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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韓非子의 문장은 냉철한 현실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의와 예리한 분
석을 펼치고 있어 문장의 기세는 가파르며 힘이 있고, 문장 구조는 엄정하며, 문체
는 격정이 있고 필치는 유창하며 순조롭다. 한비자의 이러한 문장의 기세는 기본
적으로 그의 심리적인 기질과도 연관된다고 판단되는데, 한비자는 태생적으로 어눌
한 말솜씨와 서얼 공자 출신이라는 비주류의 한계 및 약소국 한나라라는 정치적, 현
실적 요인 등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한비자는 사유가 대단히 논리적이었고, 그러
한 것이 곧바로 그의 문장의 풍격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한비
자》라는 책의 내용의 상당수가 군주를 위해 쓴 것이고, 군주를 위해 유세한다는 입
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전체 문장을 놓고 보면, 논설체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도
한비자는 다양한 비유와 예증, 우언의 활용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
호하거나 반론형의 문장을 통해 설득력 있는 글쓰기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한비자 관련 논문들이 대체로 그의 사상적 성취에 대
해 연구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글쓰기 전략을 다룬 논문은 드물다는 데에 주
목하면서 《한비자》를 통해 그가 남긴 서사적 글쓰기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金元中, 檀國大學校 師範大學 漢文敎育科 敎授, 123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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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이러한 목적은 학문의 경계선이 그다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선
진 시기의 저자 개념이 대부분 철학자요 문학자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철학과
문학의 공통점 혹은 유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며, 상호 영향력 또한 결코 만만치 않
았을 것으로 인식하고 본고를 작성한다.
특히 필자는 《한비자》가 중국 고대 산문에 있어서 說理와 敍事에 특장을 발
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고자 한다. 특히 한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우언 활용을 통한 설득력제고 시도를 한 점을 《한비자》의 주
요 편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비자가 단순히 논설문의 한 유
형적 글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설득이라는 일관된 취지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유
형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論說體와 寓言의 활용을 통한 설득력 제고

한비자는 중국 고대 文體論과 장르론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만큼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論說’체1)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難言〉·〈說難〉·〈主道〉·〈八奸〉·〈孤憤〉·〈五蠹〉 등과
1) 위진남북조의 문학이론가 劉勰은《文心雕龍》〈論說〉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
현과 철인의 불변의 가르침을 ‘經’이라고 하고, 經를 서술하고 이치를 기술한 것
을 ‘論’이라고 한다. ‘論’이란 ‘倫’(질서)란 말이니, 질서있는 이치는 어긋남이 없고
성인의 의도는 추락하지 않는다. 예전에 공자의 微言을 문하생들이 쫒아 기록했
기 때문에, ‘경’이란 항목을 낮추어 《논어》라고 이름 하였다. 무릇 여러 가지
‘論’들이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론’이란 여러 가
지 견해를 두루 포괄하면서도 하나의 이치를 자세하게 파고드는 것이다. 이 때문
에 장주의 〈齊物論〉은 ‘론’으로 이름을 삼았고, 呂不韋의 〈呂氏春秋〉는 六論
이 분명히 열거되어 있다.(聖哲彝訓曰經, 述經敘理曰論. 論者, 倫也; 倫理無爽, 則
聖意不墜. 昔仲尼微言, 門人追記, 故抑其經目, 稱爲論語; 蓋群論立名, 始於茲矣
(……)論也者, 彌綸群言, 而硏精一理者也. 是以莊周齊物, 以論爲名; 不韋春秋, 六論
昭列.)”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유협은 ‘論’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 구체
적인 대상을《論語》와 〈齊物論〉 〈呂氏春秋〉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비자의
저작은 다루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체 문장의 흐름을 보면 유협이 분류하는 ‘논
설’이란 장르는 분명 논설문 형식이 맞으니, ‘논’문이란 시비를 정확히 판단하고
현상을 궁구히 하고 형체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유협은 장
작을 쪼갤 때 무늬결에 따라 도끼질 하듯 사물의 이치에 맞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논’체의 기본적인 구조라 보았다. 필자가 논의 대상으로 삼는 《한비자》
역시 이런 유형의 장르에 해당한다.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의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金元中 101

같은 대다수의 편들을 통해 그가 생각하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와 당대 군신 관계
의 폐단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편들은 政論文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한비자》 문장이 기세가 충만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설득력과 감동의 증폭이 상당한 문장이 적지 않는데, 이 점에 주목한 司馬遷
은 《史記》〈老子韓非列傳〉에서 한비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비자는〕 유가는 글로 나라의 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협객은 힘으로
나라의 금령을 어긴다고 생각했다. 〔군주는 나라가〕 편안할 때에는 명
예를 좇는 사람을 총애하고 위급할 때에는 갑옷 입고 투구 쓴 무사를 등
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서 봉록을 주어 등용하는 자는 위급
할 때에는 쓸 수 없는 자이고, 위급할 때에 쓰이는 사람은 봉록을 주어 등
용한 자가 아니다. 〔한비자는〕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들이 사악한 신하
들 때문에 받아 들여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옛날 성공과 실패에 관한
변화를 살펴 〈孤憤〉·〈五蠹〉·〈內儲說〉·〈外儲說〉·〈說林〉·〈說
難〉 편 등 10여만 자의 글을 지었다.2)

짧은 문장이지만, 사마천의 시각이 상당부분 드러나니, 《한비자》라는 책의 형
성과정과 주안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和氏〉등과 같은 편을 통해, 한
비자는 유세의 어려움과 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논증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
박하는 방법과 토론을 하는 방법 등을 치밀한 논조로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바
로 이런 점에 근거하여 郭沫若이 한비자의 글에 대해 ‘峻峭’하다고 하면서 孟子, 莊
子, 荀子의 문장과 더불어 4대 제자백가의 문장이라고 자리매김해 주었던 것도,
2)

“以為儒者用文亂法，而俠者以武犯禁. 寬則寵名譽之人，急則用介冑之士. 今者所養
非所用，所用非所養. 悲廉直不容於邪枉之臣，觀往者得失之變，故作孤憤、五蠹、
內外儲、說林、說難十餘萬言.” 사마천의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한비자》의
成書와 관련된 글이다. 그러나 이 책과 관련된 위작 시비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대략 4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한비자의 제자 혹은 후학이 편찬한
책이라는 설, 진나라 조정의 도서관의 御史가 편찬한 책이라는 설, 한비자의 기본
저작에 친구였던 이사의 참여와 훗날 유향의 최종 편찬이 진행되어 완성되었다는
설,한대 초기까지 이 책은 없었으며, 한 대 유향이 편찬했다는 설 등으로 요약된
다. 저마다 타당성이 없지 않으며 이런 이면에는 한비자가 일찍 독살되었다는 점
을 들고 있는데, 필자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그 10만여 글자의 존재가치를 확
인했고, 진시황이 구체적으로 〈고분〉·〈오두〉두 편을 읽고 나서 한비자를 만나
기를 이사에게 요청한 것(“秦王見孤憤、五蠹之書曰：嗟乎，寡人得見此人與之游，
死不恨矣！”)도 기록한 것 및 이처럼 구체적인 편명까지 제시한 사실을 볼 때 이
런 한비자의 저작임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며, 단지 55편중에서 사마천이 제
기한 편명들을 제외한 다른 편명의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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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가 갖는 한비자의 문장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과연 ‘준초’한 면모만 있는가? 물론 아니다. 한비자는 상당한 언어기교의
활용과 함께 절제된 수사기법을 발휘함으로써 제자산문 중에서 독특한 유형을 창
조해 내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제자 산문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풍격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한비자의 문학적 감각을 알 수 있는
〈難言〉편과 같은 것을 보면 보다 쉽게 드러난다.
말이 [주상主上의 뜻을] 좇아 유창하고 매끄럽게 줄줄 이어지면 화려하지
만 실속이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고지식하고 순박하면서 공손하며 강
직하고 신중하고 완벽하면, 서투르고 조리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말
을 많이 하고 번번이 [다른 사물을] 거론하여 비슷한 것을 열거하고 다른
사물에 비유한다면, [그 내용은] 텅 비고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은미한 부분을 총괄하여 요지를 설명하고 간략히 말하며 꾸미지 않으면,
미련하고 말재주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곁에 달라붙어 친근히 하며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살펴 알려고 한다면, 남을 비방하며 겸양을 모른
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말하는 뜻이] 넓고 넓어 오묘하고도 깊어서 헤아
릴 수 없으면, 과장되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이익을 계산해 세세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 고루하다고 여
겨질 것입니다. 말솜씨는 세속적인 데 가까우면서 말은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군주에게 아첨하려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말솜씨는 세속을 멀리 하는 것 같으면서 기이한 말재간
으로 인간 세상의 이목을 끌면, 엉터리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민첩하고 말
재주가 뛰어나며 문채文菜에서 번다하면, 실속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
입니다. 일부러 문장이나 학문을 버리고 바탕 그대로 말하면 저속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때때로 《시경》이나 《서경》 같은 경전에 있는 말을
인용하고 고대 성왕의 법도를 본보기로 삼으면, 암송만을 되풀이 한다고
여겨질 것입니다.3)

위 문장을 읽어보면 마치 언어 기교에 탁월한 수사가처럼 눈앞에서 생생하게
유세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수사학적 기교를 발휘한 문장의 연속이
다. 물론 한비자는 문장을 쓸 때 언어 기교만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윗글
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형식미를 결코 배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4) 즉 위에서
3)

“所以難言者: 言順比滑澤, 洋洋纚纚然, 則見以爲華而不實; 敦厚恭祗, 鯁固愼完, 則
見以爲拙而不倫; 多言繁稱, 連類比物, 則見以爲虛而無用; 摠微說約, 徑省而不飾, 則
見以爲劌而不辯; 激急親近, 探知人情, 則見以爲僭而不讓; 閎大廣博, 妙遠不測, 則見
以爲夸而無用; 家計小談, 以具數言, 則見以爲陋; 言而近世, 辭不悖逆, 則見以爲貪生
而諛上; 言而遠俗, 詭躁人間, 則見以爲誕; 捷敏辯給, 繁於文釆, 則見以爲史; 殊釋文
學, 以質性言, 則見以爲鄙; 時稱詩書, 道法往古, 則見以爲誦.”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의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金元中 103

열거한 열두 가지의 문장의 품격과 논변의 방법은 그의 글쓰기 방식의 주요한 축
으로 기교적 측면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5) 그가 〈說難〉편에서 펼치
고자 하는 유세법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확연하게 들어온다.
무릇 유세의 어려움이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남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또 내 말주변이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느
냐의 어려움도 아니며, 또 내가 과감하고 거리낌 없이 [나의] 능력을 모두
다 펼쳐 보일 수 있느냐의 어려움도 아니다. 무릇 설득의 어려움이란 설
득하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내가 설득하려는 것을 그에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높은 명예를 구하려는 사
람인데 오히려 많은 이로움으로 설득하면, 비속하다고 여겨져 홀대받으면
서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내쳐질 것이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두터운 이익
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높은 명예로 설득하면, 생각이 없고 현실에
어두운 자로 여겨져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속
으로는 이익을 두텁게 여기지만 겉으로는 높은 명예를 따르는 척하는데
오히려 명예가 높아진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상대는 겉으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를 소원히 여기며, 그에게 이익을 두텁게
하라고 설득하면 속으로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도 겉으로는
그 사람을 버리려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살피보지 않을 수 없다.6)
4) 이런 점을 인식한 유협은 한비자의 글쓰기에 수사기법이 동원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한비가 ‘변설을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였던 것은 말을 아름답
게 수식한다는 것이다.(韓非云, 艶采辯說, 謂綺麗也.”(《文心雕龍․情采》)라고 하
였으며, 한비자의 글을 장자의 그것과 평가하여 “장자와 한비를 자세히 살펴보
면, 화려함과 실질이 넘치고 사치스러움보다 과하다(詳覽莊韓, 則華實過乎淫侈.)”
(상동)이라고 하였으니 한비자의 문장이 상당한 기교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진전된 논의는 문승용,〈韓非子에 나타난 修辭意識의
形成 淵源 考〉,《수사학 》제16집, 2012, 112-118쪽. 참조.
5) 그가 언어구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하는 점은 〈十過〉편에서 그가 열 개의
허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쓴 단어가 모두 다르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즉 ‘大忠
之賊’, ‘大利之殘’, ‘亡身之至’, ‘窮身之事’, ‘殺身之本’, ‘亡國之禍’, ‘危身之道’, ‘滅高名
爲人笑之始’, ‘削國之患’, ‘絶世之勢’ 등과 같은 어휘는 바로 풍부하고 다양한 구성
을 통해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기 위한 수
사적 장치인 것이다.
6) “凡說之難: 非吾知之有以說之之難也, 又非吾辯之能明吾意之難也, 又非吾敢橫失而能
盡之難也. 凡說之難: 在知所說之心, 可以吾說當之. 所說出於爲名高者也, 而說之以
厚利, 則見下節而遇卑賤, 必棄遠矣. 所說出於厚利者也, 而說之以名高, 則見無心而
遠事情, 必不收矣. 所說陰爲厚利而顯爲名高者也, 而說之以名高, 則陽收其身而實疏
之; 說之以厚利, 則陰用其言顯棄其身矣. 此不可不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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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세의 원칙은 먼저 일의 핵심과 요점을 장악하고 상대편
에 대해 어떻게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상대편의 필요와 수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
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글쓰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수사기
교를 활용한 문장으로 읽혀진다. 그런데 이런 한비자의 글쓰기는 바로 같은 편에
다음과 같은 寓言을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한 문학적 장치구현으로 이
어진다.

옛날 彌子瑕는 위衛나라왕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의 법에는 왕의 수
레를 몰래 타는 자에게는 발이 잘리는 형벌을 내리도록 했다.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미자하에게 알려주
었다. 그러자 미자하는 슬쩍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왕은 이 일을 듣고
그를 칭찬하며 말했다.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하느라 발이 잘리는 벌
도 잊었구나!”다른 날 미자하는 왕과 함께 정원에서 노닐다가 복숭아를
따먹게 됐는데, 맛이 아주 달자 반쪽을 왕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왕이 말
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맛이 좋으니까 과인을 잊지 않고 맛보게 하는
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미모가 쇠하고 왕의 사랑도 식게 되었을 때, 한번
은 왕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옛날에 과인
의 수레를 몰래 훔쳐 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
으라고 하기도 했다.”
미자하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으나 전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후에는 벌을
받은 까닭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7)

이런 우언은 궁정의 일상적인 장면이요, 우리 생활의 한 장면일 수 있는 내용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 우언을 읽으면서 인간의 모습의 이중성에 대
해 다시 생각하면서 한비자 특유의 설득력에 고무된다. 바로 이런 우언을 딱딱해
보이는 그의 정론문에 활력을 불어 넣는 문학적 장치와 다름 아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한비자는 치밀한 논조를 바탕으로 한 설득 위주의 문장을 구사하려 했
는지를 알 수 있으니, 〈五蠹〉·〈顯學〉·〈孤憤〉 등의 장편의 편명에서도 적지
않은 우언이나 수사기교를 활용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기본적으로 한비자의 글쓰
기 전략의 주된 축으로 단지 哲理散文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심미문학적 성취

7) “昔者彌子瑕有寵於衛君. 衛國之法: 竊駕君車者罪刖. 彌子瑕母病, 人聞有夜告彌子,
彌子矯駕君車以出. 君聞而賢之, 曰: “孝哉! 爲母之故, 忘其犯刖罪. ” 異日, 與君遊
於果園, 食桃而甘, 不盡, 以其半啗君. 君曰: “愛我哉! 忘其口味, 以啖寡人. ” 及彌子
色衰愛弛, 得罪於君, 君曰: “是固嘗矯駕吾車, 又嘗啗我以餘桃. ” 故彌子之行未變於
初也, 而以前之所以見賢而後獲罪者, 愛憎之變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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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비자의 글의 엄정함과
명철함, 날카로운 풍자 형성의 이면에는 기교적 측면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에서 보여지듯, 때로는 봉건 사회의 군신관계에 있어서 그 긴장관계
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묘한 울림을 주는 우언을 활용하여 한
비자 특유의 정연한 논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內儲說下·六微〉편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우언 역시 어떤 요리사가 죽을
죄를 짓고도 살아나는 이유를 재미있는 우언을 통해 말하고 있다.
문공文公 때에 요리사가 고기를 구워 바쳤는데,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다.
문공은 요리사를 불러 꾸짖었다.
“너는 과인이 목이 막혀 죽도록 하려고 했느냐? 어찌해서 구운 고기에 머
리카락을 감았느냐?”요리사가 고개를 조아리고 재배를 하고는 청원하여
말했다.“저는 죽을 죄 세 가지를 지었습니다. 숫돌에 칼을 갈아 간장干將
처럼 예리하게 해서 고기는 잘랐지만 머리털은 자르지 못한 것이 신의 첫
번째 죄이고, 나무로 고기를 꿰면서 머리털을 보지 못한 것이 신의 두 번
째 죄이며, 숯을 가득 채운 화로를 준비해서 불이 발갛게 달았는데, 고기
가 다 익도록 머리털을 태우지 못한 것이 신의 세 번째 죄입니다. 당 아래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속으로 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공이
말했다.“옳구나.”그러고는 당 아래에 있는 자를 불러 문책을 했더니 과연
그러했다. 그래서 그를 벌주었다.8)

요리하는 신하에게 기이한 일이 발생했고, “저는 죽을 죄 세 가지를 지었습니
다.”라고 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흐름을 알게 되지만 결국 그가 말하는 “죽을 죄”는 “죽어서는 안 될 죄”
로 바뀌면서 군주는 노여움을 풀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서사
방식9)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8) “文公之時, 宰臣上炙而髮繞之. 文公召宰人而譙之曰: “女欲寡人之哽邪, 奚爲以髮繞
炙? ” 宰人頓首再拜請曰: “臣有死罪三: 援礪砥刀, 利猶干將也, 切肉肉斷而髮不斷,
臣之罪一也; 援錐貫臠而不見髮, 臣之罪二也; 奉熾爐炭, 肉盡赤紅, 而炙熟而髮不焦,
臣之罪三也. 堂下得微有疾臣者乎? ” 公曰: “善. ” 乃召其下而譙之, 果然, 乃誅之. ”
9) 이와 비슷한 예는 또 있다. “龐恭은 태자와 함께 邯鄲에 인질로 가면서 魏나라왕
에게 일러 말했다.“지금 어떤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
는 믿겠습니까?”[왕이] 말했다.“아니오.”“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
면, 왕께서는 믿겠습니까?”[왕이] 말했다.“아니오.”“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
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믿겠습니까?”왕이 말했다.“과인은 믿을 것이오.”방공이 말
했다.“무릇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
이 말하자 호랑이가 나타난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한단은 위나라에서 시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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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비자가 구축하는 글쓰기의 방식은 단순하거나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교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때로는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언의 활용등 다
채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 問答體와 論駁體, 比喩의 방식 활용을 통한 논변적 글쓰기

한비자가 즐겨 사용하는 問答體야말로 그 나름의 설정방식인 가상의 문답의 형
식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 문장으로, 이는 글쓰기 유
형의 또 다른 축이다. 예를 들어 한비자는 〈問辯〉·〈問田〉·〈定法〉등을 비롯하
여 〈難一〉·〈難二〉·〈難三〉·〈難四〉 등을 통해 문답체와 논박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글쓰기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難’이란 힐문(詰問) 혹은 변박(辨駁)이라는
의미이고, 일(一), 이(二), 삼(三), 사(四) 등의 글자는 순서를 말하는데, 한비자는 각
학파의 주요한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세속의 기존 관점에 대해서 날
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으니, 서사방식은 옛사람의 언행을 거론하고 나서 세상 사
람들의 관점,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비유
법이 일품이다. 다소 길지만 〈난이〉편의 한 우언을 인용해 보자.
제나라 환공 때 晉나라에서 빈객이 오자, 담당 관리가 예우하는 문제를
청하니 환공이 말했다.“중보에게 고하라.” 세 번이나 이렇게 했다. 광대가
웃으며 말했다.“쉽구나, 군주 노릇하는 것이! 한 번도 중보라고 하시고 두
번째도 중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환공이 말했다.“내가 듣건대 남의 군
주가 된 자는 사람을 찾는 일에는 수고스럽지만 사람을 부리는 일에는 편
하다고 한다. 나는 중보를 얻기까지 이미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보를 얻고
난 뒤로는 어찌 [부리는 것이] 쉽지 않으리오!”
어떤 사람이 말했다.
“환공이 배우의 말에 대답한 것은 군주 된 사람의 말이 아니다. 환공은 군
주된 자가 사람을 찾는 일에 수고롭다고 여기지만, 어찌 사람 찾는 일이
수고스럽겠는가. 이윤은 스스로 요리사가 되어 탕 임금에게 [등용되기를]
청했고, 百里奚는 스스로 노복이 되어 목공에게 [등용되기를] 청하였다.

멀리 떨어져 있고, 신을 비난하는 자는 세 사람보다 많을 것이니 원컨대 왕께서
는 이 점을 살펴주십시오.”방공은 한단에서 돌아왔지만 끝내 [왕을] 만나지는 못
했다.(龐恭與太子質於邯鄲, 謂魏王曰: “今一人言巿有虎, 王信之乎? ” 曰: “不信. ”
“二人言巿有虎, 王信之乎? ” 曰: “不信. ” “三人言巿有虎, 王信之乎? ” 王曰: “寡人
信之. ” 龐恭曰: “夫巿之無虎也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今邯鄲之去魏也遠於巿, 議
臣者過於三人, 願王察之. ” 龐恭從邯鄲反, 竟不得見. )”(〈內儲說上·七術〉) 이 글
에서도 보여지듯 대화체를 활용한 비유법이 일품으로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충분
히 제공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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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복이란 욕된 것이며 요리사는 수치스러운 것인데 부끄러움과 욕됨을
무릅쓰고 군주에게 다가서려는 것은 어진 자가 세상을 근심하는 것이 급
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남의 군주노릇 하는 자는 어진 자를 저버리지 않
으면 그만일 뿐이니 어진 자를 찾는 것이 군주의 어려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관직은 어진 자를 임용하는 까닭이며 작위와 봉록은 공을
상주는 까닭이다. 관직을 설치하고 작위와 봉록을 펼쳐 놓으면 선비들이
제 발로 이르니 남의 군주노릇 하는 자가 어찌 그것이 수고스럽겠는가!
사람을 부리는 것 또한 편안한 바는 아니다. 군주가 사람을 부린다 해도
꼭 법도만을 헤아려 기준을 삼아야 하고, 형명(形名)으로써 참조해야한다.
사업이 법에 들어맞으면 실행하고 법에 들어맞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한
다. 공적이 그 말에 타당하면 상을 내리고 타당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형
명으로 신하를 거둬들이고 법도로써 아랫사람을 재는 이러한 일들은 느
슨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군주 된 자가 어찌 편안할 것인가! 사람을 구
하는 것은 수고스럽지 않고 사람을 부리는 것은 편안하지 않은데도 환공
이 ‘사람을 구하는데서 수고스럽고 사람을 부리는 데에 편안하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하물며 환공이 관중을 얻은 일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었
다. 관중은 그 군주를 위해 죽지도 않고 환공에게 돌아왔으며 포숙은 관
직을 하찮게 여기고 능력 있는 자(관중을 말함)에게 양보하여 그를 임명
하게 하였으니 환공이 관중을 얻은 것 또한 어렵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이다. 10)

관중과 환공의 권력의 지형도에 대한 한비자의 독특한 해석으로 결국 환공이
관중이 얻은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들어 두 사람의 권력의 지형이
환공에 있음을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難
一〉편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읽어 보기로 하자.

[제나라] 환공이 관중을 묶은 포승줄을 풀어주고는 재상으로 삼았다.
관중이 말했다. “신은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신의 신분이 낮습니
다.” 공이 말했다. “당신으로 하여금 高씨와 國씨 보다 윗자리에 서도
10)

“齊桓公之時, 晉客至, 有司請禮.桓公曰 “告仲父”者三. 而優笑曰 “易哉, 爲君!一曰
仲父, 二曰仲父.” 桓公曰: “吾聞君人者勞於索人, 佚於使人.吾得仲父已難矣, 得仲父
之後, 何爲不易乎哉? ” 或曰: 桓公之所應優, 非君人者之言也.桓公以君人爲勞於索
人, 何索人爲勞哉? 伊尹自以爲宰干湯, 百里奚自以爲虜干穆公.虜, 所辱也; 宰, 所羞
也.蒙羞辱而接君上, 賢者之憂世急也.然則君人者無逆賢而已矣, 索賢不爲人主難.且官
職, 所以任賢也; 爵祿, 所以賞功也.設官職, 陳爵祿, 而士自至, 君人者奚其勞哉? 使
人又非所佚也.人主雖使人, 必以度量準之, 以刑名參之; 以事遇於法則行, 不遇於法則
止; 功當其言則賞, 不當則誅.以刑名收臣, 以度量準下, 此不可釋也, 君人者焉佚哉?
索人不勞, 使人不佚, 而桓公曰: “勞於索人, 佚於使人” 者, 不然.且桓公得管仲又不難.
管仲不死其君而歸桓公, 鮑叔輕官讓能而任之, 桓公得管仲又不難, 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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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소.”[그러자] 관중이 말했다. “신의 신분이 귀해졌습니다만 신은
가난합니다.” 공이 말했다. “당신으로 하여금 三歸11)의 집을 갖도록 하
겠소.” 관중이 말했다. “신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만 신은 [폐하와] 성
글고 멉니다.” 이에 [환공은] 그를 세워 仲父로 삼았다. 霄略이 말했다.
“관중은 미천한 신분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
씨와 국씨보다 윗자리에 서기를 요청했던 것이며, 가난해서는 부유한 자
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삼귀의 집을 청했던 것이고,
성글고 먼 관계로는 친족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보라
고 처했던 것이다. 관중이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데 편리하
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지금 노비와 비첩12)으로 하여금 군주의 영을 받들게 하여 공경과 재상
에게 명령하고 조서를 내리면 그 누구도 감히 듣지 않을 수 없으니, 공경
과 재상의 [신분이] 낮고 노비와 비첩이 존중받아서가 아니고, 군주의 영
이 가해지는 곳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관중의 다스
림으로써 환공을 따를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나라에] 군주가 없게 되는 것
이니 나라에 군주가 없으면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환공의 위세를
등에 지고 환공의 영을 내린다면 이는 노비와 비첩일지라도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까닭이 될지니, 어찌 고씨와 국씨나 중보 같은 존귀함을 기다린
뒤에야 행해진다는 말인가! 현 시대의 行事나 都丞과 같은 관리들이 징집
명령을 내리게 되더라도 신분이 존귀하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비천하다
고 해서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집행하여 법대로 할 경우 비록 巷伯 일
지라도 공경과 재상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만일 집행하여 법에 들어맞지
않게 되면 설령 높은 관리일지라도 백성에게 굽혀지는 것이다. 지금 관중
은 군주를 높이고 법을 밝히는 데 힘쓰지 아니하고 총애를 늘리고 작록을
더하는 것을 일거리고 삼고 있으니, 이는 관중이 부귀를 탐내는 것이 아
니라면 반드시 어리석어 法術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중은 행
동을 잘못하였으며 소략은 칭찬을 잘못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다.13)

11) ‘歸’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하니 삼귀란 세 명의 여자를 둔다는 의미다.
12) 원문의 ‘臧獲’을 번역한 것으로 《방언方言》에 의거하면 초나라와 회수 일대에
팔려 온 사내종을 ‘臧’이라 하고 계집종을 ‘獲’이라고 하였으며, 연나라와 제나라
일대에는 사내종을 ‘장’이라 하고 도망쳐 온 계집종을 ‘획’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
설에는 재물을 취하다가 붙잡힌 자를 ‘장’이라 하고 그냥 사로잡힌 자를 ‘획’이라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임은 분명하
다. 따라서 ‘노비’라고 번역한다.
13) “桓公解管仲之束縛而相之.管仲曰: “臣有寵矣, 然而臣卑.” 公曰: “使子立高·國之上.”
管仲曰: “臣貴矣, 然而臣貧.” 公曰: “使子有三歸之家.” 管仲曰: “臣富矣, 然而臣疏.”
於是立以爲“仲父” .霄略曰: “管仲以賤爲不可以治國, 故請高·國之上; 以貧爲不可以
治富, 故請三歸; 以疏爲不可以治親, 故處‘仲父’.管仲非貪, 以便治也.” 或曰: 今使臧
獲奉君令詔卿相, 莫敢不聽, 非卿相卑而臧獲尊也, 主令所加, 莫敢不從也.今使管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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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이 환공에게 요청한 세 가지 조건을 환공이 들어주는 이야기인데, 맨 마지
막의 소략이라는 사람이 내린 이들의 대화에 대한 결론을 ‘어떤 이’라는 형식을 빌
려 한비자 자신이 다시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3인칭을 활용한 객관적 논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논박체 글쓰기의 독특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난〉
편들은 모두 한비자가 자신의 관점과 사상을 보다 공격적으로 논변하기 위해 쓴
문장들인데, 결코 무미건조하게 자신만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역사
적 사례로 시작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
며, 대화체를 활용하면서 역사 고사에서 가져온 비유법 등 적절한 수사기교를 동
원하여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한비자가 상당한 논리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구사하기
힘든 것으로 〈難一〉편에 나오는 矛盾 이야기도 이런 유형과 다름 아닌데, 한비
자는 인간의 심리에 주목하여 사물의 본질과 규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
으로 일반 논리의 허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밝히겠는가. 객이 말한다. “사람들 중
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방패의 견고함을 자랑하여 말하
기를 ‘사물 중에 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얼마 있다
가 또 그 창을 자랑하여 말하기를‘나의 창이 날카로워 어떤 물건도 뚫지
못할 것이 없다.’사람들 중에 이 말에 호응하여 말했다.‘너의 창으로 너의
방패를 뚫으면 어떻겠는가?’ 그 사람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할 수 없는 창은 명분상으로는 함께 설 수 없는 것이
된다. 무릇 어진 사람이 권세를 부리면 금할 수 없으며, 권세라는 길이란
금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금할 수 없는 어짊과 금할 것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함께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창과 방패의 가설이다. 무릇 어진 사
람과 권세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14)
治不緣桓公, 是無君也, 國無君不可以爲治.若負桓公之威, 下桓公之令, 是臧獲之所以
信也, 奚待高·國·“仲父” 之尊而後行哉? 當世之行事·都丞之下徵令者, 不辟尊貴, 不
就卑賤.故行之而法者, 雖巷伯信乎卿相; 行之而非法者, 雖大吏詘乎民萌.今管仲不務
尊主明法, 而事增寵益爵.是非管仲貪欲富貴, 必闇而不知術也.故曰: 管仲有失行, 霄略
有過譽”.
14) “何以明其然也? 客曰: “人有鬻矛與楯者, 譽其楯之堅, ‘物莫能陷也’, 俄而又譽其矛
曰: ‘吾矛之利, 物無不陷也.’ 人應之曰: ‘以子之矛, 陷子之楯, 何如? ’其人弗能應也.”
以爲不可陷之楯, 與無不陷之矛, 爲名不可兩立也. 夫賢之爲勢不可禁, 而勢之爲道也
無不禁, 以不可禁之賢與無不禁之勢, 此矛楯之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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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상대를 파고드는 독창적인 견해가 돋보
이는 이 부분은 일반 사람의 눈에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비자가 얼마
나 많은 공을 들여 사유하고 그런 사유의 틀을 문장으로 엮어내는 능력의 소유자
임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Ⅳ. 寓言 활용을 통한 서사구조의 획득과 설득력 제고

《한비자》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說林〉과 〈儲說〉 등의 편에 보이
는 우언들로서 논설문과의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한비자는 우언의 적
절한 활용과 겸용을 통해 그의 논변적 글쓰기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15) 사
실《한비자》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우언의 개수가 350 여개 이상으로 확인되
니,16) 이를 세분화하면, 역사적 사실과 전설 우언 등이 집중되어 있는 편으로는
〈內儲說〉·〈外儲說〉등 6편, 〈說林〉을 비롯하여 〈喩老〉·〈十過〉·〈難〉 등
15) 우언의 존재근거는 청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래 莊子가 맨 먼저 한 말
이다.“以天下爲沈濁, 不可與莊語, 以巵言爲曼衍, 以重言爲眞, 以寓言爲廣.”(《莊子 ·
天下》) 바로 선진 우언의 개념에 대해 권석환은 “선진우언은 추상적 개념을 이야
기 구조를 갖춘 허구적이며 압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설명하는 서술
적 문체이다.”(권석환,〈선진우언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1993, 39쪽.) 필자가 조
사한 바로는 선진 제자 산문 중에서 한비자의 우언활용은 가장 광범위하여 350여
개의 우언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자의 그것과 더불어 쌍벽을 이룰만하다. 한비자는
우언을 바로 ‘저설儲說’이라고 하였으니 “자신의 학설과 주장을 허구적인 이야기에
저장해 둔다.”(陳蒲淸, 오수형 역,《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19쪽.)는 의미
로서 무려 〈저설〉여섯 편 속에 200여개가 수록되어 있고, 〈說林〉편에 60여 정
도가 수록되어 있다. 기타 우언은 다른 편명 속에 산견되어 있다.蘇健, 〈儲說博
寓、說林生輝-淺論韓非子寓言的藝術特色〉,《考試周刊》第30期, 2007, 110쪽.
16) 우언의 보고로 알려진 〈설림〉편의 경우를 보면, 명백하게 우언 자체에 함유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저설〉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우언의 의미가 잘 개괄되어 있다. 한비자가 〈설림〉 편을 통해 구사
하는 글쓰기 전략의 기본구조는 풍부하고 사상은 복잡하며, 일관되거나 핵심적인
주제도 없고, 제목 그대로 다양한 이야기 숲을 형성하고 있다. 즉 정치적인 내용
도 있고 군사적인 내용도 있으며, 외교나 권모술수와 철학적 사고도 있고, 또한
각 항목 사이에는 연관 관계도 없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 또한 저마다의 풍모
를 간직하고 있어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아주 힘들어 일종의 자료총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전문을 보면 또한 서로 다른 학파들 간의 이야기가 섞여 있으니,
유가, 도가, 법가와 관련한 내용들도 두루 보인다. 물론 그 중에서 법가가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나, 儒家와 道家 두 학파의 이야기 역시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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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이며,

〈二柄〉·〈說難〉·〈和氏〉·〈姦劫弑臣〉·〈飾邪〉·〈解老〉·〈難
勢〉·〈五蠹〉 등의 편에도 드물지 않게 보인다.
이러한 우언들은 한비자의 설득적 글쓰기를 위한 중요한 자료 및 소중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한비자가 군주론을 제창하고자 한 본래의
의도로 말미암아 현실 감각을 살려 그 나름의 방식에 의해 우언을 재구성 혹은 변
형하여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내세운 고사는
의인화된 동물이나 신비로운 색채가 농후한 신화에서 제재를 찾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에서 벗어나 허구적이고 상상적이거나 기이한 묘사도 드물다. 대체적으로 사
실성에 입각한 역사인물을 다양한 문헌에서 찾아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수록하거
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재를 취해 논거의 근거로 삼았다. 더러는 아주 먼 전설 시
대의 有巢氏, 燧人氏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이로는 춘추전국시대의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 및 충신과 간신, 그리고 유생과 선비, 명의와 악사 등을 거론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예를 들어 句踐, 夫差, 韓昭侯, 子噲, 舅犯, 田恒, 子罕, 惠施,
兒說, 扁鵲, 師曠 등이 그들이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나라, 송나라, 위나라,
정나라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설림 상〉편에서 관중과 습붕이 함께 孤竹國을 정
벌한 이야기를 읽어 보기로 하자.
관중과 습붕이 환공을 따라 孤竹國을 정벌하러 갔는데, 봄에 출발했으나
겨울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리에 어두워 길을 잃고 말았다. 관중이 말했
다. “늙은 말의 지혜를 쓰면 됩니다.” 곧 늙은 말을 풀어 그 뒤를 따라가
마침내 길을 찾았다. [또] 산속을 가다보니 물이 없었다. 습붕이 말했다.
“개미는 겨울에는 산의 남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의 북쪽에 산다고 합니
다. 개미집이 한 자인데, [그로부터] 여덟 자를 더 파면 물이 있습니다.”곧
땅을 파서 마침내 물을 얻었다. 관중의 총명함과 습붕의 지혜로도 알지
못하는 일에 봉착하면 늙은 말과 개미에게 스승으로 삼는 것을 꺼리지 않
았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성인의 지혜를 본받을
줄 모르니, 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17)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老馬之智’라는 고사성어의 어원이 있는 문장으로 전쟁하
는 과정에서 있음직한 이런 사례를 통해 독자는 이런 한비자 식의 설득력 제고 방
식에 공감하고 그의 문장에 매료되게 된다. 간혹 그가 아주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17)

“管仲·隰朋從桓公伐孤竹, 春往冬反, 迷惑失道. 管仲曰: “老馬之智可用也.” 乃放老
馬而隨之, 遂得道. 行山中無水, 隰朋曰: “蟻冬居山之陽, 夏居山之陰. 蟻壤一寸而仞
有水.” 乃掘地, 遂得水. 以管仲之聖而隰朋之智, 至其所不知, 不難師於老馬與蟻. 今
人不知以其愚心而師聖人之智, 不亦過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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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유가에 관한 이야기도 보인다. 〈설림상〉편의 이야기를 보자.
子圉가 孔子를 太宰에게 만나게 했다. 공자가 [만나고] 나가자, 자어가 들
어가서 공자에 대한 평가를 물으니 태재가 말했다. “내가 공자를 만나고
나니, 당신이 이나 벼룩 같은 소인배로 보이네. 나는 오늘 군주에게 그를
만나보게 할 것이네.”자어는 공자가 군주에게 귀하게 될까 두려워 그 틈
에 태재에게 일러 말했다.“군주께서 이미 공자를 만나보면, 또한 당신도
마치 이나 벼룩처럼 여길 것입니다.”그래서 태재는 공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18)

공자가 비록 자어의 참언으로 인하여 뜻을 얻지는 못했으나, 이 이야기의 핵심
은 공자를 찬미하거나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두고 제기되는 미묘한 심리전
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기에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글의 행간의 의미에 주
목하게 될 것이다.19) 〈설림〉편과 〈현학〉편 등에서도 다른 학파에 관한 이야
18) 이 인용문처럼 공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슷하게 다룬 것이 〈설림하〉편에 나
온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러 말했다. “누가 子西가 명성을 낚으려는 것을 충고
해 줄 수 있겠는가?” 子貢이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공은] 충고했지
만, [자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공자가 말했다. “너그럽구나, 이익에 빠지
지 않았구나! 고결하구나 성품은 늘 이렇구나! 굽은 것은 굽었다 하고 곧은 것은
곧다고 하고 있으니, 자서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白公이 반란을 일으켰
을 때, 자서는 [이 일에 연루돼] 죽었다. 그래서 말한다. “행동을 바르더라도 하려
고 욕망엔 굽어질 수 있다.”
19) 다음과 같이〈內儲說上·七術〉의 우언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이다. “노나라 사람
이 積澤에 [사냥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하늘에 북풍이 일자 불길은 남쪽으로 번
져 도성을 태울 것 같았다. 애공은 두려워서 직접 사람들을 거느리고 불을 끄려
고 달려갔다. [그런데]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짐승을 쫓느라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중니를 불러 묻자, 중니가 말했다.“무릇 짐승을 쫓는 것
은 즐거우면서도 벌을 받지 않지만, 불길을 잡는 것은 고달프면서도 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을 끄지 못한 까닭입니다.”애공이 말했다.“옳소.”중니가 말했다.
“사태가 긴급하여 상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불길을 잡는 자에게 전부 상을 준다
면 나라의 재력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청컨대 벌을 내려 보십시오.”애공이 말했
다.“좋소.”그래서 중니는 곧 명령을 내려 말했다.“불길을 잡지 않는 자는 적군에게
항복하거나 도망친 죄로 다스리고, 짐승을 쫓는 자는 금지한 땅을 침범한 죄로
다스릴 것이다.”명령이 끝까지 내려지기도 전에 불길은 잡혔다.(魯人燒積澤. 天北
風, 火南倚, 恐燒國. 哀公懼, 自將衆趣救火. 左右無人, 盡逐獸而火不救, 乃召問仲尼.
仲尼曰: “夫逐獸者樂而無罰, 救火者苦而無賞, 此火之所以無救也. ” 哀公曰: “善. ”
仲尼曰: “事急, 不及以賞; 救火者盡賞之, 則國不足以賞於人. 請徒行罰. ” 哀公曰:
“善. ” 於是仲尼乃下令曰: “不救火者, 比降北之罪; 逐獸者, 比入禁之罪. ” 令下未遍
而火已救矣. )”바로 한비자는 공자의 사례를 들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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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있는데 대부분 한비자가 자신의 시각에 의해 법가적인 개조 과정을 거쳤다
는 점이다.20) 이것은 마치 《莊子》에서 공자에 대한 언급을 하며 도가의 색깔이
덧씌워진 것21)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내저설하〉편에 보이는 鄭袖와 余라는 애첩 이야기를 보기로 하자.

ⅰ) 초나라 왕22)의 사랑을 받는 첩으로 鄭袖라는 자가 있었다. 초나라 왕
이 새로 미녀를 얻었다. 그래서 정수는 그녀에게 가르쳐 말했다. “왕은 사
람들이 입을 가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오. 왕을 곁에서 섬길 때는 반드시
입을 가리도록 하시게.” 미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 왕을 알현해 가까이
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20) 다른 학파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설림 상〉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楊子가 宋나라를 지나가다가 동쪽의 여관에 묵게
됐다. 거기에는 두 명의 하녀가 있었는데, 못생긴 여자는 총애를 받고 아름다운
여자는 천대를 받고 있었다. 양주가 그 까닭을 묻자, 여관 주인이 대답했다. ‘아
름다운 여자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
니다. 못생긴 여자는 스스로 못생겼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못생김을 알지 못합
니다.’ 양주가 제자들에게 일러 말했다. ‘행동이 현명하면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
각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어디 간들 칭송되지 않겠는가?’”(楊子過於宋.東之逆旅.有
妾二人, 其惡者貴, 美者賤.楊子問其故.逆旅之父答曰: 美者自美.吾不知其美也.惡者自
惡.吾不知其惡也.楊子謂弟子曰: “行賢而去自賢之心.焉往而不美? ”) 사실 이와 비슷
한 이야기는 《장자》〈山木〉편에도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며, 《列
子》〈皇帝〉편에도 거의 같은 문장으로 나와 있다. 또한 〈설림 하〉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양주楊朱의 동생 양포楊布가 흰 옷을 입고 나갔다가 비를
만나자 흰 옷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왔다. 그의 개가 양포를 알아보지
못해 짖었다. 양포는 화가 나서 개를 때리려고 했다. 양주가 말했다.‘너는 때리지
마라. 너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 너의 개가 나갈 때는 하얀색이었는데 검은색이
되어 돌아왔다면, 네가 어찌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楊朱之弟楊布衣
素衣而出.天雨, 解素衣, 衣緇衣而反, 其狗不知而吠之.楊布怒, 將擊之.楊朱曰: “子毋擊
也, 子亦猶是.曩者使女狗白而往, 黑而來, 子豈能毋怪哉? ” )이 문장 역시 얼핏 읽어
보면 그다지 심오한 뜻이 없어 보이지만, 《列子》〈說符〉편에도 이 이야기가 실
려 있는데 이것은 분명 是非에 관한 섣부른 판단이 가져오는 잘못된 점을 다룬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상이나 내용으로 보면 〈설림〉편은 결코 핵심
적인 주제가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
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겠다.
21) 예를 들면, 《莊子》〈盜跖〉이 중요한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 실제로 장자가
사용하는 우언은 한비자가 사용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독특한 문학형식으
로 敍事를 위한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학의 양식이기도 하다. 高晶,〈莊子
和韓非子寓言對後世文學的影響〉, 《文學敎育》, 2013, 88-89쪽.
22) 여기서는 초나라 懷王을 가리킨다.

114

第 49輯

있을 때는 입을 가렸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정수가 말했다. “이는 정
녕 왕의 냄새를 싫어해서라고 했습니다.” 왕과 정수, 미녀 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정수는 미리 모시는 신하에게 경계시키며 말했다. “만약 왕이 어
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왕의 말을 듣고 빨리 행하도록 하시오.” 미녀는
앞으로 나아가 왕 가까이 갈 때는 여러 번 심하게 입을 가렸다. 왕이 불끈
노여워해 말했다. “코를 베어라.” 모시고 있던 자가 칼을 뽑아 미인의 코
를 베었다.23)

ⅱ) 초나라 장왕莊王의 동생 春申君에게는 余라는 애첩이 있었고, 춘신군
의 정실 소생으로 甲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애첩] 여는 춘신군이 정실부
인을 버리게 하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는 그에게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군왕의 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첩으로서는] 매우 큰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정실부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군왕을 섬길 수 있
는 이치가 아니고, 군왕의 뜻을 따르면 [정실]부인을 섬기는 거스르게 되
는 이치입니다. 소첩이 어리석은 까닭에 두 주인을 섬기기에는 힘이 부족
한 듯합니다. 상황이 두 분을 모두 섬길 수는 없고,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
느니 군왕 앞에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소첩이 죽고 나서 만일 군왕 곁에
[총애 받는 여인이] 다시 있게 된다면, 바라옵건대 군왕께서는 이 일을 잘
살피시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춘신군은
여가 꾸며낸 말만을 믿고서 [정실]부인을 버렸다. 24)

性利說의 관점25)을 견지하는 한비자의 비판적 시각이 돋보이는 위의 두 문장을
보면 비교적 내용 전개가 치밀하고 극적 전환이 있어 소설의 필치가 듬뿍 배어나
니, ⅰ)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적과의 동침 혹은 고수의 전략이라고 할 만하며,
“荊王所愛妾有鄭袖者. 荊王新得美女, 鄭袖因敎之曰: “王甚喜人之掩口也, 爲近王,
必掩口.” 美女入見, 近王, 因掩口. 王問其故, 鄭袖曰: “此固言惡王之臭.” 及王與鄭
袖·美女三人坐, 袖因先誡御者曰: “王適有言, 必亟聽從王言.” 美女前近王甚, 數掩口.
王悖然怒曰: “劓之.” 御因揄刀而劓美人.” (〈내저설하〉)
24) “楚莊王之弟春申君. 有愛妾曰余, 春申君之正妻子曰甲. 余欲君之棄其妻也, 因自傷
其身以視君而泣, 曰: “得爲君之妾, 甚幸. 雖然, 適夫人非所以事君也, 適君非所以事
夫人也. 身故不肖, 力不足以適二主, 其勢不俱適, 與其死夫人所者, 不若賜死君前. 妾
以賜死, 若復幸於左右, 願君必察之, 無爲人笑.” 君因信妾余之詐, 爲棄正妻. ” (〈간
겁시신〉)
25) 한비자의 인성론은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피한다[好利避害]”(〈解老〉편)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다는 시각으로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과 기본적인 궤를 함께 하는 것이며 맹자의 성선설과는 정반대의
관점이다. 따라서 한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익 최우선주의는 인간의 본성의 문
제이지 성선과 성악의 대비적 관점과는 또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인 것
이다. 한비자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寓言을 통해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利’라는 단어 한 글자로 집약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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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시 첩의 농간에 놀아나는 군주의 자화상을 우언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두
여인은 음험하고 악독하며 군주를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비
자는 이 둘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권모술수를 선명하게 대비시켜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글쓰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비가 정수를 묘사
하면서 군주 된 자가 함부로 사람을 잘못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여를
통해서는 간신히 현명한 사람을 언제든지 음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군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26) 이런 방식은 〈內儲說下〉편에
나와 있는 우언에서도 확인되는데, 다음 문장을 보면 부부지간에 나눈 대화를 통
해 군신 간의 관계가 결코 신의가 아닌 이해관계에 있음을 냉철한 입장에서 분석
하고 있다.

衛나라 사람 부부가 기도를 드리는데, 축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무사하게 해 주시고 삼베 백 필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남편이 말했다.
“어찌 그리 적은 것이오?” 대답하여 말했다. “이보다 많으면 당신은 첩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27)

부부지간도 동상이몽의 관계인데, 전혀 인간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지 않은 군신
관계가 어찌 동상이몽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논의를 입증하기 위한 우언으로 한비
자 특유의 설정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천태만상의 사회 속에서 그 형상을 취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선정은 평범한 듯하면서도 기이하기도 하고, 실질적
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기묘한 느낌을 주어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준다. 다
음과 같은 〈설림 상〉편의 우언 활용방식은 좀 더 논리적이면서도 보기에 따라서
는 궤변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배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6) 이 문장의 유형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설림〉편의 문체사
적, 장르사적 의의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집, 즉 자료 총편의 성격으로 규정해
본다면 당연히 필기소설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왜
냐하면 〈설림〉편이 《說苑》이라는 것과 성질을 비교해 보면 곧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吳志達이라는 연구가는 이를 두고 ‘雜記體小說’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편폭은 비교적 짧고 작으니, 한편으로는 고사가 당시 어떤 사람과 어
떤 사건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을 그대로 실어 놓았고, 인물 형상 묘사는 비록
생동감과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 하더라도 인물과 어떤 사건의 묘사를 통해 어떤
하나의 측면해서 인물의 성격 혹은 도덕특징을 표현하여 史傳의 부족한 점을 보
충할 수 있다.” 이런 평처럼 〈설림〉편은 필기체의 남상임을 알 수 있다.
27)“衛人有夫妻禱者, 而祝曰: “使我無故, 得百束布.” 其夫曰: “何少也?” 對曰: “益是,
子將以買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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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라 사람] 田駟가 鄒나라 군주를 속였다. 추나라 군주가 사람을 시켜
그를 죽이게 했다. 전사는 두려웠으므로 이 일을 惠子28)에게 말했다. 혜
자는 추나라 군주를 알현하고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군왕을 알현하
면서 그의 한쪽 눈을 감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군주가 말했다. “나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오.” 혜자가 말했다. “맹인은 두 눈을 감고 있는
데, 군주께서는 어찌 죽이지 않습니까?” 군주가 말했다. “그들은 눈을 감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오.” 혜자는 말했다. “전사는 동쪽으로는 제나라
왕을 속이고, 남쪽으로는 초나라 왕을 속였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맹인과 같은 경우입니다. 군주께서는 어찌 원망하십니까?” 그래서
추나라 군주는 전사를 죽이지 않았다.29)

이 이야기는 전사가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결국 혜자를 통해
느긋한 대응으로 자신의 목숨도 살리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맨 처음에는 한
마디의 반문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고조되어 추나라 군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모순과 허점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역시 소설의 한 장
면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설림
상〉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우언이 있다.

“불사약을 초나라 왕에게 바친 자가 있었다. 알자가 그것을 가지고 [왕
에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中射士가 물었다. “먹을 수 있소?” 말했다. “가
능합니다.” [중야사가] 그것을 뺏어먹었다. 왕은 매우 노여워 사람을 시켜
중야사를 죽이도록 했다. 중야사는 사람을 보내 왕을 설득시켜 말했다.
“신이 알자에게 물었더니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으므로 먹은 것입니다.
신에게는 죄가 없고 죄는 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죽지 않는
약을 바쳤는데, 신이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왕께서 신을 죽인다면 이것은
죽는 약이니, 나그네가 왕을 속인 것입니다. 죄 없는 신을 죽여서 사람들
에게 왕이 속았다는 것을 밝히느니 신을 풀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래서 왕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30)
28). 惠施를 말하며, 惠子라고도 한다. 송나라 사람으로 위나라 혜왕의 재상으로 임명
돼서 張儀와 함께 망명했다. 그는 탁월한 변론술로 莊子와도 교제했고, 公孫龍과
함께 논리학파인 名家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29) “田駟欺鄒君, 鄒君將使人殺之. 田駟恐, 告惠子. 惠子見鄒君曰: “今有人見君, 則䀹其
一目, 奚如?” 君曰: “我必殺之.” 惠子曰: “瞽, 兩目䀹, 君奚爲不殺?” 君曰: “不能勿
䀹.” 惠子曰: “田駟東欺齊侯, 南欺荊王. 駟之於欺人, 瞽也, 君奚怨焉?” 鄒君乃不殺.”
30) “有獻不死之藥於荊王者, 謁者操之以入. 中射之士問曰: ‘可食乎?’ 曰: ‘可.’ 因奪而食
之.王大怒, 使人殺中射之士. 中射之士使人說王曰: ‘臣問謁者, 曰‘可食’, 臣故食之, 是
臣無罪, 而罪在謁者也. 且客獻不死之藥, 臣食之而王殺臣, 是死藥也, 是客欺王也. 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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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언 역시 서사구조가 뛰어나니, 중야사의 행위가 왕의 노여움을 불러일으
켰으나 당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가(可食)”하는 단어를 통해 다의성을 가지고
결국 무죄를 얻어내는 중야사의 논리는 얼핏 궤변에 가까우면서도 독자들에게 설
득력을 제고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즉 첫 부분에서는 비교적 평탄하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독자들로 하
여금 희극적인 요소도 느끼게도 하니, 초왕이 한 번 노여워하면서 긴장된 분위기
가 일어나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하지만 중사사가 등장하면서 교묘하게 궤
변을 늘어놓아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두 개의 추리를 유발시켜 결국 왕은 그를 죽
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연 한비자다운 독특한 구성과 세심한 묘사가 덧보이는
문장이라 하겠으며 이 역시 소설의 한 부분을 읽는 맛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비자의 서사기교는 유머가 있으며 때로는 소박하게 그의 논지를 전개
시킨다. 〈喩老〉편의 편작 이야기는 편폭이 길지는 않으나 시간의 순서에 따라 4
단계로 구성된 단편소설 같은 이야기로서 극적 전개가 일품이다.

扁鵲이 채나라 환후를 만났다. 편작이 잠시 서서 환후를 살펴보고 말했다.
“왕께서는 피부에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장차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환후가 말했다. “나는 병이 없소.”편작은 물러나왔다. 환후
가 말했다. “의사는 이득을 좋아해 질병이 없는데도 치료해 자신의 공이
라고 자랑하려고 한다.” 열흘이 지나서 편작은 다시 환후를 만나 말했다.
“왕의 질병은 살 속에 있으니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더욱 심해질 것입니
다.” 환후는 응하지 않았다. 편작은 나갔고, 환후는 또 불쾌해했다. 열흘이
지난 뒤 편작은 또 만나러 와서 말했다. “왕의 질병은 장과 위에 있습니
다. 치료하지 않는다면 장차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환후는 또 응하지 않
았다. 편작은 나왔고, 환후는 또 불쾌해했다. 열흘이 지나 편작은 환후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 달아났다. 환후는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묻도록 했다. 편작이 말했다.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찜질로 치
료하면 되고, 살 속에 있을 때는 침을 꽂으면 되고,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을 달여 복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있을 때는 운명
을 관장하는 신이 관여한 것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군주의
질병은 골수에까지 파고들었으므로 신이 아무것도 권유하지 않았던 것입
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 환후가 몸에 통증이 있어 사람을 시켜 편작을
찾았지만, 편작은 이미 진秦나라로 달아난 뒤였다. 환후는 결국 죽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때는 피부에 있을 때 고치려고 하
는데, 이것은 모두 작은 것에서 해치우려고 한 것이다. 무릇 일의 화와 복
역시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 치료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
殺無罪之臣, 而明人之欺王也, 不如釋臣.’ 王乃不殺.”

118

第 49輯

찍 일을 보고 처리했다.31)

病入骨髓란 고사성어의 연원을 다룬 윗 문장은 환후가 의사를 기피하고, 편작은
의사의 양심에 따라 병세에 따라 再次, 三次 방문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냥 달아나게 되는 과정을 담담한 필치로 기술하고 있지만, 독자는 생동
감과 변화무쌍한 전개에 묘한 심리적 쾌감마저 느끼게 될 것이며 소설의 한 장면이
라고 해도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을 만큼 기승전결의 서사구조를 획득하고 있다.
이런 면모는 〈오두〉편처럼, 《한비자》 에서 특색 있는 편명도 예외가 아닌
데, 우언을 통해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하면서 정론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서도, 수사학적으로 본다면 비유의 수사기법도 적용되어 있다. 그는 역사 발전
관점과 변법의 논의를 통해 매우 생동적인 논증방식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인데, 한비자는 역사란 진화하므로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
여 새로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 것이며, 이런 입장에서 그는 옛 성현의 말
을 자신의 논거로 삼아 입증의 틀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서사
방식은 그가 문장을 써 내려감에 있어 방계적으로 널리 인용하고, 옛 것과 지금의
것을 종횡으로 말하면서 문장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다음 인
용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송나라 사람으로 밭을 가는 자가 있었는데 밭 가운데에는 그루터기가 있
었다. 토끼가 달려가다 그루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농
부는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다시 토끼 얻기를 기다렸다. 토끼
는 다시 얻을 수 없었으며, 그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지금 선왕의 정치를 좇아 현재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루
터기를 지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32)

위의 인용문은 ‘守株待兎’라는 고사의 우언이다. 한비자는 유가에 대한 비판과

“扁鵲見蔡桓公, 立有間. 扁鵲曰: “君有疾在腠理, 不治將恐深. ” 桓侯曰: “寡人無疾.
” 扁鵲出. 桓侯曰: “醫之好治不病以爲功. ” 居十日, 扁鵲復見曰: “君之病在肌膚, 不
治將益深. ” 桓侯又不應. 扁鵲出. 桓侯又不悅. 居十日, 扁鵲復見曰: “君之病在腸胃,
不治將益深. ” 桓侯不應. 扁鵲出. 桓侯又不悅. 居十日, 扁鵲望桓侯而還走, 桓侯故使
人問之. 扁鵲曰: “疾在腠理, 湯熨之所及也; 在肌膚, 鍼石之所及也; 在腸胃, 火齊之
所及也; 在骨髓, 司命之所屬, 無奈何也. 今在骨髓, 臣是以無請也. ” 居五日, 桓侯體
痛, 使人索扁鵲, 已逃秦矣. 桓侯遂死. 故良醫之治病也, 攻之於腠理. 此皆爭之於小者
也. 夫事之禍福亦有腠理之地, 故曰聖人蚤從事焉. ”(《韓非子》〈喩老〉)
32) “宋人有耕田者, 田中有株, 免走觸株, 折頸而死, 因釋其耒而守株, 冀復得免, 免不可
復得, 而身爲宋國笑. 今欲以先王之政, 治當世之民, 皆守株之類也.”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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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논점에 대한 확고한 관철을 보여주고 있으니, 특히 그가 천명하고 있는 내
용, 즉 仁과 義는 옛날에는 쓸모가 있었으나 지금은 쓸모가 없다는 이치를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상고 시대에나 가능했던 人治나 德治를 고집
하지 말고 法治에 입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군주의 통
치를 안정시키라는 메시지로서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사적 비유법으로 보아
야 마땅하다. 특히 유가에 대해 비판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주장
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였다.33) 즉 군주는 옛날 방식이나 영원불변한 규범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인 법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
33) 한비자는 〈오두〉편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초나라 사람으로 直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벼슬아치에게 고발했다. 令尹이 말했
다.“그를 죽여라.”군주에게는 정직한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패륜이라고 생각해
재판을 하고 벌을 준 것이다. 이로써 보면 무릇 군주의 정직한 신하는 아버지의
포학한 아들인 것이다. 노나라 사람이 군주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세 번 싸워 세
번 패했다. 공자가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여 말했다.“저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
는데, 제가 죽으면 아무도 그를 봉양하지 못하게 됩니다.”공자는 효성스럽다고 생
각하고 그를 천거해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다. 이로써 보면 무릇 아버지의 효성
스런 아들은 군주를 배신하는 신하인 셈이다. 그러므로 영윤이 벌을 내려 초나라
에서는 간사한 일이 군주에게 들리지 않게 되었고, 공자가 상을 주어 노나라 백
성들이 쉽게 항복해 달아나게 되었으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익은 이와 같이
다른 것이다. 만일 군주가 덕행이 있는 필부의 덕행을 가지고 등용해 사직의 복
을 구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다(楚之有直躬, 其父竊羊, 而謁之吏. 令
君曰: “殺之!” 以爲直於君而曲於父, 報而罪之.以是觀之, 夫君之直臣, 父之暴子也.魯
人從君戰, 三戰三北.仲尼問其故, 對曰: “吾有老父, 身死莫之養也.” 仲尼以爲孝, 擧而
上之.以是觀之, 夫父之孝子, 君之背臣也.故令尹誅而楚姦不上聞, 仲尼賞而魯民易降
北.上下之利, 若是其異也, 而人主兼擧匹夫之行, 而求致社稷之福, 必不幾矣.)” 여기
서 다루어지고 있는 직궁 이야기는 《논어》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비자는 이 고사와 공자의 추천을 대비하여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덕행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또〈오두〉편에서 시대의 변
화에 따른 능동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 비유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순舜임금의
시대에 유묘有苗가 복종하지 않자, 우임금은 그들을 정벌하려고 했다. 순임금이
말했다.“해서는 안 된다. 군주가 덕을 두터이 하지 않고 무력을 행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그러고는 삼 년 동안 몸을 닦고 교화시키자 무기를 쥐고 춤을 추었으며
유묘는 곧 복종하게 됐다. 공공共工과의 싸움에서는 긴 쇠작살로 적을 공격하니
갑옷이 견고하지 않은 자는 몸에 부상을 당했다. 이 방패와 도끼는 고대에는 쓰
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못한다. 그래서 말한다.“일이 다르면 대비하는 것도 바뀌어
야 한다.”(當舜之時, 有苗不服, 禹將伐之.舜曰: “不可.上德不厚而行武, 非道也.” 乃
修敎三年, 執干戚舞, 有苗乃服.共工之戰, 鐵銛短者及乎敵, 鎧甲不堅者傷乎體.是干戚
用於古不用於今也.故曰: 事異則備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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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비자의 우언은 주로 性利論에서 출발하여 군주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군주와 신하, 신하와 백성, 심지어 동상이몽을 꾀하는 부부 등에
이르기 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다루고 있으니, 그는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비
순수의 마음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결국 포상과 형벌의 적절한 배분
이 군주의 다스림의 원칙이라는 논지를 펼치기 위한 설득의 보조 수단으로 작동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비자의 재가공을 거쳐 우언은 다각도로 문학적 가치
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Ⅴ. 결론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비자의 논변적 글쓰기 전략은 냉엄한 현실주의적
사고와 맞물려 있으면서도, 적절한 수사기법의 활용과 문답과 비유, 그리고 우언
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 및 재가공 등을 거친 설득형 글쓰기로 집약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군주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권력관계와 군주론과 제왕학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한비자는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이나 서간문 등에서도 논리를 바
탕으로, 문답체나 우언체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위의 분석을 통
해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현실주의적인 법가로서 수식성이나 화려함을 비판적으
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비자》 문장에는 韻이 달려 있는 문장도 있을 정
도34)로 형식미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편명에는 그의 빼
어난 문장감각을 통한 설득력있는 글쓰기 전략이 스며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
에서 왜 한비자의 글이 명문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며, 《한비자》를
잘 읽혀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動因으로 작동된다는 점이다.
분명 그의 문장에는 강경한 태도의 설득적 글쓰기를 보여주는 孟子와는 다른
풍격이 있고, 상상과 비유를 통해 초현실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莊子와도 다른 풍
격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양한 유형의 우언의 활용 등을 통해 그의 문장을 ‘峻峭’하
다는 식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특히 우언의 활용은 한비자가
설정하고자 하는 설득력 제고의 주요한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
언을 단순하게 인용한 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나름의 창작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
34) 예를 들어 〈主道〉·〈揚權〉 편은 전편에 운이 달려 있고, 〈解老〉·〈八姦〉·
〈八經〉 등은 부분적으로 운이 달려있어 그가 얼마나 수사적 장치에 공을 들이
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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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는 데로 나아갔다는 점35)도 알 수 있었으니, 우언에
는 비유나 인용, 반복 등 다양한 수사기교 등이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이 들어 있
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우언은 편폭은 짧지만 인물형상묘사의 구체성은 小說的
발전 가능성이 되기에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본고에서 지면 관계
상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志人小說이나 筆記小說과의 소재적 유사성도 충분히 개
입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이 문제는 향후 산문과 소설의 경계적 위치에 처하는 장
르사적 위상36)을 비교 검토하여 연구해야 할 여지를 남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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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차이가 난 것이다. 상대적이지만 장자가 비교적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화
려한 색깔의 우언이라고 한다면, 한비자의 우언은 수사기법이 덜하고 대구가 많
으며 과장법 등이 적다는 것이다. 이런 풍격이 형성된 데에는 지리적인 환경 탓
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于亞飛,〈莊子與韓非子寓
言藝術特色比較〉, 《貴州師範學院學報》제31권 제8기, 2015, 24-28쪽. 참조바람.
36) 吳志達, 《中國文言小說史》,濟南,濟魯書舍 1994, 63쪽. 물론 筆記小說이나 지인소
설과 같은 장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분명하지만, 본고에서 지면관
계상 다룰 수는 없다. 사실상 한비자가 우언을 활용한 문제는 趙逵夫가 말한대로
“역사상의 사정이 우언 작가의 손에서 표출되어 어떤 각도에서 본다면 무엇을 두
드러지게 했는지, 무엇을 간략화 했는지, 무엇을 추려냈는지 모두 지은이(서술자)의
장인의 마음을 보여준다.”趙逵夫, 〈論先秦寓言的成就〉, 《陝西師範大學報》, 2007
年 1期. 유사한 맥락에서 馬世年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언을 ‘博喩’의 수사기법이요
선진의 다른 제자 산문과 다른 차원의 우언 양식을 확립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馬世年, 〈《韓非子》的成書及其文學硏究〉, 上海古籍出版社, 2011, 119쪽.
35)

122

第 49輯

周勛初, 《韓非子札記》, 上海: 江蘇人民出版社, 1980.
문승용,〈韓非子에 나타난 修辭意識의 形成 淵源 考〉,《수사학》제16집, 2012.
권석환,〈선진우언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1993.
陳蒲淸, 오수형 역,《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11.
范文蘭, 《文心雕龍注》, 北京: 中華書局, 1988.
김원중, 〈《노자》텍스트에 있어서의 부정과 역설의 미학― “道可道, 非
常道”를 중심으로〉,《중국어논역총간》32집, 2013.

【中文提要】

综上所述，韩非的论辩技巧不仅充满了现实主义气息，而且通过修辞手法以
及问答、比喻、寓言等的合理安排及其运用来表达主旨.韩非全面展示了围绕
君主的一切问题，在上奏或书信中表明了其多样性，如问答的文体或寓言形式
等.法家之大成的韩非，虽然他批驳修辞艺术与辞藻华丽，但是根据《韩非
子》中借韵的运用可知，他其实追求语言的和谐美，其精彩语言艺术大部分显
示在篇名中，这就是韩非的文章被视为散文创作的典范并且具有更强的可读性
的原因.
由于与孟子的文体风格以及与庄子的寓言不同等因素，我们不能简单地认为
他的文章只是具有严刻峻峭的特点.韩非子的寓言可以作为有说服力的主要题
材.韩非不满足于简单使用寓言，而加入了他自己选揖和创作的寓言，这样就
充当陈情说理的工具.从中我们可以看出韩非寓言明显体现文学的表现手法，
如比喻及重复等绚烂多姿的修辞结构.韩非寓言篇幅短小，但是就人物形象的
具体性而言,《韩非子》寓言多为笔记小说的上层人士，影响到六朝的志人小
说，在体裁史上具有重要地位.
주제어: 중국, 한비자, 우언, 설득력 제고, 글쓰기, 전략
中國, 寓言, 韩非的文章, 韩非的论辩技巧, 修辭技巧
China, Hanbiza, Writing Strategies, f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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