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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와 『굶子』를 중심으로-

천지선
(서울대학교 철학과)

1 . 서론
유가의 가(家) 개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늘날의 가족에 해

당하는 의미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유가의 사상이 가
족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가족이라는 범위에 묶여진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의 둥장이다. 이러한 비판은 우선 유
가 사상은 가족적인 차원에서 효(孝)의 윤리 규범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자(子)로 하여급 부모에 대한 복종으로 스스로의， 개인으로서의
자율성 내지 개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즉 비판자들은
가부장적 지배구조 하에서 개인의 존재가 무의미해 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유가 사상이 가족 사이의 윤리적 결합을 강조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종의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

들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족 이기주의로 인해서 가족을 넘어선 사
회적 차원의 연대가 매우 미약해지고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인 발전

등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졌다는 주장이다.
본 논고에서는 ‘가(家)’자의 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로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가(家)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서 그 의미의 범주를 분

류하여 본 다음 위에서 언급된 비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들의
가(家) 개념 인식에 어떤 결함이나 오해는 없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

이 글은 필자가 같은 제명으로 쓴 학사학위논문(2003년 8월)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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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본론
1. ‘가(家)’자의 어원과 용례
‘가(家)’자는 갓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집

면('.')’자와 ‘돼지

시

(家)’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글자로， 면(r--)은 움집의 상형이고 시(家)
는 돼지모양의 상형이다 w 설문해자』에서는 ‘가(家)’자의 의미가 ‘거처
하는 곳’(居也)으로 집 면(r--)자와 수돼지 가(짧)자에서 뒷부분이 생

략된 형태로 합한 것이며， 음은 가(銀)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이 책
의 주석서인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 단옥재(段玉載)는 ‘가(家)’
자의 본 뜻은 돼지가 사는 곳인데 의미가 전이되어 사람이 사는 곳
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해석하였으며

w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

定聲)~에서 주준성(뽕騎聲)은 소 우(牛)자에 집 면(r--)을 씌워 소를

가둬두는 곳이란 의미를 빌려 감옥 뇌(추)자로 쓴 것과 같은 이치라
고 하였다. 돼지가 새끼를 낳고 우리에서 사는 것에서 뜻을 빌려 사
람이 많이 모여 양육되는 거처의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차츰 돼지우

리라는 ‘가(家)’자의 본 의미는 없어지고 사람의 거처를 뜻하는 대표
글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가(家)’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상존
하고 있다. ‘가(家)’자는 원래 집 면( r--)자 아래 개 견(大)자를 썼는데

『설문해자』의 전달 과정에서 생긴 오탈자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되
었다는 설(郭民說， 주준성)도 있고， 뱀을 내쫓거나 고기를 구하기 위
해서 집안에서 돼지를 키운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으니 고대에 돼지

와 살던 곳을 돼지 모양의 형상에 집의 형상을 더하여 ‘집 가(家)’로
썼다는 주장도， 제사용으로 쓰던 어린 돼지가 집안의 사당에 올라있

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상을 통해 ‘가(家)’자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던 그 범위와 형

태가 분명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처 혹은 그 사
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전환되어 돼지 혹은 다른 동물과

관련된 어원은 사라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家)’자는 이 외에
도 지명， 인명， 가(嘉)자의 빌려쓰기， 그리고 의미확장으로서 거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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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외에도 ‘가(家)’자는 매우 다양한 용례를 가

지고 있는데 1989 년 처음 발행된 중국의 『한어대사전』에는 방언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무려 27종의 용례를 싣고 었을 정도이다.

‘가(家)’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가(家)’개념의 사회적， 정치적인

위상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家)’의
주요 용례를 뽑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이다

11 시경』，

r 대아」편

<면(歸)>의

“고공단보는 굴을 파고 지내셨지 집에 살지 않으셨네”에서 ‘가(家)’는
땅 위에 지은 집을 가리킨다1) 11 장자』

r 산목」편의 “장자가 산을 나

와 옛 친구 집에 머물렀다"2) 에서 ‘가(家)’는 자연공간과 격리된 인위

적 활동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거주， 정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가정， 가문， 가족 둥 피를 나눈 혈족 집단의 의미이다

11순

자』， r 유효j 편에 “사해의 얀은 모두 하나의 가(家)이다”의 ‘가(家)’는
집안， 즉 가문들을 뜻한다

11 관자』， r 소광」편에서는 직접 “공(公)은

공족(公族)으로 다스려지게 하고， 가(家)는 가족(家族)으로 다스려지
게 한다”며 직접 가족을 언급한다. 굴원의 『초사』， r 이소」편에는 “소

강(小康)이 아직 가(家)를 못 이루니 유우씨가 예쁜 두 요(跳)를 남
겨두었다”고 할 때의 ‘가(家)’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의미를 확장하여 가(家)가 남편이나 아내를 직접 가리키기도
한다. “여자에게는 가(家)가 있고 남자에게는 실(室)이 있어 서로 더
럽히지 않음을 예(禮)가 있다고 한다"(1'좌전.Jl<환공 18년>)에서 ‘가
(家)’냐 ‘실(實)’은 부부를 의미한다.

셋째， 대대로 내려오는 전문 가업이나 가산 동을 뜻한다. “가를 다
쓰고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11 좌전.Jl<문공 14 년>)의 ‘가(家)’는
집안에 전해져 내려온 재산이라는 말이다. 이는 가(家)의 가족， 가문
등의 의미가 굳건해 지면서 가족제도에 사회경제적 의미를 더한 것

]) 古公賣父， 뻐復隔六， 未有家室 고공은 호， 단보는 자로서 곧， 태왕이다， 關는
빼(팔 도)와 통하고， 復은 ‘굴 복’과 통하여 여러 갈래의 복잡한 굴을 나타내

며， 六은 단순한 굴을， 家室은 땅위에 지은 집이다. 주초의 미개 생활올 나타
낸다. 김학주 역저

w 시경 J ， 서울: 명문당， 1997, pp.4 11-413.
2) 夫子出於山， 舍於故A之家 안동림 역주 w 장자'~， 서올: 현암사， 2αX)， pp.4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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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볼수있다

넷째，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학파를 뜻한다
하는 ‘가(家)’의 용례는 지금도 그대로 쓰인다

전문가나 학파를 지칭
선진시대부터 활발히

쓰인 전문가를 지칭하는 가(家)들， 예컨대 제자백가의 가(家)나 오늘
날의 소설가의 가(家) 등이 모두 이런 의미의 변형이다. 이는 가(家)

자가 끊임없이 파생적 의미를 양산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대부(大失)의 ‘가(家)’가 있다. 고대에 크게 의미확장을 하
였다가 지금은 사라진 개념으로， 당시 가(家)는 이미 사회의 기층구
조로 인식되어 정치사회의 핵심단위로 등장하였다. 귀족들의 가(家)

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거대집단으로 성장하여 사회조직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주나라 초엽， 종법을 기초로 사회 조직을 재구성할
때， 천자에 의해 봉해진 제후의 강역을 국(國)이라 하고， 제후에 의
해 봉해진 대부의 집안과 그 강역을 가(家)라 하였다 3) 이러한 ‘가

(家)’의 용법은 『장자」， 「변무」펀의 “서민은 목숨걸고 이익(利)을 쫓
고， 사인(士)은 몸을 바쳐 명예를 쫓으며， 대부(大夫)는 봄을 바쳐 가
문(家)을 지키고， 성인은 목숨을 바쳐 천하를 지킨다"-1) 등에서 보인

다. 이 가(家)들은 발전과 통합을 거듭하여 막강한 세력이 되고 나중
에는 제후와 세력을 견줄 만큼 커졌다~맹자」， 「양혜왕상」편의 ‘천
송(千乘)의 국(國)’， ‘백 승의 가(家)’라는 구절은 가(家)의 규모를 짐
작할 수 있게 해준다

혈족으로 구성된 가(家)는 춘추시대와 전국시

대를 거치면서 그 영역을 더욱 확대시켜 모든 식솔들을 아우르는 정

치단위가 되었고 이 단위는 더욱 커져 국(國)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
다. “정치가 가문(家門)에서
(~좌전 JJ< 소공 3년 >l 에서

행해지면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없다”

커진 가(家)들은 국

(國)을 압도하여 국(國)을 통합해 버렸고 국가(國家)로 변해 국과 가
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동양 전통 사상 특히 유가에서 가(家)의
확장 형태로의 국(國)을 상정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

31 딩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송영배중국사회사상사~， 서울. 한길사，

1986, pp.19- 24을 참고하였다.
41 小人則以身쩨利， 士則以身힘名‘ 大失則以身힘家， 聖人 ~.IJ以身뼈天下 안동립 역
주"장자C' 서울: 현암사. 2000.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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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가(家)’는 이 단계를 거치며 국가라는 공적 공간에 대하여 상대적

으로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게 되었다. 춘추 말기와 전국 초기에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묵가의 『묵자』， 「상동하」편의 “천하의 국을 다스
림을 한 가(家)를 다스림과 같이 한다”에서는 그 과도기적 단계를 드
러낸다. 공적인 국가 다스림과 사적인 가(家) 다스림을 달리 해야 한
다는 의미로 읽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가(家)자의 의미확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家)자’는 그 어원과 용례로 보아 그 범위와 형태는
확실치 않으나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하나의 제사집단으로서의 사람

들과 그들의 거주지를 의미하다가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사회화
되어 단순한 거처와 정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인간 집단을 뜻하는 네 번째 용례와 사회경제적인 측면만 남은 세
번째 용례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였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국(國)과 가(家)가 합쳐지는 단계에 이르자 가(家)의 의미가 오늘날
의 가족， 가정， 가계， 가문 둥에서 보이는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
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Iì논어』와 『맹자』에서으| ‘가(家)’으| 용례
『논어 ~6) 에서 가(家)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7) 첫 번째와 마지막의

두 가지 용례로만 사용되며 “대궐의 담장에 비유하면 나(자공)의 담
장은 어깨에 미친다. 그래서 집안의 좋은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거

니와"8) 의 경우처럼 첫 번째 용례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마

5)

이상 ‘가(家)’자의 어원과 용례는 장현근 r ‘家’ 개념의 유래와 사회화」， 『전통

과 현대」 제 14 집， 전통과현대사， 2α)()， pp.16→껑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인용문 역시 따로 각주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인용한 것이다

6) w 논어 J 의 편， 장 체제와 r 맹자」의 편， 장 체계는 각각 『논어집주」와 『맹자집

주』를 다르고 있다

7) 논어에 家는 8 번 둥장한다(楊伯l埈 譯注 r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α)2 ，
pp.266-267).

8)

웠孫武뼈語大夫於朝日， “子頁賢於件尼" 子服景伯以告子頁

子頁日， “훌之훌

뽑.l>>1z:ll떻tÞ及됩 찢훌륨딛i3~ξ;깐好. 夫子之體數仍 不得其門而入， 不見宗關之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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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용폐로 사용되었다. “(노나라 대부인)家에서 옹장을 노래하
며 제기를 거두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후들이 제사를 돕

거늘 天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가사를 어찌해서 三家의 堂에서 취
해다 쓰는가?"~I) 와 “求는 천호(千戶)의 큰 읍과 백승(百乘)의 家에 읍

장이나 가신이 되게 할 수는 있거니와 그가 f仁:한지는 알지 못하겠
다’”개’

망함이

없을 것이다”， ll)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나며， 家에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達

이 되며， 家에 있어서도 반드시 達이 되는 것이다”， l2) “나라를 소유

하고 家를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읍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

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131 와 “나는 자색이 붉은색(朱色)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며， 鄭나
I묘던之富 得其門者或흉찾 夫子之;Z::;， 不亦宜乎!"('자장」편 2:3 장)

9)

三家者以獲微 子터， “‘相*빠냐公， 꿋子쩔複’ 횟取於三家之堂?"('팔일」편 2 장)

10) 굶武伯問子路仁乎? 子 E=J， “不처]也" 又間. 子日， “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歐
也， 不知其仁也" “求iQ fiïJtiu?" 子日， “求 tÞ ‘ 千필캉읍. 핀
I 乘7 家‘ iJfP송寫-;7宰 tÞ

:f냉U효ι.ili..." “껴、也 friJti~]') " 子F:I ， “껴、샌}자帶立1)(、출 1， órfo벚與쩔客듬也‘ 不치 l }l、仁
(tJ_."('공야장」편 7 장)

11) 件딘問仁. 了 티， 돼門如見大쩔， 使民如承大聚， 딘所不欲， 꺼施於人 갑효盤XE

좌옳盤，ffi." 1'1'딘日， “羅雖不敏， 請事斯語옷."('안연」펀 2 장) 여기서의 家는 앞
의 두 경우처럼 대부의 家임이 명백하지는 않다 앞에 언급된 예시 덕목을 공
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상황으로 보면 家블 공적인 대부의 家로 보는 펜이 좀
더 타당한 듯 하고， 공적인 힘파 대응되는 개념으로 家를 해석한다면 사적인
지금의 가족에 해당하는 家로 보는 것이 적합힌 것 같으며 어느 쪽으로 해석

하여도 어색하지 않다 한글 해석판에는 ‘집안’이라고만 되어 있어 어떤 용례
로 쓰인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한글 해석판에는 암의 두 경우도 家라는 한사
활 그냥 두거나， 집안이라고 해석하였다

)

;논어집주」에는 여기서의 家에 대한

별다른 주식없이， 써꺼}無 XF、이라는 효과블 나타낸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다만

양백준의 r 논어역주』에서는 劉寶補의 論語iT義의 설이라고 밝히며 여기서의
해이 제후의 영역이며 家가 대부의 영역이라는 섣멍을 덧붙여져 있어 이것을
따랐다(楊伯峰 譯또論訴譯또ι ， ::l t京

마〕華휠局，

2002 , j)p.12::H2.:J1.

뒤따라

예로 든 r 안연」편 20 장과 「양화」떤 l 서장을 보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분명해
진다，

12)

子張問· “土何如斯可謂之達롯?" 子 E3: “何랐， 爾所謂j좋者?" 子張對 E1:

.. 표웰좌

聞 휴:家必聞” 子 H ‘·是聞也， 非達也. 夫達也者， 質直대i 好義， 察言 m 觀色， 慮、

以下Å. 在챔必達 tf家必i훌 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疑 흉흉:와團죠
쫓좌盧"('안연」편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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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음악이 아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말 잘하는 입

(利口)이 나라(행家)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한다”， l4) “선생님(夫子)
께서 나라(행家)를 얻으신다면 "Ei) 등이 그 실례이다.
『맹자~Hì)에서는 家가 『논어』에서보다 많이 언급된다. 첫 번째 용

례로 사용된 경우는 “(士가) 자기 집에서 그 물건을 직접 받지 못하
였으면"

“동쪽 집의

담장을 뛰어념어

처자를 끌어오면 아내를 얻

고"171 둥이 었다. 그리고 앞서의 용례구분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용례가 『맹자』에서도 『논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경우에 사용되
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 중략 ... 만승외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을 가진 공경와 집안이요， 천승
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
안이니”， “당신 처부터 바로잡으시어 형제들께 이르심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셨네"

“나라를 다스림에 이르러서는"

“전통있는 (신하) 집안

의 유래있는 풍속" “현명한 사람이 지위에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직
책이 있어서 국가가 한가하거든 이때에 미쳐 그 정사와 형벌을 밝게
한다면 비록 강대국이라도 반드시 그를 두려워 할 것이다"
기 국가를 다스린다면"

“지금 국가가 한가하거든 이때에 미쳐 즐기

고 태만하며 오만한 짓을 하니
다"

이것은 스스로 화(福)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제후왕이 나라를 잃은 것과 같다"

“사(士)가 지위를 잃음은

“件子는 제나라의 세력있는 경의

집안이다”， “굶敵子는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안이었다

13)

“능히 자

... 중략 ... 헌

有國有家者. 不愚흉而愚不均. 不愚홉而愚不훗 蓋均無負， 和無훌， 安無碩( r 계
씨」편 l 장)

14) 子日 “惡앓之養朱也， 惡鄭뿔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和家者." (r 양화」편 18장)
15) 陳子會謂子줍日 “子앓悲1i!.， fl면尼뿔賢於子乎?"
子賣日 “君子-言以寫웠1， 一言以寫不쩌1， 듬不可不뼈也. 夫子之不可及也， 觸天

之不可階而升也 솟子-:7得후G 家者， 所謂立之따f 立‘ 道之斯行， 짧之斯來， 動之斯

;fo.
16)

其生也榮， 其死也哀， 如之何其可及也?(r 자장」편 25 장)

맹자에서 家는 같은 표현을 제외하고 24 번 둥장한다(楊伯曉 譯注 w 굶子譯注
(下)~ , 北京· 中華書局，

2000 , p.412)

17) 不得쫓於其家( r 둥문공하」면 7장)， 敵東家總而樓其處子， 則得쫓(r 고자하」편 1
장)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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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이 다섯 사람과 벗할 적에 이 다섯 사람들은 (의중에) 헌자의
집안을 의식함이 없었던 자들이니， 이 다섯 사람돌이 또한 (의중에)
헌자의 집안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헌자는 이들과 더불어 벗하지 않

았을 것이다. 비단 백승을 가진 집안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국의 군주라도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으니"

“韓 • 鍵의 큰 (뼈)

집안을 덧붙여주더라도 만일 스스로 보기를 하찮게 여긴다면 남보다
뛰어남이 없이 먼 것이다"18)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 용례로 쓰인 경우도 다섯 번째 용례만큼은 아니나 상당히
많이 등장하며， 이 두 번째 용례로 사용된 경우들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일반 서민의 가족으로 쓰인 경우이다. “백묘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면 몇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으며"

“백묘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면 여닮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으며" “여넓 집에서 모두 백묘를 사전으
로 받아서 함께 공전을 가꾸어"

“백묘의 토지를 필부가 경작한다면

여닮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19) 의 경우가 이

에 해당될 것이다

18)

王日， ‘何以利콤國?’ 大失日， ‘何以利홈家?’ ... 중략 .. 萬乘之國， 試其君者， 必千乘

之家， 千乘之國， 쳤其君者， 必百乘之家 (r 양혜왕상」편 1 장)， 詩:Z::;， 메j子흉쫓，
至子兄弟， 以細子家행 ’ (r 양혜왕상」편 7장 여기서 역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
로 그 용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나 『詩經』， 「大雅 J ， <뽕、齊〉편의 전체 해석
(김학주 w 시경~， 서울 명문당，

1997,

pp.418-420l과 『논어역주』의 주석 (p.24l

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至於治國家( r 양혜왕하」편 9장)， 其故家遺it:W 공손
추상」편 1 장)， 賢者在位， 能者在職， 國家閒8없， 及是時， 明其政jflJ 雖大國， 必뿔
之훗.(r 공손추상」편 4장l ， 孔子日， 寫此詩者， 其知道乎， 能펴효國훌， 誰敢海之
( r 공손추상」편 4 장)， 今國家備m없， 及是時， 般樂휠、放， 是自求福il1..( r 공손추상」펀

4 장)， 日夫物之不齊， 物之情也， 或相倍徒， 或相꺼 伯， 或相千萬， 子比而同之， 是
亂天下也 巨睡小屬同賣，A.월寫之값， 從許子之道， 相率而寫假者也， 惡能펴國
家 (r 등문공상」편 4 장)， 士之失位也，~쩔諸候之失國家也 (r 퉁문공하」펀 3장)， 件
子， 齊之世家也. (r 퉁문공하」면 10장). ~굶敵子， 핀乘之家也 "중략 .. 敵子之與

此五A者友也， 無歡子之家者也 此五人者， 亦有敵子之家， ~IJ不與之友롯. 非#
百乘之家寫1!;;、m， 雖小國之君， 꺼;有之 .(r 만장하」편 3 장). 굶子日m추11聲짧추
家 如其自;Jil;l짧然. 則냄A. i秉쫓 (r 진심상」편 11 장)

19)

百뼈之田， 꺼養其時， 數口之家마以無創옷 .(r 양혜왕상」편 3 장)， 百없之田， 끼짧

其時， J\ 口之家可以無~롯 (r 양혜왕상j 편 7 장)， 八家皆私百뼈， 同養公田 (r 등문
공상」편 3 장). 百歡之田，~夫챔之， 八口之家可以無힘l 웃( r 진섬상」편 2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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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네 집에 가서는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남
펀을 어기지 말라"

“남자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아내가 있기를 원

하며， 여자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남편(시가)이 있기를 원하는 것
은 부모의 마음이어서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건마는":!Ü) 둥에서 보

이는 가족의 의미가 확장되어 시가 남편 을 뜻하게 된 경우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天下 · 國 · 家라 하나

니，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고 집안의
근본은 몸(자기자신)에 있는 것이다”， “不仁하면서도 더불어 말할 수
있다면 어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패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패가(敗家)한 뒤에 남이 그를 패가하며”，
“들어가면 법도 있는 (신하) 집안과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2 1)와 같
은 두 번째 용례와 마지막 용례의 중간 단계

혹은 양쪽 다 무방한

경우이다. 지금의 상식에서는 두 번째 경우가 더 가깝겠으나 당시의
집안이란 요즘과 같은 핵가족이 아니라， 확장된 가문의 형태이다. 확
장된 큰 집안인 대부의 家가 식솔과 노비

식객은 물론 세금을 받고

세력을 뻗치는 영역까지를 의미했음을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용례와
마지막 용례의 중간쯤 혹은 둘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다섯 번째 용례로 분류한 경우도 앞뒤의 문맥이나 주석을 통해
다섯 번째 용례로 분류하긴 하였으나 대부분 두 번째 용례로 해석하
여도 무방하다. ‘대부의 家’를 의미하는 마지막 용례로 쓰인 경우에
큰 문벌， 가문 등을 대입해 보면 큰 무리없이 해석할 수 있다. 고대

에는 역할 단위가 지금만큼 분리되지 않았고 말의 쓰임은 시기에 따
라 변화한다. 춘추전국시대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의 시기였고 권
위의 상징이던 제사 역시 그전처럼 행해지지 않았다. 또한 계급을 뜻
하던 君子나 士 등의 어휘 역시 계급적인 색채가 줄어 상대적으로

20)

‘往之女家， 必敬必J!X， 無違夫子 w 등문공하J 편 2장J ， ~5夫生而願寫之有室 女子

生而願薦之有家， 父母之心， 人皆有之，( r 둥문공하」편 3장)

21)

“ A有힘言， 皆터， ‘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之本 ft家， 家之本在身"( r 이루
상J 편 5장)， 不仁而可與言， 則何亡國敗家之有? '" 夫A必自海然後， Á海之，
家必딩짧而後 人짧之， 國必엄fj(:而後， Á fj(:之 ， (r 01 루상」편 8 장)， 入則無法家佛

土， 出lIiJ無敵國外愚者， 國힘亡，( r 고자하J 편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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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계급의 사람에게도 쓰이게 되었다. 이라한 상황틀을 감안하면
용례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대부의 家 역사 형태상으로는 가족의 확대인 문벌이

다시 확장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용례와 마지막 용
례 사이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
지만 당시의 문헌상에서 보았을 경우， 이라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다. ‘家’는 앞서 분류한 것과 같이 현대의 가족을 지칭하는 소규모 혈

연집단， 그 집단의 거주지， 계급적으로 상위에 있는 대부의 정치영역
으로 나뉘어 그 각각의 용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들이
단절없이 연결 확장되어 쓰임을 앞서의 용례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어』와 『맹자』에서 가(家)자는 정치집단이며 종교집
단이자 생활집단인 대부의 정치단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으
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제사집단인 가(家)는 상대적으로 작은
서민의 가족에서부터 당시의 상상 가능한 가장 큰 집단인 국(國)에
이르는 정도로 그 외연이 최대로 확장된 상태까지를 무리없이 하나

의 영역으로 묶는다. 초기 유가에 있어서 家의 개념은 오늘날의 가족
개념에 근접한 소규모의 혈연 집단을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규모가 큰 동일 혈통 집단과 그들이 지배하는 봉토 내의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국가의 개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는 거대 정치 조직체를 의미하는 데까지 매우 포괄적으
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유가가 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연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그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집단은 그 규모나 조직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유가에게논 그것플 모두가
각각 구분되어 개념화되지 않은 상태로 家의 개념 속에 용해되어 있

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형태들은 각각의 문맥을 통
해서 구분해낼 수 있지만 초기 유가가 동일한 개념어로서 다양한 양

상들을 한데 묶어 표현했다는 시-실은 이달이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집단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개별

1뿜훌외 ‘훌’억l 대한 ~I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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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
러한 추론을 통해 적어도 초기 유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

의 양상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家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포괄적으
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결론
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앞으로도 언급될 것이지만 유가에게 있어서 그

것이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家라 할지라도， 소규모의 혈연적 집단으로
서의 家의 양상과 공통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따라서 혈연 집
단의 가족 윤리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치 윤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면서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소규모 혈연 집단으로서의

家의

유가적

가족 관계와

그 윤리에 대한 고찰
소규모 혈연집단으로서의 家에서 요구되는 가족적 윤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Ii'논어』에서는 孝라는 단어만 19 번 등장22) 하고 그 외에 부모
와 자녀간의 도리에 관해 언급한 것은 더 많다.23) 공자는 자녀가 부
모를 섬김을 중시하였고 섬검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더

중시하여

“지금의 孝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잘 봉양한다고 이를 수 있다. 그

러나 개나 말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
로 구별하겠는가7"2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효의 실천적인 방법
으로 부모의 뜻을 이어 받는 것을 언급하였다.죄)

22)

楊伯l埈

w 論話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2, p.242

23) 여기서는 논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보기로 한다.

24)

子夏問孝. 子 ß， “色難. 有事 弟子服其勞， 有酒食， 先生廣， 曾是以寫孝乎?"( r 위정」
편 7장)

25) 子日，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훗 "(r 학이」편 11 장)

f 8,
•

“드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롯"( r 이인」편 20 장)

삼년상이나 제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g요鉉子 n，9 孝 子 [3 ， “無違" 짧週細， 子告之日， “굶孫問孝於我， 我對日， 無違"
핫週f::l ， “何謂也，?" 子 0 ， “生事之以뚫， 死賽之以體， 蔡之以體.’‘( r 위정」펀 5장)
宰我問， “三年之喪， 期딘久훗. 君子르年不뚫禮， 禮必壞， 르年不寫樂， 樂必빼.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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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효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공자
는 맹무백이 효를 묻자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섬하신다깐 ìl
하였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기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간하여야 함
을 말했다.긴) f 효경』에서는 그 간쟁의

기능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증자가 공자에게 “부모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효도라 이를 수
있겠습니까í?"

하고 물으니

공자는 “이

무슨 말인가 I

'"

옳지

못한

것을 당변했을 때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요， 신하로서는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의에는
간쟁하는 것이니 부모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어찌 효가 될 수 있겠
는가í?" 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간쟁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호읍이수지(號位而隨之)’하여야 한다고 T 효경』， 「간쟁

장」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다. 간쟁을 지나치게 계속하면 부모 자식
사이의 정을 상하기 쉽고， 그만 포기하면 부모를 불의에 빠지도록 방
치하는 것이 되므로 ‘소리내 눈물 흘려 울면서’ 애절한 모습으로 간
쟁을 계속하되 부모와 자삭 사이의 정을 끊을 수 없으므로 ‘따른다’
고 한 것이다.갱)

여기서는 또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여타의 사회적인 관계， 윤
리보다 우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섭공과 공자의 대화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 윤리를 여타의 관계 · 윤리보다 중요시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섭공이 공자에게 “우리 무리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
다”라고 말하자 공자는 “우리 무리의 정직한 사함은 이와는 다르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꾀하였다

쫓9:~i~， 新줬많升， 瓚健改火， 期可딘훗

또한 자로가 “(옳은 것

” 子터‘ “食갓휩， 衣夫jJ\1， 於女安乎 T l _-j,

“핫” “女安 HIJ寫之 1 솟君子之居喪， 食듭不 H. r웹樂不樂， 탬끓不安， 故不핸tl!.. 今
女安則寫之 1" 宰我出‘ 子티， “予之不仁1l!. 1 f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드소F
之喪， 天 F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 K、其父당판 I"(r 양화」면 :20 장)

26)

삶따{더間孝

f 터， “父母U륨其俠之憂 ."(r 위정」편 (ì장)

27) 子터， “事父母幾課，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lfî不想‘"(

r0

1 인」편 18장)

28) 이상 효경 인용부분은 조남욱 외，.현대인의 유교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pp.274-275을 참고하였으며 효경 해석도 이 책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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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l'?" 하고 묻자， 공자는 “부형이 계시니

어찌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하고 대답하였다，30!

4,

유가적 가족 관계와 그 윤리의 사회적 확ε배 대한 고찰

이처럼 공자는 상호적인 가족관계와 그 윤리，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모든 윤리의 근본으로 보고 강조하였다. 하

지만 유가의 가족 윤리는 가족내부에 한정되어 단순히 가족이기주의
로 끝나지 않고 사회로 확대되어 모든 윤리의 근간이 된다IT'논어』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1 1) 사회로 확대된 가족 관계와

윤리는 r 맹자』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IT'논어』에서는 부모와 그

29) 葉公語孔子日， “홈黨有直射者， 其父樓후， 而子證之" 孔子日， “홈黨之直者異於
是， 父寫子隱， 子寫父隱. 直在其中훗，" (r 자로」편 18장)

30)

子路問 “聞斯行諸?" 子日. “有父兄在. 如之{iiJ其聞斯行之?” 再有問， “聞斯行

諸?" 子日， “聞斯行之" 公西華터， “由也問聞斯行諸， 子日， ‘有父兄在’， 求也問
聞斯行諸， 子터， ‘聞斯行之’，i}f;也感， 敢問” 子日， “求也退， 故進之， 由也暴人，
故退之，" (r 선진」편 21 장) 이 구절 전체는 어떤 부분이 모자란 사람과 지나친

사람의 중도를 잡아주는 공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가족관계와 윤리가 사
회적 관계나 윤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일부이다 그러나 공
자가 자로를 설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은 부모와 형제가 있으므로 옳은 것
을 듣고 나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부모나 형제 사이의 의를 상하는 일이

없는 지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였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본문에 위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 생
각한다

31)

有子日， “其馬人也孝弟， 而好犯上者， 解훗，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

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馬仁之本與”’ (r 학이」편 2 장)
子日， “弟子， 入則孝， 出則傑， 護而信，7fl愛累，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r 학
。 1 J 편 6장)

子夏日， “賢賢易色， 事a꿇， 能i흉其力， 事君， 能줬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
터未學， 홈必謂之學훗，"( r 학이」편 7 장)

或謂孔子 E'l， “子쫓不랐政?" 子日， “書i:';， ‘孝乎堆孝， ïi.子兄弟， 施於有政 ’ 是亦
寫政， 쫓其馬馬政?"( r 위정」편 21 장)

季康子問， “使民敬忠以勳， 如之何.?" 子 f크， “臨之以莊업Ij敬， 孝慧則忠， 題善而敎
不能則動，"( r 위정」편 20 장)

子日， “禹， 홈無間然、훗. 非軟食， 而致孝乎鬼神， 惡衣服， 띠致美'f-微옳， 쩍[宮·室.

而盡力乎鷹j血. 禹， 좀無間然훗'，"( r 태백」편 21 장)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日， “君君， 응i똘， 父父， 子子” 公日， “善짧’ 信如君不
君， 많不많， 父不父， 子不子， 雖有票， 흠得而食諸?"(r 안연」편 11 장)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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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 사이의 관계와 그 윤리 증의 하나인 孝가 그 자체로 언납되고
증요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맹자』에서 부모와 자녀 사

이의 관계와 孝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잦고 언급되기보다는 사회로
의 확대와 그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는 공자가 살던 시대와는
달리 공자가 강조했던 유가적인 개념들이 섣사 실현되지는 않을 지
라도 어느 정도 권팩층에 알려지고 지켜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인정되

어 맹자가 직접 여러 왕에게 환대받고 그들에게 그의 주장을 섣파할
수 있게 된 상황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자의 시대만 하더라
도 그가 추구하는 상고주의적인 지향성이 당대 현실에 비추어 불가

능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으나 전국 시대에 이르면 제후국들간의
투쟁이 노골적으로 격화되기 때문에 군주들은 이전보다 더 강한 정
치적인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상가들 역시 이에 부응하여
좀더 강하게 정치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IT' 맹자』

에서 효는 28 번 등장하였고， 효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과 이것 외
의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중 상당수는 앞서 말한 바대로 가족 윤리
가 확대된 사회 윤리와 함께 언급되거나 가족 윤리가 사회적으로 효
과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쓰이고 있다.씨) 그러나 유가가 제시하는

32)

둥장 횟수는 楊때皮 U 굶二f譯ff( 下)~， 北京. 中華書局， 2000， μ381 을 참고하였다

五敏之1::， 樹之以쫓， 五十者可以衣범훗
짧隊狗화之좁， 無失其時， 七十者며以食肉옷.

검敏之田， 꺼賽其時， 數口之家可以無홉Q훗
護E홉序之敎， 申之以孝t弟之義， 뼈白者不負載於道路롯，

七十者衣멈食肉， 찢民不홉l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양혜왕상J 펀 3장)
王如施仁政於民. 省재1융n. 흉월脫융t 深홍상易輯.

밭흉μ興뀐降효좋塊忠됩」λ따童흉X2L펴以重甚효上표찮制臨μ鐘奉훌之훌&
뽀챔용총:
彼賽其民時， 使不得f}I-網以養其父母， 父母5월戰， 兄弟쫓子離散，

彼떠懶其民， 王往대îlif之‘ 夫誰與 :r敵?
故 Eì “仁者無敵 ’ 王請꺼疑 1"(' 양혜왕상」편 5 장)

￡훌* 以及人:7￥". Ý1J흠Ý1J 以及 Á:7J.h. 天下 01運於掌. 詩r:.， ‘재Jf흉꽃， 훗

l

5î'..弟， 以뼈Ff家춰3 ’ 듬學행í.[;、 110諸彼而已 故推恩f료以保四海， 不推恩、無以保좋了
古之A所以大過A者， 無Itjl，f뜸， 善推其所점jffiB옷. 今恩、足以及홈짧， 며1 져j不슐~1i'i、
펴姓者， 獨f可與‘1('양혜왕상j 편 7 장)

是故明君i1JIJ民之품， 必使{rp，'Ê以事父母， 1쩌足以좁姜子， 樂歲終身館，1iJ年免於死
亡， 然後騙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 ，양혜왕상」편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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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윤리는 절대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

며 자녀는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의하여 부모에 대한 행동을 결정
하는 주체로서 남아있는 것처럼， 가족적 효의 윤리가 국가 차원의 거
대 정치 단위에 있어서의 통치

윤리로 확장될 때에도 역시 동일한

양상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즉， 군주와 선하 사이의 관계 역시 상호
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하된 자가 군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도구가 되어 따르는 것
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직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군신간의

윤리가 된다. 그리고 『맹자』에 이르게 되면 군주의 백성에 대한 의무

가 강조됨에 따라 군주에게 간언하는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역할 또는 지위를 보유하는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
한 자율성은 그의 역할 수행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역할 보유자 사이
에서의 상호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된
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가의 이런 요소들이 기득권의 옹호에 악용되
었던 것도 사실이고 고전적 문헌들의

기술들은 일방적인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문헌상
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헌들 속에서 규범이 제시되는 역사의 구체적인
맥락은 그러한 규범과 그 규범이 지향하는 질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수행자인 개
인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다른 개인들과 서로 관련을 맺어 규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규범의 한계를 념지는 못

하지만 규범이 제시하고자 하는 당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
한 행동 양태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 있는

상호성은 이러한 자율적 선택을 가능하게 뒷받침하여주어 양쪽의 역
콤;敏之'1::， 樹之以훌， 콤十者可以衣뿜훗. 雜IIJ狗歲之좁， 無失其時， 七十者可以

食肉쫓. 百없之田， 꺼聲其時，!\口之家可以無홉11찾. 護庫序之敎， 申之以孝↑弟之
義， 領白者不負數於道路훗.
老者衣1ft食肉， 짧民不RIl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r 양혜왕상」편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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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관계를 모두 강조함을 통해 기득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맹지'~f 에서 상호적인 가족 관계와 그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은 孝 이외의 다른 언급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맹자는
임금의 역할을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동일시하며 직접 ‘民父母’
라는 표현흘 사용하기도 한다.저) 통치자와 피치자， 국가와 서민의 연

대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가족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로 인해 통치자와 피치자에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와 같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백성의 부모’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3-1)

33)

梁惠王 8 ， “算人願安承敎"
lrr 子對 8 ， “殺人以健與 η ， 有以異乎?"

8,

“無以異也 ”

“以 J] 與政， 有以異乎'(' 티， “無以異며”

“j包有 ~E 肉， 1향有 m~~ 馬， 民有 wl色， 野有험~~품， 此;힘용Ikrm 食人也.
斷;相食， 且人惡之， 馬民父母， 行政， 不免於率뚫k而食人， 惡tE其寫民父母也?
{따尼티， ‘始('f.{벼者， 其無後1" 1 ’ 흙其象人때用之也. 如之f可其使斯民흩fLffii 死也?“
(r 양혀1 왕상」떤 4 장)

과子兒휩宣王 IJ ， “所띈값國者， ~I'謂有쯤木之띔tiJ.， 有世댄之띔tiJ.. 王無親김]슛，

흡者所뺀‘ 今 日 不쩌1 具亡m."
千딘‘말何以識具不才매j 옮之?"
日， “國참進賢. ~IJ不得已， 將f빚E뿌짧尊.iFiif輸願， 可不慣與?

tr.:ti皆 El 賢， 未可 tß， 諸大夫皆 H 賢‘ 未 "1m. 國人皆티賢， 然、後察之， 見賢펀， 然
後用之 . Ji右皆터不可， φJ聽‘ 諸大솟皆터不可， 꺼聽， 國人皆 R 不 nJ， 15.、後察之，

見不可;띔， 然後去之 자÷右皆더可앓， 꺼聽， 諸大夫뀔터可원， 꺼聽， 國人皆日 "I 殺，
然後察之， 兒可잃품， 然後원之. 故， 터關 A 양z æ.

찌jJlct然後.

nT 以점民父母

(r 잉:혜왕하」편 7 장)

龍子터， ‘治~莫善)앙Il)J‘ 莫不善JIi、흉’ 頁者. j슛數歲之中以쩌常 ÝJl.~歲， 함:.i<: J~~‘

多取之而不쩌1콤， 則흉Rιz‘ 비 if. 養其EfI而不/밑， 則必取짧훨‘ 寫t강父母， (~f\;B';
11') 然， 써終歲형))<11꺼， 不得L:J.養其삿 ro. ^X_Fi흉련때 2자 .2. (훗t:: t홉轉‘F댐훌환， 띤R김=yU'S
h;父 N tiJ.?(r 등문공상」 띤 3 장)

3.1) 군주가 백성의 부모라는 말이 단순히 ‘가족의 비유’로 끝나지 않는 것은 유가
에서 정맹 (1] 名)읍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μ 와 h 의 관계는 c 와 d 으| 관계

와 같다 a 와 b 는 서로 역할 관계룹 강조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성립되는 젓
이며 .a 와 b 가 그 관계플 유지되는 것은 a 가 a 로서의 역할에 충섣하고 b 역사
b 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랴므로 c 와 d도 서로의 역할 관계에 춤

실해야 한다 물론 정명을 이야기하면서 임금이 임금답고， 선하가 신하다와야
함이 이야기되지만 이것은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와야 함이 이야기

1뿜훌워 ‘훌’억| 해만 JI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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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적 세계관에서의 가족의 위치

이처럼 『논어』와 『맹자』에서는 가족관계와 그 윤리를 중시하였고
이를 확장시켜 사회， 국가에도 적용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가족 내의 개인이 가족이라는 혈연집단

내부로 잠식되거나， 가족의 확장인 국가 내에서의 개인 역시 국가 내
부의 계급적 역할에 순응하여 개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을 그 안에 복
속시키는 집단만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가의 문헌들

이 효라는 윤리적 덕목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중시하지만 이것
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앞서의 용례들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바 있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의 언
급이나 자식의 부모에 대한 간언 동은 바로 이러한 효의 상호관계적
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식으로

서의 개인이 부모에 대한 복종의 윤리에 종속되어 그의 개체성을 상
실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족 집단 내의 개인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를 공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

는다변 그는 그러한 자식의 지위 내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러한 지
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자식으로서 위치에 머물러 았다는 고정적이고 수
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자기 지위의 범위 내에서 자기
수양을 통하여 자기 역할 수행과 그 관계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자율성과 개체성을 유지한다. 주의할

것은 유가의 상호성으로 유가에서 말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체성이
라는 것은 서구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율성과 개체성이 아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가에서의 개인은 가족과 같은 집단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속에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으며 그
러한 지위와 역할은 개인의 한계로서 작용한다- 개인의 자율성은 이

러한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안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유가에 있어서 혈연적 연관과 사회적 역할에서 벗
된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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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고립자로서의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퍼) 유가에서의 고립자로서

의 개인이란 혈연적 연관과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연관과 역할을 방기하는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 개인은 오로

지 집단의 영역 안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가 속하여 있는 집단을
다루어야만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다룹 아
닌 가족이다

앞서 ‘家’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추측할 수 있었듯이

비단 유가에

있어서 뿐만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은 가족의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가족을 념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집단에

있어서도

그 규모만이 확장된 것일 뿐 가족과 현저히 구별되는 어떠한 개념적
인 정의도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혈연적 가족 집단은

그 이상의 다른 거대 규모의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적 지위를

35)

허냥진

• 신정근 공저 r 고대 유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과 이상 사회

립>에서 〈참여〉로 이프는 기나긴 여정
人文大學東亞文化%究所，

•

〈고

J ，東亞>c {l~ 제 3íl집， 서울大學校

2000 , p.4:ï

36) Ambrose Y. C. King , ‘ “ rhe lnclividual and C;roup in Confucianism: A
nelational Pcrspcctive" , D. ]. l\ Iunro ecl. , Jndividualism and ]f o!i sm.
Studies in Confucian and Taoist I'alues , The Uni. of :\Iichigan , 191\5 ,
p.6 1; “ Confucians classify the human community into three categories
chi , the individuaI; chia, the famil~'; ancl c/úm , the group. For a
Confucian , the emphasis is 011 the family , ancl for this reaSO I1 Confucian
ethics have developecl an elaborate role system on the family level
I{elatively speaking , the CO l1 fucian conception (l f c/γun is the least
articulat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 conceptually , the family is also
a 당 roup. For the purpose ()f analytical distinction , “ family" might be
temled “ familistic group" , while the ch'un, is a “ nonfamilistic group" , or
simpl). “ group." Insofar as Confucian theory is concerned , there is no
formal treatment of the COllcept ()f c'h' UI1. Ch 'un remai l1 s an elusive and
shifting concept." (유교는 인간 사회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己， 개인，
家， 가족， 그리고 群， 집단. 유가에게는， 가족에 강조점이 놓여지며， 이러한 이
유로 인해서 유교 윤리는 가족 수준에서의 정교한 역할 체제를 개발하여 왔
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群의 유교적 개념은 그 명확성의 정도가 가장 낮다

개념석으로 가족 역시 집단의 일종이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분석적
구분의 목적을 위해서， 群을 “비가족적 집단” 또는 단순히 “집단”이라고 부르
는 반면에“‘가족”은 “가족적 집단”이라고 불려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유교의
이론인 한에서， 群 개념을 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없다. 뺨은 알기 어렵고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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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유가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통치 윤
리에 가족적 윤리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진 유가는 가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
의 기본으로 삼았고， 가족 윤리를 다른 사회적 윤리의 기본으로 삼았
다. 개인도 국가도 아닌 가장 자연 발생적이고 작은 규모의 혈연 공
동체를 그 기본으로 함으로써 유가는 가장 사적인 관계에서마저 도

덕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가의 윤리론은 거대담론에 매몰되
어 생활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윤리， 현실 속에서
의 윤리가 되고 성인 역시 가정이나마 현실 속에서의 성인이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가장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집

단，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마저도 도덕적이고 윤리
적일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적인 것의 도덕성을 강조하여
도덕이 생활화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세계를 도덕화시킨 것이다. 또
한 세상을 사람 사이의 관계들로 보고 그 관계에 도덕성을 부여한
것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 :m’로 보는 유가의 입장에서 세계를 인간화
시키게 된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논어』와 r 맹자』를 해석한다면 상

대적으로 『논어』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자존을 확인하
는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맹자』에서는 『논어』에서 확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존재감있는 자아를 좀더 확고히 하여 확장시

킴으로써 인간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그것을 위해 끊임
없이 힘차게 나아가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유가는 가족주의적이다.’라는 일반적으로 알

37)

허남진 · 신정근 공저

r 고대 유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과 이상 사회 -<고

립〉에서 <참여>로 이르는 기나긴 여정
人文大學東亞文化돼究所， 2α)()，
설명한 의미를 따른다.

p.44

」， 『東亞文化」 제 38집， 서울大學校

‘관계’라는 용어의 의미 역시 p.44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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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l칭자l 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 멍제는 맞

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논어 1 와 h뱅자J 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여

정리된

家의 용례를 보면 소규모 혈연집단에서부터 오늘날의 국가에 해당하
는 대규모의 정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家라는 하나
의 개념어로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선진 유가가 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외연을 명확하게 한정하고 그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집단은 그 규모나 조직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유가에게는 그것들 모두가
각각 구분되어 개념화되지 않은 상태로 家의 개념 속에 용해되어 있

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형태들은 각각의 문맥을 통
해서 구분해낼 수 있지만 초기 유가가 동일한 개념어로서 다양한 양
상들을 한데 묶어 표현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집단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개별
적으로 정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
러한 추론을 통해 적어도 초기 유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
의 양상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家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포괄적으
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폰재하고 있었다는 결론
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유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家라고 할
지라도 소규모의

혈연적 집단으로서의 家의

양상과 공통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혈연 집단의 가족 윤리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

치 윤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고 적용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소규모 혈연집단으로서의 가에서 요구되는 유교적 가족관
계와 윤리를 살펴보면 가장 특정적인 것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공자는 자녀가 부
모를 섬김을 중시하였고 섬검에 있어서는 그 형식이나 물질적인 것

보다는 마음을 더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효의 실천적인 방법으로 부
모의 뜻을 이어 받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는 일방적인 것
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공자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함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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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자식이 부모에게 간언하는 자세에 관해 밝히기도 하였고，
또한 효경에서도 간언하는 자세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가에서는 가족관계와 그 윤리를 여타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한
윤리의 기본으로 여기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나 사회 윤리보다 선행
한다는 것 또한 문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유가에서 가족관계와 가족윤리가 강조되기는 하지만 유가의
가족 윤리는 가족내부에 한정되어 단순히 가족이기주의로 끝나지 않
고 사회로 확대되어 모든 윤리의 근간이 된다 w 논어』와 『맹자』의 여

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대 상황의 변화 때문인지 『논
어』보다는 『맹자』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f 맹자』에서 가족관계

와 그 윤리 중 하나인 효는 상당수가 가족 윤리가 확대된 사회 윤리
와 함께 언급되거나 가족 윤리가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드러내
기 위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유가의 가족윤리가 상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적 효의 윤리가 국가적 차원의 거대 정치 단위에 있
어서의 통치 윤리로 확장되어서도 여전히 상호성을 띠고 있다. 신하
된 자가 군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도구가 되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직무를 주체적으로 수

행하는 것이 군신간의 윤리가 된다. 그리고 『맹자』에 이르게 되면 군
주의 백성에 대한 의무가 강조됨에 따라 군주에게 간언하는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각각의 역할 또는 지
위를 보유하는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그의 역할 수행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역할 보유자 사이에서의 상호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된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가의 이런 요소들이 기
득권의 옹호에 악용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고전적 문현들의 기술들은
일방적인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부

모에 대한 공경이나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것은 그것이 문헌상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헌들 속에서 규범이 제시되는
역사의 구체적인 맥락은 그러한 규범과 그 규범이 지향하는 질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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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수행자인 개인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다른 개인들과 서로 관

판을 맺어 규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규범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지만 수행자는 규범이

세사하고자 하는 당위작

꼭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양태뜰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 있는 상호성이 이러한 자융적 선택을 가능하게
뒷받침하여주어 양쪽의 관계를 모두 강조함을 통해 기뜩권을 견제히

는 역할 또한 수행한 것 역시 사실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계의 상호성으로 유가에서 이야기되는
개별성과 자율성이 서구적 자아의 개별성과 자율성이 아니라는 점이
다. 유가에서의 개인은 가족과 같은 집단 내부에서 그 구성윈들 사이
의 관계 속에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으며 그러한 지위와 역할

은 개인의 한계로서 작용한다

개인의 자율성은 이러한 위치를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안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유가에서 고립자로서의 개인이란 혈연적 연관과 사회적 역할에서 벗
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관과 역할을 방기하는 인간답지 못한 인
간으로 개인은 오로지 집단의 영역 안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가 속

하여 있는 집단을 다루어야만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
되는 것은 다름 아년 가족이다. 앞서 ‘家’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추
측할 수 있었듯이 비단 유가에 있어서 뿐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집단
은 가족의 수준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가족을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
의 집단에 있어서도 그 규모만이 확장된 것일 뿐 가족과 현저히 구
별되는 어떠한 개념적인 정의도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혈

연적 가족 집단은 그 이상의 다른 거대 규모의 집단을 모두 포괄하
는 개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유가에 있어서 국가

적 차원의 통치 윤리에 가족적 윤리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사
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진 유가는 가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
의 기본으로 삼았고， 가족 윤리를 다른 사회적 윤리의 기본으로 삼았
다. 개인도 국가도 아닌 가장 자연 발생적이고 작은 규모의 혈연 공

동체를 그 기본으로 함으로써 유가는 가장 사적인 관계에서마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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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가의 윤리론은 거대담론에 매몰되

어 생활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년 생활 속에서의 윤리， 현실 속에서
의 윤리가 되고 성인 역시 가정이나마 현실 속에서의 성인이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가장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집
단，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마저도 도닥적이고 윤리

적일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적인 것의 도덕성을 강조하여
도덕이 생활화되고 이플 확대함으로써 세계뜰 도덕화시킨 것이다. 또
한 세상을 사람 사이의 관계들로 보고 그 관계에 도덕성을 부여한
것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보는 유가의 입장에서 세계를 인간화시

킨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논어』와 『맹자』를 해석한다면 상대적으로
『논어』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자존을 확인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맹자』에서는 『논어』에서 확인한 한계를 가

지고 있지만 존재감있는 자아를 좀더 확고히 하여 확장시킴으로써
인간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힘차
게 나아가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가 사상은 앞서 밝혔듯이 알려진 바대로 가족주의적이다. 유가
에서는 가족을 그 중심점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를 규정짓고 그 윤리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에 유가가 가족주의적이라
고 이야기되는 맥락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현대에서 유가를 가족주
의적이라고 할 때 유가는 개인이， 특히 자녀나 일반 서민에 해당하는
약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가지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관계를 개선，
확장시키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유가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상호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음
또한 강조하였다. 또한 유가의 가족주의는 가족이기주의와는 달리 가

족 관계와 가속 윤리를 중심으로 그 외연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세계
의 도덕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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