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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朴美廳

유교의 이상은 인간에 대한 믿옴과 인간의 완성올 통한 사회구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 행위와 善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향하는 능력을 가지고 었다는 믿음은 유교의 정체성올 형성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인격을 완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중시되 

었던 문제였다. 이런 토대 위에서 유교에서의 인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내재적인 덕성의 문제요 또 다른 하나는 외재 

적인 인간상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유교 일반의 이상적 인간상올 추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인간의 

본질과 심성의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다음에는 동양의 전통적 인간상의 전형올 

형성했던 성인과 군자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孔子와 굶子 옮子둥의 原

始簡家에서부터 출벌히여， 漢庸을 거쳐 灣代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올 고현}고 그 속에 나타나는 두 인격의 의미와 각 시대별 

학파별 해석들올 비교 분석한다. 끝으로 유교의 이상적 인간썽l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의의롤 검토함으로써 결론올 맺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αm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옴. 
**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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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에는 하나의 학파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각의 시대별로 학파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유교의 인간상에 

대한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그 특성과 의미률 고찰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그l자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인간관의 이론적 근거로서 ‘인간의 본질과 구조 이해’를 다룬다. 

이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聖人이나 혹은 君子가 될 수 있는가의 근거에 대한 

탐구이다. 

11. 유교에서 보는 인간의 본질 

1. 만물의 靈長으로서의 특수성 

천지간의 수많은 존재들 속에서 인간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유가에서 

는 인간이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다 IF書經 • 周書』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인간은 만물중의 톨長이다{推天地 萬物父母， 堆A萬物之훌)"라고 하였고、 

『孝經』에서는 “천지의 본성은 사랍을 귀하게 여긴디{天地之性A짧貴)"라고 하였다. 

『周易』에서는 天地A을 세계롤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三才)의 하나라고 하였다.1) 

장구하고 광대한 천지에 비해 미미하고 유한한 인간이 三才의 하나로서 天 • 地와 

더불어 나란히 서고 나아가 天과 地를 완성해주는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천지에 맞서는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옮子(옮況 B.C. 313-B.C. 238)는 인간이 귀한 이유률 도덕적 의로움으로 

설명하였다. 

“물과 불은 기는 있으나， 생명이 없고， 초목은 생명은 었으나 지각이 없고， 

동물은 지각은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인간은 기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 

으며， 또한 의로움도 있다. 고로 인간이 가장 귀하다."2) 

宋代 성리학의 이론체계률 확립한 程願0032-1107)도 사람이 사람이 되는 소이 

는 天理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天理가 없다면 금수와 다룰 것이 없다고 말한 바 

1) r周易』 혔離F傳 10장: 易之짧훌也 廣大意輔 有天道훌 有A道옳 有地道옳 尊三才而
兩之 故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 및 설패전 2장 홉者聖A之作易也 將以”圓生짧之理 
是以立天之道日陰與陽 立地之道日柔與뼈Ij 立A之道日仁與훌훌 훌三才而兩之 참조 

2) i'옮子 • 王跳: 水火有혔而無生，草木有生而無知훌톨*有흥대힘無鏡人有짧有生有~且有 
義，故最옳天下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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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인간만이 사물을 올바로 인식하며 인간 사회의 의로 

움을 알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天·地는 비록 크긴 하 

지만 자연법칙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에 의거해서 

외부로부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본능적 충동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도 

구를 만들어 자연을 개조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며 만물올 완성해준다. 朱

熹(1130-1200)가 “인간이 없다면 天地는 관할할 사람이 없게 된다."4)고 말한 것 

은 인간이 없는 天地는 자연의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피동적이고 무의미한 세계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에서는 인간의 이성적 탁월성을 도덕적 本性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 

한다. 유교를 창시한 춘추시대 孔子(B.C. 551-B.C. 479)는 인간의 본질을 仁이라 

는 덕성으로서 이해하였다. 

사람이 인자하지 못하다면 禮훌 차린들 무엇하며 사람이 인자하지 못하다면 

樂올 해봐야 무엇하겠는가15) 

군자가 인자함을 버리고는 어떻게 이름올 이루리요? 아무리 짧고 위급한 순 

간에도 반드시 인자함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_6) 

공자에 의하변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달리 인자한 본성올 가지고 있으며， 그렇 

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존재라고 한다. 다만 공자는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 

고 습관은 서로 다르다."7)는 언급에 그치고 인성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 

적으로 논의하지 없k다. 戰國時代에 들어와서는 인성의 선악문제를 둘러싼 본질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인간을 천지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보는 점에서는 별다른 異論은 없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性善說과 

뾰惡說을 필두로 性無善無惡짧 性有善有惡짧 性善惡混在說， 性르品說과 理氣說에 

의한 이론 둥， 유가 내에서도 다양한 說法이 존재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로 이징L에서는 유교 인간관의 골격을 이루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중심으로 고찰하 

3) r河南程民햄言.!I， 卷二 r A.~騙」

4) l'朱子語類』 권45: 沒這A時 天地便沒A管.
5) r論語. )\땀.!I' 子日 A而不t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6) l'論語 • 里仁.!I' 君子去C ，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顧뼈必於是。 
7) l'論語 · 陽貨.!I' 性樞a也 習相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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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한다. 

2. 인간의 본성 

1) 성선셜 

굶子(약 B.C. 372-B.C. 289)는 공자의 仁 사상용 계송해서， ‘仁’이라고 하는 것 

은 인간의 본질이다<c也者人也 合而言之道也)라고 하였다. 그러나 맹자 당시에 

이미 인간의 본성이 善한가 惡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告子는 性은 善하지도 않고 惡하지도 않다고 하였고 또 혹자는 善하게 될 수도 

었고 惡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본성이 善한 이도 있고 惡한 이도 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08) 

고자가 말하였다. “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로옴온 나무로 엮어만든 그룻과 

같으니 사랍의 본성올 가지고 仁義롤 행함은 버드나무훌 가지고 그롯용 만드는 

것과 같다" 고자가 말하였다. “성은 여올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 

으혹 흐르고 서쭉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호르니 사람의 본성에 善τ홈。l 없옴온 

마치 물이 동쭉 서쪽 어디든지 흐르는 것과 같다" 고자가 말하였다. “사랑이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맹자가 말하였다. “타고는 것올 본성이라고 합 

은 흰색율 흰색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흰 깃털의 

흰색이 흰눈의 흰색과 같으며 흰 눈의 흰색이 흰 玉의 흰색파 같은 것인가? 그 

렇다. 그렇다면 개의 본성이 소의 본성과 갈으며 소의 본성이 사랍의 본성과 같 

다는 말인가-79 ) 

고자는 타고난 그대로가 바로 본성이기 때문에， 善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이런 논리를 밀고 나가 

8) Ii'굶子 · 告子上.1. 告子日 性 無善無끼-낼훌也 或日性可以짧善 可以짧不善 是故 文武興則
民好善 뼈屬興JI!圓 好훌 或日有性善 有性不善 是빼j奏짧君而有象 以훌훌훌짧父而有舞 
以約뚫兄之子 且J;J，옳君而有微子홈王子比千. 

9) D"굶子 • 告子土.1. 告子日 性찌형~柳也 義觸否樓也 以A性뚫仁義 擔以紀행願括樓 굶子日 
子能R厭뼈lZ性而以뚫橋樓乎 將狀願.~~때而後 以짧좀橋也 如將狀戰紀뼈n 而以짧否樓 則
亦將*됐않A 以짧仁훌훌與 率天下之A而빼仁義者 必子之言夫 告子日 性擔瑞水也 決諸東
方則東流 決諸西方 則西流 A性之無分於善끼훌也 獨水之無分於東西也 굶子日 水信無
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A性之善也 獨水之嚴下也 A無有不善 水無有不F 今失水 構
而醒之 可便過顆 빼而行之可使在山 是뿔水之性載 其勢JlI然也 A之可 使廳不善 其性
亦擔是也 告子日 生之謂性 굶子日 生之謂性也 續白之謂白與 B然 白~之白也 擔白書
之白 白훌之白 擔白玉之白與 日然、 然則t之性 擔牛之性 牛之性 狼A之性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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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食愈과 色愁의 동물적인 본농이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말한다 10) 이롤 보면 

당시에 이미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음율 보여준다. 이 

에 대해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맹자가 말하였다. 사랍은 다 사랍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본심이 었다. 先王이 

차마 하지 못하는 n냄율 가지고 차마 하지 못히는 정치롤 하시니， 사랍에게 차 

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랍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률 환다면 천하를 손 

바닥 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올 것이다. 사랍들이 다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 

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까닭은 자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 

에 빼지는 것올 보고는 모두가 놀라며 측은해하는 마음올 가지니， 이것은 어린 

아이의 부모와 교분율 맺으려는 것도 아니며 동네와 친구플 사이에 명예를 구 

하는 것도 아니며 나쁜 이름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로서 본다면 측온한 

마음얘|據之心)이 없으면 사랍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옴{養폼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離훌之心)이 없으면 사랍이 아니며 옳고 그름올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1 1) 

맹자는 이 네 가지 선천적이고도 보편작인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성올 구성하 

는 네 가지 端初가 된다는 四端之說올 세웠다. 사람은 특별히 다른 體法과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四端을 잘 펴주기만 하면 개인의 인격이 완성될 

뿐 아니라 천하가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야다)2) 

선천적 도덕의식의 존재로부터 ‘보편적 善을 구유한 인간상’올 정립한 맹자는 

“성인과 나는 질적으로 통일하다."13)라고 선언하였다. 인간은 선한 본성올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는 사람이라변 누구나 다 성언이 될 수 있는 내채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은 고유의 도덕의식을 가 

10) r굶子 · 告子上..1- 告子日 食色 性也 t內也 非外也 義外也 非內也
11) r굶子 · 公孫표뇨: 굶子日 人皆有不忍A之心 先王有까뀐、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롯 以

τ젠、A之心 行끼꽁、A之政 治天下 可運於훌上 所以謂A皆有不忍A之心者 今人추見擺子 
將入於井 皆有↑해易慣應之心 非所以內交於擺子之父母也 非所以要훌於微黨朋友也 非惡
其활而然也 由是觀之 無8빼톨폴之心 非A也 無훌훌훨之心 非A也 無鷹讓之心 非A也 無是
非之心非A也

12) r굶子 · 公孫표뇨: 뼈廳之心 仁之端也 훌훌惡之心 義之端也 騎훌之心 禮之端也 是非之
心 쩔Z端也 A之有是뜨爛也 훌其有딴體也 有훌四빼폐自謂不能者 自敵者也 謂其君不
能者 戰其君者m 凡有四端於觀者 훗暗賣而充之훗 若火之始熱、 果之始i좋 챔能充之 足
以保四짧 혐끼혐之 不웹J훌父母 

13) r굶子 · 告子J::JJ: 聖人與我同類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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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으로써 금수와 구별되며 이률 통해 인갇으로서의 완성융 기활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이러한 학셜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교의 정통적인 지위를 차지하 

게된다. 

맹자의 성선설은 송대 이후 거의 모든 유교권의 사회에서 신봉하는 정통의 인 

간본질론이자 인간관으로 받이들여졌다. 이에 대해서는 인민을 기만하는 지배계급 

의 도구로서 쓰여졌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으나14)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 각성올 중시하는 입장은 유교의 주류로써 널리 수용되었다. 

2) 성악설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저l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 

하였다.15) 그는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선한 것은 인위의 결과이다:'16) 

라고 선언하였다. 맹자가 인간의 선험적인 도덕의식의 실재훌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仁義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순지는 인간의 선천적 도덕관념 

론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惡하다는 반대의 주장을 하였다. 

지금 사랍의 본성은 나면서 이익율 좋아하니 이톨 따르면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나면서 악올 미움용 가지고 있어서 이를 따르면 

도적질이 생겨나고 忠信은 없어지게 된다. 나면서 김각적 욕망이 있으니 이를 

따르므로 음란함이 생겨나고 禮嚴와 義理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사랍의 본성과 

감정올 쫓으면， 반드시 싸움이 생겨나서 분수률 념어서 도리틀 어지럽히다가 혼 

란에 뼈지게 된다. 그러므로 師法의 교화와 禮嚴의 도리률 가진 뒤에액 사양할 

줄 알고 文理에 맞아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보건대 사랍의 본성이 

악함은 분명하고 그 선함은 인위의 결과이다)7)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 욕구와 감각적 본혐l 지배받게 되어있 

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하게 되어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성악설이 인간은 

14) 任繼愈， r중국철학사 1~ ， 청년샤 250쪽 참조 
15) r홉子 • 性惡B. 然則人之뾰惡明훗，其善者鷹，i:Q_ 굶子日， Å之學者， 其性善， 日， 是不然、!
是不及知A之性，而不察乎A之性짧之分者也 

16) i'홈子 • 性惡J. 人之뾰惡其善者碼也 
17) r옮子 • 性惡B. 今人之性， 生而有好힘憶，願是， 故爭훌生而鷹훌亡뚫， 生而有族惡훌，願是 

故獲械生而忠信亡뚫， 生而有耳덤之값有好활色뚫， 願훌 故풀홉l生而훌義文理亡짧. 然則
從A之性， ，順A之情，必出於爭舞， 合於犯分亂理而體於훌. 故必將有師法之化 • 禮護之道，
然後出於짧讓 合於文理而짧於治. 用此觀之， 然、則人之{生惡明윷， 其善者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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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악한 존재로서 어쩔 수 없다는 비관적 인생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인간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됨올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개 性이란 하늘에서 나온 것으로1 배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이다. 그러나 禮嚴란 것은 성인이 만든 것으로1 배우면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완 

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거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은 

性이요 배우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갖춰져 

있는 것은 A짧이다.18) 

그러므로 휘어진 나무는 도지개를 가지고 잡아야만 곧게 되고 무뎌진 칼은 

숫돌에 갈아야만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이제 사람의 본성이 악하므로 반드시 師

法에 의거한 뒤에야 바로잡혀지고 禮義률 얻은 뒤에야 다스려진다. 이제 사람들 

이 師法이 없으면 편협하고 부정하게 되며 예의가 없으면 어지럽혀져서 다스려 

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聖王은 사랍의 본성이 악해서 편협하고 부정하 

며 어지럽고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禮養률 일으키고 법도률 제정하여 사람 

의 情性을 바로 잡고 사람의 性情올 다듬어서 인도하였다.19) 

자연상태의 인간이란 휘어진 나뭇가지와 같이 천연적으로 악하게 휘어져 있다. 

도지개로 잡고 불에 구워야 반듯하게 되는 니무처럼， 인간의 성정도 예법의 교육 

올 거쳐서 바르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래 악하게 태어난 인간이 어 

떻게 해서 선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순자는 聖

A이란 특수한 존재를 전제하고 이어서 인간에게는 선해질 수 있는 才質아 있어 

서， 성인의 예법의 교화를 받아들이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모든 인간은 선해질 수 있디는 가 

능성이 었다는것이다. 

순지에게 있어서 인간의 도덕관념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 

인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순자의 성악설은 악한 인간이 후천적인 

18) 뺨子 · 뾰惡J' 凡性者，天之觀也不可學，不可事. 禮養者，聖A之所生也.A.之所學而龍所事
而成者也 不可學不며휩m在天者，훌훌之性， 可團뼈함I萬極양在A者，훌홈之h훌훌딩生健之分也 

19) Ir홉子 • 性惡J' 故狗木~將待樓括맺훌戰後直 鏡金必將待훌륭屬然後힘IJ. 今A之性惡 必將
待師法然‘後正 得禮養然、後治. 今人無師法 則偏嚴而不正， 無禮義， ltlJ1!播때不治， 古者
聖王以人之{生惡 以짧偏險뼈;正 뽑홉l而不治， 是以짧之起禮獲 • 빼뾰度; 以顧ftiA.之情
性而正之，以擾化人之情性而導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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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의해 “길거리에 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禹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 

다{옳之A可以廳禹)"는 낙관론으로 귀결된다. 맹자가 性善이라는 선천쩍 도덕의식 

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것을 점점 仁義續智와 德治로 확충해나가는 

정공법올 사용했다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히여 이롤 聖A의 敎化와 師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선하게 만들어나간다는 역공 

법의 입장에 서 있다. 

성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었다는 맹 

자의 성선설과 비교해 볼 때， 순자의 성악설은 짧法을 통한 학습이라는 외재적인 

방법올 통해 善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인간의 내재적 근거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교범올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대립되면서 유교 인간관의 기본적인 입장옳 형성하였다~20) 인칸의 본질이 악 

하다는 성악설은 비록 인간본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맹자의 성선설과는 반 

대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동양의 인간관과 사회사상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 

였다. 이후의 동양사회는 겉으로는 유교의 仁義라는 명분올 중시하는 맹자적 전통 

올 내세우면서도，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예법과 교육올 강조하고 엄격한 법치를 통 

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m. 유교의 이상적 인간관의 전개 

앞장에서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올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善惡의 문제와 관련 

하여 살펴보았다. 유교 내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입장이나 타고나 

면서부터 이기적인 욕뺑l 지배되어 있다는 순자의 입장이 대립되어 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性善 뾰惡의 대립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어떠하든 간에， 유교의 기본 입장은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잘 가꾸고 바꾸어나가 

서 결국은 선해지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귀착된디는 점이다. 

유교의 전적에는 물론 선한 성인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인 

간상들이 둥장한다. 가령 『論語』와 『굶子』중에 둥장하는 인간 유형올 들어보면 君

子， 小A， 仁A， 直者，tI者， 知者， 下愚 士， 剛者， 斗齊A， 善人， 勇者， 聖Á， 不仁

20) 樓훌榮， r簡家的A格學說」， r華東師範大學學報 : 哲學밟會科學版，n， 1998, 1, 48-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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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志士， 好色者， 誠者， 阿릅옵者， 大A. 知λ 賢A.t.者， 大Á， 成人， 善人， 中行，

狂者， J탑者， 有桓者， 野A. 鄭夫，~慮、둥이 있다.21) 이 다양한 인간행들은 제각기 

다른 문맥에서 조금씩 다른 함의룸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즉 최고인격체인 聖人을 비롯해서 大A. 寶人， 君子， 善人， 義士 志士 둥 

의 바랍직한 인간상이 있고， 이와는 상반되는 小人， 惡λ 鄭應、 둥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도 있다. 다시 말해 聖A과 君子를 중심으로 완성된 才德、올 갖춘 바람 

직한 인간형에 대해 다른 하나는 이롤 결여한 小A이라는 인간형이다. 여기에서는 

유교의 인간관을 대표하는 聖A과 君子라는 두 인격올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聖Á: 하늘이 내린 聖王

1) 聖의 원의 

‘聖’의 본래의 의미는 밝게 듣는 능력올 뜻하는 글자였다. 許慣(58-147)의 『說

文解字』에 의하면 聖字의 본의는 귀로 듣는 뛰어난 능력(聖 從耳묵활)을 의미한 

다.22) 

귀가 밝대聽)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總明함인데， 이는 곧 지혜롭다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중국 초기 전적에서 聖字가 총명 지혜를 뜻으로 쓰이는 예는 여러 곳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尙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듯이 대하며 다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을 미음으로 좋아한 

다 "23)고 하였고， F周禮』에서는 “첫째는 여섯 가지 덕이 있으니 知 仁 聖 義 忠

和이다."2이라고 하였는데， 鄭玄(127- 2(0)은 보통 사람보다 먼저 事理를 파악하는 

능력(聖 通而先識)의 뭇으로 보았다Ii'禮記』에서 “仁義로 접대해서 손님과 주인이 

제자리에 있고 음식이 度數에 맞는 것을 聖明이라고 한다."25)고 한 것이나， 『老子』

19장에서 “總聖棄智”라 한 것은 모두 성을 지혜의 돗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의 전적에서는 聖자를 종종 狂이나 愚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26) 

21) 변환， ‘論語에 나타난 군자~철학적 인간상의 모색~， 전남대 출판부; 1992, 25쪽 참 
조 

22) Ii'禮記 · 擬미에서는 “군자는 음악율 들어서 선해지고 소인용 음악올 풀어서 잘못옳 
막는대君子以好善， 小A以廳뭘r고 하였는데 陸總明(550?-630)의 『經典擇文니에서는 
“以聽뭘가 어떤 판본에서는 以聖過로 되어있다”고 하였으니， 이도 聖자가 본래 듣는 
다는 뭇의 聽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울 보여주는 얘이다. 

23) Ii'尙書』， r泰훨J: ^之有技， 若E有之 ;.A.之彦聖， 其L好之
24) r地흠 • 司徒J' -日六德 知仁聖훌훌~~ 
25) r쨌歡酒禮J' 仁훌接， 寶主有專， 짧豆有數日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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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귀로 밝게 듣는다는 뜻은 고대의 종교습숙과 관련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일본학자 白川靜은 聖자롤 ‘耳+王+口’로 분해해서 耳와 王은 귀로 틀는 의미를 담 

고 있고 口는 신에 대한 祝홉를 담는 그릇의 의미로서 신에 대해 祝禮하고 신의 

웅답과 계시률 듣는 의미라고 하였다._?:n 또 『國語 • 楚語下』에서는 인간과 신사이 

의 교통올 담당하는 포親은 반드시 智，聖明聽과 같은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 

하고 있다.잃) 聖자가 밝게 듣는다는 뭇에서 히늘의 계시나 신의 소리롤 밝게 듣 

는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핑顆의 자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로까지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Ii'尙書』와 『굶子』에서 聖字가 뼈후와 같이 연용 되어 

언급된 것도 ‘신의 계시를 듣는다는 종교적 습속과 관련되어 聖字에 신비적 의미 

가 부가된 예일 것이다.정) 

2) 유교의 聖A觀

성인이란 개념은 유가사상에 의해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至高至善한 덕성올 지닌 위대한 폰재로 미화되었다. 

그러나 ‘聖’의 원의에서 보았듯이 본래 성인 개념은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과 하늘 

에서 나온 신비한 힘을 가진 특별한 인물에게만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예는 

초기 유교경전 속에서 종종 둥장한다Ii'詩經 • 小雅』에서는 당시의 원로와 점치는 

이를 ‘聖으로 지칭하기도 하였고、 전국시대 제나라 辯土 淳늑F쫓은 梁惠王으로부터 

‘聖A’이라 칭찬올 받기도 하였다. 공자와 맹자의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올 했던 子

뿔도 성인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것만은 아니니 때로는 따夫만도 못한 점도 있 

다고 언급한 일도 있다)0) Ii'맹자』에서는 공자의 제자인 子夏， 子游， 子張 둥에 대 

해서 성인과 연관시켜 쓰여지고 있고31) 農家의 인물인 陳相이란 자가 職文公에게 

“듣자오니 둥문공께서 聖人의 정치를 행하니 이 또한 성인이시라 저는 성인의 백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여32) 둥문공올 성인이란 말로 지칭하고 있는데， 여 

26) 王文훨 r며짧聖A꿇J， 중국사회파학출판샤 1993, 5쪽 참조 
27) 맥種뿔A뚫.!I， 4-5쪽 인용. 
28) Ii"國語 · 楚語下.!I. 其輔tl下比義 其醒g光遠효期 其明能光照之 其屬훌훌激之 빠끊則 

明빼降之 在男日觀 在女日뽀 
29) Ii'中國聖A꿇.!I. 11쪽 참조 
30) Ii'中斷: 夫觸之愚， 可以與知휠， 及其至也， 雖聖A亦有所작廳 ; 夫續之不합， 可以能

行훌， 及其至也， 雖聖A亦有所챔많. 
31) Ii'굶子 • 公孫표_L: 子夏， 子游， 子張」움有聖A之-體， 再牛， 閔子， 興뼈.ll!명짧而짧1"굶 

子·職文公上.!I. 他日子夏， 子張， 子뼈까有若似뿔Á. 欲以所짧L子專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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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의 성인이란 ‘어진 분’이란 의미에 불과하다. 혹자는 덮子』에서의 이런 용 

법올 예로 들어 이전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성인 관념을 타파하고 성인을 인간 

세계로 끌어내려 왔다고 하였으나 33) ‘성’의 원의를 고려활 때 선진시기의 전적들 

에 남아있던 원시적인 성인의 용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宋昭公이나 노나라 대부 滅武件둥도 한때 聖A으로 칭송되었다가 다 

시 취소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漢初의 博士 寂孫通도 제지들에게 ‘聖A’이란 

찬송을 받았다.잉) 이런 예들을 볼 때 원래의 성인이란 칭호는 그렇게 숭고하고 

신비한 존재에게만 불여지는 것만은 아니었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유가에 의해서 성인은 이상적 인격으로 추존 되었다. 공자는 요순과 같 

은 분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완성자인 聖A으로서 추앙하고 찬탄하였다. 그러나 

정작 성인은 어떠해야 한다거나 聖의 덕은 어떠한가에 대한 진술은 많지 않다. 공 

지는 이 聖이란 개념을 X낸이 최고의 덕목으로 정립한 仁의 완성으로서， 仁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였다035) 聖은 仁을 완벽하게 실현한 경지로서 절대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공자가 聖王으로 추앙하는 舞임금의 음악을 듣고 3개월 간올 

음식 맛올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취했었다든지， “아륨다옴올 다했고(盡美) 선함 

을 다했다{盡善)"고 찬탄한 것올 보면36) 공자가 생각하는 성인의 경지는 도덕적 

으로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완벽한 경지엄올 짐작할 수 있다. 

聖A의 정치는 형벌과 법률올 집행해서 인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 

은 ￡寫로 일관하지만 성인의 덕화에 저절로 감화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완 

전무결해서 무어라고 칭찬할 말조차 없다는 것이다. 

위대하도다! 奏가 임금노릇을 함이여! 하늘은 높고 높아 위대한데 오직 요임 

금만이 본받으셨으니 너무 넓고 커서 백성들은 무어라고 이름 부칠 수도 없구 

나.37) 

32) r굶子 • 職文公上J' 陳良之徒陳相 與其弟辛 負朱親而自宋之職 日聞君行聖A之政 是亦
聖人也願寫聖A없 

33) 안병주， ‘유교의 이론 보완 -페미니즘의 수용과 관련하여-’， 『휴교사상연구J 12집， 
1993, 유교학회， 8쪽 인용Ii'굶子 · 離훌下J' 關子日 王便A觸夫子 果有異於人乎 굶子 
日 何以異於A載 좋훌짧與人同耳. 

34) r中國聖A꿇.!I， 6쪽 참조 

35) Ii'論語 · 羅也..1' 子頁日 如有博廳於民而能濟짧 何如 可謂仁乎 子日 何훌於t 必也聖乎
뚫짧其擔病諸. 

36) r說語 · 述而.!I: 子在齊聞留 三月 不知肉味 日끼톰짧樂之至於斯.iH. r說語 .^땀 . .!i: 子謂
留 盡美훗 又盡善也 謂武 盡美훗 未盡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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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위대해서 무어라고 일컬어 칭찬할 말조차 없다는 이 언급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칭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요순이 마치 북극성처럼 ￡寫

로서 천하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렸다는 언급도 하였다.웠) 이는 요순이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서 백성들의 환심올 산 것이 아니랴 성인의 위대한 德化가 백성들 

을 감화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공자도 당시에 성인이라는 칭송울 듣기는 했으 

나，39) 의례적인 홈離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자 자신조차도 이런 성인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고 사양하였다.40) 이렇듯 성인은 ￡名 ￡寫이지만 완벽하고 절대 

적인 덕성을 지닌 인간상으로서， 현실의 인간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中庸』을 지어서 공자의 도률 전했다고 전해지는 子思(약 B.C. 483-B.C. 402) 

역시 성인의 도률 ‘誠’으로 요약하면서 성인은 노력하지 않아도 딱 들어맞고 생각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41) 이렇게 완벽한 인격체로서 정립된 성인관은 

꽁때게서 시작해서 맹자롤 거쳐 戰國末에이르러 완성된다，.42) 맹지는 성인을 인 

격올 완성한 인륜의 지극이라고 하였고 순지는 도의 극치라고 하였다.43) 맹자는 

공지를 역대의 여러 성인 중에서 공지를 최고의 성인으로 받들면서，얘) 성인이 지 

닌 도덕적 감화의 능력올 강초하였다. 그에 비해 순자는 앞챔l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악환 인간의 본성을 교정할 수 있는 禮議正法올 제정해서 교화하는 존재로 

서 성인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공자나 맹자가 성인의 완전무결한 덕성으로 백성 

의 마음을 감화시킴으로써 저절로 천히를 화평하게 만든다는45) 논법과는 다소 구 

37) ~論語·泰{뻐: 子日 大載 쫓之옳君也 홍훌훌훌乎唯天 앓大 唯훌則之 회훌S훌乎民無能 
名뚫. 

38) ~說語 • 짧없: 子日 짧政以德 훌a띠t辰 居其所 而聚星 共之 w論語 • 衛톨公~ 子日
無薦而治者 其왔也與 夫何짧載 悲己正南面而E훗. 참조 

39) w論語 • 子2월: 達흉黨A터 大載 孔子 博學而無所成名 및 같은 곳: 大휩펌於子頁日 夫
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頁日 固天維之將聖 又多能也 참조 

40) ~議語 • 述而J' 子日 若聖與t 則홈뿔敢 柳寫之끼擺 讀A不港 則可謂죠爾E훗 公西華
日 正唯弟子 끼협g學也 

41) ~中庸~. 誠者， 天之道也;誠之者， Á之道也。 誠者不웰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
人也。

42) 程宜山， r論關家哲學中的聖A벚拜J ， 52-53쭉 창조 

43) ~굶子·離훌上J' 聖A 人倫之至也 『줍子·흉옳~. 聖人道之흩也 
44) ~굶子 • 公孫표上~. 治J{I隨 옮L則退 伯훗也 何專非君 何便非民 治亦進 홉때進 伊尹也

可以{í則{í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J{I健 孔子也 皆古聖A也 품未能有行熹 乃
所願l團孔子也

45) ~周易 • 威화 象傳~. 聖A 感NL-mi天F和平Ii'굶子 · 盡L、下Æ' 굶子日 聖A百世;之師也
伯훗柳F惠是也 故聞伯혔之風者 碩夫鷹 橋夫有lL쏟、 聞柳F廳之風者 fW.夫敎옮$夫寬 훌 
乎百뻗之t 百世之下 聞者莫끼-앵뭘起也 非聖A而能若是乎 而況於親찢之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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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은 인류문명의 창조자이자 전파자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를 

『禮등.an에서는 ‘作者’와 ‘述者’라는 용어로서 개념화해서 성인의 특성올 나타내었다. 

鍾 鼓 管 풀과 쩌篇 千威은 옴악의 그롯이요 굽혔다 폈다 늦췄다 활랐다 하 

는 것은 음악의 무늬이다. 제기 그룻과 제물 규격과 볍식은 예의 도구요 올라갔 

다 내려갔다 벙글 돌았다 소매률 걷었다 내렸다 하는 것온 예의 무늬이다. 예악 

의 실정을 아는 이는 창작하고 예악의 무늬롤 아는 이는 傳述한다. 창작하는 것 

올 聖이라 하고 전술하는 것을 明이라하니， 明聖하다는 것은 전술하고 창작함올 

말한다.46) 

作者는 禮樂과 혐l度 둥의 문명율 창조한 분이란 뭇이고， 述者는 이 창초된 문 

명을 후세에 전하는 전파자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도덕의 완성을 통해 

인민을 교화할 뿐 아니라 예악 둥의 인류문명올 창조하고 전파하여 인류의 삶올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올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시 유교에서 

정립된 초월적 절대자로서의 성인의 이미지는 이후 유교의 학파에서 기본적으로 

계숭되었다. 

3) 內聖과 外王의 결합 

유교에서 말하는 聖人은 仁의 덕올 완성하고 하늘의 道를 체득하여 문명과 규 

범올 세운 사랍을 의미한다. 가장 완전환 인간으로서의 성인은 인간의 전형이 되 

고 그의 무한한 덕은 백성들의 추종올 받게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奏舞같은 

인물올 성인이라고 부르며 이상적 인간상으로 존경과 홈모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인에게 최고의 정치적인 지위룰 부여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서 성인은 왕이 된다는 것이다. 성인은 내면적으로는 聖스런 德올 가지고 있으면 

서， 동시에 밖으로는 王이 된다. 이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아니라 위대한 덕성 

을 베풀다 보니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이다. 성인은 자신의 

초월적인 덕성과 신비한 능력을 ‘널리 백성에게 베풀어서 민중올 구제하기’47) 때 

46) Ii'禮記 · 樂등an: 故훌鼓管훌， 쩌홉주顧， 樂之器也。 屆{申佛(rp， 繹%野흉， 樂之文也。 훌훌 
훌훌짧豆， 制度文章， 禮之器也。 升降t下， 周훌樓훌f， 禮之文也。 故혔옳樂之構者能作， 
識禮樂之文짧E述。 作者之옹體， 述者之謂明 ; 明聖者， 述作之謂也

47) r論語 • 獲也.JI o 子頁日 如有博施於民而能鷹聚 何如 可謂仁乎 子日 何훌於仁 必也聖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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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11'說文解흙에 보면 “왕에게는 사랍들이 廳往하게 된다{王往也)"라고 하였 

다. 이는 聖A의 덕을 가진 사랍애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복종해서 자연적으 

로 왕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中庸』얘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순임금은 아주 효성스러우셨다. 덕으로는 성인이 되시고 존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시고 부유하기로는 四梅의 얀융 가지사 종묘롤 홈향 하시 

며 자손올 보호하셨다 000 그러므로 덕이 콘 분은 반드시 그에 맞는 지위률 얻 

으며 그에 맞는 녹올 얻으며 그에 맞는 이름을 얻으며 그에 맞는 명올 얻는 
다48) 

위의 인용에 의하면 짧임금은 덕으로는 성인이고 지위로는 천자였는데， 이는 순 

임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덕융 지난 사랑은 반드시 왕위에 오르는 천명울 받 

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연 ‘內聖外王49)’ 즉 내면적인 덕성으로 말하면 

성인이고 외면적인 지위로 말하면 왕이라는 것이다. 유가의 모든 학설은 內聖外王

이란 개념에 귀결된다고50)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梁탤超(1873-1929)는 유가 

학문의 최고 목적은 ‘內빨+王’이란 한마디로 개괄할 수 었다과1) 하였고 현대의 

중국유학자 후宗三은 비록 內聖外王 개념이 유가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유가 

의 소망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면서， 『尙書 · 大禹護』의 ‘正德 利用 層生’

이라든지 『論語 • 範멈』의 ‘修己 安A’이나 『中庸』의 ‘成己 成物 풍의 사·상이 바로 

48) Ii"中庸.!l o 子日 찢훌其大孝也與 德짧聖人 尊짧天子 富有四海之內 宗蘭훌之 子孫保之 故大
德 必得其位 必得其錄 必得其名 Jι得其흙. 

49) 내성외왕이란 개념은 유교의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莊子』에 나오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성인이 나오는 바와 왕이 이뤄지는바는 모두 같.r:t<聖有所生 王有所成
皆原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성외왕의 도룰 설명하였다 r莊子 · 天下.!l. 古之
A其備乎! 師빼明， 醒天地 育萬物， 和天下， 澤及百姓 明於本歡， 係於末度， 칭밟댐￥， 
小大精租， 其運키E乎不在 · 天F大홉L 賢聖不明， 道勳'-， 天F多得-察휠以自好. 警
aα耳目 口홉， 皆有所明， 끼뿜相通. 續百家꿨技켄L 皆휘所長 時有所用. 雖然 不斷짧， 
-曲之士iQ. ~Eξ地之美.析萬物之理， 察古人之全， 算能備於天地之美， 輸뼈明之容. 是故
內聖外王之道 「꿇而不明， 覆而不發， 天F之A各廳其所欲뚫以검寫方. 이는 도가의 현실 
올 초탈한 이상적 인격이 곧 유가의 사회적 인간관계속에서 도덕성올 완전히 구현한 
이상적 인격임올 논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가의 용어를 벌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 
은 유가와 도가의 시장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통일제국의 질서를 추구하려는 전국 
말의 사상적 분위기롤 반영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었다. 원정근， r郭象 天A조화 
관의 연구J ， 1991,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6쪽 인용 

50) 程敵 「簡家內聖外王的源流及內뼈新探J ， 훌훌應大學學報: 社科版， 1997, 2, 28쪽 인용. 
51) Ii'簡家哲學』 第-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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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聖外王 사상과 일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52) 이외에도 『굶子dJ， 嘴子』， 『關冠

子』， 『管子』둥의 선진시대의 전적에는 성인과 제왕의 내성외황적인 관계에 대해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다.않) 內聖外王이란 개념자체는 송대 이후 關道佛 삽교의 결 

합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채용하게 되었고 이후로 점점 보편화되었지만，딩) 聖과 

王을 결부시키는 전통은 이미 선진시대부터 형성된 것이었다.끊) 

내성외왕은 유교에서 인간올 완성하는 방법론인 修己治A論과 동일한 논리이다. 

즉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인격의 완성을 이루고 그 다옴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논리인데，닮) 먼저 내적으로 자신의 德을 닦은 뒤에 외적으로 남울 다 

스리는 地位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유가의 이상인 王道정치률 실행하는 방법론이 

된다. 성인은 내적으로는 仁義의 덕을 갖추고 經世濟民의 능력올 타고나서 밖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修己가 완성되면 治人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처 

럽， 유가에서 성인으로 떠받드는 賽舞禹揚文武둥이 다 자연스럽게 성인으로서 왕 

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가의 성인은 내적인 자기 완성율 이루는 데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밖으로의 인간 구원으로 이어진다. 

2. 君子: 노력하는 현싫 속의 스승 

1) 聖人과 君子와 小A의 차이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궁극적으로 聖人(sage)이다. 聖A은 단순히 유교의 이 

상적 인격일 뿐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는 王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聖A의 경지 

는 너무나 완벽하고 지고해서 현실의 일반적인 인간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인간의 

52) 程懶 r隔家內聖外王的源流及內빼新探J ， 28-29쭉 참조 
53) li'q:國聖A說J ， 216-217쪽 참조 

54) r簡家內聖外王的源流及內뼈新條J ， 28-29쪽 참초 이는 『宋史· 짧獲傳』에 程願가 BIl羅
올 만나고 나서 “쫓夫 內聖外王之學也”라고 평가환데에 처음으로 실려있다고 한다. 

55) 演友蘭0895-1990)은 『新原道』의 서문에서 중국 고대철학은 어느 학파률 막론하고 
모두 內聖外王의 도를 강론한다고 여기며， 중국 철학기들은 모두 철학올 內聖外王의 
인격을 이루는 학문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56) r論語 · 憲펌~. 子路問君子。 子日 r修己以敬。 J日 r如斯而E乎」日 r修己以安A.o J 

日 . r如斯而E乎J 日 r修E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흙、 짧其續病諸 ! J 11'中庸dJ' 子
日 「好慶a乎知， 力行近乎仁， 鋼L近乎勇。 뤘斷三者， 則았所以修身 ; 용마짝以修身， 則
知所以治A.; 훗마짝以治A.， 則知所以治天下國家쫓。 凡짧天下國家有九經， 日 : 흉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톰也， 體群ê也， 子府民也， 來百工也， 柔遠人也， 뿔諸候也。 修
身則道立， 尊寶則不惠， 觀親則諸父昆弟不忽， 敬大톰영IPI載， 體群ê則士之報禮重， 子
빡民則百姓動， 來百工則財用足， 秉훌A則四方짧之， 蘭諸候1{1f:R下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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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맹자나 악하다고 하는 순자이던 간에 누구나 성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기능한 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올 받은 특수충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다 

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데， 일반 백성들에게 성인에 될 가능성이 었다 

는 말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君子’라는 인격은 이와 다르다. 성인에 비해 본 

다면 군자는 인간에 접근해있었고 현실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상이었다. 

공지는 聖A을 최고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꼽고 있지만， 실상 『짧語』중에 聖A의 

용례는 몇 차례 나오지 않는다. 聖人이란 단어가 언급된 경우는 겨우 4회에 불과 

한 반면에， 군자란 개념은 총 106번 동장한다. 물론 여기에는 쫓舞이나 文王 周公

둥올 일컴는 내용까지률 聖A의 범주에 넣어서 더 헤아려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군자라는 단어가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었다. 喝子引得』율 보면 『햄子』에서도 

聖A은 82번 사용되고 있지만， 군자는 272 차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聖王의 용 

례가 39차례 둥장하는 것을 추가한다고 해도57) 대략 군자의 빈도수가 성인의 두 

세 배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군자리는 인격이 더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옴을 알 

수있다. 

군자라는 인격은 지고무상한 성인에 비해 한 단계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聖A올 내가 볼 수 없다고 해도 君子라도 보았 

으면 좋겠다 "58) 

일찍이 공자 자신도 성인의 경지가 아니라고 술회한 적이 있거니와， 성인이란 

폰재는 당대에 만나볼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X까 말하는 군자는 

현실 속에서 폰재하는 인간형이다fj"論語』에 보연 군자로서 인자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고， 자칫하면 어지러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랍을 미워하기도 

하여 군자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59) 성인과 군자의 차이는 

57) IF햄子引得'J ， 無京學院

58) IF論語 • 述而J' 子日 聖A 홈不得而見之훗 得見君子者 斯可훗. 이외에도 『論語 · 子張J'
子游日 子夏之門A小子 當홉橋應對進退則可훗 柳末也 本之J{I無 hα之何. 子夏 聞之B
應 言游 過훗 君子之道 執先傳뚫 흉k後應뚫 홈諸草木 區以.81候 君子之道 뚫可핸也 有
始有후者 其推聖A乎. 참조 

59) IF論語·憲펌.!I' 子日 君子而不仁者 有훗夫 未有小A而仁者也 『꿇語·陽寅J' 子路日 君
子尙勇乎 子日 君子義以寫上 君子有勇而無義寫亂 小A有勇而無養짧앓 IF說語 • 子張J'
子頁日 君子강융也 如日月之食뚫 過也 A皆見之 更也 A皆따감 IF論語 • 陽火J' 子頁
日 君子亦有惡乎 子日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릅山t者 惡、勇而無禮者 惡果敢而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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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의 경학가 쩔lJ實補(1791-1않5)의 『輪語正義』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성인이란 大道에 달통해서 변화에 웅함에 막힘이 없고 만물의 性情올 예측할 수 

있는 분이다. 이는 성인이 ￡所쥐훌해서 자신을 완성하고 남올 완성시켜줄 수 있 

음을 말한다 000 군자는 000 언행이 아직 편안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知慮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 돈독함에 있어서 군자는 아직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성 

인과 군자의 차이이다.6())"라고 하였다. 

군자는 성인보다는 못하지만 小A과는 반대되는 인격채이다. 공자는 다옴과 같 

이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였다. 

“군자는 의로옴에 민첩하고 소인은 이로옵에 민첩하다，"61) 

소인은 자기 싹l율 위한 사리사욕만올 따지지만 군자는 養로옴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군자는 싸이 손해률 보더라도 정의와 도덕율 위해 회생을 감내할 

수 있는 교양과 펙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자는 백성의 귀감이 되는 인 

격이며， 나아가 성인과 同類의 인간상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성인과 군자는 분명한 째가 있지만， 군자는 생인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간은 아니다. 아직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일수는 있지만 성 

인과 본질상 같으며 또 성인올 지향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밖에 챙길 줄 모르는 

소인들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가에서는 聖人을 비롯 

해 賢Å， 仁A이나 志士둥 여러 가지 이상적 인격옳 제시하였지만， 가장 대표적이 

고 현실적인 것은 ‘君子’라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문과 덕성의 겸비 

군지는 덕성과 학식을 갖춘 유가의 현실적인 인간상이다. 공X까 궁극적 목표로 

삼은 것은 성인이지만， 제지들이 공자 자신울 성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부갱할 정 

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고무장의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공자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군자의 인격이었다. 

군자는 학문올 통해 학식을 쌓고 싹l의 덕성과 인격옳 도야한다 w論語』에서 

者.
60) i'꿇語正義n ， 卷八 r빼mJ편， 1993， 上海古籍出版社， 100쪽 인용. 

61) li'論語 • 里仁.1 0 子日 君子 備於養 小A 險於利 1i'論語 • 陽火.1' 子路日 君子尙勇乎
子日 君子養以寫t 君子有勇而無義짧홈L IJ 、A有勇而無훌훌穩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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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知 仁 勇의 德융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62) 이외에도 禮 孫 信 둥의 덕성 

율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군자롤 표현하고 있다.잃) 이처렵 군자는 남의 귀감이 

되고 사랍돌을 인도할 수 있는 덕성올 갖춘 사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덕성올 

도。냥}는 방법은 바로 학문올 통해서 옛 성현의 언행과 지혜훌 배우고 익히는 것 

이다 r論語』가 배움의 기뽑옳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앓의 문제로 전편올 마 

감할 만큼 공자는 학문을 중시하였고 이런 경향은 유교가 다른 학파와 구별되는 

특정올 이룬다. 지식과 학문이란 선조들의 과거의 경험파 지혜롤 축척하고 정리한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배워 용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역사는 시행착오률 계속 

반복할 것이고 이런 상황 하에서는 발전과 창조는 대단히 더뎌질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과거의 지혜를 살려서 미래률 창조하는 ‘溫故而웠蘭의 태도롤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공자는 학문올 중시했고 공자의 도는 학문올 통해서 이뤄진다ß4) 

성인이 生而았￠의 선천적 능력율 가지고 타고난 것융 스스로 가꾸고 개발해서 

이뤄진다면， 군자는 학문과 공부롤 통해서 자기 완성율 기한다. 공자가 뜻이 있으 

나 방법을 모르는 ‘狂者’와 ‘網者’률 데려다가 가르쳐서65) 덕망과 지식올 갖춘 군 

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한 것도 이런 학문이란 방법올 통해 군자에 이르는 

길올 가르치겠다는 뭇이었다. 

유교에 있어서 군자의 도는 저 멀리 고상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물 

뿌리고 청소하며 용답하고 접대하며 나오고 물러나는 일상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이다ß6) 군자는 그렇게 륙별한 존재는 아니다. 

다만 적재적소에서 자신이 맡은 바에 최션을 다하는 인간이다ß7) 물론 이렇게 자 

질구레한 일상생활의 행동거지나 조심하고 예의나 차리는 것이 군자의 전부는 아 

62) 1"짧語 · 憲펌J' 君子道者三 我無能뚫 仁者不憂 知者까팩양 勇者.;;r;홉. 
63) 1"論語 · 衛훌公.1' 子日 君子 義以홉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載.

64) Ii'論語 · 子張.1' 子夏日 君子慶以致其道

65) Ii'說語 · 里仁J' 子흩練 日짧與 홉與 훌훌之小子狂簡 裵願韓 不웠所以載之 『說語 · 
鄭黨.1' 子日 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猜乎 狂者進取 網者有所不뚫也 참초 같은 곳의 
朱子註에 보면 狂者는 뜻은 높은데 실천울 못하는 사랍이고 X톱者는 아는 것은 부족 
한데 지키고만 있는 사람t狂者 ~J훌흉而行不據 猜者 였~及而守有餘)의 돗이라고 하 
였다. 

66) 1"論語 · 子張J' 子游B 子夏之門서、子 當훌橋應對進退則可쫓 柳末也 本之則無 m之何
子夏 聞之日 應 言游 過횟 君子之道 敵先￠훌훌 數後港f풍 활諸草木 區以別훗 君子之道
뚫可끓也 有始有후者 其堆聖A乎! 참조 

67) Ii"中庸』 君子素其位而行， 끼顆乎其外。 累훌'.， 行乎훌貴 ; 素쏠嚴， 行乎췄戰 ; 素훗秋， 
行乎훗秋;素愚難，行乎愚難·君子無入而不自橋뚫。在上位까樓下，在下位不擾上，표 
己而不求於A， JlI꾀꿇愚。 上不찜天， 下不尤A。 故君子居易以像뼈， 小A行險以徵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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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군자는 이런 麗補應對의 자잘한 행동거지혜서부터 시작하여 끝내는 天뼈에 

까지 이르는 ‘下學而上達의 공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 

하늘율 원망하지 않고 사랍흩 탓하지 않으며 아래에서부터 빼위서 위에 이르 

나니， 나를 아는 이는 오직 하늘뿐이다，(8) 

맹자는 이런 공부률 통하여 인간자신의 내면적인 덕성에 대한 문제로 환원시켜 

설명한다. 

맹자가 말하였다. 자신의 마음율 다하는 자는 싹!의 본성융 알 수 있고 자 

신의 본성올 알면 하늘올 알 수 있다. 싹l의 마옴올 간수하고 자신의 본성올 

기르는 것이 바로 하늘올 섬기는 것이다，69) 

다시 말해서 군자는 먼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신의 선한 마옴율 개발해서 확 

충해나가면， 가까이는 자신의 마음속어l서부터 시작하여 멀리로는 하늘에 이르기까 

지 알 수 있다는 논리이다. 즉 군자는 가까운 일상적인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본 마음올 다스리고 나。까 天道애로 고양되는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적 덕성율 닦은 다음에는 다른 사랍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 

러나 그 다스리는 방식은 형벌과 정치를 통한 인위적 강제로 이휘지는 것은 아니 

다. 

자료;가 군자란 어떤 것인지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敬으로 자신율 닦아 

야 하느니라.’ ‘이것뿐입니까?’ ‘자신올 닦아서 사랍들올 편안하게 해야 하느니 

라.’ ‘이것뿐입니까?’ ‘자신율 닦아서 백성들올 편안하게 해야 한다. 자신올 닦아 

서 백성올 편안히 함은 요순같은 성왕도 힘들어했느니라.’70) 

위 인용문에서 보면 군자는 일단 공경의 덕용 갖추기 위해 자신올 수양해야 한 

다. 자기 자신부터 수양해서 점차 사랍들올 편안히 해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그 

68) r꿇語 • 훌펌J' 不忽天 不尤A 下훌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69) 11"굶子 · 盡心上.1: 굶子日 盡其心者 웠없性也 옷g其性R股￠天훗.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
也

70) 11"꿇語 • 햄펌.1' 子路問君子 子日 홉E以敬 日如斯而E乎 日훌己以安Å El如斯
而E乎 日흉己以安百姓 t흉E以安百姓 흉흉짧 其擔病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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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건하고 성실한 군자의 인격애 감동되어 백성플여 자발적으로 그톨 믿고 

따르게 된다는것이다. 

군자는 상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서로 홉做하며 생내지 않아도 빽성들 

이 도끼보다 무서워허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롤 덕올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 제후들이 본받는다고 하였으니 이런 까닮에 군자는 돈독하게 공손히 

함에 천하가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다)1) 

군자는 학문과 덕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율 수양하고 노력한다. 성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인격올 갖고 있는데 반해， 군자는 스스로 노력하고 만들어 

가는 인격이다. 바로 이런 정이 성인과 다른 의미에서 백성들의 감동과 자발적 순 

종을 이꿀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군자는 처음에는 성인에 비해 한 단계 낮 

은 데서 출발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성인과 만나게 된다. 유교는 聖人이란 절대적 

인격을 통해 유교의 이념을 정립했고1 君子라는 현실적인 인간상올 제시했다. 이 

후로 군자란 인격은 유교 인간상의 전형이 되었다. 

3. 이상적 인간관의 전개와 문제 

유교의 이상적 인격은 궁극적으로는 聖人이다. 그러나 이 성인은 너무나 완전무 

결하고 지고무상한 존재로서 일반인과는 동떨어진 신비의 절대자였다. 이런 점에 

서 현실 속에서 노력하는 인간상으호서 군자라는 유가적 없壞를 내세우게 된 것 

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자라는 인격이 둥장함으로써 현실 속의 인간은 도덕을 지 

키고 수행하는 방향올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교에서 이상으로 내세우는 성인 

과 군자는 일반인과는 타고난 능력이 확연히 구별되는 上根氣의 인간이며， 또 당 

시의 봉건 사회 속에서 계급적 특권을 누리는 지배층이었음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인간올 선천적인 농력에 따라 차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타고난 

才德에 따라 인간율 네 가지로 나누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태어나면서 아는 이는 최상어요 배워서 아는 이는 그 다음 

71) r中庸J. 故君子까훌椰敬， 不픔而信。{詩〉 日 r奏假無롬， 時홉有爭。 J是故君子까遭 
而民劃， 不짧m民威於왔滅 〈詩〉 日 r끼홉推德 ! 百빼其:1fI.lZ.o J是故君子驚然而天下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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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어려워서 배우는 것온 그 다옴이며 어려워도 때우지 않는 백생온 최하이 

다.72) 

또한 공자는 “뛰어난 지혜률 가진 이와 아주 어리석온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 

가 없다."73)고 말한 바 었다. 이를 불 때 공자는 인간이 지닌 능력의 차이는 선천 

적으로 타고니는 것이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올 알 수 있다.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며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굶·옮의 언 

급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공자의 언급은 다소 경직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선천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공자의 구별은 무조건적인 평둥을 

전제한 견해보다 오히려 현실적이며， 개인의 농력의 차이률 무시하고 평둥하디눈 

전제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기준올 강요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시장 

이라는 점융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과 ‘군자’와 ‘소인’윷 순수한 인격개념반으로 본다면， 이는 

수양과 덕성의 유무에 따라 인간상올 구분한 것이다. 聖A이라는 타고나면서 완전 

한 최고의 인격이 있고 현실 속에서 학식과 덕행율 연마하는 군자의 인격이 있 

고1 자신의 이익만을 밝히는 소인이라는 최하의 인격이 있다. 유교의 교설에 따르 

면， 소인은 군X까 되도록 노력하고 군자는 성인을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노력 

해야한다. 

그런데 성인과 군자와 소인은 인격의 완성도에 의한 충차에 그치지 않고 고정 

적인 계급의 성격울 지닌다. 성인은 왕이 되어 만빽성올 다스리고 군자는 왕은 

아니지만 피지배충인 소인올 부리는 지배충에 속한다. 다옵의 인용문을 보자. 

군자는 지·신의 자리에서 안일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농사의 어려움올 알고 

뒤에 편안히 하면 소인들의 고통율 알 수 있으리라.，14) 

군자가 될 사람이 있으며 野A이 될 사랍이 었으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올 다 

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톨 봉양할 수가 없는 것이다.75) 

72) 끊語 • 季~: 孔子日 生而훗a之者 上也 學而훗￠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홉下옷. 

73) r홉語 • 陽貨，1' 唯t췄願下愚 끼훨. 
74) r尙훌 .x遺J' 君子所其짧훌。 先웠廳緣之훌難， 乃遭 ; 則知小A之依。
75) r굶子 • 職文公뇨: 夫顧훌地홈小 將廳君子뚫 將짧톨f人짧 無君子 莫治野A 無野A 莫

養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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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 子路』편을 보면 變흩가 농사일윷 묻자 공자는 그런 일은 농부에게 물으 

라고 하고는， 그가 나7찌 ‘소인’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는 ‘통치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법을 알아서 백성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통해서 정치 

를 하면 백성은 짐올 씨들고 찾아온다’라고 말하였다. 군자는 먼저 자기 X댄을 

잘 수양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히 하고 백성올 편안히 하는 임무를 가지고 였다는 

것이다Ir尙書』의 주석에서 孔顆達(574-648)은 鄭玄027-2(0)을 인용하여 군자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만올 말한대君子 止謂훈官長者)고 하였다. 이%에서 보면 

소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다스림올 받는 펴지배층이고 군자는 소인들을 다스리는 

지배층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공째 의하면 백성들이란 부려서 따랙l 할 수는 있지만， 알게 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6) 그래서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지만，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운 정도에 그치며，η) 또 군자로서 不仁한 사람은 있올지언 

정 소인으로서 t者는 있지 않다는 편견올 내비치기도 한다)8) 군자이므로 지배충 

올 형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습된 지위얘 따라 지배충과 피지배층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경지의 차이률 계급적 차이로 연결짓는 것은 고대에 태어난 공 

자의 한계라 볼 수 있다. 無道한 난세에 처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구도의 열망율 피력하면서， 仁올 표방하던 공자도 소인에 대해서는 계급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7}.사상에 보이는 이러한 계급적 차별문제에 대해 현대 중국의 학자 織짧 

0905-1982)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유가철학의 계급성울 분석하고 공Z까 말하 

는 ‘君子’란 폰재를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실질적으로 周

宣王 이후의 禮에 종사했던 사람율 가리키지 것이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孔묘는 농사를 배우거나 盧廳를 배우려는 雙運에 대해서 

小A이라고 배척하였고、 따라서 소인이면서 仁者인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 하였 

다.깨) 선진문헌에서 나타나는 군자와 소인에 대한 용례분석율 통해서， 繼짧은 

군자와 소인은 西周 시대에 역사의 무대에 둥장한 두 종류의 계층인데， 춘추시대 

의 개막과 더불어 군자와 소인은 서로 분열되어 두 개의 대립되는 정치파벌로 발 

76) r꿇語 · 泰{빠: 子日 民可使由之 不可使훗uz. 

77) r論語 • 陽貨.，g. 子游 對日 홉者 {홉也 聞諸夫子 日君子學遭則愛A 小A 뽕道.IiIIJ易使也 
易便

78) r꿇語 · 1훌훌IL: 子日 君子而不t者 有롯夫 未有小A而仁者也
79) 조남호 신정근 옮김， 『反논어.ß， 예문서원， 1996, 135-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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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었으며， 그들 사이의 갈둥은 사회변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보았 

다.80) 

유가사상이 성인과 군자를 중심으로 하는 식자충 혹은 지배충율 위한 사상이거 

나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했다는 비판은 있올 수 있다. 그렇지만 공자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든지 계급간의 착취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근 

본적인 문제의식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런 계급상의 제한은 사상의 결함이라기보 

다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자 당대는 

나가면 공경대부를 섬기고 들어오면 부모형제를 섬겨야 하는81) 층층시하의 봉건 

계급질서 하에서의 계급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한계 

를 감안하고 본다면， 유교는 오히려 권력올 잡고있던 당시의 지배충과 식자층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던 富國彈兵의 도를 말하지 않고， 사랭仁)과 의로움(훌)의 덕 

을 강조한 것은 일반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계급율 초월하 

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l옮의 도가 당시 제후혈l게 환 

영받지 못하고 ‘廷遠하다는 평가롤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한 군자가 본래 

는 귀족을 가리켰지만， 공맹올 위시한 유가들의 재해석에 의혜서 점차 도덕율 갖 

춘 사람의 칭호로 탈바꿈하면서없) 중국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률 지닌 인격체로 

둥장하게 된 근본의의가 여기에 었다. 

N. 결론 

유교의 바랍직한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 두 가지로 대표된다. 성인은 홍시에 왕 

으로서 종교적이고 정치적 위상올 지닌다. 군지는 성인과 유사한 인격체로서， 학 

식과 덕망을 갖춘 스숭이라는 학문적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이 

지고무상의 존재로서 신비화되고 절대화됨으로써 성인보다는 군자라는 보다 친근 

하고 현실적인 인간상이 대두되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성인과 군자의 인격 중 

어느 쪽이 더 중시되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었다. 유교가 

신비화되고 권위화되면 성언이란 절대적 인격을 내세우게 되고 도펙적이고 학문 

80) r반환lJ 203. 
81) r說語·子쩔J. 子日 出JII薦公聊 入P'I樓父兄
82) r中國聖A論J. 2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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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으로 유교가 표장훨 때는 군자란 인격이 강초원다.잃) 

한 마디로 말해서 유교의 역사는 성인이란 이상적 인격율 둘러싸고 전개되어온 

역사이다. 군자리는 인격 역시 성인올 추구하는 현실적 인칸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 점에서 성인이란 범주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인올 정립하고 그 

인격을 숭상하면서， 그률 본받으려는 과정 속에 유교는 존재한다. 나。}가 지고지 

선한 성인의 경지률 천하에 전파함으로써 유교의 이상과 명천하의 꿈온 이루어질 

수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교는 봉건계충질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성인올 절대 

화시키고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훌 누구나 가농한 것처럼 선전하여， 사랍들로 하여 

금 저 고원한 경지에 이르도록 끝없이 촉구함으로써 국가권력용 위해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올 수 없다. 또 군자와 소인사이에 

실제로 폰재했던 계급적 차벌과 한계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울 것인가라는 문제 

도 해결되어야 활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유교는 성인과 군자롤 충심으로 

한 인간판속에서 여러 문제정올 가지고 있다고 활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정은 

여러 해석파 이론올 낳는 쟁점이 됨으로써 내부척으로는 유교가 다.öJ하게 발전하 

는 내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유교가 2천년간 중국사회훌 지배 

효}는 도그마적 이데올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경직되지 않고 생동하게 만 

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폰재는 하늘의 아들이자 인간의 왕으로서， 우리 인간 

보다는 天과 神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래서 至홉至聖의 聖王보다는， 현실 속에서 

노력하는 師表로서의 군자라는 이미지가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졌고 강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내성외왕의 도률 공부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상은 군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선비’라는 꿋꿋하고 성실한 유학자의 상으 

로 전개되었다. 

유교의 기본정신은 사랍의 생명융 소중히 여길 뽑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 

명체에게 인의의 덕올 베풀어 四海-家의 大同사회률 구성하그l자 한다. 그러나 유 

교에서는 인간을 신뢰하고 仁義의 보편적인 덕의 구현올 소리높이 외치면서도 한 

편으로는 계총간의 한계률 탈각하지 못했고 또 女性의 차별이나 소위 ‘훗秋’에 대 

83) “춘추시대의 공자는 ‘군자였고 전국시대는 ‘성인’이었으며 西漢 시대는 ‘교주’였다. 東
漢 이후 공자는 다시 ‘성인’이 되었다가 현재까지는 다시 ‘군자가 되었다”는 훌활椰j 
의 언급은 성인의 지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상황융 단적으로 보여준다11"古史辦』 
(二)， r春級혐L子캄購뼈얀孔子J ， 上홈古籍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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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견과 차별을 가짐으로써 보편적인 인간관의 정립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 

이 있음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로서 유교에게만 책임을 지 

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지만， 유교의 사상이 현대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위해 

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