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억.Jl . r해확」의 ~行릎홉 

1 . 머리말 

박성규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 

『논어』에는 어떤 덕목(物)1)이든 잘못 이해하여 그 근본(本)을 상 

실하고 말단(末)만 추구하게 되 면 더 이상 그 덕목이 아닌 것(廠)이 

되고 만다는 사상이 있다. 인간의 행위상의 잘못이란 바로 해당 “덕 

목의 본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바탕한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덕목에 대한 올바른 밟에 도 

달해야(致知) 한다. 그 덕목에 대한 올바른 앓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덕목(사물)의 본과 말을 올바로 헤아려야(格物) 한다. 이것이 r대 

학」의 格物致知 설이다. 

지금까지 “格物”은 “외물의 접촉을 통한 이치의 탐구(郞物第理)"로 

해석하는 것이 주자(1130-120이 이래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2) 그런데 이런 해석의 중대한 결점은 그러한 격물설이 r대학」 이 

전의 『논어』， 『맹자』 둥 先奏의 유가 경전과 아무런 연결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 이와는 달리 “格物”의 의미를 “사물의 본말을 헤아림”으로 풀 

1) 格物의 物은 사물의 물이 아닌 仁·孝·直·政 둥 도덕적 주제를 담고 있는 

개념올 지청한다(박성규 r격물치지와 정명」， 『철학연구』 제56집， 철화연구회， 
2002, 148쪽 참조). 

2) 陳來도 여기에 속한다. 진래가 格올 “훌”“度”의 의미로 풀이한 것은， 格物올 
“本末올 헤아린다”고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자가 格올 근본적으로 至로 
풀이하면서도 흙이라는 말을 보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애초부터 格을 
“훌度”로 풀이하면 格物이 “사물 연구”라는 돗올 합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 
문이다(If朱熹哲學돼究.;， iid:會科學出版社， 2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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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경우라도 임의의 두 사물을 비교하여 하나는 本이고 하나는 未

이라고 헤아린다는 식으로 풀이하기 때문에，3) 필자처럼 “하나의 물 

(덕목)에 대해 그 끈본적인 측면과 말단적인 측면을 헤아린다”는 입 

장과는 전혀 다르다. 

r대학」의 격물의 의미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논쟁이 분분했다. 그 

렇지만 「대학」의 격물 사상을 이전의 선진의 경전과 연결시키는 연 

구는 거의 없었다 「대학」의 중심 개념인 8조목 가운데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는 그 이전의 경전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 

라는 점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유독 格物致知만은 

이전 경전과 아무 연결점이 없는 r대학」의 독특한 사상으로 이해한 

종래의 해설들은 그 자체로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글은 「대학」의 3강령은 물론이요 격물치지 개념 역시 r대학」만 

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 『논어』 둥 선진고전에서부터 제기되어온 

知行論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1I. If'논어』의 知行論

1. 행위와 인식 

인간의 행동은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었다. 이것은 이성적인 존 

재인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의 기본 전제이다 w논어』 역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즉 잘못된 행동에는 사물(덕목)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w논어』의 다음 내용을 보자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고장에 정직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하 直射者로 호칭)이 있 

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면서 그 사실올 일러바쳤습니다" 

“저희 고장의(내가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 

3) 예컨대 정약용은 “명덕이 본이고 친민이 말이다”는 점올 헤아리는(格) 것이 
격물이다고 풀이한다 (이 때 物은 명덕과 친민이다.) 



『논억.!I . r대확」의 흥P行흩흩 

지는 자식울 감싸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감싸줍니다. 정직은 바로 그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4) 

9 

문맥에 따르면， 섭공이 말한 직궁자는 정직의 덕목을 실천한다는 

신념 하에서 자기 아버지의 비행을 관가에 일러바쳤던 것이다Ií논 

어』의 또 다음 구절올 보자.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 · 불손한 짓을 용기(勇)로 여기는 이를 미워하고， 남의 홈을 들 

추어내는 짓을 정직(直)으로 여기는 이를 미워합니다 "5) 

자공이 미워한 사람들 역시 그 스스로는 나름대로 용기와 정직의 

덕목을 실천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정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Ií논어』의 다음 내용을 보자. 

계강자(당시 노나라최고실권자)가 정치를 자문하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정의 그 자체(正)입니다. 그대가 정의(정직)로써 솔선할진 

대 감히 누가 부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6) 

계강자가 도둑(이 많은 현실)을 걱정하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정말로 그대 스스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설령 상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7) 

계강자가 정치를 논하며 공자에게 물었다.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서 백성들이 올바른 도에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살인의 방법올 쓰려하십니까? 그대가 선을 

4) 葉公語孔子日: “홈;1;有直射者， 其父樓후， 而子證之 ” 孔子日: “흠훌之直者異於 
是. 父鳥子隱， 子뽑父隱， 直在其中롯." (r논어~ 13:18) 

5) 日· “陽也亦有惡、乎?" “惡微以짧知者， 惡不孫以뚫勇者， 惡計以옳直者." (W논어」 

17:24) 
6)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日: “政者正也 子率以正， 執敢不正?" (W논어~ 12:17) 
7) 季康子愚짧， 問於孔子. 孔子對日: “힘子之不欲， 雖賞之不짧." (W논어~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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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면 백성도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 

은 풀인즉，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저절로 수그리는 법입니다"~) 

이들 문맥올 검토해 보면 계강자는 “각종 범죄자를 법에 따라 다 

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통치 행위에서 통치자 

자신의 ff종身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건대， 직궁자는 정직의 덕목을 바로 알지 못했고， 자공 

이 미워한 사람도 용기와 정직의 덕목을 몰랐으며， 계강자는 공자의 

관점으로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있는 셈이 된다.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잘못을 범했다는 말이다. 

또 『논어』의 다음 구절을 보자. 

진사패가 공자에게 노나라 소공이 예를 아는지(이해하는지) 묻자， 

공자는 “예를 아십니다”고 대답했다 공자가 자리를 뜨자， 진사패는 

공자의 제자 무마기에게 읍하고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군자는 편옮이 없다고 들었는데， 군자도 편옮이 있는 것입 

니까? 소공은 오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하여， 同姓(쩔、와 吳는 모두 姬

民)인 사실을 숨겨 (吳姬라고 하지 않고) 吳굶子라고 하였습니다. 노 

임금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습니까?" 

무마기가 이 말을 공자에게 전하자 공자는 말하였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잘못이 있으면 남이 필히 지적해 준다 "91 

누가 묻기를 “관중은 예를 압니까?" 하자 공자가 대답했다. 

“임금이 색문(塞門)을 세우면 관중도 색문을 세웠고， 임금이 외국 

임금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반점(反站)을 설치하면 관중도 반점을 

설치하였으니，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7" 101 

8) 季康子問政於孔子日，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日. “子寫政 ‘띈用殺? 

子欲善而民善롯.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t之風 必(훌." (C논어~ 12:19) 
9) 陳司敗問昭公知禮乎? .fL子日: “知禮." :rL子退， 揚띤馬期而進之日: “쯤聞君子不 

黨， 君子亦黨乎? 君取於吳， 馬同姓 謂之吳굶子. 君而知禮， 執不知讀?"Æ馬期

以告. 子日: “묘也幸， 회有過， 人必知之." (r논아~ 7:3)) 
10) 或日 ... “然則管때知禮乎?" 日· ’‘춰3君樹塞門 管flÇ亦f혀塞門. 행君뚫兩君之好， 

有反J:ð. 管民亦有反해. 管flÇ而知禮， 熟不知禮?" (Ú 논어ι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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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은 당시 “같은 성은 결혼하지 않는다(同姓不婚)"는 예를 몰랐 

을 리 없을 텐데， 진사패는 소공이 예를 어긴 사실을 일컬어 “예를 

모른다” 하였고， 관중이 “색문”과 “반점”은 제후만이 설치하는 것이 

예이라는 사실올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공자는 관중이 예를 어긴 사 

실을 일컬어 “예를 모른다” 하였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당시는 예에 의해 국가 기강을 유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공과 

관중은 공공연히 예가 아닌(非禮)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경 

예를 무시할만한 명분을 내세웠다는 말이다. 즉 예는 행하지 않았지 

만 명분은 행했다는 말이다. 명분을 내세워 예를 대체시킨 것이다. 

그런데 직궁자가 스스로는 정직올 행한다고 생각했듯이， 소공과 관중 

역시 스스로는 명분으로 예를 대처하면서 실제로는 예를 행한다고 

강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공과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 

르겠는가? 개나 소도 예를 안다 라고 비난한 것이다11) 

앞에서 거론한 직궁자의 경우도 “직궁자가 정직을 안다면 누가 정 

직을 모르겠는가?"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위의 인용문 

에서 논한 내용도 직궁자 · 계강자의 경우와 같은 구도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랍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그렇지 않든 항상 

어떤 덕목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덕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인식은 곧바로 실천 

의 문제와 연결된다. 잘못(過)이란 다름 아난 그릇된 인식에 바탕한 

실천을 일걷는 만큼， 예컨대 직궁자의 경우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 

는 행위가 정직이 아님을 인식하면 그의 잘못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된다. 

물론 그릇된 인식이 수정되면 잘못은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릇된 인식의 수정이 전 

제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참된 앓에 도달하는 일(致知)은 잘못 

의 수정(改過)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11) 과거 통치자 가운데 불의， 불법，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늘 그것이 정의요 합법 

이요 민주라고 강변한 적이 있었다. 공자의 어조로는 “그가 민주 • 정의를 안 
다변 누가 민주 • 정의를 모르겠는가? 개나 소도 민주 • 정의를 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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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목에 대한 본말 인식과 잘못과의 관계 

(1 ) 근본을 상실한 덕목은 더 이상 그 덕목이 아님 

공자는 형식(文)과 바탕(質)을 아울러 갖추어 한다고 말한다. 누가 

아무리 좋은 심성의 바탕을 구비하였더라도 일정한 표현형식을 갖추 

어야 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손(悲)도 예가 없으면 피곤(勞)이 되고， 

신중(植)도 예가 없으면 두려움(恩)이 되고， 

용기(勇)도 예가 없으면 난폭(亂)이 되고， 

정직(直)도 예가 없으면 박정(較:각박)이 된다''l:Zl 

공손， 신중 등이 내면의 되목(바탕)이고 예가 격식(형식)이다. 

또 공자는 이와 동시에 모든 덕목에 대하여 동태적이고도 주체적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했다. 

仁을 숭상하고 好學하지 않으면 愚(우직함)의 폐단에 빠지고， 

知(지혜)를 숭상하고 호학하지 않으면 覆(허풍)의 폐단에 빠지고， 

信(믿음)을 숭상하고 호학하지 않으면 戰(해침)의 폐단에 빠지고， 

直(정직)을 숭상하고 호학하지 않으면 較(박정)의 폐단에 빠지고， 

勇(용기)을 숭상하고 호학하지 않으면 亂(난동)의 폐단에 빠지고， 

剛(강직)을 숭상하고 호학치 않으면 狂(거만)의 폐단에 빠진다J:l) 

누가 비판적인 학문적 성찰을 게을리 하면 그 자신은 仁 • 剛 등의 

행위를 한다고 여길지라도 사실은 愚 · 狂 등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 

이다. 愚 • 狂 등에 가까운 행위는 이미 더 이상 仁 • 剛 등의 덕목이 

아니다. 즉 仁 · 剛 등의 모든 닥목은 그 근본에서 멸어지면 이미 해 

당 덕목이 아닌， 괴상한 것이 되고 만다. 직궁자가 바로 정직을 숭상 

했지만 아버지를 고발한 그의 행위는 정직의 근본에서 벌어졌기 때 

12) 子日: “悲而無禮則勞， 벌而無禮I!I]， 勇而無禮1111. 直而無禮111]." ('논어~ 8:2) 
13) 好仁不好學， 其嚴也愚， 好知不好學， 其廠也處; 好信不好學， 其廠也敵; 好直不好

學， 其廠也較; 好勇不好學， 其廠也亂; 好剛不好學， 其廠也狂 ( ~'논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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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더 이상 정직이 아년 박정에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141 

『논어』는 “군자는 근본(本)에 힘쓴다. 근본이 수립되어야 도가 생 

긴다"1;))고 주장한다 공자는 각종 덕목의 근본에 대해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였다. 공자는 이 렇게 말했다. 

사람이 어질지(仁) 못하면 예(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이 어질지(仁) 못하면 악(樂)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IGI 

仁이 禮樂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예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질게 

(사람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만일 예악 

을 꾸미는 일만 중시하고 仁을 무시하면， 결국 사람답지 못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예악으로 단장하는 일은 중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렇게 되면 예악은 결국 그런 행위를 은페하고 왜곡하는 역할로 전 

락한다. 本末，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다. 또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임방이 예의 근본(趙之本)을 묻자， 공자는 말하였다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모든 의례(禮)란 겉치레와 낭비에 머물 

바에는 차라리 검소해야(檢) 하고， 상례(喪)란 곁 형식만 차렬 바에 

는 차라리 진정 슬퍼해야(願) 한다 "171 

역시 예의 본질은 사람다운 심성을 표출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또 공자는 말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禮를 행하면서 공경(敬)이 

없고， 상례에 임하면서 슬픔(哀)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서 무엇을 기 

대할 수 있겠는가?lRI 

14) 문제는， 愚·훌·敵·較·亂· 狂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仁 • 知 · 信 • 直 · 勇 • 剛의 덕목을 추구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15)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寫仁之本與!) (W논어~ 1:2) 
]6) 子日: “人而不C. 如禮何?A而不仁， 如樂何?" (W논어J 3:3) 

17) 林放問禮之本 子日: “大짧問l 禮與其著也寧險， 喪與其易也寧鳳，" (W논어J 3:4) 

18) 子日: “居上不寬， 뚫禮不敬 臨喪不哀 흠何以觀之값!" (W논어~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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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근본은 공경이고 상례의 근본은 슬픔이라는 말이다 

(2) 잘못의 깨달음이 갖는 의의 

「논어』는 잘못을 인식하는 일(知)과 잘못을 고치는 일(行)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잘못을 범하고 고치지 않는"(過而不改)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반드시 변명하기(必文)" 때 

문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당사자 

자신에게 그것은 잘못이 아닌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반복 

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잘못을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이다"19) 하였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면 고치 

기를 꺼리지 말라"20)고 가르쳤다 

어떤 덕목이든 그 근본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단만 추구하면 더 

이상 그 덕목이 아닌 단순한 잘못에 불과한 것이 된다. 즉 잘못된 

행위는 그릇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바른 행위를 위해 

서는 덕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 

을 깨달아야 한다. 

공자는 선비의 첫째 덕목으로 수치를 가질 줄 아는 마음을 들었 

고 ::1) 맹자 역시 사람답게 되려면 수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 

다.낀 수치란 자기 잘못에 대해 수치를 느낀다는 말인 만큼， 수치심 

을 느낀다 함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수치를 알면 

곧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치는 改過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공자는 말했다. 

1m 子日 “過rm不改 是謂펴훗 " (r논어~ 15‘:29) 

:20l 子터 “君子不重， ~IJ不威， 學업 IJ不固 主忠f듭 無友不如己者 過， 則꺼揮改" (í'논 

어" 1:8) 
21) 子頁問日: “何如斯可謂之士훗?" 子日: “行己有맑， 使於四方， 不尊君빼， 可謂士

롯 ” 日: “敢問其次 ” 日: “宗族稱孝훨， 뺑]薰稱弟볼" 日: “敢問其次" 日. “言必

信， 行必果， 뼈fi￥'!!;;、小人값! 찌]亦可以寫次훗" 日 “今之從政者何如?" 子日

“뺑、1 斗칩之A.，foJ足算也?" ('논어 J 13:20) 
22) 굶子日· “A不可以無맑， 無맑、之맑， 無맑、롯 " ("맹자" 13:6) 굶子日‘ “맑之於A大 

훗， 뚫機變之巧者， 無所用용〔、훨 不맑、不若A， 何若A有?’‘ (C맹자~ 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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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끝이로구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속으로 송사를 제기하 

는(뚫)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찌 

인간의 완고성 내지 자기변명성의 깊이를 발견하고 공자가 탄식한 

내용이다. 세상 사람은 저마다 소견에 따라 행위하고 어떤 잘못이 드 

러나도 항상 변명할 사항은 풍부하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폐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항상 잘못을 범한 연후에 고칠 수 있 

다"25) 하였다 사람은 잘못을 범해도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점을 두고 말하자면， “사람은 항상 잘못을 깨달은 연후에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인은 잘못을 범하면 항상 변명하 

기"26)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잘못을 고치는 

길로 나갈 수 없다. 이처럼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길 때만 바른 길로 향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다. 더욱이 위정자의 잘못은 다수 백성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의미 

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장못의 인식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논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고 『맹자』도 거의 같은 말을 했다. 

군자의 잘못은 마치 해와 달에 생기는 일식과 같은 것이다. 잘못 

이 있으면 모든 백성이 보게 되고(그 피해를 감수하고)， 잘못을 고치 

23) 子日 “E롯乎， 폼未핸能見其1웹llfj內自뭔者iQ，" (è논어. 5:27) ※ 여기서 송(갑) 
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그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24)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이 대면한 운명적인 주제에 속한 
것 같다， 즉 인간이 과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참으로 뉘우치는 일은 초등 
학교 저학년 시절 내지 동화의 세계에나 속하는 신화라는 말이다. 가치관이 

수립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위치에 안주하게 된 후에는 전면적인 비판과 성 
찰은 사실상 번 이야기가 된다. 데카르트가 근대 인식론의 시작을 알린 그의 

저서 『방법서셜』 첫머리에서 지적한 다음의 내용 역시 공자의 말과 백올 같이 

한 것 같다· “인간의 온갖 것들 가운데 총명(良識)이 가장 균둥하게 분배되었 
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경우에 전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랍도 자기의 총명은 

심히 풍부하다고 여긴 나머지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풍우란， 박성규 역 w중국철학사』 상， 364쪽) 

25) Å힘過， 然、後能改， (W맹자~ 12:15) 
26) 子夏B: “小人之過也. 必文，" (]'논어~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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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모든 백성이 우러르게 된다(그 혜맥을 누린다)낀) 

IU. r 대학」의 知行論

1. 유가 정치철학의 체계적 정립 필요성 

공자 이후 맹자 순자에 의해 제승 발전된 유가의 정치 철학은 사 

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잘못 이해되기도-쉬웠다. 따라서 간결한 

문장으로 그 핵심을 정리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첫째， 공자의 사상은 공자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은 제자조차도 올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논어』의 다음 내용을 보자. 

번지가 농사법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채소 심는 법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늙은 채소꾼만 못하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는 말하였다 

“소인이다! 번지여! 윗사람이 예(禮)를 사랑하면 백성은 저절로 

공경스럽게 되고， 윗사람이 의(義)를 사랑하면 백성은 저절로 복종 

하게 되고， 윗사람이 신의(信)가 있으면 백성은 저절로 진심을 보이 

게 되는 법이다， 그렇게만 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식을 등에 업 

고 몰려들 것이다 어찌 농사법을 거론한단 말인가?η('j l 

이 구절은 공자가 생산 활동을 무시한 사례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다 제자 번지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실망인즉 다음과 같다. “너는 도대체 농부들이 땅 파는 방법이 잘못 

27) 子員日: “君子之過也 如日 月之食馬 過也 人皆見之 更也 A皆{fn之." (C논어J 
19:21) 陳質 .. 見굶子， 問日‘ “ ... 聖人且有過與?" 日· “ ... 且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11原之 古之君子， 其過也， 如 H 月之食， 民皆見之; 及其更也， 民皆

때之. 今之촬子， 울徒順之， 又從而馬之蘇." (ê맹자ι .l9) 
28) 찢흉請學隊 子딘. “폼不如老農 請學馬團 日폼τT、如老農 찢i뽑出 子日: η、A값 

찢須也. 上好禮則民莫敢不敬 上好義RIJ民莫敢不服 上好信!\IJ民莫敢不用情 夫如

是~IJ四方之民 F융負其子而至롯 ;띈用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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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파종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와 같은 불행 

과 고통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공자가 파악한 세상의 비극은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윗사람들의 

실책， 즉 예의도 염치도 없이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무시하고(非 

禮J ， 사리사욕에 따라 부정과 불의를 일삼고(不義J ， 그리하여 백성의 

신뢰를 상실한(不信) 데에 있었다. 한 마디로 윗사람들이 제 몫을 다 

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 그들이 그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계강자의 경우 참조J. 

그러므로 농사법 둥을 개량하면 백성이 더 살기 좋게 될 거라는 

번지의 정치관은， 정치에 대한 말단적 인식에20) 불과한 것이었다. 직 

궁자나 계강자의 경우처럼 本末을 가리지 못한 발상이다. 이처럼 다 

른 사람도 아닌 공자의 제자조차도 공자 사상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즉 유가 내부적으로도 그 정치철학의 핵 

심을 간결하게 정립할 필요성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가는 다른 학파의 비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웅할 필요가 

있었다. 유가의 선비들이 장차 정치를 담당하여 救世할 포부로 실력 

을 기르고 있다손 치더라도 밖에서 볼 때 그들은 놀고 먹는 이들이 

었다 30) 은둔주의자들의 비판에 따르면， 유자들의 救世의 구호는 허 

울에 불과하고 놀고 먹고 있는 그만큼 백성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이었다. 공자 자신부터 세상 사람들의 욕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m 

29) 당시는 과학이랄 게 거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과학적 영농 기술이 생산을 
크게 좌우하는 오늘날과 비교하여 공자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다. 공자의 이 

러한 인식(관점)은 타당했다고 본다 

30) 子路從而後， 遇文人以柱혜條 子路問B' “子見夫子乎?" "1:.À日: ‘·四體不動， 五

췄不分， 執寫夫子?" (f논어~ 18:7) 

31) W사기」， 「중니제자열전J은 자로가 위나라의 난리에 빼死한 사실을 서술한 다 

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자로를 제자로 얻은 뒤 세 

상의 욕올 듣지 않게 되었다(自홈得由， 惡言不聞於耳)’ 하였다" 이 구절에 대 

해 王輔은 “(용맹스런) 자로가 공자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깔보는 이들이 

감히 욕올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공자의 귀에 욕이 들리지 않았다”고 매우 유 
치한 주롤 단 이후， 현대 馬持짧의 『史記今註」에 이르기까지 답습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로의 면전에서 공자를 비방한 睡者들의 말이 『논어』에 나온 

다는 사실과 W논어』의 편자가 은자들과 맞서는 장연마다 지극히 공손한 태도 
의 자로를 내세웠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자로는 그의 죽옴 역시 평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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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 후 유가는 전국 말기에 이르면， 입으로는 유가의 덕목을 표방 

하나 자선의 행동에서는 그것을 설천하지 않는 橋者들과 정치가들로 

인하여， 당시의 여타 학파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장자4 

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세상은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가 서로 엇갈려 있고， 형틀에 

묶인 이들이 서로 줄을 잇고 각종 형벌에 의한 불구자들로 가득 찬 

형국이다. 그런데 유 · 묵의 선비들은 차꼬와 수갑 잔 무리 사이로 

도리어 어깨를 으속이며 활보하고 있으니， 오! 너무나도 심하도다! 

부끄럼도 없고 수치도 모르는 그들이!:lD 

당시의 타 학파는 이로부터 유가의 철학 자체를 총체적으로 부정 

할 태세를 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중국 근대에 사회 폐습의 元祖

로서 공자와 유교를 총체적으로 배척한 상황과 비슷했을 것이다. 

셋째， 당시는 도덕 관념이 해이해져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면 변명 

만 하고 무슨 경우이든 “녹피에 가로왈자”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 

게 해석하는 풍조에 젖어있었다. 그래서 『논어』에서 주장된 뿐 개념 

같은 것도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이로부터 “객관적인 척 

도”의 관념을 골간으로 하는 윤리 이론의 정립이 요청되었다. 

이와 같이 유가를 둘러싼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모든 덕목은 

그 근본을 상실하면 무의미하며， 개인의 덕성(修身)과 남을 다스리는 

사상을 행동에 옮긴 데 불과했을 정도로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사적인 

이익과 안위는 돌아보지 않는 철두철미 의리파 선비로 당시 세인들도 인정하 

고 있었던 만큼， 그런 인물을 제자로 둔 스승은 그 방변에 더욱 위대한 면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기 때문에， 공자의 말대로， 더 이상 비방하지 않았 

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橋者란 결코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고 정치 

를 담당할 경우 국가적 대사에 폼을 바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孔門 제자 가운데 사실상 자로가 그 대표였던 것이 

다 자로의 일생이 狗死로 마쳐지지 않았다면 자로가 『논어」에 그토록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2) 今世珠死者相林也， 析楊者相推也， JflJ웠者相望也， 而橋 · 뿔乃始難많樓뽑乎폼뿜 
之問. 意! 甚잦했其無塊而不知JfG、也. (W장자」， 「재유(在看)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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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寫政)이 둘이 아니다는， 공자이래 유가의 근본이념을 명확하고도 

일관된 체계로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출현한 

것이 1751자의 간결한 문장으로 된 「대학」이었다 r대학」은 바로 시 

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탄생한， 고대 유가 철학의 結옮이며 유가 정치 

사상의 고전적 완성이었던 것이다. 

r대학」의 핵심은 혈구지도(웰짧之道:판단 척도를 헤아리는 도)이다. 

도덕 이론에 객관 척도로서의 잣대(短: 직각자) 개념을 도입한 것이 

「대학」의 가장 큰 특정이다. 자기와 타인의 마음과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잣대처럼 객관적이고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바로 “類짧” 개념이다. 

2. 大學의 道

r대학」은 첫머리에 “대학의 도는 明德、을 밝히고(이해하고)， 親民하 

며， 至善에 머옮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대학의 도를 강론하는 목적 

이 이 세 가지에 있다는 말이다. 정약욕은 앞 두 구절은 “윗사람들이 

A倫을 이해하면 아래의 일반 서민들이 친애심을 갖는다"33)는 『맹 

자』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명덕을 밝히는 것은 곧 인륜을 밝 

히는 것이다"34)고 하였다. 

(1 ) 明明德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이해하는) 데 있다" 정약용은 明德이 

곧 孝 • 弟 · 鉉의 3德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3덕이 나오는 r대학」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려면 우선 집안올 다스려야 한다’ 합은 자 

기 집안도 교화하지 못하면서 남을 교화한 경우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군자는 자기 집 밖을 나가지 않더 라도 나라에 교화를 이룰 

수 있다. 孝는 임금을 섬기는 원리로 연결되고， 弟는 어른올 섭기는 

33)Á倫明於上， 小民親於下. (W맹자~ 5:3) 
34) 明明德者明A倫也. (W여유당전서~ 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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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연결되고， 鉉는 아랫사람을 돌보는 원리로 연결된다.서 

효·제·자가 함께 논해진 곳은 아 곳 뿐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대학」의 핵심 주제인 “쭉뚫之道”를 설명한 문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즉 “부모의 마음을 헤아라는(웰) 원리(孝)를 그대로 임금의 마 

음을 헤아리는 원리에 적용하면 忠이 되고， 형의 마음을 헤아리는 윈 

리(弟)를 그대로 어른들의 따음을 헤아리는 윈리에 적용하면 차이 되 

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원리를 그대로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 

리는 원리에 적용하면 寬(惠、)이 된다”는 의미이다.찌) 

일반적으로 덕이란 도를 얻은(得) 사람의 덕성을 지칭한다 r대학」 

은 첫머리에 明德을 언급한 다음， 전체에 걸쳐 웰뚫之道를 집중적으 

로 논하고 있다. 따라서 명덕은 혈구지도를 갖춘 사람의 픽성을 일걷 

는 것일 따름이다. 修身이 갖는 정치 철학적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대학」의 도의 첫째 목적이고， 수신을 위해 터득(據得)하여야 할 도 

의 핵심이 바로 펼볕之道였다 r대학」은 혈구지도를 이렇게 섣명한다 

‘平天下는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데 달려 있다’ 함은 통치자가 노 

35)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敎，ffIT能敎人者， 無之. 故君子不出家，ITñ成敎

於國， 孝者， JifT以事君也; 弟者， Jifr以事長也， 홍者， 바以使꿨m 

3G) 또한 茶山이 明德、의 출차로 인용한 『맹자」의 원 문맥은 다음과 같다， “둥문공 
이 나라 다스리는 뱀을 묻자， 맹자가 대답하였다 ‘ " 백생들의 삶의 방식은 
항산(桓뚫’생계 유지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면 항심(桓心. 도덕적으로 혼들리 

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만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어집니다 ... 따라서 현명 
한 임금은 세긍 징수에 일정한 한도를 두었습니다. 陽虎(陽貨)는 말하기를 

“부블 추구하면 어질 수 없고， í=을 추구하면 부유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 (지나치게 수탈하여) 어라고 늙은 백성들이 거리에서 굶어죽게 하고서야 
어찌 백성의 부모(民父母)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1 ... I￥ · 序 · 빨 • 校의 교육 
기관을 섣치하여 가르치십시오 ... 대학의 경우는 하은주 3대가 모두 學이라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모두 人倫을 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윗사람들이 인 

륜을 알연 아래의 일반 서민들이 친애심을 가지게 됩니다(Á倫明於l:_， 小民

親於下) .... "’("맹자.~ 5:3) 여기서 보듯이，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대해야 백 
성들에게 항심과 친애감이 생긴다는 것이니， 인륜(즉 명덕)을 효 • 제 • 자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또 우리가 덕성이란 말을 “성실 신의 적직” 둥의 단어들 

과 대체할 수 없듯이 “대학의 도는 효 · 제 · 자를 밝힘에 있다”고 말할 수 없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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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공경하는 시책을 펴면 백성이 효성스러워지고， 통치자가 고아 

를 구흉하면 민심이 이반되지 않는다는 밀이다. 그러기에 군자는 쭉 

短之道를 지니는 것이다. 상관으로부터 받은 싫은 방식으로 부하를 

부리지 딸며， 부하로부터 받은 싫은 방식으로 상판을 섬기지 말며， 

선배로부터 받은 싫은 방식으로 후배를 선도하지 말며， 후배로부터 

받은 싫은 방식으로 선배를 추종하지 말며 저 동료로부터 받은 싫 

은 방식으로 이 동료와 교제하지 말며 이 동료한테 받은 싫은 방식 

으로 저 동료와 교제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웰짧之道이다 :m 

이 ‘혈구지도’는 『논어』 둥에서 매우 중시한 뿐 되목에 대한 재해 

석이다. 뿐‘는 “자기를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推己及人)"인데， 이것 

을 월短의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내 마음을 재는 잣대로 남의 

마음을 재는 것”이 된다. 따라서 훨短란 『논어』에서 말한 “내 경우로 

부터 남의 처지를 유추해내는(能近取警)" 것이고， 훨징~之道는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ê所不欲꺼施於人)"일 따름이 

다:Jlll 요컨대 훨킹短之道는 『논어』에서 논한 뿐 덕목에 대한 r대학」 

식의 표현이다 r대학」 역시 뿐、를 직접 논하고 있다. 

[인애를 실천한] 요순임금이 인애주의로 전하를 영도하자 백성이 

그에 추종하였다. [폭력을 실천한] 걸주임금 폭력주의로 천하를 영도 

하자 백성이 그에 추종하였다 정치 강령의 성격이 그것을 선포한 

인물의 속성과 정반대일 경우 백성은 거기에 추종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스스로 해당 덕목을 갖춘 다음에 그 덕목을 남에게 

요구하고， 스스로 해당 결점을 없앤 다음에 남의 결점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뿐、 덕목이 없으면서 능히 남을 감화시킬 수 

있었던 경우는 세상에 아직 없다재) 

371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1:↑血孤而民不倍; 是

以君子有첼短之道也 所惡於上，ffl:以使下， 所惡於下， 母以事上; 所惡於前，ffl:以
先後， 所惡於後.ffl:以從前; 所惡於右，ffl:以交於左， 所惡於左，ffl:以交於右; 此之
謂웰íB之道 

38) 풍우란 w중국철학사신편~ 1, 149쪽. 
39) 쫓짧率天下以仁， 而民從之. 樂村率天下以暴， 而民從之. 其所令反其所好， 而民

不從 是故君子有諸己而텀求諸Á，無諸己而팀非諸Á.所藏乎身不뽕，而能輪諸 

人者，未之有也.故治國在齊其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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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대학」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 숨어있 

다. 즉 “걸주임금이 폭력주의로 천하륜 영도하자 백성이 그에 추종했 

다”는 아이라니가 그것이다. 걸주임금은 유가 뿐 아니라 모든 학파에 

서 공통으로 지목한 만고의 폭군이요 악인의 대병사이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있는 이 구절은 걸주임금은 다른 명분을 내세워 자신 

의 행위를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내놓고 폭력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래도 백성이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대 

학」이 저술될 당시 위정자들이 겉으로는 요순임금의 덕목을 표방하 

나 실제의 행실은 걸주에 진배없는 것을 두고， 그들은 (폭군과 악인 

의 대명사인) 걸주보다도 더욱 못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매우 지당하고도 핵심을 꿰뚫고 있다. 인간 사회의 

최대 비극의 원인 중 하나는 위정자들의 이중 잣대에 있다고 「대학」 

은 인식한다. 자신은 무슨 잘못(비리)을 저지르더라도 항상 명분을 

세워 은폐(변명)하고， 백성에게는 엄혹한 법률을 적용해야 정치 정의 

가 실현된다고 여기는 위정자를 r대학」은 비판한다. 

(2) 親民

親民의 親은 원래 부자간의 도리에 해당된다(“父子有親"). 부자간 

의 도리에 있어서 자애(孫)는 부모의 도리를， 孝는 자식의 도리를 나 

타낸다. 그런데 부자간의 “親”은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즉， 부모가 

자애롭지 않더라도 효성스런 자식은 있고， 부모가 자애롭더라도 불효 

한 자식은 있으나， 그러나 이 경우 부자간에 친함(親)이 존재한다고 

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親民 개념은 『논어』， 『맹자」， 『순 

자』로부터 계승된 것이기도 하다. 먼저 『논어』를 보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했다 

“풍족한 식량， 충분한 군사력， 백성의 신임을 확보해야 한다” 

40) r 場활」日: “時日害喪. 予及女借亡 .. 民欲與之f皆亡. 雖有臺池鳥厭， 뿔能獨樂載! 

(W맹자l 1:2) 걸왕은 평소에 자신의 존재를 태양에 견주면서 악행올 일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태양아 없어져라”는 식으로 걸왕에 대해 극단적인 저주를 

했었다는 사실을~맹자」는 강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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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버려야할 경우 이 셋 증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사력을 버려야 한다" 

2:1 

“부득이 버려야할 경우 다음 둘 중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나 백성의 

신임(信)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도 없다 "~l) 

공자는 국가 존립의 첫째 기반으로 백성의 신임을 들었다. 친애의 

덕목이 상호 친애하는 관계에서 생겨나듯이， 이 신의(信)의 덕목도 

상호 신뢰 관계에서만 생겨난다.42) 백성이 윗사람을 신임하는 것은 

윗사람이 백성을 친애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信

개념은 親民의 親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 r대학」이 親民을 3강령 

의 하나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맹자』는 임금을 “백성의 부모(民父母)"로 정의한다. 백 

성은 임금의 자식과 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역 

시 부자 사이의 덕목인 親의 덕목이 기대된다 43) 맹자의 이러한 사 

상이 「대학」의 親民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맹자는 양혜왕과의 대 

화에서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차이 

가 없다고 말하면서， 임금 한 몸을 위해 살씬 짐승을 먹이면서 백성 

이 굶주려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짐승을 끌어들여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였다.( w맹자Jl 1 :4) 위정자의 독점적 

재물 향유는 일반 서민의 희생의 뱃가라는 말이다. 맹자가 정치 사상 

에 親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정치란 무슨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식 

을 먹이고 보살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백성을 현실적으로 먹이고 

보살피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순자』 역시 백성이 윗사람을 친애하지 않으면 국가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44) 임금이 백성을 친애하고 이익을 조성해 줄 때 

41) 子頁問政. 子日. “足食， 足兵 民信之훗" 子頁日: “必不得딘而去， 於斯三者何

先?" 日: “去兵 ” 子頁日 “必不得E而去， 於斯二者何先?" 日: “去食.(3古皆有
死， 民無信不立." (W논어 J 12:7) 

42) 주자의 “新民” 개념은 먼저 明德올 깨달은 다음 남을 혁신시킨다는 것인 만큼 
순전히 일방적인(위에서 아래로의) 관념이다. 

43) 人倫明於1:， 小民親於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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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성이 임금을 부모처럼 친애하는 만큼， 무조건 백생이 임금을 친 oll 

해주기만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끼 

바로 이라한 맥락에서 「대학」은 워정자의 덕(혹은 의리)과 재불과 

의 관계를 이렇게 논하고 있다 

녁이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니， (위정자가) 근본인 닥은 형식적 

으로만 추구하고 말단인 재물에만 마음을 두면， 백성들로 하여급 다 

투게 하여 탈취를 조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재물을 모아들으면 백성 

은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은 모여든다 .j(ìl 

「초서」에 ‘·초나라는 보물로 여기는 물건이 없고， 오직 善人을 보 

물로 여긴다”고 했다- 어진 사람(仁者)은 재물을 풀어서 자신의 존재 

를 발현하지만， 되지 못한 사람(不仁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발현시킨다 ~71 

맹헌자는 “나라에 가렴주구의 신하를 두지 말라. 가렴주구의 신하 

를 둘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국가는 이익 추구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리(義)를 이익으로 여 

긴다는 딸이다 .1ill 

맹자는 또 백성의 친애심을 얻기 위해샤는 위정자가 먼저 백성을 

친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추나라와 노나라의 싸움을 두고， 추나라 목공이 맹자에게 물었다 

“이번 싸움에서 나의 관리들은 33명이나 희생했지만 일반 백상은 

44) 下뼈上WJ1.安， 下뽑 U，IJ上危. (T순자~， r i[論J)

4:3) 是1t::I:뱉짤之如帝 훨합왜_Lf각 F1;7 出Jl꿨f亡ifTj不jf，~꿈 R￥ fiÞ.Î댔뀔 j헤챈誠미1 

최握誠탤Æ. (f순자"' r E觀J); 君者， 民之原센L 原j휩~，IJijíE i휩， 原{월則流獨. 故효 
까H쩔j율而不能愛民. 不能￥IJ民 며j求民/'좋!;I':!용규 不可得tI1.. 民不親不愛， ifu求其

뚫己用， 寫己死， 不可得也. ('순자」， 「君道J)

4()) 德者本ill; 財者， 末ill. 外本內未， 爭民~養 是故財聚則民散， 財散l'!!J民聚

47} j 楚書i 터: “楚國無以寫寶， ↑桂善以馬寶‘" ... 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

48) 굶敵子[3 “(홈馬乘， 不察於雜iij;; fX7k之家， 不훔牛후;) 百乘之家. 不홈聚했之 

띠， 與其;有聚했zgî ‘ 寧有i.tJ r딛 " ~t謂國不j:.Á제돼利， 以義寫￥IJ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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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자니 다 죽일 수도 

없고 처벌하지 않자니 상관이 죽는 것을 우두커니 보기만 하는 그들 

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흉년이 들어 엄금님의 백성 가운데 들판에서 죽어간 노약자와 사 

방으로 훌어져간 장정이 수천 명이었을 때， 임금님의 곡식 창고에는 

식량이 념쳤고 곳집에는 재물이 가득해 있었건만， 관리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윗사람의 무관심으로 백성을 죽 

게 한 것입니다.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네가 베 

푼 대로 되돌려 받는다’ 하였습니다， 저 백성들은 이제야 되갚음을 

한 것이니， 임금께서는 탓하지 마십시오! 임금께서 仁政을 행하면 백 

성은 윗사람을 친애하고 상관을 위해 목숨도 바칠 것입니다 "49) 

백성이 임금을 친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백성이 임금올 친애하지 않는 것은 먼저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로부터 맹자는 修身의 문제를 도출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남이 나를 친애하지 않을 경우 내가 정성을 다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 보라 ... 자신의 몸이 바르면 천하의 민심은 귀의한다.50) 

사람들은 말끝마다 “천하 국가”를 논한다. 그러 나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고 집안의 근본은 자기 자신에 

게 있다'::ill 

맹자의 정치관은 이처럼 수신의 문제에 귀착하고 있다 r대학」 역 

시， 윗사람과 백성 사이의 친애심을 조성하는 일은 결국 修身에 있다 

49) 都與웹쩍. 樓公問日: “판有司死者三十三人， ffiï民莫之死也 談之， fllJ不可勝試;

不試， 則援視其長t之死而不救， 如之何則可也?" 굶子對티. “~年購歲， 君之民

老弱轉乎構횡，lU:者散ffiï之四方者， 幾千A훗; 而君之會댈實， 府庫充， 有司莫以
告， 是t慢而殘下也 曾子日· ‘liX之威之!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夫民今而後得
反之也 君何尤鳥! 君行仁政， 斯民親其1::， 死其長쫓." (W맹자~ 2:12) 

50) 굶子日: “愛人不親， 反其仁; 治A不治， 反其智; 禮A不答， 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團之 W詩~i';: ‘永言配命， 目求多福.’" (W맹자J 7:4) 

5]) 굶子日: “人有뀔言， 皆터， ‘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맹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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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낀다. 따라서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신이 근 

본이다"S:.2)고 천명하였다 윗사람과 백성 사이에 친애심이 있어야 함 

(“君民有親")의 정치 철학적 함의를 이해하는 일은 이처럼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의 도는 친민에 있다”고 하였다. 

(3) 止於至善

모든 덕목은 행위와 분랴된 따음의 어떤 상태를 일컴는 것이 아니 

다. 특히 善은 행위와 도덕심이 일체가 된 개념이다 善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해 맹자가 그의 성선설을 논할 때의 구절을 살펴보자. 

누구나 막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기를 보면， 깜짝 놀라 측은지 

심(測隱之心)이 발동할 것이다.잃) 

이 때 측은지심(즉 하나의 善)은 아이를 구하는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다. 측은지심은 있으나 아이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즉 우두커니 방관하고 서 있으면서 생기는 측은지심 

은 이미 측은지심이 아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즉 善)은 이처럼 

행위와 일체가 되어있는 개념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착하다 

(善)"는 말은 착한 행위가 이루어진 뒤 그런 착한 행위를 하게 한 

그의 마음을 일결어 “착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善에 머문다는(止於至善)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 

선 『순자」에서 이와 비슷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善을 쌓음에 온전하고 투칠한(積善而全盡) 사람이 聖人이다.찌 

善을 쌓기를 쉬지 않으면(積善而不息) ... (성인이 된다.)파) 

52) 덤天子以至於府λ， 출是皆以修身寫本. 

53) 今A추見橋子將入於井， 皆有1Jtt↑융t則隱之心 (W맹자~ 3:6) 
54) 積善而全盡謂之聖人. (W순자」， r뿜效J) 

55) 今使쫓之人f*術馬學， 專心-志， 思索執察， 加日縣久， 遭훌面조흡， QIj通
於神明， 參於天地훗. 故聖人者，A.之所積而致也 ('r 순자』， 「성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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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쌓음에 온전하고 투철하다” “선을 쌓기를 쉬지 않는다”는 

관념이 止於至善에 가까운 관념이다 止於至善에서의 止 개념은 『순 

자』의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다 

학문이란 진실로 머무는(止) 것을 배우는 것이다. 어디에 머물러 

야 하는가? 바로 至足(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무엇이 至足(의 상 

태)인가? 바로 성(聖)이다.페) 

이 『순자』의 “至足” 보다 「대학」의 “至善” 개념이 더 명확하다 57) 

이제 『맹자』의 측은지심 인용문 구절과 연결하여 “止於至善” 개염 

을 이해해 보자. “지극한 선에 머문다” 함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 

려고 하는 것을 보고 측은지심이 촉발되어 아이를 구하는 행위를 하 

였듯이， 우리가 언제나 그와 같은 善한 마음이 촉발되어 곧장 행동에 

옮기게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아이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을 느낀다” 함의 진정한 의미이듯이， “선에 머문다” 함은 

도덕적 행위를 행해야 할 경우에 처할 경우 즉시 행위에 옮길 수 있 

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이제 「대학」의 “止”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자. 

『시』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아무데나 살지 않고) 왕의 도성 주위 

사방 천리에 백성들은 머물러 산다” 하였다.58) 

“지저귀는 黃鳥(꾀꼬리)는 언덕 귀퉁이에 머물러 산다”는 『시』 구 

절에 대해， 공자는 말하기를 “머옮에 있어서 새도 자기가 머물 곳을 

안다 사람이 새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였다젠) 

56) 學也者， 固學止之也. 惡乎止之? 日， 止諸至足. 붐謂至足? 日， 聖也. (r解廠J)

57) 풍우란은 『순자』의 “止諸至足”과 rqj학」의 “止於至善”이 같은 의미라고 여겼 
다(W중국철학사」 상， 576쪽). 

58) "詩』도: “좋E離千里， 堆民所止"
59) W 詩~::Z:\: “續蠻黃鳥， 11:子lÍ:隔" 子日: “於止， 知其所止， 可以A而不如鳥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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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다스러는 임금은 仁에， 신하는 공경(敬)에， 아들은 孝에， 부 

묘는 자애(忽)에， 친구와 교저l 때는 신의((듭)에 머문다띠) 

공자의 뜻은 “미물인 새도 아무데나 살지 않고， 비바람을 피하고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언덕 귀퉁이에 굴을 파고 머물 

(삶을 영위할) 줄 아는데， 사람이 되어 새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갓이다. 즉 인간다움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 

란 무엇인가? 至善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다. 

至善의 구체적 덕목은 임금의 경우는 仁이고 ... 아들의 경우는 孝

이다. 善이든 仁이든 孝든 모두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덕목을 지칭한다 Gll r 대학」은 “윗사람 

이 仁을 숭상할 때 아랫사람이 의롭지 못한 경우는 없고， 윗사람이 

의로웅을 숭상할 때 모든 정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 이 仁에 대해 “어진 사람은 재물을 풀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현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 재물을 

발현한다"6:?l고 설명했던 것이다 

“지극한 선에 머문다”는 의미를 임금의 경우를 들어 말하면， “임금 

은 仁에 머물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재물을 풀어 자신의 존 

재의 의미를 발현하는” 정책을 (우물에 빠지려는 아기를 발견하자마 

자 즉각 뛰어가듯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따읍 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는 의미이다.떠) 측은지심과 아기를 구하는 행위가 구분되지 않듯 

이， 임금의 경우 문제 있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즉각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경지(이른바 “善政")가 곧 “지극한 선에 머옮”의 의미이다. 

「대학」은 “(대학의 도는) 지선에 머옮에 있다” 다음에 ‘·知止而[î有

定， 定而텀能靜， 靜而I즙能安， 安而되能慮， 慮{而f즙能得”는 구절이 이어 

(0) 寫人君， 止於仁， 寫人며， 止於敬， 寫人子， J_L於孝， 참人父， 止Ii'i、쯤; ~'i:!國人~， J上

於信‘
61) 이것은 정약용이 상세히 천명하였다. 

(2) 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 未有上好仁， 而下不好義者也; 未有好義， 其事
不終者也，

(3) 예컨대 “부패방지법안은 즉각 공포하고， 호주제는 즉시 혜지하는” 따위가 “인 

에 머문다” “至善에 머문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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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여) 이 구절은 지금까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었다 fi5) 필자는 

우선 『맹자』의 위 인용문 구절올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 

CD “머물 줄 안‘ì6) 연후에 정립할 수(定) 있다(知止而탐有定)" 함은 

측은지심이 촉발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 줄 알아야 목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목표란 물론 아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 “목표가 정립된 연후에야 靜할 수 있다(定而탐能靜)" 함은 목 
표가 정립되어 있어야 외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었다는 뜻이 

다 (7)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맹자』의 다음 내용이다. 

속으로 아기의 부모와 어떤 교섭을 하는 것도 아니요， 마을 친구 

들의 칭찬을 사려는 것도 아니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68) 

@ “바깥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은 연후에 편안할 수 있다(靜而팀 

能安)" 함은 여러 외적인 유혹을 물리친 다음에야 마음이 편안한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64) 大學之道· 在明明德，tE新民， 在止於至善. 知止而팀有定， 定而팀能靜， 靜而텀能 

安， 安mî팀能l훌， !훌而팀能得. 이 r대학」 첫 부분의 사상은 w순자』 r부국J편의 

다음과 같은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참으로 천하의 왕으로 삼아 (온갖 정치 
틀 관장하여) 천하를 고루 이롭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어진 분(仁人)의 善만 

한 것이 없다. 따라서 그런 선한 인물의 지혜와 사려(慮)는 족히 천하를 다스 

릴 수 있고， 어질고 두터운 인품은 족히 천하의 사람을 편안(安)케 할 수 있고， 
덕망 있는 가르침은 족히 천하플 교화할 수 있으니， 그런 분을 얻으면 천하는 
태평해지고 얻지 못하면 혼란해진다 … 따라서 어진 분이 (최고)윗자리에 있 
으면 백성은 마치 하느님처럼 받들고 부모처럼 친애할 것이다(固以寫王天下， 

治萬變，材萬物，養萬民. ~;fIJ天下者，랐莫若仁人之善1t!.夫 1 故其知慮Jt以治之， 其
仁}享足以安之， 其德音fE以{!:之， 得之 "IJ治， 失之 HIJ亂 .. , 故仁人在上， 힘姓貴之 
如帝， 親之如父母)，"

{딩) 止者， 所當止之地， 맨至善之所在也 知之， 則志有定|可 靜， 謂心不훌動. 安， 謂
所處而安. 慮， 謂處事精詳. 得， 謂得其所止，(주자) 知止， 謂知人倫成德之所極

知此而後， 志有定向 靜者， 志좋而不動也. 安者， 居之옳本分也 慮者， 置度其本

末也. 得者， 得其所宜先也(정약용) 

66) “머물줄 안다(知止)"는 표현은 순자의 “學也者， 固學止之也”의 의미이다. 

67) 고전에서 靜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확실하다. “靜”은 우선적으로 外物의 유혹 
에 내심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룰 일걷는다. 

68) 非所以內交於橋子之父母也， 非所以要훌於鄭黨朋友也， 非惡其활而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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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안할 수 있게 된 연후에 심사숙고할 수 있다(安而텀能慮)" 

함은 마음에 잡념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아기를 실수 없이 

확실하게 구해낼 수 있는 대책을 심사숙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5) “대책을 심사숙고한 연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慮 

而따能得)，"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고 검토분석한 연후에 

소기의 성과 즉 아기를 성공적으로 구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이것을 위정자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해 보자. 

@ “(至善에) 머물 줄 안 연후에 정책의 목표가 정립된다(知止而팀 

有定)，" 여기서 정책의 목표란 한마디로 民命을 구하는 일(또는 民生

의 개선)일 것이다. 

@ “목표가 뚜렷이 정립되어 있은 연후에 외물의 유혹에 통요되지 

않을 수 있다(定而팀能靜)，" 위정자의 경우 民命을 구하는 일(즉 民

生)과는 무관한 사적이고 향락적인 외물의 유혹은， 아기를 구하는 일 

반 사람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 “외물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은 연후에 편안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靜而텀能安). " 

@ “편안한 경지에 이른 연후에 (올바른 방향에서) 대책을 심사숙 

고할 수 있다(安而텀能慮). " 

(5) “올바르게 대책을 심사숙고할 수 있은 연후에 소기의 정책 목 

표를 달성 할 수 있다(慮而텀能得)，"691 

국가적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는 항상 民命이 걸려 있다. 따라서 

r대학」은 그 모든 정치는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하라”고 가르친다， 

“갓난아이를 돌보듯 성심성의를 다해 추구하면 (소기의 목표에) 설령 

적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목표에서 아주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r대학」은 “아이 키우기를 배운(체험한) 다음 시집 

가는 여자는 없다”고 말한다 701 즉 여자가 비록 아이 낳아 기르는 

열을 배우지 않고 시집을 가서 생전 처음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지만 

69) 이 과정은 각 개인의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 
70)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慧者， 所以使짧也 「康옳」 日· 갱g많克K 

心誠求;;7 雖不中. 不遠횟. 未有學훌子而팀隊者t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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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정성을 다하여 돌보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수는 곧 자식의 죽음을 뜻한다. 

만약 국가의 정책이 섣불리 결정되어 실수가 발생하면 수많은 民

命은 희생되고 한 번 희생된 민명은 소생시킬 수 없다 자식을 키우 

면서 실패해도 된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듯이， 民命에 관련된 정책 시 

행에 있어서는 결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는 

마치 “아이를 돌보듯 하라”는 r 대학」의 이 명제는 바로 윗사람들의 

섣부른 정치 행위에 의해 희생되어온 수많은 백성의 태고적이래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大學之道.. 에서 慮而後能得”에 이르는 

「대학」 첫 부분의 주장은 시행착오를 피할 방도에 대한 원칙을 체계 

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또 r대학」은 재물과 덕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天命은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r강고J의 말을 인용하고， “(임금이) 선하면 

천명을 얻고 선하지 않으면 천명을 잃는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는 

바，7]) r 대학」에서의 선 개념은 매우 구체성을 띤 것임을 거듭 확인 

할수 있다. 

3. 致知在格物

「대학」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신이 근본이 

다"7~)고 천명했다 r대학」에 따르면 정치의 근본인 이러한 修身을 

이루려면 우선 正心해야 하고， 正心하려면 우선 뜻을 참되게 해야(誠 

意) 하고， 뜻을 참되게 하려면 우선 밟에 도달해야(致知) 하는데， 앓 

에 도달하는 것은 格物에 달려 있다. 

“앓에의 도달은 格物에 달려 있다”는 「대학」의 설을， 앞에서 논한 

『논어』의 사상과 연결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직궁자， 소공， 관중， 계강자 등은 각 행위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을 

71) 德者， 本也; 財者， 末也. 外本內末， 爭民施쫓. 是故財聚JiIJ民散， 財散則民聚. 是
故言흡而出者， 亦怪而入; ~t좋而入者 亦停而出 r康흡j 日: “堆뼈不子常” 道훌 

則得송 不훌則훗-:7윷 r楚훌훌』日: “楚國無以罵훌， 推善以짧 •. " 
72) 自天子以至於府、人， 좋是皆以修身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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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한 경우에 해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범하게 되 

었다. 그들이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면 해당 잘못은 없어질 터인데，73)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려면 우선 각 덕목에 대해 그 본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곧 「대학」에서 말한 

“致知”요， “각 덕목에 대한 본말을 깨닫는 것”이 “格物”이다. 

「대학」은 “物에는 본말이 있다(物有本末)"고 분명히 밝혔는데， 格

物의 물이 바로 이 物이다 ï-l) r 대학」은 또 이렇게 말한다. 

<1> 어떤 것의 근본이 잘못 이해되었을 때 그것의 말단적 측면이 
잘 다스려진 경우는 없다. <2> 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은 박하게 대 
처하고， 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은 후하게 대처하는， <3> 그런 경우 
(법도)는 세상에 아직 없다. <4> 이러한 이해가 바로 “근본을 아는 
것(知本)"이고‘ “앓이 이른다(知之至)"는 말의 의미이다 7;)) 

이것을 계강자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자. <1> 계강자는 정치의 
근본에 대해 그릇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의 말단적인 측면 즉 도둑 

다스리는 일 등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였다. <2> 또 그는 후하 
게 대처해야 할 것 즉 정치의 근본인 수신에 대해서는 박하게 대처 

하였고， 박하게 대처해야 할 것 즉 도둑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대책을 강구하였으니 후하게 대처한 셈이다. <3> 그러니 그렇 

게 하고도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 .. > 이 모든 사실을 계강 
자는 모르고 있었다. <4> 그런데 계강자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근 
본을 알게 되고(知本)， 그 경우가 곧 “앓아 이른” 경우이다. 

정치의 근본에 대해 「대학」은 『논어』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 

했다. 

7:1) 이런 맥락에서 J 순자잉는 말하기를 “앓이 밝아지연 행동에 잘못이 없어진다”고 

하였다(故木쫓織則直， 金就띠홈則利， 君子博學而H 參省乎己， ~IJ쳐]明而行無過훗 
故不登高山， 不知天之高也 ... 不聞先王之遺言， 不知學問之大也.) (r권학J) 

74) 양효조초， 事有終始 欲誠其意者， 先됐其知; 효댈흉짧.1tQ. 
75) 其本亂jfij末治者否롯， 其所I享者演， 而其所演者!훔‘ 未之有也.1It謂知本.1It謂왔l 

之￥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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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말하기를 “송사 심리 따위는 나도 남 만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녕 추구해야 할 일은 송사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다” 했는데， 무정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민심(民志)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정치 

의) 근본을 안다(知本)’는 것이다 761 

또 「대학」에서 논한 모든 내용 자체를 곧 정치의 本에 대한 논의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앓에 도달하는 것(致知) 

은 「대학」에서 논한 정치의 본말에 대해 잘 헤아리는(格物) 데에 달 

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N. 맺음말 

지금까지 知行 문제를 중심으로， 「대학」의 3강령과 격물치지 개념 

이 『논어』 『맹자』 『순자』 등 선진 유가 고전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살펴보았다77) 그런데 격물치지 개념의 연원은 『좌전』과 『맹자』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좌전』에는 “본말을 헤아린다(度於本末)"는 말이 있다. 

(左公子 뼈과 右公子 職이， 默칙슨를 임금으로 옹립했다. 나중에 정 

변이 생겨 검모는 추방되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두고， 당 

시의 학자들은 이렇게 평했다.) “분별없는 행위였다. 자기 지위를 공 

고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새 임금)은 (옹립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인 

물의 本과 그 인물의 末을 헤아려 야 한다(度於本末). 그런 다음 적당 

한 방식으로 옹립하는 법이다. 그 本 자체가 미달해 보일 경우 애초 

부터 도모하지 않으며， 또 (本은 충분하더라도) 그 本을 키위줄 여건 

이 충분하지 않아 보일 경우도 억지로 옹립하지 않는 법이다 "781 

76) 子日: “聽짧， 콤햄A也， 必也使無짧乎!" 無情者不得盡其辦 大훌民志， 此謂知本.

77) r 대학」의 격물치지 개념은 『논어』의 正名 개념과 연결선상에 있다는 논지의 
주장은 다론 글에서 다룬 바 있다 (앞의 글 r격물치지와 정명」 참조.) 

78) 君子以二孔子之立熙후 “옳不度훗. 夫能固位者， 必度於本未， 而後立喪훌. 不知
其本， 不課; 知本之不技， 不彈 ... "(W春秋左傳注~， 1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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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本末의 구체적 함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 

나 대체로 인물의 덕성을 本， 그 인물을 둘러싼 정세를 末로 보았 

다 79) 즉 인물의 본질적 측면과 부차적 측면을 각각 本， 末로 여낀 

점은 동일하다. 

요컨대 “어떤 것의 본질적 측면과 그 부차적 측면을 헤아린다”는 

관념은 「대학」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었읍을 암 수 있다. 또 

木， 末이란 어떤 사태나 대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그것의 근본， 

그것의 말단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맹자는 제선왕에게 패도주의를 버리고 왕도주의로 돌아카라고 

하며， 모든 이치를 마음 속에서 잘 헤아릴 것을 섣득하면서， “모든 

사물은 달아보아야 경증을 알 수 있고(權然後知輕重). 재어보아야 장 

단을 알 수 있다(權然後知輕重; 度然、後처l長短)"00)는 말을 했다. 여기 

서 우리는 “權物” “度物”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를 

“格物”에 적용하면 “모든 사물은 헤아려보아야 그 본말을 알 수 있 

다(格然後知本末)"고 말할 수 있다. 

格物致왔l를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주체적 능동성이 숨쉬는 動

態的 動力的 개념”이다 예컨대 「대학」은 정치에 있어서 德、을 本. 7fIJ 

을 未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가는 정치에 있어서 페이 本， 德이 末이 

라고 주장한다. 학파에 따라 어떤 사태에 대한 본말의 내용은 가변적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말에 대한 인식은 학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매우 

동태적인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t에 대한 질문에 각각 다르게 

대답했는데， 이 사실은 곧 t의 근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동태적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 曾子의 다음 말을 살펴보자. 

79) 如孔(공영달)r하lj :Z:;; “度其本者謂其人才德賢善 • 根本年固， 度其未者， 謂其久

終能保有햄國， 審育子孫， 知其港能自固" 又引劉~i'; “度其本， 謂思所立之A

有母e;;之體， 有先君之愛， 有握몸之援， 뚫國A所信服也; 度其末， 謂뿔、所立之人 
有度量， 有知짧， 有治術， 寫下民所愛樂也." ttjjz韓r補注」죠: “度其本者， 其人於

義當立者也; 度其末者， 其A立後能安固國家者也"(같은 곳) 

80) 權然、後知輕重; 度然後知長短. 物皆然(心寫甚. 王請度-之).(W맹자J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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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때 엄숙하지 않으면 孝가 아니고， 임금을 섬길 때 충성스럽 

지 않으면 孝가 아니고， 관직을 맡을 때 정중하지 않으면 孝가 아니 

고， 벗과 사궐 때 신실하지 않으면 孝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용감하 

지 않으면 孝가 아니다 811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효의 근본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 닥목은 변동한다는 

것이다. 즉 효의 근본을 지키려면 평소 때는 몸을 아끼는 일이 중요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오히려 목숨을 바치는 일이 중요하다. 효의 本

末의 구체적 내용은 사람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논하는 仁， 義， 勇 동의 띄목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 

적 상황 속에서는 항상 복잡하게 뒤얽힌 사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점을 상기할 때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덕목의 本末 인 

식은 더욱 동태적인 것이 된다. 

格物論과 관련시켜 공자의 中庸 개념을 이해하자면， 中庸은 구체적 

사태 속에서 어떤 덕목의 근본을 파악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뜻할 것 

이다. 또 “칼날은 밟을 수 있을지라도 中庸은 행하기가 어렵다"82)는 

공자의 말은 구체적 사태 속에서 어떤 덕목의 본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하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다. 즉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탐구 

자세(好學)를 전제로 하는 格物論은 中庸이나 時中 등의 사상과도 연 

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81) 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함官不敬， 非孝也， 朋友不信， 非孝也. 戰
陣無勇， 非孝也 (r禮記』， r察훌훌J) 

82) 子日: 天下園家可均也 톨￥i용可雖也. 白꺼可꿇也. 中庸不可能也. (r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