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억j] , 11 맹작』억I Lt타납

문작/소인， 해인/소인 연구
조성열

(셔 울대 철학과 대학원)

1 . 서론
『논어』에 나타난 군Al(君子)/소인(小人)과 『맹자』에 나타난 대인(太
人)/소인(小人)이 텍스트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갈
등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두 경전을 이해하는 초석
이자 핵심적인 사항이다. 왜냐하면 공Al( IL子)와 맹 Al(굶子)는 각각

혼란한 사회현실의 모순을 두 계층(군자/소인， 대인/소인)의 대립을
통해서 고발하였고 또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 제시로서 새로
운 의미를 역시 이 개념들에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군자와

대인은 후대에 중국 철학의 주요한 문제가 된 도덕적인 자기 수양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
념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기본적인 개념들은 오늘날 현실 속에 살

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군자’를 예
를 들어보자

w논어』에 ‘군자’는 106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단 하

나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철학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논어』는 공자와 제자간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대화 상대에 따라
서 시기 적절한 답변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공자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군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더구나 ‘군자’라는 개념 속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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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공자가 부여한 새로운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
가피하게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이
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논어』와 『맹자』를 해석하는 철

학자마다 자신의 입장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 심지어 공자가 자기 스스로를 ‘군자’라고 자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이전 철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어』에 나타난 군
자{君了)/소인(小人)， ~맹자』에 나타난 대인(大人)/소인(小人)을 분석하
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이전 철학자들의 군자/소인에 대한 입장
1. 조기빈의 입장
조기빈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공자철학의 계급성을

논증한 획기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입장에서 정신노동자t 君子)를 중요시한 공자의 학문을 배척하고 육체

노동자t 小人)를 중요시한 묵자의 학문을 숭상하는 폐단이 없지 않지
만 당시 사회경제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한 군자/소인의 구분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군^~'(君子)와 ‘소인’(小人)은 서주 시대에 이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두 종류의 ‘인’(人)이었다. 그렇지만 춘추 시대에 이르러
서 비로소 그들 사이에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
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다시 말하자면 춘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군자’와 ‘소인’은 서로 분열되어 두 개의 대립
되는 정치 파별(派閒)로 되었다 이때 군자는 정전제를 사회 ·
경제적 토대로 삼는 노예주 계급의 ‘복례파’를 가리키며， 소인
은 신흥 지주 계급， 개인농， 수공업자와 상인 등 사유제를 자신
들의 경제적 토대로 삼아서 성장한 변혁 계층을 가리킨다.1)

『논억~， ~맹자』억l 나타난 문작/소인， 대인/소인 언구

3

『논어』에 나타난 군자/소인이 모두 ‘복례파’와 ‘변혁파’의 대립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개념상 한 가지 불분명한
점이 남는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소인(小人)은 생산력의 담당자로서

의 피통치 계급인 ‘민’(民)과 구별되는 ‘인’(人)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 그 이전 문헌에서 소인(小人)이 민(民)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살펴보자.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에는 군자들은 능력을 숭상하여 아랫
사람에게 양보하고 소인들은 농사일에 열중하여 윗사람을 섬겼
다. 이 때문에 상·하 모두가 예를 잘 지키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경멸을 받고 멀리 쫓겨났다

......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

워졌을 때에는 군자들이 자신의 공적을 뽑내어 소언을 억압하

고 소인은 실제적인 기량을 가지고 군자들에 대항하였다. 이 때
문에 상 · 하 모두에 의해 예가 지켜지지 않고 어지러움과 학정
이 동시에 생겨났다， 2)

『좌전~r 양공J(裵公) 13 년

위 글에서는 소인을 농사일에 열중하는 사람， 즉 피통치 계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빈의 입장은 소인

(小人)이 정확하게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다.

2.

크랄의 입장

공자사상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려는 크릴의 입장을 살펴보
자.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형을 공자가 ‘군자’(君

子)란 말로 표현한 것은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1)

조기빈，

조남호

· 신정근역

r반논어~(원제:

論j핀rrrr;{!)，예문서원，

1996,

pp .3 9-340 참조.
2) “ jlt之治t!L， 거터\T 꺼j能 l띠讓其下， 小人뿔力以볍其上， ft以上下有 l폈， 띠j論，떤點
遠 ...... 及其亂也， 君 f-12따其功以加小人， 小人 fJ(:其技以패캠 1', )t以上下無괜，
정LJ쉰、，)~ψ" 송영배~제자백가의 사상~， 현음사， 2002 , pp .4 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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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군주의 아들’， 즉 군주의 친척을 의미하며， 따라서
귀족의 성원을 뜻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소인’(小人)， 즉 평민
과 대비되는 말이다. 세습귀족을 지칭하는 의미의 ‘군자’란 단

어는 초기 문헌에 아주 흔한데， 공자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 가
운데에서 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 공자도 때
때로 이 단어를 예전의 의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며， ‘군자’를 언급할 때는 귀족이 이상적
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덕성을 가진 사람， 즉 진정한 귀족을 지

칭한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미상의 변화는 영어 ‘ gentleman ’의
의미변화와 매우 유사하다. 이 단어도 본래는 사회적 지위가 우

월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출생신분을
불문하고 올바른 태도와 교양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보
통이다. 이 때문에 ‘군자’를 영어로 ‘ gentleman ’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 같다.3)

크릴의 설명에 따르면 군자는 영어의 ‘ gentleman ’ 정도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어원을 확인해보자면 ‘ gen ’은 원래 라틴어로 ‘태어나다’라

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 gentleman ’(신사)은 ‘ gentle ’(가문이 좋
은)

+ ‘ man ’(남자)의 합성어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에서， 후

에 ‘신사’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군자/

소인을 gentleman/common people로 번역한 크릴은 일리가 있다고 생
각한다.4)

조기빈과 크릴은 각각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군자와 소인을 상이
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군자/소인의 구분은 계급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

H.G. 크릴， 이성규역~공자 :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2004 , pp.107-108
참조.

4)

참고로 군자(취 f-)를 James Legge는 그의 책 confucious 에 서 “ the superior
man , a ruler, a sage" 라고 번역하였고， P.J. Ivanhoe는 Co때cian Moral Self
Cultivation 에 서 “ cultivated individual"로 D.C. Lau는 Mencious 에 서

“gentleman"으로 번역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이므로 소개하는데 그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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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전국 시대의 계급 구조

텍스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춘추전국 시대의 작위제도가 어떠하

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周)왕국은 주족(周族)이 상족(商族)을 멸망시키고 일으킨 나라이
다. 주(周)왕국은 통치상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역을 동족(同族)의 형

제(兄弟)나 친척(親때) 또는 공신(功댄)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제후
(諸候)로 삼아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분봉제도(分封制度)의 통
치제도를 실시하였다. 천재天子)인 주쟁周王)은 동성(同性)의 제후를

백부(伯父) . 숙부{돼父)라고

불렀고，

이성(異姓)의

제후는

백구(伯

휠) . 숙구(ìt~휠)라고 불렀다. 제후의 자리는 대대로 세습되 었고 그들
은 봉국 내에서는 행정 · 군사 및 경제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립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周) 천자를 반드시 그들의 공주(까면)로 인
정하여야 하였다. 천자는 제후에게 텃 • 男 · 公 · 伯 · 了 등의 작위(뺨
位)를 수여하였다. 주(周) 천자로부터 분봉된 제후들은 자기 나라 안
에서 다시 분봉을 행하였는데 이 재분봉(再分封)을 받은 사람을 대부

(λλ) 라고 하며 대부 가운데서 관료(官燈)로서 국군(國君)을 보좌하
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경(맺1]) 이라고 하였다. 경

· 대부는 다시

아래로 재분봉을 행하였는데 경 · 대부로부터 봉함을 받은 사람을 사

(士)라고 한다. 사는 지배귀족 가운데서 최하층으로서 그 아래로는

재분봉되지 않았고 그들은 식지(食地)를 평민(平民)， 즉 서민(mJ\:) 으
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였다. 사 아래는 평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귀
족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의 각 계층의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었
다 5)

5)

r땀記』에는 오등작(쥬等휩)이

λ大

• 上로

앉 · 뛰 · 公 • 伯 . J-으로， 내작(內핍)이 때11.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경 · 대부라는 관념 자체가 서주 최말이

나 춘추시대에 들어와 확립된 개념일 가능성이 높으며， 춘추 경 · 대부는

서주의 1'1'뻐 • 季가 따과 함께 공치(共治)하던 영역이 적장자상속제의 보편
화와 함께 백의 군(컴)으로 전화하면서 1'1'뼈 · 季가 전화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 참조. 민후기， r jJ[î J~â 庫l의 等差마J 族腦 fr

:

金 X을

중심으로 한 i띠]돼 |저힘의 탐색」， 『동양사학연구」 제 91 집， 동양사학회，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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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거주지역이 크게 국(國)과 야f 野)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국은 그 지역의 정치적 · 군사적 중심지인 성시(城市)이며 야는 국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토지를 일컴는다. 국은 성곽(城郭)이 있고 그 안

에는 지배귀족， 국인(댐人)이라 불리는 하급귀족과 평민， 귀족의 가내
노예， 수공인 그리고 상인 등이 거주하였다. 야의 거주인들은 야인

(野人)이라고 불리어졌는데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에 자손 대대로 고
정되어 농사에 종사하여야만 했다. 그리고 당시에 국인(國人)， 또는

읍명(린名)에 인(人)을 결합시킨 노인(휩人) . 진인(품人)등은 지배계층
을 말하고 읍민(떤民)， 또는 송민(宋民) . 정민(鄭民)등으로 불리어진
민( L\':)은 피지배계층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서주(西周)왕실은 통치조직의 내부에 모순이 발생하면서 점

차 쇠퇴하게 된다. 제후국의 세력은 날로 성장하여 독립성을 갖게 되
는 반면에 주(周)왕설의 세력은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 • 대부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제후들의 전쟁에서 그들의 봉읍(封

떤) 거주민을 이끌고 참전을 하였기 때문에 강한 무력을 갖고 있었
고， 춘추(春秋)후기에 이르면 경 · 대부의 세력은 크게 성장하여 제후
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발전한다.
이와 갇이 대부틀이 정국을 장악한 것은 춘주중기에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떻게 국내의 정권을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국의 국군(뼈띔)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위와 세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에 국군의 정권을 공

설(公순) 또는 공문(公門)이라고 불렀고 경 • 대부를 사가{私家) 또는
사문(私門)이라고 불렀다. 당시의 정치세력 가운데는 수구세력(守젠랫l
力)과 신홍세력(新興셈力)이 있었는데 대체로 사가가 경제력과 무력

을 바탕으로 하여 신흥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공실은 구제도(웰制
度)를 유지하려는 수구파(守핸派)를 대표하게 되었다. 공자가 살았던
노국(휩、뱅)도 계손씨(季孫民) . 숙손씨(7}~孫民) . 맹손씨(굶孫民) 3 가{家)
의 대부(大夫)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기원전 562 년에는 이

3 가가 공실(公펀)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한 몫씩 차지하고 3 가가 가

pp.1-26.

『논억』， 『맹작』억l 나타난 군작/소인， 대인/소인 언=?

7

지고 있던 군대를 해산하고 새로 3 군(軍)을 편성한다. 또한 기원전
537 년에는 3 가가 다시 공실의 땅을 나누는 것을 조정하여 공실을 4

등분한 다음에 계손씨가 4 분의 2 를 차지하고 숙손씨와 맹손씨가 각
각 4 분의 1 을 차지한다. 노국의 공실은 명의상으로는 국군(國君)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권은 계손씨를 우두머리로 한 3 가의 손
에 들어 있었다.
춘추시대에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가부장적(家父長的)인 소농민의
형성， 상공업의 발달 등에 의하여 종래의 지배계층의 성격도 변화하

게 된다. 경작면적의 확대에 따른 소농민의 분산은 종래에 읍(펀)을
근간으로 하던 국(國) . 도(都) . 비(럼이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서열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국인(國人)의 분화가 일
어나고 사{十)계층이 발전하게 된다. 국인(國人)은 당시에 군대의 주
요한 내원(來源)이었고 특히 갑λH 甲士)는 대부분이 이들이었고 춘추
시대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일부는 군공(軍功) 등에 의한 은상(恩
賞)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농민의 지위로
몰락하였다. 한편 국인(國人)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十)는 그

지위가 대부(大大)의 아래이고 평민(떤人)의 위에
가운테

최하층이었는데

원시{)~十)

있어서 지배귀족

. 상시{I:士) . 중시{中十) . 하사{下

←|τ)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은 군무(車r짜에 종사하거나 경 • 대

부의 재(宰)나 읍(린)의 재가 되기도 하였다.
춘추시대 후기에 살았던 공지{기원전 551- 기원전 479 년)는 이미
수백 년간 지속된 주(周)의 신분사회가 이미 몰락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회적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
도 서주 시대와 춘추전국 시대의 작위제도에 군자와 소인이라는 계
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서주 시대로의 회복을 희망하는

공자가 당시의 작위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자신의 군자/소인에 대
한 입장을 전개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6)

6)

더 자세한 설명은 윤내현

r상주사J ， 민음사， 1984, pp.91-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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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II

논어』에 나타난 군자/소인

군자와 다른 사람간의 비교

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것과의 비교

를 통하여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1논어』에서 공자가

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한 부분을 통하여 군자가 아닌 계층
의 특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군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해보도록 하자.

[8. 2]7) 君子파於댐， ftlJl'\:興於仁 ; 故웰不遺， 則民不f兪.
군7-}(君子)는 민(마)이 아니다. 주희가 “군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고 주를 달았듯이 군자는 민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1. 1]

子口

: “先逃於禮쨌， 野人 lß; 後進於禮樂， 君子 lß. 如j껴

之， AiJ곰從先進"

야인(野 A)과 군자(君子)가 대비되고 있다. 해석상에 많은 논란
이 있지만 예악(禮樂)에 대한 태도9) 에 따라서 야인이냐 혹은 군

자인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는 선진(先進)한
야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확실한 것은 공자는 절대적으로 항
상 군자의 편만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군자와 야인의 구분은 계층 혹은 세력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7. 25] 子디 : “멜人， 판不싼而兄之훗 ; 낌見띔子썩， 묘1í可롯"

7)

이하 「논어 j ， 「맹자』의 문장번호는 양백준(楊 {I'III俊)을 따른다.

L

8) 캠 f謂在上之人 L!

9)

주희는 “ YL進後進， J때특Tiír~後짧. 땀人5뿜셨外之L딘， 범1 了"n띔딸上太夫 Q" 라고
하여 선진(Jt進)과 후진(後近)을 선배와 후배로 품었으며， 양백준은 “공자가
말한 선진(Jt맨)은 일반적으로 선비(上)를 지칭한다”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후진(後進)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 없는 일반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양백준 r논어역주~， 중문출판사，

2002 , p.159

참조.

『논억~， w 맹작』억| 나타난 문작/소인， 해인/소인 연구

여기서는 성인(필人)과 군자(君子)가 대비된다

9

성언(완성된 인

격재을 만난다는 것이 애초부터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
면 공자가 살고 있는 혼란한 시대여건상 성인을 만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

은 성인은 군자보다 만나기 힘들고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공자는 성인을 더욱 높이 평가했
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순히 신분상의 차이가 아니라 德(덕)의

차이가 둘 사이를 구분 짓고 있는 것을 확언할 수 있다.

[17. 25] 子 0: “唯女子與小人寫難養 tß， 近之則不孫， 遠之P'IJ?~."
직접적으로 군자(君子)가 언급된 곳은 없다. 하지만 조기빈은
바로 이 부분을 노예주 귀족들은 이처럼 마음속 갚이 부녀자의
지위를 천하게 보았기 때문에， 공구도 여자와 소언을 같은 부류

로 취급한 대표적인 시례로 생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공구가
소인을 얼마나 심하게 경멸하고 혐오하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이다 10)

정리하자변 군자는 인격적으로는 성인보다 낮은 단계에 처한 사람

이며， 계층적으로는 민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야인과 대립하고 있
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공자가 이야

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여자와 소인을(혹은 여자와 소인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맞는 것 같다.

2. 군자(君子)/소인(小人) 비교
우선 표면적으로 군자/소인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한 부분
을 살펴보자.

[17. 4]'" 子游對口 : “音者f꿇 tß 閒讀大子口 : ‘君子學道P'IJ쫓人， 小
人學道則易使也.’”
여기서 군자와 소인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였다. 군자는 관직에

종사하는 통치계급을 이야기 하며 부리기 쉬운(易{짜) 소인은 피

10) 조기빈， 조남호

· 선정근역 w 반논어~， 예문서원， 1996, p.242 참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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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계급을 뜻한다.

[13. 25] 子티 : “君子易事而껏If說也. 說之不以道， 不샘也 ; 及其
192 人 IQ， ~~ι.
小人辦事而易삶也. 說之따不以造， 說li!.; 及其使人 IQ， 求倫뀔"

조기빈은 사인(使人)에 주목하면서 사인과 사민(使 K)을 혼동해
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민을 사역시키는 자’(셋I\:)는

반드시 인(人)계급이고 ‘인에게 엄무를 시키는 자’({맛人)역시 인
(人)계급이라는 것이다.

[4. 11] 子티 : “君子懷德， 小人懷士 , 첩子懷께， 小人懷惠"
회(懷)는 생각하디{뾰、念)는 뜻이고 군자와 소언은 생각하는 대상

에 따라서 구분되고 었다. 덕(德)과 토(士)， 형(升~)과 혜(惠)가 대
립되고 있는데 주희는 이를 공(公)과 사{私)의 차이로 파악한
다.11) 그런데 여 기서 군자가 형(자IJ) 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았다

w 예기~(禮끓)에 따르면 예(禮)는 서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형 Uf~)은 대부(大夫)이상 귀족에게 사용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다시 말해서 예는 통치계층의 내부

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형은 피지배 대중
을 통치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가 형(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피지배층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에 관심
을 갖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군자/소인은 계급적인 의미

로 공자가 구분하여 사용한 것 같다.

[15. 34] 子口 : “君子不可小 );11而可大꽂也， 小人不可大갖而可小
것11 tl1."

조기빈은 하찮은 기예(小것1 1)와 중대한 임무(大꽃)를 구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군자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중대한 염무를 맡을
수 있는 반면 소인은 부분적이고 하찮은 기예(末葉小道)에 능통

할 따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자의 입장은 생

11) “취 f小人趣 I;'J 不 IriJ 公 lL.之센jrfrí以롯" 성백효~현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

화연구회，

1990 , p.76 참조.

12) “렌不 f f!i:人， 깨不上 λ 大 " ~m~~닙니~ r tIli패上」 이상 윤내현"상주사.1， 민음사，

1984, p.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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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노동에서 벗어나 노동을 천시하는 노예주 귀족의 입장을 반
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군지{君子)와 소인(小人)은 정치적으로는 통
치계급과 피통치계급으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시 시
대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즉 덕(德)이 가장 뛰어난 사
람이 곧 정치적으로는 통치자(天子)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19] 季康子問政於孔子다 : “싸1殺無道， 以就↑l'道， 何如7" :JL
子對口 : “子랐政， 품댄殺? 子欲善而 f(판옷. 君子之德風， 小人ι
德草. 草上ι}꾀， 必假"

여기서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

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에 따라서 풀은 반드시 둡게 되어있다
는 비유를 하고 았다. 이는 공자가 지배층의 통치 원리로서 통

치자가 법치(法治)가 아니라 덕치(德、治)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자와 소
인은 덕(德)으로 구분 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군자는 영향력
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소인은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다. 그리고
군자는 바람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欲) 소인의
능력은 수동적으로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덕(德)의 차이로 공자는 군자/소언을 여러 부분에서 구
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14]

子口 : “君子周 lill不比， 小人比而不周"

여기서 군자의 특징은 주(周)이고， 소인의 특정은 비(1t) 이다.
周 · 比를 주희는 “주는 널리하는 것이며， 비는 편당하는 것이

니， 모두 사람과 친하고 두터이 하는 뜻이냐， 周는 公이고， 比는
찌다-"14) 라고 하여 군자는 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소인은

13) 조기빈， 조남호
14) “세땀쩌也

·

선정근역

r 반논어 oll ， 예문서원，

1996, pp.239-246 참조

比f댐黨也 皆與人親덴之意 {티!해公 rfffl:t:fÄíí찌” 성백효~현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 p.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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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대조하고 있다. 양백준은 공

(公)과 사(私)의 위치를 좀 더 풀어서 “주(周)는 당시 도의(道義)
로서 모인 사람들이고， 비(比)는 잠시 동안 공동의 이해 때문에
서로 결탁한 사람틀이다." 15) 라고 발하고 있다.

[13. 23]

子口

:

“君子자1而不同， 小人同而不和"

회{flJ)와 동(同)의 해석에 따라 군깨소인관에 차이가 확연히 드
러나는 부분이다. 양백준은 『좌전~r 소공J(ßB公)20 년에

안영(몽

j빛)의 설명을 받아들여서 “군자는 자기의 정확한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아 모든 것이 꼭 맞도록 하되， 맹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 하지 않는다. 소인은 단지 맹목적으
로 다른 사땀을 따라 하되， 자기의 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다”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조기빈은 예백이나 사백， 안영이 비

판한 주요 대상은 ‘계급 모순의 조화를 꾀하려 하지 않고 독점
과 집중을 유지하려 한’ 세습 귀족이지만， 공구는 ‘이익과 권력
의 독점을 주장할 뿐 예에 입각하여 계급 모순의 조화를 주장
하지 않는’ 책임을 세습 귀족이 아니라 소인 계층에 전가하였다
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공자의 입장은 사회 변혁에 반대하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이론이 된다 16)

[13. 26]

子口

:

“컴子泰而不總， 小人騙而不泰"

군자는 태 연하되(泰) 교만하지 않고(不騙)， 소인은 교만하되 태
연하지 못하다.

이상 3 개의 구에서 공자는 “君子A 而 1~B ， 小人B 而不A" 와 같은 형
식으로 군자/소인을 비교하고 있다. 군자에 해당하는 속성은 널리하
는 것(周)， 조화로운 것(자1) ， 태 연한 것(泰)인 반면에 소인에 해당되는

특성은 편당 짓는 것(比)， 획일화된 것(同)， 교만한 것(騙)이다. 조기
빈은 군자/소인의 덕(德)의 차이 속에서 계급적인 구분을 끌어내려고
하였지만 공자가 의도한 것은 역으로 현실적인 지위의 차이를 합당

하게 근거 지울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德) 17) 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15) 양백준， 『논어역주~， 중문출판사，
16)

조기반， 조남호

·

선정근역

2002 , p.44.

r반논어Ji， 예문서원，

1996, pp.229-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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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형식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도 덕(德)으로 구
분한 군자/소인을 확인할 수 있다.

[12. 16] 子티 : “君子成人ι美， 不成人之J랜、， 小人&.是"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美)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惡)을 이루어
•

주지 않으니，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14. 6] 子日 : “君子而不仁者선롯太， 未有小人而仁者 Ifl.."
군자로서 인(仁)하지 못한 자는 있어도 소인으로서 인(仁)한 자
는없다.

[4. 16]

子日 : “君子쩨於義， 小人꽤於利"

양백준은 여기에서 “군자·소인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

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지， 이 둘 모
두를 함께 가리키는지 공자의 원래 뜻은 알 수 없다"18)고 밝히

고있다.

정리하자면 『논어』에 나타난 군자/소인은 춘추시대 말의 계급 구

조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기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자와 소
인을 귀족세력과 신흥세력간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공자는 귀족세력
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자는 때론 군자가 아닌 다른 인격상(野人， 및人)

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자와 소인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
17) “諾候티， 以此갯戰 납([能쩍之 以此攻城 떼城不克

1M!::::!

君若以德總諸候 誰敢

不服 컴若以力 楚國方城以암城 j꽃水以j폐띠 雖댔 無)까m 之 써完及;앙 f*~땀"

r좌전~(左f많) r 희공J( 熺公)4 년 이 부분을 인용하며 Ivanhoe는 “이런 대목이
공자가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지점이다. 공자와 그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은 이런 관념들을 보다 정합적인 사유 체계로 만들기 시작했다. 공자는 덕
(짧、)이라는 관념을 겨예의 도덕적 항으로 발전시켰다. 공자는 누구나 자신
의 덕을 기를 수 았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아마도 창조해내었다. 도덕적 자

가수양은 모든 군자 “계발된 개인”의 이상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
다 자세한 것은 Ivanhoe , philip J., Confucian Moral Self Cu1tivation, Nεw

York : Peter Lang, 1993. Introduction 참조.
2002 , p.70.

18) 양백준~논어역주~， 중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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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인격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공자는 혼란한 시대에서 평화로운 시대로의 회복(周)을 바라면서 현

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군자/소인 논의를 통해서 제시
하려고 하였다. 이는 곧 계급적인 의미를 탈피하고 덕(德、) 개념의 분
화와 더불어 도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대인(大人)/소인(小
人)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간다.

v
1.

u"맹자』에 나타난 대인/소인

u"논어』와 『맹자』는 연관성이 있는가?

이는 맹자가 공자보다 후대 사람이므로 공자의 직접적인 영향 속

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선 맹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자 이래로 지금까지는 100 여년이다. 성인(공자)의 시대로부터
이처럼 멀지 않고， 성인의 고장과도 이처럼 가깝다. 그런데 아
직 그를 계승한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19)

그는 스스로를 공자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다~사기』

에서는 맹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맹가는 추인(빼人)이다. 자사의
다

...... 온

제자에게서

학업을 전수받았

천하는 바야흐로 합종(合從)과 연횡(j뽀佈)을 놓고 고

심하고 있었고， 공격과 정별전쟁을 능사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 맹자는 오히려 요순과 삼대 성왕의 덕을 계술， 천명했으

니， 유세한 임금들과 부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은퇴하여
만장 등의 제자와 함께 『시~， w서』를 재해석하고(序)하고 공자
19) “내 fLf 而來， 쉰!이今白‘ 11 餘歲. 去띨人之jH:， 若此其末遠 lß; 近펀人之居， 쉰:

此되tli: lß. 然 f띠無죄乎쩌， 셔1J 꺼、빡11"1 쩨" w 맹자~[1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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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을 계술， 천명하여(述) w 맹자JJ( 굶子)편을 지었다.(作)2 0)

또한 역사가인 사마천도 공자의 사상을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맹자는 공자로 대변되는 유가사상의 입장을 중심으로 자신
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중요한 것은 맹자는 『논어』의 참고서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그는 공자 사후 100 여 년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상가들과의 대립을 논파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
이 『맹자』속에 나타나는 대인/소인 개념이다.

2. 사상적 라이벌 : 묵가 • 양주학파
맹자가 생존했을 당시 세상에 가장 유행했던 사상은 부국강병(富

國램;마을 주창하는 법가{法家)사상이었다. 전국(戰國)시대는 명칭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후간의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전국 7 웅(雄)의 병립과 소국의 겸병시기는 대부분의 제후들이 전쟁에
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러한 시
대적인 요구를 법가t 法家)사상가들이 충족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자신의 사상적 라이벌로 묵가와 양주학
파를 들고 있다.
성왕이 나오지 아니하여 제후가 방자하며 초야의 선비들이 멋

대로 의논하여 양주

·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 천하의 말

이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간다. 양씨는 자신
만을 위하니， 이는 군주가 없는 것이요， 묵씨는 똑같이 사랑하

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니，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20) “퍼阿，

쩨i人 ill. 受業於子밍、之門人

...... 天下가務於合從連衝， 以攻{:li;앞협. 而

고효朝乃述면뚫三代之德. 是以「껴n춰不암. @.r!ri與萬章之徒， 序『詩~ ~書~， ~{'f'
}티之意， 作「굶子』 七篇" r사기~ r 맹자순경열전 J(굶了쇄때11列{펄)， 풍우란， 박성
규역， 중국철학사， 까치출판사，

2003 , pp.177-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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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수이다. 공명의가 말하기를 ‘푸춧간에 살씬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젠 말이 있는데도 백성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으

며 들에는 굶어 죽는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내몰아 사람
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하였다. 양주 · 묵적의 도가 종식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정한 학설이
백성을 속여 인의의 정도를 꽉 막는 것이다， 인의가 꽉 막히면

짐승을 내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사람들이 장차 서로 잡
아먹게 될 것이다，2 1)

맹자가 인의(仁義)를 꽉 막기 때문애 양주 · 묵적을 경계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맹자에게는 바깥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인격을
변화 시키는 것에 무관섬하였던 법 71-(法家) 사상가들이 주된 라이벌

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양
주 · 묵가가 사상적인 라이벌이었던 것이다.
tr논어』의 군자/소인에서 맹자의 대인/소인으로

3.

맹자는 군자/소인의 대립 관계를 자기 안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다른 사상가틀의 이론에 대향해 나간다. 공자는 직접적으로 마음(心)，
본성(性)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과 사회， 주체와
객체에서 자기 안에 마음(心)으로 시선이 전환되어가는 씨앗을 공자
가 말한 군자/소인에서 찾을 수 있다.

[15. 21]

子[J. “君子求댐己， 小人求諸人.‘’

주희는 사씨(빼.tr;)의 말을 벌어서 “군자는 자기 몸에 돌이켜 찾
지 않음이 없고，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이는 군자와 소인이 분

별되는 이유이다"22) 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공자가 나(~，
21) “빨下不作， n쯤候放깜， ]~쉰士橫講， 짝초 、 팔쩔之]츄짧天下. 天下之듬不歸쩔) 則

歸필. 쩔f-\;탔$:， 是1!\Ii연1m; 펄11;쩨줬， 是;lwi父 tlL ;lWi父無떤1 ， 是뽑!뺀 t끄. 츠쩍렐홍
1=-1:

‘힘 11E뀐쩌， lg맞'ffEE，\힘; l~有테t 띤， n有댐k첼， 此率l뺀而食人 tlL ’ 쩔펄之追不

/딘， 쉰J之道不;합， f둔!fß ，밟따f( 1f}힐L義 lß

rt."

仁義充행， 則率默食人， A將相

성백효~현토완역 맹자집주J ， 전통문화연구회， 1990, p.187. 참조.

22) “謝￡日

:

컴

f

無不反求 5업디 小人 )씨是 此:tl f 小人데以分 lß." 성백효~현

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0 , p.3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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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 :}J;) 와 같은 l 인칭 대병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己)를 사용
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자기(己)는 스스로 반성을 하고
평가하며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23) 반성을 한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아지는 나’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아를 구분시키는 발상을 맹자는 발전
시켜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7. 37] 子타 : “君子펴傷줬， 小人長때成"
“군자는 평탄하여 여유가 었고， 소인은 늘 걱정스러워 한다"
이러한 군자의 모습은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가
진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맹자는 고지{컴子)가 의를 바깥이

라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내면에 았는 의(義)
를 잘 확충시킨 사람을 바로 대인(大人)이라고 말하고 있다，24)

[16. 8] 孔子티 : “君子有」뽑 : 뿔￡命， 뿔大人， 뽑멜人之딛. 小
人不치 1天命而不뿔 tß， 햄大人， 1每聖人之言"

양백준은 “대인(大人)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며， 성언(멸
人)은 도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주희는 천

명(天命)이 대인과 성인의 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해석하
고 있다，2 5) 조기빈은 군자와 소인이 천명

o

대인 • 성인의 말씀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차이는 “문화유산을 계승하지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지 않는다"(述而不fn하는 공구의 입장과 “문화유산을
선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물제도를 창조한다"(個而且 m
하는 묵가의 입장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6)

여기서 대인(大人)이 확실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23) 냐의 의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정근~사람다움의 발견JJ ， 이

학사， 2005, pp.274-307 참조.
24) “其쩌氣也，

4↓lf눈，

ll1< t!L

至太=t剛， 以直養띠j無害， 則薦l싹天1m之間. 其ß氣 tß， 머U義與道，
，"Ë集義f:Jí ι|→者， ::}F義製 iíri디l 之m. 行11 不做於心， Þ\lJ 짧롯， 我故터，

갇후未휴知義， 以具外之 lli." 성백효~현토완역 맹자집주JJ ， 전통문화연구회，

1990, pp.87 -89. 참조.
25) “太人뿔늠 皆天命1까렘많 솟n많天命 則不得不많之롯" 성 백효， 『현토완역

자집주JJ ， 전통문화연구회，
26) 조기빈， 조남호

1990, p.3 34. 참조.

• 선정근역 r반논어J]， 예문서원， 1996, pp.231-233 참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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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어도 대인은 군자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힘(德)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맹자는 그러한 힘의 근원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으
려 하였다.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통하여 대인/소인의 개념을 파
악해 보도록 하자.

4. ü"맹자』어| 나타난 대 인/소인
[5. 4] “ .....

然則治天 i、-獨可채且寫與?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광， 而띠I之所탔倫， 如必딩탬而後며之， f갚率天← F 而路iJ1.
故口， 或勞心， 或勞力

;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

治於人者食

人， 勞心者食於人， 天 F之通義也"

여기서 맹자는 太人之事와 小人之事를 구분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

개하고 있다. 맹자에 의하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배타적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맹자는
大人과 小人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상정하지 않고 있거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맹자에 따르면 大人之事를 행하는 사람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자{쯤心깎)이고 다스리는 지{治人)이며 경제적으
로는 소비자{食於人)이다. 반면 小人之事에 종사하는 사람은 육체노

동에 종사하는 자.c줬力者)이고 피지배층(治於人)이며 생산지{食人)이
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전에 계층적으로 구분한 君子/小人과 맹
자가 λF용한 太人/小人은 의미의 차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27) 하

지만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且一人之身，

而 il工之所암倫，

PU必티앞而後f디之，是率大 F而路

iJ128).
27) “民受天빼之中以 f l. ffr 調命 lß. 是以有動作폐義威懷之則 以定命 tlL 能휩養之

以福 不能者敗以다lii.i!i샘 是故君子動禮 小λ‘盡力 ￥h댐莫如致敬 밟力莫如效薦"
『좌전~(左f뽕r 성공J (I!li:功)13 년을 살펴보면 군자와 소인을 정신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태현

구회，

r춘추좌씨전3~ ， 전통문화연

2005 , p.3 05 참조.

28) 뱅자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논리

티 ‘}검有뻐|치， I뱉;f:i IJE):!t;

[( '1i젠l (으，

전개 방식을 진행한다 [6. 9]'" 公明偉
~T 有빼첼， 此率默而食人也’ 성백효~현

『논억』， 『맹작』억| 나타난 군작/소인， 대인/소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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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백준은 이 부분은 “단지 한 사람의 몸에 여러 직공들이 할
일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만약에 한 가지 물건이라도 반드시

자기가 다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피곤하고 궁핍한 곳으로 모는 것입니다."2이라고 해석하고 있으

며， 주희 또한 “路는 도로에 분주하여 휴식할 때가 없음을 말한
다，"3이라고 주를 달아서 양백준과 거의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

다. 이 부분은 진상(陳相)이 허행(許行)에 대해 변론한 “띠I之
事固不可#且寫 l브”에 대한 맹자의 직접적인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허행은 百 I之事를 수행

해서 드러난 결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시공간적인 제약에 의해서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역을 하는 것은 인간이 숨을 쉬어

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불가피한 일이라고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에， 맹자는 핀工之事의 문제를 자신의 내면
으로 끌고 들어온다. 맹자는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
에는 百그[之所寫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맹자가
만들고(원) 사용하는(用)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12] 굶子티 : “大人31)者， 不失其?]f、子之心者m."
여기서도 맹자는 대인음 안에 있는 것(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순자와 같은 성악섣론자라면 잃어버린(失) 마음의 양에
따라서 대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 및 제도가 사람을
얼마나 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대언을 규정하
였을 것이다. 하지만 맹자는 비어있음을 강조하지 않고， 적자{*'
子)의 마음씨을 잃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 2 개의 장구에서 대언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음t 心)이라는
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 p.187. 참조.
29) 양백준， 우재호역~맹자역주~， 중문출판사，

2005 , p.1 82.

3이 성백효~현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 p.156.
31) 조기는 대인을 엄금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잘못 해석한 것 같다. “ λ 人謂컵，

國t1視民;펴;tzU;)}'，子， 不失其R:心之謂 tlL" 양백준， 우재호역

출판사，

2005 , p.2 55. 참조.

32) 아마도 이는 맹자가 말한 四폐일 것이라 생각한다.

r 맹자역주~，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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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8. 6] 굶子口 : “非禮之禮， ~I' 義之義， 大人램댔"
맹자는 역설을 사용하여 大人을 설병하고 있다 33) 실제로는 禮

가 아닌데도 禮인줄 잘못알고 착각하여， 혹은 非禮임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禮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맹자에 의하면 이 사람은 大人이 아니다. 이것은 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大人은 올바른 禮를 禮로 올바른 義를
義로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앓을 據充하여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8. 11] 굶子日 : “大人者， 금不必信， 行不必果， ↑佳義所在."34)
말에 믿음이 있고， 행동에 果35) 가 있다는 것은 몇 가지가 전제

되어야 가능하다. 첫째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고， 행위를 받
는 객체가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결과물이 있
어야 한다. 信과 果는 각각 말과 행위의 결과물이다)6) 따라서

사람 바깥에 있는 무엇이다. 그런데 대인은 이러한 결과물에 기
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것은 주체가 스스로의 의

지를 발현하는 말과 행동을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는
있어도 원천적으로 그릇된 말과 행동을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삼고 이
를 원칙으로 삼아 행동한다.

[13. 33] T子렐며口 ; “ J二何事?" 굶子口 : “尙忘” 日 : “何謂때

33)

[13. 6] 교子1:::1: “人不可以無따， 無따之다L、， 無다L、헛"에서도 맹자는 역설을
이용해서 부끄러움을 설명하고 있다.

34) 맹자의 업장에서 言&;.‘f듭， 行必멍;하는 사람들은 아마 띈家 집단이었을 것이

다. rìtt 벼 h 에서 “묵가의 심복 180 명은 모두 불속도 뛰어들고 칼날도 밟
을 수 있었으며 죽음 앞에서도 돌아설 줄 볼랐다”고 말하고 있다

w論5핀』

[13. 20] 에도 공자가 소인(小人)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특
必쉽， 行必씻， (Î1~fî{~ 然小 A 행!"
35) 주희는 방를 과단성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양백준은 시종일관하는 것이라

고 해석하고 있다
36) λ)침에 의하면 信과 果는 말단적이고 지엽적이며 부차적인 것에 불과할 것

이다. “物죄木末， 범죄‘終/펴， *nmJ니後， ~iJ近道롯"

『논억~， w 맹작』억l 나타난 문작/소인， 매입/소인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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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義而以롯. 殺一無뿔非{ :tI1, 非 jtfTn디다X之非義tI1.

居j펀{f? (:是 tß; 路j￡‘在? 義是也. 居仁버義， 大人之뿜倫훗"

인((:)에 거하고 의(義)를 따르는 것이 바로 대인의 일이 구비
된 것(大人ι事뼈훗)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과 의
가 모두 안에 있다는 맹자의 주장은 인은 안에 있고 의는 바깥

에 있는 것(仁內義外)라는 고재펀子)에 대한 반론임과 동시에
사적인 이 익(센利)을 추구하며 부국강병(富國램兵)을 추구하는
법가{法家) 사상가들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7. 20] 굶子口 : “人不足與適也， 政不!~間也 ; 唯大人댔能格君心
之非. 君仁， 핫不仁 ; 君義， 핏不義 ; 혐正， 한不 11:. 一JI君而|或l
定옷"

이 부분 해석은 양백준과 주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주회는
“<등용한> 인물을 군주와 더불어 <일일이 다> 허물(지적)할 수
없으며，<잘못된> 정사를 <일일이 다> 흠잡을 수 없다."37)고 하

여 ‘人’과 ‘政’을 각각 ‘適’과 ‘間’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양백준은 “정치를 담당하는 소인은 허물을 지적할 가치
가 없고， 그들의 정치 또한 일일이 흠잡을 가치가 없다"38)고 하

여 ‘人’과 ‘政’이 ‘適’과 ‘間’하는 행위의 주체로 해석하고 있다.

본고는 ‘人’과 ‘政’이 ‘大人’과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생
각하기에 양백준의 해석을 따르겠다 ‘人’과 ‘政’은 ‘君 11’하는데
不足하다. 반면에 ‘대인’은 足하고 過하다. 그 차이는 ‘君心’을

바로잡을(格) 수 있는 가능여부에 달려있다.

[1 3. 19] 굶子티 : “ +j事君人者， 事:是君則댔容샘者也 ;11安社
짧39)1쥐者， 以安社模암j~ 者也 ; 有天L\;者， 達可↑]於大 F 而後↑ J‘之

37) 성 백효 Jj 현토완역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 p.222.
38) 양백준 w 맹자역주~， 중문출판사，

2005 , p.241.

39) “춘추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거주하던 원초적

인 취락에는 사(세 1:) 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띠)가 춘추시대에 이르

면 취락의 경계지역을 수호하는 신으로서 그 취락의 유력한 씨족을 포함한
취락의 구성권 전체가 공동으로 제사지내고 또 집회도 갖는 장소가 되었
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사(社)의 본래의 가능은 취락에 대한 지
역의 수호신으로서 취락을 적으로부터 수호하는 군사 또는 군사훈련을 위

하여 행하여진 수렵행사 등과 밀접한 관계플 맺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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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군주만을 섬기는 /(}(事띔人)에서 사직을 편안히 하려는 신하
(安社樓며)로 천민(天民)으로， 대인(太人)으로 갈수록 남을 감화시킬
수 있는 덕(德)은 증가한다. 그래서 임금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가，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천하에 행해지는 것으로 그의
행동반경은 증가하고 능력은 확장된다. 그런데 맹자는 대인(大人)에
와서는 외부로 확장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신의 안으로 이야기를 급전시킨다. 이러한 맹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바깥에 있는 큰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마음(心)이
며， 마음을 바로 잡는(π 己) 대인의 능력은 외부 대상에 무한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샘에서 끊임없

이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 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物正)
이상 2 개의 장구는 대인(太人)의 정치적인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맹자는 정치적인 능력을 드러난 결과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1 1. 14] 굶子口 : “人之於身 m， “짜所愛. 짜所짤.， 則 :rTt所養'm.
;빽、서-t之!휩’不愛필， R iJ無Rτr之|협不養 t1L. M 以考其훤不환-者， 뿔 11
他행? 於己取ι而己롯. 體 11'貴購， 有小大. 無以小펀大， 無以碼펀
貴. 養其小者댔小人， 養其大者채大人. 今쥐場帥， 힘:其{됩웹， 養:其

ttC뺑， 則앞曉場師토

養其一指而失其)급背， 而不지 1 t1L， 則寫~l~핏人

t1L. 따;食之人， 則人챔之롯， 寫其養小以失大t!L. 테;食之人無침失t!L，

RiJ 口 O칭뿔適寫R-t之!휩짧?"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맹자가 논의의 시선을 나와 남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몸(人之於身)으로 돌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을 분석해 보자. 우선 맹자는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파종

· 수확 등의 농사에 대한 제사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고 서약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으며 종묘(자뼈)의 기능이 혼합될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
(미 1:) 가 후에 곡물신인 직(授)과 결합되어 사직(페: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
었다" 이상 윤내현， 『상주사~， 민음사， 1’984，

p.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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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을 겸해야(찌所짧) 기르는 바를
겸할 수 있다고(채所養) 한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
야기를 하고나서 부분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4이 봄

(體)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하고 천한 것， 그리고
크고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41) 그리고 작은 것으

로 큰 것을 해치면 안 되고， 천한 것이 귀한 것을 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둘 사이(대/소， 귀/천)는 상호 간

섭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작은 것을 사랑하고 기르면 작은 사람(小人)이 되
고 큰 것을 사랑하고 기르면 큰 사람(大人)이 된다는 것은 개인

이 기르는 배養)에 따라서 자신을 규정할 수 았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欲食之人)은 천한 사람으로 여겨
지는데 이는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르는 것(養)에 반대어는 잃는 것(失)이며 큰 것과 작

은 것을 동시에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맹자는 큰 것
을 기르면 작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

다. 맹자가 보기에 작은 것을 기르는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狼핏人)이거나 감각적인 욕구에 빠져버

린 사람(따食ι人)이다.

[1 1. 15]

公都子며티 : “針是人也， 或앞大人， 或寫小人，

f可也?"

굶子日 : “從其大體댔大人， 從其小體寫小人" 日 : “웹是人l:Ì1o， 或
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티 : “ 4 Fl之휴42)不思， 而磁於物.
40) 묵가(띈家)에서는 겸(짧)은 전체를 이야기할 때， 제(웹)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맹자도 아마 이러한 묵가의 분류에 착안을 하였을

거 라 짐 작한다

r묵경~ A2 (문장 번호는 Graham, Angus C. 를 따름.) ‘經’

體， 分 li‘짜也. ‘떤說’ 若二之-R，之端也. 참조.

전체를 이야기할 때 겸(쩌)은 단순히 부분을 합친다는 의미를 념어서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겸애(행잦)를 주장한
묵가는 맹자가 영향을 받은 사상가이자 극복해야 할 라이벌이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송영배

r 제자백가의 사상~， 현음사， 2002, pp.69-113 참조.

41) 주희는 천하고 작은 것은 구복(1]8흥)이고， 귀하고 큰 것은 심지(心志)라고

풀었다. “않때小者

rJ IJ칭也

貴而太者 心쇼、 01."

성백효 r 현토완역 맹자집주

~， 전통문화연구회， 1991 , p.3 37 참조.
42) 맹자가 耳目之官과 心之官즉 官의 비유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은 물

(物)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짜죄)끼리의 대립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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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交物， 껴1J 01 之而디롯. 心之댄則뾰、， ，댄則써之， 不思、則不셈 lli. 此
호

大之所텃lJX:컴.

先 v:乎其大者，

則其小者不能쏠m

此깜大人而디

A

맹자는 공도재公都者)의 질문에 답하면서 앞의 논의를 보다 발

전시켜 나간다. 대체(大體)/소체(小體)를 따르는 것(從)에 따라
대인/소인이 구분된다. 귀와 눈의 기능(니 Rι官)은 생각하지 않
고(思)43) 사물(物)에 가리어지기(淑) 때문에 끌려 다니게 된다.

(iJ l ι) 반면 마음의 기능(心之官)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면

얻을 수 있다.(짜之) 여기까지 살펴보면 따른대從)는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수동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보다는 무엇을 따르는가
에 따라서 대인과 소인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대체(大體)는 능
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소
체(小體)는 바깥 사물에 가림을 당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리게 된
다. 이것(此)44)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큰 것이 먼저 선
다면 작은 것을 빼앗지(쓸) 못한다.45)

요약하자면 맹자는 공자가 제시한 군재소인관을 비판적으로 발전

시켜 대인/소언을 확립하였다. 사회 속의 관계를 마음(心)의 문제로
전환하였고， 마음속에 인(仁)과 의(義)가 있다고 함으로써 고지{告了)

의 인은 안에 있고 의는 바깥에 있다t 仁 I^J 義外)는 주장을 반박하였
다. 또한 군자/소언에 잔존해 았던 지배 구조 체계의 형상을 몸 안으
로 끌어들여 각각 마음{人體)과 감각기관t 小體)으로 비유함으로서 감

각기관에 대한 마음의 우위와 능동성을 이끌어내었다. 그럼으로써 양
하지 못했던 양주 학파의 모순을 극복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선정근

u사람다움의 발견~ , 이학사，

43) 장원태는 “사(!ι) 라는 활동의

2005 , pp .426-438 참조

공통점을 ‘의식의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장원태

r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

성과 전개에 판한 연구J ， 2005 , pp .l 97-203 참조.
44) 이것(此)을 주희는 귀(耳)， 눈(며)， 마음(心) 세 가지로 보고 있으며， 양백준

은 마음(心)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본고는 마음(心)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45) 이 부분의 상세한 풀이와 해석과 관련하여 장원태， r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

성과 잔개에 관한 연구J ， 2005 , pp. 188-209. 과
이학사， 2005 , pp .4 38-466 참조할 것.

선정근

u사람다움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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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묵가학파가 설명하지 못한 마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VI. 결론
구체적인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지 않은 철학 사상은 없다[j논어』

에서 공자가 말한 군자/소인은 당시 시대의 지배 구조의 모습을 담
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자는 군자/소

인의 틀 속에 이상적인 인간상을 부여함으로서 개념의 단절을 가져
왔다. 더욱더 혼란해진 사회적 현실 속에서 맹자는 외부 상황에 관심

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군자/소인의 대립적인 모델을 기초로 하여 마음을 설명
하였고 인격 수양을 통한 완성된 인간을 통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
려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군자/소
인은 공자와 맹자의 논의의 연장선 안에 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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