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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家的 人間像과 舊約的 人間像**.

君子와 義人에 래한 宗敎學的 고찰 

/‘ 
피ι 

1. 서 론 

勝 평* 

人間理想의 추구는 모든 세계 대종교문화에서 공동척으로 찾아 괄 수 

있는 핸상으로셔 교리와 표상과 언어의 차이에도 팔구하고 인간이 어떻 

게 완성될 수 있는가 하는 A間像의 푼제는 근본적 주제로서 한 사회의 

가치관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겠다. 모든 사회가 理想像을 

필요로 하기 해문에 시대에 따라 그것은 항상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것과 대치되기도 한다. 

역사적 접촉이 거의 없었던 고대 줍국과 고대 이스라엘의 A間觀을 

그둡의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유교경전과 구약성서에서 우선적으 

로 찾으려 하는 것은 이 두 전퉁의 가장 초기의 사료속에사 인간관융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그후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시대의 이스라엘과 고전시대의 중국을 Bl 교하는 것은 특히 홍미로 

운 일이다. 고대 헤브리인들은 초기의 JE 전승사료(모세오경의 모채)에 

서부터 자신들의 역사플 하느닝의 역사하심으로 하느닝과의 관계에서 

해석한데 비해， 고대 중국인들은 초기의 역사와 문화의 장시를 先王들 

의 공적으로 해석하여 티l 록 天命사상으로 절대자 내지 최고신의 종교사 

상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주안공은 神이 아니라 인간적 영웅 

* 西江大學校 敎授(宗敎學科)
** 다음 달은 1981년 3월 하내 드 대 학과에 제 출된 종교학 박샤논운(438페 이 지 ) 
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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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보았다.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인간중심적 

다른쪽 

경행: 때문에 

츄띤의 구명을 

이러한 

안에 있는 

따è'l저 한쪽은 계 λ] 획 

응 얀갚 푼화의 진송에 중점을 두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유교사상 종교적 

소홀히 하였고 때 로는 완전히 부언하기까지 하였다 1) 이와반대록 구약 

정서내에사는 神중임적 인상이 짙어서 동시에 그안에 안간의 이상이 제 

시되어 있다는 인간적 측면의 구명이 필요한 형편이다 2) 이렇게 검으로 

보커에 상반되는 득장을 까지고 있는 두 잔동속의 연간관을 비교 연쿠 

않고 발전시칸 하려는 목적은 두가지야다. 첫째는 서로의 영한을 받지 

두개의 안간관속에서 발견되든 공통점괴 차야첩윤 분석함으로써 안간 

운리의 구조및 그 종교적 바탕의 보펀성과 문화적 득이성을 비교허1 닙 

려는 학문척앤 단구이며， 뜯째는 유교사상과 구약에 뿌리블 둔 그리스 

도교 사장이 지난 400년깐 역사적으로 만나고 장호 침투해가는 동아시 

아의 중요한 현상을 더 이해하여 창조적 종합을 위한 비천을 제시하고 

자하는 것이다. 

비교연구를 위 한 사료로는 중국쪽으로는 초기 유가의 

굶子， 힘子와 이려한 유가적 해석을 즙기 위한 는 論語，

중성을 이루 

고대 중국초 

기의 사료틀， 곧 顧의 甲웹文과 西周時代의 詩經과 듬홉經3) 및 金잣:을 참 

조하겠고 簡家사상에 도천하던 전국시대의 편家와 道家의 독치적얀 연 

1) H.G. Creel은 그의 저 샤 rConfucius and the Chinese \VayJ (Harper, 19 
49)에서 Max 、N"ebet의 섣을 지l 확인하면사 유가사상은 형이상학이 없는 한 

리적 사상으로 종교성 01 가의 2셜여된 이성작처1 계라고 단정하었다(p.120). 

2) Walther Eichrodt는 그의 ~Man in the Old Testarnent~ (Alec R. A l1ison, 
1951)에서 구약에는 영웅드 성연도 없다고 단장했고. Gerhard von Rad 
는 그의 iWisdorn in Israe lJ (Abingdon, 1972) 에 서 구약인들이 人떼理想像 
을 가지고 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았다(p. 318). 

3) 기원전 10'""8세기의 周황실과 황하유역처1 후국을익 노래 3057~ 플 모은 詩經
은 기윈전 600'건경 편재와 갇은 형대로 펀찬된 것우로 보기 찌문에 전체플 
:JL子이 전되 샤료로 쓸 수 있 으나， 투첼經은 淸代학자뜰에 의 해 古갯: 01 t혈환 
임이 증명되었고 今文중에서도 }폐초기의 착서들인 12펀만을 .JL子。l 진의 

사료로 볼 수 있겠다. 陳夢家의 “西돼銷器斷fÇ"와 H. G. Creel의 iThe 
Origins .of Statecraft in ChinaJ(Uni. of Chicago, 1970) 의 부콕을 참조하 
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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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도 함께 다루랴 한다. 고대 이스라일 쪽으혹는 구약성서내의 역사 

서， 예언서， 지혜문학서， 시가문학사 부분으로 분듀하여 그 안에서의 알 

전상을 취급하며， 히브라인들의 인간관 형성에 상당한 영 향을- 미천 고 

대 근동문헌(메소폭타미 아， 이칩투， 가나안등)을 참조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비교언구에서 채택된 방법론은 한 전동내에서의 .겨l 속되 

는 채해석을 동한 다양성과 사상의 발진을 보려는 종적인 해석학적 역 

사연구 방법과 역샤적 접촉이 없었던 두 문화권 안에서 형성된 두개의 

독립펜 연간상의 유형 및 구조블 비교해 보려는 횡적인 종교학적 비교 

연구 방‘엽의 종합이라고 하겠다. 고대 중국의 歸家들이냐 고대 히브리 

인들， 특히 지혜문학가들이 내놓은 理想的 人間像은 중국인이나 이스라 

옐인들 만을 위한 것야래는 제한성을 지니지 않고 4) 오히려 모든 얀간 

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보펀성을 내폭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보편 

정의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는 결폰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마. 

2. 需家的 A間像

1. 子L子以前의 A間觀

없代의 甲람文은 武丁시기부터 멸:상까지 기원전 1200년에서 1040년경 

까지 약 160년간의 시기에 속한 것으로 왕족과 관계되는 거북점의 기록 

뿐이라는 사료의 제한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중국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甲骨文에서 대두되는 人

間은 王뿐으로서 인간의 모든 얼을 상정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자신을 

강--人야라고 칭하고 있다. EE은 최고신얀 帝와 人댐社會 사이에 선 중 

4) 孔子(論語 子후 14, 衛靈公 39) , 굶子， 옮子는 모두 자기 들의 君子之道7}
중국앤 뿐만 아냐라 요당개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존중되어얘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구약성서의 이사야사에서는(42:4와 51:4) 하느념의 볍。l 

모든 백성에재 전파되는 빚이과고 했우며 용서의 주안공은 。l 방안 출신의 
義人우로 나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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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자로서 帝의 축꼭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녁 死後에는 帝의 궁정에서 

손남 대정(홉帝)플 받는다고 믿어졌다. 帝는 모든 자연현상의 통제자일 

뿐만 아니라 추수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며 帝五E2을 거느리고 있논 

天上의 上帝로 묘사되었다 5) 

이러한 최고신과 玉과의 득수한 관계는 1댐周시대에 와셔 유영한 天命

사장으로 확람되는데， 이 天命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詩經괴- 펀經에서는 

哲玉과 聖王이라는 王‘의 理-想像이 형성된다 61 西周에서의 王은 없代보 

다도 더 고귀한 위치릎 차치하여 생전에서부터 그의 깐펀;治로서 配天하여 

天의 일을 완성시키매 (大雅文王， 周짧思文 í렵經김語t)， 하늘아래 있는 

모든 만물의 모범이 펴는 존재이다(下土之武， 大雅下武) . 이런 이상적 

王이 퇴기 위한 실찬본으꾀 추천되는 것이 孝思로서 옛 전끝王들의 모뱀 

을 생각하여 본받으략고 詩經은 거듭거듭 권고히고 있다 7) :-:E의 인간적 

도덕적 자잘을 중심으로 하는 王의 J별想像φ1 ['며周시대에 형성된 것은， 

고대 중국의 안간상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곧 표i뿐만아니라 .:E윤 

보화하는 공신들에게도 聖人이나 哲人이라는 용아가 쓰얘지고〈大雅했民)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 연간상으로 j뭔人(大雅棄柔) 휴음 狂人(書經多方)

이라는 반대어가 나온다 81 

그라나 西周중엽이후로 뿔과 哲은 부패한 재장(小雅， -)-JJ 之交) 01 니← 

5) 島줬男의 「般짧 f짧經類J (l 971)에 의히연 帝는똥로서 331 번， 몇후서 101 
번 나오는데 껏번 것은 대부본 최고선융 지칭하고， 두밴째 것쓴 方帝로서 
帝의 신하언 四方많홀 지청l 한다. 

6) 哲은 詩씨 12번， 뿔의 12篇내에 10번 나오며， 聖은 詩에 9번， 뿔의 12篇내 
에 2변 나온다. 哲은 甲骨文얘서 나다나지 않고 뿔은 3번 나오는데 *p의 
형태로 큰귀로 을을 수 있는 예만성을 나다대 옛 聖王틀의 모범융 기억한 
다는 뜻으로 해석흰다-
李孝定， r甲骨文字集釋」 참조 바람. 

7) 大雅卷阿. 그외에도 孝는 詩經에서 모두 18번 나오는데 모두 王과 연컬되 
며， 제사블 중섬으로 하여 天이 아니라 조상파의 관계플 묘사하는 단어로 

쓰인다. 

8) 孔子以前의 金갖;흐로 연다} 가 측정된 積公鼎 ß鼎， 曾 {fl醫이l 는 王이나 재 
상들을 哲聖으로 묘사하에 詩뿔와 그 용볍이 감다. 國JiR\어} 나오는 유일한 

예 는 없L風 ò 로 어 머 니 를 聖善 ò 로 묘사학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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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하는 신하들이、雅， 正月) 휴은 도덕적으로 무관한 의미로 쓰여지기 

도 한다(大雅， 板) . 이러한 현상은 詩經의 단식시에서 보이는 天에 대 

한 회의와 함께 西周중기 이후 東떠초키에 이르는 사이에 정치척 혼란 

속에서 王의 이상은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이상이 결역된 하나의 안 

간상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비록 그 편잔은 몇세기 늦으냐 9) 春款시대의 역샤기록으록서 孔子의 

직접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春秋左傳은 춘추시대의 제후들과 갱치얀들올 

많이 소개하면서 君主의 이상상인 뿔A과 신하의 이상상엔 賢A을 제시 

한다. 詩書에 ll] 해 새로운 것은 聖王사상에서 백성들에 대한 忠을 神에 

대한 信보다 앞세원야 한다는 것과(센公 6) 禮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진 

정한 禮란 의식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昭公 5). 賢人이라는 용어는 춘추전국사태에 부각된 용어로 

左傳에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거] 양보하는 것을 禮의 금본으로 보았 

으므로〔昭公 2) , 左傳의 賢人據도 실제로는 禮의 개념에 기초플 두고 

있다. 詩書에서는 주로 宗禮， 百禮략 하여 제사의식을 가리커던 禮가 

左健에서는 인간생활 전체와 사회관계에까지 보펀화되어 인간과 사회의 

기간이며 규법으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셔， 禮와 孝의 개념은 孔子이 

전에 이비 확립되 었던 것으로 孔子는 이런 개녕들을 받아들이면서 仁과 

휩子의 개념을 새몹제 히l 삭하아 짧家的 안간상을 확렴한 것이라고 하겠 

다. 

2. 論語의 A間像

孔子의 사상을 충칠히 전하는 역사적 사료는 그의 死後 햄나라와 齊

나라에서 가르치던 그 제자들의 기록을 수접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論諸

9) 左傳은 팝의 탈랙에 따른 북부제후국들의 연대기얘 기초블 둔 교훈척 역샤 
관에 따른 참秋와는 득련된 저시로서 기원전 4세기갱에 치금 형태로 펀칸 
펀 것 으로 본 다. Ronald C. Egan , “ Selections from Tso Chuan: Transla. 
tions and Analysis" 
Ph.D. Dissertation, Harvard , 1976괄 참조하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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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이다 10) 論語속의 孔子가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이며치는 聖A과 君子였마 11) 

첫째로 詩書에서는 또의 이상상이던 聖人을 인간 이상상으로 재해석하 

여 자신과 모든 인간의 최고 이상으로 하었다(述而 25, 33) . 孔子가 뿔 

人01 라는 청호플 순 유일한 인물은 쫓와짧으로셔 그들 역시 “지신의 폼 

도달하는데 힌들어 

君子나仁者는 모두 다 

올 닦아서 백성을 떤안하게 해주는” 聖人의 목표를 

했다고 했다(羅也 44, )흰問 44). 캘국 聖人。l 나 

仁之道내지 君子之道플 추쿠하는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나 聖A온 도달한 

자인데 반하여， 君子와 仁者는 아직 도 추구하고 있는 자꽉는 도달 청 도 

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仁을 이루는 방법， 곧 섣천론을 짧 또 

는 忠샘12) 라는 말로 표현하여 자신을 비추어 1냥을 이해하며 자치가 웬 

않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는 횡금율을 말했다. 

聖人아 최고의 이상이었던 것은 

푼 것은 君子와 小人0] 라논 상대적 

사실이나 孔子의 

이미지들이었다. 

중심적 인간상을 이 

詩書에서는 사회신 

분으로서 지배층， 펴지배층을 지칭하던 이 용어들을 변형시켜서 인걱자 

휴은 인격의 결여자블 대폭커i 하는데서 孔子의 독장정을- 엿본 수 있마. 

君子를 。l 루는 두가지 요소는 尙德과 쩌]命으로서 詩書에 사 는 왕위 플 받 

고 치속서키기 위한 王의 전유물로 이해되던 

되어 孔子가 天에서 받은 것이며 〔述而 22) , 

德、의 개념이 훤싼 보편화 

모든 연간이 키워야 할책임 

도덕적 가능성을 지칭했매. 命 역시 을 받은 것으로서 (子路 22) , 인간의 

詩홉에서는 王에게 내려지는 天&이었는데 論語에서는 보편화되어 인간 

10) 論語에 대한 현대 문헌비깐은 武內義雄， 澤田左右吉， 흉혔t家鄭퉁에 의해 여 
리가지 다른 경온을 내었으나 펼자는 전체척ξ로는 武內義뼈t의 「폐즘흉O)~다 

究]의 펀찬설을 동의하고 있음윤 밝챔. 

11) 聖人은 8번， 君子는 107벤 나오며， 그외에도 
Å , 善者， 士둥이 쓰이나 보조적 역할블 함. 

賢人， 仁者，

12) 뽕、는 子頁학파의 전층이고(衛靈公 24) , 忠뿔는 曾子학과의 
15) , 朱子는 忠을 자신흘 다한다는 體로 보고 폈는 자신플 
거1 미친다는 用"로 섣명했다. 

쩌D者， 勇者， 大

천승으로(里仁 

비유해서 난에 



( 179 J t겁家的 人間像과 舊約的 人間像

곧 운명으로서의 生과 死(羅也 2, 先進 7) , 

또한 孔子 자신의 使命과 道의 궁극척 成

불
 

생활 속에 있는 한계성， 

알아야만 

知天命을 강 

치벙(羅也 10)을 의마했으며， 

f&.s:.. 命으로 보았다(態問 36). 따라서 이라한 한계성인 命을 

君子가 될 수 있다고 했으냐(寫i& 4) , 孔子사상의 득성은 

질천폰으로서 대인관계에서의 忠， 말에 

지침으로 제시했다(頻淵 10) . 孔子는 

을 仁이라고 불렀고 따래서 仁은 휩子의 획종규뱀이었다(里仁 5). 

각 사란의 上達 또는 下達에 〈憲、問 24) 따라 君子와 小人이 라는 두 종 

통제할 수 있는 德을 카우는 앨에 중점을 두었다 조하기 

는 것이다. 尙德의 

행동에 있어서의 義플 

보다는 인갚아 

았어서의 信)

德의 완성 

周로 첫째는 내적 자질로서， 君子는 한마디로 

않으면서도 -윤동성이 있어셔 큰 일을 다둘 수 

류의 인간의 묘사했다. 

묘사되어 원칙을 배려지 

있는데 반하여， 小人은 器로 묘사되어 한가지 특수한 기술에는 능할 수 

그L 
"-있으나 큰 일을 맡갈 수는 없다(寫政 12, 14) . 君子의 周는 質과 文，

文이라는 윤곽의 

德、의 완성이 仁이고 文의 

도덕적인 德이라는 내용괴 문화전승의 총체를 말하는 

윤곽의 완전한 조화 공내용과 

조화에서 나오는 내적 켈질이았다(짧也 16). 

완성이 禮이무로 결국 휩子는 仁곽 禮，

을 이푼 안격자를 말했다 13) 

않고 자신 

남앞에서 걱정하 

둘째는 외적태도의 차이로 첩子는 항상 태언하나 교만하지 

을 만성하여 가책이 없으으로 평온한데 비해， 小A은 

거나 교만하며 항상 붙안하다고 묘시-된다. 세째로 남과의 관계에서 君

子는 남의 좋은점을 키우며 언제나 동의하지는 않지만 화합하는데 비하 

못한대. 한얘디 로 君子는 다른 여 小人은 동획하는 것 같지만 화합하지 

이들을 키우는데 반해， 小人은 파괴시키는 일을 한대. 따라서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1 워할 수 있는 것은 君子뿐이며， 진정한 친구를 가질 

13) Herbert Fingarette은 iConfucius-the Secular as SacredJ (Harper, 1972) 
에셔 禮는 仁의 목적으로 體가 중심이고 仁은 그 준비라고 캘온자었다. 01 
려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일 플중의 우탤을 따지자연 仁

。l 禮樂의 근원이 되 어 야 하리 파 본다(끼(섬 3). 



수 있는 이도 君子뿐이다. 마찬가지후 君子는 가난속에서도 부유속에서 

도 자척할 수 있어서， 가난한 중에도 기뿔 수 있고 

행한다는 (學而 15) 備家的 재불관이 확럼된마. 

네째로 君子와 시、A을 

다. 그런데 규범을 말할 째 우리는 

다. 君子의 일차적연 규범은 자신에 

부유속에서도 禮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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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범의 차이이 

분류해사 논해야 할 것 감 

충실로서 언제냐 지가안에서 

소유한 그들이 구별하는 것은 

두가치쿄 

대한 

않는데 비하여， /J、A근싣하지 이유를 구하기 째문에 

은 남에게서 원안을 찾으묘로 무슨 잘옷이 

남이 폴라주어도 

있으면 난에게 텃-을 둡r란다. 

힘은 어디 

닫을 子L子의 개얀 생환에 대한 

君子의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는 이 

몰라주어도 평온히 

서 나오는 것일까 ? 論禮애사 
기록에서만 찾을 수 있다. 

냥이 그러면， 

이미 산고 있었다. 근원인 天윤 孔子는 자신의 최종 규뱀으로 

天은論語에 

德의 

그중 101전은 17먼 나오는데， 詩書에 서 최 고신으로 나왔던 

孔子의 말속에， 7벤온 다른 이들의 말로 나온닥. 우선 孔子는 天을 위 

속일 수 없는도덕의 는
 

하
 

카
 끼
 

증
 

을
 

죄
 

무
 

1 험이나- 슬픔에서는 불론 자산의 

원천으록 불렀고〔짧i:ß 26, 그픔 이해하는 유일한 존 

이해했다. 찮[극템에 쩔文속에 인용되는 것을제외하고 다른 이들 

의 말에서 나오는 6번의 天은 모두 :J L子의 사명과 띤캘되아 나온다. 德

八힘 3, 子뿜 11) , 

재로서 

주어졌기에 결파적으로 德、者플 이해하는 것은 天이래는 것은 

당연한 켈론이다. 그러나 論護에서 天， 휴은 종교적 측면은 인간내부라 

는 근저믿에 슴겨져 있다. 따라서 가장 뚜렷이 다다나는 규맨은 자신올 

초월하는 仁이 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한 자신에 대 한 진젤성 이 다. 자 

기 자신의 생애 외에는 天을 언급하지 

이 天에셔 

모뱀은 인간주의적 않았던孔子의 

종교감정융 f협家사상의 강점을 표시하는 동지에 계속되는 중국전동에서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偏家사장의 약점이기도 했다고 하겠다. 

제시하여 孔子가 확 이미지를 

3. 훌家의 도전과 꿇子의 재해석 

기원전 5세기에 뿔쩔은 강략한 뿔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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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시켜 놓은 簡家의 君子像에 도전해왔다. 그의 유명한 十大主張을 동 

하여 14) 뚫子는 詩홉에 대한 더 자구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暴相愛와 交相利라는 대원착 아래서 仁， 義， 孝등 簡家에서 컵子之道로 

尙德의 갈로 제시한 것을 상대화하여 숍흉。]4는 개념안에 츄수허1 벼리고 

(1효쫓下) , 禮와 樂과 命을- 존중하는 습관이 가져오는 폐단윤 신말허 u] 

판하였다. 연간관계의 가까움과 념을 따라 차등을 두는 ↑잃家의 싣천폰 

을 別이라 하여 매척하고 ￡든 이괄 차벨없이 사랑하는 값愛가 곧 天志

로서 인간의 궁극척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天志上〕. 꽁志찰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한 尙同(윗사관외 뜻과 일치한다)이라는 개념은 詩

휩에 서와 갇이 다시 天子를 天괴- 백성 중깐에 선 중심적 안물로 부각시 

켰、고， 따라서 뿔子의 인간상은 우선적으로 王을 셰한 것이 있마. 일만인 

올 위한 賢人像이 나오7] 는 하나 尙賢댐에서까지 주연공은 賢人을 우대 

해야 되는 聖王이매， :'-L이 상펠로써 장려하띤 모든 이가 賢人아 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젠家의 뀔王은 질서의 수호자이떠 공적에 따과 

모든 이플 공정히 다푸는 훤-동적얀 운영가로서 인간의 내적수영:이나 관 

화적 교유에 대한 여유는 없었다고 보겠다. 

이러한 떻家λ1-상이 만연할 때 倚家릎 채정!l]하려텐 바子의 人間像은 

여러변에서 孔子플 재해석한 것이었다. 우-신 論듭펀에 λ] 중씬적인 인간상 

의 위치를 차지하먼 한l子파 小人이라논 상대적 이미지틀이 사라지고 15) 

대신 聖人。1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관각펀다， 젠」人이란 論맙에서는 도달 

하기 어려운 높은 이상이었으니 ;굶子에서는 더 포관적이고 다양성을 지 

14) 107}지 짧家으1 내 표시 션 은 많子‘ 8'"'-' 38펀까지 에 3가지 으、 천속윤 가지 고 보 

존되였는데 이것은 필子의 死後 시1 파로 간과진 그의 後빙들에 의해 펀찬된 

것으로본다 $度邊나〔는 기윈전 400~220년 시이야1 세시기튼 강처 형성원 갓 

으로 보았다(“뿔子짧짜(7)꽃('1"年代'T束洋學報 I 45(1963) :28:; • 322, 4:;3-71). 
15) 굶子에 君子-小人의 상이 6벤 나오는테 모두 사펴선운윤 지칭하는 fL子

이전의 의미로 쓰여진늬. 그대산 大人-小人의 생이 2部 (1띤 ~7편)에 드 

덕자맺 도덕견여자의 뜻으로 받전미는데 이것븐 1"t핀에 바당을 두고 자키 

인어1 였는 큰 갓， 곧 i춤然、之氣;;- 71 무는 샤힘파 지치 안에 었는 작은 것윤 
키우는 사람으로 구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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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보편적 인간상으로 모든 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16) 굶子 

에서 중심적 이미지가 휩子에세 聖A으로 번전된 것은 ;단家의 강릭한 

멜짙王λl→상에 대항활만한 偏家의 인간상으로 내어놓기에 컴子餘은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먼 것 갚다. 戰國시대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익사적 요 

구속에서 굶子의 맏人像은 시기척으로 (500년 마다， 公孫라上 • 下〕 얼어 

나는 王者라는 정치이상과 내적완성자로서의 떻人이라는 보펀적 얀간이 

상의 두면을 다 포힘하고 있는 것으로 발천했대. 및놓와 젖뿔을 王者일 뿐 

만 아니라 A倫Z至로 보았고(離盡上) , 孔子 역시 玉者만이 활 수 있는 

;春秋릎 썼다는 것을 강조하여 두띤의 

였다-

이상이 이들 얀에서 합치되게 하 

보펀적 인간 이상으로서의 뿔人像을 제시 함에 있어 굶子는 聖 자치l 란 

시간적으로냐 공간적으로 변함이 없이 같은 것이띄(離雲下) , 聖人은 얀 

간안에 있는 공통적인 것플 먼저 발견한 사람아므로(告子上) , 결국 뿔 

人과 우리는 同類者라고 켈콘지었다. 이 공동점을 굶子는 그의 유맹한 

性함說로 발전시줬、는더]， 性。l 란 인간 뿐만 이니라 캐， 소， LU까지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 天에사 받은 것을 지칭했 4. 다시 발해사 굶子 

의 性은 論語의 德에 맞녁는- 개념으로 펠씬 쿠제화되어 

간성의 배양을 가능케히는~ 도턱성을 말하는 것이다. 

있지만 결국 안 

告子와의 토론에사 

보이듯이 굶子가 춧점을 두고자 한 것은 A뾰의 독득-한 면 인 四端약 라고 

부른 仁義禮知의 -I..덕성으로서 。l 것이 누구나 聖人。l 펠 수 있는 과편 

작 가능성이었마. 이 四폐의 뚜<']륜 心으로 브아사 (盡心上)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지넌 心을 시키는 것이 (存心， 桓心，

양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띠라서 論語에서는 엔객자 근치에 숨어있던 天이 

不動心)곧 11:을 래 

굶子에서논 性의 행 

16) 사희의 필요에 다르거l 응당한 여 러 종류의 聖人을 나엘 바는데， {!':j핏를 聖

之i좀者，f;ft尹을 聖之任치련， 柳下‘惠흔한 펼끝之처]者， :tL子블 뿔之時者라고 하 얘 

그중에서도 孔子를 최 고역 갱대성자토 찬양한다〔團章上·下， 告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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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적 기원으로서 歸家理論속에 확갑되고 도녁근원인 天은 誠하다고 

명예플 구별하여 天이 준 도덕성얀 天

중요하고 근본이 펴는 것이라고 한다(告子 

통해서가 이나라 자신의 마음올 다하여 

되 고 섬 깐 다는 f휩家rn인 人돼~þ心的 종교 

묘사되 었약 17) 굶子는 두가지 의 

뺨이 벼 슬등의 )、댐보다 더 

上) . 곧 안간은 외푸적 겨1 시릅 

본성을 키움으로씨 天‘판 알거} 

사상이 확냄되었다. 

4. 道家의 도전과 옮子의 집대성 

戰國시대에 橋家의 엔간상에 도전하역 독자적얀 인간상윤 대두시킨 

또 하나의 학파는 道家였다. 論語에 나다니→는 은둔자들의 예에서 道家

的 생활양식의 기원을 엿불 수 있고 18) 굶子는 필짧과 더볼어 保f용을 

주장하는 揚朱를 f옮家의 기-장 큰 적으로 여겼다. 그라나 道家의 인간상 

이 뚜렷이 형성환 것은 老子와 莊子에서였고， 이들의 도천을 심각허 받 

아틀안 젓은 戰國시대 未期에 騙家사상의 감대성을 사도한 해子였다. 

우선 老子는19) 전동적연 天의 개념을 더 형이상학적안 협로 해석하여 

모든 만물의 근윈으로서는 야릎을 지어 묘사할 수 없는 절대자이매， 모 

는 것 안에 내재하는 원착으로서는 만물을 카우는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老子의 聖人은 道플 포용하여 갓~:t也속에 내재한 道의 無/양플 B~ ~준으로써 

私欲이 없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 게 졸아가게 한다. r다라서 뿔人만이 참 

판 지도자냐 군주가 됨 수 있다. 老子안에서 

왕의 상은 하나이며， 이러한 일치성 때문에 

야상작 인깐상꾀 

玉者에 대한 

이상적 

트론이 따로 

냐-요지 않는다. 그러 나 老子의 A間像。l 玉만을 위 한 것 이 라고는 볼 수 

17) 굶子내 誠이라는 글자는 22딴 나오는데 2번만。l 침착착인 뜻으로 쓰이고 

나머지 20'뀐응 모두 부사의 뜻으로 단순히 쓰여진다. 아마도 減이과는 개 

념은 굶子후기 내지 냐~}ríj익 Ã] 자엔 그의 後J톤정에 의해 벨진단 깃이 아닌가 

한다. 

18) 金감治의 “論語η대1α)[;감휩”文化 26(1962):481-504 룹 참조하기 바람. 

19) 老子가 역사적 인불이있는가의 둔제는 가원전 100년경 춰순의 전기관 쓴 
리j馬選도 해결힐 수가 없있다 jj슴1f~~經。l 라고 인려진 책은 둔채연구2설과 기 

원전 3， 4새거의 펀찬으로 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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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玉은 A間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더 다당할 것 같다. 

莊子의 사상을 충젤허 나다내 고 있는 l지협i윤 중심 으로 하여 보면， 道

老子보다도 원化 또는 造物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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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莊子는 老子와 같으나 

로사 현상세계 안애 내재하는 道의 윈칙적안 면을 더 강조한 득잭이 있 

의 사상에 

道家마]인 한
 

트
 

• 1 도
 

• 1 莊子는 뿔人 쁨만 아니 라 至人， 뼈l人， 휩人 등의 다. 

보 용어들올 써사 많人의 내응을 道家的인 것으로 변형시키는데 뭔人의 

역할을 히제 한다 20) 莊子의 聖人은 道블 질대규법으로 해서 인간 조적 

사꾀가 만든 모든 싱대적인 쿠벨， 선과 악， 이악과 손해， 삶괴 

라는 쿠분을 초웰하여 이들을 화합시킨다. 섣전적으토는 心폈와 坐忘을 

죽음。l 

벼워사 평와 하나7} 

만측할 수 있꺼l 된다. 한마"1 로 

道의 핀정어l 시 인간시판 내려다 

天之휩子(大칭t때) 라고 

耳Cl I 뜨드~-Q一 
는主드/ 、 E죠 τ-j딸家으] 

통해 개인적 건해와 인간적 지식을 버리고 n}음윤 

퍼어 모든 환경속에 

11찢寫의 사담괄~사 ;;);:A!::안에 내재하는 

보기 때 문 에 天之小人온 ÁZ휩子요 人之rJ、A은 

{많家의 띔子像을 풍자하는 것 이 다. 

젠‘子는 :iff-[~二子힘과 解淑힘에 서 :îTu子와는 달라 다른 펙 피-릅 완찬151 

배꽉-하지 앓고 각파가 잔라의 一El버， 휴운 一R뽑릎 까지고 있다고 평하면 

서 다릎 착파의 사상을 의식작으파 홉수학여 道의 전체릅~ o] "i'ill 댔다고 

강잔한 :tL子의 사상윤 풍핀으로 한 歸家的 접대성에 사용하였다. 

71 장 푸릿한 영향운 준 한파는 페家와 道家이다. ;쉐子의 인간상 형성셰 

{需家λ}상으로 딴 

흡수했고， 節댐도 돼梁플 존중 

天下之本추IJ라는 

행시컸고， 利도 光義後利~}는 원착아래 

하는 범위에사 받아플였다. i훨家어1 대한 깐’j子의 태도는 

C싼家의 쉰사싱 을 받아드러 사 감分者， 

더우기니 독깅→ 

201 莊子內篇에 서 맺lλ은 29맨， 至人은 8밴， 미Ir}、온 4벤， 떠人은 9tl 나오는티1 

이틀은 같은 인표윤 요시딴다는 깃을 안수 있다 즉 j람싶5篇。n “至人셋‘CEL ， 
~il;l 人’!(Ii꾀J. 빨人，t(1i강1 ”이 파고 나오는티il , 주석 가듣-인 핑;~Ú~과 w:초;英은 하나의 
실재플 體， 씨， 名이라는 세각도에서 본 것이라고 해삭댔다 (1莊子集釋J ，

p , 20). 福永光터도 시1 가지 」용역블 서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테 (1莊子」 렘 

日짜聞社， 1966. p. 14) 쓰여잔 번수만 보더라도 뀔딘人시 가잔 디}표척이 。1-
딛까 생각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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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어서 道家에서 가장 중요한 챔道라는 개념을 채택한 팍二 人道듭 x 
道에서 분리시캠으로싹 道’의 개념을 유교化하여 道란 연간이 결여야 활 

人道블 말한다고 정 의 댔 다 211 집j子의 몇人은 道家의 뿔人괴→ 같이 자연 

속이1 세 天之道릎 배워 그것을 따료는것이 아니라 人間의 한계늪 알아 

인간의 몫인 인간사에 전념함으도싸 좀국적으로 굿地에 침여현다. 다서 

말해서 점3子의 사상은 한면으로는 평家의 영향을 받았으떤사도 힌면으 

보는 天A之分과 A道가 곰 常道라 는 λl 싱 윤 확렘 함으혹서1 표i家으l 

에 체제적으로 응잔하는 짧-家의 재확만이았다. 

'" À -l -ι 

f!j子의 理想A間像의 지}정바에 가장 두투려진 것은 士 깐子」 및人으l 

인간상의 말전적 처}계블 확린한 것이나上란 法을 시-로1 히 아 설천하략 

는 초보자이고， 휩子란 두렷한 의지노 떤 i렬한 배쯤에의 실잔으꼬 필얘 

가까이 간 자이고， 뿐‘人이 란 실천할 뿐만 아니 다 모든 배움의 범 주단 이 

해하여 넓고너그렵고 통찬럭이 있야서 그르침 이 없는 동달자이 다 32) 감J 

子의 聖人개 념 에 는 “빨也者， 盡倫者也.:t也者， 盡짧U者 也" (f~U1l:댐) 하 

여 혔f과 禹로 대표되는 재도와 예의릎 확럼한 뿔王사상과 件l늠와 子당 

으로 태표되는 人倫을 완성한 뿐人사상이 구별되는데， 아 두 사상은 보 

충적인 것으로셔 당시의 賢者들온 양쪽을 다 본받아야 한다고 랬다. 

이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보펀적 인간상으로서의 맏人개년을 보면， 聖

人은 쌓아올란 사란(뿔人也者， Á之所績{Q. 끄즈論힘)이라 하였다곧 불 

완전한 性(챔子에서는 본능적이고 강정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부분) 

을 인간의 心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연도하고 노녁을 통해 

것을 행 동에 실찬하는 것을 짧라 하였으무로 결국 性괴 隨는 보충적 개 

21) 道者， 非天之道‘ 非地之道， 人之所道也(i'땀效篇) 

22) 士 君子-聖A의 유형은 월子-얀에 7벤 나오고 2벤은 ::1:-맘子-賢人←聖 

A으로 나온다 (8펀， 31펀) . 宏代 유젝자들 중에서 周子는 “뿔짜天， 賢希聖，
士希賢”이 란고 했고 cr돼子쏘굉 J p ‘ 116) , 朱子는 -1:-賢人 AE!子 뿔人의 
유형무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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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이 둡。l 합하여 질 때 많1人이 이루어지는 것이약 231 

그래서 해子의 뿔人는 모든 人道를 원꾀하애 많플 원一성하있으묘호 아 

픔닦게 된 인 간으로 샤 (딛딛人U펴道， 숲美者 빈iI핍論) , 탐j子에 사 人道의 최 

고봉안 禮는 論語애 서 仁이 가졌던 위 치 플 차지 한다. 곧 게앓후드써 자신을 

바르깨 하고 生과 死플 공평스립게 맏아들이마， ;'닷을 삼기는 깃을 배우 

고， 조상을 공경하며， 군주와 선생을 높이는 것을 배운다(禮論). 따-라 

셔 禮는 인간관계의 완상이거， 국기등치의 최고숨로서 개앤과 사피의 

운명을 꽉우하딱， 오란개도 禮를 가진 사팎을 존경한다. 패의 완성자로 

서의 聖A은 人固의 몫을 다하었기에 굿:tili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내. 

곧 감j子에서의 끗윤 인간 시작인 짧얘서가 이내라 마지막 단계인 參天

地에서 중요시 된다 241 

끌으로 孔子의 연깐상을 굶子와 쉐子가 어떻게 다르게 히}석렀는가를 

세가지 점을 들어껴 )31 교해 보겠다. 첫째는 내용과 운팍의 조화면에서 

論話속의 孔子는 딸과 젓-， 仁파 禮의 완전한 조화플 합子의 이 상으록 

제시하띤서도 仁윷 인간상의 기 장 높고 보편적인 완성으로 보는 만면에 

23) 닐근 암리진 {1평、능않을 감j子직실의 기초로 보는 것은 잔봇ξ로 23펀 ↑生팽짧 

은 품子의 다른 부분과 시→상을 달라하고 았기 때문이다 우선 ↑生忍이뉘는 

용에자체는 23편에만 니오，，] 다른데서는 性펴之合을 긴(조하는내 비해 쉬 

기서는 댐1젠之分을 깅조해서 플。1 알력을 닫한다. 툴째로 趙의 개념。l 

다른 부푼에 서 는 인 간의 3가지 부븐이生‘ 知， 能)의 하나인 121:의 기 등에 서 
나오는 것으로 쁨人은 팩安禮라 하여 강압。]려기보다 판성융 딸하는데， 23 
펀의 禮는 인간밖에서 오는 것으로， 法A로 깜요되어야 한다. 새째로 굶子‘ 

에 대한 바낀에 았어서 다른 부분은 그의 사고의 부족 (21편) 0] 나 五行사상 

(6편)을 말하는õl]， 23핀에만 {生善이 문지1 시된다. 너1 째로 23판의 성인관은 
禮의 제정자라는 면만 니외 에 .'2.-펀적 앙간모델의 띤。l 진허 언급되지 않는 

다. 한바디르 웰子가 性은 欲애리고 정의합으로써 그 가능성융 년 것은 사 

칠。l 지만， 性편 자체는 짧子의 것이 아거 퍼， 法家에 기을은 그의 後學의 

젓이리 라 보아야 하겠다. 

金섭治의 “힘子η文敵學ft'i↑~+究”외 Donald Munro의 “ The Conc얘t of 1\Ian 
tη Early Chiπa"틀 참조히 기 매 땀. 

24) 웰子에 나으는 곳은 老子와 莊子에서와 비숫이 다]부분은 天Jî!l로서 자연융 

자칭하는데， 에패로 진등적얀 天의 개념을 내포하7]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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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는 시대에 따라 재해석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寫政 23, 八땀 14, 

衛靈公 11). 굶子는 내응면에 치중하여 本性의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禮 역시 四端의 하나로 내적화되어 내용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굶子에 

의하여 孔子의 포콸적인 仁은 仁義(1월쩌J) 록 세분화되어 仁윤 도덕성의 

4삼성이라기 보다는 안간의 가장기초척 갇정안 孝弟에 기촉를 둔것으로 

보아 평생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을 감소시킨 느낀이 있다. 힘子는 내용 

과 운곽의 조화블 性과 짧로서 변형시켜서 孔子에서와 칼이 계속적연 

균형이 아니라 볼완전한 내용이 운꽉에 의해 완전해져야 하는 것으표 

되 었마. 또한 j禮가 인간의 常道로 히}석되 었커 때문에 論語에셔 기능랬던 

융통성이 없어져서 시대에 따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치블 잃어버린다. 

둘째로 論語에셔는 君子나- 仁者는 뿔A에 도달하지 못한 사란들이라 

고 표현되어 仁之道를 설천하는 이들의 발전적 유형의 가등정이 내포되 

어 있었다고 보겠다. 굶子에서는 聖人이 중심적 이미지로 되면서 君子，

賢人， 士등은 실제척으로 동의어로서 말전적 의미가 없이 동인물들에거i 

사용된데 B] 하여， 챔子에서는 論語안에 대표되어 있던 1괄천적 유형。l 

치l 채화되어 士에서 君子로， 君子에사 펀人으로 발잔된다는 단계적 형티l 

(hierarchical pa tìern) 이 확 립 되 었 다. 

세째로 굶子와 ￡’j子의 孔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기칭- 큰 차이는 

연간 완성에 있어서의 天의 역할， 곧 天人관계의 이해에 있았다고 하겠 

다. 굶子에게 있어서 人性은 天에서 온 것이기 때푼에 性을 다함으로써 

인간은 天을 알고 섣기게 된다. 이에 반하여 짧子는 天人之강융 주장하 

여 天은 만볼을 낳았고， 地는 만물을 기 르고 Á間은 정 치 로사 그들의 

얼을 완성한다는 각기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기 째문에 인간이 알 수 없 

는 天道를 걱정하느나 보다 인간의 권한 안에 있는 人道륜 다함으로 天

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25) 미래치향적 얀감상을 지녔던 젠子의 天

25) Edward J. Machle, “ Hsün Tzu as a Religious Philosopher", Philosophy 
East and West 26 (1976): 443-61을 참주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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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쩌] 처음괴 끌 양쪽에 

관겨↑가 지속펜다. 

[

펴
 天命이라는 계속도}는 한켜1 선으로 天人의 

이루어지는더1 만하여 人관계는 딸에서 

형태2-(ì) c::: 
-r 비 교 : 人間理想、像으l 義A과 君子의 4. 

그안에 다양한 이스라엔 잔통걷-중국 전통과 성셔시대의 고전시대의 

재해싹이라는 피-청닫 통해 딴전원 

“거 푹한 1퍼 상 "(Cam qãdôs) 

시고행태와 상깅튼플 지니고 았었고 

구약:정 끼내페시 신r녕기학파는 

하시 템 Cbãsîdîm) 과 쳤‘컴- (c5n

이마지플， 지폐문힌파는 휩 

보펀적연 。1 비지둡을 각 

공통체적 이비치판， 

곤동채적이떤사 

계속해 왔다. 

이라는 

ãwîln) 다는 

71 받전시켰다. 도’대 중국의 매표적연 세 학과인 댐家， 팎정， 道家에셔 

J_ 각기 다른 입 장에 까 헬1人， 합子， 賢人， 至人릉의 독자적 이 마 지 뜰음 

제시하였다. 또한 각 이미지틀은 그 친분안에셔 재해석되는 역사룹 지 

니고 있는데， 예른 뜰어 고매 온동에사는- 꽤l들이1 개만 적용-되단 “가푹하 

다”논 묘사가 구약의 선명기 안에서는 하느넌과 /'11 약흘 맺온 이스라옐 

“거룩한 백성‘’ 

안티우쿠스의 

거푹해져야 한다는 

주어갔는데 7] 원전 2세기 

가특하심같이 

이상으로 

모든 백성이 하느남。] 

이란 야미치른 한세작 

층섣한 

구약성사에 1+ 
유에서대블 계 71 

무쇠션도를 받-

이스라옐중에서도 l뷰에 

변행되 었다. 이와 비슷이 

득히 예언자들의 훤동괴 

뇌는데， 義人은 법정에서 

치키고 이웃에게 정 

다니벨사에서는 딱해를- 거치낸 

이들플 위한 종말적 이상으로 

오는 다른 네가지 이머지 틀도 

로 하여 새로운 의마쉴- 가지까 

은 우죄자라는 

의와 자비를 버]푼는 

쓰여전 

뜻에샤 생판전체에서 하느남의 밥을 

사란이라는 뜻으로 바뀐다. 

에 지폐로운 자<t는 뜻에서 하느념을 

26) ,,11 m 부에 속하는 구익정시에 나타나는 인간생에 대한 섣병올 지변의 한겨1 

성때문에 따기세는 생략하고 바로 비교에 플어긴에 양해릎 바립니디. 그 

윤곽은 맨 앞이l 있는 차례플 참조히1 준삽시요. 

賢人은 기술이나 운영 

두려워하는 자로， 하시담은 인간 

지가문학파는 

동시에 개인적 

人 (~addîq) 과 í~l人 Cbãkãm) 이 라는 개 인 적 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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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에서 神人관계에서 충실한 자로， 食者는 경 

제 척 가난에 셔 하느념 앞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차로 변화되 었다. 

그리고 選民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강조하던 공동체적 이미지플 

까지도 유배이후의 지혜문학적 시펀들 (34, 37, 26, 9"-'10)에서는 하느 

님과 가깝고 義를 행하는 모든 사람율을 가르치는 보펀적 이상상으로 

쓰여졌다. 

고매 중국에서도 이러한 의마약 변화를 보았는데， 王의 이상상이었던 

聖人은 孔子에 의해 인간의 보펀이상으로 변형되었고 마시 굶子와 훼子 

에 의해 재정비됨을 보았다. 道家의 정인관과 뚫子의 聖王사상의 차이 

는 이보다도 더 현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각 전통안에 존재하는 복합성 

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보펀적 인간상을 가장 뚜렷이 발전시킨 성서의 

지혜문학서 (잠언， 용서， 전도서)들과 중국의 초카 蘭家사상(孔子， 굶子 

짧子)에 춧점을 두면서 두 전통속에 소개된 인간상의 구조를 분석해 보 

겠다. 독자적으로 발전된 두 재의 인간상이으로 그안에 인용되는 권위 

에 있어서나 표현형태등에는 거의 공통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나， 형성 

된 인간관의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의 독특성을 드려냐게 하는 훔미로운 

차이정 뿐만 아니라 그 기초적 구촉에 공동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내 

용의 차이블 다섯가지로 분석하고 마치막으로 콩통되는 구조블 제시하 

겠다-

첫째로， 성서지혜문학 전통은義人과 惡人， 賢人과!원人 27) 歸家전통 

은 君子와 小λ、， 賢A과 不합者라는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긍정적， 부 

청적 인간상을 묘사하는 반대어 쌍 (antithetical pair)들을 가지고 있는 

데， 어들은 도덕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 義人은 

27) 義Á(~addîq)은 구약성서에 206번 나오고 惡人(rãi3 ãC) 는 261번 나오는데 그 
중 75벤은 한쌍무로 함께 쓰여진다. 義人은 역사서， 예 연서， 시펀둥에도 

나오지만， 중심되는 주제로 동장하는 것은 치혜문학서에서이다. 賢Á(hã

kãm)은 대부분 지혜문학전통에만 나오는 인간상으로 그 반대되는 愚人으 
로 nãbãl, kesîl, 'ewîl, 1εs 퉁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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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닌의 도4 (torah，法)블 알고 다릎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채우는 

하느넘께 대항하여 지→기 생펀에 

또한 함子는 生의 한겨1 안 天命을 난을 히치는 삭갇-이다. 

~71 우는 시-한으 로 1러德과 커口天命은 컴子의 

。1 리한 근몹적 gl 꽁풍;섬에도 분규L하고 

뽑人은 法윤 무시하고 

점도가 없어서 

알고 天이 부여한 도덕칭을 

두가지 기풍이리고 실멍하었다 

비해， 사럼-언더l 

초기 댐Zi-의 솥1 차약점이 존재한다. 

서로깐의 작점적익1 

두쌍의 상만어 시。1 에는 흠미로운 

子와 小)、， 토조者외- 不룹필사c] 이] 는 알력은 벌후 없 

분펠f5]'야 필 으]며하여 휴은 결여자둡 고 따로짜루 인각원-성자 

賢人JlF j휩 구약상서의 義人과 평人， 페하여， 책임은 군주에케 지워진 rf 

또한 묘사띈다. 人윤 보통 피딱히l 짜와 악해자라는 

이머지들 사이의 관제플 보이도 {需家전통에서는 

알략속에 서로 간의 

감子의 석꾀성 긍정적 

열반안윤 선바가 되러고 말;E적인 것으로 보아 이} 의하펀 인격완성윤 

최子는 뚫人우로 점차적으로 벨전해 선 1f} 는 펀子로， p~~며 주L λ:::. 91 -::r rp 기 E 지→ λ~~→， 

윤배이후의 구약성사， 비해， 댄
 

하
 

처
。
 

히
。
 

。E 

근
 

허
。
 

。T 야 한다는 단폐적 

뉴앙스른 소지하 이마자들이 각거의 지히}문학걱 시펀들에서는 여더개의 

좋심을 향해 71까위 

{큐당家 최고의 

면λ: 도 義人아라는 한 실재플 푸사학는 동.5.으어보서 

받:능? 사 걷딛人은 다시 오는 원들과 갚윤 유형을 형성 한다. 

」
꺼
 

쉰
 모

 
익] 깐싱-줌에서 ll] ð:] 義人은 구약성사의 다짓키1 의 연긴;상얀데 

다튼 이미지들 뿐이펙 이 ζl느二 71 
?、 J.L- ./、

/
T 들이 제일 많이 샤용댔치에 대표펄 

과 평행관계에 산다. 

중요상을 B] 교하 

전등의 중시하고 

문파진풍펴 

양쪽 다 잔꽁응 

사펴구조에 

義人據뇨L 춰子짧행성례 미치는 

겠다. 고대 이스마-엘꾀 고대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시상을 죠현했는데， 

τ국-은 

둡째로， 

χ1 팍처1 도로 있。1 셔 

연1 ζt_Q.. ulj 피L 
'1 • 1 ;:긍 Ã 1• 이스라엘은 았야서 λF꾀 관이l 획-런띈 시작한 점은 같무나 

중국운 시희치1 도의 

차이가 

이스러 

풍점을 둔테 비해 

등씀굉에 바 탕을 두는 가즉이 다는 /‘4 념 어} 

전통을 잔승하는 가장 줍유한 사장은 로라(헌)와 IT뿔였다. 

둔
 

。-E 끼
끄
 

: 
} 0 

기꽉한 벅성아라는 꽁풍치1 개년에 

도땀￡둡λ}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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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선 

안갚안 

주어진 神定法으루 무엇보다도 

119) 반하켜， 倚家잔통에사의 禮는 

써:J 깡(~성 人 FJJ微과 종합約的 人댐i깡 

얼의 도리는 하느남께후 부더 

불이라고 부여진i1 〔시펀 

효二 -::~7 
‘) -ι~ 

19, 

에 공동된 것을 윈→성시킨 뿔人들이 세운 핀이 21는 갓이다 28; 짧의 

적 의미는 討휩안에 1건i[[셀라고 니-오는 많의 초기적 으l 비에사 뿐만아니바 

쇄子외 參天Jlli라는 목적적 잔망에도 내포되프 있으나 폐는 性이나 德과 

:샅이 직캡 굿에사 주어전 것은 아니마. 두 전동을 Hl 교히L자민， 이스라엘 

비해， {굶宏잔등은 天포려 플 통해 하느념 과 만났는테 은 풍관에 새겨진 

수양이 天과 人이 만니는 가장 있는 도되성의 부여띈 인간 心안에 에사 

이스라엘의 예언차듭 그러나고내 중요한 칩촉점 이 라고 브았먼 것이다. 

쓰여졌다고 주장했음- 때(예페마 이 하느남의 맨이 얀칸의 마음(1εb) 안에 

그것과 배우 가까워컸다 ↑需家의 표현 조차가 天人관계의 31:33) , 아서 

트라니 禮인간이상을 여 하든 구약깐동과 f需家전통은 모두 고 하겠다. 

문화적언 면을 중 이런 사밤으로 보았고 낀子는 특히 블 완전히 채우는 

이스라 고대 표핸했던 것이다. 얀걱}이라고까지 이류다운 시하여 聖A을 

강해셔 하느념의 펀응 시-란하 엘획 義人은 문화척인 떤보다는 종교성이 

그것을 이웃얀에 칠찬하는 자였다‘ 

f需家천통에서 

ö:l 

시1 째프， 義A과 띔子짧에 내다난 사회성을 바교하겠다. 

뿔王이라논 모멜은 얀깐상 형성에 뿔人의 뀔子와 역할을 했코 중태한 

王道의 청치이상과 띤컬되었는데 최종 목표논 만백성을 평안케 한다는 

비미한 컷 王의 역한은 었어셔의 이스라엘의 연간상 형정어l :;l.대 비해 

쓰여진 선명키학파 이상은 요시아황의 ;영강개랙때 의로운 왕의 이었다. 

분닥이후 다u1 드왕과 손포몬왕이 의 역싸셔에만 나오는레， 다휘횡조의 

가졌먼 의로운 왕꾀- 현땅에라는 -~}갱도- 치터1 분렉서의 인간상 한 

28) f힘家전통에서 사회객 양'，~융→ 위해 우선적인 충요생플 갖는처은 f멜로서 도 
더척 힘윤 통한 교파에 즌진블 푸잉고‘ 헝볍이냐 제도상되 망편홀- 퉁한 法
은 이 차적 인 것 우로 여 꺼、다 Benjamin Schwartz의 “Some Polarities in 
Confucian Thought" CoηfνczaηIsm aηd Chinese Ci,'(}‘ il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ï;'i;'을 찬조히 거 바땀. 

~~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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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는 벌 역할이 없다. 따라서 義人의 사화성운 보통 벼정치적으로 요 

사되어 교사나 남의 

폼 사회에 

모범， 내지는 餐者를 돌보는 직접책 사회역할로 그 

린다. 공헌하기는 하지만 

야만 한다는 주장은 없다. 

물질관을 

일치한다. 

네째로， 義人과 君子의 

두는 한 좋은 것이라는데 

義A이나 君子냐 하지 않는 일이다. 

橋家에서와 같이 정치제도룹 통해 

비교해 보면 재물은 정의의 기초를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것은 

따라서 빈곤은 願回나 옵에서 처럼 

시련의 시기가 될 수 있으며， 

語 12: 4) 상대적인 가치만을 

부유는 하늘의 축옥이 지 만(잠언 22:4; 論

소유한마. 이스라엘에서 유배이후에 발전 

한 사상은 만족적 고통을 거치연서 홈者라는 개념을 정신化하여 

하는 현상을 낳았다. 창조자 앞에서 칭조불로서의 가난한 마음 

이스라엘 공동체 및 믿는자들의 이상적 태도로 보게 된 것이다. 

理想化

차세블 

고대 

중국에서도 이와 B] 숫한 현상을 老子와 莊子에서 볼 수 있는데 곧 물같 

이 약한 것의 바위를 이갈 수 있는 강함과 철름발이， 꼽추， 쓸데없는 큰 

나무들의 야야기를 통한 無用의 有用性。] 그것이라 하겠다. 절대규벨얀 

道， 흑은 장조자이신 하느남 앞에서 인간사회블 보기 해둔에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사회척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칠 수 있었다. 

다섯먼째로， 義人과 君子의 형성에 직용하는 궁극적 규뱀을 비교하겠 

다. 두전통은 인간이상상에서 점이나 신탁등의’초인간적 지식이냐겨 

척 같은데 에 아무런 중요성 도 부여 하지 않았다 29) 그려 나- 야훼 라 부르 

든， 天이라 부르든， 궁극자에 대한 문제는 아주 달랐다. 절대자에 대한 

개념 그 차체는 달랐차만，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가 인간 형정의 바탕 

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는 같았다. 天命을 알고 天이 부여한 德、을 키워 

29) 댐家전통에서 점은 눈회-전통의 얼부분으로 받아들역졌고， 결국은 易，經을 
댐家의 경전으로 받아들였다. 易繹을 유211::서키려는 시도는 十響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 득성을 띠었먼 제二期의 유교발전기에 속한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Urim과 Thummim이라는 신탁의 기구가 있었ξ나 예 
언자들의 출현이후 그 중요성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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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天을 올바료게 섣커는 것。l 關家의 君子 및 聖人觀의 기초을 이루고 

었다. 즉 天은 備家전통에서 도덕정의 근원， 흑은 비래치향적 목적으로 

서 인간형성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느념을 두려워함， 휴응 야훼께 대한 신섭은 義人과 賢人의 표시판과 

도 같은 것이었다. 득히 이스라옐에서는 聖性， 正義등등 하느님의 속성 

을 인간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독특한 사상을 말천시켰고， 안갚관계 

에 서 쓰던 신의 (besed) 라는 말을 神人관계 에 적 용하키 도 했 다. 계 약을 

맺은 가까운 관계라는 의식에서 그들의 시가문학은 종교감정에 넘치는 

시들을 산출해 냈다. 

고대 중국과 고대 이스라닐의 시간관은 궁극규뱀과 연결되어 성럽되 

는데， 전도서의 유명한 시는 (3: 1-8)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인간의 제 

한성을 표시하고 있고 참펀 지혜는 하느념의 영원성의 벚속에서 안간지 

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BJ 슷이 橋家전통에서는 天

時라고 하여 4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君子가 들어가고 불러절 때를 아 

는 것을 말했고， 굶子는 孔子블 聖之時者로서 극잔했던 것이다. 챔子역 

시 君子는 옳은 시간이 올 때까지 禮로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두 전통이 모두 다 시간을 궁극자로부터 오는 인간의 한계점으로 

보아 義}、이나 君子는 시간의 한계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끝으르 구약성서의 지혜문학 전통과 고대 중국의 庸家전동에서 발전 

흰 기초적 구조를 갚펴보겠다. 첫째는 인간의 도덕성믹 내적 섬화로서， 

도턱성이 인간의 마음〔心 흑은 lεb) 안에 주어진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아와 에제키엘은 하느념의 法이 얀간 바음얀에 새겨졌으무 

로 이웃이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이가하느념을 알게 되리라고 했고， 굶 

子는 心안에 도덕심의 뿌리가 있다고 했으며， 웹子는 心을 생각하는 기 

등으로서 안깐의 의식적 행위의 근거로 보았다. 이러한 도덕성의 내적 

화는 인간이상의 보펀성을 가능캐 했고， 보상이 없을 혜에도 義人이 되 

거나 君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값진 것이E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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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듀 구원윤 이스라옐 민족이 선택펀 것을 높은 윤라를 낳게 하였다. 

부분 (40 .-v 55장) 에 서 이사야 예연서 유배시기의 뷔한 도구로 직관했던 

고대하고 있는 묘든 섣니라 만족 

들에거l 퍼져가는 빛이라고 표현하여 로라의 보편성을 저1 시한 것을 읽융 

수 있다(5l:4; 42:4). 또한 윤λ] 와 전노셔에서는 義人은 년영하고 惡人

멤과 정의는 그것을-우리는 하느념의 

단순한 業報샤상에 회의륜 표하띤셔도 義人의 가치 

.9-
L.. 

은 망한다는 캄언의 

그 자체판 얀정하는 것을 블 수 였다. 침끓家전통에서도 有敎←無類〔偉j靈公

39) 라 하여 中國文化속에 사는 이들은 물온 당시 중국인의 의식속에 

세계륜 싱-갱하건 九폈어]까지 가서 君子之道플 가르치려고 랬던 孔子악 

또한 君子란 남。1 알아주지 않이→도 노여워 었다(子펀 13). 

이외의 다른 보상을 기머힘아 없이 仁의 싣핸 

뜻을전하고 

하지 않고 인간갱의 J간성 

이라는 理想을 추구히는 얀격자라야 한다. 

내적화관 마음안에 둘째는 이상적 연간성의 1ft的 구조로사， ι 얀간의 

있되는 사성 고
 

두
 

1 거
 븐

 
도덕 성 은 궁극적 규멤 (ultimate reference) 에 

돈원인 도닥의 개념는 다블지라도 인걷;의 마음안에사 이 다 30’ 철대 자의 

;설든에는 일치하고 있 

구약에서와 갇 

철대자와 연각과의 직점적 관계가 이루이진다는 

詩휠탐나 띈쫓에셔와 같이 王의 중재가→ 없이， 또 초71 

증제 기 펼요없이 모든 얀 간은 자신안에 절대 자가 준 

또 그것을 키워야 하기 때문애 인간수양이l 있어사 

다. 

모세 니→ 사체의 

규범을 가지고 있고 

있다. 구약의 예연자들은 사회재 

몽펠히 바판하었고굶子 역시 

의 사-회적 규→납의 란계성융 지적하고 

도의 푸꺼와 종교에식의 허직화를 天월풍 

바탕으료 보았으며 동너1 에서는 적힌: 사람이라고 칭찬 

천으효 ul-를뿐 진걷 한 德。1 없는 劉原人을 “德을 

을 人원:의 펠수척 

을 받지만 사화관즙을 

30) 중국 고내 사상이1 저 궁극작 규받 은 天머 지 편이 머 , 보통→ 百神이 라고 부르는 
조상싣， 마水의 ，jìrjI괴는 영착히 구벌된다 즈산펴융 중섬으료 한 神에 나1 헨 
유가의 태도는 제사틀 동허 공경하되 펴볼이1 마파 거리플 두악야 한다는 것 
으로 조상神에자 복윤 비는 사상올 벙리했고， 즈fI#은 인간완성에는 질꺼l 

척으로 아무런 역판올 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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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하는자”라고 버난했다 31) 한마디로， 사회척 땀규나 관습만으로는 

없다는 것이다. 연간성의 온천한 발전을 기할 수 

파중에 서 도 道家， 득f 莊子는 절대규볍얀 道의 

道와人間외 

고대 중국의 여러 학 

모는 사회적 관점에서 

관계에 춧챔을 검중서켰다. 가치와 규벨을 상대화시켜서 

세째는 이상적 인간상의 橫的 구조로서， 떼어버럴 수 없는 핵심적 H 
기→ 

분으로서의 샤회성의 중요성이다. 義人이나 君子는 他人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남을 키워주고 약자플 보호하고 가르 lE義와 {듬義플 지 키 고， 더 

치며， 홉者의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기에 義人이 웃자리에 앉으면 도시 

가 기매하고， 聖人이략야 만백성을 편안케 해줄 수 었는 것이다. 비록 

그 질건의 방볍흔은 다를지 모르치만， 簡家천통이나 지혜문학천동이 모 

두 인격자블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한 인간의 완성이 그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넓게 영향을 마치기 때문이다. 

이 러 한 기 초적 구조상의 콩통점 에 도 볼구하고 ↑需家의 君子像과 舊約

聖‘書의 義人像이 같은 것이타고 할 수는 없다. 두가지 인간상에서 강조 

되는 점， 개념화의 과정， 표현방법， 내포된 함축적 의미등이 다르키 때 

문에， 각기의 인간상을 완전히 피 익하키 위해서는 다서 그들이 발전해 

온 역사속에서 각자가 지난 역사적 풍요함을 고찰해야만 펀다는 컬돈에 

안에서 연깐 공동체는 인간의 理想을 강조 도달한다. 역 사라는 테 두리 

해내고 말전시키기 때문이다. 義人과 君子라는 두 人間像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그 차이침과 기초적 공통첨을 통하여 。k죠드으- • 1 
。. 2. --f 분명히 이해 

하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안에 있는理想익 추구라는 근본적 f童↑景올 더 

깊이 파익하게 되 었기를 바할 뿐이다. 

31) 獅原人에 대한 언급은 論語 중에 보통- 후기 펀찬으로 알랴진 陽貨篇에 
먼 나오나， 이 사상。l 더 자세히 성벙된 것은 굶子어1 이이다. 

당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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