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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치세편
1. 정치방식: 왕도(王道), 무위(無爲), 법술(法術)
* 정(政)은 정(正), 무엇으로 정(正)? 무엇을 목표로?
- 유가: 덕과 예, 인의 =>왕도정치의 구현
=>도덕적 자각과 덕성의 함양을 통해 인의(仁義)로운 정치 실행.
- 도가: 무위(無爲: 인위적으로 함이 없음) =>무위지치의 구현
=>유가의 인위적인 규제(제도)를 반대.
- 법가: 법술 =>법치 사회의 구현
=>유가의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을 거부->법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강력한 국가, 군주의 정치술, 형벌의 사회적 기능 중시.
* 왕도<->패도

인위<->무위

덕치<->법치

1. 정치 방식과 위정자의 마음[1-10]
1) 유가: 왕도(王道)<->패도(覇道)
▶왕도 정치의 이상
- “이양역우(以羊易牛)”[8] - 양으로 소를 바꾸다.
=>불인지심(不忍之心: 차마 하지 못하는 인한 마음)의 작동.
=>왕도정치의 시작은 보민(保民: 백성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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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로 기어가는 아이를 볼 때: 不忍之心불인지심> <소를 양으로 바꿀까요?: 以羊易牛이양역우=保民보민>

출처: 네이버

▶ 왕도와 패도의 갈림길
-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3]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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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불염(不奪不厭)”[6] - 다 빼앗지 않고는 물리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 패도의 추구
- “연목구어(緣木求魚)”[7] -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다.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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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단: 백성의 눈물로 이어지고..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2] - 가혹한 정치와 호랑이

출처: 네이버

출처: 百度

▶ “민위귀(民爲貴)”[보충] -- 백성이 귀하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의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
볍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맹자·진심 하』
- 군주와 백성의 관계: 배와 물 -- ‘군주민수(君舟民水)’
-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9] - 물은 배를 띄우
기도 엎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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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재주, 역능복주>

*소결: “여민동락(與民同樂)”[1] - 백성과 고락을 함께하다.

2) 노장의 정치: “무위무욕(無爲無慾)”[보충] - 인위적으로 함이 없기

▶ ‘자연은 말이 없어도 만물은 저절로 생성된다.’
“천하에 금지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이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기괴한 물건이 더욱 많이 쏟아져 나오
고, 법령이 밝을수록 도적이 더 많이 생긴다.”
天下多忌諱而民自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천하다기휘이민자미빈; 민다이기, 국가자혼; 인다기교, 기물자기;
법령자창, 도적다유.
--『노자』 5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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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天: 자연적인 것)과 인(人: 인위적인 것)[보충]
- 타고난 것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함.
“자연적인 것(천)은 안에 있고 인위적인 것(人)은 밖에 있다. 그러면 무
엇을 자연적이라 하고 무엇을 인위적인 것이라 하는가? 소와 말은 네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연적이며, 말머리에 멍에를 얹고 소의
코에 고삐를 꿰는 것은 인위적이다.”
天在內, 人在外……何謂天? 何謂人?…… 曰: 牛馬四足, 是謂天; 穿牛鼻, 是謂人.
천재내, 인재외……하위천? 하위인?…… 왈: 우마사족, 시위천; 천우비, 시위인.
--『장자·추수(秋水)』

* 위의 두 가지 예문: 유가의 인위/예교를 비판

- “무병자구(無病自灸)”[4] - 질병이 없는데 스스로 뜸질을 한다.
- “화사첨족(畵蛇添足)”[보충] - 불필요한 쓸데없는 일 =사족(蛇足)

『전국책(戰國策)』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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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가의 통치/지배 원리
▶ 유가의 비판: ‘인의’와 같은 도덕 규범의 효용성을 비판, 오직
‘법’만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봄.
- 법(法), 세(勢), 술(術)
• 법: 백성을 통제하는 법규.
• 세: 백성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
• 술: 신하를 지배하는 방식.

- “오두(五蠹)”[5] - 나라의 좀 벌레인 다섯 부류.

출처: 네이버

8

2020-10-16

▶ 법에 대한 군주의 태도[10]
- “법불아귀(法不啊貴)” -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 “승불요곡(繩不撓曲)” -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 ”규구위도(規矩爲度)” - 뛰어난 목수는 반드시 규구를 가지고 잰다.
- “신상필벌(信賞必罰)” -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법 집행의 공정성, 법의 기준, 법과 치세관계, 법 실행

2. 신하의 등용과 활용[11-14]
1) 인재의 소중함
- “악발토포(握髮吐哺)”[14] – 주공(周公)이 현자의 등용을 중시.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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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을 알아보는 법
- “식인오법(識人五法)”[11] - 사람을 알아보는 다섯 가지 방법.
- “인언수재(人焉廋哉)”[보충] - 진정한 마음을 보아라.
“그가 하는 바[행위]를 보고, 그가 말미암는 바[동기]를 보고, 그
가 편안해 여기는 바[만족]를 보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
가,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논어·위정』

3) 자리의 배치/제거하기
- “거직조왕(擧直錯枉)”[12] - 곧은 사람을 굽은 사람 위에 두다.
- “구맹주산(狗猛酒酸)”[13] -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신다.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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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하의 마음과 자세[15-20]
1) 굽힘과 정도의 분별
- “왕척직심(枉尺直尋)”[15]- 한 자를 굽혀 한 길(여덟 자)을 펴다.
=>한 자쯤 되는 절개를 구부려 여덟 자쯤 되는 현실의 이익을
얻다.
2) 끝까지 직언하기
- “절함(折檻)”[16] - 난간을 부러뜨리다.
=>간곡하게 끝까지 직언을 하다.

3) 설득의 어려움
- “역린(逆鱗)”[17] - 용의 목 주위에 거꾸로 난 비늘.
=>군주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일을 비유함. 또는 군주가 분노할
만한 그의 약점을 뜻하기도 함.
설득의 어려움을 비유 = 세난(說難)
4) 목숨을 바치는 충성
- “위지기자사(爲知己者死)”[18] -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
숨을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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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 실행[19-20]
1) 지체 말고 고치기
- “월양일계(月攘一鷄)”[19] - 한 달에 닭 한 마리를 훔친다.

출처: 百度

2) 법 적용과 처리
- “이목지신(移木之臣)”[20] - 나무 옮기기로 백성들을 믿게 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 사목지신(徙木之臣).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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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인성편
1. 바탕부터 쌓기
- “회사후소(繪事後素)”[22] -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
은 뒤에야 채색을 한다. =>본질이 있은 후에야 꾸밈이 있다.

출처: 네이버

2. 마음의 그릇 키우기
- “악목불음(惡木不蔭)”[21] - 나쁜 나무의 가지에는 그늘이 생기
지 못한다. =>덕망이 있어야 곁에 따르는 무리가 많다.
-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25] -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
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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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불언, 하자성혜(桃理不言, 下自成蹊)”[24] -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절로 길이 생긴다.

출처: 百度

3. 언행의 신중함
- “신독(愼獨)”[23] - 홀로 있을 때를 삼가다.
- “눌언민행(訥言敏行)”[26] -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
게 하다. =>말을 삼가며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다.
- “교언영색(巧言令色)”[27] - 듣기 좋게 꾸미는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 =>이런 사람가운데 인한 이가 드물다.
- “三愆(삼건)·三戒(삼계)”[47] - 세 가지 허물과 세 가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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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일상편[28-47]
1. 조금 덜 갖기 – “지족(知足)”의 미학
▶ 코 앞의 이익에 가려
- “당랑재후(螳螂在後)”[29] - 사마귀가 뒤에 있다. =>눈앞에 보
이는 이익을 탐하여 자기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함.

출처: 네이버

▶ 나의 티끌 보기
- “목불견첩(目不見睫)”[30] -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 =>남의
허물은 보아도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함을 말함.
▶ 비우면 채워지는 것
- “단사표음(簞食瓢飮)”[28] - 한 통의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
의 마실 거리.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의 만족으로 청빈/자족
의 삶을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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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힘 기르기 – “자기주도”
▶억지로 키우기
- “알묘조장(揠苗助長)”[31] - 싹을 위로 뽑아 빨리 자라도록 돕
다. =>쓸데없는 일을 해서 일을 망쳐버린다는 뜻. = ‘조장’

출처: 百度

▶ 환경에 따라 변화
“귤화위지(橘化爲枳)”[38] - 귤이 변하여 탱자가 되다.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뜻. = 남귤북지(南橘北枳).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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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수록 서두르지 말기
- “욕속부달(欲速不達)”[32] - 서두르면 도리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 나의 것을 이루기
- “한단학보(邯鄲學步)”[33] - 한단의 걸음걸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을 흉내내다가 자기 것마저 잃게 되
는 경우를 말함. =한단지보(邯鄲之步), 서시빈목(西施矉目).

▶ 끝까지 가보기
- “미성일궤(未成一簣)”[34] - 한 삼태기의 흙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하다. => 성공을 목전에 두고 실패하다. =중도이폐(中道而廢).
▶ 화복은 돌고 돎 – “화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 “새옹지마(塞翁之馬)”[36] - 변방의 늙은이의 말.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음. =전화위복(轉禍爲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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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추천/ 능력은 드러나는 것
- “낭중지추(囊中之錐)”[35] - 주머니 속의 송곳 =>능력이 있으
면 드러난다.
“모수자천(毛遂自薦)”[35] - 모수가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다.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 자기가 자신을 추천함.

3. 만남의 소중함
▶ 소중한 사람
- “문경지교(刎頸之交)”[37] - 목을 베어줄 수 있을 만한 친한 사람.
= 백아절현(伯牙絶絃), 관포지교(管鮑之交), 금란지교(金蘭之交),
막역지교(莫逆之交).
- “금란지교(金蘭之交)”[보충]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난.”

--『주역·계사전(繫辭傳)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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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에게 좋은 사람
- “익자삼우, 손자삼우(益者三友, 損者三友)”[46] - 유익한 세 종
류의 벗과 해로운 세 종류의 벗.

▶ 보답하기
- “결초보은(結草報恩)”[40] -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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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심과 후회
▶ 의심은 의심을 낳고
- “의심암귀(疑心暗鬼)”[39] - 의심을 하게 되면 있지도 않은 귀
신이 나온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갖가지 망상이 꼬리를 물
고 일어나 불안해진다는 뜻. 잘못된 선입견으로 판단을 그르
친다는 뜻.

▶ 후회 줄이기
- “복수불반(覆水不返)”[44] - 엎지른 물은 돌이켜 담을 수 없다.

출처: 네이버

출처: 百度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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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리석음 줄이기
▶ 어리석음과 정직 사이
- “송양지인(宋襄之仁)”[41] - 송나라 양공의 어짊. =>쓸데없는
동정이나 배려/관용을 뜻함.
▶ 고지식과 믿음 사이
- “미생지신(尾生之信)”[42] - 미생의 믿음.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어리석
은 믿음이나 그런 사람. 명분이나 허명을 좇는 것(유가)을 말함.
▶ 사리에 어두운 처사
- “각주구검(刻舟求劍)”[43] - 배에 새긴 표시만 믿고 물에 빠뜨
린 칼을 찾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행동/사람을 비유함.

<미생지신(尾生之信)>

출처: 百度

<각주구검(刻舟求劍)>

출처: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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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앞에 문자 쓰기
- “반문농부(班門弄斧)”[45] - 노반(魯班)의 문 앞에서 도끼를 휘
두르다.

출처: 네이버

마치며
<요약>
- 사상서, 역사서에서 약 50개의 고사성어를 발췌하여 (--프리트물 참고)
- 크게 치세편, 인성편, 일상편으로 나누어
- 중국의 주요 사상의 일부를 이해하고, 생각과 지혜의 힘을 길러보고자 했음.
<응용과 지혜>
- 고사성어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자로 쓸 줄 알기.
- 고사성어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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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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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시대(기원전770~기원전403）
춘추오패: 제·진晉·초·오·월/ 제·진晉·초·송·진秦

전국시대(기원전403~기원전221)
전국칠웅: 진·초·연·제·조·위·한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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