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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묵의 대립을 ‘근본적인 불화’로 규정하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핵심 개념인 
겸애설과 성선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묵가가 정확히 어떤 점에서 유가와 대립하고 있으
며, 그것이 교육학적으로 어떠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묵자의 겸애설은 유가적 관계 질
서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인 예악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의 정서를 담고 있다. 겸애는 흔히 내남의 차별이 없
는 보편적인 사랑으로 읽히기 쉬우나, 그것이 利의 상호 교환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생각은 달라진
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은 마음 안에 선의 실마리(四端)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예악의 실천 주체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예악의 합당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주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맹자는 성선설의 구도를 통하여 도덕성의 원천을 마음에 두면서도 그 안에 천의 존재를 내려앉혀(墮在) 
안팎의 균형추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 반면에 묵자는 보편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겸애를 주장하면서도 그 원
천을 천과 귀신, 천자 등 외적 권위에 둠으로써 겸애의 가치를 도덕적 수준에서 제도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겸애설에서의 주체의 실종은 이용가능성의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교육을 수단시하는 현대 
교육의 논리와 맞닿아 있으며, 성선설은 그 대안적 사유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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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식 및 연구의 구도

공아무개의 도는 세상에 보여 줄만한 것이 못되고, 그 학문은 뭇사람들을 이끌만한 것이 못된다.

(墨子「非儒下」(孔某) … 其道不可以期世, 其學不可以導衆.)

양주와 묵적의 궤변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孟子「滕文公下」能言拒楊墨者,

聖人之徒也.)

묵자 사상에 대한 평가는 그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왔다. 당대에 대한

예리한 비평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는 낭만적 시각(기세춘, 1995)에서부터 天을 근거

로 한 겸애설이 기독교 사상과 흡사하다는 주장(蔡元培, 1996: 41)은 물론, 통치 계급의 의지에

호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봉건적 질서의 고착화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비판(북경대철학과연구실, 박원재 역, 1994: 119-150)까지, 그 폭은 매우 넓다.

또한 절박한 문제의식과 치열한 실천 노력에 비해서 이론적 엄밀성과 방법론적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비판은 그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張起鈞, 吳怡, 오종일 역, 1984: 67; 신동은,

2006: 39).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묵가가 유가와 더불어 당대의 사상계

를 양분하고 있었다는 사실(韓非子「顯學」 世之顯學, 儒墨也; 呂氏春秋「尊師篇」 孔墨
徒屬彌衆, 弟子彌豊, 充滿天下.)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필자는 유․묵 양가의 대립을 ‘근본적

인 불화’로 규정하고, 그 대립 구도를 서로의 핵심 개념들을 마주 세워 구체화시켜 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묵가가 정확히 어떤 점에서 유가와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육학적으로 어

떠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지 밝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공자(기원전551～479), 묵자(기원

전478～392), 맹자(기원전371～289)로 이어지는 비판과 반비판의 동선을 따라가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1)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춘추 시대(기원전722～481) 후기에 해당하며, 묵자와 맹자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 시대(기원전478～221) 전기에 해당한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주(周) 왕조가

몰락함에 따라 제후국들 사이의 피 말리는 패권 다툼은 물론 제후국 안에서도 끊임없는 내란

이 일어나 수많은 난신과 적자(賊子)가 출현하던 시기였다(카이즈카 시게키, 박연호 역, 1991:

22). 그러니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왔던 종래의 예악의 질서는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

다. 논어는 공자의 입을 통해서 일개 제후국인 노나라의 대신들이 천자의 예악을 무참히 유

린하는 장면을 생생히 묘사한다(「八佾」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加忍也. 三家

1) 이 글에서는 일단 윤내현(1984: 213, 312, 319)의 견해에 의거하여 이들의 생존 연대를 잡았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梁啓超(1975: 4)는 묵자의 경우 공자 사후 10년을 기점으로 기원

전469-459년에, 맹자의 경우는 묵자 사후 10년인 기원전372년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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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사실 공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유린했던

예악의 형식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예악을 떠받

치고 있는 근본정신의 훼손이었으며, 좀 더 넓게는 그것의 원천이자 총체인 ‘仁을 상실한 슬

픔’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공자는 언제나 인간 본연의 모습이자 예악의 근간으로서의 인을

회복할 것을 역설한다(「八佾」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樂何.).

그러나 묵자에 이르면 공자의 이러한 외침은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의 감상으로 치부된다.

묵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에 이르면 문자 그대로 세상은 온통 치열한 싸움판이 된다. 각국의

제후들은 자신들을 지탱해줄 역량 있는 인재를 널리 구했고, 선비들은 저마다의 처방을 가지

고 그들의 우산 아래로 모여들었다.2) 그러니 개인의 인격적 성화(聖化)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관계적 질서, 즉 예악의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공자의 가르침(論語「里仁」曾子
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朱子註: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은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

을 것이다. 묵자는 당대의 혼란이 예악을 내세워 임금과 백성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선비들의

이기심(別愛)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고(墨子「非儒下」繁飾邪術, 以營世君, 盛爲聲樂,

以淫愚民.), 내남을 가리지 않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할 것을 역설한다(墨子「兼愛
上」故天下兼相愛則治, 交相惡則亂.). 묵자에 의하면, 겸애는 개인적 덕성이 아니라 공동의 이

익을 위해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규범이자 정치 원리이다. 묵자 역시 공자와 마찬가지

로 요(堯)․순(舜)․우(禹) 등의 치세를 이상적인 정치의 모범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시 현세에

실현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자와는 달리 성왕들의 다스림의 근원이 마음의 덕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천(天)이 바라는 바인 겸애의 도를 충실히 실천한데 있다고 보았

다(墨子「尙賢中」若昔者三代聖王堯舜禹湯文武者是也. 所以得其賞, 何也. 曰其爲政乎天下也,

兼而愛之, 從而利之.). 묵자는 당대의 혼란은 개인의 도덕적 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제도의 개선 및 그것을 추동해내는 강력한 외적 동인으로서의 천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통

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묵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는 맹자였다. 그러나 맹자의 사상 정립에 있어서 가장 직접

적인 자극이 된 것 역시 묵자였다. 유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묵가의 도전에 맹자는 유

가의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이해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이론적 응전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김승혜, 1990: 212). 맹자가 보기에 묵자는 유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만큼 위험스런 존재

였다. 비록 그 주장이 그럴듯하고 실천 의지마저 치열하여(孟子「盡心上」墨子兼愛, 摩頂放

2) 그 대표적인 예가 齊나라 威王(기원전357～320)과 宣王(기원전319～301)의 후원 아래 성립한 稷下의 學이다.

그들은 수도인 임치의 서문인 稷門 밖에 훌륭한 저택을 짓고 대부의 예로써 여러 나라의 사상가들을 초빙하

였다. 이들은 많을 때는 수천 명에 달하였으며, 서로 학술을 교류하고 정치를 논하였다. 맹자도 이 곳에 머무

르면서 선왕의 신임을 얻어 그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김승혜, 1990: 154; 윤내현, 1984: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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踵, 利天下爲之) 헐벗고 굶주리는 당대의 백성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유가가

지향하는 관계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가와 마찬

가지로 삼대(三代)의 성왕들을 이상 정치의 표본으로 삼았지만, 핵심 주장인 겸애의 실천을 담

보하는 것은 오직 강력한 외적 권위체인 천과 천이 내리는 상과 벌이었다. 맹자가 보기에 이

것은 인간이 가진 본연의 선단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이상적인 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설(邪說)에 불과했다. 그러기에 그는 사설을 종식시켜 성인의 뜻

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자 했다(孟子「縢文公下」我亦欲正人心, 息邪說, 距

詖行, 放淫辭, 以承三聖者.).

공자와 맹자가 인간 본성에 관한 내적 성찰을 통해서 당대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다면, 묵자는 본성 밖에 있는 천의 권위에 의지하여 모두가 공생하는 보편적인 선을

실현해 내고자 하였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옛 성왕들을 모범으로 삼아 이상적인 관계

질서를 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전국 시대라는 혼란의 극성기에 살았던 묵자와 맹자는 인

(仁)을 근간으로 하는 공자의 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묵자에게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파할 강력한 이념적 구호가 필요했을 것이며, 맹자에게는 유가라는 탈을

쓰고 자행되는 사회적 악을 제어하면서 유가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

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겸애(兼愛)’를 근간으로 하는 묵자의 주장이나 성선(‘性善)’을 근간

으로 하는 맹자의 주장 모두 모종의 이상에 대한 신념을 가졌다는 면에서 낙관주의로 본다.

다만 묵자의 겸애설은 오직 천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지배 계급의 선의지에 기대어 이상 사회

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낭만적 낙관주의’로,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현실적 모

습에 대한 치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적 낙관주

의’3)로 규정하고, 이들의 생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묵자와 텍스트로서의묵자

무릇 어진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함에는 눈에 아름다운 것, 귀에 즐거운 것, 입에 단 것, 몸

에 편한 것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墨子「非樂上」且夫仁者之爲天下度也, 非爲其目之所美, 耳之

所樂, 口之所甘, 身體之所安.)

3) 그러나 이계학(1998: 51)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성선설을 평가한다. 즉, 맹자는 당시의 쇠락한 사회상에

대한 회의를 품고 공자와 같이 자신만의 낙원을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정열적인 이상주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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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가의 창시자인 묵자에 대한 사기의 기록은 그의 이름이 적(翟)이며, 송나라 대부로, 공

자와 동시대 혹은 공자 이후에 활동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孟

子荀卿列傳」 蓋墨翟 宋之大夫 … 或曰並孔子時 或曰在其後.). 따라서 그의 출생지 및 생존 연

대는 물론 성명에 관해서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다. 周長耀(1974: 4-6)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

를 검토하면서 묵자가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이며, 그 생존 연대는 공자 이후 맹자 이전이

라는 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대체로 기원전 5세기 중엽에서 4세기 후반까지로 보는

것에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이운구, 윤무학, 1995: 18). 그의 출신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

로운 사실은 그가 중국 출신이 아니라는 주장이 보인다는 것이다. 드물게 동이족이라는 주장

(기세춘, 1995: 22)에서부터 그 사상이나 문법적 유사성 등을 들어서 아라비아 출신의 회교도

라거나 인도 출신의 불교도라는 주장도 존재한다는 점이다(周長耀, 1974: 6; 김학주, 1988:

16-17). 그만큼 그의 생각이 당대의 주류와는 차별성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묵자의 학문적 연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회남자의 내용을 근거로 그의 학문

이 처음에는 유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梁啓超, 1975: 8; 周長耀, 1974: 14; 김학주,

1988: 57). 즉, 묵자도 젊은 시절에는 유자의 학업을 익혀 공자의 학술을 전수받았으니, 공자와

묵자 모두 옛 성인의 학술을 닦아 육예의 논의에 통달하였다고 본다(「要略訓」墨子學儒者之

業, 受孔子之術.;「主術訓」孔墨皆修先聖之術, 通六藝之論.). 그러나 묵자는 끝에 가서는 공자

에게서 크게 멀어져 유가와 대척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대변하는 계층이 하층의 백

성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사상에 인과응보의 주체로서의 인격적인 천이나 귀신의 관념

등 당시의 대중 신앙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다(김승혜, 1990: 160;

풍우란, 정인재 역, 1989: 77). 묵자는 운명과 예악이라는 너울에 숨어 자신들의 허위를 감추려

는 당대 유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운명만을 믿고 가난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고상한 척 호탕하게 버티고 있으며, 근본을 어

기고 할 일은 포기한 채 게으름에 안주한다. 음식을 탐하면서도 해야 할 바는 소홀히 한다. … 여름

에는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가을이 되면 큰 상가만 다니면서 온 식구가 물리도록 먹고 마신다. 몇

집 초상만 치루고 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니, 남의 집을 근거로 하여 살찌고, 남의 땅에 의

지하여 체면을 차린다.(墨子「非儒下」立命緩貧而高浩居, 倍本棄事而安怠傲. 貪於飮食, 惰於作務.

… 夫夏乞麥禾, 五穀旣收, 大喪是隨, 子姓皆從, 得厭飮食. 畢治數喪, 足以至矣. 因人之家, 以爲翠, 恃

人之野, 以爲尊.)

사실 유가에 대한 묵자의 비판은 당대의 타락한 유자들의 실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러기에 유가 자체의 이상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보다는 유가와의 방법론적 차별성을 부각시키

고자 한다. 공자를 필두로 묵자에 등장하는 유가의 인물상들이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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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찬 위선자인양 묘사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묵가 집

단의 실천성은 그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인 맹자마저도 인정하는 바였다(「盡心上」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爲之). 그들은 묵자에게서 교육을 받은 후에 통일된 사상을 가진 학파

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조직을 가진 결사 단체도 조직하였다(북경대철학과연구실,

박원재 역, 1994: 120). 묵자 조직의 지도자는 거자(鉅子)라 불렸으며, 그는 구성원들에 대한 살

생권도 가지고 있었다. 묵자는 이 집단의 초대 거자였으며, 실제로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송나

라에 대한 초나라의 침략을 막으려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풍우란, 정인재 역, 1989: 74). 특히

운제(雲梯)라는 신형 무기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는 공수반에 맞서, 초나라의 왕 앞에서

그와 아홉 번의 모의 전투를 벌여 모두 이겨 공격을 포기시킨 사례는 유명한 이야기이다(孫詒

讓 撰, 1986: 292-296). 이처럼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치열한 실천 의지가 있었기에 묵자의 도

전에 대한 맹자의 위기의식과 그에 대한 응전은 절박함이 극에 달했는지도 모른다.

묵자는 묵자를 비롯한 묵가 전체의 주장과 얘기 등을 모아놓은 묵가의 유일한 총집이란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이다. 현재는 한서「예문지」에 나타난 71편 중 18편이 없어지고 53편

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각 편의 성격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는 실정

이다(김학주, 1988: 71). 胡適은 현존하는 묵자 53편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 편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현(尙賢) 3편․상동(尙同) 3편․겸애(兼愛) 3편․비공(非攻) 3편․절용(節

用) 2편․절장(節葬) 1편․천지(天志) 3편․명귀(明鬼) 1편․비악(非樂) 1편․비명(非命) 3편․

비유(非儒) 1편 등 24편이 들어있는 둘째 부분과, 경주(耕柱)․귀의(貴義)․공맹(公孟)․노문(魯

問)․공수(公輸) 등 5편이 들어 있는 넷째 부분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胡適, 송긍섭 외 역.

1962: 166-167). 梁啓超(1975: 13)도 호적의 이러한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에 나름

대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호적이 언급한 둘째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말씀

하시기를(子墨子曰)’이라는 구절이 없는 「非儒下」를 제외하고 나머지 23편을 묵자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보고 이를 묵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계초의 말대로 호적이 언급한 둘째 부분에서 「非儒下」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아 보면,

상현, 상동, 겸애, 비공, 절용, 절장, 천지, 명귀, 비악, 비명의 10 가지 주제가 된다. 이것을 우

리는 일반적으로 ‘墨家十論’이라고 부르는데, 묵가 학파의 핵심 주장을 담은 실천 지침이 되는

셈이다. 「공맹」편은 다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당대 유자들의 행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들

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유가의 도는 다음의 네 가지 점 때문에 천하를 망쳐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가는 하늘과

귀신을 신명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하늘과 귀신이 기뻐할 턱이 없다. … 또 장사를 후하게

지내고 상을 오랫동안 행하며 관을 겹으로 만들고 옷을 많이 지어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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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다. … 또 거문고와 북소리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 또 운명을 믿어

서 빈부, 수명, 치란, 안위를 좌우하는 기준이 있다고 여겨 그것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다고 여긴다

(墨子閒詁「公孟」儒之道足以喪天下者, 四政焉. 儒以天爲不明, 以鬼爲不神, 天鬼不說. … 又厚葬久

喪, 重爲棺槨, 多爲衣衾, 送死若徙. … 又弦歌鼓舞, 習爲聲樂. … 又以命爲有, 貧富壽夭, 治亂安危, 有

極矣, 不可損益也.).

사실 묵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유가 비판은 한 점에 모아진다. 그것은 유가적 관계

질서와 그것에서 파생하는 예악의 형식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그 핵심 정서를 담고 있는

개념이 바로 ‘겸애’이다. 그러기에 강한 목소리로 묵가에 대한 항전을 선언한 맹자는 묵가에서

주장하는 겸애는 어버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그러기에 묵가의 도가 그치지 않으

면 공자의 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孟子「滕文公下」墨氏兼愛是無父
也. …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不著.).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묵자와 맹자의 대립은 전국 시대

라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갈등일 뿐 기존의 계급 질서에 대한 전

면적인 도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묵자의 겸애설은 기득권층의 계급적 이익과 원천적으

로 양립할 수 없었음에도 지배 계급의 선의지와 천의 존재에 대한 신앙에 기대어 그 실현 방

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낭만적 낙관주의’로,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현실적 모습에 대한

치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낙관주의’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4)

그러나 인간 주체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겸애설과 성선설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교육학

적 파장은 크게 달라진다. 이제 이하에서는 묵자의 도전과 맹자의 응전이라는 측면에서 겸애

설과 성선설을 다루고, 이어서 그것이 가지는 교육학적 함의를 인간 주체의 역동성이라는 측

면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Ⅲ. 낭만적 낙관주의: 겸애설

만약 온 천하로 하여금 겸애를 실천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가문

과 가문은 서로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고, 도적들은 없어지고, 임금과 어버이는 자애로우며, 신하

와 자식들은 제 도리를 다할 것이다(墨子「兼愛上」若使天下兼相愛, 國與國不相攻, 家與家不相亂,

盜賊無有, 君臣父子皆能孝慈.).

4) 이러한 분석은 두 학파의 생명력과 관련하여 볼 때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묵자의 학

문이 전국 시대가 끝남에 따라 역사의 무대에서 급격히 사라져버린 것은, 그 사상이 혼란기에는 나름대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안정을 추구하는 새 왕조와는 정서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

면에 인간 본성에 관한 냉철한 분석에서 출발하는 유가의 인격 수양론은 어떠한 정치 체제 하에서도 차용

이 가능한 구조를 가졌기에 오랫동안 주류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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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겸애설은 그 논리적 구조로 볼 때, 종교적 신앙에 버금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 실천

을 담보하기 어렵다. 묵가 집단이 우두머리인 거자(鉅子)를 중심으로 결사체를 형성하여 죽음

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애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淮
南子「泰族訓」墨子服役者百八十人, 皆可使赴火蹈刃, 死不旋踵.). 따라서 겸애설은 인간 안에

자리한 모종의 도덕적 의지보다는 인간 밖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에 호소한다.

그리고 임금을 비롯한 지배 계급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수많은 난신적자가 발호

하는 전국 시대라는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묵자는 무엇을 보았을까?

1. 겸애의 속성: 利
유가에서 말하는 利는 개인의 사적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공자

가 항상 이(利)를 의(義)와 마주 세워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자칫 예악의 본연을 가릴 수 있는

장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論語「里仁」子曰,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그러나 묵자는

이(利)를 천의 의지의 표출이자,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행동 지침으로

본다. 따라서 그것은 천의 의지의 실질적인 이름인 의(義)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 그 효과만

을 두고 본다면, 묵자의 이(利)는 오히려 유가의 인의 개념에 가깝게 보이는데, 그것은 이들 양

자가 모두 애(愛)를 그 개념적 요소의 하나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論語「學而」朱
子註: 仁者愛之理, 心之德也.墨子「經上」仁體愛也.).

묵자에는 이(利)에 관한 묵자의 생각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묵자가 유자(儒者)에게 물었다. “왜 음악을 하시오?” 유자가 답하였다.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요.”

묵자가 말하였다. “당신은 내게 바른 대답을 못하고 있소. 예컨대 내가 ‘무엇 때문에 집을 짓는가?’

라고 물었을 때, ‘겨울에 추위를 피하고 여름엔 더위를 피하며, 방으로써 남녀를 분별하려는 것이

요.’하고 대답한다면 곧 당신은 내게 집을 짓는 이유를 제대로 말한 셈이 되오. 지금 내가 ‘왜 음악

을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하였소. 이것은 마치 ‘왜 집을 짓는

가?’라는 물음에 ‘집 때문에 집을 짓는다.’라고 대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요(「公孟」 子墨子問於儒者

曰, 何故爲樂. 曰, 樂以爲樂也. 子墨子曰, 子未我應也, 今我問曰, 何故爲室, 曰, 冬避寒焉, 夏避署焉,

宮以爲男女之別也, 則子告我爲室之故矣. 今我問曰, 何故爲樂, 曰, 樂以爲樂, 是猶曰何故爲室, 曰, 室

以爲室.).

묵자에 대한 유자의 답 속에는 음악이라는 활동의 정당성은 음악 그 자체에 의해서 확보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묵자는 이러한 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모든

활동의 정당성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그것이 주는 외적인 효과,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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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묵자는 음악

을 하는 일과 집을 짓는 일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음악을 하는 일과 집을 짓는 일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다면 음악은 바로 음악 자체에 그 활동을 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자의 대답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집을 짓는 일은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주는 외적인 효용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묵자의 이관념(利觀念)에서 보면 이러한 구분은 하등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모든 일

은 결국 ‘집을 짓는 일’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묵자의 이러한 논리는 묵자 사상 전반을 관통

하고 있다. 따라서 묵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질문은 항상 그것이 ‘누구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느냐?’하는 것이다. 「經上」과 「兼愛中」은 이(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란 이롭게 하는 것이다. … 이란 얻으면 기뻐하는 것이다. 해란 얻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 선

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이 일을 하는 목표는 반드시 천하의 이를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활동의 목적이다.”(「經上」 義利也. … 利所得而喜也. 害所得而惡

也.;「兼愛中」子墨子言曰 仁人之所以爲事者 必興天下之利 除去天下之害 以此爲事者也.).

묵자에게서의 의란 하늘이 바라는 바의 마땅함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

가?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할 것을 바라지, 서로 미워하며 해칠 것을 바

라지 않는다(墨子「法儀」然而天何欲何惡者也. 天必欲人之相愛相利, 而不欲人之相惡相賊

也.). 인인(仁人)은 하늘의 뜻을 따라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제거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해악이 일어나는 까닭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도대체 천

하의 해악을 일으키는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묵자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기인

한다고 본다. 만약 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한다면 도리를 해치는 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墨子「兼愛上」當察亂何
自起. 起不相害. … 若使天下兼相愛, 愛人若愛其身, 猶有不孝子乎.). 천하의 모든 재난, 찬탈, 원

한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비난만 하

고 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가? 묵자는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

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과감히 실천할 것을 역설한다(墨子「兼愛中」凡天下禍簒怨
恨, 其所以起者, 以不相愛生也. 是以仁者非之, 旣以非之, 何以易之. 子墨子言曰, 以兼相愛, 交相

利之法易之).

묵자는 ‘겸상애교상리(兼相愛交相利)’의 논법을 통해서 애(愛)와 이(利)를 묘하게 병치시킨

다. 공자와 맹자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을 서로 논리적으로 엮어내는데 반하여 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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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사실적 관계로 묶어낸다. 그러니 우리도 이 두 개념의 관계를 묵자의

논법에 따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묵자가 보기에 당대의 혼란은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적절한 제어 없이는 수습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겸애는 곧 타인의 이익에 대한 배려의

논리이자, 자신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겸애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공동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묵자의 겸애의 본질이 이관념(利觀念)에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묵자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는 이(利)’라고 할 수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그 활동 자체의 옳고 그름

을 따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서로의 이(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

용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그 곳의 복숭아나 오얏을 훔치면 여러 사람들은 듣고서

그를 비난하고, 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를 잡으면 처벌을 할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남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닭이나 돼지를 훔친 자는 그 불의가 복숭

아나 오얏을 훔친 자의 것보다 심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남을 해친 게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친 게 많을수록 그의 불의도 더욱 커지고 그의 죄도 더욱 많아진다(墨子「非攻
上」 今有一人, 入人園圃 竊其桃李, 衆聞則非之, 上爲政者得則罰之. 此何也, 以虧人自利也. 至攘人犬

豖鷄豚者, 其不義又甚入園圃竊桃李, 是何故也, 以虧人愈多. 苟虧人愈多, 其不仁慈甚, 罪益厚.).

2. 겸애의 원천: 天
과연 묵자 자신은 천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겸애의 실천에 있다고 믿었을까? 적어도 묵가

집단에 대한 맹자(孟子「盡心上」墨子兼愛, 摩頂放踵, 利天下爲之)와 장자(莊子「天下」雖
然, 墨子眞天下之好也. 將求之不得也, 雖枯槁不舍也, 才士也夫.)의 평가만을 본다면 그의 신념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어쩌면 묵자에 대한 맹자의 신랄한 비판 속에는 스승의 가

르침에 끝없이 헌신하는 묵가 집단에 대한 시새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을 것이다. 유가의 존

재 지평 자체를 무섭게 파고드는 묵가의 위협 속에서 맹자에게 가장 절실했던 공자의 가르침

은 무엇이었을까? 혹여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論語「里仁」
子曰, 朝聞道, 夕死加矣)”라는 외침이 아니었을까?

어찌 보면 묵자 안에서의 애(愛)와 이(利)는 다소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묵자 이전의 관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개인의 사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되었다. 그러기에 유가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순치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의

일탈을 막고자 하였다. 사실 묵가가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유가의 예악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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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묵자는 자신의 사상 체계의 정점에 천을 위치시키고,

천의 의지 안에 겸애와 이(利)를 위치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버린다, 바로 이 지

점에서 우리는 유가와 묵가의 방법론적 결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어차피 인간이 욕

망의 주체라면, 그 제어의 고삐를 인간에 맡겨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자의 가

르침이 춘추 시대를 거쳐 전국 시대에 이르렀음에도 그 폐단이 점차 커지는 것은 그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 묵자에게 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이다.

묵자가 보기에, 천은 세상 모든 것의 법도가 되기에 충분하다. 천의 운행은 끝없이 넓고 조

금의 사사로움도 없다. 그러기에 한없이 은혜를 베풀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 밝음은

끝이 없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옛 성왕들도 천을 법도로 삼은 것이다. 도대체 천을 법

도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을 천에 맡기고 천이 바라는 것이면 행하고

천이 원치 않는 것은 그만 두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한다(墨子「法儀」然則奚以爲治法而可,

莫若法天. 天之行廣而無私, 其施厚而不德, 其明久而不衰, 故聖王法之. 旣以天爲法, 動作有爲必

度於天, 天之所欲則爲之, 天之所不欲則止.). 묵자에게 있어서 천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모종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천을 모든 것의 법도로 삼

아 그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천에 의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천의

의지를 따랐던 옛 성왕들은 복을 받았고, 천의 의지를 거슬렀던 폭군들은 화를 입었음을 역사

는 말해주고 있다.5) 그렇다면 과연 천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천은 의를 바라고 불의를 싫어한다. …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천이 의를 바라고 불의를 싫어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천하에 의가 있으면 살고 의가 없으면 죽으며, 의가 있으면 부해지고

의가 없으면 가난해지며, 의가 있으면 안정되고 의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墨子天志上」天欲義而
惡不義. … 然則何以知天之欲義而惡不義. 曰, 天下有義則生, 無義則死, 有義則富, 無義則貧, 有義則治,

無義則亂.).

하늘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의지는 다름 아닌 의이다. 의(義)의 존재 여부는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생사, 빈부, 치란(治亂)을 좌우한다. 이제 의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최고

의 규범 혹은 원칙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천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옛 속담에 ‘천의

밝음 아래 죄를 지으면 어디도 피할 곳이 없다.’는 말이 있다. 천의 밝음은 숲이나 골짜기 속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라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천하의 사람들은 작은 것에는

민감하면서도 천에 이르면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墨子天志上」且語言有之曰, 焉而晏日

焉而得罪, 將惡避逃之. 曰, 無所逃避之. 夫天不可爲林谷幽閒無人, 明必見之, 然而天下之士君子

5) 묵자는 천의 뜻을 따라 상을 받았던 인물로 옛날 삼대의 성왕들인 우, 탕, 문, 무를, 천의 뜻을 거슬러 벌

을 받았던 인물로는 삼대의 폭군들인 걸, 주, 유, 여를 든다(墨子「天志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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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於天也, 忽然不知以相敖戒.). 그러니 천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제 묵자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천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아울러 서로를 이롭게 해주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천의 뜻에 반하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서로 미워하며 서로를 해쳐서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墨子天志上」順天意者, 兼相愛, 交相利, 必得賞. 反天意者, 別相惡, 交相賊, 必得罪.).

이제 묵자가 강조하는바 겸애는 천의 뜻인 의(義)의 실질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니 겸애를

실천함으로써 서로를 이롭게 해주는 것은 천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되며, 차별하고 미워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천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겸애가 이(利)가 되고, 이(利)가 겸애

가 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천에 의해 담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애, 곧 利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묵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천의 뜻이 있음은 비유를 들면 마치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에게 둥근 그림쇠가 있고

목수에게 굽은 자가 있는 것과 같다.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과 목수들은 그들의 그림쇠와 굽은 자

를 가지고서 천하의 네모꼴과 원을 재면서 말하기를 “들어맞는 것은 바른 것이고 들어맞지 않는 것

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한다(墨子「天志中」 我有天志 譬若輪人之有規 匠人之有矩 輪匠執其規矩
以度天下之方圓曰 中者是也 不中者非也.).

아무리 천이 세상의 모든 해악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밝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현실

적인 인간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묵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

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과연 누가 천의 뜻을 대신하여 의를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고,

거스르는 자에게 벌을 준다는 말인가? 아마도 묵자가 공자와 마찬가지로 삼대의 성왕을 모범

으로 삼은 것도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묵자는 일단 천하가

혼란스러운 것은 지도자가 없는 탓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천하의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을 세

워 천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墨子「尙同上」夫明虖天下之所以亂者, 生於無正長. 是故天

下之賢可者, 立以爲天子).6) 묵자의 이러한 주장은 겸애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겸애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체득하여야 할 덕성이라기보다는 이(利)에 부합

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의 총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실천 동기를 개인의 자발성에서 구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묵자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음

6) ‘尙同’이라는 편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묵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천자-삼공-제후로 이

어지는 봉건제도이다. 그 전제로 묵자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겸애의 도를 아는 현명함이다(
墨子「尙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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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로 아울러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내가 보기에 다만 그것을 기뻐하는 임금이 있지 않을 따름이다. 진실로 임금

중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서 겸애의 도를 행할 것을 시상과 명예로써 권면하고 형벌로써

위압을 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불이 위로 타오르고, 물이 아래로 흐르

는 것처럼 천하에 그것을 그치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墨子「兼愛下」 今若夫兼相愛, 交相利,

此其有利, 且易爲也, 不可勝計也. 我以爲則無有上說之者而已矣. 苟有上說之者, 勸之以賞譽, 滅之以刑

罰, 我以爲人之於就兼相愛, 交相利也, 譬之猶火之就上, 水之就下也, 不可防止於天下.).

이제 겸애의 실천에 관한 책임은 천의 뜻을 받은 천자의 손으로 넘어간다. 천자는 상으로써

권면하고 형벌로서 위압을 가하여 겸애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천자가 언제 어디서

나 천의 뜻에 대한 충실한 대변자일 수는 없다. 묵자는 귀신의 존재를 끌어들임으로써 천자의

통치 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예컨대 하나라의 걸(桀王)은 막강한 군사와

부귀를 가지고도 귀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으니 천의 벌을 받은 셈이다(墨子「明鬼下」).

결국 겸애의 실천은 위로는 천, 아래로는 천자, 그리고 이들 양자의 매개자로서의 귀신의 선의

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글에서는

묵자의 겸애설이 당대의 현실 및 인간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다.

Ⅳ. 현실적 낙관주의: 성선설

이단에 깊이 빠지면 해가 될 뿐이다. … 이단이란 성인의 도가 아니고 별도로 일단이 된 것이니,

양주와 묵적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들은 세상을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경지에 몰아넣었다(論
語「爲政」攻乎異端, 斯害也已. … 朱子註: 異端非聖人之道而別爲一端, 如楊墨是也. 其率天下, 至於

無父無君.).

1. 맹자의 성선론적 응전
묵자가 열정적 이상주의자였다면 아마도 맹자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을까? 그러기

에 전국 시대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선’의 밝은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선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四端),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찾아 잘만 풀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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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천이 처음에 인간을 냈을 때의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复其初)이 여기

에서 그리고자 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대체적인 밑그림이다.

맹자보다는 묵자에게서 천의 존재에 대한 모종의 믿음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은 천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양자의 구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묵자의 천은 강력한 의

지를 가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이다. 그러기에 천과 인간은 내적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천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상과 벌의 주체가 될 뿐이다. 그러나 맹자에 이르면 천은 인간 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씨

앗으로 자리한다. 맹자는 ‘성선’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천의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그

러나 씨앗이 곧 큰 나무가 아니듯이 그것이 싹터서 천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

요하다. 맹자가 말한 “완전한 것은 천의 모습이요, 완전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모

습이다(孟子「離婁上」誠者天之道也, 思誠者人之道也.).”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

이다. 따라서 맹자에게서의 천은 세상 만물의 바른 이치를 내는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온전한 속성이 씨앗으로 내 마음 안에 내려앉아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孟子「盡心上」朱子
註: 性則心之所具之理, 而天又理之所從以出者也.). 물론 씨앗을 싹틔워 키우는 것은 저마다의

몫이지만 천 역시 매순간마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어 마음의 능력을 키워준다. 따라

서 맹자에게서의 천은 묵자에서처럼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절대자도 아니요, 공자에

서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살면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論語「先
進」顔淵死, 子曰, 噫, 天喪予, 天喪予.)도 아니다. 다만 천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자리

한 선의 실마리를 풀어내도록 고무함과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지평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넓

혀가도록 권유한다. 이것이 전국 시대라는 현실의 불합리 안에서 맹자가 그리고자 하는 성선

설의 구도인 동시에 묵자의 도전에 대한 차분한 응전인 셈이다.

이미 이 글에서는 맹자의 성선설을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틀에서 볼 것을 제안한바 있다.

이것은 맹자가 인간의 불합리한 현실적 모습에 대한 치밀한 통찰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변

화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졌다는 측면에 바탕을 둔 것이다. 흔히 성선설을 마음의 능

력 전체에 대한 온전한 묘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7)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상 속에서의

닦음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유가의 수양론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구절을 보

면 맹자 자신도 이러한 오해를 경계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극히 적다. … 하지만 극히 적음, 바로 그 곳에서 인간과 동물이 갈라지는

7) 여기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갈라짐이 시작되었다. 양명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마음의 전체의 밝은 능력으

로 간주하는데 반하여 주자학은 마음 안의 선단(本然之性)을 인정하되 그것은 늘 현실적 제약(氣質之性)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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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孟子「離婁下」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 朱子註: 雖曰少異, 然人物之所以分, 實在於此.).

동물과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크다는 언급은 인간이 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대한

예리한 통찰의 결과이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맹자는 극히 작은 차이, 즉 성선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맹자의 이러한 고민은 인성에 관한 고자(告子)와의 논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고자는 다만 성(性)이란 타고난 바 그 자체를 말할 뿐, 처음부터 선과 악 어느 쪽

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예컨대 물은 에너지만 품고 있을 뿐, 처음부터 물

길이 동서 어느 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물꼬를 어느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孟子「告子上」告子曰, 生之謂性 …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

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 역시

처음부터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맹자는 이상과 같은 고

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물 에너지에 동서의 구분이 없다고 해서 상하의 구분조차 없단 말인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사람에게 불선함이 없는 것은 물이 위로 거슬러 흐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孟子「告子上」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우리는 맹자와 고자의 논변을 놓고, 때로는 그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서, 때로는 경험적 사실

에 근거하여, 어느 한 편의 주장에 동조 내지 반박을 한다. 그러나 맹자와 고자는 서로 다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까닭에 처음부터 이들의 논쟁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

다. 고자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맹자를 공격하고 있지만, 맹자의 ‘성선설’은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이전까

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관계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온갖 패악이 난무하던 시기였

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맹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 안에 주체적 극복을 위

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성선설을 한 순진한 유세가의 그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맹자와 공도자(公都子)의 대화를 재구성하여 성선설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보자.

공도자: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

니까?

맹자: 그 마음의 바름을 따라가면 대인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 소인이 되느니라.

공도자: 그렇다면 똑같이 사람인데 누구는 바름을 따르고 누구는 욕망을 따르니 그 이유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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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까?

맹자: 귀나 눈은 본래 사물을 그대로 지각할 뿐 살펴서 판단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

나 마음이라는 것은 본시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바른 능력을 가졌다. 바른 능력이 관여

하면 얻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잃게 된다. 이 바른 능력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바이

니, 먼저 그것이 바로 서면, 욕망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바른 능력의 확충,

이것이 대인으로 가는 길이다(孟子「告子上」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 鈞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

也. 曰, 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不得

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2. 겸애설 비판: '兼'과 '別'의 파열음
겸애는 뜻으로만 보면 내남의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으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그것이

利의 상호교환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묵자는 좋은 것은 반드시 이

익이 있는 것이며, 이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전제(墨子「兼愛下」 且焉有善
而不可用者.) 아래 모든 논리를 전개한다. 예컨대 의가 곧 이(利)이니, 충은 임금을 이롭게 하

는 것이자 강하게 하는 것이요, 효는 어버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墨子「經
上」義, 利也.; 忠, 以爲利而强君也.; 孝, 利親也). 따라서 겸애는 묵자의 이러한 가치관, 즉 이

(利)의 교환적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행위들을 해석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묵가의 주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공, 비악, 절용, 절장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그러므

로 겸애와 그것에 포섭되는 행위들의 관계는 행위 주체 안에서 논리적으로 관련을 맺기보다는

이(利)에 비추어 사실적인 수준에서 맺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겸애설에 대한 맹자의 비판은 그것이 유가가 딛고 서 있는 관계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허물

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맹자의 입장에서 묵자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단의 무리가 되는 셈이다. 공자 이래 유가의 핵심 명제는 수기안인(修己安人), 즉 스스

로를 닦아 그 효과를 타인에게 점차 넓혀가는 것이었다. 개인은 예악, 즉 각자가 처한 관계적

지평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마음 안에서 조금의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다. 스스로에서 출발하여 자녀로서, 어버이로서, 신하로서, 임금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에 충실

할 때 사회는 이상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論語「顔淵」齊景公,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물론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들은 그 안에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내적 정

당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묵자의 겸애는 친소, 원근에 따라 차등을 두는 유가의 예

악을 ‘별애(別愛)’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비난한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그의 모든 논리를 지탱해

주는 이관념(兼相愛交相利)이 개입된다. 묵자는 ‘겸(兼)’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별(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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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해가 되니, ‘별’은 그르고 ‘겸’은 옳다고 말한다(墨子「兼愛下」今吾本原兼之所生, 天

下之大利者也. 吾本原別之所生, 天下之大害者也. 是故子墨子曰, 別非而兼是者.).

맹자가 특히 묵자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은 그의 주장이 겉보기에 그럴듯하여

뭇사람들을 미혹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타락한 유자들의 위선에 신물

이 난 당대의 백성들에게 겸애의 논리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냉

정하게 생각해보면, 욕망의 주체인 인간 안에서 겸애의 실천 동기를 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묵자 자신도 이 점을 자각하였기에 천, 귀신, 천자의 권위에 의지하여 겸애

의 실천을 담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맹자가 보기에 각자가 처한 지평의 친소에 따라

예악을 구분하여 인간 본연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치에 맞

는 일이다(孟子「盡心上」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

民, 仁民而愛物.). 맹자는 겸애를 주장하는 묵자의 무리가 부정한 학설로써 사람들을 속여 인

의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짐승을 내몰아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는 격이며, 종국에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잡아먹는 무도한 세상이 오고 말 것이라고 선언한다(孟子「藤文公下」是
邪說誣民, 充塞仁義也. 仁義充塞, 則率禽獸食人, 人將相食.). 맹자가 묵가를 어버이도 모르는 짐

승의 무리라고 맹비난한 것은 지평의 차이에서 오는 예악의 당연한 구분마저 겸애로 덮어버림

으로써 유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별’은 유가에 대한 비난의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지평의 차

이를 전제로 한 유가 윤리, 즉 예악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유가는 이러한

관계적 질서를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것으로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이라고 보았다. 그러니 엄격히 지켜서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지만 또한 자

연적 이치를 따라 나온 것이므로 억지로 하지 않고 상황에 적합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論語「學而」朱子註: 禮者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 皆禮之爲體雖嚴, 然皆出於自然之理,

故其爲用, 必從容而不迫.). 특히 맹자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의 이치를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조응 체제로서의 선의 실마리(四端)8)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예악의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수많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예악의 합당함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안의 조회 체제에 비추어 획득된 합당함은 그가 처한 다

양한 지평을 타고 흘러 타인의 지평과 교호작용(transaction)을 하게 된다. 이것은 공자와 증자

를 위시한 그의 제자들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8) 성선설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사단이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선의 실마리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뽑아

냄으로써 그것을 온전하게 체득한 경지(四德: 仁義禮智)에 이를 수 있다.(孟子「公孫丑上」惻隱之心, 仁之

端也. 羞惡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禮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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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참아, 우리의 도는 한 가지 이치가 만 가지 일을 꿰뚫고 있다.

증자: 예, 그렇습니다.

(공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른 제자들이 증자에게 물었다.)

제자: 한 가지로 만 가지를 꿰뚫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증자: 忠恕, 이 두 글자만이 오직 선생님의 도에 대한 온전한 표현일 뿐입니다.

(朱子註: 자기의 지평에서 확보된 예악의 마땅함을 忠이라 한다. 恕란 자기의 지평에서 확보된 마

땅함을 타인의 지평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論語「里仁」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朱子註: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유가의 가장 중요한 미덕인 시중(時中)은 이상적인 관계망과 현실적인 관계망 사이의 끊임

없는 연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맹자의 성선설은 ‘동일성(兼)’에 의해 이러한 관계망의 ‘차이성

(別)’을 깨뜨리려는 묵가의 도전에 대한 치밀한 응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성선설

의 구도를 통하여 도덕성의 원천을 마음에 두면서도 그 안에 천의 존재를 내려앉혀(墮在) 안

팎의 균형추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 묵자는 보편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겸애를 주장하면서도

그 원천을 천과 귀신, 천자 등 외적 권위에 둠으로써 겸애의 가치를 도덕적 수준에서 제도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도덕성의 원천이 개인에게 없다면 인간은 부끄러

움을 모르고 제도가 가져다주는 이익에만 만족하게 될 것이다. 결국 맹자가 말하는 인정(仁

政), 즉 패도에 맞서는 왕도 정치도 성선설에 의해 확보된 내적 도덕성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맹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묵가의 이상과 유가의 이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패자의

백성들은 이익에 만족하고, 왕자의 백성들은 저절로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孟子「盡心上」
孟子曰, 覇者之民, 驩虞如也. 王者之民, 皥皥如也.)”.

Ⅴ. 맺음글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먹어보지 않고서 그 맛을 느낄 수 있겠는가? 비록 지극한 도가 있을지라

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오묘함에 다가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배움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앎이 부

족함을 절감할 수 있고,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도의 오묘함에 아직 멀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부

족함을 느껴야 스스로를 살필 수 있고, 아직 멀었음을 깨달아야 배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배움과 가르침은 늘 함께 가는 것이다(禮記集解제36권 學記 제18 957면: 雖有嘉肴, 弗食不知

其旨也. 雖有至道, 弗學不知其善也. 是故學然後知不足, 敎然後知困. 知不足, 然後能自反也. 知困, 然

後能自强也. 故曰, 敎學相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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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묵가와 유가의 대립을 ‘근본적인 불화’로 규정하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대립 구

도 아래 서로의 핵심 개념인 겸애설과 성선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묵가가

정확히 어떤 점에서 유가와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육학적으로 어떠한 스펙트럼을 만들어

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묵자의 겸애설은 유가적 관계 질서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인 예악

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의 정서를 담고 있다. 겸애는 뜻으로만 보면 내남의 차별이 없는 보편

적인 사랑으로 읽히기 쉬우나, 그것이 이(利)의 상호 교환(兼相愛交相利)을 전제로 하는 개념

이라고 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묵자는 좋은 것은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이익이 있는 것

은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利)의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인간 밖에 외적 절대자

로서의 천의 존재를 내세우고, 천의 의지의 실질인 의가 곧 이(利)라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한다. 아울러 천 아래 귀신과 천자를 위치시켜 그들로 하여금 상과 벌을 주관하게 함으

로써 겸애를 매개로 한 이(利)의 안정적 교환을 꿈꾼다. 따라서 겸애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과

내적 관련을 맺지 않는다.

맹자에 의하면, 인간은 마음 안에 내적 조응 체제로서의 선의 실마리(四端)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예악의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예악의 합당함을 얻어내

기 위해서는 치열한 주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획득된 합당함은 그가 처한 다양한

지평을 타고 흘러 타인의 지평과 교호작용(transaction)을 하게 된다.

유가에서 말하는 수양은 이상적인 관계망과 현실적인 관계망 사이의 끊임없는 연동의 산물

이다. 따라서 맹자의 성선설은 ‘동일성(兼)’에 의해 이러한 관계망의 ‘차이성(別)’을 깨뜨리려는

묵가의 도전에 대한 치밀한 응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성선설의 구도를 통하여

도덕성의 원천을 마음에 두면서도 그 안에 천의 존재를 내려앉혀(墮在) 안팎의 균형추를 유지

하는데 성공한다. 묵자는 보편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겸애를 주장하면서도 그 원천을 천과 귀

신, 천자 등 외적 권위에 둠으로써 겸애의 가치를 도덕적 수준에서 제도적 수준으로 끌어내리

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묵자 사상 어디에도 주체의 영역은 찾아볼 수 없다.

묵자는 당대의 혼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잘못된 유가의 관계적 질서에 바탕을 둔 예악

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전면적으로 해체를 주장하였다. 우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도를 지닌 사람, 즉 혼란의 원인과 해법을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가르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墨子「尙同上」隱匿良道, 不以

相敎). 따라서 서로를 살리는 법, 즉 겸애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힘써 남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墨子「尙賢下」有道者勸以敎人.). 실의 색이 어떤 염료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듯

이 사람에게도 물들임이 있어,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선비는 그 가까이 한 이들이 어질고 현명

했다고 주장한다(墨子「所染」). 묵자가 보기에 예악의 허울에 갇힌 유자들은 내남을 차별하

는 잘못된 도에 물든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겸애의 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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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흑백의 개념을 알고 있는 장님의 비유를 들어 앎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그러나 흰 것과 검은 것을 섞어 놓고 장님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한다면 장님은 그것을 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장님은 흰 것과 검은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본질을 아는 것을 두

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두고 말한 것이다(墨子「貴義」兼白黑 使瞽取焉 不能知也 故我曰
瞽不知白黑者 非以其名也 以其取也.).

위의 비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묵자에게 있어서 앎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 조

건은 이(利), 즉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묵자의 모든 주장에 붙박여 있는 논리이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 유용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자들의 헛된 예악처럼 세상의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맹자 역시 당대 사회의 병폐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인

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묵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맹자는 세상의 혼란이 이(利)를 따라가는 개

인의 욕망에 있다고 보고, 마음 안에 선의 실마리를 심어, 저마다를 도덕적 주체로 세우고자

하였다. 묵자의 처방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안에서 오는

내적 희열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르침이란 때 맞춰 단비가 내려 천지를 적

시듯이 이루어져야 하고(孟子「盡心上」有如時雨化之者.), 억지로 잡아 늘리는 잘못을 범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孟子「公孫丑上」助之長者 揠苗者也.). 상이나 벌에 의한 외적 강

제는 오히려 마음 안에서 진정한 반성의 싹이 트는 것을 막아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을

만들기 쉽다는 것이 맹자의 진단이다(孟子「盡心上」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가르침과 배움의 이상적인 만남을 ‘교학상장

(敎學相長)’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아마도 교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은 물론 교사도 일정

부분 자기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약화와 탈학교

현상의 가속화, 교실 붕괴 내지 교권 추락 등 당면한 현대 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학상장의 전

범(典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오늘날 교육이 처한 위기를 보는 시각은 묵자와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에 벌어졌던 제자백가들의 쟁명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는 그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교육을 지식의 효율적인 전달 및 이용가능성의 최대화라는 명

제에 묶어 놓는 사유 방식이라고 본다(이재준, 2006: 2). 이러한 생각에 의하면 현대 교육의 중

심은 주체의 자발성과 내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맹자식의 교육 패러다임’보다는 ‘겸애’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내걸고, 모든 활동을 그 곳으로 모은 채, 천과 귀신, 천자의 권위를 빌어 그

성과를 평가하는 ‘묵자식 교육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유학의 사유 방식에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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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는 양자가 절대적 자기 동일성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요청하는 대대('對

待)’라는 용어가 있다. 무슨 일이든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모두가 살 수 없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과연 안팎의 균형추를 잡고 있는 것일까?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묵자에 맞선 맹자의 문제의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교

육이 국가나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실천적 활동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은 또한 인간의 본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을 그 안에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직 효과성만을 화두로 삼아서 모든 교육 활동을 재

단하려는 시도는 결국 양자의 ‘대대(對待) 관계’를 무너뜨려 교육이 자리한 지평 자체를 위태

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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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Mozi's Analects: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Kongzi's School and Mozi's

School

9)Lee, Jae Jun*

There are radical discrepancies between the doctrines of Kongzi and Mozi.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nature of jianai and xingshanshuo from the standpoint of 'challenge and response'

in order to highlight the reasons why they are critical of one another. This study seeks to

better understand the implications these doctrines as they apply to contemporary educational

theory.

Mozi's jianai is severely antagonistic toward confucian doctrines, especially that of the ritual

ceremony. Semantically, jianai means 'all embracing love', but the concept essentially denotes

the exchange of interests among people. Mozi argues that goodness always promises some

benefit to all, but how do we know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He suggests that

it is not related to the realm of human society; that it depends only on the will of Heaven,

which is almighty. So it is not intrinsically related to the realm of human society.

According to Mengzi, every human being has four good clues in his mind. He believes

that every person has the potential to rise to the sphere of the sage, but that he should also

attempt to attain an ideal disposition in everyday life. Whenever he reaches this ideal state,

he has to 'transact' with other people to understand their horizons. This processes might be

called self-cultivation. Essentially, Mengzi considered the human being to be an active moral

agent.

Though we rely on a certain definition of education, we cannot deny that education is actually

an interactive proces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If the two are in an ideal condition of

teaching-learning, both teacher and student are able to learn from one another. Today, it is

not easy to find this ideal situation in our educational system, because every school adheres

*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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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o the goal of effective knowledge transmission and expanding utility of knowledge.

Currently, as we begin the process of discarding the prevalent paradigm for a reconstructed

new paradigm, we can find value in jianai and xingshanshuo regardless of whether that value

is negative or positive. Overall, it is our duty to find a more suitable paradigm to integrate

into our educational system and practices.

Key words: Mozi(墨子), Mengzi(孟子), jianai(兼愛), xingshanshuo(性善說), bie(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