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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거시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때,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계층의 사다리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우리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 외치던 대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고, 우리의 형이나 동생이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1년씩 기다리다 모습에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어야 했다. 밀레니엄의 전환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압박과 함께 시작되었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아들과 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쟁취하기 위해 교대와 약대, 의대에 몰렸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섭된 한국사회는 오포 세대들(: 기존의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에서  ‘인간 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해 포기가 더해졌음)을 양산했고, 

“열정페이”를 가능케 했으며, 세대들 간의 전쟁을 부추겼다. 인문계 대학생들의 전공시험은 ‘공무원 

시험’이 되어 있었고, “폐지 줍기”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 “페지 줍기”는 더는 노인들만의 

소일거리(?)로 남아있지 않았다. 장기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주부들뿐만 아니라 건장한 30대 청년까지 

폐지 줍기 경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심마니들이 산삼을 캐기 위해 심산유곡을 헤매는 것처럼 폐지 

수거인들은 새벽의 낮게 깔린 안개 속을 헤치면서 자신들의 리어카를 끌고 있다.

  누구도 이제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만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경제의 연평균 9%대의3  성장률은 신화가 된 지 

오래이다. IMF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는 2-3%대로 

낮아졌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앞으로 한국의 전체 산업생산량은 떨어질 것이고, 신규투자는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현금을 껴안고만 있고, 확실한 이윤창출을 위해 골목상권을 필생의 경쟁자(?)로 삼아버린 현실에서 

이마저도 낙관적인 예측일 수 있다. 이제 낙수효과(trickle effect)로 인해 떨어지는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그(그녀)는 개용 남(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출산율은 1인당 1.1-1.3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이에 반비례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노인부담과 복지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모두 갉아먹을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제대로 된 조타수가 없다면,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위에 열거한 예측들이 하나 

둘 씩 조기에 등장할 지도 모를 일이다.4

  본 글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나눔의 의미가 어떻게 개인화-파편화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참 나눔을 위해 사회적 신뢰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위기가 나눔의 가치를 변화시킨 주요한 원인임을 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적-공공적 가치(사회적 신뢰)의 회복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주간경향』, 2015년 6월 2일 1128호, 26면.
4.  특히 주변국의 기침 한번에 메르스라고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대외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분명 앞으로의 경제위기는 수출주도의 대기업들로 하여금 현금보유량을 늘리게 할 것이며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신규투자를 꺼리고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고용감축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20-30대 젊은 층들은 갈 곳을 
잃어버릴 것이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가계 경제는 악화되고, 가계는 지갑을 닫을 것이다.

참 나눔의 구현을 위한 사회제도적 조건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중심으로

류성희 (뉴욕 주립대학교 빙엄턴 캠퍼스/사회학)

위기의 한국사회와 나눔의 의미

   한 때 한국사회에 피케티(T. Piketty) 열풍이 거세게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다. 이는 피케티가 던진 화

두 때문이다. 피케티는 r>g1 라는 부등식을 제시했는데, 이를 간단히 풀어내면 오랫동안 자본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부의 분배에 있어 양극화가 심해짐을 뜻한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을 크게 웃돌 때는 물려받은 재산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집중도는 올라가지만, 경제적 부의 양극화는 심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켜켜

이 축적된 한국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주제에 불을 지폈다.

  피케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주로 다루었지만,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위 1%는 자신들의 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지식인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포획은 궁극적으로 ‘1%를 위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그 

본성상 ‘양극화된 사회’를 추구하고 다수의 복종을 강요한다. 한국사회에서 유행한 “갑질 문화”는 

이를 잘 대변한다. “갑은 ‘영원히’ 갑, 을은 ‘영원히’ 을” 인 것이다. 작년 유행한 음료 광고의 

말처럼 “광고주는 갑, 나는 의리”라도 외쳐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소수만을 위한 

사회에서 대다수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 생존경쟁을 펼친다. 물론 2014년 겨울에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처럼, 가뭄에 콩이 나듯 을(乙)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갑(甲)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을(乙)은 갑에게 도전하기보다 같은 카테고리에 존재하는 무수한 을(乙)과의 차별에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병(丙) (:갑의 횡포조차 겪지 못하는 실업자와 구직자들을 지칭)을 딴 나라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 이런 점에서 같은 감정노동자라 하더라도 은행원은 고급스럽게, 114 전화안내요원은 

저질스럽게 갑질 당하는 것이고, 병(丙)은 그러한 갑질조차 당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인으로 치부된다. 

이제 갑질이라도 당할 수 있어 다행인 사회가 된 것이다.2  그래서 그런지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에서 보여준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오너일가에 대한 후안무치한 충성심은 정작 회항을 

지시한 당사자보다 더 당당해 보였고, 사무장에 대한 뻔뻔한 회유책을 보면서 왜 갑질도 “고급”스럽게 

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다.

1.  여기서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뜻하며, 자본에서 얻은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 소득을  자본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g은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한다.” (토마 피케티, 2014: 39).

2.  에티엔 드 라 보에시, 『자발적 복종』, 심영길·목수정 옮김. 생각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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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기부는 어떻게 한국사회의 기부형태의 주가 되었는가?

간략하지만 앞에서 우리는 나눔의 가치가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개인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화된 가치가 나눔이라는 공공선의 영역에까지 침투할 수 있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의 주장을 빌리고자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효율성을 지향하는 체계(화폐 혹은 권력)의 명령이 생활세계 그리고 공공선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면서 

소위 생활세계(공공선의 영역) 를(을) 유지하고 있었던 의사소통적 세계를 식민화시킨다고 바라봤다. 

“(체계)의 이데올로기적인 본성은 체계의 자발적인 하위체계들이 밖에서부터 생활세계 안으로 

침입하게 될 때 드러난다. 마치 식민지 주인이 부족사회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Habermas, 

1987: 355).”

체계의 침투는 생활세계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자체를 물화시킨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이런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the colonization of lifeworld) 논의는 한국사회 

내 나눔 가치의 개인화/파편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왜냐하면, 진전된 자본주의는 

개개인들을 분리시키고, 그에 따라 자본 이외의 다른 사회적 힘의 작용에 반응하지 않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힘의 길든 개인들은 사회적 행위 혹은 공동체적 삶을 개인적 행위 (혹은 개인적 삶의 

연장) 으로 둔갑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시․공간을 축소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은 자본에 길들여져 상태로 나눔 가치를 실현한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진화는 인간의 본성을 보다 자본의 본성에 가깝게 만든다. 모든 공간을 자본의 

흐름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드는 반면 모든 공간에서 비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한다. 자본의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어떤 영역이라도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소위 자본의 사회포획이라고 일컫는 상황이 나눔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들의 나눔은 개인화되고 또 개인화된 효용으로 간주된다. 베블렌 (T. Veblen)이 언급한 “과시적 

소비”가 나눔의 영역에서는 ‘과시적 기부’가 되며, 보드리야르(J. Baudrillard)가 지시한 “기호의 

소비”가 나눔의 영역에서는 ‘기부의 소비’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눔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러한 개인화된 나눔의 가치는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인터넷 봉사단체 카페를 통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30분만 짬을 

내면 아프리카의 5세 어린이와 기부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처럼 누구나 개인화된 나눔의 가치를 

즐기는 시대에 이제 ‘사회적인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시나브로 제외되기 시작했다. 개인화된 

기부행위가 일반화된 사회하에서는 누구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부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쾌활하게 (그러나 타자와의 소통․친밀성 없이) “개인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기부형태가 타자를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압박(?)을 선사 받았다. 그리고 기부라는 공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개인화된 (혹은 자기중심적) 나눔의 가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나눔의 가치마저 

변화․퇴색시켰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지만 반대로 나눔 그 자체는 개인화-

파편화되었다.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자간나트(Juggernaut)의 속성이 개인의 삶을 결정했고, 또 

개인들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 조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조건은 

나눔의 가치도 개인화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개개인의 나눔 크기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강철희, 박태근, 2014). 그럼에도 나눔 행동의 동기는 ‘사회적 신뢰’보다 

‘개인화된 내적 효용’ 추구에 무게가 쏠렸다. 강철희, 황지민, 오양래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검증되어온 (사회적) 신뢰는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 

모두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효용이론이나 교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기부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인식이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부를 통해 자신에 돌아오는 효용(bene�ts)5 에 따라 타인을 향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뢰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제 누구도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가시적 효용 

혹은 정서적 효용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마치 구원의 

좁은 문이 ‘자신’에게만 열리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기부가 또 다른 형태의 자기효용과 자기구원으로 

인식되기에, 자기중심의 나눔이야말로 현세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선하고도 믿음직한 활동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중심의 나눔은 타인과 교류되지 않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기중심의 나눔은 자신(동굴)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타인과 교감하고 타인과 관계 맺으려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타자와 소통하는 장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는 

결과를 낳았다. 자기중심적인 나눔의 가치는 보편화된 ‘양적 크기’로 환원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였는가, 봉사활동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개개인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져 갔다. 나눔의 가치가 나눔을 받으려는 대상과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성취감으로 바뀌자, 오히려 나르시스적인 욕구가 되고 만 것이다.

  나아가 개인화된 나눔의 가치가 커질 때, 나눔을 받는 이들 역시도 받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눔의 기회를 자기발전과 동력의 원천으로 삼기보다, 물질적인-경제적인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개인화된 나눔은 나눔을 받는 이들조차 소외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나만의 효용추구는 타인의 효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의 헐거움이 되었다.

5.  이수애, 이성태 (2009)에 따르면, 개개인의 기부행위에 따른 효용을 가시적 효용(외적효용)과 정서적 효용(내적효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가시적 효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부로 인한 세금감면혜택이나, 사회적 위신의 상승을 들 수 있다” 반면 “정서적 
효용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들이 느끼는 내면적인 효용을 뜻한다. 즉 1)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2) 
심리적인 갈등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3)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4) 보람을 느끼기 위해” 기부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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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기부의 가치는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에 있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인간이 왜 

사회적 인간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기부행위에서 만약 기부자의 효용만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기부를 받는 자와의 소통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효용이론에 기초한 기부행위는 자신의 효용가치 극대화만이 최우선 사항이지, 그 외의 나머지 것 (예)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부행위의 개인화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소통단절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지역에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독거노인)에게 

어느 중소기업이 매달 10만 원씩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자체는 분명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이 

회사의 기부 동기가 그들의 효용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다면(기부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 혹은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는 어렵다. 물론 홀몸노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홀몸노인들을 단순한 ‘기부수혜자’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부자와 기부수혜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기부자를 수혜자로 수혜자를 기부자로 만들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떠올려 보자.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프릿 호’와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부딪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78,918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된 바 있다. 이 거대한 인재(人災)를 둘러싸고 언론에서는 이 지역 생태계와 

바다를 이용한 어업이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빨라야 10년 정도, 늦어지면 20-3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생태적 오염에 맞서서 약 200만 명의 봉사자들은 태안을 

방문해 해안가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태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이 다시 태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생산된 

어류들을 방문객들이 소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부자와 수혜자의 위치가 바뀌는지를 

보여주었다. 분명 태안에 몰려든 200만 명의 봉사자는 기부자이고, 이들에 혜택을 입은 태인 주민 

혹은 생태계는 수혜자이다. 그러나 기부자가 기부행위가 수혜자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반대로 

수혜자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힘쓰자, 기부자들은 몇 년 만에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었고,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어류들을 맛볼 수 있었다. 

기부자가 수혜자와 함께 공동체의 복구에 힘쓸 때 어떻게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동시에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기부자와 더불어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수동적인 그래서 

‘기부받는 자’에서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부행위의 이분법적 구분 ‘기부자/수혜자’를 넘어서, ‘기부자의 수혜’ ‘수혜자의 기부’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반대로 사회적 신뢰가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기부자가 기부자로만, 그리고 수혜자가 수혜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신뢰는 

기부자를 보다 수혜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물질적 토대인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을 가능케 하는 정신 문화적 가치이다. 우리가 기부라는 방식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자 

할 때, 사회적 신뢰는 타인과 나를 같은 시․공간에 공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사회적 신뢰라는 밑바탕 

기부를 사회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화가 진전된 기부문화의 그늘에서, 늘어난 기부금과 기부활동은 철저히 분업화된 

사회 시스템 속으로 녹아든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같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기부단체에 

몸과 돈을 맡기는 것이 익숙해졌다.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이다. 그러나 개인화된 기부는 기부 관련 사회단체의 덩치만을 키울 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강화시키지 못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개인화된 기부행위가 어떻게 

소외되고, 파편화되는지 모르는 채, 한국사회의 기부체계만 정교해진 셈이다. 이는 기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부 물품이나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보다 얼마나 모금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감시역할을 

하는 미디어(특히 방송과 신문영역)조차 얼마를 모금했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는 한국사회의 기부단체만을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달자를 자처하는 기부단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작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고, 이는 ‘기부’를 ‘기부자-기부단체’/‘기부단체-수혜자’로 이분화 혹은 분절화 시켰다. 

결국 기부를 하는 자와 기부를 받는 자 사이의 신뢰구축은 점차 어려워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기부단체가 ‘기부자’ 과 ‘수혜자’를 더욱 파편화․개인화시킨 것이다. 기부자는 주로 기부단체를 

‘통해서’ 수혜자와 소통하고, 수혜자는 기부단체를 ‘거쳐야’ 비로소 기부자와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자와 수혜자는 서로에게 타자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부가 개인화된 상태로 남게 되자, 기부를 통한 소외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기부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으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소극적 

자유였다. 그렇다면, 개인화된 기부를 보다 사회적인 것,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눔의 가치를 사회적 신뢰로 전환하기

나눔 가치의 개인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이전 파트에서 다루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눔의 가치가 더욱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화가 진전된 

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것의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폴라니(K. Polanyi)의 

논의에 잠깐 눈을 돌려보자. 자기 조절적 자유주의 시장경제 (폴라니는 이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로 비유했다)를 신의 섭리라 생각하던 시절, 그에 반해 등장한 “사회주의,” “파시즘,” 그리고 

“뉴딜 정책” 등이 사회적인 것의 복원을 이루려 노력했다고 그는 바라봤다. 그럼에도 폴라니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폴라니가 살았던 시대 상황과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폴라니의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념논쟁과 그에 따른 상충하는 정책들이 실험적으로 

선보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이념과 사회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통일되었고, 

이러한 경계 내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작금의 자유주의적-

개인화된 힘에 대항하는 사회적인 기부의 가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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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점에서 나는 김덕용(2012)의 기부에 대한 일차원적 정의7는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눔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한다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런 점에서 

기부행위는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앞의 홀몸노인 문제를 다시 예로 가져와 

보자. 최근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 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늘어나지만, 그에 발맞추어 유아들의 (특히 유치원 들어가기 전 4-7세 사이)의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은 미비하다. 그러나 만약 커뮤니티 내 사회적 신뢰가 강화된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자유양육은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홀몸노인들과 공생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신들의 자발적이고 최소한의 나눔을 통해 주위 

홀몸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도와준다면, 홀몸노인들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일정 시간 동안 

돌보게 함으로써 홀몸노인들의 외로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홀몸노인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표 1. 개인화된 기부와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부의 비교

가치 방향 관계

개인화된 기부 개인의 물질적 ․ 정신적 효용추구 위에서 아래로 (파편적 관계) 일방적 관계(기부자/수혜자)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부

‘집합적인,’ ‘단결력 있는,’ 그리고 

‘끈질긴’ 연대 추구
아래에서 위로 (친밀적 관계)

변증법적 관계(기부자의 수혜 

혹은 수혜자의 기부)

결론: 나눔의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IMF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의 토대를 바꾸어 놓았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영․미 주도로 만들어지고 난 후 그 파괴적 영향력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회만은 OECD에 가입(1996년)했다는 즐거움에 도취해 

있었다. 그로부터 꼭 1년 뒤 즐거움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한국은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음해야 했다. 한보그룹, 삼미그룹, 진로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 해태, 쌍방울, 뉴코아, 

온 누리 여행사, 동서증권, 고려증권, 나산그룹, 극동건설, 대우 그룹 등이 부도사태에 직면했고,

쏟아지는 “명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업을 잃은 실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치킨집(자영업)열풍에 불을 댕겨야만 했다. 한국의 통화는 저평가되어 환율은 달러당 

2,000원에 육박했고,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곤두박질 쳤다.

7.  “‘기부(donation)’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정된 방식이나 조직을 통해 금품, 
용역(자원봉사활동),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부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현상을 기부문화(donation culture)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 (김덕용, 2012: 49). 

하에서 내가 타자를 향해 나눔을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타자에게 무엇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더욱 능동적일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예시(홀몸노인)를 가져온다면, 사회적 신뢰의 강화는 

홀몸노인들의 경제적 궁핍이 지속해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보호망의 건설로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국가와 사회적 단체를 통한 느슨한 사회적 보호망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로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더는 홀몸노인의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회적 신뢰가 참 나눔의 구현을 위한 사회 제도적 조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첫째, 사회적 신뢰는 결코 몇몇 개인들의 모임 혹은 느슨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부행위에 있어 정기적이고 조직화한 형태보다 일시적 혹은 

파편적인 기부행위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된 형태의 기부는 결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보다 ‘집합적인,’ ‘단결력 

있는,’ 무엇보다 ‘끈질긴’ 연대가 요구된다. 한 예로 우리는 꿀벌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찾아볼 수 있다. 꿀벌들은 자기의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면서,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한다. 꿀벌들의 사회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아’로 정체시킨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에는 언제나 

더불어 사는 가치가 잉태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신뢰의 강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이거나 비민주주의적 성향을 

띠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신뢰의 시작은 작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지속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도 기부를 통한 사회적 신뢰의 구축은 여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인다. 실제 

한국사회의 기부금 문화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기부나 정부의 보조금이 절대적이다 

(고경환, 2011).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개인화-익명화된 나눔의 일반화를 초래할 것이며,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업이나 

정부주도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 커뮤니티 중심의 나눔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6 이런 점에서 

정부(정치적 힘의 작용 결과로서)나 기업 중심(사적 효용을 우선시하는)의 기부행위보다 커뮤니티 내 

자발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와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혹은 지역사회 속에서 나눔이 결코 

폐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신뢰에서 이분법적 구분 (주는 자 - 받는 자)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기부행위의 

사회적 신뢰구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기부행위를 ‘주는 자 - 받는 자’의 일방적인

6.  또 다른 취약점은 정부 (정치적 힘의 작용에 따른 나눔)나 기업 중심(사적 효용을 위한 기부)의 나눔의 크기는 그 내재적 특성상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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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미래의 경제전망을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비록 

IMF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2016년 현재 한국의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깊숙이 한 발을 넣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긍정적인 낙관보다는 부정적인 회의가 다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 빈곤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2010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8 되었으며 (즉 길 가다 마주치는 65세 이상의 고 연령자 2명 가운데 1명은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사는 이들이다), 2016년 신흥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9

  이러한 경기침체는 그동안 쌓아 올린 한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했고, 개인들을 철저히 

호모이코노미쿠스형 인간(homo economicus)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개인 생존’을 외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침체와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된 것은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었다. 예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정․재계의 무능력과 방만한 운영(정부의 무리한 

금융정책 전환과 대기업들의 족벌경영 및 과도한 해외투자에 따른 부실경영)때문에 일어났지만, 

국민은 이를 대한민국의 위기라 여겼고, 모두가 함께 대응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2의 건국”이라는 

구호 아래 모여든 국민은 집안에 소장하던 “금”을 꺼내 국가와 대기업을 대신해 빚을 갚았다. 말 

그대로 국민이 나서서 국가와 대기업의 채무를 해결하려 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이렇게 모은 

금으로 외채를 갚고, 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당시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평가에(핏치(Fitch IBCA), 무디스(Moody's),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s)) 

울고 웃었다. 등급이 올라가면 전 국민이 웃었고, 한 등급이 내려가면 함께 슬퍼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적 위기사태 (IMF 외환위기 혹은 태안 기름 유출)에서 나눔 가치가 어떻게 공공화될 수 있는지를 

몸소 체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가치에 있어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이 더딘 이유는 

아마도 위기상황에서 터져 나온 나눔의 공공성이 아직은 일상으로까지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치는 바로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동시에 어떻게 

나눔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의 안전망을 확인하는 

기준인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울타리이다. 이런 점에서 나눔의 사회적 조건은 

사회적 신뢰의 구축․강화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적 신뢰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나눔을 보다 작은 단위로 확산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나눔의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공동체의 

파괴와 공공성의 상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는 나눔을 통한 사회적 신뢰의 구축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가 주위를 

둘러볼 때이다. 자신과 주위의 이웃 공동체를 위해 나눔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8.  한계레 신문, 2015년 5월 12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818.html
9.  경향신문, 2016년, 3월 8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818211&code=920100&m

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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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인간성’의 상실은 

다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 타자와 마주칠 열린 공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것에 앞서 그들, 저편, 저쪽과 마주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소통의 

공간, 즉 인간성은 왜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것일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인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원자화된 개인들이 되어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일까? 만약 인간성이란 것을 앞의 

논의로 미루어 타자와 마주할 공간의 마련, 타자를 향한 열림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은 산업화와 공업화 등의 상황적 여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만일 산업화, 공업화 당시 격리된 

칸막이와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인해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곧 소통의 부재로 이끌고 갔다는 

등 따위의 설명이 붙는다면, 이것은 현대에 이르러 급격히 변화한 소통의 공간적 지형, 온갖 온라인 

매체로 열려있는 현대 사회의 공간 속에서 의사소통의 상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산업화, 공업화 

시대에 비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공간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매체에서는 사람들이 이동 거리라는 것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물리적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대적 소통에 있어서의 시간적 

요소를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가 진행되고 나서 많은 상황적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일 인간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황적 여건이 변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실된 

인간성은 회복되었어야 하거나 적어도 회복될 조짐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먼저 제기된 질문을 다시 

다음의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 ‘인간성’, 즉 ‘타자에 대한 열림’은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환기시킨다. 하나는 ‘타자에 대한 열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다른 하나는 ‘인간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이다.

먼저 인간성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타자에 대한 열림’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즉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성의 상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성은 상실되었다. 그러나 없었던 것이 상실될 수는 없으므로 인간성은 존재했다. 

따라서 여기서 상실된 인간성은 앞에서 말한 ‘타자에 대한 열림’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앞에서 말한 의미의 인간성, ‘열림’이라는 견지에서의 인간성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괴된 인간성, 그것은 바로 한때 사람들의 생각을 휘어잡았고, 그리고 

지금도 완화된 환상의 형태로서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 저편의 타자들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다.

우리는 리오타르의 저작에서 ‘모던적’이라는 말을 통해 모더니즘이란 무엇일지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은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적 조건’이라는 저작에서 인용한 것이다.

“예컨대 진리치를 지닌 진술에 관한 발화자와 수화자간의 합의의 규칙이 이성적 정신들의 가능적 

일치라는 전망 속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것이 바로 계몽적 

새로운 인간성과 참 나눔을 위하여

이승환 (전북대학교/행정학)

   1. 인간성 상실의 시대

참 나눔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간성’이란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참 

나눔에 대해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 매우 긴급히 ‘다시’ 얘기해야할 개념이다.

포럼의 주제 예시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관계의 복원의 관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드리야르는 자신의 저작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현실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한다.1 그렇다. 인간성은 파괴되었다. 우리가 

인간성의 회복 혹은 복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성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의 작품 ‘상실의 시대’를 

보자.

“하지만 물론 그가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아마 그는 어쩌면 

나를 다른 누구와 착각을 했는지도 모른다.”2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인 와타나베는 줄곧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작품 속에서의 

와타나베가 겪은 모든 대화, 그의 연인 나오코와의 대화도, 혹은 잠깐 사귀었던 미도리와의 대화도, 그 

모든 이와의 어떠한 대화도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마음이 통한다싶으면 돌연 광기 

속으로, 결정불가능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자가 

내는 소리는 더 이상 어떤 의미로 들리지 않고, 음울하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들의 의사소통은 매우 우연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의사소통은 피상적일 

뿐 ‘진정한’ 말은 오고가지 않는다. 오로지 말을 하기 위한 말이 거기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려낸 인간성 ‘상실의 시대’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오직 이것뿐인가? 단순히 인간성 상실이 문제라면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면 

그만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들─관용, 포용, 

너그러움 등─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실된 인간성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상실된 인간성 주위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인간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 적어도 필자 본인이 인간성에 대해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아직 필자 본인은 참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1.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2012. 사라짐에 대하여. 민음사. 13쪽.
2.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역). 2010.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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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설정한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타자를 배척하거나 흡수하는 동일성의 철학. 들뢰즈는 

‘동일성과 유사성은 단지 전조의 작동방식이 체계 전반에 가져온 통계적 효과에 불과’5하다며 이러한 

동일성의 신화를 비판했지만, 사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동일성 체계의 효시라는 철학적 혐의가 걸린 

플라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일성의 

관점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여전히 효과적이다.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상실된 것이고, 

환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상이나 허구가 현실에 작용하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 자크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들’,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시뮬라시옹’ 등은 모두 ‘가상적인 것이 갖는 힘’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 중에서 기 드보르의 저작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적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삶은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매개 

없이 직접 경험했던 모든 것이 표상 속으로 멀어진다.”6

드보르가 말하는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7로, 스펙타클은 사람들의 실제적 관계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해버린다. 즉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스펙타클 없이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허구는 실제를 대체한다. 사실 예를 찾기 위해 이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현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된다. 영토, 민족, 국가의 대외적 주권이라는 개념들은 모두 모더니즘적인, 이제는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자신의 정당성을 거의 부정당한 동일성의 철학을 토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했다 .  하지만  상실한  인간성은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다. 이 인간성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더니즘적 인간성을 통해서 소통하는 ‘척’만 했다는 것을. 물론 이 

인간성이 완벽하게 상실된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여러 가지 환상의 형태로 우리의 눈에 띄곤 한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환상에 불과한 인간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되었다면 국가, 사회, 

이익집단 등 집단적인 어떠한 것도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소통하는 척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없어진 것의 잔재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지만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활개를 치던 시절보단 덜 갖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의 

부재에 직면한 우리의 이점이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던 도덕적 거대 담론이 흐릿해진 지금 우리는 

이제야 ‘새로운 인간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인간성’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진정한 인간성을 위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즉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이란 것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의고주의적 

도덕 담론을 하자는 것이 될 것이며, 또다시 사이비 휴머니즘으로 회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인간성, 타자에 대한 열림, 타자와 마주칠 공간에 대해 말해야 한다.

5.  질 들뢰즈.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270쪽.
6.  기 드보르. 유재흥 (역).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15쪽.
7.  위와 같은 책. 15쪽.

이야기이며, 여기에서 지식의 영웅은 윤리적‧정치적으로 선한 목표인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3

쉽게 말해서 모던적이라는 것은 계몽한 이성이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즉 기준을 자기로 설정하여 

자기-동일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모던적인 것의 일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더니즘은 

기준의 설정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배제를 본질로 함의하고 있다.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란 

정확히 모더니즘을 윤리화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란 것도 역시 모더니즘의 이러한 

자기-동일성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일성의 토대 위에 세워진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이성적 인간, 도덕적‧윤리적 인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선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 즉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바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이라는 이상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형은 동일성 

체계의 기준의 한 형태이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열등한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교화되거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배제해야 할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괴테의 ‘파우스트’의 결말부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생활이건 자유이건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위험에 둘러싸여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건실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나도 그러한 무리를 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때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내가 이 

지상에 남긴 흔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며 나는 이제 최고의 

순간을 맛보는 것이다.”4

파우스트는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쓰러진다. 현자는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말한다. 다음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맨 처음 계약했던 것,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꺼냈을 때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그 계약은 동일성 체계의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지혜’, 이성이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상적인 형태에 다다른 그 순간을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언명, 자신과 ‘동시대’에 머무르라는 언명은 ‘악마적인 가치’가 된다. 악마는 현자의 그러한 동일성-

인식론적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현자는 ‘자기’에 속할 수 있도록 세상을 재단한다. 심지어 그렇게 

세상에 남긴 재단의 흔적은 그가 예언적으로 염원하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악마가 인정할 정도로 악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악마적인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인간성이 

타자와 다른 이들이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도록, 즉 타자에 대해 사유할 수 있도록 보였던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모더니즘적 인간성이 포착할 수 없는, 그 인간성이 이해할 수 없는,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삶, 행동, 생각, 주장은 이 공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인간성이 제공한 것은 소통의 공간이 아닌 

타자에 대한 살인과 식인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더니즘적 인간성을 내세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사이비 휴머니즘에 불과하다. 거기에 타자를 위해 열린 진정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이현복 (역).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14쪽.
4.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박석일 (역). 1991. 파우스트. 하서출판사.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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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로이’의 주인공은 거동수상자로 경찰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물론 ‘몰로이’의 주인공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했다면 주인공은 그저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이끌고 매우 이상한 

자세로 움직였다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선 결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 하나의 법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뒤이어 ‘몰로이’는 다른 종류의 관용을 보여준다.

“한  가지를  말하겠는데 ,  사회복지사들이  여러분에게  무료로 ,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강박관념이니까, 졸도 방지용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면, 아무리 뒷걸음질을 쳐도, 그들은 손에 구토제를 

들고 땅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다. 구세군들도 결코 그보다 낫지 않다. 아니다, 자선 행위에 

대해선, 내가 알기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11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이란 또한 ‘베풀기’다. 베푼다는 것은 항상 비대칭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베풀 무언가를 베푸는 순간에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풀기의 대상은 가지지 못한 쪽이어야 한다. 

베풀기의 정의상 ‘저쪽’은 가져서는 안 된다. 베풀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결코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러선 안 되기 때문에, 베푸는 자들은 ‘구토제’를 들고서라도 저들을 베풀기에 마땅한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베풀기의 본질적 전제이다. 일본의 식민사관과 제국주의들의 논리의 바탕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베풀기-관용의 정신이다.

진정한 열림이란 이런 종류의 관용적 개방이 아니다. 열림이라는 것은 블랑쇼가 말한 ‘공동으로-

있음’12, 배제의 근거가 와해된 상태에서 타자와의 마주침을 의미한다. 이 존재론적 상태는 사실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모든 동일성에 근거한 사유는 타자의 앞에서 그 기반이 와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타자’와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면 결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우리가 타자와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열림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가 파괴될 정도로 

위험하고, 진동하는 순간에 서있어야 한다. 그 순간에야 말로 우리는 타자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사유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장으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태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옹호자들에게는 사유의 무규범 상태, 위태로운 무질서 상태로 

여겨져 거부감을 가지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응은 데리다가 사용한 의미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가면역적 반응’13이다. 정확히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은 데리다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살해적이며,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적이다. 사실 이러한 자아는 빠르든 늦든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은 자기동일성의 폐쇄적인 자해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

11.  위와 같은 책. 35쪽.
12.  변광배. 2013. 호모 코뮤니타스: 바타이유와 사르트르의 사유를 중심으로. 극단의 경험-양차 대전 사이의 문화와 예술. 51-

67쪽. 프랑스문화예술학회. 62쪽. ‘공동으로-있음’은 타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나’의 권한, 권능, 능력의 한계가 되는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것, 타자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공존의 상태를 말한다.

13.  자크 데리다. 이경신 (역). 2004. 불량배들. 휴머니스트. 91쪽.

   3. 새로운 인간성

마주할 수 없으면, 그리하여 소통할 수 없으면 또한 나눌 수도 없다. 참 나눔을 위해 ‘인간성’을 

말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마주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해진 ‘열림’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개방적인, 개방된 사회를 이야기하곤 한다. 다양한 그들을 관용적으로 포용하는 개방의 사회. 듣기 

좋은 말들이 나열된 ‘개방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개방 사회는 

근본적으로 ‘관용’을 토대로 두고 있다. 저들, 저 편에 있는 타자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미지인 

개방 사회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질 것이다. 하지만 이 관용의 정신, 참고 받아들이는 이 정신은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완화된 잔재에 불과한 것이다. 관용적 공간, 참고 받아들이는 공간에서 순조롭게 

대화하던 이들은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가차 없이 배제시킨다. IS 등 무장조직들의 테러, 

샤를리 에브도 사건 등의 가장 큰 피해는 인적, 물질적 피해가 아니다. 이것의 진정한 피해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현대적 박해다. 이 현대적 박해는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진다. 

지젝의 말에 따르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인간’을 지향하는 서구 사회, 특히 프랑스 행정 당국은 

차도르를 두른 이슬람 여학생의 ‘참을 수 없는 외관’을 지적하며 그 차도르를 벗으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지젝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이슬람이라는 ‘타자의 금지’를 금지하는, 따라서 ‘금지의 

금지’라는 보편적 형태의 금지로써 차이의 균일화라는 세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8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용의 정신이다. 보편적 시민인 ‘내’가 참을 수 있게 차도르를 벗으라는 

관용. 그들의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 일탈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러한 것들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박해를 아감벤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현대 

서구의 국민들이 이슬람 여성의 차도르나 히잡의 착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모름지기 

현대적 국민이라면 벌거벗어야 한다는 생명관리정치의 패러다임에 감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즉 생명관리정치를 위해서는 백일하에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고, 따라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벌거벗어야 한다.9 이러한 패러다임 역시 모더니즘적인 것이고, 관용의 뒤편에서 작동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이다.

사무엘 베케트는 ‘몰로이’에서 일종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용’을 묘사한다.

“그 때 나는 정상인을 위한 법과 불구자를 위한 법, 두 개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뱅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기쁜 자든 슬픈 자든,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오직 하나의 법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 같았다.”10

8.  슬라보예 지젝. 배성민 (역). 2015. 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생각들. 글항아리. 79-80쪽.
9.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새물결. ‘호모 사케르’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벌거벗은 생명을 논하고 있지만 

특히 240-241쪽.
10.  사무엘 베케트. 김경의 (역). 2008. 몰로이. 문학과 지성사.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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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더니즘에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자는 의미일까? 결국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필요없다는 허무주의적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집단적인 어떠한 것들, 법적, 제도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동일성의 철학에 

대한 대안철학으로서 타자에 대한 열림을 말하고자 하는 특이성 혹은 이질성의 철학이었다. 이것은 

동일성의 철학에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의 허무주의적인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의 변경은,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일성의 철학 주위로 배치되어 있던 여러 현실적 제도들이 

이질성의 철학의 주위로 다른 연결 방식과 배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나눔을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17 타자에 대한 열림을 말하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어떤 현실적인 것도 배제하고자 

하지 않는다. 정확히 관점의 변경은 현실적인 것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것을 배제하고서는 열림을 실현하기 위한 온전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기 위해 푸코의 한 인터뷰를 인용해보자.

"나는 기능상 근본적으로─그 진정한 본질에 있어서─해방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유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런저런 제약들을 조정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깨부수고자 하는 많은 기획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획 가운데 어떤 것도 단순히 그 본성상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줄 수는 없으며, 기획 그 자체만으로 자유가 확립되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18

그는 자유를 실현하게 하는, 따라서 자유를 본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기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저작을 살펴보면 어떠한 제도나 규율이 절대적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을 

때, 사회과학 계열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곤란함은 푸코가 서술하는 

감옥의 역사에서  어떠한 체제에 대하여 가치판단적인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결정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감시와 처벌’에서 

‘신체형’이라는 것이 나쁜 가치를 담지하고 있어 보이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도 푸코는 체사레 벡카리아 

등 형벌의 경감 원칙을 주장하여 ‘신체형’을 제시한 자들이 결코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형벌제도가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명확히 말한다.19 푸코의 다른 저작을 

좀 더 살펴보자.

17.  이정우 외 6인. 2007. 들뢰즈 사상의 분화. 그린비. 135-140쪽. 특히 배치의 아이디어.
18.  미셸 푸코.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72쪽.
1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49쪽.

현실적으로 여전히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마지막 남은 잔재를 통해 ‘자기’ 기준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움직임, 위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의고주의적 태도가 강화된 도덕적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타자에 대한 태도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 혹은 이미 죽은 것의 
부활은 이처럼 끔찍한 형태로 실현된다. 이미 파괴된 것이 다시 살아날 때, 정확히 이러한 것들은 
‘살아 있는 망자(Living dead)’14가 되며, 현실적인 영역은 정확히 토도로프가 말한 경이 장르15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초현실적인 영역에 도달한 현실은 장막으로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자기-
동일성의 기준만을 바라본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결말이다.
타자와 마주하는 사유는 결코 부드럽거나 온화하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는 사유, 사유하는 자에게도 그 밖의 다른 이들에게도 일체 고통을 

주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사유일 수 있을까?”16

들뢰즈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처럼 사유의 본질적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정태적인 사고가 아닌 사건의 영역에 속하는 사유는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곳에서 모더니즘적 인간성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둘 이상이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그 자체로 인간성이라는 공간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성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간성을 위한 열림은 이러한 것이다.

4. 참 나눔의 조건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과 함께 마침내 참 나눔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타자와 마주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타자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일컬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 ‘이해 불가능한 것’, ‘저쪽에 있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이들과 어떻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대답하기에 앞서 새로운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참 나눔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우리의 논의에 걸린 혐의를 풀고자 한다. 우리에게 걸린 혐의는 다름 아닌 구체적인 수단의 부재이다. 
우리에게 혐의를 건 자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우리의 이러한 논의는 너무 현학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타자’에게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구체적 실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하며, 나눔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논의는 실제적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도 모더니즘적 인간성에 대한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눔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베풀기-관용과 다를 바 없다.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 의미로서의 나눔은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나눔에 기초한 제도나 법은 역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적 인간성의 차원에서 법, 제도적 근거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자기를 상정하고 있다. 
모더니즘적 나눔을 통하여 저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베케트의 
‘몰로이’의 구토제와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주장은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4.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역). 2009. 시차적 관점. 마티. 49쪽. 그러나 지젝이 사용한 맥락과 유사하진 않다.
15.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 2013. 환상문학서설. 일월서각. 87-88쪽. 토도로프에 따르면 경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떠한 합리적 설명 없이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도로프는 이러한 내용의 소설을 경이 장르로 분류했다.
16.  질 들뢰즈.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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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을 통해 타자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분명 위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다시 바꾸어서 말해야 한다. 실천을 통해 타자와 도대체 나누지 못할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만일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면 그들과의 마주침을 통해 나누지 못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주침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공유의 순간이다. ‘나’는 ‘그’가 여기에 

‘그’로 있음을 안다. 그는 앞으로 절대적 그이고 결코 나는 아니며, 나와 비교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유사성뿐이다.

5. 결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행한 논의를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모더니즘적 인간성과 

새로운 인간성에 대하여, 또 타자에 대한 열림을 전제로 하는 실천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참 나눔에 

대하여 말했다. 실천이라는 것은 무매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상성을 띠는 법이나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참 나눔을 말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열림’, 혹은 ‘마주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참 나눔은 실천을 본질적인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실천을 바탕으로 둔 참 나눔을 본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 나눔이 현실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실적인 제도를 필요로 한다.

실천-이질성의 장에서는 나와 타자, 서로 다른 것이 동시에 마주보고 있다. 게다가 그 둘은 서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타자와의 열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건’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즉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것도 정태적일 수 없고 그야말로 ‘사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며 우리 자신도 

변화’22하기 때문에 정태적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속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마주침의 장에서 참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실천뿐이며 그것을 통한 현존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들의 재배치와 새로운 

결합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참 나눔은 결코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실천적 재배치와 새로운 결합을 통해 타자와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타자’가 존재하느냐는 물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계몽주의적 

이성에서 엇나가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계속 엇나가는 존재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지당한 물음이다. 그러나 타자의 현실적인 이름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차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려왔다. 약간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 마을’, 고려의

22.  질 들뢰즈 외 1. 이정임 (역). 1999.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63쪽.

“그러나 서로 다른 시대의 매우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토록 자주 언급되곤 하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일 질문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범주 아래 

전혀 다른 현실들을 뒤섞어 놓는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20

바로 이어서 푸코는 세 가지의 변별적인 ‘개인주의적 태도’들의 특성을 나열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코는 이 세 가지의 개인주의적 태도 중 어떤 특성이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고대 로마의 

개인주의,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적 개인주의, 군사 귀족 계급적 개인주의로 나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21 우리가 곧잘 공동체주의 해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는 하는 개인주의는 사실 이토록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주의가 공동체주의 해체를 담지하고 있는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이런 식의 푸코의 서술은 많은 이들에게 푸코가 우유부단하고 결론조차 짓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정확하게 오해이다. 그가 자신의 저작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움직임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바로 자유라는 것이 달성해야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이기 때문에, 동태적인 활동의 장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라는 점, 따라서 절대적으로 전복하고 파괴시켜야할 어떤 것─푸코도 언급한 바 있는 

강제수용소와 같은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현실적인 영역에서의 실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푸코의 ‘애매한’ 저작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기획, 제도, 심지어 도덕도 그 자체로 어떠한 이념을 담지하고 

있다거나 어떤 악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고, 극단적인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실천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실천의 움직임은 무언가에 매개된 움직임일 것이다. 매개는 추상성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출발한 어떤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경유해서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추상성은 또한 고전적인, 여기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제도나 

활동들의 성질을 잘 표현해준다. 매개적인 추상성은 모더니즘적 ‘자기’를 경유해서 타자를 대한다. 

여기서 타자는 ‘자기’에 비교해보았을 때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는 위에서 

말한 바와도 같이 매우 ‘비인간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은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상적 활동이 근거를 두고 있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라는 기준이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추상적 

활동이 매개하는 모더니즘적 인간성이라는 것은 진동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가치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며 자신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모더니즘적 ‘자기’가 타자를 용납하는 순간은 오로지 

‘자기’의 척도에 비례해서 열등하거나 우등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즉 참을 수 있을 때뿐이다. 

타자에 대해 열린 공간에서, 타자와 마주하면서 행하는 움직임 속에서 추상적인 것이란 어떠한 것도 

생각해볼 수 없다. 추상적이지 않기에 실천은 또한 무매개적이다. 무매개적인 것은 어떤 것의 앞에서 

어떠한 목적-수단의 체계도 세울 수 없다. 매개적 추상성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위계적 질서 하에 

대상화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무매개적이고 즉시 대해야하는 실천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활동은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면 무매개적 영역에서 대상화하려는 ‘나’의 움직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편에는 항상 그 손길에서 벗어나는 타자가 있다. 즉 무매개적 실천이란 순수한 마주침 그 

자체이다.

20.  미셸 푸코. 이혜숙 (역). 2004. 성의 역사3-자기배려. 나남출판사. 58쪽.
21.  위와 같은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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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 지점에서 대답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절대적으로 

사악한 것을 담지하고 있는 제도는 없다. 우리는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들을 이용한 여러 가치들과 

개념들,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모더니즘적 인식, 동일성의 철학이다. 

동일성의 철학은 지금까지 타자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치들과 개념들, 제도들을 배열해왔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열림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배치는 바뀔 것이다.

사실 타자와 완벽히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이 정착된다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동일성의 철학은 자기라는 기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확실히 할 수 있지만, 타자를 고려하는 이질성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곳과 

저곳, 나와 타자, 즉 차이를 바탕에 두고 있다. 결코 둘은 합쳐지지 않고 영원히 둘인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질성의 철학은 어떤 상태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근원에 ‘실패’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과 기획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만약 어떠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이질성 철학의 근원에 존재하는 ‘실패’로 인해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성의 수호자들에게는 끔찍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타자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몇 번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해야 한다. 마치 시시포스가 바위를 산 정상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듯이 보일지라도, 타자와 함께 노력을 하고 때로 실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천적이고 

또한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무엘 베케트가 말한 것처럼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24는 희망찬 실패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24.  사무엘 베케트. Worstward ho. http://www.samuel-beckett.net/w_ho.htm(2016. 04. 06.)

 ‘향‧소‧부곡민’, 일본의 ‘비인(非人)’, ‘부락민’, 인도의 ‘찬달라’, 프랑스의 ‘방리유’, 미국의 ‘흑인’, 

‘슬럼가’, 좀 더 거시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구, 중앙아프리카 내전 지대, 체첸분쟁 등. 이들 모두는 

타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 이들 중 몇몇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좀 더 

세계적으로 분포해있는 일반적인 현실적 타자가 존재한다. 그 타자의 이름은 ‘불법 이주민 집단’ 혹은 

‘난민’으로 불린다. 이들은 항상 현존하는 시스템의 밖에 있다. 법제도는 그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법적 규범은 인간이라면 ‘천부적’으로 자신이 태어나 속하는 국가가 있기 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국적자나 합법적인 경로로 국가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국가적 자기 

정당성에 반기를 드는 존재로 여겨진다. 국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맞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오늘날의 타자를 배척하는 모더니즘적 기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 기준이란 바로 

국가 안보와 효율성이다. 테러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수용 거부나 철저한 검문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시국에 

그들을 무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말이다. 또한 그들은 이성적으로 주장한다. 

만일 타자를 받아들인다고 치자. 그들이 이성에서 벗어나 있고, 또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들과의 ‘토론’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의사결정의 진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효율성의 견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효율성의 관점은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 효율성 역시 전형적인 모더니즘의 산물이다. ‘열림’을 

고려한다면 효율성은 부당하게 고평가 되고 있는 가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효율성의 공간을 

표현하는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간단한 도식에는 존재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다. 효율성 시스템은 

자기 홀로 작동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드보르의 스펙타클처럼 말이다. 타자와 함께 사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개념은 자체의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보라는 첫 번째 이유는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에 와서 심해진 것처럼 

보이는 테러집단의 위협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의 가장 원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따라서 

국가가 물리력을 보유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안보이다. 이제는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가 된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절대왕정에 대항했던 핵심적인 논지가 변형되어 국가 존립의 

기저선이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교훈적인 우화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라는 장치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많은 이들이 

국가의 그런 기능을 인정하고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실을 믿는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더욱 복잡한 것이다. 국가의 기능에 관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것에 관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태를 간단히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나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을 믿는 후자의 경우, 경희대 강연에서 슬라보예 지젝은 정확히 이것에 대해 ‘믿는다고 

가정된 주체’23라고 말하였다. 이것에 대한 지젝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바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인데, 부모는 아이가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부모가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을 거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부모와 아이 중 어느 누구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산타클로스라는 존재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그들 관계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복잡한 믿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종종 허무주의적으로 다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모더니즘적 사유로 타자를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혹은 그 이상의 폭력이다.

23.  슬라보예 지젝. What is to be done for politics. https://www.youtube.com/watch?v=aBkrID3nYMw(201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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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순자 철학에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이에 대한 감응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으로 묘사한다.1 이 말만 놓고 보자면, 인간은 욕망에 충실한 존재로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를 

선호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면 공정한 분배에 관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와 같은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에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이에 

대한 감응은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순자 철학은 쾌락과 고통을 선과 악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이론체계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2 공리주의에서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면,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손익계산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이 손익계산은 철저히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속한 특정집단의 이익을 생각해볼 것이다. 이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나 혹은 내가 속한 특정집단이 많은 이익을 누렸다면, 이는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이나 

공리주의는 사회전체 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나 나와 타자 사이의 배려나 감응과 같은 도덕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好利惡害로 설명하면서도, 공리주의자들과 같이 利害에 대해서 

꼭 善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순자는 오히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선보다 악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순자는 도덕적 규범으로써 

好利惡害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 같은 도식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에서 

마음은 이해를 계산하는 기관이지만 그 계산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산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살피는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리주의에 

의거해보자면, 利害를 계산하는 마음이 바로 도덕적 주체가 된다. 그리고 뛰어난 이해계산능력을 가진 

사람이 곧 도덕적 존재라는 도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정한

1.  荀子, ｢榮辱｣, 凡人有所一同, 飢而欲食, 寒而欲煖, 勞而欲息, 好利而惡害, 是人之所生而有也, 是無待而然者也, 
是禹桀之所同也.

2.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출판사, 2004, pp.458-461 참조. 벤자민 슈워츠는 ‘순자가 
유가적 이상에서 이탈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국가, 부, 권력이라는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벤자민 슈워츠는 ‘순자는 결국 예법의 내면화로 도덕적 동기를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공리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벤자민 슈워츠의 결론, 즉 ‘순자는 공리주의가 아니다’고 
추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으나, 그 근거로 예법의 내면화만을 언급한 것이 너무 소략하여 순자와 공리주의의 차이를 
밝히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3.  荀子, ｢禮論｣, 禮起於何也? 曰 : 人生而有欲, 欲而不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不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荀子 철학의 공정한 분배와 감응에 대한 이론체계 연구 : 
好利惡害와 虛一而靜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임 (서울대학교/철학)

【주제분류】선진철학, 동서양 윤리학 비교

【주 제 어】욕망(慾望), 호리오해(好利惡害), 사려(思慮), 예법(禮法), 분(分), 허일이정(虛一而靜)

【요 약 문】오늘날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욕망은 제한이 없지만, 재화는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서로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개인의 다툼으로부터 

사회적 재난까지 초래하게 된다. 동아시아 고대 윤리 이론 가운데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은 것은 

순자 철학이고, 근대 서구 윤리이론 가운데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공리주의이다. 다만 

공리주의는 1) 원칙의 일관성, 2) 공지성, 3) 불의한 수단의 정당화, 4) 이익 창출과 분배의 형평성, 5)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6) 인격통합성 등에 관한 이론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맹점의 

원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리주의는 인간의 도덕성 회복이나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위로하면서도 그들의 

물질적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순자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好利惡害의 욕망으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손익계산능력[思慮]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제도[禮法]의 정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욕망은 결국 악감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타자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자신만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주의이다. 사적 감정이 공적 이익 혹은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순자는 공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법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 예법은 

사람들의 신체적 기능과 사회적 지위[分]를 근간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욕망은 물질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 이 때문에 순자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국적으로 순자는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로써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음을 텅 비우고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욕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虛一而靜]를 나타내는 것이다. 순자는 고대의 윤리이론으로 근대의 

공리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욕구를 가진 인간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도덕성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관해서 현대사회에도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한 철학자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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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리주의는 이익 창출․분배의 형평성과 원칙의 일관성 문제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가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과도한 요구, 공지성(公知性) 등은 이익 창출․분배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는 두 개의 최대라는 글자가 들어있다. 최대다수라고 하면 

분배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최대행복이라고 하면 생산의 문제만 염두에 둔 것이다. 가령 

A나라의 모든 계층이 200단위의 행복을 느끼고 B나라의 특정계층은 1000 단위 나머지는 50단위의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B나라 행복지수의 평균이 300단위라면 수치상 A보다 B나라의 국민이 

행복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과도한 요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고통 분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작 개인의 행복을 도외시하는 경우이다. 가령 과도한 

세금이나 기부를 요구하는 일이다.

  공지성 위반은, 특정집단만이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이나 주식 정보 등을 말할 수 있겠다.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익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 특정집단만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맹점이 바로 공지성 위반이다.

  원칙의 일관성 문제는 과도한 인과성 예측, 규칙공리주의의 비일관성, 상대주의 등과 연결되어있다. 

과도한 인과성 예측은 가령 국가의 패망을 대장장이가 편자 못을 만들지 않은 것에 돌릴 수 

있고, 또한 히틀러의 만행을 할머니가 어린 히틀러를 위험에서 구한 일에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규칙공리주의의 비일관성은, 기본적 도덕규범이 이해의 문제와 상충하면 결국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칙공리주의에 의거하면, 상식적 차원의 윤리규범은 잔잔한 일상의 차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주의의 문제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적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주보고 오는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살인은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적군 50만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영웅이라고 칭송한다. 그 또한 사람을 죽였지만, 즉 살인을 했지만 이는 더 이상 

살인도 비윤리적 행위도 아니다. 공리주의는 이 같은 맹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비도덕적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말, 인격적 통합성, 정의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공리주의에서 거짓말이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이는 윤리적 행위가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5000억원 상당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다른 사람은 정직하게 말해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창출했다면 5000억원의 거래가 

윤리적 행위가 된다는 논리이다. 거짓말이 곧 윤리가 되는 지점이다.

  인격적 통합성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파괴적이다. 가령 한 국가의 인격자라고 할 만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들과 연결되어있다. 누군가 인격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무론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윤리규범은 외부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 그 

자체 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음과 

 이익분배나 질서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원칙을 바꿀 수 있으며 누군가의 희생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4

  필자는 우선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과 그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언급한 공리주의의 

이론적 결함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순자 철학이 공리주의의 결함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공리주의는 순자 철학보다 근대에 

형성된 윤리체계로서 좀 더 현대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공리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윤리적 인간관은 오히려 순자 철학에서 좀 더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리주의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윤리이론이고, 또한 순자 철학이 공리주의와 기본적으로 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보자면, 필자는 순자 철학의 공정한 분배와 감응에 대한 이론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고대 

동아시아 윤리이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功利主義의 利害와 善惡 관계 : 利害와 善惡이 일치하는 이론체계의 결함

  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행위든 최대의 

이익을 산출해야만 그 행위는 옳다는 이론이다. 행위공리주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commonsense morality)조차 이익 앞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가령 

‘거짓말 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등의 규범은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묵살될 수 있다. 둘째, 

분배의 문제는 최대의 이익 창출 앞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가령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때주지 

않더라도, 회사의 순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직원들의 월급을 늦출 수 있다. 설령 직원들이 

카드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윤리적 책임의식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

  규칙공리주의는 행위가 아닌 규칙에 대한 논의로서,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롭다면 설령 

그 규칙에 따른 특정 행위가 가장 이롭지 않더라도 옳다는 이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규칙공리주의는 

인류의 기본적인 윤리규범을 가장 이로운 규칙으로서 대부분 수용한다. 다만 이 규범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서 이행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규칙공리주의 또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일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규칙공리주의는 의무론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 규칙공리주의라는 말조차 성립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둘째, 어떤 일에 변수가 생기면 행위공리주의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가령 기본적인 규범에 관한 

준수가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악을 초래한다면, 기본적인 규범조차 부정하게 

된다.5

4.  김태길, 윤리학, 서울 : 박영사, 2006, pp.86-90 참조. 김태길은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의 객관적 
표준을 제시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5.  루이스 포이만, 제임스 피저 지음, 박찬구, 류지한, 조현아, 김상돈 옮김,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서울 : 도서출판 울력, 
2011, pp.207-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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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荀子의 性과 心 개념 : 好利惡害의 欲求와 損益計算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이익을 좋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7 그리고 순자는 ‘이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질투나 미움과 같은 호오의 감정이 사람을 난폭하게 만든다’고 진단한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므로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한다. 이를 따르므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충성과 신의가 사라진다. (지금 사람들의 본성은)나면서부터 이목의 

욕구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므로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가 

사라진다. 그런즉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따른다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고 

분수를 범하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서 난폭함으로 귀결된다.8

  순자의 주장에 의거해보자면, 사람의 본성은 욕구로서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탐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에 집중함으로써 타인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긴다. 

심지어 타인이 나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이 자라나서 타인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일은 충성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충성은 군신관계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덕목이다. 신의는 친구관계에서 완성되어야만 하는 덕목이다. 그렇다면 질투는 군주의 총애를 받는 

신하에 대한 악감정일 것이고, 미움은 여러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친구에 대한 악감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질투와 미움은 군신관계와 붕우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耳目의 욕구는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이라는 말이 곧장 음란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은 가령 매력적인 이성의 목소리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매력적인 이성이 바로 음란함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아마도 부부관계를 상정하고 있을 

것이다. 가령 기혼의 남녀가 각자의 남편과 부인을 내팽개치고 서로 내통한다면, 이는 부부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7.  徐復觀, 中國人性論史 先秦篇, 上海 : 上海三聯書店, 2001, pp.225-226 참조 ; Donald J. Munro, "A Villain in the 
Xunzi", ed. by P. J. Ivanhoe, Chinese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La Salle : Open Court, 1996, pp.198-199 참조 ; 
노사광 저,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 古代篇 , 서울 : 탐구당, 1997, pp.327-353 참조 ;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 지식의 풍경, 2001, pp.270-271 참조. 기존 연구자들 가운데 순자가 진정 ｢성악｣ 편을 저술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서복관, 도날드 먼로, 노사광은 공히 순자, ｢성악｣ 편 외에 다른 곳에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많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순자의 성악은 순자 철학을 일관되게 읽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또한 김승혜는 ‘순자의 성악 개념이 ｢성악｣ 편에서만 보이는 점, 그리고 유향이 ｢성악｣ 편을 ｢잡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순자의 성악은 순자 철학의 대표 개념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는 공히 성악의 악을 
선악의 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의거해보자면, 순자의 성악은 맹자의 성선과 달리 성이 악한 감정을 산출하는 
근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순자가 ｢성악｣ 편에서 성을 욕구와 짝을 이루어 그 의미를 풀어나가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성은 악한 감정의 근원이 아니라 선악의 가능성으로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8.  荀子, ｢性惡｣,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爭奪生而辭讓亡焉.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殘賊生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

같은 거래를 신청하는 것이다. 생포한 북한군 10명을 한 줄로 세워두고, 그 중 한 사람만 총으로 쏴 

죽인다면 나머지 9명은 풀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0명을 모두 죽이겠다. 한 명을 쏴 

죽인다면 인격자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홀로 고귀함을 유지하려다 10명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의무론을 조롱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사람은 자신의 신념, 즉 의무론을 위반하게 된다.

  정의의 문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지역에 인종차별로 인한 살인이 발생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구인지 도무지 밝힐 수가 

없다. 날이 거듭될수록 범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듯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른다. 사람들은 특히 

유색인종들은 불안감과 함께 공분을 일으킨다. 공적 집단은 결국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더라도, 누군가는 

범인이고 그 사람은 공권력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안도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의를 표방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겉보기에 사회 정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철저히 공리주의에 입각한 

일처리라고 할 수 있다.6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문제를 고민함으로써 도출된 

근대사회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 종교, 인종, 성별 등의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리주의의 핵심이다. 이는 종교의 권위나 관습의 폐단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었다. 다만 인간은 종교나 관습 외에도 다른 많은 조건을 날 때부터 부여받는다. 

가령 가난한 집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든지, 이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재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든지. 이런 상황 아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3자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종이나 종교가 아닌 자본이 사람들을 계급화 

함으로써 또 다른 노예제 사회를 창출하게 되고,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착취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허용하게 된다.

6.  같은 책, pp.214-231 참조.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필자는 공리주의의 이론적 결함, 가령 1) 원칙의 일관성, 2) 공지성, 
3) 불의한 수단의 정당화, 4) 이익 창출과 분배의 형평성, 5)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6) 인격통합성 등에 관해서 
검토하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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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이다. 다만 욕망은 경향성으로, 이미 손익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려는 판단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판단착오의 문제는 순자 철학에서 공리주의와 같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계산, 

그리고 이 계산에 입각해서 수립한 규칙만으로 도덕적 덕목을 확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손익계산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셈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일관된 원칙을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순자가 1) 욕망과 사려로 인해서 

생겨나는 판단착오를 바로잡아주는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했고, 2) 이 기준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으며, 

3) 이 기준이 공리주의에서 갖고 있는 이론적 결함(가령 원칙의 일관성, 공지성 등)에 대한 해법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Ⅳ. 荀子의 禮 개념 : 禮法制定과 目的

  순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자는 ‘욕망의 

대상인 재화를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고 진단한다.

예는 어디에 기원하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갖고 있다.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추구하면서 도량이나 분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면  궁핍해진다 .  선왕은  사회적  혼란을 

싫어하였으므로 예의를 제정하여 분계를 정하였고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켰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주었다. 욕망은 반드시 재화를 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였고, 재화가 반드시 

욕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하여 발전하도록 한 것이 예의 

기원이다.10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사회적 혼란은 욕망과 재화의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욕망은 자신이 

획득하고 싶은 재화로 향하지만, 누구나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재화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재화와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재화를 획득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욕망은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화를 이미 소유한 사람과 재화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도량이나 분계가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도량이나 분계는 사회적 제도로 공시되어야 한다. 가령 특정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도량이나 

분계라고 한다면, 이는 규칙의 공지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10.  荀子, ｢禮論｣, 禮起於何也? 曰 : 人生而有欲, 欲而不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不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감각지각은 욕망으로 인해서 부부라는 인륜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욕구로 

정의함으로써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 또한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도덕성의 결여는 바로 욕구의 대상을 차지하려는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가 논한 

본성과 감정으로부터 도덕적 덕목의 완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순자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荀子, ｢不苟｣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아마도 마음의 思慮로부터 도덕적 덕목의 실현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것 같다.

바라고 싫어하는 것과 취하고 버리는 것을 저울질함은 바랄만한 것을 보면 반드시 앞뒤로 그 

싫어할만한 것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보면 반드시 앞뒤로 그 해로울만한 

것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울질하고 익숙하게 따져본 연후에야 바랄만하고 싫어할만 

한 것과 취하고 버릴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언제나 실수하거나 빠트리지 않는다. 

무릇 사람의 환난은 치우치거나 해치는 것이다. 바랄만한 것임을 보았다면 그 미워할만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바랄만한 것을 보면 그 싫어할만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로울만한 것을 

보면 그 해로울만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움직이면 반드시 빠뜨리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욕을 먹는다. 이는 치우치고 해치는 근심이다.9

  순자는 好惡의 대상에 대해서 취사선택하는 것을 저울질[權]에 비유한다. 여기서 저울질은 마음의 

사려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울이라는 것만 놓고 생각해보자면, 마음의 사려작용은 마치 저울질과 

같이 꼭 맞아떨어져야 한다. 가령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정확히 물건의 무게를 알려주는 것과 

같이 마음의 사려작용은 외부대상의 자극으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순자의 논의에 따르면, 마음의 사려작용은 저울질과 달리 적절한 반응을 산출해내지 못한다. 이 

같은 점에 의거해볼 때, 마음의 사려작용은 도덕적 이성과 같은 온전한 판단력을 뜻하지 않는 것 같다. 

사려작용은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익이 될 만한 대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넙죽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해로운 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사려작용은 이익이 될 

만한 것 가운데 해로운 것을 찾고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이익을 도출해내는 취사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사려작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보고 싶은 측면만을 살피는 데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사려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도덕적 실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 또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본성[性]과 마음[心]을 욕망과 사려로 구별하고 있다. 욕망은 

감각기관의 지각작용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9.  荀子, ｢不苟｣, 欲惡取舍之權, 見其可欲也, 則必前後慮其可惡也者, 見其可利也, 則必前後慮其可害也者, 而兼權之, 
孰計之, 然後定其欲惡取舍, 如是則常不失陷矣. 凡人之患, 偏傷之也. 見其可欲也, 則不慮其可惡也者, 見其可利也, 
則不顧其可害也者, 是以動則必陷, 爲則必辱, 是偏傷之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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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탐탁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이 같은 점은 마치 맹자의 好善惡惡과 같은 도덕적 감정[四端]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순자는  오히려  도덕적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욕망의 

차원에서 好利惡害의 본성이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기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증해나간다.

  순자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안정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맹자와 같이 도덕적 감정의 차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好利惡害라는 욕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순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점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이 풍성하고 재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삶이 즐거워질 것이다. 이는 

이익을 좋아하는 본성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好利惡害’의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이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셈법으로 원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의 맹점, 즉 원칙의 비일관성에 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걸이나 주와 같이 한 개인의 권력이나 기쁨의 최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공리주의의 맹점, 즉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Ⅴ. 荀子의 分 개념 : 능력에 따른 職分과 덕업에 따른 身分

之所惡何也?  曰  :  汙漫爭奪貪利是也 .  人之所好者何也 .  曰  :  禮義辭讓忠信是也 .  …… 

故人莫貴乎生 ,  莫樂乎安 ,  所以養生安樂者 ,  莫大乎禮義 .  人知貴生樂安而棄禮義 , 

辟之是猶欲壽而歾頸也, 愚莫大焉.

  순자는 온 천하가 풍족해지는 방법으로 分界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제시한다.

온 천하가 풍족해지는 방법은 분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달려있다. 농지를 잘 다스려 경계를 

분명히 하고, 풀을 뽑아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비료를 많이 주어서 밭을 비옥하게 하는 것은 

농부와 서인들의 일이다. 시절에 맞게 백성들이 힘을 쓰도록 하여 일을 진작시키고 성과를 

높여서 백성들이 화합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관의 일이다. 

… 모든 백성들을 보육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통제하여 그해 비록 흉년이 

게다가 이 같은 도량이나 분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가령 폭동과 같은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통치자는 도량이나 

분계를 명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욕망을 강제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는 혼란을 싫어하는 군주만이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군주는 제도 수립자로서 언제나 욕망과 재화의 관계를 주시해야만 한다. 욕망이 재화를 

넘어서도 안 되고, 재화가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도 안 된다. 욕망과 재화의 적절함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예법이다. 그리고 군주가 재화와 욕망의 적절함을 획득하려는 데서 예법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또한 공리주의와 같이 욕망충족[쾌락]으로부터 선을 

확보하려고 했고, 재화의 부족[고통]으로부터 악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만 순자는 공리주의와 달리 

예법이라는 규범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다. 이는 공리주의의 맹점 중 하나인 공지성에 대한 순자 철학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걸과 주가 천하를 잃은 까닭, 그리고 탕과 무가 천하를 얻은 까닭에 대해서 반문한다. 그리고 

이어서 순자는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걸과 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했고, 

탕과 무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순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오만, 탐욕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예의, 사양, 

충신이다’고 결론을 내린다.

걸과 주는 어찌하여 천하를 잃었으며, 탕과 무는 어찌하여 천하를 얻었는가?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 걸과 주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를 잘 하였지만, 탕과 무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잘 하였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만하고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의, 사양, 충신이다. ……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안정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 생명을 북돋우고 안정을 즐기는 방법은 예의보다 큰 

것이 없다. 사람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정을 즐겁게 여길 줄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목을 자르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음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11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천하의 소유여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분명한 이유는 불변의 

법칙을 뜻하는 것이다. 가령 걸이나 주와 같이 오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천하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탕이나 무와 같이 예의, 사양, 충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오만과 탐욕을 싫어하고 예의, 사양, 충신을 좋아한다. 이 

같은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好利惡害라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나 자신 혹은 타인에게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것에

11.  荀子 ,  ｢强國｣ ,  夫桀紂何失 ,  而湯武何得也 .  曰  :  是無它故焉 ,  桀紂者善爲人所惡也 ,  而湯武者善爲人所好也 . 
人之所惡何也? 曰 : 汙漫爭奪貪利是也. 人之所好者何也. 曰 : 禮義辭讓忠信是也. …… 故人莫貴乎生, 莫樂乎安, 
所以養生安樂者 ,  莫大乎禮義 .  人知貴生樂安而棄禮義 ,  辟之是猶欲壽而歾頸也 ,  愚莫大焉 .  使百姓無凍餒之患 , 
則是聖君賢相之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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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더라도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14 

  순자는 ‘서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에 걸맞을 수 있다면 

경상이나 사대부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서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문학을 익히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예의에 걸맞을 수 

있다면 경상이나 사대부로 삼을 수 있다.15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庶人은 우선 출생신분이 낮은 자로 농사를 잘 짓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계층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서인 또한 경상이나 사대부로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다. 요건은 

학문적 역량과 도덕적 역량을 키우는 데 달려있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순자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분으로 막아놓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표면적으로 출생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역량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자는 사람이라면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 욕구는 단순히 배를 불리는 데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상승과도 연결되어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는 국가 

통치의 성패는 학문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중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비록 순자가 살던 시기가 봉건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사람들 또한 출생신분의 외부조건보다 그 사람의 내적 역량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순자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계급이라는 사회적 장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잘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分’ 개념을 통해서 각 계층에 맞는 역량, 그리고 이 역량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량은 육체를 사용하는 농사일로부터 마음을 쓰는 

정치력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각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가령 걸이나 주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이익 창출이나 분배의 형평성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순자 

철학에서는 각 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로 인해서 성과를 내야만 그 역량에 부합하는 녹을 

받는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발생하는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이익 창출과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순자는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분을 엄격히 나누고, 그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가령 유능한 

14.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서울 : 사회평론, 1998, pp.82-89 참조. 송영배는 ‘순자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욕구와 재화의 상관관계에서 찾았다’고 말하면서, ‘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와 분업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필자는, 순자가 사회적 정의실현의 방법으로 예와 분업을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간의 재능에 따라서 계급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체제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에 좀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체제로 말미암아 신분상승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승한 지위에 걸맞는 예법이나 녹봉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필자는, 순자의 사회적 정의실현의 핵심은 예와 분업에 있다기보다는 계급 간의 이동 기준을 출생신분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둔 사회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15.  荀子, ｢王制｣, 雖庶人之子孫也, 積文學, 正身行, 能屬於禮義, 則歸之卿相士大夫.

들고 가뭄이 있더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헐벗고 굶주리는 근심이 없게 한다면 이는 성군(聖君)과 

현상(賢相)의 일이다.12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여기서 분계는 능력에 따른 직분을 뜻한다. 가령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능력은 농토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알고, 작물을 잘 키울 줄 알고,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응당 농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업무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응당 관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 뿐 아니라 관료들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응당 재상이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순자가 봉건시대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같은 구조는 개인의 

능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출생신분에 따른 직분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이 

같은 직분의 분류에 대해서 혈통으로 세습되는 고정불변의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순자가 실제로 직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순자는 ‘예는 귀천의 등급이 있고, 장유의 차등이 있고, 부귀와 귀천은 모두 걸맞는 대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는 귀천의 등급이 있고, 장유의 차등이 있고, 부귀와 귀천은 모두 걸맞는 대우가 있다. 

그러므로 천자는 주곤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제후는 현권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대부는 비의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사는 피변을 쓰고 소적을 입는다. 덕은 반드시 지위에 맞아야 하고, 지위는 

반드시 녹에 걸맞아야 하고, 녹은 반드시 쓰임에 부합해야 한다.13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순자는 예로써 그 사람의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중요시하는 것 

같다. 가령 天子로부터 士에 이르기까지 계급에 따라서 복식을 달리하는 것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우의 전형이다. 복식은 사람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확인되는 계층의 상징이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다만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순자는 계급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복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갖추어진 덕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순자는 덕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위에 부합하는 능력임을 

분명히 밝힌다. 혈통적으로 세습된 출신성분이 계급 분류의 기준이라면, 순자가 ‘덕이 지위에 맞아야 

하고, 지위는 녹에 맞아야 하고, 녹은 쓰임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논의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자면, 비록 출신성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신분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실제 순자가 ‘비록 신분이 

12.  荀子, ｢富國｣, 兼足天下之道在明分. 掩地表畝, 刺屮殖穀, 多糞肥田, 是農夫衆庶之事也. 守時力民, 進事長功, 
和齊百姓, 使人不偸, 是將率之事也. … 若夫兼而覆之, 兼而愛之, 兼而制之, 歲雖凶敗水旱,

13.  荀子, ｢富國｣, 禮者, 貴賤有等, 長幼有差, 貧富輕重皆有稱者也. 故天子袾裷衣冕, 諸侯玄裷衣冕, 大夫裨冕, 士皮弁服. 
德必稱位, 位必稱祿, 祿必稱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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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기에 이는 분명 모순되는 주장이다. 순자 역시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순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다소 모순되게 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다.

순자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각을 갖고 있으며, 이 지각의 주요한 작용은 저장[기억]이다’라고 말한다. 

기억은 분명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계기가 있지 않다면 언뜻 떠올리기 쉽지 않다. 가령 어떤 

학생이 실수로 교수님께 ‘네, 교수놈!’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상정해보자. 이 문자를 본 교수님은 

피식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실수한 학생을 엄히 꾸짖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교수님이나 학생은 이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이다. 마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다소 어려운 미션을 부여했을 때, 그 학생이 

어색한 표정으로 ‘네, 교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교수님은 뭔가 개운치 않으면서 예전에 그 학생이 

실수로 ‘네, 교수놈!’이라고 문자를 보낸 일이 생각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학생이 아직 

자신이 부여한 미션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거나 속으로 

자신을 욕할 수 있다고 억측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교수님은 예전의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순자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전의 기억으로 인해서 장차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의 텅 비어있는 상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고요하게 하는 것 또한 모두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지각작용은 외부대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각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虛一而靜’이다.

  그런데 지각작용은 생명이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기억과 같이 외부대상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상과 같이 외부대상의 자극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식 속에서 얼마든지 허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지각만으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의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순자는 의식의 길잡이가 바로 道라고 생각한다. 도는 말 

그대로 길이다. 가령 사람이 걷는 길은 인도이고, 자동차가 지나는 길은 차도이다. 만약 사람이 차도로 

가고, 차가 인도로 간다고 상상해보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자 또한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 즉 도가 바로 예법이다. 따라서 사람의 지각작용이 끊임없이 도덕적 실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도, 사람은 예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에 입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 즉 도덕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보자면, 순자 철학에서 규칙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규칙은 오로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도덕적 존재가 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욕망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이 욕망이 적절함을 획득할 수 있는 

법칙은 욕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법칙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농부가 무능한 관료의 녹봉을 위해서 물질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무능한 관료는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공리주의의 과도한 요구와 같은 이론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荀子의 虛一而靜 개념 : 道와 하나가 된 마음

  순자는 ‘사람들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마음이 텅 비어 한결같게 되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도를 알 수 있다’라는 대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순자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서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는가? 마음으로 도를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는가? 마음이 텅 비어 한결같게 되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도를 알 수 있다. 마음은 

저장[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텅 비어있는 상태가 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전일한 상태가 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고요한 상태가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각을 갖고 있으며, 지각을 하면 지(志)를 갖게 

된다. 지(志)라는 것은 저장[기억]이다. 그러나 이른바 텅 비어있는 상태가 있다. 이미 기억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장차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한다. 

마음은 나면서부터 지각을 갖고 있다. 지각하면 차이를 갖게 된다. 차이라는 것은 동시에 겸해서 

아는 것이다. 동시에 겸해서 아는 것은 두 가지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전일한 상태가 있다. 

저 하나로 이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일한 상태라고 한다. 마음은 누우면 꿈을 꾸고, 

안일하면 제멋대로 움직이고, 부리면 모색하므로 마음은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른바 고요한 상태가 있다. 상상이나 번잡한 생각으로 지각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을 고요한 

상태라고 한다. 도를 터득하지 못했으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을 텅 비어서 한결같게 하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16

  순자의 논의에 의거해보자면, 마음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온갖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저장[기억17]한다. 실제로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마음의 

텅 비어있는 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순자는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전일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지만, 고요한 상태가 

16.  荀子, ｢解蔽｣, 人何以知道? 曰 : 心. 心何以知? 曰 : 虛壹而靜. 心未嘗不臧也, 然而有所謂虛, 心未嘗不滿也, 
然而有所謂一 ,  心未嘗不動也 ,  然而有所謂靜 .  人生而有知 ,  知而有志 ,  志也者 ,  臧也 ,  然而有所謂虛 , 
不以所已臧害所將受謂之虛 .  心生而有知 ,  知而有異 ,  異也者 ,  同時兼知之 ,  同時兼知之 ,  兩也 ,  然而有所謂一 , 
不以夫一害此一謂之壹. 心, 臥則夢, 偸則自行, 使之則謀. 故心未嘗不動也, 然而有所謂靜, 不以夢劇亂知謂之靜. 
未得道而求道者, 謂之虛壹而靜.

17.  John Knoblock, Xunzi - A Translation and Study of Complete Works vol.Ⅲ, California : Stanford Uni. Press, 
1994, p.104 참조. 존 노블락은 ‘藏’을 ‘memory[기억]’으로 해석한다. 필자는 荀子, ｢解蔽｣, 해당구절의 전체적인 맥락 
상 ‘藏’의 번역어로 ‘기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존 노블락의 번역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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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荀子哲學中公正分配與感應之理論體系研究-以好利惡害與虛壹而靜概念爲中心

李海任（首爾大 哲學系）

要約文：現今社會混亂的原因可從爲幾個方面分析，而其中最爲根本者似可從人類慾望處尋到。人

類之慾望無限，而財貨之數量有窮，人類對有窮財貨的佔有慾，終將通過相互戕害而招致個體紛

爭乃至社會災難。東亞古代倫理理論中，精確地把握了這一點的就是荀子哲學，近代西方倫理理

論中，具有相同問題意識的就是功利主義。但功利主義關於1）原則之一貫性、2）公開性、3）
不義手段之正當化、4）利益創造與分配之平衡、5）對社會成員之過度要求、6）人格統一性等

方面，有著理論性缺陷。這些盲點之原因就在於，功利主義僅僅著眼於通過利益極大化來增進社

會成員之幸福，而對於如何在恢復人類道德性或慰藉因紛爭而遭受創傷的人類感情之同時，也能滿

대해서 도덕적 존재라는 영예와 찬사를 보낸다. 이 같은 논의는 공리주의의 인격통합성에 대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순자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욕망의 덩어리로 규정한다. 이 욕망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남보다 나의 이익을, 남의 호의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순자는 

인간을 자연 상태로 방치한다면 동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다만 순자는 욕망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인간을 규정한다. 이는 바로 사려이다. 물론 순자 철학에서 사려는 기본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능력으로 도덕적 판단능력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사려는 자신의 

욕망을 저울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저울질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돈만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사회적 명예 

또한 욕망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물질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사려작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이 객관적 표준을 

통해서 이루어져만, 인간은 비로소 도덕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객관적 표준[禮法]은 이미 자신의 시대에 완정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순자가 제시한 객관적 표준의 구체적 모습, 가령 봉건시대의 윤리 체계[禮法]는 재고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자 철학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이나 이론체계, 그리고 주요개념들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재해석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가령 현대사회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려고 한다면, 우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규범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규범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규범을 거부하는 요소들을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 혹은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뒤늦게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너희가 고마운 줄이나 알겠어?’와 같은 냉소적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범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규범에만 집중해야만 한다. 즉,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바로 순자가 말한 

‘好利惡害’로부터 ‘虛一而靜’으로 귀결되는 순자 철학의 윤리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자 철학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虛一而靜’, 즉 사람의 마음이 道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욕망의 덩어리인 

사람이 도덕적 존재가 되려면 언제나 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려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려작용은 

절대 도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사려작용은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의거해볼 때, 필자는 비록 순자 철학이 

선진시대 봉건윤리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문제의식, 이론체계, 그리고 주요개념들은 현대적 맥락으로 

풀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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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他們物質的、社會的慾望這一課題，並未提出可行方案。與此相反，荀子哲學的重點在於，一

方面將人類本性規定爲好利惡害之慾望，將人心規定爲得失計算能力（思慮），另一方面追求爲

社會安定而設置禮法，並以此爲基礎來恢復個人的道德性。慾望根源於於惡意，即對他人的嫉妒
或仇恨，即自己獨佔利益的利己主義。自私的感情會侵犯到公共利益或秩序，所以荀子爲確立公

共秩序而設置禮法，這種禮法是以身體機能與社會地位（分）爲根幹而制定的。而且人類慾望並
不止於物質層面，而會蔓延至社會層面，所以荀子提供了任何人都可以通過提高自身能力來提升社

會地位的機會。歸根結底，荀子主張要想社會制度完好運行，個人不但要自身接受此制度，還要堅

持對自身慾望的省察態度，即通過虛其心與接受社會規範而達到不再受慾望牽扯的靜謐狀態（虛

一而靜）。雖然荀子思想作爲古代倫理理論而在時代上早於近代功利主義，但他對於懷有慾求的人

類如何通過社會制度而成爲道德性存在，及人際關係之道德性如何恢復等問題的解決方案，在現代

社會仍具重要意義。

主題分類：先秦哲學，東西洋倫理學比較．
關鍵語：慾望，好利惡害，思慮，禮法，分，虛一而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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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충

  본고는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둔 채, 『맹자』 내의 ‘充’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맹자의 

확충을 밝히고자 한다. 맹자가 3.6에서 제선왕에게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알면”이라고 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擴’이라는 표현은 『맹자』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充’이라는 표현은 

『맹자』의 11개 장(2.12, 3.2, 3.6, 4.7, 4.13, 6.9, 6.10, 10.4, 12.9, 14.25, 14.31)에서 

등장한다.  확충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充’이라는 표현이 『맹자』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각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 11개의 장들 중에서 ‘充’을 

<(물리적으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2.12, 3.2, 12.9, 사람의 성(姓)으로 사용한 4.7, 4.13, 

‘충색(充塞)’이라는 복합어를 통해서 <막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6.9 그리고 ‘充’의 의미에 대한 

단서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14.25를 제외하면, 맹자의 수양론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充’의 용례는 

3.6, 6.10, 10.4, 14.31 총 네 장의 것들이다.

  3.6과 14.31에서 맹자는 각각 “모든 사단을 지니고 있는 자가 그것들을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안다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2 그리고 “사람이 

남을 해치려하지 않는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인(仁)은 이루 다 쓸 수 없게 될 것이다”3라고 말한다. 

인용문에서 제시하는 채움의 대상인 사단과 남을 해치려하지 않는 마음은 모두 내가 무언가를 

이성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미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자체로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혹은 

어떤 행위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음들이다. 이 용례들만 본다면 사단을 확충한다는 것은 ‘욕망을 

채우다’라는 표현처럼 사단이라는 도덕적 동기 혹은 욕구를 실천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6.10과 10.4의 용례들에서 ‘充’이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0에는 불의한 어떤 것도 먹거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중자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맹자는 진중자가 청렴하지는 않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자의 지조[操]를 채우는 

것은 지렁이가 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다.”4 이곳에서 채움의 대상이 되는 지조는 앞에서 채움의 

대상으로 언급된 마음들과는 사뭇 다르다. 앞에서 채움의 대상으로서 제시됐던 마음들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었던 반면, 지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혹은 어떻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신념이다. 지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혹은 

직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규범 혹은 신념에 가깝다. <잡다>라는 

뜻을 가진 ‘操’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지조를 표현했다는 사실 역시 지조가 한 주체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고수되고 있는 무언가임을 잘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음과 지조를 고기를 

예로 들어 비교해보자면, 3.6과 14.31에서의 즉각적인 마음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구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고기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2.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3.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4.  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

맹자의 확충을 통한 본성의 회복

박현우 (서울대학교/철학)

1. 서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할 때 근거로서 사단을 내세운다. 사람이라면 우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 측은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바로 그들을 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곧 도덕적 실천을 이끈다고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마음이 유자입정과 같이 심각한 사태에서만이 아닌 다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제시한 사단이 

도덕적 수양의 과정에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 그와 유사한 다른 사태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추가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이 해소되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특별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측은지심을 실천으로 

옮기거나, 그 측은지심이 그렇지 않은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시간, 노력, 물질 등을 나누려는 도덕적 실천을 보다 쉽고, 

보다 일관성 있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맹자는 우리에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한 

이후에, 사단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확충은 이 두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해주리라 기대할만 하다.

  확충에 대한 해석으로 검토해볼만한 것으로는 전통주석가 중 주희, 황종희, 정약용의 해석이 있고, 

현대 연구가 중에서는 니비슨의 해석이 있다. 주희는 『맹자집주』에서 확충을 생각, 구함, 반성을 

통해 본성에 이미 갖춰져 있는 이(理)를 모두 아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러한 주희의 해석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황종희는 『맹자사설』에서 확충을 사단의 마음을 

근거로 인정(仁政)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해석은 사단의 마음과 인정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맹자가 정치와 무관한 맥락에서도 확충을 언급한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맹자요의』에서 확충을 외적 규범인 예에 의거한 실천으로 해석하는데, 

맹자가 확충을 논의할 때 외적 규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맹자의 

원의를 곡해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니비슨은 확충을 특정 상황에서의 의무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천의 동력을 얻기 위해 자연스레 실천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한 사례가 지금의 

사례와 같다고 인식함으로써 그때와 유사한 감정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1 이러한 니비슨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 사태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정이 북돋아졌다고 해서 과연 실천이 가능할 것인가 질문할 수 있다.

1.  David S. Nivison, 2006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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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맹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진중자의 충류(充類)’는 진중자가 

불의하다고 여긴 모든 사물들을 그의 원칙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중자의

충류’가 아닌 일반적인 ‘충류’는 공통점을 지녀 하나의 유로 일반화될 수 있는 각 사태들에 대해서 

일관된 대응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10에서 ‘充’의 또 다른 목적어였던 ‘중자의 

지조(仲子之操)’가 바로 하나의 유에 적용될 일관된 대응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지조를 채움’[充操]과 ‘유를 채움’[充類]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조를 추구하는 행위는 어떤 대상이 자신이 지닌 지조와 유관한지 무관한지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중자가 불의한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가 마주하는 대상들이 불의한지 

아닌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때 무언가를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의(義)라는 기준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화, 즉 분류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진중자가 애초에 불의한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지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경험했던 구체적인 

불의한 것들을 불의한 것으로서 일반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조를 가지는 것과 

채우는 것 모두 개체들을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들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의 원소로서 

간주한 이후에 가능한 것들이다. 정리하자면 지조를 채운다는 것은 어떤 유사한 대상들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대응방식을 지속할만한 것이라고 여겨 자신의 지조로 삼은 후, 그 지조가 적용될만한 유사한 

다른 대상들에게까지, 즉 같은 유에 속하는 다른 것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조를 채우는 것과 유를 채우는 것은 사실 하나의 사태에 대한 다른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둘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사태들 각각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10에서 ‘充’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어, ‘중자의 지조’와 ‘그 

유’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전자는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여러 개체들에 대해 취해야 할 단일한 

대응 방식, 후자는 그 단일한 대응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개체들의 집합인 유인 것이다. 영문법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充’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접목적어가 일관된 대응방식, 간접목적어가 유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充’의 용례인 10.4에서도 채움을 통해서 같은 유에 대해 같은 대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맹자의 제자인 만장은 성문 밖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보내온 선물을 

그들이 비록 예를 갖춰 보냈을지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면, 오늘날 제후가 주는 예물 또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자에게 묻고 있다.8 이런 만장의 지적에 대해 맹자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를 채워서 의(義)를 지극히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다”9라고 

평가한다. 맹자의 평가를 통해서 만장이 성문 앞의 강도나 백성을 수탈하는 오늘날의 제후가 모두 남의 

것을 불의하게 뺏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유로 이 둘을 도둑이라는 하나의 유로 묶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6.10과 10.4를 종합했을 때 충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사태들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9.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일 것이다. 한편 6.10에서 말하는 지조는 ‘난 매 끼니 

고기를 먹을 것이야’ 혹은 ‘가능한 자주 고기를 먹을 것이야’라는 다짐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지조를 

지키려고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욕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지조를 추구한다는 것은 욕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진중자는 불의한 어떤 것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지조를 가지기 이전에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발생한 도덕적 거부감으로 인해 그 

대상을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분명 진중자가 불쾌하게 여길만한 구체적인 대상을 

진중자가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반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의한 그 무엇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지조를 가지고, 이 지조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떤 대상이 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에게 대상이 도덕적인 불편함을 주기 이전에나 가능한 행위이다. 즉 

대상이 의롭다고 혹은 의롭지 않다고 규정되어 욕구 혹은 회피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기 이전에만 

가능한 행위인 것이다. 확충을 단순한 욕망의 충족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욕구의 충족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인지하여 그 대상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애써 어떤 지조를 만들어서 욕구의 대상을 만나기 이전부터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이런 지조를 추구하는 것을 ‘지조를 

채운다[充操]’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확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채움과 지조의 

채움이 일관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있지는 않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10에서는 채움의 또 다른 대상으로 언급되는 유(類) 역시 확충을 사단이라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실천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맹자는 진중자에 대해서 “어머니가 주는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아내가 

주는 음식은 먹고 형의 집에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오릉의 집에서는 거주한다. 이러한데도 여전히 

그 유를 채울 수 있겠는가?”5라고도 말했다. 이는 그가 지금처럼 불의한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지렁이처럼 흙과 지하수만 먹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서 사용된 ‘類’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리이다. 무리라 함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개체들의 

집합이다. 정단비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맹자는 어떤 사태들 사이의 공통점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을 따를 것을 설득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6 대표적인 사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1.7에서 제선왕에게 왕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태산을 끼고서 북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유가 아니라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유라고 말하는 대목이다.7 왕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전자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후자처럼 쉬운 일이므로 제선왕 자신이 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에게 유는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일만한 개체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유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5.  以母則不食, 以妻則食之, 以兄之室則弗居, 以於陵則居之, 是尙爲能充其類也乎?
6.  정단비, 2009 : 20~23쪽
7.  故王之不王,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 王之不王, 是折枝之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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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확충이 과거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사태에 대해 유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감정일 수도 있고,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인식일 수도 있다. 사단 중에서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은 감정에 가까운 반면 시비지심은 인식에 가까운 것처럼, 마음은 다양한 심리 상태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2에서 용기를 기르는 사람으로 서술된 북궁유와 맹시사, 3.9에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밀고 나갔던 백이와 같은 사람들은 인식을 통해서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북궁유와 맹시사가 용기를 기르기 위해 취한 방법은 두려워할만한 사태를 전혀 두렵지 

않은 다른 사태와 동일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북궁유는 만승의 임금을 찌르는 것을 평범한 사람을 

찌르는 것과 똑같이 보아서 그의 신분을 신경 쓰지 않았고, 맹시사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처럼 보아서 적의 수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로 다른 두 개체의 공통점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감정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맹자』에는 백이가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밀고 

나가, 마을 사람과 함께 서있는데, 그의 관이 바르지 않으면 장차 그에 의해 더럽혀질 것처럼 여기며 

그곳을 떠났다고 서술되어 있다.(3.9)15 마을 사람의 바르지 못한 측면에 집중하여, 그 사람이 곧 악한 

사람이라고 여김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인식이 그저 인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인식에 어울리는 감정을 수반할 것이라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확충은 그저 인식의 확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을 통한 감정의 확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맹자에게 사단의 확충은 어떤 

사건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일치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과거 표준적 사례에서 일어났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충의 결과 얻어진 감정은, 과거의 표준적 사례에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이 그랬던 것처럼, 도덕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의 시체가 길 위에 썩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들(5.5)16을 그렇게 만든 것은 인식이 아니라 감정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 아들이 내린 ‘아버지의 시신을 저리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은, 방정식의 

해처럼 순전히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자신이 느낀 감정을 언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맹자에게 도덕적 가치 판단의 근원은 지혜가 아니라 도덕적인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의 확충은 지금 마주친 어떤 사건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때 느낀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얻음과 동시에 그 감정에 수반되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맹자가 ‘心’을 통해 감정과 인식을 아울러 지칭했던 

것 역시 자연스러워진다. 맹자에게 도덕적 인식/판단은 도덕적 감정의 인식적인 측면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15.  伯夷, 非其君, 不事, 非其友, 不友. 不立於惡仁之朝, 不與惡人言, 立於惡人之朝, 與惡人言, 如以朝衣朝冠坐於塗炭. 
推惡惡之心, 思與鄕人立, 其冠不正, 望望然去之, 若將浼焉.

16.  蓋上世嘗有不葬其親者, 其親死, 則擧而委之於壑. 他日過之, 狐狸食之, 蠅蚋姑嘬之. 其顙有泚, 睨而不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虆梩而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

  이처럼 맹자가 ‘지조를 채운다’, ‘유를 채운다’라고 말한 만큼, 사단의 확충이 충류(充類)나 

충조(充操)와 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확충의 해석으로서 좀 더 타당할 

것이다. 채움[充]을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일관된 반응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사단의

 확충을 충류나 충조와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움[充]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단의 확충은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마음을 일으켰던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와 유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充’ 이외에도 ‘推’라는 표현 역시 확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용례의 유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7에서 맹자는 제선왕에게 선왕에게 자기 집 어르신을 어르신으로서 모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어르신에게 미치게 하고, 자기 집 아이를 아이로서 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미치게 한다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고 말한다.10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 마음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뿐이라고 부연 설명한다.11 즉 맹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 역시 자신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아이이므로,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도 아이로서 받아 마땅한 대응을 베풀 것을 제선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맹자가 요구하는 바는 앞에서 살펴본 확충처럼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맹자가 이러한 과정을 

마음을 옮기는 것으로 설명한 것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반응이라는 것은 아이를 아이로서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일 테다. 이런 요구와 설명 후에 맹자는 제선왕에게 “그러므로 은혜를 밀고 나가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밀고 나가지 못하면 처자식을 보존하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는 바를 잘 밀고 나갔기 때문일 

뿐입니다”12라고 말한다. 이는 3.6의 “그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천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채울 수 없다면 부모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13라는 문장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용례의 유사성을 통해서 ‘推’ 역시 ‘充’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태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推’는 맹자의 주요 논적이었던 묵가의 저술인 『묵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미루어 

안다는 것은 그가 따르지 않는 것이 그가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14 

『묵자』의 이러한 용례 역시 확충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와 유사한 마음을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묵자』의 ‘推’ 정의에서 ‘그가 따르는 것’이 과거의 

표준적 사례를, ‘그가 따르지 않는 것’이 과거 사례와 유사하지만 그 사례에서처럼 반응하지는 못한 또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10.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11.  擧斯心加諸彼而已.
12.  故推恩足以保四海, 不推恩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13.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不充之, 不足以事父母.
14.  推也者. 以其所不取之. 同于其所取者. 予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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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경우 목공일을 먹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의 경우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후에게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얻어먹는 문제에 있어서 유를 

설정하는 기준은 ‘먹고 살고자 무언가 일을 함’이라고 팽경은 주장하는 것이다. 맹자는 팽경의 말과는 

달리 공(功)을 보고 먹여줄 뿐이라는 것을 사고실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맹자는 팽경에게 

그렇다면 너는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와를 허물고 담장에 낙서를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줄 

것이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팽경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유의 설정에는 반드시 어떤 맥락이 존재하고 그 

맥락을 기준으로 유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의 대화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가가 그 맥락이었다. 아무 맥락도 없다면 우리는 쉽사리 목수와 사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둘을 경제적 맥락이든 정치적 맥락이든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비교하는지를 정한 이후에야, 

어떤 요소들에 집중하여 이들을 비교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충과 관련해서 그 맥락은 

바로 행위 방식, 즉 대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맥락, 즉 특정한 반응 방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요소에 집중하여 서로 다른 개체를 비교해야 

하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집단인 사와 목수의 어떤 특성이 그들 각각으로 하여금 경제적 

보상이라는 특정한 대응을 받을 수 없도록 혹은 받을 만하도록 만드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보상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 하나의 유를 이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하나의 유를 

이룰 텐데, 맹자가 팽경을 설득하는 방식을 보면, 맹자는 누가 경제적 보상을 받아 마땅한지 그 기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맹자는 팽경에게 밥을 얻어먹고자 남의 재물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밥을 줄 수 있겠냐고 사고실험을 제시하는데, 팽경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팽경은 어떤 논증을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혹은 특정한 조건을 부각시킨 사고실험을 통해,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결정적인 

조건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곧 특정한 대응 방식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 곧 

유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준으로 유를 분류한다면 확충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 같다. 확충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건을 표준적 사례와 같다고 인식함으로써, 그 

사건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이미 같은 

유가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도덕적인 반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같은 유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팽경이 처음에는 사 계급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맹자에 따르면 사 역시 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같다. 팽경은 사의 역할에 대해 오인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감각적 욕구에 의해 도덕적 욕구가 

3. 확충의 필요성

  그런데 어떠한 두 대상 혹은 두 사태도 그것이 서로 다른 개별자인 한에서 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충을 행하고자 하는 주체는 어떤 두 개체가 공유하는 공통점에 집중하여 그것을 

같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두 개체든 우리가 그 두 개체 사이의 

공통점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개체를 같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두 

개체를 같은 유로서 묶을 때, 공통점에 주목하느냐, 차이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둘을 

같은 유로도 다른 유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통점에 주목한다고 해도 여러 공통점 중에 어떤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유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각 개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두 개체 사이에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이 공존할 경우, 우리가 그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통점들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맹자』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맹자는 유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0.4에서 만장에게 그가 가진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를 

채워 의(義)를 지극히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맹자는 분명 만장의 유 설정이 

지나쳤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맹자가 유 설정의 가부를 판단했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맹자』에는 맹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두 사태에 일관된 반응을 보이라고 유추를 

통해 설득하는 대목도, 이 두 사태가 같으니 똑같이 대응해야 하지 않나 묻는 상대방에게 이 둘은 

같지 않다고 설명하는 대목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맹자는 상대방의 유 설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유 설정을 새로이 제시한다. 그러므로 맹자가 상대방의 유 설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대목들을 

검토함으로써 맹자가 가지고 있던 유 설정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의 확인을 위해 검토해볼만한 대목은 사[士] 계층이 제후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무위도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여기는 팽경을 맹자가 유추를 통해 깨우쳐주는 6.4의 

내용이다. 팽경은 사 계층이 제후들에게 얻어먹는 것 그리고 무위도식하는 것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잘못됐다고 보았다. 팽경은 제후에게 얻어먹는 사와 

무위도식하는 사람을 같은 유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사 계층이 백성들이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켜 각 백성들이 필요한 바를 얻어 쓸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위도식하는 사람과 같은 

유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맹자가 한 일은 팽경이 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팽경이 사라는 특정 계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유를 잘못 설정한 것일 뿐,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자의성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유를 자의적으로 잘못 설정하는 오류는 이어지는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팽경은 맹자의 

대답을 듣고 입장을 선회하여 목수와 같은 사람의 경우 음식을 구하고자 자신의 업을 수행하는데, 

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맹자가 사와 목수는 모두 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유라고 하자 

그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팽경은 그의 

의도를 보고 그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논변을 정리하자면 팽경은 누군가가 

타인에게서음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일을 음식을 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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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의 내용들은 언뜻 보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장 전체를 본성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서술로 이해하면 일관적으로 읽을 수 있다. 본성을 경향성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존재에게 내재하는 

경향성은 그 존재가 지나온 과거, 즉 자취를 돌아봐야 알 수 있다. 경향성 자체를 우리는 결코 직접 

경험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지만 맹자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취의 효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잇는 

“자취라는 것은 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21라는 말은 표현만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인지 

아니면 맹자의 입장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자가 맹자와의 논변에서 본성이 무규정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맹자가 사람의 본성은 도덕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는 사실(11.2)을 떠올려 

본다면 이 주장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맹자 본인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지혜를 말하면서 우의 치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앞서 본성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11.2에서 아래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는 물이 인간의 선한 본성에 비유됐다는 

사실을 종합해본다면 우의 치수에 대한 이야기는 곧 지혜를 통해서 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2.11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맹자는 12.11에서 맹자는 “우의 

치수는 물의 길이었다”22라고 말한다. 의역을 하자면 우는 물이 자연스레 흐르려는 방향대로 물길을 

터주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일 테다. 우의 비교 대상이 되는 백규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 홍수를 

일으킨다. 그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무관하게 물을 옮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애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물 고유의 흐름을 살렸다는 것을 말할 테고, 천착했다는 것은 그 흐름을 거슬렀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지혜라는 것이 물로 비유되는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 주어진 경향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각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방향이 그 자체로 물의 본래의 순조로운 흐름이어서 수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치수공사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감각적 

반응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도덕적 경향성에 따라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향성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혹은 경향성과는 무관한 이론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결과로 본래의 경향성과는 

어긋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들은 모두 본성의 경향성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로서 물이 

원래의 흐름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로 비유될 수 있다. 특히 뒤의 두 경우는 지혜를 잘못 운용한 결과, 

즉 천착의 결과로 물로 비유되는 본성의 흐름을 거스르게 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물이 원래의 

흐름대로 흐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가 치수 공사를 통해 물의 본래 흐름을 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본성 역시 본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경향성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그 흐름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  故者以利爲本.
22.  禹之治水, 水之道也.

가려지는 경우이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눈길이 빼앗겼을 때, 귀로는 아무 말이 안 들릴 수 있는 것처럼 

감각적 욕구에 끌려가버려 도덕적인 반응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감관은 생각[思]할 

수 없기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즉각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11.15)17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들을 잘못 해석하여 엉뚱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이다. 유사한 반응을 이끈 

일련의 사건들이 A와 B라는 공통점을 함께 지녔을 때, 사실 그 반응의 결정적인 조건은 A였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속성은 결여한 채 B의 속성만을 지닌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팽경이 그동안 관찰했던 ‘남에게 음식을 얻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공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는데, 팽경은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공이라고도 혹은 의도라고도 혹은 그 둘의 결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가능성들 중 의도라는 선택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맹자가 제시한 사고실험에 의해 

반박 당했고,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경우들로 인해 우리는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도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을 수도 있게 되고, 따라서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에서처럼 인간 안에 있는 성향을 잘못 이해하여 혹은 성향과는 무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능력 덕분이다. 인간이 무언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상화하고 구상할 수 없다면, 자신의 과거 반응들을 돌아보는 일도, 과거 반응들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어떤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상하는 것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성향과는 무관한 앎을 가지는 것은 결국 지혜[智]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이런 맥락에서 

8.26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비판한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앞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본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취[故]를 가지고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취라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利]을 근본으로 한다.18 그 다음 부분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다. 맹자는 지혜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맹자가 비판하는 

지혜는 천착하는 지혜이고, 긍정하는 지혜는 우(禹)의 치수와 같이 애쓰지 않는 지혜이다.19 마지막 

부분은 다시 자취를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20

17.  耳目之官不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18.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以利爲本.
19.  所惡於智者, 爲其鑿也. 如智者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其所無事也, 

則智亦大矣.
20.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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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의 주체는 확충을 통해 애써 당장은 불편할 수 있는 감정인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2425

  확충의 결과 어떤 사건에 대해 도덕적인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 반응 자체는 불편한 감정일지라도, 

그 반응을 외면하지 않고 도덕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가는데 성공할 경우 우리는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놓치지 않으려 각 사태들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20에서 맹자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러러서는 하늘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굽어서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26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는 그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일 뿐인데, 맹자는 그러한 심리상태가 곧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맹자에게는 도덕적 수치심의 해소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 즉 수치심을 느끼기 이전에 고요했던 감정 

상태를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만족감,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은 그 자체로는 불편한 감정이지만, 그에 

따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만족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바랄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27

4. 확충과 본성의 관계

  확충을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제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욕구의 능력, 즉 

본성이 공통점을 지녀 하나의 유로 묶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내어놓으리라는 것이다. 

맹자가 사고실험을 활용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맹자는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사고실험을 통해서 도덕적인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사한 사태들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본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자입정의 사례와 결정적 조건만 공유한다면, 

우리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실험들을 새로 떠올릴 수 있다. 유자입정에서 우물을 

낭떠러지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반응한다기보다, 그 사건이 지니고 있는, 예를 들어 누군가 죄 없이 죽으려 함과 같은, 특정 조건에 

반응하기 때문인 것이다.

24.  만약 과거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사자는 과거에 
  그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더하여, 지금도 여전한 그 문제 자체에 대해 다시 

추가적으로 측은지심 혹은 수오지심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25.  수오지심을 통해 확충의 동기를 밝히려고 한 본문의 내용은 장원태, 2005 : 207~209쪽의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26.  仰不愧於天, 俯不怍於人, 二樂也.
27.  맹자는 자주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를 유비적으로 설명하는데, 본문에서의 설명 역시 감각적 욕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혹은 매력적인 성적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의 욕구는 
그 대상이 내게 결핍되어 있기에 생기는 것인 만큼 그 자체로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 욕구가 동기로서 작용하여 그 대상을 
얻게 된다면, 그 욕구의 해소는 그 대상을 인지하기 이전의 평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때의 
감각적 욕구도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그보다 큰 만족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 점에서 추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다.

  구도 그 자체로는 고통이지만 그보다 큰 만족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단 점에서 추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다.

  8.26의 마지막 부분, 즉 자취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이처럼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경향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통해 본성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가 치수공사를 통해 물의 흐름을 

본래대로 흐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지금 물의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다. 본성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반응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우리의 선한 본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성의 본래 흐름을 지혜를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별의 과거 자취를 통해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듯, 도덕적 반응에 대한 과거의 기준적인 

사례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요약한 결과가 바로 본성이 

가진 경향성의 내용이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 요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양의 주체는 이 

경향성의 내용과 도덕적 반응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앞으로 맞닥뜨릴 사태 자체와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확충인 것이다.

  그렇다면 확충은 자신의 도덕적 반응을 일반화하여 그러한 반응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조건을 찾아낸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써 각 사태를 검토하여 그 조건을 지닌 사태에 대해 응당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확충을 실행하려는 주체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사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는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경우 사후에 찾아올 수 있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도덕적인 반응의 결과 얻을 수 있는 도덕적인 만족감 역시 확충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아무런 지각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건을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여 

문제될 만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지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도덕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들을 검토하여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확충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맹자는 13.6에서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23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부끄러워야 한다는 다소 역설적이어 보이는 이 문장에서 전자의 

부끄러움과 후자의 부끄러움은 층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전자의 부끄러움은 ‘자신이 부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려 함’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후자의 부끄러움은 ‘자신이 부도덕적인 행위를 행하려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이것은 굳이 부끄러움, 즉 수오지심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과거 청소년 시절에 학우를 아무런 측은지심 없이 괴롭힌 

것을 뒤늦게 부끄러워한다면, 이는 측은지심의 부재에 대한 수오지심일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태에 대해 감정적으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 또 다른 부끄러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3.  無恥之恥, 無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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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그 사태에 걸맞은 행동 방식 역시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질 것이다.

  8.14에서 맹자가 말하는 자득(自得)은 바로 이처럼 도덕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얻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군자가 도로써 그것에 나아간다고 말한 것은 확충이다. 여기서 도는 

자신의 도덕적 반응들을 반성함으로써 얻은 자신의 성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즉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군자가 이 도를 가지고서 그것에 

깊이 나아간다’29라는 것은 바로 본성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각 사태에 어울리는 도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성향이 강화되어 웬만한 사태에 대해서는 애써 

확충을 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반응은 그만큼 분명하고 강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반응대로 실천하는 것 역시 더욱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그것에 거하는 

것이 편안해진다’30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도덕적 성취는 수양의 주체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도덕적 반응과 그에 따른 실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얻는 

만족감의 경험을 증가시킬 것이고, 경험의 축적은 다시 본성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이끌어, 어느 

사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노력 없이도 본성이 지향하는 도덕적 방향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깊어지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좌우 어디서든 그 

근원을 만나게 된다’31라는 말의 의미일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맹자의 확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보았다. 확충이라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 (1) 유사한 사태들에 대해서 유사한 도덕적 감정들을 느낀다. (2) 그런 감정들은 우리가 

어떤 사태를 도덕적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태를 도덕적으로 싫어하는지 알려준다. (3) 자신이 

싫어하는 사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과거의 

표준적 사례들이 그런 감정을 불러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건을 일반화를 통해 구체화 한다. (4) 이 

조건을 기준으로 새로 맞닥뜨리는 사태들을 검토하여 어떤 사례가 과거 표준적 사례와 같은 유라는 

것을 인식해낸다면, 그 사태에도 그 유에 적절한 감정과 인식을 새로이 얻게 된다.

  이러한 확충은 대상에 대한 인식적 오류, 감각적 욕구의 방해, 외적 규범의 방해로 인해 각 사태들에 

대하여 본성에 따라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들로 인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확충을 통해서 애써 본성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는 동기는 본성에 따라 도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경우 스스로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을 피하는 것에 있다. 반면 본성에 따라 반응했을 경우에는, 그 감정 자체는 불편하게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그 불편함을 해소시킴으로써 도덕적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양의 

주체는 확충을 통해서 본성에 따라 반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확충을 이처럼 해석했을 때, 

확충은 본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도덕적 경험의 축적을 통한 

본성의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29.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30.  自得之, 則居之安

31.  居之安, 則資之深, 資之深, 則取之左右逢其原

  그렇다면 확충은 본성이 올바로 각 사건에 대해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로서 본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감각기관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도, 눈이 감겨있다거나 소리의 

출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감각대상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아무런 감각을 

가질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인식의 오류, 

감각적 욕구, 잘못된 이론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도 없을 것이다. 확충은 이처럼 가려져 있는 사태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확충은 이처럼 본성이 드러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성에 따른 도덕적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본성의 성장을 돕기도 한다.  확충을 통해서 경험된 도덕적인  감정들은  각자 

독립적이어서 서로 무관한 개별 경험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 발현된 사례들로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일련의 경험들로서 이해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유자입정의 경험을 통해 얻은 측은지심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막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저 특별한 아기가 불쌍하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니, 나는 죄 없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반을 

불쌍히 여기는 성향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이해까지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충의 주체는 도덕적인 감정의 경험이 강렬할수록, 자신의 본성이 그러한 사태를 그만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이 내놓은 감정은 그대로 자신의 

감정인만큼, 이러한 이해는 곧 자신이 그러한 사태를 그만큼이나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사실의 

확인으로 이어진다. 이 확인은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 아기를 보고 측은지심을 느낀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 느낀 감정이 강한 만큼, 타인의 생명을 

걱정하는  자신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연관을 맺은 사태들에 

대해 더욱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러한 사태들에 대한 강렬한 반응을 불러오며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맹자가 13.18에서 맹자가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것[操心]이 위태롭고, 근심이 

깊어서 통달[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28 그들은 임금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관심, 애정에서 멀어짐으로써 경험한 강렬한 고통들이 있었기에 타인들의 관심, 애정을 그만큼 

중시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 이 성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데 더욱 신중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타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할 때 이를 측은히 여기는 성향 역시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 경험들을 통해 강화된 성향은 확충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앞서 확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인 반응이 다른 반응들에 의해 묻힐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성향의 강화로 인해 

반응의 정도 역시 강해진다면 도덕적 반응들이 다른 반응들에 쉽사리 가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각적 욕구가 웬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고서는 확충이라는 별도의 노력 없이도 

그 사태에 대한 본성의 도덕적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태에 대한 도덕적 

28.  人之有德慧術知者, 恒存乎疢疾. 獨孤臣孽子, 其操心也危, 其慮患也深, 故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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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본심이란 것이 어디까지가 정말 인간의 선천적인 반응 방식이며 어디부터가 후천적 학습의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맹자』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반응들이 있다. 과연 맹자가 본심으로 여기는 것 중에서 과연 

인간의 선천적인 반응이 과연 존재할까, 있다면 무엇일까 고찰하는 것도 가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미래에 별도의 연구를 통해 해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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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맹자의 사단은 그 마음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경험된 사단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상황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의 해명을 필요로 했다. 본고는 확충이 본성이 발현되도록 할 수 있는 인식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확충이 후자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확충은 사단을 통해 

얻은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성이 각 사태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른 사태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감정,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확충이 이렇게 해석됐을 때, 도덕적 실천은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실천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후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경우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항상 타인과의 도덕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실천을 사회의 

강제가 아닌 자신의 바람으로써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게 만들어, 이웃에게 자신의 시간, 

노력, 물질을 나누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확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도덕적 실천에 성공한 사람은 단지 자신의 것을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채워주며 

얻는 만족감을 통해 자신 역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충의 한계로 지적할만한 것은 지혜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확충 역시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이, 이윤, 유하혜 모두 같은 성인이지만 공자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10.1)은 완벽한 확충을 위한 충분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준다. 도덕의 

전문가인 성인을 본받을 필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난다. 맹자에게 성인은 사태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면서, 사태가 분석하기에 너무 복잡다단한 경우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다. 순이 요를 섬겼던 방식으로 자신의 임금을 섬기고, 요가 그의 백성을 다스렸던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면 될 뿐이다(7.2). 그리고 요의 옷을 입고, 요의 말을 외고, 요의 행동을 행하면 

곧 요가 되는 것이다.(12.2) 성인은 인간의 마음이 똑같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인만큼 

각 상황에서 성인이 행동했던 대로 한다면 그 상황에서 느꼈던 도덕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을 거뒀다면, 이 때 성인이 제시하는 기준은 스스로 

바라거나 떠올린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도덕적 본성이 발현된 결과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침인 만큼 자신의 본성과 무관한 외적 규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지금까지 필자가 해석한 확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욕구가 감각적 욕구에 대해 우위에 서야만 하는데, 본고는 도덕적 욕구의 우선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확충은 감각적 욕구에 가려진 도덕적 욕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도덕적 

욕구가 감각적 욕구에 우선할 필요가 없다면, 애써 확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지만, 맹자가 왜 도덕적 욕구가 감각적 욕구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는지는 별도의 연구 주제로서 가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확충과 연결되어 있는 

주요 연구 주제로는 본심이 있다. 맹자는 사려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도덕적 반응을 본심이라고 부르며 본성의 본래적인 반응 결과로서 간주하고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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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동락(與民同樂)’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일회적·유희적 나눔이 아닌, 백성들의 삶 속 

깊이 파급되는 형태를 띤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주요 법조문 공개를 통한 법의 공유,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를 통한 시간의 공유, 훈민정음 창제를 통한 문자의 공유 등이 있다. 세종은 이처럼 

‘가진 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없는 자’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여민동락을 추구하였다. 그는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이 다른 폭 넓은 대상과의 나눔을 추구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생생, 즉 

생명 존중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세종은 생명철학을 현실정치에 구현한 인물이었으나, 그에 대한 일반적 담론은 ‘성군(聖君) 

세종’에 머물러 있다.2 이는 과거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세종을 도구화한 탓이 크다. 학계도 세종의 

정치인 혹은 경영자로서의 업적, 즉 ‘성공의 역사’만 부각시킨 면이 있다. 이제는 영웅주의 사관에서 

벗어나, 세종이 직면한 현실적 딜레마, 그리고 그 속에서 생성 혹은 발전됐을 생각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종의 치적 너머, 그의 철학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사람의 언어와 행동은 생각을 추동력으로 삼는 법이다. 세종의 정치에 철학적 기반이 없었다면 

6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기는 힘들 것이다.

현대 사회의 분열, 대립, 조장이라는 것이 정치로부터 비롯되었다고들 이야기한다. 그 근본적인 

까닭은 정치가 공학의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그 관점 안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쟁탈하는가에 

치중할 뿐 나눔이란 없다. 편 가르기를 하여, ‘내 편’에 대해서는 ‘나름’을, ‘남의 편’에 대해서는 

‘나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세종의 정치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종의 정치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철학과 통한다. 세종이 나눔을 지향한 것은 그의 정치가 

생명철학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는 생명철학이 없기 때문에 공학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상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근본적 지향점으로 하는 유학은 구시대적 가치가 아니라 

시급히 요청되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종이 공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업적을 

내었는가가 아닌, 생생(生生)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가 세종의 

생명철학을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2. 생생지락(生生之樂)

국가 최고 통치자의 담화는 사적이 아닌 공적 차원으로 간주된다. 그 기능은 피치자(被治者)에게 

국가 정책의 방향을 알려주고,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역설하며, 공유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3 

따라서 통치자의 담화를 분석하면 그의 정치철학 및 비전, 당시의 보편적 가치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비전은 대체로 피치자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의 담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행복 실현의 구체적 방법 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최고 

1.  최일범, 「生態學的 觀點에서 본 東洋思想의 人間觀」, 『陽明學』제27호, 2010, 54쪽.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상환·오채원의 논문(「문화 기억으로서의 ‘세종 콘텐츠’ 연구」, 『오토피아』Vol.30 No.2, 2015)을 

참고할 것.
3.  박성희, 「대통령 취임 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 수사 분석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권, 2009, 196쪽.

세종시대의 나눔 ‘공향(共享)’

오채원 (성균관대학/동양철학)

요약문

본 논문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나눔’에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행복의 조건은 정치적 

나눔에 있는데, 이러한 점은 유학의 유기체적 사유 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세종(世宗)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생지락(生生之樂)’을 정치적 

모토로  삼았는데 ,  그  근저에는  ‘공향 (共享 ) ’ ,  곧  나눔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세종은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이 다른 폭 넓은 대상과의 나눔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의 삶 속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처럼 ‘나름’과 ‘나눔’이 함께 하는 

정치, 즉 개별성과 동시에 보편성도 충족할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여야, 모두 함께 ‘생생(生生)’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세종의 정치철학은 훈민정음 창제 등 민생 밀착형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 사회적 행복에 맞춰져 있다면 세종의 가치는 매우 현대적이고 

유효하다. 정치는 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행복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가치와 지향점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그 전형이 바로 세종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종이 공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업적을 내었는가가 아닌, 생생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가 세종의 생명철학을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 주제어

 세종 (世宗 ) ,  나눔 ,  여민동락 (與民同樂 ) ,  여민가의 (與民可矣 ) ,  공향 (共享 ) ,  생생 (生生 ) , 

생생지락(生生之樂)

1. 들어가는 글

‘생생(生生)’으로 대표되는 유학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생명을 향해 있고, 생명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획일이 아니라 다름과 공유, 즉 ‘나름’과 ‘나눔’의 두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가에서는 진리의 발견 혹은 학습을 넘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였다.1 이러한 지향점은 

정치에서도 공유되었다. 조선의 국시였던 유학은 이처럼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띠며, 그 대표주자인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등은 철학자이자 동시에 현실 정치가였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世宗)은 동양철학의 유기체적 사유를 현실에 반영한 정치가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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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생생이란 (내가) 삶과 (남을) 살림의 행복, 즉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나와 이질적·대립적 존재의 포용과 조화, 이를 통한 상생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의 

사회에 적용해본다면,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규범체계와 개인의 자유가 합일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세종이 추구한 생생지락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보람을 찾고,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어울림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승적(大乘的) 행복이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비배타적·선순환적인 행복인 것이다. 

세종이 백성들에게 농사에 부지런할 것을 권하고, 관리들에게는 백성들을 잘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다음의 교서에서 세종이 지향하는 생생지락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는 입는 것과 먹는 것의 

근원이기에, 임금이 정치에서 우선시해야 한다.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천명(天命)과 관계되기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가 맡겨진 것이다. 윗사람이 성심(誠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부지런히 근본에 힘써 생생지락할 수 있겠는가? “…” (관리들은) 각기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이 

근본에 힘쓰도록 인도하라. 밭을 경작하고 농사에 힘써서, 어버이를 우러러 섬기고,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서, 나의 백성이 장수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면, 바라건대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며, 예의를 지켜 서로 겸양하는 풍속이 일어나서,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함께 평안하고 조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12

이에 앞서 세종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춘 최초의 농법서적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한 

바 있다(세종 11/5/16). 그 후, 위의 권농 교서를 통해 세종은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임금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베풀고, 관리들은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지도하며, 

백성들은 농사에 힘쓰는 등 각자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하여 결국 조선은 상생의 문화가 선 나라가 될 수 

있다. 자신과 이질적인 존재에게도 성심을 다하고, 이를 통해 생생의 가치가 선순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세종이 추구한 나라였다. 

세종의 교서에서 생생지락은 ‘공향(共享)’과 동반되어 ‘공향 생생지락’으로 기재되기도 한다.13 다음 

장에서 공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國 以 民 爲 本 ,  民 以 食 爲 天 。 農 者 ,  衣 食 之 源 ,  而 王 政 之 所 先 也 。 惟 其 關 生 民 之 大 命 , 
是以服天下之至勞。不有上之人誠心迪率, 安能使民勤力趨本, 以遂其生生之樂耶? “…” 各盡乃心, 導民務本, 服田力穡, 
仰事俯育, 以壽我民命, 以固我邦本, 庶幾家給人足, 蔚興禮讓之風; 時和歲豐, 共享熙皞之樂。(세종 26/윤7/25) (실록의 
기사는 당시 재위한 임금과 연월일을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문헌의 인용 시, 타 문헌들은 해당 쪽을 기술하지만, 실록은 
이와 달리,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게재하는 것이 학계의 관례이다.)

13.  세종 24/1/7; 25/10/24.

통치자의 담화를 조선시대에 대입하면 임금의 교서(敎書)가 해당되는데, 이 교서는 임금이 국가의 

공식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4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에 ‘생생지락’은 총 16회 등장한다. 이 중 세종이 교서에서 총 

8회5 언급하기에, 그가 중요시한 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생지락은 농사·국방·외교 등의 

사안에서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서 언급된다.

생생지락의 ‘생생’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평가받는 『상서(尙書)』에서 발견된다.6 

여기에서 생생은 일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삶에 충실함’, ‘삶의 조건이 개선됨’, ‘생업’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즉 생활인으로서 현실에 충실한 모습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보다 철학적인 의미는 『주역(周易)』「계사(繫辭) 상」의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生’은 우선, 명사로서 “생장·생명·생존·생활”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사로서는  “출생하다 ·생산하다 ·발생하다 ·양생하다 ·봉양하다 ·누리다 ·불어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7 이에 따라 생생지위역은 ‘생명을 생산시키는 것이 변화이다’, ‘(끊임없이) 낳고 낳는 

것이 우주의 변화법칙이다’, ‘살고 살리는 것이 변화이다’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바로 만물이 

쉼 없이 생성ㆍ변화되는[生生不息] 순환론적 생명관·우주관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에서 변화란 

임시변통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범위로 삼는다.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기를 “쉬지 않고 애쓰기[乾乾]”8 때문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것이다.9 따라서 주역 생생의 원리를 쉼 없는 생명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동양철학에 심취했던 분석심리학자 융(C. G. Jung, 1875-1961)은 공간적으로 유리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감응하여 동시에 태도·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공시성(共時性)을 주역의 

원리에서 발견하였다.10 우주를 구성하는 음(陰)과 양(陽)이라는 대대적(對待的) 존재의 생성 및 조화도 

생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음 또는 양의 독립 개체로는 생명의 생성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양자의 감응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11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의적(相依的)·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다. ‘나름’ 혹은 ‘다름’이 ‘나눔’ 혹은 ‘공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교서(敎書)의 연원(淵源)과 분류(分類)」, 『한문학논집』34권, 2012, 10쪽.
5.  ‘생생지업(生生之業)’까지 포함하면 총 9회에 이른다.
6.  그대들 만백성이 생생하지 못하여, 나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대 임금께서는 그대들에게 죄와 질환을 내릴 

것이다[汝萬民 乃不生生 予一人猷 同心 先后丕降與汝罪疾。].(『상서』 반경(盤庚)」중) ; (지도자들은) 재물 모으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백성들이) 생생의 길을 따르도록 힘써라[無總于貨寶，生生自庸。].(「반경」하)

7.  이시우, 「『주역』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을 통해 본 유가의 사생관 고찰」, 『동서철학연구』58권, 2010, 143쪽.
8.  『주역』「건괘(乾掛)」‘구삼(九三)’
9.  窮則變，變則通，通則久。 (『주역』「계사(繫辭)」하)
10.  최일범, 「生態學的 觀點에서 본 東洋思想의 人間觀」, 『陽明學』제27호, 2010, 41쪽.
11.  김병환, 「儒家의 生命觀 : 生生,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 『유교사상연구』제22집, 2005,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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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차 왕자의 난 때에 아버지 태종에 의해 제거된 정도전(鄭道傳)의 아들인 정진(鄭津)을 

중용 (重用 )하였으며 (세종  9 /3 /6 ) ,  고려에  충절을  지킨  정몽주 (鄭夢周 )와  길재 (吉再 )를 

《충신도(忠臣圖)》에 넣도록 지시하였다(세종 13/11/11).

세종은 공향에 있어,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동래의 관노비 출신인 장영실은 대호군(大護軍) 

(세종 20/1/7), 경상도 채방별감(採訪別監) (세종 20/9/15) 등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세종이 

중용한 황희(黃喜)는 서자 출신이다(세종 10/6/25). 그리고 세종 시대에는 여자 관노비에게 

산전 30일과 산후 100일간의 출산휴가(세종 12/10/19; 12/10/25), 그리고 남편에게 30일간의 

산간휴가를 주는 등 사회의 가장 하층민에게도 복지제도를 시행했다(세종 16/4/26).

세종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공향하였다. 대기근이 들면 상대적으로 물자가 풍부한 곳에서 기근이 

심한 고장으로 물자를 이동시켜 기민을 구휼하였다(세종 4/8/22).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 받는 백성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막지 않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적었다.22

이처럼 세종은 이념·세대·민족·신분·지역 등을 아우르는 공향을 구현하였다. 다시 말해, 대대적 

존재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정책 속에서 실현하는 정치가였다. 세종은 공향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른바  ‘여민동락(與民同樂)’의 개념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 여민동락(與民同樂)23

‘여민동락’은 맹자(孟子)가 「양혜왕(梁惠王)」 상·하에서 설파한 민본(民本) 사상으로 유명하다.24 

맹자에 의하면,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자신만 즐긴다면 백성들이 반발하겠지만, 즐김을 

백성들과 함께한다면, 임금이 즐기는 것을 보며 백성들은 기뻐한다는 것이다. 즉 맹자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주장했다.그런데 맹자와 세종의 여민동락은 차이가 

있다. 맹자의 여민동락은 전망대[靈臺·동물원[靈囿]·연못[靈沼] 등 왕의 소유물을 즐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도 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가 적다. 세종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민동락하고자 하였는데, 우선 그는 법을 몰라 고통 받는

22. 세종 4/10/9; 4/윤12/28/ 5/2/22; 5/5/18.
23.  세종실록에서는 ‘여민해락(與民偕樂)’과 ‘여민락(與民樂)’의 용례가 발견된다. 
24.  양혜왕이 연못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어진 사람 역시 이런 것을 즐깁니까?”맹자가 대답했다. 

“어진 사람이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이 있더라도 즐기지 못합니다. 『시경(詩經)』에서 
‘처음에 (왕이) 영대를 지으려 하실 때, 땅을 재고 푯말을 세우니, 백성들이 지어 며칠 만에 완성했네. 서두르지 말라고 
이르셨건만, 백성들은 자식처럼 기꺼이 왔다네.왕께서 영유를 거니시니, 암사슴은 편안히 누워 있구나. 암사슴은 살지고, 
백조는 흰빛이 곱구나. 왕께서 영소를 거니시니, 못에 물고기가 넘쳐나는구나.’하였습니다. 문왕께서 백성의 힘으로 전망대를 
짓고 연못을 팠는데, 이를 백성들이 기쁘게 여겨 그 전망대를 영대, 그 연못을 영소라 하며, 그곳에 사슴, 물고기와 자라가 
있음을 즐겼습니다. 옛사람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즐겼기에, 능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탕서(湯誓)』에서 ‘이 태양(하나라의 
걸 임금)이 언제 없어질꼬? 내 너와 함께 망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같이 망하자고 하면, 비록 전망대, 연못,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孟子見梁惠王，王立於沼上，顧鴻鴈麋鹿，曰, “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不賢者雖有此，不樂也。《詩》云, ‘經始靈臺，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經

始勿亟，庶民子來。王在靈囿，麀鹿攸伏，麀鹿濯濯，白鳥鶴鶴。王在靈沼，於牣魚躍。’ 文王以民力為臺為
沼。而民歡樂之，謂其臺曰靈臺，謂其沼曰靈沼，樂其有麋鹿魚鼈。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湯誓》曰, 

‘時日害喪？予及女偕亡。’ 民欲與之偕亡，雖有臺池鳥獸，豈能獨樂哉？”] (『맹자』「양혜왕」상)

3.공향(共享)

공향의 ‘享’은 ‘신에게 제사지냄[祭]’, ‘신께 제물을 바침[獻]’과 연관된, 흠향(歆饗)·향사(享祀)

ㆍ향제(享祭)·치공(致貢)·진공(進貢) 등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신이 제물 혹은 기원을 받아들여서 

발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에, ‘좋음’, ‘형통함’의 의미까지 포함한다.14 결국 공향이란 복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公共) 철학자 김태창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에는 개인의 행복인 

사복(私福), 지역사회시민 혹은 국민 등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의 행복인 공복(公福),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공복(共福, co-happiness)이 있다. 공복(共福)은 사복과 공복(公福)이 

조화를 이룬 공복(共福)에 가깝다. 즉 개인의 배타적 행복 추구가 아닌, ‘나눔의 행복’인 것이다.

세종은 생생지락을 공향할 대상을 조선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았다. 조선의 국경선을 

위협하는  함길도의  여진족에게도  “오랫동안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함께  생생지락”  하자고 

효유한다.16 자국민뿐 아니라 이민족까지 포용하는 진정한 공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 

귀화한 왜인들은 곧 우리나라의 백성”17이라는 세종의 관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종대에는 

귀화인에게 토지 조세는 3년을 기한으로, 노동력 무상 징발[徭役]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세종 6/7/17), 경복궁에서 귀화인에게 연회도 베풀었다(세종 6/12/13). 이처럼 

“야인을 중히 대우하였기 때문에 귀화하여 벼슬한 자가 많았”고,18 왜인 24명이 귀화하는(세종 

5/2/21) 등 단체로 조선으로 이주해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종이 공향한 대상은 ‘민족’에 제한적이지 않았다. 소위 ‘오랑캐’라 부르던 동북방의 

이민족도 포용하여 함께 생생지락할 것을 효유했다. 실제로 귀화자에게는 벼슬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구휼하며 장례를 치러주었다.19 세종 치세에 기여한 인물 중 하나인 장영실(蔣英實)은 그의 아버지가 

원나라 유민 출신자이다(세종 15/9/16).

세종은  ‘이념’이  다른  이들과도  공향하였다 .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내걸었지만 , 

세종은  민간에서  널리  믿어온  종교로서  불교를  인정했고 (세종  6/3/8; 23/윤11/25), “승도 

또한  나의  백성”20이라며  포용했다 .  그리고  대기근  발생  시에  사찰  안에  진제소 (賑濟所 )와 

구료소(救療所)를 설치하는 등 불교계의 도움을 받아 기민(飢民)을 구휼하였다(세종 4/8/3; 4/9/10). 

또한 그는 ‘이단’으로 취급되던 풍수지리를 공식 회의인 경연(經筵)에서 다루고(세종 15/8/4), 

인쇄한 『장자(莊子)』를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등(세종 7/1/17) 성리학 외의 종교 및 학문에 

개방적이었다(세종 15/7/7; 15/8/4).

세종은 ‘세대’에도 포용적이었다. 그는 조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직서(直書)의 원칙을 고수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수(撰修)하도록 했다.21 

14.  이승률, 「“형(亨)”의 원의」, 『동방학지』166권0호, 2014, 49-51쪽.
15.  김태창, 「교토포럼에서 논의된 公共性과 公共幸福-특히 경제와 환경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2012-2호, 2012, 18-26쪽.
16.  以此知汝等向國之誠, 終始不渝, 厚加賚賜, 以賞汝功, 汝當益堅此心, 永作藩籬, 共享生生之樂可也。(세종 24/1/7)
17.  投化我國倭人等, 卽是我國之民也。(세종 1/5/15)
18.  世宗、世祖朝重待野人, 故投化侍朝者多。(연산 3/5/28)

19.  세종 4/11/23; 4/윤12/2; 17/7/3; 19/7/2; 23/6/28.
20.  然僧徒亦吾民也。(세종 21/4/12)

21.  세종 0/12/25; 5/12/29; 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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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에게 법조문을 알려주었다. 세종이 법조문을 이두(吏讀)로 번역하여 반포하는 취지를 

살펴보자.

세상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도, 법조문에 의거해서 판단하여야 죄의 경중(輕重)을 알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제 범죄의 대소(大小)를 알아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이 법조문 전체를 알게 할 수는 없겠으나,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별도로 뽑아 적고, 이를 

이두로 번역해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이조판서 허조는) 백성들이 법조문을 알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수시로 송사를 일으킬 

것이요,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커질 것입니다.’라고 염려하나, 모름지기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이 

금법(禁法)을 알아, 두려워서 피하게 하는 것이 옳다.25

이에 앞서 세종은 백성들에게 법률을 강습시키고, 법률 서적을 배포하고, 법조문을 요약하여 

광화문 밖과 도성의 주요 장소에 붙이도록 한 바 있다.26 그럼에도 백성들의 어려움이 여전하자,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로 번역하여 알려주고자 하였다. 법률상의 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법을 알게 되면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관리들은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백성 스스로가 판단하고 조심하여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조문을 알려주었다. 그의 생각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는 범법자를 벌주는 것은 

조사모삼(朝四暮三)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27 이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주지 않고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은 학정”28 이라고 말한 공자의 인식과도 닮아 있다.

"금령의 조문을 요약하여 글 판을 만든 후, 광화문 밖과 도성의 각 문과 종루 등지에 걸어서 다 

알게”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29 한자와 이두를 통한 법 정보의 공유가 한계에 부딪히자, 세종은 재위 

25년 되던 해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문자를 익히고, 글을 해석하여, 분쟁 혹은 

재판에서 스스로 판단을 세울 수 있으리라 세종은 기대했다. 이는 다음의 훈민정음 어제(御製) 및 

서문에서 엿볼 수 있다.  (훈민정음은) 글자 28자의 전환이 무궁하여,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정밀하면서도 쉽게 통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니, 송사(訟事)에 대해 들으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우리 동방의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줄 수 있으나, 사투리와 일상어가 중국어와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취지의 이해가 어려워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피의자의 곡절(曲折)을 알기 어려우므로 괴로워하였다.30

25.  雖識理之人, 必待按律, 然後知罪之輕重, 況愚民何知所犯之大小, 而自改乎? 雖不能使民盡知律文, 別抄大罪條科, 譯以吏文, 
頒示民間, 使愚夫愚婦知避何如? “…” ‘民知律文, 則爭訟不息, 而有凌上之漸。’ 然須令細民, 知禁而畏避也。(세종 14/11/7)

26.  박현모, 「세종의 법 관념과 옥사(獄事) 판결 연구」, 『한국정치연구』23권 1호, 2014, 9-10쪽.
27.  民不知法, 而罪其犯者, 則不幾於朝四暮三之術乎? (세종 14/11/7)
28.  不教而殺謂之虐。(『논어(論語)』「요왈(堯曰)」)
29.  略節禁令條畫爲文板, 掛光化門外及都城各門鍾樓等處, 令其悉知。(세종 11/2/5)\
30.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吾東方禮樂文物, 侔擬華夏, 但方言俚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세종 28/9/2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은 짧으면 단 몇 시간, 길어도 열흘 안에 익힐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자로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세종이 시행했던, 주요 법조항의 이두 번역 및 반포(세종 

14/11/7; 14/11/13)의 목적과도 통한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백성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즉 

“원억(冤抑)”을 푸는 일은 통치자로서 중요하다.31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 도리”이기 때문이다.32 

백성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즉 부정성을 제거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세종의 

급선무였다. 공자도 강조하였듯이, 나라는 경제와 국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존립이 흔들린다.33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세종의 급선무였다. 

따라서 그는 법조문과 문자의 공유를 통한 여민동락을 추진했던 것이다.

원억함에 집중한 세종은 범법자도 여민동락의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죄수가 더위를 먹지 

않도록 물을 떠다줄 것을 제안하고(세종 30/7/2),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감옥의 위생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며(세종 11/2/8), 병 든 자는 성의껏 치료하도록 지시하였다(세종 7/3/24). 

또한 죄인에게도 연로한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다(세종 26/7/4). 사회적 소외자도 

생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진정한 여민동락은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에 대한 실록 기사를 보자.어리석은 백성들이 시각에 어두우므로 앙부일구 두 개를 

만들어 안에는 시신(時神)을 그렸으니, 대저 무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하나는 혜정교(惠政橋) 가에 놓고,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놓았다.34농업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터인 농지로 나가고, 해가 지면 일을 접고 귀가하는 등 일출 및 일몰에 대한 인지만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해이다. 그때에도 농사 활동 외에 문서 행정, 제사 및 의례, 점복(占卜), 의료 활동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시간은 기준점을 알려주는 중요 정보였다.35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세종 역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두 

곳에 설치하였다. 이때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각 시간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던 것이다. 중요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정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31.  백성의 원억을 해소하고자한 세종의 교서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세종 5/7/3; 7/6/23; 7/7/5; 8/4/28; 
 13/1/19; 13/5/16; 14/3/22; 16/7/23; 18/5/12; 21/3/20; 21/4/28; 25/5/14; 25/6/3; 27/1/18; 29/1/8; 
 29/2/21; 29/6/13.
32.  冤抑不伸, 豈爲政之道乎? (세종 13/1/19)
33.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식량과 군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이 세 가지 중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길 ‘국방이다’. 자공이 물었다. ‘나머지 둘 중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은 모두 죽는 법이다.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서지 못한다.’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

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曰：去食。自古皆有死，民

無信不立。](『논어』「안연(顏淵)」)
34.  愚夫愚婦昧於時刻, 作仰釜日晷二件, 內畫時神, 蓋欲愚者俯視知時也。(세종 19/4/15)
35.  최진묵,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인문논총』70권 0호, 2013,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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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글

‘나눔의 정치’는 공자도 중시했다. “국과 가를 소유한 사람은 (백성의 수가) 적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않음을 근심하고, 가난이 아니라 불안을 근심한다. 대개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평하면 (백성 수의) 부족이 없으며, 안정되면 (국과 가가)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다.”38 이처럼 균형을 

통한 조화로운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주역』의 손괘(損卦)39와 익괘(益卦)40에는 ‘한쪽에서 덜어내어 다른 쪽에 더해주는 것’이 

결국은 보탬이 된다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가난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치의 논리로 악용하면 곤란하다. 덜어냄이란 비움·조화·도덕적 수양을 가리킨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위계의 상층부에서 면피용 혹은 과시용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 ‘상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有孚惠心]’으로 나누어야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勿問元吉].41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은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융은, 우리의 정신은 대극(對極)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극 없는 정신활동이란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에  따르면 ,  정신의  두  대극  중  어느  한  극을  누르면 ,  일시적으로는  진압되는 

듯이 보이지만, 한 극이 무의식에 머무르다가 힘을 키워 의식을 뒤덮어버린다. 이것이 대극의 

반전(Enantiodromia)이라는 개념이다.42 대극의 반전을 이루면,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극의 

합일을 이루는 생명에 대한 가치 체계를 성립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정신활동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기도 한다. 

임금이 이것으로 위태로움을 생각하면 (장차) 위태로움을 알 수 있을 것”43임을 현재의 위정자들도 .

이해해야 한다. “양 극단을 잡는[執其兩端]”『중용(中庸)』의 덕으로 인해, 현명한[大智] 위정자는 

생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는, 너도 나도 함께 행복한 공복(共福)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극의 합일이며, 공향 생생지락하는 길이다. 이러한 균형·조화는 

나눔으로써 가능하다

38.  有國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而患不安。蓋均無貧，和無寡，安無傾。(『논어』 「계씨(季氏)」)
39.  단전에서 말하길, 감손이란 아래에서 덜어서 위에 더한다는 뜻으로 아랫사람이 (자발적으로)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이치이다.[彖傳: : 損，損下益上，其道上行。] (쑨잉퀘이·양이밍 저, 박삼수 역, 『주역 : 우주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지혜』, 
현암사, 2007, 604쪽)

40.  단전에서 말하길, 증익이란 위에서 덜어 아래에 더한다는 뜻으로, 백성이 이익을 얻어 그 기쁨이 무한하며, 통치자가 위에서 
아래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풂으로써 왕도가 크게 광명하도다.[彖傳 : 益，損上益下，民說无疆，自上下下，其道大光。] 
(위의 책, 621쪽.)

41.  『주역』「益掛」‘九五’
42.  이부영, 『노자와 융: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한길사, 2012, 60-61쪽.
43.  夫君者, 舟也。庶人者, 水也。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可知矣。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업서적을 편찬하여 백성들과 풍요로움을 

공유한데 이어, 해시계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시간’이라는 권력을 공유하였고, 법조문을 알려주어 

‘법’이라는 권력을 공유하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자’를 넘어 ‘지식’이라는 권력도 공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 있는 것을 함께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면서까지 

여민동락하려 했다는 데서 맹자와 세종의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세종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공향했고, 이를 통해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자생적(自生的) 인간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세종이 백성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가능했다. ‘여민가의(與民可矣)’ 즉 ‘백성과 함께하면 

된다’는 세종의 생각은 국정 운영 전반에 녹아 있었다.36 이에 대한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자.

 경상도 관찰사가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새로 개간한 밭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오랫동안 

경작해온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라고 아뢰니, 임금(세종)이 “어째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만일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백성과 함께하면 될 것이니, 그리 하도록 

호조에 이르라.”라고 하였다.37

당시 조선에서 새로운 개간지는 2년까지 면세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50% 감세하며, 4년째에 

들면서부터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도 관찰사가 새 

개간지를 분별하기 힘드니, 그냥 모두 세금을 정상 부과하자고 건의한다. 그러자 세종은 새 개간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백성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세종이 즉위 11년째 

되던 해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춘 최초의 농법서적 『농사직설』을 편찬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농사직설은 중국과 다른 우리 실정에 맞는 최신 농법을 요점만 간결하게[直說] 정리하여 유용함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사 경험이 풍부한 나이든 농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비록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고급 정보의 공유 및 생산은 힘들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정한 여민동락이란 이와 같이 상대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 한 것이라고 본다. 대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관리와 백성을 세종은 서로 생생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지식인 혹은 관리자 계층의 학습된 지식을 상도(常道)라고 본다면, 백성이 삶에서 터득한 실천법을 

권도(權道)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은 백성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상도와 권도의 생생, 

그리고 이를 통해 여민가의할 수 있었다.

결국 세종은 ‘여민가의’했기에, ‘공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생생지락’의 ‘여민동락’이 가능했다. 

결국 세종대의 행복이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나눔의 정치’의 지향점이었다.

36.  조성환,「한국의 공공철학, 그 발견과 모색-다산, 세종, 동학을 중심으로」,『동학학보』32-0, 2014, 240쪽.
37.  慶尙道監司啓: “改量後新墾之田, 分辨實難, 乞依久耕田例收稅。” 上曰: “何不分辨乎? 如其可疑, 則與民可矣, 

其諭戶曹。”(세종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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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눈으로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자기중심적 이해에 빠질 수 있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학에서는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아수양적 인간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연 만물의 가치를 실현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표명한다.45 현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유학의 시작점인 생명에 대한 사랑 곧 ‘인(仁)’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진리 혹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인간에게 진리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이자 자아실현의 동기이다.46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추구했던 나눔을 통한 사랑의 정치를 돌아보는 데에 그치지 말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4.  一簞之食, 二人共食, 雖不能飽, 猶愈於一人獨飽也。(태종 15/1/16)
45.  최일범, 앞의 논문, 57쪽.
46.  위의 논문,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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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즐거움·고통의 감정을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의 나눔은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관과도 관련된다. 선진 시기의 사상가인 묵가, 장자, 맹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인간관에 따라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본론

묵가 : 자원·이익의 생산과 나눔

 물에서 배를 사용하고 뭍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군자는 두 발을 고생시키지 않고 소인은 등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나없이 재화의 각출에 응하면서도 원망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도리어 모든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악기의 경우도 이와 같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나 역시 감히 배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비유하건데 성왕이 배나 수레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나 

역시 감히 배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민에게는 3대 고통이 있다. 굶주릴 때 먹지 못하고, 추울 때 입지 못하고, 일에 지쳤을 때 쉬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인민의 크나큰 고통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대체 큰 종 치고 북 두드리고 

거문고 타고 피리 불며 검무[劍舞]나 추고 있어도, 인민의 의식(衣食)의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현재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대가(大家)가 소가(小家)를 침벌하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고 ,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고 , 

외적·내란자·도적 떼가 일제히 일어나도 제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대체 큰 종 

치고 북 두드리고 거문고 타고 피리 불며 검무나 추고 있어도, 천하의 혼란은 다스려질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묵자는 말했다. “만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여 큰 종, 북, 거문고, 피리 등을 연주하는 행위는,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묵자는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했다. -『묵자』「非樂上」1

 위 인용문에서 묵가는 세금을 걷는 합당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묵가는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세금을 걷는 것이 옳지만, 백성으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백성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묵가가 정치 또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백성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150-151쪽에서 재인용.

선진시기 사상에서 나눔의 3가지 유형
-묵가, 장자, 맹자의 경우-

진종원 (서울대학교/철학)

국문요약

 선진시기 묵가, 장자,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을 살펴보았다. 정치에서 나눔은 

크게 ‘자원·이익의 나눔[분배]’과 ‘감정의 나눔[공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세 사상가들에게서 

이러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①묵가의 주요한 정치적 문제의식은, 구성원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누어가짐[분배+소유]이다. 

따라서 ‘감정의 나눔’을 배제하고 ‘자원·이익의 나눔’을 강조한다. 이 ‘자원·이익의 나눔’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을 나누어가짐을 의미한다. ②장자의 이상적인 

통치방식은, 통치자가 한정된 자원 또는 고정된 경제적 이익에 절묘한 나눔의 형식[名·文]을 가하여 

백성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자원·이익의 나눔’은 ‘감정의 나눔’을 이루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이며, ‘감정의 나눔’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요소이다. 이 ‘나눔’은 개인적인 소유 및 

감정이 없는 통치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맹자의 이상적인 통치방식은, 통치자가 자신의 욕구·감정을 

백성과 나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백성들의 자원·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곧 ‘감정의 나눔’과 ‘자원·이익의 나눔’이 병행된다. 이 ‘감정의 나눔’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욕구·감정이 있음을 전제하며, ‘자원·이익의 나눔’은 통치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봉건질서를 전제한다.

* 주제어

나눔, 분배와 공유, 욕구와 감정, 의로움[義], 조삼모사(朝三暮四), 여민동락(與民同樂)

Ⅰ. 들어가는 말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을 나누거나, 다양한 감정을 나누는 일은 구성원의 화합과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정치에 있어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 나눔은 크게 ‘자원·이익의 나눔[분배]’과 ‘감정의 나눔[공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원·이익의 나눔’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또는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가지거나[또는 나누어주는] 정치적 행위이다. ‘감정의 나눔’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기쁨·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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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그곳의 복숭아와 오얏을 훔쳤다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게 되면 즉시 그를 비방할 것이며, 위에서 정치를 하는 이는 그를 체포하는 즉시 처벌하려 

할 것이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와 돼지와 닭을 훔친 자에 이르러선 그 의롭지 않음[不義]이 또한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와 오얏을 훔친 것보다 더욱 심하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그로써 남에게 손해를 

끼침이 더욱 많아서, 그 어질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죄가 더욱 심하여, 죄가 더욱 무겁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들이 모두 알고서 비난하며 ‘의롭지 않다[不義]’고 

일컫는다. -『묵자』「非攻上」6

 이처럼 묵가의 ‘의롭지 않음[不義]’은 스스로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소유물을 탈취하여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합당한 이익·몫을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몫을 취하는 것이 

의롭지 않음[不義]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묵가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합당한 이익·몫을 어짊[仁]과 

같은 덕이나 사회적인 처벌 및 평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묵가의 의로움[義] 또는 사회정의가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원 또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갖는 것[분배와 소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묵가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굶주림·추위·피로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지 못하게 하여 하층민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묵가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누어가짐[분배와 소유]을 주요한 정치적 문제의식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을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으로 소유하도록 이를 의로움[義]·사회정의로 

규정함으로써 하층민 또는 소생산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묵가의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인간을 주로 물질에 대한 육체적 욕구를 가진 개체로 파악하고, 인간의 

삶과 정치에 있어서 이 욕구에 대한 충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묵가는 육체적 욕구 이외의 인간이 가진 다양한 욕구·감정과 이 욕구·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음악과 상례는 백성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은 배격하고 상례는 간소화해야한다는 묵가의 주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7 묵가는 오로지 굶주림·추위·피로와 같은 물질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상례를 통해 즐거움·슬픔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묵가의 이러한 입장은 ‘감정의 나눔’보다 ‘자원·이익의 나눔’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악·상례를 통한 즐거움·슬픔의 나눔보다, 오로지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나눔에 

집중함으로써 구성원을 화합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묵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일한 단위의 개체들로 본다. 즉 모든 인간이 동일한 육체적인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각능력[知]을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다.8 이는

6.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현암사, 1994, 74-75쪽에서 재인용.
7.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제5장 5절 ‘무엇이 인민의 큰 이익인가’ 참조.
8.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1 ‘후기 

묵가 – 전체와 부분’ 참조.

 위 인용문에서 묵가는 백성의 고통을 굶주림·추위·피로와 같은 육체적 고통으로 설명한다. 이는 

곡식·옷감·부역과 같은 자원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와 관련된다. 

묵가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백성의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묵가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것과 같은 의롭지 않은 정치적 상황을 문제 

삼는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하층민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생겨나 아직 우두머리가 없을 때, 대개 그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의로움[義]을 달리하였다. 이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의로움이 있었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의로움이 있었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의로움이 있었다.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아지면 

이른바, 의로움도 역시 많아진다는 것이 된다. 이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을 그르다고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서로를 비난하였다. -『묵자』「尙同上」2 

 위 인용문에서 묵가는 개인들마다 의로움[義]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의로움[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 야기된다고 본다. 묵가는 개인의 본성에 도덕적 판단 능력 내지 도덕적 성향이 내재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의로움[義]을 도덕적인 의미로 말하기 힘들다. 이 의로움[義]은 이로움[利]과 

결부되어 각자에게 합당한 이익 또는 몫을 의미한다.3 우두머리를 통해 정치적 체제가 통일되지 

않았을 때의 개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과 몫을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저마다의 합당한 이익과 

몫에 대한 주장은 충돌을 빗을 수밖에 없다.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이익·몫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의로움[義]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남의 마당에 들어가 남의 복숭아, 오얏, 오이나 생강을 

취하면 윗사람은 그를 붙잡아 벌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그를 그르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묵자가) 말하였다. “자기가 노동은 하지 않고 그 결실만 취한 것이니, (이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묵자』「天地下」4

 이처럼 묵가는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시킨다.5 자기가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을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묵가의 의로움[義]이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생산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들이 

합당하게 나누어갖는 것, 즉 분배하고 소유하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쪽에서 재인용.
3.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5-23쪽 참고.
4.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현암사, 1994, 73-74쪽에서 재인용.
5.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현암사, 1994, 제3장 1절 ‘묵가의 노동하는 인간관과 의(義, 사회정의)에 대한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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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는 혼란한 사회 또는 고통 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한 묵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당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음악을 배격하고 상례를 간소화하는 묵가의 엄격한 법도는 보통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는, 

인간의 실정과 어긋난 것이라고 말한다. 장자가 보기에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과 장례를 치르는 

슬픔은 천하 사람들의 마음[天下之心], 즉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자는 묵가와 같이 사회적인 법도 또는 의로움[義]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한다.

 장자가 선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인간 또는 사회는 음악과 

상례라는 일정한 형식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즐거움 또는 슬픔의 감정을 나누어왔다. 이는 물질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 이외에도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이를 충족시켜 왔음을 의미한다. 장자가 보기에 묵가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 이외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이를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전통적인 형식을 무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자는 세상의 인심과 동떨어져 있는 묵가의 사상은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王道]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장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감정을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이 욕구·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사회적인 

법도나 형식 역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명을 수고롭게 하여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 동일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朝三)’이라 부른다.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원숭이를 기르는 자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말하길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원숭이를 기르는 

자가) 말하길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명칭[名]과 실질[實]이 어긋나지 않으면서 희로(喜怒)의 감정을 쓸모 있게 하였으니, 

역시 천성[是]을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시비(是非)로써 조화시키고, 천균(天均:자연의 

공평한 경지)에서 휴식하니, 이것을 ‘양쪽으로 행해짐[兩行]’이라 말한다. -『장자』「제물론」10

 위 원문에서 장자는 성인과 백성의 관계를 ‘원숭이를 기르는 자’와 ‘원숭이들’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즉 도토리가 7개라는 실질[實]은 동일하지만, 성인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는 나눔·분배의 명칭[名] 또는 형식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을 모두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0.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27-28쪽에서 원문을 인용하였고, 왕선겸의 주석을 따라 번역하였다.  
勞神明為一，而不知其同也，謂之朝三。 (『집해』: 若勞神明以求一，而不知其本同也，是囿於目前之一隅，與「朝三

」之說何異乎？) 何謂朝三？ 狙公賦芧，曰：「朝三而暮四。」眾狙皆怒。曰：「然則朝四而暮三。」眾狙皆悅。名實

未虧，而喜怒為用，亦因是也。 (『집해』: 列子黃帝篇：「宋有狙公者，愛狙，養之成群，能解狙之意，狙亦得公之心

。損其家口，充狙之欲。俄而匱焉，將限其食，恐眾狙之不馴於己也，先誑之曰：『與若芧，朝三而暮四，足乎？』 
眾狙皆起而怒。俄而曰：『朝四而暮三，足乎？』 眾狙皆伏而喜。物之以能鄙相籠，皆猶此也。聖人以智籠群愚，亦猶狙

公之以智籠眾狙也。名實不虧，使其喜怒哉！」 張湛注：「好養猿猴者，因謂之狙公。芧音序，栗也。」 案：漆園引之，
言名實兩無虧損，而喜怒為其所用，順其天性而已，亦因任之義也。) 是以聖人和之以是非，而休乎天鈞，是之謂兩行。 
(『집해』: 釋文：「鈞，本又作均。」成云：「均，自然均平之理。」 案：言聖人和通是非，共休息於自然均平之地，物與我

各得其所，是兩行也。案<寓言>篇亦云：「始卒若環，莫得其倫，是謂天均。天均者，天倪也。」 此作「鈞」，用通借字。)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질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며, 혈연 또는 세습되는 신분과 같은 특권을 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묵가는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하여 모든 구성원들 

각각의 합당한 이익·몫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묵가의 ‘자원·이익의 나눔’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기의 합당한 이익·몫을 나누어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묵가가 말하는 ‘자원·이익의 

나눔’은 봉건제와 같이 모든 자원·경제적 이익을 소유한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2. 장자 : 초월적 성인의 나눔

 후세에  사치를  물려주지  않고 ,  사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  본수 (數 :本數 ,  본질적  예법 )나 

말도(度:末度, 구체적인 제도)의 각종 형식을 요란하게 추구하지 않으며, 엄정한 도덕률로써 

자신들을 교정하여, 항상 세상의 급선무(빈곤, 기아 등)를 대비하는 데에 힘썼다. 고대에 이 방면에 

도술(道術)을 집중한 이들이 있었으니, 묵적과 금활리가 이런 학풍을 전해 듣고 그것에 심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실천했고, 너무 고지식하게 추구했다. 음악의 배격(「非樂」)을 

주장하면서, ‘비용의 절약(「節用」)’을 명분으로 삼았다. 살아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죽어서는 

복상을 원하지 않았다. 묵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氾愛)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兼利), 투쟁을 

배격할(非鬪) 것을 주장했다. 그의 사상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여 해박했고, 

기이한 주장은 없었으나 선왕의 가르침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통적 예법과 음악의 

가치를 혹평했다. 예전에 황제는 함지(咸池), 요 임금은 대장(大章), 순 임금은 대소(大韶), 우 

임금은 대하(大夏), 탕왕은 대호(大濩), 문왕은 벽옹(辟雍)이라는 음악이 있었고, 또 무왕과 주공은 

(武)라는 음악을 지었다. 또 전통적 상례(喪禮)의 경우 귀천에 따라 의례가 다르고 상하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예컨대 관과 덧관은 천자는 7겹, 제후는 5겹, 대부는 3겹, 사는 2겹으로 한다는 

준칙이 있었다. 그런데 묵자만은 살아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죽어서는 복상을 원하지 않으며, 

3치 두께의 오동나무 관을 만들되 덧관은 없애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도를 스스로 실행하는 것은 정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으로 묵자의 

사상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 불렀는데 노래를 반대하고, 곡을 

(하고 싶어) 했는데 곡을 반대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음악을 반대하는 일이 과연 인정에 

맞는 이치이겠는가? 묵자는 살아서는 고생이요, 죽어서는 박장이어서, 그의 도는 너무나 각박하여 

사람을 근심하고 슬프게 했고, 정말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필경 성인의 

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인지상정과 상반되기(反天下之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비록 묵자 자신은 감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세상의 

인심과 동떨어진 이상, 왕도[王道]로부터도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장자』「天下」9

9.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172-17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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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眞宰]를 설정하거나,12 지각 작용[知]과 다른 정신[神]을 설정하는 것13 역시 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 욕구·감정 또는 지각작용을 넘어서 있는 마음의 영역을 통해 피시·시비·희로의 

구별을 넘어서 있는 동일한 실질 또는 통일된 세계를 알고, 피아·시비·희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은 마음의 작용 또는 구조에 있어서 일반 사람과 질적인 유(類)를 달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자의 ‘감정의 나눔’과 ‘자원·이익의 나눔’은 독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장자는 

‘감정의 나눔’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음에도, 임금 또는 

통치자는 개인적인 욕구·감정에 얽매이면 안 되는 존재로서, 백성 또는 피통치자들의 즐거움·슬픔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원·이익의 나눔’에 있어서도 통치자는 나와 너라는 피아의 관계를 

벗어나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천하 또는 국가의 자원·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개인적인 소유 또는 감정이 없는 통치자에 의해 피통치자들의 자원·이익 또는 감정의 

나눔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 또는 이상적인 통치자란 개인적인 소유 및 

욕구·감정·판단이 없는 존재로서, 현실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초월적인 존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4

11.  장자는 「제물론」에서 만물일체와 같은 통일된 道의 세계와; 피아(彼我)·시비(是非)·희로(喜怒)가 구별된 현상의 세계를 상정한다. 
장자의 조삼모사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서, 동일한 실질[實]과 같은 통일된 세계와; 언어[名]·예법[文]과 같은 
형식으로 인해 피아(彼我)·시비(是非)·희로(喜怒)가 구별된 세계를 모두 아는 성인이 이러한 형식을 활용하여 다시 화합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26-30쪽. 「제물론」 以指喻指之非指，不若以非指喻指之非指也

；以馬喻馬之非馬，不若以非馬喻馬之非馬也。天地，一指也；萬物，一馬也。可乎可，不可乎不可。道行之而成，物謂

之而然。惡乎然？然於然。惡乎不然？不然於不然。物固有所然，物固有所可。無物不然，無物不可。故為是舉莛與楹

，厲與西施，恢恑憰怪，道通為一。其分也，成也；其成也，毀也。凡物無成與毀，復通為一。唯達者知通為一，為是

不用而寓諸庸。庸也者，用也；用也者，通也；通也者，得也。適得而幾已。因是已。已而不知其然，謂之道。勞神明為
一，而不知其同也，謂之朝三。何謂朝三？狙公賦芧，曰：「朝三而暮四。」眾狙皆怒。曰：「然則朝四而暮三。」眾狙皆

悅。名實未虧，而喜怒為用，亦因是也。是以聖人和之以是非，而休乎天鈞，是之謂兩行。古之人，其知有所至矣。惡乎

至？有以為未始有物者，至矣盡矣，不可以加矣。其次以為有物矣，而未始有封也。其次以為有封焉，而未始有是非也。
是非之彰也，道之所以虧也。道之所以虧，愛之所以成。果且有成與虧乎哉？果且無成與虧乎哉？有成與虧，故昭氏之鼓

琴也；無成與虧，故昭氏之不鼓琴也。昭文之鼓琴也，師曠之枝策也， 惠子之據梧也，三子之知幾乎！皆其盛者也，故載

之末年。唯其好之，以異於彼，其好之也，欲以明之彼。非所明而明之，故以堅白之昧終。而其子又以文之綸終，終身無成

。若是而可謂成乎，雖我亦成也。若是而不可謂成乎，物與我無成也。是故滑疑之耀，聖人之所圖也。為是不用而寓諸庸

，此之謂以明。
12.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21-23쪽. 「제물론」 非彼無我，非我無所取。是亦近矣，而不知其所為使。必〔一〕有

真宰，而特不得其眹。 可形已信，而不見其形，有情而無形。百骸、九竅、六藏，賅而存焉，吾誰與為親？汝皆說之乎？
其有私焉？如是皆有，為臣妾乎，其臣妾不足以相治也〔二〕。其遞相為君臣乎，其有真君存焉。如求得其情與不得，無益

損乎其真。一受其成形，不亡以待盡。與物相刃相靡，其行盡如馳，而莫之能止，不亦悲乎！終身役役而不見其成功，●
然疲役而不知其所歸，可不哀邪！人謂之不死，奚益？其形化，其心與之然，可不謂大哀乎？人之生也，固若是芒乎！其

我獨芒，而人亦有不芒者乎！夫隨其成心而師之，誰獨且無師乎？奚必知代而心自取者有之？愚者與有焉。未成乎心而有是

非，是今日適越而昔至也。是以無有為有。無有為有，雖有神禹，且不能知，吾獨且奈何哉！ 
13.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42-43쪽. 「養生主」 庖丁釋刀對曰：「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始臣之解牛之時

，所見無非牛者。三年之後，未嘗見全牛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止而神欲行。依乎天理，批大郤，
道大窾，因其固然。技經肯綮之未嘗，而況大軱乎！

14.  장자는 「소요유」에서 “성인은 명이 없다[聖人無名]”고 말한다.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현실 또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칭송되거나 언급될 수 있는 업적 또는 행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왕선겸 저, 『莊子集解』, 중화서국, 2012, 13쪽 참고.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의 통치란 동일한 실질[實]에 절묘한 언어적 형식[名]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의 

욕구·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이로써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자의 정치적 견해는 어떤 면에서 묵가의 주장과 정반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묵가는 

인간에게서 물질에 대한 육체적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의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눔을 정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삼는다. 그러나 장자가 보기에 

묵가의 방식은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즉 묵가와 같이 인간의 천성인 다양한 욕구·감정을 

억제하여 노동을 통한 생산과 이 생산물의 나눔[분배와 소유]만을 엄격하게 지키려하는 것은 

인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 원문에서 장자가 제시하는 성인의 통치방법이란, 

도토리 7개라는 동일한 실질 또는 한정된 자원에 조삼모사(朝三暮四)·조사모삼(朝四暮三)과 같은 

나눔·분배의 언어적 형식[名]을 가함으로써 백성들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 또는 고정된 경제적 이익에 절묘한 나눔의 형식을 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이로써 구성원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장자가 선왕의 음악과 상례에 근거하여 묵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王道]가 아니라고 비판한 것 역시, 음악과 상례라는 예법의 형식[文]을 통해 구성원들이 

즐거움과 슬픔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감정의 나눔을 통해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선왕의 이상적인 통치방식임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물질로 인한 육체적 욕구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이 제공되었을 때 충족된다. 따라서 묵가는 

구성원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려 한다. 그런데 장자가 말하는 통치방식은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족시킴으로서 구성원들의 

육체적 욕구를 해소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경제적 이익의 나눔은 실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지기 보단, 감정의 충족을 위한 언어적 형식[名]이자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자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육체적 욕구와 다양한 감정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치에 

있어서 감정의 충족을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자원·이익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을 모두 인정하지만, ‘자원·이익의 나눔’은 ‘감정의 

나눔’을 이루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감정의 나눔’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의 견해는 질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인간을 전제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장자가 

성인과 백성을 ‘원숭이를 기르는 자’와 ‘원숭이들’에 비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자가 생각하는 

성인은 백성과 유(類)를 달리하는 존재이다. 도토리가 7개라는 실질[實]은 동일함에도 원숭이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화를 내고 조사모삼[朝四暮三]에 기뻐한 것과 같이 일반 사람들은 언어적 

형식[名] 또는 예법의 형식[文]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名·文]을 따라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몫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며,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내놓는다. 그러나 성인은 

동일한 실질[實]과 이러한 형식[名·文]으로 구별된 현상을 모두 알고,11 이 형식[名·文]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족시켜줄 뿐이다. 즉 성인은 네 것·내 것이라는 소유관계의 구분이나 이로 인한 

시비판단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백성들은 피아·시비·희로에 얽매여 있는 존재라면, 성인은 이를 

초월해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장자가 이목구비의 욕구 또는 마음의 욕구·감정을 초월해있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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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에서 맹자는 선왕의 음악과 세속의 음악을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음악의 질적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감정이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욕구·감정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갈수록 충족감이 더 커지는 경험적 사실과 같이 개인이 가진 보편적인 욕구·감정으로부터 

나눔의 대상을 점차 넓혀 천하 사람에까지 이르는 것이 왕도 정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욕구·감정의 나눔에 근거한 왕도 정치는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맹자는 「고자상」편에서 성인과 자신을 동류(同類)라고 말하며, 이목구비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는 성인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말한다.16 「양혜왕하」에서는, 왕도 정치가 훌륭하지만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서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제선왕에게 맹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이런 욕구를 백성들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與百姓同之] 쉽게 통일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17 이처럼 맹자는 외물에 대한 욕구·감정과 이 욕구·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지각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왕도 정치를 설명한다.

 제나라 선왕이 별궁인 설궁에서 맹자를 접견했다. 왕이 “현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채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리는지요?”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근심을 자신들의 근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천하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 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경공(景公)이 안자(晏子)에게 ‘과인은 전부산과 조무산을 여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 까지 가려고 합니다. 과인은 어떻게 준비하면 옛 선왕들이 행했던 순방에 

견줄만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천자가 

16.  맹자 11-7 孟子曰: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暴,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浡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露之養, 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擧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與我同類者.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蕢也.’ 屨之相似, 
天下之足同也. 口之於味, 有同耆也. 易牙先得我口之所耆者也. 如使口之於味也, 其性與人殊, 若犬馬之與我不同類也, 
則天下何耆皆從易牙之於味也? 至於味, 天下期於易牙, 是天下之口相似也. 惟耳亦然. 至於聲, 天下期於師曠, 
是天下之耳相似也. 惟目亦然. 至於子都, 天下莫不知其姣也. 不知子都之姣者, 無目者也. 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17.  맹자 2-5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毁明堂. 毁諸? 已乎?”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行王政, 則勿毁之矣.” 
王曰: “王政可得聞與?”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祿,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老而無妻曰鰥. 老而無夫曰寡. 老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詩云: ‘哿矣富人, 哀此煢獨.’” 王曰: “善哉言乎! ” 曰: “王如善之, 則何爲不行?”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貨云: ‘乃積乃倉, 
乃裹餱糧, 于橐于囊.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行.’ 故居者有積倉, 行者有裹糧[二]也, 然後可以爰方啓行. 
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 詩云: ‘古公亶甫, 
來朝走馬, 率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來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3. 맹자 : 백성과 함께함

 다른  날에  맹자가  왕을  만나보고는  “왕계서는  언젠가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은 안색이 변하면서 “과인은 요순과 

같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맹자가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요즈음의 음악도 

옛날의 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것에 관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맹자가 “혼자만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혼자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했다. 다시 맹자가 

“몇몇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몇몇의 사람들과 즐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했다.

 맹자가 말했다. “제가 왕께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이 울리는 소리와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연주하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부자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흩어졌구나.’ ...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를 듣고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빛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편찮으신 데가 없으신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겠는가?’ ...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즐거움을 같이 하신다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맹자』「梁惠王下」15

  위 원문에서 맹자는 제선왕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王道]는 백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與民同樂]이라 주장한다. 맹자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왕에게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경험적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감정과, 이러한 욕구·감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할수록 더 충족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왕이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길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맹자는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與民同樂]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한다. 맹자가 왕도 정치에 있어서 

욕구·감정의 나눔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맹자 저, 박경환 역, 『맹자』, 홍익출판사, 2005, 57-6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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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는 자원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백성은 왕이 여행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왕이 

병이 나실까 걱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맹자는 왕도 정치에 있어서 욕구·감정의 나눔을 

중요한 근거로 삼지만, 이 욕구·감정의 나눔에는 백성에게 자원 또는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이 병행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왕이 백성과 욕구·감정의 나눔을 통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백성에게 

나누어주어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왕도 정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맹자는 정치에 있어서 ‘감정의 나눔’과 ‘자원·이익의 나눔’ 모두를 중시한다. 맹자가 말하는 

‘감정의 나눔’이란 임금 또는 통치자가 자신이 가진 욕구·감정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것이며, 왕도 

정치는 이 나눔의 대상을 천하 사람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나눔’의 

확대는 왕이 소유한 자원·경제적 이익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자원·이익의 나눔’이 병행된다. 이러한 

나눔은 통치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봉건질서의 계급적 차별을 전제하면서도, 모든 인간이 동일한 

욕구·감정이 있으며 이 욕구·감정을 나눌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나가는 말

 나눔의 의미와 방식이 묵가·장자·맹자 각자의 사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됨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묵가와 장자의 견해가 정반대에 위치한다면, 맹자는 그 둘의 중간에서 특정한 맥락에 따라 

묵가와 비슷하거나; 장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과 경제적 이익의 생산 또는 증가를 통해 백성의 고통을 

줄여야한다는 점에서 묵가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두 사상가 모두 실질적인 자원·경제적 

이익의 나눔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만 정치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물질에 대한 인간의 육체적 욕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감정 역시 충족되어야만 화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자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장자와 맹자 모두 구성원들이 

희로(喜怒) 또는 즐거움·고통의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만 사회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 작용·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묵가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묵가는 ‘자원·이익의 나눔’이; 맹자는 ‘감정의 나눔’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장자는 성인과 백성의 질적 종류를 구분하고, ‘자원·이익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은 

실질적으로 백성에만 적용된다. 한편 절대적 또는 능동적인 통치자와 수동적인 피통치자를 설정하는 

점에서 장자와 맹자가 견해를 같이 한다. 장자와 맹자 모두 ‘자원·이익의 나눔’과 ‘감정의 나눔’에 

있어서 통치자가 행위하면 피통치자는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반면 묵가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의로움[義] 아래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자원·이익의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묵가, 장자, 맹자가 전개한 다양한 나눔의 의미와 방식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인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사상이 반대되거나 겹쳐지면서 나눔의 3가지 유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은 그들의 전체 사상 안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고 합니다. 순수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영토를 순시한다는 

뜻입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러 가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합니다. 술직이라는 것은 맡은 

직무를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하(夏)나라의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자께서 한 번 유람하시고 한번 순방하시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국을 순방하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양식을 걷어 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렸어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여도 쉬지 못하며 서로를 흘겨보고 비방하다가, 마침내 

서로가 해치고 빼앗는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왕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물을 흘려버리듯 음식을 낭비하고,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 모르고[流],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맘껏 즐기며[連], 자신을 어지럽힐 만치 사냥질에 몰두하고[荒], 자신을 

망쳐버릴만치 술을 마셔대서[亡],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옛날의 선왕은 멈출 

줄 모르고 즐거워하거나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즐기려하지 않았고, 자신을 어지럽힐 만큼 

사냥질에 몰두하거나 자신을 망칠 만큼 술을 마시는 행동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따를지는 오직 

군주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매우 기뻐하며,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명령을 내린 후 교외로 나가서 

머물면서  창고의  양곡을  풀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  그리고  음악을  관장하는 

태사(太師)를 불러 ‘나를 위해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치소(徵招)와 각소(角招)라는 음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사에서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습니다.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맹자』「梁惠王下」18

 위 원문에서 맹자는 다시 한 번 제선왕에게 백성과 즐거움·근심을 함께하라고 설득한다. 즉 왕이 

백성의 즐거움·근심을 자신의 즐거움·근심으로 여긴다면 백성 역시 왕의 즐거움·근심을 자신의 

즐거움·근심으로 여길 것이며, 이것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맹자는 

왕과 백성이 동일하게 가진 즐거움·근심과 이 즐거움·근심의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에 근거하여 왕도 

정치를 설명한다.

 이어서 맹자는 왕과 백성이 즐거움과 근심을 함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그것은 임금이 

천하를 여행하면서 백성들의 농사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었던 선왕의 사례이다. 이를 즐거움과 

근심의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임금이 자신의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먹는 즐거움을 생각해보고 백성의 굶주리는 고통을 걱정하여 백성의 농사에 도움이

18.  맹자 저, 박경환 역, 『맹자』, 홍익출판사, 2005, 64-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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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ly allocated. 

 Secondly, for Zhuangzi, the idealistic governing method is that the ruler satis�es 

people’s feelings by applying excellent sharing methods (míng名 or wén文) to share limited 

resources or a �xed amount of economic bene�ts. ‘The sharing of resources and bene�ts’ 

represents the form and the way to achieve ‘the sharing of feelings’. Moreover, ‘the sharing 

of feelings’ becomes the actual component in forming a harmonic community. This kind 

of sharing takes place under the sovereign of the ruler who does not own any feeling and 

property individually.

  Last but not least, Mencius‘s idealistic method of governing is the ruler sharing 

his own wants and feelings, at the same time part of his property with his people so as to 

increase their resources and economic benefits. In other words, ‘the sharing of feelings’ 

and ‘the sharing of resources and bene�ts’ occur at the same time. This kind of ‘sharing 

of feelings’ requires that all members of the society own identical wants and feelings. On 

the other hand, ‘the sharing of resources and bene�ts’ is built on feudal system, the social 

system in which the ruler owns everything.

* Keyword

sharing, a l location(fēnpèi分配 )  and sharing(gòngyŏu共有 ) ,  wants and feel ings, 

righteousness[義], zhāosānmùsì(朝三暮四), yŭmíntónglè(與民同樂)

이 글의 내용만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단지 

선진시기의 사상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방식을 구성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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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kinds of ‘Sharing’ in Pre-Qin thought: 

In Case of Mozi, Zhuangzi and Mencius

Jin, Jongwon / SNU

 In this paper, the meaning and ways of ‘sharing’ are discussed focusing on the 

thoughts of three philosophers in the Pre-Qin period: Mozi, Zhuangzi and Mencius. In 

political context, the meaning of ‘sharing’ can be classi�ed into two. One is ‘the sharing or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ne�ts (fēnpèi分配)’, while the other one refers to ‘the sharing 

of feelings (gòngyŏu共有)’. The meaning and ways of ‘sharing’ are established differently 

between the three philosophers. 

 Firstly, Mozi’s main political concern is about the production of resources and 

economic bene�ts which satisfy the physical needs that the members of the society have, 

together with the allocation of the outcome, i.e. fēnpèi分配 (allocating) + suŏyŏu所有 

(owning). Consequently, ‘the sharing of feelings’ is ignored whil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nefits’ is emphasized. In this cas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ne�ts’ implies that members enjoying the same rights have their bene�ts and por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