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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교의 실천원리와 과제 

금 장 태* 

유교는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전통을 이루어왔으며， 시대마다 그 중 

심에서 역할을 해왔다. 삼국사회에서 국가체제의 정립과 성장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고려사회에서 문화적 정비와 사회적 성숙과 

정에서 뼈심적 역할올 수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오백년동 

안은 사실상 유교이 념 이 사회 전반을 철두철미 통치하고 관리하는 과정 

으로 유교의 사회적 역할이 중대한 만큼이나， 유교이념의 인식이 심화 

되고 다양하게 성숙해갔던 사실올 볼 수 었다.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유교가 지닌 핵심적 과제를 크게 두 영역 

으로 구분하여 점검해보면， 먼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그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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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요， 현실의 사회 속에서 실천의 문제가 다른 하나라 할 수 있다. 

곧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본체론적 문제와 도덕적 가치판단의 원리와 

실현방법을 밝히는 실천론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체의 문제가 세계의 

존재구조와 인간의 심성구조를 해명하는 존재론적 문제라고 한다면， 실 

천의 문제는 유교사회가 추구해왔던 현실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당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유교의 사유체계에서는 실천의 공부가 중 

시되고 수양이 중시되며， 예법에 맞는 행동의 절차와 사회적 질서를 지 

탱하는 법도의 실천과제가 중시되어왔다. 

수양론의 실천방법과 예설의 실천절차와 도덕규범들은 모두가 번쇄 

하리만큼 다양한 실천조목과 실천방법을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유교의 무수한 실천과제와 조목들을 통합하는 근본원리를 찾는 

다면 ‘中庸’과 ‘誠’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용’은 현실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분열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분리될 때 실천을 위해 선택해야하 

는 가치판단의 최고원리를 제공해준다. 곧 ‘중용’은 다양성을 종합하고 

균형점을 찾아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실천의 원리이다. 이와더불어 

‘성’은 실천의지의 정성스러움과 진실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 

교전통에서는 유교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관철하는 원리로 확인하여왔 

다. ‘중용’과 ‘성’은 『중용』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선시대 유교의 실천과제는 인격적 자기실현으로서 수양론과 도덕 

론의 문제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도덕규범과 예법질서도 가족을 

일차적 범위로 삼아왔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유교사회는 

국가의 교화체제나 통지과정에서 유교적 가치관과 이념을 기준으로 삼 

아 적용하여 실천해왔다. 民本의 원리나 愛民정신은 유교사회의 통치 

원리로 끊임없이 재확인되어 왔던 것이다. 유교사회의 사회적 가지기 

준으로서 추구되어왔던 통치원리로 ‘均平’의 문제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현실에서는 차별화가 심화되어가는 것이 자연적 현상인데，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차별화를 해소하고 균평을 실현함으로써， 차별화에서 오 

는 고통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역사적 현실에서는 신분 

적 차별과 경제적 차별이 극심하여 ‘균평’이란 하나의 이상을 표방하는 

구호일 뿐이겠지만， 사회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사회개혁의 준거 

가 언제나 ‘균평’을 척도로 삼아왔던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교의 싫흰론적 체겨1--‘中톨·짧·均平’개념율 중심으로 3 

여기서는 유교적 실천의 원리로서 ‘中庸’과， 이 ‘중용’올 실현하기 위 

한 인격적 기반으로서 ‘誠’과， ‘중용’의 원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과 

제로서 ‘均平’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교적 이념과 가치의 실천체계를 점 

검해보고자 한다. 

2. ‘中庸’--실천의 원리 

‘중용’은 유교사상의 핵심개념이요 가장 오랜 근원올 지닌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 朱子는 훌→舞→禹로 계승되어온 옛 뿔王이 하늘의 뜻올 

이어 기준올 세움으로써 道統으로 전해오는 유교적 가르침의 핵심을 

‘中’으로 확인하였다. 곧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그 中올 잡올 수 있어 

야 한다"(允執願中)고 훈계하고， 순임금은 禹임금이에 “인심은 위 태롭고 

도섬은 숨어있으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中을 잡올 

수 있어야 한다"1)고 훈계하였다. 여기서 ‘중’은 바로 ‘중용’의 도리로 

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원리이며， 동시에 현실에서 천명에 따르며 인 

간적 가치롤 실현하는 근본적 실천원리가 되는 것이다. 

程子는 ‘중용’의 의미를 해석하여， ‘중’은 ‘치우침이 없는 것’(不偏)으 

로서 천하의 바른 도리(正道)라 하고， ‘용’은 ‘바캠이 없는 것’(不易)으로 

천하의 정해진 이치(定理)라 하였다. ‘천하의 바른 도리’란 정당성올 

확인하는 최고의 기준임을 말하는 것이고， ‘천하의 정해진 이치’란 불변 

하는 최고의 원리임을 가리킨다. 또한 주자는 정자의 해석을 계숭하면 

서 ‘중’이란 ‘치우침이 없고 의지함이 없으며 지나침도 없고 못미침도 

없는 것’(不偏不倚， 無過不及)이라 하고， ‘용’은 平常함이라 하였다. ‘치 

우침과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판단에서 독립적 기준이 되고 있음 

올 의미하고， ‘지나치거나 못미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태에서 가장 

적 절한 균형올 실현하는 원리임올 의미한다. 또한 ‘평상함’이란 일상의 

구체적 현실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원리임을 뜻한다. 

‘중용’은 그 구현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양상으로서，0)인간의 내 

1) r중용장구J ， ‘中庸章句序’， “人心推危， 道心堆微， ↑桂精推→ 允執願中者， 舞之

所以授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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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심성적 근원성이요，(2)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다 

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며 이질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통합의 기준이요，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분별하는 가치판단의 원리요，@고정된 것이 아 

니라 현실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구체화된다 

는 네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용’은 심성적 근원생으로서 ‘中和’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 

다 r중용』에서는 “희 노·얘·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올 ‘중’이라 하 

고. 발통한 다음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喜짧哀樂Z未發， 謂

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라고 하여， ‘중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 

기서 ‘중화’는 내면적 性情으로 말한 것이고， ‘중용’은 행동규범인 德、行

으로 말한 것이라 구별해보기도 하지만， ‘중용’ 속에 ‘중화’의 뜻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한다. ‘中和’에서 ‘中’은 모든 이치가 근거하는 

천하의 큰 근본(大本)으로서 천명을 지닌 성품(性)의 근원이요， ‘和’는 

천하의 통달하는 도리(達道)로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근거하는 성품 

을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r중용』에서는 “중화를 이루변 천지가 자리 

잡고 만물이 양육된다"(致中和， 天地位품， 萬物育馬)고 하여 , 자신의 심 

성에서 ‘중화’를 수행하면 우주의 질서가 확립되고 만물의 생명이 실현 

되는 것이요， 나와 천지·만물이 일체를 이루어 物我一體의 경지를 성취 

할 수 있다고 한다. 곧 중용의 원리가 인간의 심성에서 실현됨으로써 

인간과 우주가 조화하고 일체를 이루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 ‘중용’은 조화와 통합의 기준으로서 ‘치우침이 없고 의지함이 

없다’(不偏不倚)는 ‘중’의 뜻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치우치거나 

의지함이 없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전체가 안정되는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요， 균형이 잘 잡힌다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중심 아래 조화를 이룰 수 있음올 의미한 

다. 또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모두 포용 

하여 통합해주는 구심점이 되고 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에서 ‘중 

용’은 균형의 중심원리라는 의미에서 구심력으로 집약되고 있으면서， 전 

체를 포용하여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력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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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순임금을 크게 지혜로운 분이라 칭송하면서， “순임금은 묻기 

를 좋아하고 비근한 말을 살피기 좋아하며， 악한 것올 감추어 덮고 선 

한 것올 드러내며， 양쪽 극단올 붙잡아 그 中올 백성에게 쓴다"2)고 하 

였다. 묻기를 좋아하거나 비근한 말을 살피기 좋아하는 것은 널리 많 

은 사람의 뜻을 포용하는 것이요， 악한 것을 감추어주고 선한 것을 드 

러낸다는 것은 악한 것도 배격하거나 제거하기보다 숨겨두고 선올 드러 

댐으로써 포용하여 선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롤 열어두는 것이다. 이 

러한 순임금의 극진한 포용정신을 “양쪽 극단을 붙잡아 그 中올 백성에 

게 쓴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중용’의 원리란 백성들이 드러내는 무수 

한 다양성에서 가장 극단적은 양쪽까지 붙잡아 끌어들여 그 중용을 백 

성들에게 시행하는 것임을 밝혀준다. 

『서경』에서는 아홉가지 덕(九德)으로 “너그러우면서 위엄이 있고， 부 

드러우면서 꿋꿋하며， 성실하면서 공손하고， 다스리면서 공경하며， 온순 

하면서 굳세고， 곧으면서 온화하며， 간략하면서 세심하고， 억세면서 착 

실하며， 날래면서 올바라야 한다"3)고 제시하면서， 인간의 덕성에는 상 

반된 태도가 통합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요소들이 

포용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중용의 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자는 “중도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과격한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을 택하겠다. 과격한 사람은 나아가고자 하며， 고집센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다"4)고 하여， 중도를 지키는 사람(中行)을 기준으로 

삽으면서도 과격한 사람(狂者)의 진취성과 고집센 사람(隔者)의 굳게 지 

킴올 중시하여 양극적 태도에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여 포용하는 입장 

을 보여주고 있다. 

道學의 정통론올 계숭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道統의 정통성을 매 

우 철저히 적용하여 공자→맹자→주자로 이어지는 도통에 어긋나는 것 

은 異端으로 엄격하게 배척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이단배척 

의 모범으로서 맹자가 극단적 개인주의 입장을 보여주는 楊朱의 罵我說

2) r중용'J. “舞， 好問而好察還言， 隱惡、而規善， 황l其兩端， 用其中於民"

3) r서경J. ‘大禹讓’， “寬而要， 柔而立， 愚而짧， 홉L而敬， 擾而數， 直而溫， 簡而廣，
剛而塞， 홈而義" 

4) r논어 J. ‘子路’， “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띔乎! 狂者進取， 猜者有所不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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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극단적 박애주의 입장올 보여주는 壘靈의 驚愛說올 이단으로 비판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단을 ‘한 구절의 말에 집착하는 

것’이라 하여， 양주·묵적도 한 쪽에 치우쳐 이단에 빠진 것이라 지적하 

지만， “聖人의 道는 구속되거나 막히는 것이 아니요 義에 따르는 것이 

므로 時中이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양주·묵적의 의리도 일찍이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그 자신을 홀로 선하게 하는 것은 馬我가 아니 

겠으며， 천하를 아울러 선하게 하는 것은 尊愛가 아니겠는가"5)라고 하 

여， 성인의 도에서는 이단으로 배척되는 양주·묵적의 경우처럼 극단적 

견해도 포용되어 그 중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그는 

양주의 ‘뚫我說’도 유교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修E에 해당하고， 묵적의 

‘暴愛說’도 유교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治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용되어 

야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용의 포용정신에서는 이단도 배 

척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에 집착한다는 병폐를 인 

식하면서 이를 포용하여 이끌어가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중용’은 가치판단의 원리로서 ‘지나침도 없고 못미침도 없다’ 

(無過不及)는 ‘중’의 뜻에서 잘 드러난다. 공자는 “지나치는 것은 못미 

치는 것과 같다"(過增不及)고 하여， 어진 사람이 적 절한 법도로서 중용 

을 지나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중용에 못미치는 것은 모두 중용올 잃 

는 과오에 빠졌다는 점에서 같은 것임을 지적 한다. 중용은 한편으로 

포용의 원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지나치거나 못 

미쳐서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판적 평가의 원리 

가 되고 있다. 곧 가치판단의 원리로서 ‘중용’을 확인함으로써 지나치 

거나 못미치는 것을 중용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가는 것올 과제로 확인 

한다. “양쪽 극단을 붙잡아 그 中을 백성에게 쓴다”는 언급에서도 포 

용의 의미와 더불어 양쪽 극단을 붙잡아서 ‘중’의 기준을 선택해야하는 

선택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중’의 선택에서는 지나칩과 못 

미침이 엄격히 배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중용’의 실행 

을 위해서는 지나침과 못미칩을 벗어나서 가장 적절한 균형과 조화의 

5) r與續堂全書J r2; , 권5， 48 ， ‘굶子要義’， “聖人之道， 不抱不빼， 義之與比， 故

謂之時中，然其中楊뿔之義， 未홈不얽存也，獨善其身，非탔我乎，暴善天 f，非 

暴愛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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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을 찾아내야할 것이 요구된다. 

공자는 “君子는 중용을 하며， 小A은 중용에 상반한다"(君子中庸， 小

人反中庸)고 말하여， 군자와 소인의 인격적 판단의 조건으로서 ‘중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자를 높이고 소언을 견제하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여 

기서 소인이 중용에 어긋남은 거리낌이 없는데 었다고 하여， 중용은 기 

준의 절도를 지키는 원리임을 확인한다. 또한 공자는 제자 顆며의 인 

물됩올 평가하면서， “중용올 선택하여 한가지 선함을 얻으면 가슴에 간 

직하여 잃지 않는다"6)라고 언급한 사실도， ‘중용’은 여러 가지 조건가 

운데서 선택하는 것이며， 지나칩과 못미칩을 벗어나서 ‘중용’을 선택하 

여 지카는 것임올 말한다. 

넷째， 상황 속의 구체화로서 ‘중용’은 공자가 말한 ‘시중’(時中)의 개 

념 속에 잘 드러난다. 공자는 군자가 중용을 하는 것을 “군자로서 때 

에 맞게 중용올 하는 것"(君子而時中)이라 규정하였다. ‘시중’이란 군 

자로서의 덕을 갖추고서 때에 따라 중용의 도리로 대처할 수 있는 것올 

말하며， ‘중용’이 결코 고정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장소의 

일상적 상황에 알맞게 드러나는 이치로 이해된다. 곧 ‘중용’은 기준이 

되는 원리로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서 드러날 때에는 고정 

된 형식으로 추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다양한 변화 속 

에서 가장 적 절한 양상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중용’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시중’이라야 한다면 양쪽 극단의 산 

술적 중간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맹자가 말하는 ‘자막(챙나라 인 

물)이 중간을 붙잡고 있는 것’(子莫執中)으로서， 상황에 따른 변화를 저 

울질 하여 판단할줄 모르는 것이요， 그 결과로 또 하나의 고정된 중간 

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폐지하고 말아 ‘중용’의 도리를 해칠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 伊川 程願는 ‘中’이란 글자가 가장 알기 어렵고 마음으 

로 묵묵히 알고 통달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용’의 ‘중’을 공간 

에 비유하면 마루(廳)에서는 중앙이 ‘중’이 되지만， 집(家)에서는 마루가 

‘중’이 아니라 정당(堂: 사랑채의 마루)이 ‘중’이며， 나라에서는 정당이 

‘중’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 ‘중’이 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중’이 바 

뀌어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7) 그만큼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중용’으 

6) r중용J. “며之짧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審寧服鷹， 而켓휩失之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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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시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를 헤아리고 균형있게 저 

울질하여 판단하는 ‘權’을 중시한다. 따라서 ‘시중’으로서 ‘중용’의 도는 

‘權道’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용’은 개인의 모든 판단과 행위 의 기준으로 실현되는 것이지만， 사 

회적으로 정치의 기본원리(治道)로 실현되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陽村

權近은 『뿔經』에서 제시된 정치의 원리는 성인이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 

인 ‘경건함’(款)올 본체로 하고， 성인이 세상을 경륜하는 방법인 ‘중용’ 

(中)을 응용으로 하는 것이라 제시하였다 8) 정치를 ‘중용’의 원리로 시 

현하지만 그 ‘중용’의 원리를 활용하는 근본에는 인간이 하늘올 공경하 

는 경건한 마음이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만 

큼 ‘중용’의 실현원리는 인격적 근원성과 하늘을 공경하는 신앙적 자세 

를 근본바탕으로 요구하고 었다. 

『뿜經~ I洪範」편에서는 9범주의 중심에 ‘皇極’올 제시하면서， “편변됨 

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도가 아득히 넓고，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변 왕도가 평탄하며， 어긋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가 정 

직하다"(無偏無黨， 王j흘歲落，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測， 王道正直)

고 하여，:=E道는 편벽됨과 편당함과 어뭇남과 기울어짐이 없는 ‘중용’의 

도리로 실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영조때 당파의 분렬 

을 해소하고 화합하기 위해 嘉平정책을 시행하였던 것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용’의 원리에 따라 넓고 평탄한 왕도의 실현올 위한 방법인 

것이다 

‘중용’은 모든 상황에서 지켜져야할 근본원리로 제시되고 있지만， 공 

자는 ‘중용’을 올바르게 시행한다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강 

조하고 있다. 곧 공자는 지혜롭고 현망한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못미쳐서 백생들 속에 ‘중용’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어진지 오래 되었음을 탄식하며， “천하와 국가도 균평하게 할 수 있고， 

벼슬과 녹봉도 사양할 수 있고， 시퍼런 칼날도 밟고 올라설 수 있지만， 

7) r近思錄J ， 권 1 ， ‘道體類’， “中字最難識， 須是熱識心通， 且붐言 i廳， 則中央앓 
ψ， →家則廳中非中， f떠堂寫中， 言 一國， 則堂非中， 而國之中寫中， 推此類 riJ見
4‘ ” 'X. 

8) r入學圖誠 , ‘五經各分體用之圖’， “書--全體〈鉉〉聖人敬天之心， 大用〈냐J)聖人 
經 l빠之法" 



유교의 싫천론적 체겨1--’中 a.짧·均쭈’개녕을 중심으로 9 

중용은 할 수가 없구나"9)라고 하여， ‘중용’의 올바른 실행이 얼마나 어 

려운 일인지롤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중용’의 현실적 실현 

이 어려운 것은 바로 진리를 현실 속에 실현하는 것이 어려훈 것과 같 

음올 말해준다. 

3. ‘誠’--실현의 인격적 기반 

‘誠’은 유교전통에서 誠.f륨이라 하여 도덕적 종목으로 제시되기도 誠·

敬이라 하여 수양론적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삶의 전체에 걸치 

는 인격적 실천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誠’은 ‘믿음직하다’， ‘참되 

다’， ‘성실하다’， ‘정성스럽다’ 둥의 뜻으로 이해되며， 거짓없이 진실된 

인간의 행위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10) 이처렴 ‘성’은 일차적으로 

‘믿을 수 있음’ 내지 ‘진실함’이라는 윤리적 덕목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나아가 유교에서는 ‘성’을 인간의 도덕성의 근원인 천도(天道) 

의 속성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천도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도덕적 실 

천원리라는 두 가지 근원적 의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곧 유교적 세계관의 핵심올 이루고 있는 天·人관계 

의 논리구조 속에서 ‘성’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 

은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거가 되는 ‘하늘의 도(天道)’이자， 인간 

이 하늘의 도와 일치하기 위 해 실천해야 할 방법(人道)라는 것이다. 

‘성’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r중용』과 r맹자』에서 처음으로 제시 

되고 있다. 그후 송대에 확립된 도학체계에서는 이기론올 바탕으로 우 

주의 법칙을 인식하는 성리학적 세계관과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 

한 수양론적 방법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셰계관의 핵심적 원리로 재조명 

됨으로써， 유교의 철학적 사유와 실천원리에서 핵심개념의 하나로 확고 

9) r중용J. “天下國家可均也， 밟禮可階ii? 白찌可圍也， 中庸不可能也"
10) r說文解字」에서는 “誠은 믿음직하다(信)는 뜻이니， ‘言’에서 뜻을 취하고， 

‘成’에서 소리률 취한 것이다”라 하였고 r增題」에서는 ‘거짓이 없다(無 
健)’， ‘진실하다(홉實)’는 뜻으로 誠의 의미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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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 경전 가운데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誠’의 개념올 天人관계 

의 툴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중용』이다 r중용』의 ‘성’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 으로 ‘성’을 天道와 人道로 구별하고 이를 聖人올 통해서 

합일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용』에서는 “성실함은 하늘의 道이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 

의 道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하여， ‘성’의 상태를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과 그 ‘성’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주 

체적 의지를 ‘성실함’(誠)과 ‘성실하고자 함’(誠之)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r중용』에서 천도로서의 ‘성실함’이 인도로서의 ‘성실하고자 함’과 대비 

되어 특히 강조되는 점은 의지에 따라 행함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강조 

하는 것이다. 이를 r중용』에서는 “성실함은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져서， 자연스럽게 도에 맞는 것이다"(誠者不動而 

中， 不思而得， 從容中道)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인위적 

작위나 조작을 가하지 않는데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자 

연의 운행이다 곧 『중용』에서는 해가 지면 달이 뜨는 하늘의 운행이 

나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는 계절의 변화가 언제나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면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것을 두고 ‘성’ 곧 ‘성실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천도의 속성인 ‘성’은 만물을 이루는 근본이며， 만물올 기르는 

(化育) 작용으로 이해된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실함 

이란 사물의 처음과 끝이 되니， 성실함이 없으면 사물이 없게 된다"(誠 

者物之終始， 不誠無物)는 말이다 r중용』에서 하늘의 도인 ‘성’은 스스 

로를 이루고(成E.) 만물올 이루며(成物). 쉽이 없기에 유구하고 넓고 밝 

아 만물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표상된다. 자연 속에 있는 사물의 성장 

과 소멸은 자연의 변화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자연의 변화는 의도적으 

로 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어긋남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이 없 

으면 사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에 대한 『중용』의 설명은 

천도 곧 자연변화의 필연적 법칙성을 인간의 당위적 도덕성의 기준으로 

확인하면서， 그 실천원리를 ‘성’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을 천도로 파악하는 r중용』의 ‘성’개념은 우주를 도덕적 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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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이률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올 영원한 우주의 법칙에 근 

거시킴으로써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교적 사유방법 

올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는 성실함을 자체의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와 

는 달리 가만히 있어도 성실함의 상태롤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곧 자연의 세계에서는 ‘성’이 어김없이 진실되게 실현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고 거짓됨과 허망함이 널리 퍼져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인간이 성실함을 획득하여 천도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천도와 합치하려는 이러한 인간의 노 

력이 바로 r중용』의 이른바 ‘성실하고자 함(誠之)’이다. 여기서 천도로 

서의 ‘성실함’이 본체론적 실체의 개념임에 비해，}..道로서의 ‘성실하고 

자 함’는 수양론적 당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젓이다. 이러 

한 까닭에 ‘誠Z’ 곧 성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 

를 지향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을 성취하는 것은 

선과 악올 구별하고 또 션을 택하여 굳건히 지 커는(擇善而固執) 데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루체적으로 널리 배우고(博學)， 자 

세히 묻고(審問)， 신중하게 생각하고(뼈思)， 밝게 분별하고(明辯)， 힘써 

행하는(力行) 공부의 실천과정올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실함을 추구하는 실천과정에서 힘써 행한다는 것 

이전에 배우고 분별하는 과정이 중요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었 

다. 곧 r중용』에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천도에 합치하기 위한 조건으 

로 실천(行)의 문제 뿔만 아니라 앓(知)의 문제도 함께 요구하고 있으 

며， 또 그 순서에 있어서도 앓을 실천에 선행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 

다 r중용』의 이와 같은 인식은， 知와 行의 문제가 유교 수양론의 두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행동 

에 앞서 앓올 강조하는 ‘先知後行’의 수양론적 태도는 이후 南宋의 주자 

에 이르러 수양의 기본적 인 방법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성리학의 수양론 

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아울러 r중용』에서는 인도를 다하여 천도를 체득한 인격으로서 성인 

(聖}..)올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r중용』에서 생인이 성실한 상태에 이 



12 종교학 연구 

르기 위한 표준 내지 목표로 설정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r중용』 

에서 성인은 천도에 순웅하여 誠의 경지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 곧 억 

지로 행하려 하지 않아도 거짓과 속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 

늘의 도인 ‘성’에 대한 설명은 바로 성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r중 

용』에 따르변 성인은 그에게 부여된 본성을 다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물의 본성도 다할 수 있고 나아가 천지의 조화와 양육올 

돕고 천지와 함께 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중용』의 ‘성’개념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본 

성을 다함으로써 하늘과 일치한다고 하는 天人合-의 경지를 그 이상으 

로 지시하는 사실올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중용』에서 자연과 인간을 관통하는 道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誠’의 개념을 『맹자』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곧 r맹자』에서 

는，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았으니 선에 밝지 못하변 그 

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생 

실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11)라고 하여， ‘성’을 하늘의 도 

로 ‘댄、誠’을 인간의 도로 각각 규정하면서， ‘앓’의 차원에서 ‘선을 밝게 

분별하고(明善)’ 이를 바탕으로 성에 이른다고 하는 과정올 제시하고 있 

다. ‘성’에 대한 『맹자』의 이와 같은 인식은 『중용』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용』과 r맹자』에서 인간의 도덕적 품성으로서의 당위성 

뿐만 아니라 천도 곧 자연의 존재양상과 작용을 함께 하는 범주로 제시 

되었던 ‘誠’개념은 r중용』과 『맹자』가 이루어진 전국시대 이후 漢代를 

거 쳐 f휩代에 이르기까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宋代에 이르러 

성리학이 발흉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정밀한 이론으로 체계화되었 

다. 성리학에서는 이기론의 논리체계를 통해 우주와 만물의 생성·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우주와 만물의 생성·변화의 원리인 이치(理)가 

성품(性)으로서 인간의 마음 속에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 

써， 인간의 心性올 매개로 하늘과 사람이 일치한다고 하는 ‘천인합일’사 

상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리학자들은 천도와 인도를 관 

11) r맹자J ， ‘離童上’，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其身옷， 是故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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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실천원리로 채시되었던 r중용」의 ‘誠’개념을 수용하여， ‘성’을 우 

주본체의 덕성이자 천인합일의 최고경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 

던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성’은 인간의 진실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이치(Ê!然之理)’로 간주되고 또 성인으로 

표상되는 천인합일의 경지률 나타내는 의미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康代의 李鋼(772-841)는 「復性書」롤 저술하여 ‘誠’

올 道 및 性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던 사실이 성리학적 사유의 맹아를 보 

여주는 것이며， 北宋때 緣漢 周敎願의 「遇書」에서는 “성실함이란 성인 

의 근본이다"(誠者， 聖人之本)라고하였는데， 이 언급에 대해 주자는 “성 

실함이란 지극히 진실하여 망녕됨이 없는 것을 말하니， 하늘이 부여하 

고 만물이 받은 바른 이치이다"12)라고 해석하였다. 곧 ‘성’올 하늘의 

이치(天理)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렴계에서 ‘성’은 우주의 

본체인 태극의 본래적 상태 곧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寂然不動)’ 상 

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이 우주의 본체로서의 ‘성’은 

인간의 본래 성품(性)이기도 하므로， 이 성품을 따라 행하여 ‘성실함을 

간직하고 성품올 다하면(存誠盡性)’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다. 곧 그에게 있어 ‘성’은 우주본체의 완전한 상태를 형용하는 개념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간직된 성품올 의미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성’은 

인간이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주렴계 

에 의한 이와 같은 ‘성’개념의 재해석은 장횡거·정명도·정이천·주자 둥 

송대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성이 성리학의 중요 개념으로 확 

립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주돈이 이후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성’을 천인합일의 최고경지를 실 

현할 수 있는 근거요 실천원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올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성’에 대한 구체적 인 해석과 ‘성’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률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이들이 서로 다른 우주론 

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게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 

데 橫훌 張載는 r중용』에서 말한 ‘誠’과 ‘明’을 묶어서 해명하면서， “하 

늘과 사람 사이에 작용이 달라지면 ‘성’을 말하기에 부족하고， 하늘과 

12) r性理大全J. 권 1. ‘通書’， “誠者， 至寶而無훌之謂， 天所짧 物所受之正理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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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이에 앓이 달라지면 ‘명’을 다하기에 부족하다. 이른바 ‘誠·明’

은 성품과 천도이니 크고 작은 차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 성품 

과 천도의 합일은 ‘생’에 간직된다" 13)라고 하여， ‘성’을 천도와 성품(性) 

에 일치시키는 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진실함’(實)올 ‘성’의 중 

요한 특정으로 제시하고， 하늘의 진실성이 바로 마음의 진실성이며，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곧 마음의 진실성은 하늘의 

진실성에 근원하고 있으며， 또한 하늘의 진실성은 마음의 진실성올 통 

해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횡거가 우주의 본원으로서의 ‘성’올 

‘진실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실세계를 공허한 것으로 보는 

불교에 대한 비판올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張載가 성품과 천도가 합일하는 자리를 ‘성’이라고 하였음에 비해， 明

道 程顆와 伊川 程願는 모두 ‘성’을 마음(心)과 천도의 합일로 파악하였 

다. 그러나 천인합일을 이루는 방법 곧 ‘성’에 도달하기 위 한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올 달리하여， 정명도는 ‘誠’이 본체이고 ‘敬’이 공부라는 

입장올 취하여 스스로 돌이켜보아 속 마음(內心)올 곧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였고， 정이천은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배워 안에서 체 

득하는 것’올 ‘밝음(明)’으로，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체득하여 밖에서 

검증하는 것’을 ‘성실함(誠)’으로 각각 정의하고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공부의 요체라고 하였다. 

주자는 정이천의 입장을 주로 계승하였지만， 이밖에 주렴계·장횡거·정 

명도 동의 견해도 수용하여 도학의 ‘誠’ 개념을 종합하였다 우선 주자 

는 『중용장구』에서 ‘성’을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는 것’(륨實無훌)으로서 

‘본연의 이치’(本然之理)라 정의함으로써 본체로서 ‘성’의 지위를 확립하 

였다. 주자에서 ‘본연의 이치’는 인간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실재성올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은 ‘진실하여 허망 

함이 없는 이치’로서， 천도에 있어서는 ‘진실한 이치’(實理)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진실한 마음’(톰心)이 된다. 여기서 ‘성’은 천도와 인생올 아 

우르는 연결고리로서， 인간이 노력하여 하늘에 합치될 수 있는 실천의 

원리요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자 

13) r성리대전J ， 권5 ， ‘正쫓: 誠明’， “天人異用， 不足以듬誠， 天人異知， 不足以盡
明， 所謂誠明者， 性與天道， 不見乎大小之別也 ... 性與天道合一， 存乎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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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스로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天理로서의 성품올 인식하는 내면의 

공부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외면의 공부를 일치시켜 내외합일의 학 

문방법을 발전시켰다. 이와 더불어 주자는 「맹자』에 나오는 ‘션을 밝게 

분별하는 것(明善)’과 ‘성실하고자 생각하는 것(思誠)’이라는 두 개념에 

대해， ‘思誠’을 ‘修身’의 근본으로， ‘明善’을 ‘思誠’의 근본으로 해석함으 

로써， 수양론에 있어서 성올 매개로하여 앓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선 

지후행의 공부 차례를 제시하였다. 

주자의 이론체계를 정통의 기준으로 수용하였던 조선시대 도학의 경 

우에서도 ‘誠’의 문제는 수양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어 왔 

다. 조선시대 도학자 가운데 특히 ‘성’의 문제를 핵심적 과제로 제시하 

였던 대표적 인물은 융곡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은 ‘성’올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자의 해석올 충실히 따르면서， ‘성’을 천도로서의 측면과 인 

도로서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곧 “하늘에는 진실한 이치 

가 있으니 氣의 조화가 유행함이 쉬지 않고， 사람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 공부가 계속하여 밝아져 중단함이 없다.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 

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게 된다" 14)고 하여， ‘성’은 천도의 측면 

에서는 진실한 이치(實理)요， 인도의 측면에서는 진실한 마음(實心)으로 

대비시켜 이를 일치시커고 있다. 여기서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는 것’ 

(합實無훌)이라 할 때의 ‘성’은 진실한 이치(實理)를 가리키는 것이요， 

‘속이지 않는 것’(不散)이라 할 때의 ‘성’은 진실한 마음(實心)을 지칭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를理)과 인간(實心)의 합일은 ‘성’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율곡은 “‘성’은 하늘의 實理이고 마음의 본체이 

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사사로움과 사특합의 가리 

움이 있음에 말미암는 것이니， ‘경’을 주장으로 삼아 사사로움과 사특함 

을 모두 제거하면 본체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경’은 노력하는 요령이 

요 ‘성’은 효과를 거두는 자리이니， ‘경’으로 말미암아 ‘성’에 이른다"15) 

라고 하여， 하늘과 마음올 일치시키는 실천완리로서 ‘성’올 실현하는 방 

14) r율곡전서J ， 권2 1. 5, ‘聖學輯要’， “天有實理， 故氣化流行而不息、， 人有實心，

故工夫輯熙而無閒， Á無實心， 則뽑乎天理훗" 
15) r율곡전서J ， 권2 1. 35-36, ‘聖學輯要’， “誠者天之寶理， 心之本體， 人不能復

其本心者， 由有私!fGf옳Z廠也， 以敬寫主， 盡去私!fB ， 則本體乃全， 敬是用功之
要， 誠是收功之地， 由敬而至於誠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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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울곡은 “‘성’이 아니면 

천리의 본연올 보존할 수 없고， ‘敬’이 아니연 한 폼을 주재하는 마음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여 ‘생’과 ‘경’을 수양론의 두 가지 핵심과제로 제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융곡의 해석은 성리학의 관념에 충 

실하면서도， 수양론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 

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정약용은 『중용』의 ‘성’ 개념올 근거로하여 자신 

의 사상을 전개하면서도， 기존의 성리학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성’의 의 

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독특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성’ 

개념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성리학적 ‘성’개념의 두 축올 이루고 있 

는 ‘살리’와 ‘실심’ 가운데 ‘실리’는 거부하고 ‘실섬’만 인정함으로써， 

‘성’을 천리의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인간의 경건한 태도로 

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하늘을 아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 되니， 하늘을 안 다음에 ‘성’할 수 있다 『대학』에서 ‘誠意’로 

수신의 근본을 삼고 r중용』에서 ‘知天’으로 수신의 근본을 삼았으나， 

그 뜻은 하나이다"16)라고 하여， ‘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늘을 알 

아야 함을 강조하고， 하늘을 앓에 근본하여 자신의 인격올 닦아 수신하 

는 것을 ‘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誠’개념은 그의 天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 

관된 것이다. 정약용은 하늘을 태극이나 이치로 생각하는 성리학적 사 

고를 비판하고 하늘을 만사와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신의 성격을 지닌 

上帝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의 도덕적 태도의 궁극 

적 지향점은 하늘을 섬기는(事天) 일이라 하고， 다시 하늘을 섬기는 끈 

본적 인 방법으로 ‘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곧 “성인은 ‘성’으로 하늘 

을 섬기고 백성은 ‘성’으로 임금을 섬기니 모두 같은 이치이다" 17)라고 

하여， 정약용에게서 ‘성’은 정성스럽고 경건한 태도로 하늘을 섬기는 신 

앙적 자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6) r與觸堂全書J r2J , 권3， 19, ‘中庸自歲’， “知天薦修身之本者， 옷Ð天而後能誠 
也， 太學以誠意寫修身之本， 中庸以웠]天옳修身之本， 其義 →也"

17) r與햄堂全書J r2J , 권3 ， 30, ‘中庸댐廣’， “聖人事天以誠， 則民亦事君以誠，
皆 -JI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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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均平--사회적 실현과제 

국가나 사회률 통치하여 질서롤 확립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있겠지만， 공동체의 전체를 일치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균평이 중요 

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자는 “한 나라와 가문을 맡은 자는 백성 

이 적음올 근심하지 않고 균평올 잃올까 근심하며， 가난함올 근심하지 

않고 안청하지 못할까 걱정한다”라고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과제 

로 균평과 안정올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세력이 빈약하다거 

나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동의 현실적 당면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균평’과 ‘안정’이라는 보다 근원적 인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공자 자신은 “균평하면 빈곤하지 않을 것이요， 

화합하면 백성이 적지 않을 것이요， 안정되면 나라가 기울지 않을 것이 

다"18)라고 하여， 균평과 화합과 안정이라는 꽁통체의 통합방법올 강조 

하였다. 균평이 과연 빈곤의 직접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풍 

족하더라도 균평하지 못하면 공동체에 분혈과 대립과 원망이 싹트게 되 

고 화합과 안정올 상실할 위험올 초래할 수 았으니， 균평은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근본방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그 구성원인 백성에 의존하고 있으니， 백성을 떠 

나서 국가는 폰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전통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하여 民本올 정치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으며， 백성의 

생존은 식량에 의존함으로 民生을 넉넉하게 하려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 

인 정치철학이다. 맹자는 “백생들이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이를 장 

사지내는데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금노룻하는 출발점이다"19)라 

고 강조하였던 것도 민생을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기 

초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맹자는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천하률 얻올 것이요， 그 백성올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올 

얻으면 백성올 얻을 것이요， 그 마음올 얻는 방법이 있으니， 하고자 하 

는 것올 주면 모이고 싫어하는 것은 베풀지 않는 것이다"2이라고 하여， 

18) r논어 J. ‘季民’， “有園有家者， 不愚豪而뽑‘不均， 不，뽑質而뿔‘不安. 蓋均無負，
和無흉， 安無뼈" 

19) r맹자J. ‘梁惠王t’， “養生喪死無隱， 王道之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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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속에 들어가 백성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것올 정치의 과제로 제 

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맹자는 민생의 충족을 정치의 당면과제로 중 

시하고 있다변， 공자는 균평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정치의 근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성이 생존의 근본인 식량을 토지로부터 얻는 농업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이었다. 유교 

이념을 제도로 완비하였던 「周禮』에서는 토지를 균평하게 하는 법(土均 

之法)으로써 정치를 균형있게 한다는 정신을 밝혔다 21) 이러한 경제적 

균평의 원칙이 유교정치의 근본원리이며， 여기서 균평의 원칙올 실현하 

기 위한 토지제도로서 정전법(井田法)이 세워졌던 것이다. 정전법의 제 

도는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고 꼭같이 9등분된 토지를 8戶에 

분배하여 각 호는 1단위씩 私田을 가지며， 1단위를 公田으로 삼아 8호 

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금올 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균등한 농토를 배당받는 것이요， 국가는 농업생산을 9분의 1을 세금으 

로 거두어 경영해나가는 제도이다. 이러한 토지제도 아래에서는 빈부 

의 격차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요， 유교적 이상사회인 大同사회의 제도 

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과 

권력의 부당한 행사 아래에 정전법은 붕괴되었고， 정전법에서 보여준 

균평의 이념에따라 당나라때 均田法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권력자에 

의한 토지 겸병올 통하여 대토지 사유화가 얼어나면서 백성의 빈곤이 

만연되고 국가마져 빈곤을 헤어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의 법전인 『朝蘇經國典~(經理)에서도 세력가들의 대토지 사 

유화에서 오는 빈부의 격차를 경계하여， “부자는 전답이 아득히 이어져 

있으나， 가난한 자는 송곳올 꽂을 땅도 없어서 땅올 벌어 경작하지만， 

죽도록 고통을 겪어도 먹올 것 조차 부족하다”고 절실하게 지적하던 것 

이며， 이러한 불평 등올 해결하자는 개혁의 소리도 시대마다 높았던 것 

이 사실이다. 播漢 柳뿔遠은 토지제도(田制)를 논하면서， “비록 나라를 

20) r맹자~， ‘離훌上’， “得天 F有道， 得其民， 斯得天下훗， 得其民有道， 得其心，
斯得民훗， 得其心有道， 所欲與之聚之， 所惡、끼施爾也" 

21) r周禮J ， ‘地官: 大司徒’， “以士均之法， 辦五物九等， 制天下之地狂， 以作民職，
以令地貞， 以數財眼， 以均齊天下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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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리겠다는 군주가 있다하더라도 토지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 

의 생업을 끝내 안정시킬 수 없고， 부역을 끝내 균평하게 할 수 없고， 

戶口롤 끝내 밝힐 수 없고， 군대롤 끝내 정비할 수 없고， 소송을 끝내 

그치게할 수 없고， 형벌올 끝내 줄일 수 없고， 뇌물올 끝내 막을 수 없 

고， 풍속을 끝내 순후하게 할 수 없올 것이다 ... 토지는 천하의 근본이 

니， 큰 근본을 이미 일으키면 모든 제도가 따라서 빠짐없이 마땅함올 

얻을 젓이니， 큰 근본이 이미 문란해지면 모든 제도가 따라서 빠짐없이 

그 마땅함을 잃을 것이다"22)라고 주장하였다. 星湖 李팩이 토지제도의 

개혁론으로 제시한 均田論은 토지 겸병으로 파산하여 유리하는 서민에 

게 생활 기반올 보장하기 위해， 매매할 수 없는 일정한 면적(대개 100 

歡 곧 l뼈)의 永業田을 확보함으로써， 민생의 기반올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유욕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올 담고 있는 것이다. 

통치자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 

이요， 이러한 생존안정의 방법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평의 실현 

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r주역』의 ‘揚휩’에서는 “아래에서 덜어 

서 위에다 보태는 것이다.(휩下益上)"라고 하였으며， ‘益휩’에서는 “위에 

서 덜어서 아래에다 보태는 것(揚 t益下)이니， 백성의 기쁨이 끝이없다” 

라고 한 것은 균평의 정신올 자연질서의 원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물올 모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올 흩으면 

백성이 모인다"23)라고 하여， 윗사람이 재물올 모으변 백성들 사이에는 

쟁탈이 벌어져 분열이 일어나고， 윗사람이 재물올 분배하면 오히려 백 

성들이 화합한다는 정치의 윤리가 제시되는 것이다. 나아가 유교의 진 

정한 이상은 균형화를 통한 평등의 실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통치 

자가 백성의 풍족을 자신의 풍족으로 삼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 

리는 ‘與民同樂’의 화합올 통하여 일체화된 사회의 안정을 확립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산이 백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은 신분적 이나 이념적 평둥에 

22) r播漢隨錄J ， 권 1 ， ‘田制t’， “雖有顧治之君， 若不正田制， 則民塵終不可桓，Iöt
낌t終不可均， 戶 口終不可明， 軍f五終不可整， 詞짧終不可11::， JflJ關終不可省， 뼈 
~終不可遍， 명a힘終不 ÄJI훔 ... 士地天下之大本也， 大本많짧， 則百度從而無一

不得其當， 大本많素， 則百度從而無)不失其當也"

23) r대학J ，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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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균평올 위한 실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 균평올 통하여 민생의 안정이 전제될 때 평 

등의 실질적 효과가 확보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산업을 고르 

게 마련해서 다 함께 살린 자는 임금과 목민관의 책임을 제대로 한 자 

이다， 산업을 고르게 마련하여 다 함께 살릴 수 없는 자는 임금과 목 

민관의 책임을 저버린 자이다”라고 하여， 분배의 균형이 정치의 근본 

조건임을 밝혔으며，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들이 부지런히 서둘러서 부 

자의 것을 덜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태주어 그 살림을 고르게 하는 것 

을 임무로 하지 않는 자는 임금과 목민관의 도리로 그 임금을 섭기는 

자가 아니다"24)라고 역설하여 경제적 정의를 분배의 균형에서 찾고 있 

다. 사실상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는데 부자의 땅은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극한적 불균형의 현실이나， 부패한 정부가 가난한 자의 재 

산을 부자들에게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수탈의 현실이 바로 이 

시대의 근본적 모순이 되었던 것이다 

다산은 재화의 균평한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백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혁을 탐색하였다. 

그 중 가장 중대한 문제는 토지소유문제이다. 그는 민생을 위해 토지 

소유제도의 개헥론을 추구하면서 ‘排者有田’의 원칙과 재산을 고르게 하 

여 백성을 다 함께 살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1間(30戶)가 공동으로 농 

지를 소유하게 하는 조직에 의해 협동으로 영농하게 하는 ‘聞田制’를 제 

시하였다. 또한 조세와 부역이 균평하고 정당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 

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라 할 수 없음을 준엄하게 지적하 

고 있다. 

5. 유교적 실천론의 체계와 의미 

유교적 사유체계는 앞과 뒤(先·後) , 겉과 속(表·훌) , 시작과 끝(始·終) , 

24) r與觸堂全害J flJ , 권 11 ， 3, ‘田論(1)’， “能均制其塵， 而뾰活之者， 君收者
iQ, 不能均制其塵， rfiî뾰活之者， 負君救者也 ... 朝廷之 上， 不쩔쫓뀔， 냈냈烏， 

唯휩富益質， μ려制其;~흉之寫務者， 不以君收之道， 事其君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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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과 고요함(動·靜)， 같읍과 다롬(同·異)， 하나와 많음(-.多)， 뿌리 

와 가지(本·末)， 본체와 현상(體·用)， 명목과 실질(名·를)， 앓과 행위(知· 

行) 둥 다양한 상반된 양극성을 제시하고 그 양극성올 대립과 모순관계 

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성원리로 통합하고 조화하는 구조 

로 파악하는데 그 톡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에서 유교의 실천론적 체계는 본체론의 이념적 세계와 긴장된 일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송대이후와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바로 이러한 본체론 

의 이론적 천착을 추구하였던 만큼이나 실천론의 과제에 깊은 관심과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그동안 성리학 

의 본체론적 구조를 혜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 실천론적 구조 

를 해명한다는 것은 그 균형을 잡아주고 전체적 이혜를 심화시켜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유교사상사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전개 

과정은 성리학의 실천론에 대한 현실적 반성에서 실학이 발생하였고， 

마침내 실학의 실천론은 그 세계관의 인식에서도 독자적 체계를 제시하 

는데 이르게 되었던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의 실천론은 적용영역에 따라 도덕적 인격의 실현올 추구하는 

‘修養論’과 영역과 행위규범의 실현을 추구하는 ‘禮學’의 영역과 사회적 

질서의 구현올 추구하는 ‘經世論’의 영역으로 크게 세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달리 실천론의 일반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 

다면 실천론의 근본원리로서 ‘中庸’와， 중용의 원리롤 실현하는 인격적 

주체의 기반으로서 ‘誠’과， 중용의 원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과제로서 

‘均平’이라는 세 주제롤 중심으로 유교의 실천론올 해명하는 것이 하나 

의 인식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유교의 실천론이 주로 영역에 따 

른 연구에 주력해왔던 만람， 유교의 실천론이 갖는 구조적 특성올 해명 

하는 것이 이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한다. 

‘中庸’은 유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 한 근본원리로서 그 실천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특히 실천원리로서 ‘중용’이 지닌 양극적 

다양성의 포용적 역할과， 대립적 분렬의 조화적 역할과， 이념적 가치의 

상황적 구현으로서 ‘時中’의 현실적 역할은 바로 유교적 이 념과 가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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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은 인격의 조건으로서 진실성 내지 성실성올 의미하면서， 인격적 

내면성과 더불어 天道의 초월적 근원성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며， 자 

신와 세계를 실현시키는(成C.成物) 동력으로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가 었다. 바로 이 점에서 ‘성’은 유교적 인격의 이상으로 

聖人을 지향하며， 유교적 궁극존재로서 하늘(天·上帝)를 만나는 기본조 

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均平’은 중용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용원리의 사회적 실현올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 

하는 과제로 주목하고자 하였다. 유교적 가치는 최종적으로 사회 속에 

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공허한 것으로 부정되고 만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현이 중요하며， 사회적 실현의 근본영역이 ‘民’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民을 위한 도덕적 실천원리가 바로 仁政이요， 국가도 

民에 기반을 두는 民本의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愛民·保民·薦民

등 모든 정치적 목적이 民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民을 위한 사회적 

질서의 이상이 균평과 안정에 있으며， 균평함으로써 모든 다양성과 갈 

등을 넘어서 조화와 안정의 중용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中庸’-‘誠’-‘均平’은 ‘중용’의 원리를 하나의 정점으 

로 삼으면서， ‘성’의 인격적 주체성과 ‘균평’의 사회적 질서가 또 다른 

두 정점이 되어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유교적 실천론의 체계가 삼각 

형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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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ucian Practical System on the Mean, 

Sincerity and Equalizing 

Keum , Jang-Tae 

ln order to realize its ideology. Confucianism presents a 

variety of practical cJauses and practical methods. The l\ lean, 

Sincerity and Equalizing are the practical principles to integrate 

such practical problems in Confucianism. 

‘The l\lean’ is a fundamental principle to realize the 

Confucian value. lts function is to include all the varieties and to 

harmonize contrarily divided sides. ‘The Sincerity' means the 

truthfulness as an element of one’s personality. lt is regarded as 

a principle to make one ’s internal personality meet the 

transcendent essence of the heaven. ‘The Equalizing’ is a 

concrete method to socially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l\lean’. lt 

is the ideal social order for the people and a principle to 

overcome all the social conflicts and to realize the harmony and 

the stability. 

Therefore. these three practical principles are so closely 

related as to be compared to three points of a triangle. that is. 

the apex is the principle of ‘ the Mean’. and two other points are 

the personal subjectivity of ‘ the Sincerity' and the social order of 

‘ the Equalizing’. ln such a cJose relationship as the triangular 

structure , the principles of ‘the l\ lean , Sincerity and Equalizing’ 

constitute the Confucian practical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