 頗謬於經. 故 人時有問雄者, 常用法應之, 譔以爲十三卷, 象論語, 號曰法言. 이후

『法言』과 『太玄經』의 국역은 박승주(2017)의 주석서를 저본으로 삼되, 이연승(2007)과

조원일(2017)의 번역을 필요에 따라 참고하였다.

139) 『法言』,「吾子」, “古者, 楊墨塞路, 孟子辭而闢之, 廓如也. 后子塞路者有矣. 竊自比於孟

子,”

140) 『法言』,「五百」, “莊·楊蕩而不法, 墨·晏儉而廢禮, 申·韓險而無化, 鄒衍迂而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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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法言』을 지었다.”141)

『漢書』「揚雄傳」에서 살펴보듯 양웅은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儒家의 경전

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 형식을 모방하여 자신의 저서를 지었다. 그는 또한 『法

言』 「寡見」에서 “천도를 설함에는 『易經』보다 나은 것이 없고, 정사를 설

함에는 『書經』보다 잘 말한 것이 없고, 몸가짐을 설함에는 『禮』보다 잘 말

한 것이 없고, 마음 속의 생각을 설함에는 『詩經』보다 더 잘 말한 것이 없고,

도리를 설함에는 『春秋』보다 더 잘 말한 것이 없다”142)고 평하며 儒家의 오경

을 높이 평한 바 있다. 이처럼 양웅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제자의 학설들과 당

대에 성행하던 미신을 부정하며 儒家의 가르침으로서 세상의 법을 밝히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와는 달리 그가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儒家의 정통을

여타 학설로부터 얼마나 지켜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웅이 그의 사상

중 특히 우주론을 전개할 때 미신을 부정하고 주역의 체계에 근거한 것은 사실

이나,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 다른 제자의 학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143) 이러한 점에서 주자는 “양웅(의 사상)은 전부 다 황로의 사상이다.

나는 일찍이 양웅은 아주 무용하며 정말로 썩은 유자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

인 곳에서는 황로의 사상으로 들어가 버릴 뿐이다.144)”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前漢 시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단절된 채 양

웅의 사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그의 인성론을

이해하는 데 있다. 前漢 시기를 포함한 漢代 사상은 공통적으로 우주론을 중심

으로 다양한 사상들이 전개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음양론이 있었다. 특히 前漢

시기는 秦의 멸망 후 이어져온 황로학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상들의 기반에는

황로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양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양웅이 자신의 포부와는 달리 여타 사상의 영향에

141) 『漢書』,「揚雄傳」, “實好古而樂道, 其意欲求文章成名於後世, 以爲經莫大於易, 故作太玄.

傳莫大於論語, 作法言.”

142) 『法言』,「寡見」, “說天者莫辯乎易，說事者莫辯乎書，說體者莫辯乎禮, 說志者莫辯乎詩,

說理者莫辯乎春秋.”

143) 해당 논의는 본장 3절 ‘양웅 人性論의 의의와 한계’에서 다룰 예정이다.

144) 『朱子語類』卷137, “揚雄則全是黃老. 某嘗說, 揚雄最無用, 真是ㄧ腐儒. 他到急處, 只是投黃

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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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유학의 독립된 철학체계를 구축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러한 배경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그 의미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1.2. 우주론(宇宙論)의 전개

1.2.1. 현(玄)과 우주론

주지하듯 양웅의 玄에 대한 우주론적 해석은 대부분 『太玄經』을 통해 개진

되었다. 우주 구조론에 있어 양웅은 개천설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환담(桓譚)

과의 대화 이후 혼천설로 의견을 바꾸었다.145) 문제는 이 『太玄經』이 저술되

었을 당시 양웅의 우주구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양웅

은 『漢書』「揚雄傳」에서 『太玄經』을 저술하게 된 계기에 대해 前漢 말의

혼란한 세태 속에서 사부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자 “혼천에 대해 깊게 사색하

였고”146) 사색의 결과로 『太玄經』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漢書』「揚雄

傳」은 양웅이 직접 저술한 것이기에, ‘혼천(渾天)’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양웅이

혼천설에 기반하여 『太玄經』을 저작한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었다.147)

그러나 양웅이 『太玄經』을 저술한 시기는 아직 환담과의 만남 이전에 개천

설을 지지하던 시기의 작품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왕청(王靑)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왕청(王靑)은 먼저 『太玄經』「玄文」에서 사용된 “昆侖旁薄”을 근거

로 양웅이 혼천설의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宋代 사마광이

나 晉 범망 등은 ‘昆侖’은 만물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하늘을, ‘旁薄’은 넓게 펼

쳐진 땅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昆侖旁薄”을 근거로 양웅이 혼천설의 견

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왕청(王靑)은 이러한 해석이 양웅을 이

미 혼천가로서 상정한 뒤에 이루어진 해석이지, 해당 구절이 명확하게 혼천설을

145) 『晉書』「天文志」에 따르면 환담과의 대화 이후 양웅은 자신이 고수해왔던 개천설을 포

기하고 혼천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후 양웅은 개천설이 지닌 난점을 비판하는 「難蓋

天八事」를 짓게 되었다.

146) 『漢書』,「揚雄傳」, “大潭思渾天”

147) 이연승, 『양웅: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파주: 태학사, 2007,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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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한다고 보기 힘들며 이것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왕청(王靑)은 『太玄經』「玄攡」에서 "이런 까닭에 해는 동으로 움직이고 천체

는 서로 움직이니 천체와 해는 서로 어긋나게 운행하며 음과 양은 교대로 따른

다”148)고 설명한 대목에서 개천설을 지지하던 주비가(周髀家)들의 우선설(右旋

說)149)이 드러난다는 것을 근거로 『太玄經』은 양웅이 환담과의 만남 이전에

개천설을 기반으로 저술되었다고 주장한다.150)

그러나 양웅은 본래 天體는 左旋하고 日月도 左旋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

고, 혼천설을 주장하는 환담은 양웅에게 그 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양

웅이 天體는 左旋하고 日月이 右旋한다고 주장한 것은 개천설을 지지하는 주비

가(周髀家)의 우선설(右旋說)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혼천설을 주장하는 환

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151) 이처럼 『太玄經』이 혼

천설을 기반으로 저술되었다는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검토되어야 할 측면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웅이 혼천설을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는 관점이

왕청(王靑)의 문제제기보다 더 타당하기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혼천설에 근거한 우주생성론에서 양웅이 재정립한 玄이란 다음과 같다.

“현이란, 우주의 만물을 자취 없이 은밀히 펼쳐 놓으면서도 그 형체는 드러나

지 않는 것이다. 허무를 바탕으로 삼아 規를 낳으며, 신명에 관여하여 摹를 정한

다. 두루 고금을 통관하여 만물의 종류를 열고 음양을 착종 배치하여 기를 발생

시킨다. 이 음양의 두 기는 나뉘었다가 합해 짐을 반복함으로써 천지가 갖추어진

다.”152)

양웅에게 玄이란 우주만물의 최고 원리로서 허무나 신명, 음양의 개념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다. 玄은 우주생성의 원리로서 그 형체가 드러나지 않고 은밀

히 만물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道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玄은 허무를 바탕으로 삼아 規를 낳으며, 신명에 관여하여 摹를 정한다고

148)『太玄經』,「玄攡」, “是故日動而東, 天動而西, 天日錯行, 陰陽更巡.”

149) 天體는 左旋하고 日月이 右旋한다는 입장이다.

150) 이연승, 『양웅: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파주: 태학사, 2007, 100~104쪽.

151) 上同, 100~101쪽.

152) 『太玄經』, 「玄摊」, “玄者, 幽攡萬類而不見形者也. 資陶虛無而生乎規, 捐种明而定摹. 通

同古今而開類, 攡措陰陽而發氣. 一判ㄧ合, 天地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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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規와 摹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혼천설의 관점에서 規란 둥글게 돌며

운행되는 하늘의 궤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땅이 놓임으로써 천

지153)가 자리하게 된다. 그 이후 玄은 신명에 관여하여 기를 통해 摹를 정하게

된다. 摹라는 것은 일종의 법칙을 의미하는데 이는 天·地·人 삼재의 법칙을 정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웅에게 있어 玄이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태초의

상태를 의미하거나, 분화되어 만물을 생성하는 것도 아닌 우주생성의 모든 과정

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 원리로 볼 수 있다.154)

1.2.2. 태현(太玄)과 인성

玄이라는 개념은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인 『노자』의 道 혹은『주역』의 太極

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던 개념이었지만 양웅은 이 둘을 융합하여 太玄이라 이

름 붙여 자신만의 원리로 삼았다. 그렇다면 우주론의 최고 원리인 太玄이 인간

本性의 근거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양웅에게 玄이란 天道는 물론 人道까지

포괄하는 최고개념이기 때문이다. 그가 『太玄經』「玄圖」편에서 “현이라는 것

은 天道이고, 地道이며 人道다. 이 셋을 겸하여 하늘이라 이름 한 것이며, 군신·

부자·부부라는 삼강의 도리와 같은 것이다”155)라고 밝힌 바와 같이 양웅이 우주

생성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단순히 인간의 세계와 분리된 자연세계의

생성 원리를 밝히고자 함이 아니었다. 양웅은 자연 세계의 원리인 天地의 원리

가 인간 세계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해 天·地·人의 원리는 근원적으로 하나

의 원리이며, 그 운행 원리를 파악하여 조화를 이루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강조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玄)은 천하의 합한 것을 두루 취하여 운항하는 것이다. 종류에

따라 나누어 묶고 그 법칙에 따라 점치니, 천하의 어리석은 것을 깨우치고 천하

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 비추는 것은 오직 현이다! 현은 그 위치를 흐리게 하여

153) 혼천설에 따라 이를 해석하면 天地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내외 관계로 이해해야 한

다.

154) 이연승, 『양웅: 어느 한대 지식인의 고민』, 파주: 태학사, 2007, 120쪽.

155) 『太玄經』, 「玄圖」, “玄也者, 天道也, 地道也, 人道也. 兼三道而天名之, 君臣父子夫婦之

道.”



- 62 -

그 경계를 어둡게 하고 그 드러난 것을 깊게 하여 그 뿌리를 숨기며, 그 공적을

숨겨서 그렇게 한 이유를 드러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현은 우뚝 서서 사람으

로 하여금 먼 곳을 보게 하고, 드넓어 사람을 크게 트이게 하고, 매우 깊어 사람

을 심오한 곳으로 이끌며, 무한히 아득하여 오묘함을 직접 닿을 수 없게 한다.

고요히 모든 것을 통괄하는 것은 현이고 그것을 우주 만물에 떨쳐 퍼뜨리는 것

은 사람이다. 그 문을 헤아리고 그 호를 열고 그 열쇠를 두드린 연후에 이에 응

하는데 하물며 그것이 아닌 것에랴!”156)

나아가 양웅은 현의 쓰임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仁, 義, 智와 같은 儒家의 덕

목으로 삼았으며, 勇, 公, 聖, 命, 道, 德은 물론 陽과 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

았다.

“그러므로 현이라는 것은 쓰임이 지극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을 지혜

로움이라고 하고, 보고 아끼는 것을 어짊이라고 한다.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용기라고 하며, 차별 없이 잘 다스려 널리 적용하는 것을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하다고 한다. 이로써 만물과 두루 짝할 수 있는 것을 통달했다고 하며, 어떤

속박이나 장애가 없는 것을 성스럽다고 한다. 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

을 명이라고 하며, 형체가 텅 비었고 만물이 가는 길을 도라고 한다. 인하여 따

르고 변혁하는 바가 없어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만물을

다스려 함께 사랑하는 것을 仁이라 한다. 만물의 짝을 질서 있게 하고 마땅함을

헤아리는 것을 義라 한다. 도덕인의를 만물에 베푸는 것을 業이라 한다. 하늘의

공로를 밝히고，만물을 밝게 하는 것을 陽이라 한다. 유현함이 형체가 없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을 陰이라 한다.”157)

이처럼 玄의 작용은 개인의 덕목, 인륜의 가치에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

기에 양웅이 인간 본성의 근거를 규명하는 데 있어 玄의 작용으로 발생한 양과

음이 각각 선과 악에 대입된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158) 이러한 해석은 동중서가

156) 『太玄經』, 「玄攡」 “故玄聘取天下之合而連之者也. 綴之以其類, 占之以其觚. 曉天下之瞶,

瑩天下之晦晦者, 其唯玄乎! 夫玄晦其位而冥其畛, 深其阜而眇其根, 攘其功而幽其所以然也. 故

玄卓然示人遠矣, 曠然廓人大矣, 淵然引人深矣. 渺然絶人眇矣. 嘿而該之者玄也. 擢而散之者人

也.”

157) 上同, “故玄者用之至也. 見而知之者, 智也, 視而愛之者, 仁也. 斷而決之者, 勇也. 兼制而博

用者, 公也. 能以偶物者, 通也. 無所繫輆者, 聖也. 時與不時者, 命也. 虛形萬物所道之謂道也,

因循無革, 天下之理得之謂德也, 理生昆群兼愛之謂仁也, 列敵度宜之謂義也. 秉道德仁義而施之

之謂業也. 瑩天功、明萬物之謂陽也，幽無形、深不測之謂陰也.”

158) 남상호,「揚雄의 應時變經의 方法」, 『유교사상문화연구』, 23, 한국유교학회, 2005,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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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서로 감응하는 관계로 파악해, 하늘에 있는 음양의 원리

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양에 대응되는 인성에는 善의 바탕이, 음에 대응되는

탐성에는 惡의 바탕이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웅이 “公

儀子와 董仲舒의 재능과 덕성은 선을 봄이 밝지 않고, 마음을 씀이 굳세지 않다

면 누가 능히 그럴 수 있겠는가?159)”라며 칭송하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간의 일

정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양웅이 윤리 방면에 있어 동중서가 강조

한 五常說을 수용했다는 점에 근거해 그의 人性論 또한 동중서 人性論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160) 玄이란 天道와 地道, 人道를 모두 포괄하는 만물

생성의 근원적인 원리이기에 그의 人性論이 玄에 근거하고 있음은 알 수 있으

나, 그가 人性論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기에 양웅이 양과 음을 동중

서와 같이 선과 악에 대응하고 이를 인성과도 연결지었다는 해석은 보다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양웅 人性論의 함의

본 절에서는 양웅이 이해한 本性의 개념을 통해, 이른바 ‘성선악혼설(性善惡混

說)’로 알려진 그의 人性論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그의 人性論을 삼품설(三品

說)의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양웅의 人性論은 이른바 맹자의 性善說, 순자

의 性惡說과 더불어 동양 人性論의 한 유형을 대표하였으며, 後漢의 왕충(王充),

北宋의 왕안석(王安石)과 사마광(司馬光) 人性論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

루어질 만큼 동양 人性論史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의 人性論이 주요

한 사상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양웅 본인이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양웅 본인이

이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에 대해 소략하게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논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그 이유를 후대의 연구들과 그의 人性論

이 개진된 『法言』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前漢시기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사상

159) 『法言』,「修身」, “公儀子·董仲舒, 之才之邵也. 使見善不明, 用心不剛, 儔克爾.”

160) 오이환, 「揚雄의 性善惡混說 - 漢代 性論의 動向과 관련하여」, 『동양철학』, 3, 한국동

양철학회, 1992,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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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 속에서 양웅 人性論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1. 본성(本性)에 대한 이해

Ⅲ장에서 동중서는 性이란 生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바탕’으로 보았음을 살

펴보았다. 이처럼 性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오히려 性을 도덕적 본성으로 해석하는 경향보다 더 오래된 것

으로 본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맹자류의 해석보다 고자류의 해석이 더 일반적이

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양웅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어떠했는가? 양웅은 性을 생물학적 본성

의 측면과 선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본성의 측면에서 모두 조망하며 人性論을 이

끌었다.

“배운다는 것은 타고난 본성을 닦기 위한 것이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용모, 생각하는 것, 이 다섯 가지는 본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배우면 바

르게 되고 배우지 않으면 그릇되게 된다.”161)

양웅은 視 · 聽 · 言 · 貌 ·思라고 하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용모, 생

각하는 五事162)가 모두 인간의 本性 속에 갖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타고난 본성을 수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

동양철학에서 本性에 대한 논의는 본래 선천적인 것 혹은 도덕적 본성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五事를 性으로 정의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만하다. 양웅

은 본성을 갈고 닦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며, 인간은 배움을 통해 바르게 될 수

도 그릇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양웅은 五事가 타고난 본성으로부

터 유래한 것으로, 性이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득적으로 지닌 본능, 성

품 일반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웅은 동중서와 달리 자신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않았으며,

“性善惡混”과 같이 性에 善과 惡이 혼재해있다고 언급하며 性을 善惡의 차원에

161) 『法言』, 「學行」, “學者, 所以修性也. 視·聽·言·貌·思, 性所有也. 學則正, 否則邪.”

162) 五事는 본래 『書經』「洪範篇」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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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언급하였기 때문에 양웅의 本性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 그 진의를 파악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性에 관한 양웅의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性이란 그

자체로 善 혹은 惡이라 할 수 없는 五事를 의미하며, 배움을 통해 이를 어떻게

닦아나가느냐에 따라 善과 惡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五事와 관련한 양웅의 언급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에 반해 善惡과 관련한 性에

대한 그의 설명은 소략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충분

히 검토될 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양웅 人性論에 대한 다양한 사상

가들의 해석과 그의 人性論이 개진된 『法言』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본성의 내용

2.2.1.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

양웅이 性에 대한 해석을 생물학적 본성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善과 惡의 측면에서 논한 대목은 단 한 구절로 다음과 같다.

“사람의 성은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다. 그 선함을 닦으면 선인이 되고 악함

을 닦으면 악인이 된다. 기라는 것은 선악으로 태워가는 말과 같구나”163)

이 소략한 대목으로 인해 양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善과 惡의 두 측면을 함

께 설명한 이른바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의 주창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안에 善과 惡이 함께 존재한다는 주장을 최초로 전개한 인물은 周

나라 세석(世碩)164)이다. 왕충은 『論衡』에서 세석의 人性論에 대해 “주나라 사

람 세석은 사람의 본성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의 선한 본성

163) 『法言』, 「修身」, “人之性也善惡混, 修其善則爲善人, 修其惡則爲惡人. 氣也者, 所以適之

馬也與.”

164) 세석의 생몰년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순자보다 이르거나 혹은 맹자와 같은시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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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힘써 기르면 곧 선해지고, 악한 본성을 힘써 기르면 곧 악해진다고 하였

다”165)고 설명하였다. 세석은 사람의 인성에는 선과 악이 모두 있어 있다고 하여

인간의 성품을 선하다 하고 이를 잘 길러 지극함에 다다르면 선한 성품이, 악하

다고 하여 이를 길러 지극해지면 악한 성품이 길러진다고 보았다. 양웅의 性論

이 세석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으나, 본성 안에서 선과

악의 기원을 찾고 후천적인 환경이 인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았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양웅의 性에 대한 이해는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모호하였기에 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송대 오비(吳祕)

는 성선악혼설에 대해 『揚子法言』의 注를 통해 “천명(天命)을 성(性)이라하니,

성명(性命)의 시초에는 선(善)과 악(惡)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갓난아

이[赤子]가 태어나 아직 칠정(七情)이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울고 웃고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있으니, 기쁨과 노여움은 선악(善惡)의 단서이다. 이것이 바로 성(性)

과 선악(善惡)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다”166)고 말하며, 性이란 天命으로 인간

은 생득적으로 善과 惡을 本性에 지니고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드러나는 것이

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후천적으로 어떠한 것도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七情도

온전히 드러나기 이전에 갓난아이도 웃는 것과 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뻐하고 노여워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각각 선과 악의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기뻐 웃는 것을 善의 단서로, 노여워 우는 것을 惡의 단서로 보

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갓난아이가 느끼는 기쁨과 노여움은 주로 생리적 욕

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선악에 대

입하는 것은 양웅의 견해를 곡해한 것이다.

이보다는 양웅의 人性論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자신의 人性論을 펼친 학자

들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양웅 人性論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양웅의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을 수용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

한 학자로는 왕안석, 사마광 등이 있고, 그 한계를 지적 및 보완하여 새로운 性

165) 『論衡』, 「本性」, “周人世碩, 以爲人性有善有惡, 舉人之善性養而致之則善長, 惡性養而致

之則惡長.”

166) 『揚子法言』,「修身」, “天命之謂性, 性命之初, 善惡兼全, 故赤子之生, 七情未著. 而先有號

笑喜怒, 喜怒者, 善惡之端也. 是正性舆善惡相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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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의 근거로 사용한 학자로는 왕충, 정약용 등이 있으며, 이를 거부하며 비판한

학자로는 정자, 주자가 있다.167) 이들의 공통점은 맹자, 순자, 양웅의 性論이 특

정한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을 종합하여 本性을 설명하였다

는 것이다.

왕안석은 양웅의 人性論을 계승한 인물로 그는 모든 사람의 본성은 동일하며,

본성은 선하거나 악하게 될 가능성을 함축한 것으로 습관에 의해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본성을 감정의 가능태로서 감정은 본성의 현

실태로서 파악하였으며, 본성과 감정 간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감정과 본성은

모두 후천적인 인위를 통해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맹자의 人性論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인간이 지닌 본성의 일부만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하며 양웅의 人性論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성론이라고 말한다.168)

“맹자는 본성에 대해서 ‘본성은 선하다’라고 말한다. 양자(揚子)는 본성에 대해

서 ‘선과 악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 …… 맹자와 양자의 道는 서로 달랐던 적이

없다. 두 선생의 설은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자가 말했던 ‘말이

어떻게 하나의 단서일 뿐이겠는가? 각각 마땅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다. 맹자가

말했던 본성은 올바른 본성이다. 양자가 말했던 본성은 올바르지 않은 본성을 겸

하여 말한 것이다.”169)

왕안석은 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모두 있다고 보았는데,

맹자는 이 중 선한 면만을 일러 이른바 성선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

나 맹자가 이렇게 이른 까닭은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며, 금

수와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차이로 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맹자는 性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

167) 정자는 양웅이 「劇秦美新」을 지으며 왕망의 새로운 왕조를 찬양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성인이 아닌데 傳을 짓고 성인을 모방하였으며, 양웅의 학문이 노장의 학문에 근거하고 있

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고, 주자 역시 그의 성선악혼설(性善惡混說)이 개진된 『法言』의

내용이 모호한 것이 꼭 양웅의 인품과도 같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는 양웅의 인성론에

대한 직접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양웅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다.

168) 이원석, 「북송대 인성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6쪽.

169) 王安石，『王臨川集』卷64, 「揚孟」, “孟子之言性曰性善, 揚子之言性曰善惡混. …… 孟揚

之道, 未嘗不同, 二子之說, 非有異也 此孔子所謂含豈一端而已, 各有所當者也. 孟子之所謂性者,

正性也, 楊子之所謂性者, 兼性之不正者言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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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말하는 방식에 있어 부족함 혹은 다른 목적이 있던 것이며, 그런 면에서

양웅만이 인간이 지닌 본성을 온전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70)

반면에 기의 정조후박으로 인해 인간 본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던 왕충

은 맹자, 양웅, 순자는 모두 인간 본성에 세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왕충이 보기에 맹자, 양웅, 순자는 각각 인성의 세 가지 층

위 중 한 가지 층위만을 이야기하였는데, 맹자는 지극히 선한 사람들의 본성을,

양웅은 중인들의 본성을, 순자는 지극히 악한 사람들의 본성만을 이야기 한 것

으로 보았다. 이에 왕충은 性三品說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상적으로 ‘극선-중

인-극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맹자가 말한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중인 이상을 말하

고, 순자가 말한 사람이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중인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양웅이 사람 본성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중인을 일컫는 것이다.”171)

이러한 해석은 왕안석의 전개방식과 유사하나, 왕충에게 있어서는 양웅은 물

론 맹자, 순자까지도 本性에 대한 설명방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本性에 층위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세 인물 모두 本性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된다.

정약용 역시 양웅의 性論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으며,

性嗜好說을 근거로 맹자가 논한 性만이 性이라 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저들 순자와 양웅의 말도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횐 것

을 속여서 검은 것이라 하는 것은 아니니, 오로지 그 가리키는 것이 맹자와 같지

않올 따름이다.”172)

170) 이원석, 「북송대 인성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7~119쪽.

171) 『論衡』, 「本性」, “余固以孟軻言人性善者 中人以上者也 孫卿言人性惡者 中人以下者也

楊雄言人性善惡混者 中人也”

172) 『與全』, 卷5, “孟子要我, “若以其自主之權能而言之, 則其勢可以爲善, 亦可以爲惡, 楊雄以

此爲性, 故命之曰善惡渾, 若以其形氣之私慾而言之, 則不惟可善而可惡. 抑亦難善而易惡, ……

苟卿以此爲性, 故命之曰性惡, 彼荀與楊之言, 亦未嘗指無爲有誣白爲黑, 則必其所指點者, 與孟

子不同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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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에게 있어 性을 온전히 파악하고 性을 性이라 바르게 이름붙인 자는 맹

자뿐이다. 양웅이 설명하는 性은 사실 性이 아닌 마음의 自主之權能이다. 인간은

自主의 權能에 따라 善과 惡을 모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웅은 이러

한 능력을 性이라 잘못 이름 붙이고 性에 선과 악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性善惡

混說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순자가 설명하는 性 역시 性이 아닌 인간이 지닌

形氣의 私慾이다. 인간의 마음은 形氣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私慾을 가진다. 그

렇기에 인간이 선도 악도 행할 수 있으나 선은 행하기가 어렵고, 악은 행하기가

쉬운 것이다. 순자는 이러한 形氣之私慾을 性이라 잘못 名하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이른바 性惡說을 말한 것이다.173)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양웅의 性에 대해 왕안석만이 性으로 온전히 받아

들였고, 왕충은 性의 세 가지 층위 중 衆人의 性만을 이해한 것으로, 정약용은

자주의 권능을 性이라 이름 한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양웅의 性論에 대한 후대

의 이해는 매우 다양했으며, 해석에 있어 통일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양웅이 人性論에 관해 밝힌 바가 지극히 소략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양웅의 사상체계에 있어 人性論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2.2. 재질의 성[才質之性]

양웅이 性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논한 부분은 매우 소략하기 때문에 그의 人

性論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선 저서에서 드러나는 그의 견해들을 통해 간접적

으로나마 이를 해석해야 한다.

양웅에게 있어 공자의 가르침은 진리에 가까웠고, 그가 생각하기에 공자의 도

를 유일하게 계승한 것은 맹자라고 여겼기에 『法言』 「吾子」편에서 “은근히

나 자신을 맹자에 비해본다174)”고 밝히며 자신이 맹자로 이어지는 공자의 도를

계승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순자에 대해서는 “같은 문도이

기는 하나 길을 달리하는 자라고 생각한다175)”라고 밝혔으나, 타고난 본성을 인

173) 금장태, 「茶山의 『孟子』해석과 性善惡論의 쟁점」,『동아문화』, 41, 서울대학교 동아문

화연구소, 2003, 14~18쪽.

174) 『法言』,「吾子」, “竊自比於孟子,”

175) 上同, “同門而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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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인 가르침을 통해 선으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양웅의 주장은 맹자보다는 순

자의 것에 가깝게 느껴진다. 순자는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

에 쬐어 바로잡아야 곧게 되고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바로잡히고 예의를

얻어야 다스려질 것176)”이라 말하며 인간의 본성을 다듬어야 할 재질과 같은 것

으로 보았다. 앞서 강조했듯 양웅이 본성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

法言� 學行 편에서 양웅 또한 本性을 가공되어야할 일종의 재질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가 ‘학문을 닦는다고 해도 유익할 것이 없는데 타고난 바탕[質]을 어

찌하겠습니까?’라고 물으니, 양웅이 ‘[그러한 생각은] 아직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무릇 칼을 지닌 이는 칼날을 갈아야 하고, 옥을 가진 이는 옥을 잘 다듬

어야 한다. 갈고 다듬지 않는다면 어떠한 소용이 있겠는가? 갈고 다듬는 것으로

써 타고난 좋은 성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177)

質에 대한 어떤 이의 물음에 대해 양웅은 質이란 갈고 다듬음으로 인해 선천

적으로 타고난 좋은 성질을 발휘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를 다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한다. 즉 타고난 質을 칼이나 옥과 같은 재질에, 이를 갈

고 다듬는 것을 학문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양웅이 인간의 本性을 재질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대목은 �法言� 學行 의 다

른 구절인 “공자께서는 안연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鑄] 내셨다”178)고 표

현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어떤 이가 ‘세상에 연금술에 관해 말하는 이가 있는데, 금을 주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양웅은] ‘군자에게는 사람 만드는 것을 묻지, 금을

주조하는 것을 묻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어떤 이가 ‘사람도 만들어낼 수

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양웅은] ‘공자께서는 안연과 같은 훌륭한 인물

을 만들어내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떤 이는 ‘좋구나! 금을 주조하는 것을 물었

176) 『荀子』,「性惡」, “枸木必將待檃栝、烝矯然後直；鈍金必將待礱厲然後利；今人之性惡，必

將待師法然後正，得禮義然後治.”

177) �法言�, 學行 , “或曰: 學無益也, 如質何? 曰: 未之思矣. 夫有刀者礲諸, 有玉者錯諸, 不礲不

錯, 焉攸用? 礲而錯諸, 質在其中矣.”

178) 上同, “孔子鑄顏淵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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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다!’라고 놀라면서 말했다.”179)

양웅은 공자가 안연을 ‘길러냈다[養]’고 표현하는 대신 ‘만들어냈다[鑄]’고 하

였는데 본래 ‘鑄’字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쇠를 부어 만들다’는 의미와 같이 ‘재료를 다른 형태로 만들다’는 의미로 사용

된다.

이처럼 양웅은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기 보다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재질과 같은 본성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지에 대해 논

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양웅은 인간이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는 이유에 대

해 규명하고자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언급한 것이지, 이에 대한 원리를 규

명하는 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180)

따라서 양웅은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배움’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비록 근심스러운 일은 없을지라도 새나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181)라고 말한다. 맹자가 금수와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

는 조그마한 차이를 ‘도덕성’, 즉 선한 본성이라고 보았다면, 양웅은 그 차이를

‘배움’이라고 본 것이다. 금과 옥 같은 재질을 잘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함께 재질로서 주어져 있기에 배움을 통해 이를 잘 다듬

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양웅의 人性論은 그렇기에 본성 그 자체보다는 교육을

통해 이를 다듬어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에 배움의 목적은 善에 이

르는 것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양웅이 말하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다. 그

는 “스승이여, 스승이여. 갓난아이[桐子]의 운명[을 결정하니], 학문에 힘쓰는 것

은 훌륭한 스승을 찾는 데 힘쓰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스승은 인재를 鑄造하는

模範[틀]인데,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승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

다”182)고 말하며, 선악이 혼재된 본성이란 재질을 주조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

고, 스승은 인재를 주조하는 틀이자 모범이라고 말한다. 즉 “선함을 닦아 선인이

179) 上同, “或問: 世言鑄金, 金可鑄與? 曰: 吾聞覿君子者, 問鑄人, 不問鑄金. 或曰: 人可鑄與? 曰:

孔子鑄顏淵矣. 或人踧爾曰: 旨哉! 問鑄金, 得鑄人.”

180) 조원일, 『서한의 유학사상』,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353~354쪽.

181) 上同, “人而不學, 雖無憂, 如禽何?”

182) 上同, “師哉師哉, 桐子之命也 務學 不如務求師. 師者 人之模範也 模不模, 範不範 爲不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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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183)” 위해선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스승은 선악이 혼재된

본성에서 선함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스승의 가

르침을 따르지 않고 학문에 힘쓰지 않는 것은 “악함을 닦아 악인이 되는184)” 것

으로 감정이나 정욕을 기준으로 본성을 닦아나가는 이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에

양웅은 “새나 짐승은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보통사람은 이와 다른 것이다185)”라

고 설명하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정욕에 따르는 사람들은 금수

의 문으로 들어간다186)”고 보았다.

그렇다면 ‘훌륭한 스승’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성인’이다. 이는 옳은 것의 기

준을 어디에 두어야하는지에 대해 묻는 혹자의 물음에 대해 양웅이 답한 내용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이가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자

기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그르다고 주장하니, 장차 누구에게 이것을 바로잡게

합니까?’라고 물었다. 양웅이 답하길 ‘만물이 뒤섞여 어지러우면 하늘의 이치로

바로잡고, 여러 사람의 말이 뒤섞여 어지러우면 聖人의 道로 절충한다’고 했다

.”187)

양웅이 보기에 궤변사설들로 혼란했던 前漢 말의 시기에 올바른 스승을 삼기

위해선 올바른 기준이 필요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은 바

로 훌륭한 스승이며, 참된 스승을 모시는 것이야 말로 학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

한 일이라고 보았다. 양웅에게 이러한 스승은 곧 성인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성

인의 道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는 혹자의 물음에 “聖人이 살아 있을 때에는

[직접] 성인을 보고, 聖人이 죽고 없을 때에는 성인이 남긴 책을 보니, [성인과

성인의 책은] 그 근본이 같다”188)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이 남긴 책이란 무엇인가? 이는 五經을 의미한다.

183) 上同, 「修身」, “修其善則爲善人.”

184) 上同, “修其惡則爲惡人.”

185) 上同, 「學行」, “鳥獸觸其情者也.”

186) 上同, 「修身」, “天下有三門, 由於情慾, 入自禽門.”

187) 上同, 吾子 , “或曰: 人各是其所是 而非共所非 將誰使正之. 曰 萬物紛錯則懸諸天 衆淆亂則

折諸聖.”

188) 上同, “或曰: 惡覩乎聖而折諸. 曰在則人 亡則書 其統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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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가 물었다. ‘오경은 모두 다 웅변입니까?’ 양웅이 답하길 ‘오직 오경만이

웅변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의 이치에 관해서는 �역경�보다 더 잘 말한 것이 없

고, 정사에 관해서는 �서경�보다 더 잘 말한 것이 없으며, 몸가짐에 대해서는 �

예기�보다 더 잘 말한 것이 없고, 마음의 실정에 대해서는 �시경�보다 더 잘 말

한 것이 없으며,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는 �춘추�보다 더 잘 말한 것이 없다.

이러한 오경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언변도 모두 보잘 것 없다’고 했다.”189)

양웅은 오경 속에 천도의 이치를 포함해 정치, 몸가짐, 마음, 세상사에 관한

인간 사회의 이치가 담겨있다고 보았다. 양웅에게 있어 성인이 만든 경전은 천

지와도 같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스스로 바르게 이해한다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양웅은 진정한 스승이란 오직 성인만을 의미하지만 현

실 속에서 성인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스승의 역할은 이러한 성인의 말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오경박사 제도가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벗어나 단순히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세태에 대해 비판의식을 지녔던 까닭도 이러한 맥

락이라고 볼 수 있다.

2.3. 삼품설(三品說)

2.3.1. 중품의 성[中品之性]

앞서 性을 세 가지 品으로 구분하는 性三品說의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동중서로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동중서는 性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오직 中

民의 性으로 한정하였으며, 聖人과 斗筲의 性은 性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의 性論을 性三品說로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인간

을 세 가지 품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性三品說이 아닌, 인간에 대한

三品說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그렇다면 양웅의 性論은 어떠한가? 양웅

189) 上同, 寡見 , “或問: 五經有辯乎? 曰: 惟五經為辯. 說天者莫辯乎易, 說事者莫辯乎書, 說體者

莫辯乎禮, 說誌者莫辯乎詩, 說理者莫辯乎春秋. 舍斯, 辯亦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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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性論은 후대에 맹자, 순자의 性論과 함께 性三品說로 해석되어, 맹자의 성론

을 上品, 양웅의 성론을 中品, 순자의 성론을 下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되었

다.

먼저, 『法言』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널리 통행되고 있는 이궤(李軌)의 주석

은 양웅의 人性論을 性三品說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순자는 인성을 악이라 하고, 맹자는 인성을 선이라 하였으나, 陽子는 인성을

섞였다고 하니, 세 선생이 취하여 깨우쳐 줌은 비록 다르나 儒家의 가르침인 점

에서는 대체로 같으며, 입언의 골자를 따져 보면 그 뜻이 아울러 통하는 것이다.

오직 聖人만이 망령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狂人만이 생각을 극복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니, 陽子의 말은 兩家의 서로 상반되는 가르침을 지극히 갖추었

으므로, 이에 다같이 유명한 것이다.”190)

이궤는 孟子, 荀子와 함께 양웅을 陽子로 칭하여 三子자를 대등하게 취급하였

고,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양웅의 성선악혼설이 다 같이 공자

의 학풍을 잇는 儒家의 가르침으로서, 입언의 근본 취지에 있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궤의 해석은 맹자의 설을 성인과 같은 인격적 완성

성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에게, 순자의 설을 광인과 같은 자질이 지극히 저열한

사람에게, 그리고 양자의 설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범인들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이른바 성삼품설과 꽤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광인도 자신의 생각을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에 이 세 단계의 성이 제각기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에 의해 변

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양웅의 人性論을 性三品說로 해석하는 경향은 宋咸의 주석에서도 드러난다.

宋咸은 공자가 “중등 이상의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중등 이하의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上智와 下愚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성인의 말씀을 살펴보

190)『揚子法言』,「修身」, “荀子以爲人性惡. 孟子以爲人性善. 而揚子以爲人性雜. 三子取警雜異.

然大同儒敎. 立言辱統. 閑義兼通耳. 推聖同念作狂. 推狂免念作聖. 提子之言. 備極兩家反覆之

棟. 於是俱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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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람에게는 상, 중, 하의 3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송함은 前漢 時期 가의가

군주를 세 가지 等으로 구분하여 上主는 이끌어 내려갈 수 없는 존재로, 下主는

이끌어 올라가게 할 수 없는 존재로, 中主는 이끌어 올라가게 할 수도, 이끌어

내려가게 할 수도 있는 존재로 본 것이 양웅의 人性論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宋咸은 양웅이 보기에 맹자나 순자의 人性論은 “孟子가 이미 사람의 본성이 선

하다고 말한 것은 上品을 논한 것이고, 荀子가 이미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

한 것은 下品을 논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宋咸은 中品의 性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양웅이 “선을 닦으면 善人이 되고 악을 닦으면 惡人이

된다”고 한 것은 중품의 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와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송함은 양웅의 人性論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공자의 이른바 “중등 이상의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

지만, 중등 이하의 사람에게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아

니겠으며, 가의의 이른바 “이끌어서 올라가게 할 수 있고 또한 이끌어서 내려오

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 것이다.191)

즉, 송함은 양웅이 이해한 人性에는 上, 中, 下의 品이 있으며 善惡混으로 설

명한 性은 中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양웅, 공자, 가의 세 인물

은 모두 性에 品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동중서가 사람을 성인-중인

-두소의 三品으로 구분하여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중인의 성만을 성이라고 이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나, 왕충이 인간의 性을 극선, 중인, 극악의 三品으로 구분

하여 양웅의 性이란 중인의 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인간을 세 가지 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 속에서 선과 악의 기원

을 함께 찾고자 하는 경향이 前漢시기를 포함해 漢代 人性論의 전반적인 경향임

을 알 수 있다.

양웅 人性論을 삼품설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사마광은 기존의 연

구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앞서 본 연구자는 사마광을 양웅의 性善惡混說을

수용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한 학자로 분류한 바 있는데, 사마광

191) 『新書』, 「連語篇」, “有上主, 有中主, 有下主, 夫上主者, 可以引之而上, 不可以引之而下.

下主者 可以引之而下, 不可以引之而上. 中主者, 可以引之而上, 亦可以引之而下也. 故上主者,

堯舜是也. 夏禹后稷, 與之爲善則行, 鯀驩兜, 欲引而爲惡則誅, 故可與爲善而不可與爲惡也. 下主

者, 桀紂是也. 飛廉惡來, 與之爲惡則行, 比干龍逢, 欲引而爲善則誅, 故可與爲惡而不可與爲善

也. 中主者, 齊桓公是也, 得管仲隰朋則霸, 用竪貂子牙則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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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맹자, 순자의 人性論을 비판하고 양웅의 性善惡混說을 수용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며, 선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외물이 유혹했기 때

문이라고 여긴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며, 그것이 선하게 되는 까닭은 성

인이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두 사람 모두 한 면만을 보고 본래의 핵심은

잊어버렸다. 무릇 본성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선과 악

은 반드시 겸하여서 갖는데, 이것은 음과 양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비록 성인이

라 하더라도 악이 없을 수 없으며, 우인이라 하더라도 선이 없을 수 없지만, 받

는 것의 다소에 있어 차이가 있다. 선이 지극히 많고 악이 지극히 적다면 성인이

되고, 악이 지극히 많고 선이 지극히 적다면 우인이 된다. 선과 악이 반반이라면

중인이 된다. 성인의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우인의 선은 악을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하니 따라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상지와 하우는 바뀌지 않

는다’라고 말한다.”192)

사마광의 이러한 해석은 양웅 人性論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

던 해석으로, 그는 성인의 본성이라고 악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며, 우인의 본

성이라고 선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마광은 인간의 본성을 선

과 악의 비율로 설명하였는데, 본성 내에 선이 악보다 많아 선의 비율이 높으면

성인이 되고, 선과 악이 같아 그 비율이 같으면 중인이 되며, 악이 선보다 많아

악의 비율이 높으면 우인이 된다고 보았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한유의 성삼품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사마광이 보기

에 한유는 양웅의 人性論을 받아들였으나 본성에 선과 악이 섞여 있던 것이, 선

이나 악이 제거된 본성으로 분화된다는 성삼품설은 양웅의 人性論을 곡해한 것

이라 여겼다. 사마광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으며, 어떤 비율로 선과 악이 혼재해있느냐에 따라 성인과 중

인, 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93)

지금까지 人性論을 三品說의 측면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92)『傳家集』卷66,「性辯」, "孟子以爲人性善, 其不善者, 外物誘之也, 荀子以爲人性惡, 其善者,

聖人敎之也, 是皆得其, 偏而遺其本實, 夫性者, 人之所受於天以生者也善與惡必兼有之猶陰之與

陽也 是故雖聖人不能無惡 雖 愚人不能無善 其所受多少之間則殊矣. 善至多而惡至少, 則爲聖

人, 惡至多而善至少, 則爲愚人, 善惡相半, 則爲中人·聖人之惡, 不能勝其善, 愚人之善, 不能勝

其惡, 不勝則從而亡矣, 故曰,惟上智與下愚不移.

193) 이원석, 「북송대 인성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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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軌 宋咸 王充 司馬光

孟子의 性 聖人(善) 上品(善) 極善(善) 聖人(善>惡)

揚雄의 性 凡人(善+惡) 中品(善+惡) 衆人(善+惡) 衆人(善=惡)

荀子의 性 狂人(惡) 下品(惡) 極惡(惡) 愚人(善<惡)

표2. 양웅의 人性論을 中品之性으로 보는 관점

2.3.2. 성인(聖人)-현인(賢人)-중인(衆人)

그렇다면 양웅의 人性論은 후대의 해석처럼 性三品說의 中品에 해당하는 설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선 후대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삼기보다 양웅

이 인간을 세 가지 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대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

웅이 인간을 성인-현인-중인의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대목들은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法言�「五百」편에서는 “성인의 재량은 천지와 같아 만물

을 모두 품어 기를 수 있고, 현인의 재량은 산이나 언덕, 냇물이나 샘과 같아 천

지의 일부로서 그 활동을 도울 수 있으며, 중인의 재량은 새와 짐승, 풀과 나무

등과 같아서 천지 안에서 산, 언덕, 냇물, 샘 등에 의지해 살아간다”194)고 구분하

였으며, 특히 �法言�「修身」편에서는 세 가지 품이 지니는 각각의 특성을 설명

하는 대목이 다재하다.

“어떤 사람이 보통사람에 대해 물으니, 보통사람이란 부유함과 귀함과 삶을

바라는 자들이고, 현자란 의로움을 구하는 자들이며, 성인이란 사람의 지혜로 헤

아릴 수 없는 신묘한 경지에 든 사람입니다. 현인을 보면 보통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성인을 보면 현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천지를 보면 성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보통사

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현인들은 자신을 올바로 하는 것을

좋아하며, 성인은 자신을 사표가 되게끔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살펴 단속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보통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살

194) �法言�, 「五百」, “聖人之材, 天地也. 次, 山陵川泉也. 次, 鳥魯草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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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단속하고, 현인은 나라를 살펴 단속하며, 성인은 온 천하를 살펴 단속하는 것

이라 했다.”195)

“성인은 옳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선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현자는 듣는 것을 가리며 말하는 것도 가린다. 보통사람들은 보고 들음에 아무것

도 가리는 바가 없다.”196)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정욕에 따르는 사람들은 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의에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문으로 들어가며, 심원한 지혜에 따르

는 사람들은 성인의 문으로 들어간다.”197)

이처럼 양웅은 인간을 성인, 현인, 중인으로 구분하였고, 현인을 중인보다, 성

인을 현인보다 완성된 인간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어 각각을 위계가 있는 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인용문은 중인-현인-성인으로 구분하지 않

고 금수-인간-성인으로 구분한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法

言�「學行」편에서 “새나 짐승은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보통사람은 이와 다른

것이다. 현인은 보통사람과는 다르고, 성인은 다시 현인과도 다른 것이다. 예의

가 만들어진 것도 까닭이 있는 것이다.198)”라고 한 것과 연관 지어 이해한다면

금수-중인-현인-성인 네 가지로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수가 말 그

대로의 새나 짐승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인간답지 못한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사용되었더라도 엄격한 의미로 이들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기에, 인간에 대

한 이해에 있어 品은 세 가지로 나눈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인을

성인과 함께 성인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중인과 함께 인간의 문으

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현인의 위치는 성인보다는 중인에 가까

움을 알 수 있다.

양웅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층위를 구분하였다는 점은 그의 저

195) 上同, 「修身」, “或問眾人, 曰, 富貴生. 賢者. 曰, 義. 聖人. 曰, 神. 觀乎賢人則見 眾人, 觀

乎聖人則見賢人, 觀乎天地則見聖人. 天下有三好, 眾人好己從, 賢人好己正, 聖人好己師. 天下有

三檢, 眾人用家檢, 賢人用國檢, 聖人用天下檢.”

196) 上同, “聖人耳不順乎非, 口不肄乎善. 賢者耳擇口擇, 眾人無擇焉.”

197) 上同, “天下有三門, 由於情慾, 入自禽門. 由於禮義, 入自人門. 由於獨智, 入自聖門.”

198) 上同, 「學行」, “鳥獸觸其情者也, 眾人則異乎! 賢人則異眾人矣, 聖人則異賢人矣. 禮義之作,

有以矣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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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동중서처럼 本性에 변하지 않는 品을 두

었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양웅은 동중서와 달리 적어도 성을 변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法言』 가운데서 인성과 관

련된 다음의 구절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가 ‘새 중에는 봉황이 있고, 짐승 중에는 기린이 있는데, 새나 짐승이

모두 봉황이나 기린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양웅이] ‘뭇 새들은 봉황에 대

하여, 뭇 짐승들은 기린에 대하여, 형태나 성품에 있어 제약됨이 있다. 어찌 뭇사

람들의 성인에 대한 관계가 그러하겠는가?’라고 답하였다.”199)

양웅은 「學行」에서 性이란 학문을 통해 닦아 나가야 하는 대상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타고난 性 자체에 선과 악이 결정되어 있다기보다, 배우고 배우지 않

음에 따라 性이 유래하는 행위들의 정사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問明」에

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衆人과 聖人의 사이에는 외면적 형태나 내면적 성품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서, 「學行」과 「問明」 모두 人性의 불변성

이나 후천적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수양

여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웅의 이러한 생각들은 「中庸」에서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이는 배워서 알며, 어떤 이는 힘들게 알지만, 그 아는 데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

다. 어떤 이는 편안히 행하고, 어떤 이는 이익을 바라고 행하며, 어떤 이는 힘써

노력하여 행하지만, 그 공을 이름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이다”200)라는 구절과 같

이 사람들은 타고난 자질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등한 지와 행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사람의 타고난 자질을 상, 중, 하의 세 등급

으로 구분하면서도, 이 등급들 간에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

치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論語』에서도 군자와 소인에 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본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문과 수신에 관한 것이듯,

199) 上同, 「問明」, “成問, 鳥有鳳. 獸有麟, 鳥, 獸皆可鳳, 麟乎? 曰, 群鳥之於鳳也. 群獸之於麟

也, 形性. 群人之於聖乎.”

或問：「鳥有鳳，獸有麟，鳥、獸皆可鳳、麟乎？」曰：「群鳥之於鳳也，群獸之於麟也，形性。豈

群人之於聖乎？

200) �中庸�, “戒生而知之. 成學而知之. 成困而知之. 及其知之一也. 戒安而行之. 成利而行之，威

敏强而行之. 及其成功一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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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웅의 이 같은 서술 역시 本性과 관련지어 논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양웅 人性論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양웅 人性論에 관해 해석할 수 있는 그의 저서들과 후속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前漢시기 사회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양웅

人性論이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양웅의 인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그의 人性論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장에서 밝혔듯, 양웅의 인품에 관한 평가는 극단

적으로 양분화 되어있다. 양웅의 인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 가운

데 대표적인 인물로 주희와 정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양웅의 人性論에 관한 견

해는 傳의 형태를 띈 『法言』을 통해 개진되었는데, 傳의 가치는 그 저자의 인

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희나 정자가 비판했듯, 그가 정조를 지

키지 않고 「劇秦美新」을 지어 새로운 왕조를 찬양한 것이나, 자신의 제자가

부명을 어긴 것과 관련해 누각에 투신한 사례 등은 그를 성인이라 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인품에 대한 평가는 곧 그의

人性論이 개진된 『法言』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졌다.

둘째, 유학의 사상을 다른 사상들로부터 지켜내고자 했던 그의 목적의식과 달

리 그의 사상 내에 황로사상 및 음양가 사상이 담겨있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양웅은 『法言』에서 자신을 “조심히 맹자에 견주어

본다”고 하여 본인을 맹자에 이어 유학의 도통을 계승하는 자라고 칭하고, 올바

른 법[儒學]으로써 세간의 사설궤변들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

러나 Ⅳ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의 사상은 음양가나 황로사상의 영향에서 벗

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太玄經』은 그 형식이 『周易』을 모방한 것임

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노자의 것을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그가 얼마나

유학의 정통을 지켜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 양웅은 性善惡混說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本性에 관한

논의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本性 자체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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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다 배우지 않으면 惡에 빠지기 쉽고, 배움을 지속해 나갈 때 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양웅은 왜 性善惡混說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

려져 있는가? 그것은 양웅이 체계적으로 그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

웅에 의해 비로소 ‘善惡混’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충은 『論衡』 「本性」에서 당시까지의 모든 人性論을 정리하였는데, 그 과

정에서 양웅이 말하는 人性에는 善惡이 섞여있다고 언급한 것이 양웅을 性善惡

混在說을 주창한 것으로 알려지게 만든 것이다. 또한 당대의 한儒家 「原性」에

서 양웅의 人性論을 ‘사람의 본성에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人之性善惡混]’고

설명하였는데, 한유의 문장이 워낙 광범위하게 읽힘으로써 양웅은 해당 人性論

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의 人性論이 수록된 『法言』이 後漢代에 널리 애독되었

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다. 『漢書』「揚雄傳」에서는 양웅의 본전이 上, 下

두 권에 걸쳐 서술되어 있는바, 이러한 예는 王莽傳이 세 권，司馬相如傳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달리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後漢代에 있어 그가 얼

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는지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고(班固)

는 양웅전의 말미에서 “양웅이 죽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인데, 『法

言』은 크게 행하고 있으나 『太玄』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다”201)고 기술한 것

으로 보아, 당시『法言』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양웅의 사상은 체계가 없다거나 그의 사상적 가치는 기존의

학설들을 종합했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렇다면 사회정치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양웅의 人性論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 『周易』이나 『論語』를 단순하게 종합하여 정리하지 않고 자신의 언

어로 『太玄經』,『法言』을 지었다는 점이다. 유학에서 『周易』이나 『論語』

의 권위는 상당한 것인데, 이러한 경전에 주석을 달지 않고 자신이 새로운 형태

의 經이나 傳을 저술하려는 시도는 중국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도이

다. 또한 기존의 이론들을 단순하게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아니라, 太玄이란 개

념을 중심으로 기존 개념을 통합 사용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은 그의 이론

201) 『漢書』, 「揚雄傳」, “自雄之沒至今四十餘年. 其法言大行, 而玄終不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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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점이다.

둘째, 누구나 후천적 노력 여하에 따라 聖人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앞서 밝혔듯 양웅의 人性論을 性三品說로 분류하

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性에 관한 담론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聖人의 性

과 斗筲의 性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동중서와 달리 양웅은 후천적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聖人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善에 이르기 위한 배움과 주체적 결의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물론 性에

대한 논의를 타고난 생물학적 본성과 함께 도덕적 본성의 측면에서 고루 다루었

으며, 本性 안에서 선과 악의 기원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동중서 人性

論이 지니는 강점과도 같다. 또한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善에 이르는 유

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양웅의 人性論은 동중서 人性論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황제의 교화를 논하지 않고 성인의 말씀이

담긴 五經과 이를 배우기 위한 주체적 결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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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도덕교육의 근본 전제

본 절에서는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이 도덕교육의 근본 전제에 관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도덕교육은 인성변화에 대한 믿음을 근본으로

전제해야 함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도덕교육이란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

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지,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인

간을 육성하는 교육이 아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1. 인성변화에 대한 믿음

2015년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은 도덕과를 학교 인성 교육의 中核 교과로 명

시하고 있다.

“도덕과는 학교가 인성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인성의 핵심인 도덕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제고하고,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타 교과 및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인성 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02)

인용문을 통해 도덕과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확립을 책임져야 한다는 시

대적 요청이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덕교육을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전제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202) 교육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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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이다.”203)

2015년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는 도덕과를 실천적 성격의 교과로 정의

하며 ‘내면화’, ‘갖추게 함’, ‘길러주고자’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인성이 변화 가능하다는 믿음이 전제될 때 사용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인성이며, 이를 교육을 통해 변화 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면 도덕교육의 필

요성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인성

발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캐롤 드웩(C. Dweck)은 이러한 믿음을 유지

하려는 태도를 ‘성장 마인드세트’(growth mindset)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성 성장 마인드 세트’(character growth mindset)와 그 세부 개념인 ‘도덕

성장 마인드세트’(moral growth mindset) 등으로 파생되었다. 관련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인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과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은 인성 변화와 인간의 윤리적 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204)

이러한 인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현대 도덕교육뿐만 아니라 孟子,

荀子를 중심으로 전개된 先秦儒家 人性論에서도 드러나 있으며, 이는 前漢시기

양웅의 人性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5) 양웅의 三品說은 인간을 衆人-賢人-聖

203) 上同, 2015, 3~4쪽.

204) 정창우,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의 모색」,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7, 144쪽.

205) 인성에 대한 정의는 주로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배경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현

대 도덕교육에서 정의하는 인성이란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심리적 차원들이 상호 관

계를 맺으며 ‘내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

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성에 대한 정의는 儒家적 관점에서 말하는 人性과 상

당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양윤리에서 말하는 人性論이란 인간의 본성과 본연성의

회복에 관한 탐구를 의미하는데, 그 중 儒家的 관점에서 말하는 人性이란 心, 性, 情, 意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현대 도덕교육학 및 도덕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인성의 개

념과 儒家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인성의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김병

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215쪽; 정창우, 『도덕과 교

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2013, 76~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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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의 세 가지 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동중서의 三品說과 유사점이 있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성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양웅의 三品說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인간 본성에 관한 담론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인성 발달 수준에 관한 담론이다.

“천하에는 세 가지 문이 있으니, 情欲을 따르는 사람들은 禽獸의 문으로 들어

가고, 禮儀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문으로 들어가며, 심원한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인의 문으로 들어간다.”206)

“새나 짐승은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衆人은 이와 다른 것이다. 賢人은 衆人과

는 다르고, 聖人은 다시 賢人과도 다른 것이다. 예의가 만들어진 것도 까닭이 있

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비록 근심스러운 일은 없을지라도 새나 짐

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용문에 따르면 양웅은 인간을 정욕에만 따르는 禽獸와 구분하여 衆人-賢人-

聖人의 三品으로 구분하였다. Ⅳ장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양웅의 三品說은 태

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나 고정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후천적인 배움[學]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세 가

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이가 여러 새들 중에는 봉황이 있고 여러 짐승들 중에 기린이 있으니,

모든 새는 봉황이 될 수 있고, 모든 짐승은 기린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양웅은 새들 중에 봉황이 있고, 짐승들 중에 기린이 있는 것은 형체가 다르고

천성이 다르니, 이들의 관계가 어찌 衆人들 중에 聖人이 있는 것과 같겠냐고 답

하였다.”207)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새들이나 짐승들은 봉황이나 기린의 타고난 형

체나 천성과 달라 변화가 불가능하지만, 양웅은 衆人과 聖人 사이에는 외형이나

성품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즉 양웅의 三品說은 인성변화에 대

206) �法言�, 「修身」, “天下有三門, 由於情慾, 入自禽門. 由於禮義, 入自人門. 由於獨智, 入自聖

門.”

207) 上同, 「問明」, “或問 鳥有鳳, 獸有麟, 鳥獸皆可鳳麟乎. 曰 群鳥之於鳳也, 群獸之於麟也, 形

性豈群人之於聖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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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을 기반으로 배움[學]을 통해 누구나 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인

성 발달 수준에 관해 논한 것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인성 수준을 갖춘 衆人도

성인의 말씀이 담긴 五經을 통해 최고 수준의 聖人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 양

웅의 人性論은, 성공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인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1.2.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

인성 변화에 대한 믿음이 도덕교육의 근본 전제가 된다는 도덕교육적 함의는

양웅 人性論 외에도 儒家 人性論 전반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같은 前漢시기 인성 변화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동중서의 人性論과 비교해볼 때

그 함의는 심화될 수 있다.

동중서는 인간을 斗筲-中民-聖人의 세 가지 品으로 구분하였지만 인성의 변화

가 가능한 것은 오직 中民의 性이라고 한정지었다.

“지금 세상은 性에 대해 어두워, 그것을 말하는 자가 같지 않다. 어찌하여 性

이란 이름을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性이라는 이름은 生이 아닌가?

태어나는 그대로 품수 받은 것을 性이라고 한다. 性이란 바탕[質]이다. 性의 바탕

[質]을 善이라는 이름[名]에서 찾으려하면 찾을 수가 있는가? 찾지 못하는데 여전

히 바탕[質]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성이라는 명칭은 바탕[質]을

떠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바탕[質]에서 떠나면 그것은 性이 아니니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208)

“聖人의 性은 性이라 이름할 수 없다. 斗筲의 性도 또한 性이라 이름할 수 없

다. 性이라 이름함은 中民의 성이다.”209)

동중서의 논지에 따르면 “태어나 그대로 품수 받은 것”을 일러 性이라 하므로

性은 그 자체로 善이 아닌 선한 바탕[善質]을 의미하는데,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

208) 『春秋繁露』,「深察名號」, “今世閱於性, 言之者不同. 胡不試反性之名, 性之名，非生與? 如

其生之然之資，謂之性. 性者, 質也. 語性之質於善之名，能中之與? 旣不能中笑, 而尙請之質

普，何部? 性之名不得離質，雜質如毛，則非性己，不可不察也.”

209) 上同, 名性不以上, 不以下, 以其中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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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聖人과 斗筲는 선천적으로 각각 善과 惡에 고정되어 있어 후천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중서는 선한 바탕[善質]과 악한 바탕[惡質]을 모두 가지고

있어 교육 여하에 따라 善에 이를 수도 惡에 이를 수도 있는 中民의 性만을 本

性으로 인정하고 유일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동중서의 三品說은 일부 사람들의 인성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오직 中民의

인성 변화 가능성만을 인정하였으나, 中民 또한 선한 바탕[善質]이 매우 미약하

여 자신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善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이를 온

전히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210) 인성 변화 가능성이 결여된 동중서의 三品

說은 결과적으로 타고난 本性에 따라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이를 활용한 교육은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

교육의 근거가 되었다. 동중서의 人性論이 ‘왕권 강화’라는 한 무제의 정치적 요

구에 부합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특징은 보다 명백해

진다.

2015년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은 도덕과의 총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도덕과는 기본적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

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

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211)

인용문에 따르면 현 도덕과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덕과가 필수과목으로 편입된 3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교육은

유신체제 하에 반공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왔으며, 도덕과 수업은 인간으로서

따라야 할 도리나 이와 관련한 행동규범 및 원칙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화하는 반북주의를 체화하도록 구성되어

210) 上同, “民受未能善之性於天, 而退受成性之教於王.”

211) 교육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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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글짓기’, ‘반공웅변대회’, ‘반공포스터 그리기’ 등의 활동 등과 연계되어 왔

다.212)

동중서의 人性論이 ‘왕권 강화’라는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을

때, 인간의 계급을 나누고 통제하며 수단화하는 皇帝敎化論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도덕교육은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님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2. 도덕교육의 성공 요건

본 절에서는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을 통해 도덕교육의 성공 요건이란 무엇인

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도덕 발달 수준을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태도

가 성공적인 도덕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도

덕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다루고자 한다.

2.1. 도덕 발달 수준의 계층적 이해

현재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목표 설정에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구성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학교급별 목표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 목표를 학교급별로

더욱 구체화 및 차별화한 것이며, 도덕과 교육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중학교 목표의 범위는 초등학교 목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

고 고등학교의 목표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213)

“주제 중심 내용 구성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인간의 도리를 심층

적으로 탐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활용하

212) 정진아, 「유신체제 국가주의, 반공주의 교육의 내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

일인문학, 73, 2018, 59~64쪽.

213) 정창우, 『중학교 도덕(지도서)』, 서울: (주)미래엔 2013,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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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214)

이처럼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계층적으로 이해하여 도덕교육적으로 활용하려

는 경향은 현재 도덕심리학의 일부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인지 발달론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도덕 심리학자로는 피아

제(J. Piaget), 콜버그(L. kohlberg)등이 있다. 특히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수용하면서 비슷한 연령에 따라 유사한 도덕 판단 원리와 기준을 사용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준 단계 대체적 시기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벌의 회피와 복종 지향의 도덕성
유치원 및 초등학교

2단계  

개인의 이기적 욕구지향의 도덕성
초등학교 초기 및 중기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우호적 대인관계 지향의 도덕성
초등학교 중기 이후에서 성인까지

4단계 

사회질서 및 유지 그리고 법 준수 

지향의 도덕성

중학교부터 성인까지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사회 계약적 원리지향의 도덕성
고등학교 이후부터 성인까지

6단계 

보편적 윤리원칙 지향의 도덕성
매우 드묾

표3. 콜버그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이론215)

도덕성 발달 단계를 계층적으로 제시한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은 상벌이 아닌

도덕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블래트 효과(Blatt Effect)로 불리

는 이 이론은 발달 수준이 높은 단계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 도덕 판단

발달단계를 상향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흔적은 양웅의 三品說

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양웅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계층적으로 이해

214) 上同, 27쪽.

215) 문용린 외, 『정의의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0,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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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발달 수준이 높은 단계의 사람과의 접촉이 교육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았다.216)

“성인(聖人)은 옳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 선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다. 현자[賢人]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가린다. 보통사람[衆人]은 보고 들음에

아무것도 가리는 바가 없다. 어떤 사람이 보통사람[衆人]에 대해 물으니, 양웅은

보통사람이란 부유함과 귀함과 삶을 바라는 자들이고, 현자[賢人]란 의로움을 구

하는 자들이며, 성인(聖人)이란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경지에 든

사람이라 답했다. 현인을 보면 보통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성인을 보면 현인

을 이해할 수 있으며, 천지를 보면 성인을 이해하게 된다. …… 이 세상에는 그

살펴 단속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보통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살

펴 단속하고, 현인은 나라를 살펴 단속하며, 성인은 온 천하를 살펴 단속하는 것

이다.”217)

인용문에 따르면 양웅은 인간을 ①감정대로만 움직이는 데서 벗어났지만, 아

직 분별이 부족하여 낮은 인성 수준에 머문 衆人, ②의로움에 따르는 높은 인성

수준을 갖춘 賢人, ③심원한 지혜에 따르는 최고 수준의 인성을 갖춘 聖人으로

구분하여 인성 발달 수준을 계층적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양웅은 또한 발

달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단계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닮

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뽕나무 벌레의 애벌레가 죽어서 나나니벌을 만났다. 나나니벌이 그를 보고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니,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나나니벌을 닮았다. 빠르구

나, 칠십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인 중니를 닮은 것이.”218)

양웅에게 스승이란 곧 聖人을 의미했는데, 衆人들은 聖人을 접하는 것만으로

216) 이는 양웅이 인성발달을 계층적으로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인성을 갖춘 인물을 접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는 뜻으로, 인지 발달적 측면에 집중된 콜버그의 도덕

성 발달 이론에 인성 전반에 관한 담론인 양웅의 三品說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217) �法言�, 「修身」, “聖人耳不順乎非, 口不肄乎善. 賢者耳擇口擇, 眾人無擇焉. 或問衆人, 曰,

富貴生. 賢者, 曰, 義. 聖人, 曰, 神. 觀乎賢人則見 眾人, 觀乎聖人則見賢人, 觀乎天地則見聖人.

…… 天下有三檢, 眾人用家檢, 賢人用國檢, 聖人用天下檢.”

218) 上同, “螟蛉之子, 殖而逢, 蜾祝之曰: 類我, 類我. 久則肖之矣. 速 哉, 七十子之肖仲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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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聖人을 닮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219)

나아가 양웅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도달해야하는 인성 수준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양웅이 말하는 聖人이란 “귀로는 옳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

고, 입으로는 선한 말을 익히기를 기다리지 않는”220)사람이다. 그러나 양웅이 이

해한 聖人의 경지는 천지에 비견되며 매우 현묘한 존재로 묘사된다. 양웅은 성

인이란 “천지에 비할만한 덕이 있으며”221),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

묘한 경지에 든 사람”222)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온 천하를 살펴 단속한다223)”고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양웅에게 성인이란 최고 수준의 인성을 갖춘 인간을 의

미하지만, 모든 인간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여겼다.

그렇기에 양웅은 공자의 이론을 계승하여 군자를 구체적인 인격의 표상으로

삼았다.224) 양웅에게 君子란 賢人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225), 賢人이란 “귀로

는 들은 말을 가리고 입으로는 할 말을 가리고”226), “의로움을 따르며”227), “집안

을 한 도로 삼는”228)사람이다. 양웅은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덕행이 필요하나, 유덕자가 모두 통치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

았기에 관직자만이 賢人을 목표로 하는 것에 반대 하였다.229)

이를 종합해보면 양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衆人 수준의 인성을, 고위 관직자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賢人 수준의 인성을 선정하였

고, 극히 소수의 인간만이 聖人의 경지에 이르러 천하를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성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승으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230)

고 밝혔다.231)

219) 이러한 효과는 콜버그의 블래트 효과뿐만 아니라, 모델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반

응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반두라의 모델링 효과와도 유사점이 있다.

220) �法言�, 「修身」聖人耳不順乎非, 口不肄乎善

221) 上同, 「五百」, “聖人有以之擬天地.”

222) 上同, 「修身」, “或問……聖人. 曰, 神.”

223) 上同, “聖人用天下檢.”

224) 上同, 「學行」, “學者所以求爲君子也, 求而不得者有矣夫, 未有不求而得之者也.”

225) 金春峰, 『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447쪽.

226) �法言�, 「修身」“賢者耳擇口擇.”

227) 上同, “或問……賢人. 曰, 義.”

228) 上同, “賢人用國檢.”

229) 조원일, 『서한의 유학사상』,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412쪽.

230) �法言�, 「修身」, “聖人好己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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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덕교사의 권위 확보

선행연구들232)과 현직 교사들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학교교육의 위기

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교사의 권위는 상실되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233) 이러한 교육현실은 도덕과가 “학교가 인성 교육의 중심축 역할

을 해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역

할”234)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상실된 이유로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개인주의의 확

산’, ‘기성세대의 부도덕성’등이 거론되고 있으나235), 이러한 이유들의 근간에는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의 민주 의식 성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권위’를 구시대의 잔재물로 여기며 교사의 권위가 학생들의 민주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236)

그러나 ‘교사의 권위’는 ‘교사의 권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를 혼동해서

231) 인성 발달 수준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역할에 맞는 목표 수준을 설정하려는 태도는 현대

도덕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창우(2017)에 따르면 인성 발달의 수준은 ‘최소 수준, 중

간 수준, 최고 수준’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최소 수준은 “최소한의 사람됨과 시민

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춘 상태로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에 해당하며, 최고 수준은 “앎

과 삶, 말과 삶이 일치하고 ‘앎’과 ‘삶’과 ‘됨’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며, 중간 수준은 “최

소 수준과 최고 수준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정창우는 인간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인간은 적어도 최소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교사, 고위 공직

자 등 타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적어도 중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고, 성직자

와 같은 존재는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창우,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

천 모델의 모색」,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

구원, 2017, 147쪽.

232) 류방란, 「교사의 권위와 학교교육의 위기」, 『교육사회학연구』, 11(3), 한국교육사회학

회, 2001; 이동순 외, 「교사 권위의 형성 요인」, 『교사교육연구』, 54(4), 부산대학교 과학

교육연구소, 2015; 신형숙 외, 「교사 권위에 대한 개념의 발달과정」, 『교육심리연구』,

14(3),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김태기 외, 「고등학생의 부모 및 교사 권위 지각수준과 학

교적응 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0; 진현경,

「교사의 존재와 권위의 관계」, 『도덕교육연구』, 25(1), 한국도덕교육학회, 2013.

233) 정창우 외, 『교사, 인성교육을 생각하다』, 서울: 교육과학사, 2016, 75쪽.

234) 교육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5, 3쪽.

235) 이동순 외, 「교사 권위의 형성 요인」, 『교사교육연구』, 54(4),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

소, 2015, 728쪽.

236) 류방란, 「교사의 권위와 학교교육의 위기」, 『교육사회학연구』, 11(3), 한국교육사회학

회, 2001,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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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된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의미하지만 권위는 “타인

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237)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발달을 이끌어야 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의 효율성은 제고되기 힘들다.

前漢 時期 양웅과 동중서의 人性論을 비교하는 작업은 성공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필요한 도덕교사의 권위란 도덕교사의 권력과 구분되는 것이며, 제도적 개

선과 함께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들의 모범이 될 때 회복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특징 중 하나는 善과 惡을 모두 인간의 본성으로 인

정하고, 개인이 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것

이다. 하지만 두 사상가의 담론 속에서 스승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현격

한 차이가 있다. 동중서는 中民의 本性이 스스로 善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未善의 性이 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중서는 그의 人性論을 통해 스승이란 곧 聖王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이른바 皇帝敎化論을 펼쳤다.

“中民은 善에 능하지 못한 性을 하늘에서 받아, 물러나서 性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왕에게 받는다. 왕은 天意를 이어서 백성들의 性을 성취시키는 것으로써

임무를 삼는 것이다.”238)

“性이란 가지고 태어난 질료인 반면 善이란 왕의 교육에 의한 감화다. 질료가

없다면 王敎가 변화를 낳을 수 없고, 王敎가 없다면 바탕이 완전해질 수 없다.

주어진 질료를 善性이라고 할 수 없다.”239)

동중서에게 있어 스승이란 곧 황제를 의미한다. 선한 바탕만을 가지고 아직

237) 이동순 외, 「교사 권위의 형성 요인」, 『교사교육연구』, 54(4),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

소, 2015, 729쪽.

238) 『春秋繁露』,「深察名號」, “天生民性, 有善質而未能善, 於是爲之立王以善之, 此天意也. 民

受未能善之性於天, 而退受成性之教於王 王承天意 以成民之 性爲任者也.”

239) 上同,「實性」, “性者, 天質之樸也；善者, 王敎之化也. 無其質, 則王敎不能化. 無其王敎, 則

質樸不能善. 質而不以善性, 其名不正, 故不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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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이르지 못한 中民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善에 이른 聖人뿐이고, 동

중서에게 聖人이란 곧 황제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동중서에 따르면 황제는 善에

능하지 못한 中民의 性을 善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할 스승으로서의 임무를

天意를 통해 부여 받는다. 前漢 時期의 天은 인간 세계에서 최고 권력을 지닌

上帝를 의미했기 때문에 天에 근거한 황제의 권력 또한 절대시 되었다. 동중서

는 이처럼 스승으로서의 임무를 부여 받은 황제의 권력을 교육의 대상이 되는

中民들로부터가 아닌 天에 근거하여 확보한 것이다.

반면 양웅은 스승의 권위란 天이나 국가에서 나오지 않고 스승의 훌륭한 인품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성은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다. 그 선함을 닦으면 선인이 되고 악함

을 닦으면 악인이 된다.”240)

“어떤 이가 세상에는 연금술을 말하는 이가 있는데, 황금을 주조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물으니, 양웅은 군자를 만나면 사람 만드는 것을 묻지, 황금 만드는 것을

묻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가 사람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자, 양웅은 공자께서는 안연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신 것이라고 답했

다. 그러자 그가 놀라면서 좋도다! 황금 만드는 것을 물었다가 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구나!라고 말했다.”241)

양웅의 性善惡混說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이란 善과 惡이 혼재된 材質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닦아 나가느냐에 따라 인간은 善人이 될 수

도 惡人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배움에 임하려는 개인의

주체적 결의와 함께 善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이러한 材質의 性이 善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를 다듬어주는 스승의 역할이 강조된다.

“스승이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자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마땅히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242)

240) �法言�, 「學行」, “人之性也善惡混, 修其善則爲善人, 修其惡則爲惡人.”

241) 上同, “或問: 世言鑄金, 金可鑄與? 曰: 吾聞覿君子者, 問鑄人, 不問鑄金. 或曰: 人可鑄與? 曰:

孔子鑄顏淵矣. 或人踧爾曰: 旨哉! 問鑄金, 得鑄人.”

242) 上同, “師, 人之模範也. 模不模, 範不範, 為不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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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衆人은 남들

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賢人들은 자신을 올바로 하는 것을 좋아하며,

聖人은 자신을 師表가 되게끔 하는 것을 좋아한다.”243)

위 인용문에서 양웅은 스승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남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거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도덕적 모범[師表]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聖人만이 오직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聖人이란 아득히 신묘한 경지[神]에 도달한

사람으로 현실에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개탄한 것이다.

“스승이여, 스승이여! 스승이 아이들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로구나. 학

문에 힘쓰려거든 좋은 스승을 구함에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244)

참된 스승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길 바라는 데 애쓰지 않고, 스스로가 모범

이 됨으로써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데 있어 모

범이 되는 좋은 스승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양웅에 따르면

스승의 권위란 아득히 높은 수준의 인성을 갖추고 스스로가 모범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제도나 天에 근거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

니었다.

이처럼 天에 근거하여 스승의 권력을 정당화 했던 동중서 人性論과 높은 인성

수준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됨으로써 권위를 확보한 양웅 人性論과의

차이는 교사 권위를 회복하는 방안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가 인

성과 교과의 전문성을 갖추어 학생들의 도덕적 모범[師表]이 될 때 가능함을 시

사한다.245)

243) 上同, “天下有三好, 衆人好己從, 賢人好己正, 聖人好己師.”

244) 上同, “師哉! 師哉! 桐子之命也. 務學不如務求師.”

245) 교사의 권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제도적 측면과 지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인

성적 측면, 헌신적 측면의 요소가 있으며 교사 자신의 노력이 권위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이동순 외(2015)「교사 권위의 형성 요인」, 『교사교육연구』, 54(4),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5, 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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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은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동중서와 양웅의

人性論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과 그 내용에 대해 다루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한계와 의의를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도덕교육의 근본 전제와 성

공적인 도덕교육을 위한 요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혼란했던 前漢 시기의 사회 정치적 배경과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동중서와 양웅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

펴보았다. 前漢 시기는 사회정치적으로 전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秦의 멸망 이후

오랜 전란으로 피폐했던 초기부터, 외척세력의 득세와 왕위찬탈이 발생한 말기

까지 끊임없이 혼란했던 시기였다. 사상적으로도 잡다한 사상이 유행하였는데,

秦의 분서갱유 이후 명맥이 끊겼던 선진유가와 秦의 몰락 이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성행했던 황로도가, 秦의 잔재인 법가를 비롯한 음양가 및 참위재이설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동중서는 백가의 사상을 끊어버리고

유가의 사상을 관학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양웅 역시 성인의 가

르침에 반하는 미신을 부정하고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정통 유학의 정신으

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동중서는 陰陽五行論과 天道論을 자신의 人性論의 근거로 삼아 하늘의 운행원

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동중서는 未善의 性이 善에 이르기 위해서는 天으로부터 백성들

을 善으로 이끌 의무를 부여받은 성왕의 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

로는 仁, 義, 智의 덕을 기르고 三剛의 윤리를 실천하여 음의 기운에 대응 되는

貪性의 악한 바탕[惡質]을 적절히 조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중서는 인

간을 세 가지 品으로 구분하여 성왕의 교화가 가능한 것은 오직 中民의 性으로

본성이 善에 고정된 聖人이나 惡에 고정된 斗筲의 性은 性이라 이름 할 수 없다

고 보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의 人性論을 三品說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중서

의 人性論은 인간의 인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있으며, 당시 지

배층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人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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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의 핵심이 되는 용어 사용에 있어 더 엄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단

절되었던 유학의 이론을 융합함으로써 조화를 시도하였다는 데에서 소극적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양웅 역시도 혼란했던 前漢 말의 궤변사설들로부터 유가의 정통을 지켜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는 天·地·人의 道를 포괄하는 太玄의 개념을 자

신의 人性論의 근거로 삼았다. 양웅은 性을 視·聽·言·貌·思라는 인간이 생득적으

로 지닌 성품 일반으로 보는 한편, 본성에는 善과 惡이 혼재해있다고도 보았다.

물론 양웅은 자신의 人性論에 관해 직접 논증한 바가 없기에 해석에 한계가 있

으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자는 양웅이 말한 본성이란 재질과 같은 것으로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善이 될 수도 惡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양웅에 의하면 누

구든지 성인의 말씀이 담긴 五經을 근거로 배움을 지속해 나갈 때 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양웅의 人性論은 후대에 맹자, 순자의 人性論과 함께 性三品說의

일부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의 저서에서도 인간을 聖人-賢人-衆人의 세 가지

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동중서와 달리 이는 본성에 대한 논

의라기보다는 학문과 수신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인간이

라면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양웅의 人性論은 傳의 형태를

지닌 『法言』을 통해 개진되어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유학의 정통을

지켜내고자 했던 목적의식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인성에 선과 악이 혼재해있

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바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당시 그의 人性論이 수록

된 저서의 영향력이 강했고 단순히 ‘性善惡混’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이유로

후대에 거론되었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周易』이나 『論語』를 자신의 언

어로 정리하여 人性論을 개진하였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는 점과 善에 이르기 위한 주체적 결의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자가 포착한 前漢 時期 동중서 人性論과 양웅 人性論의 유사점은 1) 인간

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층위[三品]를 두었으며, 2) 인간의 본성[性善情惡

說, 性善惡混說]으로 善과 惡 모두를 인정하였고, 3) 인간이 善에 이르기 위해서

는 반드시 스승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유사점과 함께 두 人性論의 차이점을 활용하여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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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이 도덕교육의 근본 전제에 관련해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웅의 人性論은 인성 변화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인

간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현대 도덕교육론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행(2015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를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

추게’ 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하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로 정의하

고 있다. 이는 인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

로 양웅의 人性論은 도덕교육의 근본 전제는 인성 변화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둘째, 왕권 강화라는 한 무제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성립된 동중

서의 人性論은 도덕교육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덕교육은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지, 특정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다.

다음으로 前漢 時期 儒家 人性論이 도덕교육의 성공 요건과 관련해 가지는 함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공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도덕 발달 수준

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양웅의 三品說은 인성 발달 단계를 衆人-賢人-聖人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백성들의 목표 수준을 賢人이 되는 것으로, 교사들의 목표

수준을 聖人이 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목표 수준과 교과 내용을 달리하는 현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덕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

의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로 성공적인 도덕교육을 위해서는 도덕교사의 올바른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인 ‘교사의 권위’는 학생을 복종시킬 수 있

는 강제적 힘인 ‘교사의 권력’과는 차이가 있다. ‘권력’은 제도에 근거하여 정당

화되지만, ‘권위’는 이와 함께 교사가 전문성을 갖출 때 보장될 수 있다. 天에

근거하여 스승의 권력을 정당화 했던 동중서의 人性論과, 높은 인품과 스스로

모범이 되는 태도로 스승의 권위를 확보 했던 양웅의 人性論은 성공적인 도덕교

육을 위해 필요한 도덕교사의 권위란 도덕교사의 권력과 구분되는 것이며, 제도

적 개선과 함께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들의 모범이 될 때 회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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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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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fucianism's Human Nature 

Theory in Pre-Han Dynasty

Bae, SeongJi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confucianism's human nature theory in Pre-Han Dynasty.

To do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theory and

study human nature theory of Dong Zhong-Shu and Yang Xiong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dea of theory above. This paper first discusses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and ideological background in Pre-Han Dynasty, and then, looks at the

human nature theory of Dong Zhong-Shu and Yang Xiong sequentially.

Pre-Han Dynasty was founded, after Qin dynasty with only 15 years of history

perished that had unified China continent for the first time. The early period of

Pre-Han Dynasty, therefore, was very confusing in socio-political terms, and was the

period of various ideas by a lot of schools, such as Pre-Qin confucian thought which

had been lost since Fen Shu Keng Ru in Qin dynasty, Huang-Lao Taoism for

comforting the weary people of a long war, Yin and Yang school, and hundred

schools of thought. In the middle of Pre-Han Dynasty, Dong Zhong-Shu tried to

strengthen the emperor power and stabilize the nation by unifying various idea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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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ism. But, in the late period of Pre-Han Dynasty when Yang Xiong was

active, the maternal relatives of the empress were influential, and a coup based on

superstitious prophecy arose and finally, Pre-Han Dynasty perished.

Dong Zhong-Shu set the theories of Yingyang Wuxing and the relationship theory

between heaven and human as the basis for his human nature theory. Then he

respectively assigned the meanings of evil and goodness to Qi of YinYang, principle

of operation of the heaven. He also thought that this principle applies to humans and

connects the heaven and humans. Based on this, he introduced various theories: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has both good personality and evil taste, the theory that the

human nature consists of the material of good, but it itself is not good, and the

theory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human beings: a saint, an ordinary person, and a

humble person. Dong Zhong-Shu's human nature theory lacks confidence in the

possibility of human personality change, was created to justify the power of the

ruling class, and weakened democratic ideas about morality. These can be pointed out

to be problems. However, it is remarkable that the terms in human nature theory had

been carefully used and the theory is meaningful in that harmonization had been

attempted by fusing human nature theory of disconnected confucianism.

Yang Xiong thought that it was his mission to protect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from the sophistries in the late period of the in Pre-Han Dynasty and he set the

cosmology centered on heaven, earth, and human as the basis of his human nature

theory. Based on this, he introduced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a mixture of

evil and good, and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human beings: a saint, a wise man,

and an ordinary man, depending on their level of study. Yang Xiong's human nature

theory was difficult to grasp the true meaning because it was conveyed in the form

of 『Fayan』, was far from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and was known to descendants by his first argument that good and evil are mixed.

These could had been better.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he published

『Taixuanjing』 and 『Fayan』 by using his own language and developed his own

human nature theory, also argued that anyone could be a saint through ende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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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phasized study and self-determination for this.

According to the confucianism's human nature theory in Pre-Han Dynasty, the

ethics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belief that personality can change. It should

also be recognized that the purpose of ethics education is not to nurture human

beings who contribute to the interests and development of a nation, but to nurture

moral human beings and right citizens. Finally,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ethics

education can be achieved successfully through authority secured when the ethics

teachers constructed appropriate goals and contents by hierarchically understanding the

learner's level of moral development and become an example of the learners by

becoming an expert.

Keywords : Pre-Han Dynasty, Dong Zhong-Shu, Yang Xiong, Human Nature

Theory, The theory of three grades of human being, Mo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7-2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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