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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를 통해 본 청소년 진로 교육
박혜경
(독서교육 전문강사)
장자가 살았던 춘추전국시대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계층 간의 갈등과 가치관 혼란 등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모순과 다르지 않다. 물질
중심 가치관과 성공 지향적 가치관은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를 불러 왔다. 특히 공교육은 전인
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과 멀어진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탐색, 준비하는 시기이
다. 진로 교육은 이러한 때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에 있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진로교육은 진학지도나 직업교육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로 교육의 한계에 대
한 대안적 진로교육으로 《장자》를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자의 진로교육관에 대한 반성으로 무용지용(無用之用)과 불견시비(不譴是非)을 제시
했다. 피교육자인 청소년의 진로관에 있어서도 《장자》가 보여준 이상적 인간형을 통해 보다 폭
넓게 인생을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은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
論), 포정해우(?丁解牛)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장자》우언(寓言)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진로교육, 무용지용(無用之用), 불견시비(不譴是非),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 진인(眞人),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論), 포정해우(?丁解牛)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장자》1)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그
1)《장자》는 「내편(內篇)」,「외편(外篇)」,「잡편(雜篇)」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자》는 곽상(廓象)이 편집한 ‘곽상본’이다. 오늘날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하는 유일
한 주석본인 곽상본은 모두 33편, 6만 4606자로 되어 있다. 「내편」은 장자에 의해 창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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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텍스트는 철학적 개념들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해석들을 열어 놓고 있다. 2)《장자》는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장자》가 작성된 기간과 당시 상황, 그리고 《장자》를 엮은
사람들의 성향에서 기인한다. 그동안 《장자》사상은 《장자》해석의 다양성과 상황적, 맥락
적 분석이 배제된 상태에서 염세적, 소극적, 개인적, 내성(內聖)적 사상으로 주로 해석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도 《장자》사상은 사회 현실에서 이탈하고 개인의 정신 해탈을 추구하며, 지식
을 거부한다고 여겨왔다.3)이는 장자가 유가와 묵가처럼 예와 교화와 같이 인위적인 가르침과
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자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변혁의 시기였다.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빈부의 극
심한 격차로 인한 집단 간 계층 간의 갈등, 사회 윤리 도덕의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 등의 사회
구조적 모순도 떠안고 있었다.4) 이는 현대 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다름없다. 자본의
논리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이르기 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오직 경쟁과 성과 중심의 논리
로만 해석하려 들려한다. 특히 교육은 입시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88만원세대’5)
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제고사 시행은 학업 성취 수
준을 조사하여 보정 교육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은 파행적인 수업을 불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율과 선택의 문화보다 획일성과 타율성이 강요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오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할 뿐이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의 미래 상을 로드맵 해야 할 청소년들은 성적과 씨름하느라 진로에 대한 고민은 요원한 일
이 되고 말았다.
《장자》는 2500년 전의 백가쟁명(百家爭鳴), 백화제방(百花齊放)시대에 가르침 없는 깨달
음으로 왔다. 그의 텍스트는 유가사상에서 강조하는 ‘예’를 통한 사회 규범적 교화와 가르침보
다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완성자인 인간의 삶을 규명하려고 했다. 그가 이상적 존재로
삼은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 진인(眞人)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존재였
다. 말하자면 그들의 이상은 본연의 자아를 찾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자아실현으로 보았다. 많
은 동·서양 학자들은 장자를 회의론자로 규정하고 그가 세계의 ‘참된 앎’, 일상인의 실재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부인6)한다고 보았지만《장자》는 현실적 문제에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오히
부분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며 「외,잡편」은 후학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
인용된 장자 원문의 우리말 번역은 오강남 풀이《장자》를 따랐다.
2) Diana Draganut(2003). 장자의 지식과 진지의 연구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3) 김덕삼(2007). 『《장자》의 현대 교육적 해석』. 비교교육연구 제17권 3호. p62.
4) 고도홍(2004).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장자의 인성교육 고찰.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p2.
5) 우석훈,박권일(2007).『88만원 세대』.레디앙.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전체 임
금과 20대 임금 비율인 74%를 곱해서 나온 결과가 88만원’ 무한경쟁, 승자독식시대를 살아가
야할 20대를 표현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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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이기주의 가치관과 치열한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제도가 불신한 본연의 자아를 찾기 위
해 치열하게 싸웠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간과했다.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는 사회는 미래 없는 현재일 뿐이다. 때문에 진
로교육은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성장이 곧 건강한 공동체,
미래지향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동안 진로교육은 미래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인간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탐색 없는 이른
바 진학지도에 그쳤다. 소위 말하는 서울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한 성적과 스펙을 쌓는 방법이
진로 지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
는 직업을 선망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자신의 적
성과 소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또렷이 보인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만나야 하는 스승은 장자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논자는 《장자》의 무위(無爲)적
관점에서 청소년 진로교육을 탐색하려고 한다.
먼저 진로의 개념정리와 일반적인 진로 내용을 살펴보고 진로교육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짚어 본다. 다음은《장자》의 무용지용(無用之用)과 불견시비(不譴是非)입장에서 진로 교육자
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인성적 차원의 진로교육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앞서 창조적 인간상의 모델을 제시한 《장자》의 이상적 인간형에 대해 살펴본다. 마
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각성과 존재론적인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장자》의 우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論), 포정해
우(庖丁解牛)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실천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장자》를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짧은 단상을 매듭짓고자 한다.

Ⅱ

. 진로교육의 개념과 내용

1. 진로교육의 개념

1970년대 초 미국의 Marland위원이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로 미국을 비롯하
여 각 국에서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일생을 통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진로교육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김충기
를 위시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이제 진로 교육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
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 교육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ailey와 Stadt(1973)는 진로 교육을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
6) Diana Draganut(2003).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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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
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했으며, Hoyt(1974)는 ‘일 지향적인 사회 가치에 친숙케 하여
이 가치들을 자신의 인성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통합하여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
을 살도록 조력하는 공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7)
한국진로교육학회(1999)에서는 진로교육을 ‘생산적 사회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
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여 진로교육을 직업교육의 측
면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 측면에서도 총제적인 일이 대한 교육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7차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라는 진로 교
육의 단원을 설정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하는 즐거움과 성취하는 즐거움
을 느끼게 하고 미래의 가정과 사회의 주체로서 필요한 생활 소양을 남녀 구별 없이 기르게
8)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진로 교육의 개념도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직업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
에 진로교육도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세계에 들어가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직업
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게 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지만, 점차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진로교육의 개념도 직업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실현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교육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9)

7) 김충기(2000).『진로교육과 진로상담』.동문사. pp22～23.
8) 손현희,박미정,채정현(2009).「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
분석」.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1권 4호 pp 146.
9) 김충기(2000).앞의 책. p24.

박혜경 / 《장자》를 통해 본 청소년 진로 교육
2. 진로교육의 일반적인 내용10)

1) 직업적 역할과 자아 인식
① 개인의 특성과 속성 인식
② 개인의 존재가치성 인식
③ 진로 계획에 관련된 자신
의 능력, 적성, 흥미 탐색
④ 근로자로서의 긍지 높은
가치 인식
⑤ 협동적 직무성취의 중요성
인식
⑥ 일의 가치와 인성적 가치
체계와의 통합
⑦ 취미와 여가 활동의 능력
개발

<표 1>
2)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① 직업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인식
② 직업들 간의 상호관계 인식
③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영역
에 대한 탐색
④ 직업세계 구조와 기능인식
⑤ 직업과 생활양식의 관련성
인식
⑥ 직업적 기술과 지식 습득
⑦ 직업 가치의 탐색
⑧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
적 요인의 탐색
⑨ 생산적 시민으로서의 자질
개발
5)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 습득
① 협동적 작업경험 획득
②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습
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관계
의 경험 제공
③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
④ 직업사회에서의 집단 역동
의 인식
⑤ 대인관계 조절기술의 개발
및 인식

3)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함양
① 일, 학교, 사회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함양
② 일의 소중함과 존엄성 인식
③ 진로 동기의 유발
④ 모든 직업 및 직업인에 대
한 존경심 고취
⑤ 적절한 직업태도와 습관 개
발
⑥ 일을 통한 사회적 충족 및
만족감 고취
⑦ 직업적 일체감 개발

6)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①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일
과의 관련성 인식
② 일을 통해 얻는 보수의 의
미 인식
③ 사회, 경제적 변화와 직업
이 변화 인식
④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인식
⑤ 기본적인 경제조직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7) 교육과 일의 세계화의
8)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9) 계속교육의 강조
관계 인식
연계체제 수립
및 추수지도의 강
①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의 ①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① 직업배치
화
계속성 인식
②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가능 ② 융통성 있는 교육 과정 제
② 진로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성 탐색
의 교육의 경험적 이해 ③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③ 고계속적인 진로교육에의
③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형
환경의 조성
참여 유도
태의 교육적 준비의 이해 ④ 진로와 관련된 집단들의
④ 진로 목적 성취의 수단으
적극적 참여 유도
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인식
⑤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한
직업적 능력의 개발
4)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① 책임과 융통성 있는 진로
계획의 수립
② 진로정보의 파악 및 능력
개발
③ 취업기회에 대한 지식제공
④ 합리적인 진로선택의 능력
개발
⑤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의 강
화

10) 앞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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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에서 다룬 진로교육 영역의 비중11)

진로
교육
영역
Ⅰ
자아
이해
Ⅱ
일과
직업
세계
Ⅲ
일과
직업
에대
한
태도
와습
관
형성
Ⅳ
일과
학습
Ⅴ
진로
계획

학교급별
목표
7-9 10
학년 학년
중Ⅰ-1 고Ⅰ-1
중Ⅰ-2 고Ⅰ-2
중Ⅰ-3 고Ⅰ-3
중Ⅱ-1 고Ⅱ-1
중Ⅱ-2 고Ⅱ-2
고Ⅱ-3
중Ⅱ-3 고Ⅱ-4

<표 2>

중Ⅲ-1 고Ⅲ-1 2
중Ⅲ-2 고Ⅲ-2 4

A종
10
학년
2
7
2
(3)
-

중Ⅲ-3 고Ⅲ-3 2

1

중Ⅳ-1
중Ⅳ-2
중Ⅳ-3
중Ⅴ-1
중Ⅴ-2
중Ⅴ-3
합계

고Ⅳ-1
고Ⅳ-2
고Ⅳ-3
고Ⅴ-1
고Ⅴ-2
고Ⅴ-3

7-9
학년
2
3
2(2)
7(2)

출판사별 진로교육내용 요소 추출수
B종
C종
7-9
10
7-9
10
N(%) 학년 학년 N(%) 학년 학년
12 9 1
7 7(1) - 25/20 4 (8.86)
(31.65)
1(4) (3) 1(1)
5 3
11 4
4
2(1)
3(2)
1(1)
37/30
28/21
(2) (35.44)
1(1)
(46.84)
7(2) (2)
8(1) 1

19/15 51/42
(20.00) (20.16)

9
(11.39)

9
(9.47)

5

-

-

1

6
(7.60)

4

1
-

4

-

N(%)

계
(%)

34/29 99/80
32.79) (39.13)

2 1
- 2
6 6
20
18
12 4
12 3
5(5) 2 26/21
(25.32)
(22.78)
(27.37)
1 1 1 1
- 1
- (1) 1
6/5
2
7/6
2
(759) 2 - (2.53) 1 - (7.37)
2 (1)
- 3 1
79/71
79/67
95/80
(100)
(100)
(100)

24
(9.49)
64/59
(25.29)
15/13
(5.93)
253/21
8
(100)

* 목표의 항목에 제시된 “중Ⅰ-1～고Ⅴ-3”항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에
서 제시된 구분기호임.
* 요소 추출수의( )안의 수치는 목표 항목이 중복 분류된 수이며, 중복된 수를 포함하여 통계처리함.

<표1>의 진로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일의 능률의 높이
기 위한 방법이 주로 진로 교육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는 중등학교
11) 현희,박미정,채정현(2009). 앞의 글.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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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교과서에서 다룬 진로 교육 영역의 비중이다. 3종 교과서 전체의 진로교육 영역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3종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난 ‘일과 직업세계’ 영역이 39.13%, 3종 모두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낸 ‘진로계획’ 영역이 5.93%였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 중등 가정 교과
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특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진로정보의
탐색 및 활용 능력을 계발하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 ‘일과 직업세계’ 영역의 진로교육 내용
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진로 목표를 탐색·설정·준비하고, 합리적 의
사결정 기능의 탐색과 계발, 적성과 능력에 기초한 진로 계획의 탐색·수립 및 실천의 내용인
‘진로 계획’의 영역 비중이 가장 낮게 제시되고 있었다. 1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진로교육<표1>과 교과과정의 진료 교육의 내용<표2>은 ‘일
과 직업세계’ 또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진로교육이 직업교육을 넘어서서 인생교육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교육현실을 돌아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복합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
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환경에 관한 여러 조
건들을 이해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분석,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진로 교육에서는 자기
성장을 위한 합리적 접근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진로를 설계할 때에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발전 될 것인가를 사전에 미
리 그려 보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 된다.
교육의 목표가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열어갈 인간상
으로 넓혀져야 한다는 것은 인지한 사실이다. 특히 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다
중 매체형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
과 상시적으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소통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청소년 들은 세계시민이라는 자세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 인간형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함은 주
지의 사실이다.
이런 때에 장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엄격히 말하면 가르쳐 주려는 것
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우리가 떠받드는 상식적인 고정 관념, 이분법적 사고방식,
거기에 기초를 둔 맹목적인 가치관, 윤리관 종교관 등을 우리에게 스스로 깊이 살펴보게 해서
이런 것들의 내재적 모순과 불합리함을 발견해 없애도록 도와 줄뿐이다.13) 때문에 진로교육
자의 자세는 답안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지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잠재적 가능성
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의 참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
육자는 고정관념과 성견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12) 앞의 글. pp155～156.
13) 오강남(1999). 『장자』.현암사.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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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1. 무용지용(

장자

無用之用

의 진로 교육관

) - 고정관념을 탈피하자.

혜자(惠子)가 장자(莊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 씨를 심었더
니 거기서 다섯 섬들이 박이 열렸네. 거기다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깊이가 없이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데 크기만 하고 달리 쓸모도 없어 깨뜨려 버렸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 군.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바래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네. 지나가던 길손이 그 말을 듣고, 금 백 냥을 줄 터이
니 약 만드는 비방을 팔라고 했지.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 놓고 의논하기를 ‘우
리가 대대로 무명을 빨아 바래 왔지만 기껏 금 몇 냥밖에 만져 보지 못했는데, 이
제 이 약의 비방을 금 백 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팝시다’ 하였다네.14)
혜자(惠子)가 장자(莊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
람들이 가죽나무라 하네. 그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 없
고,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 없을 정도지. 길가에 서 있지만 대목
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
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걸세.”
장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 결국 그물이
나 덫에 걸려 죽고 마네. 이제 들소를 보게. 그 크기가 하늘에 뜬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도 못 잡네. 이제 자네는 그 큰 나무가 쓸모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을(無何有之鄕)’넓은 들판에 심어 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無爲)’배외하기도 하고, 그 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게. 도끼에 찍힐 일도,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걸세. 쓸모 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지 않은
가?”15)
14)『莊子』「逍遙遊」“惠子謂莊子曰 魏王胎我大瓠之種 我樹之成而實五石 以盛水漿 其堅不能自擧
也 剖之以爲瓢 則瓠落無所容 非不㗁然大也 吾爲其無用而掊之 莊子曰 夫子固拙於用大矣 宋人有
善爲不龜手之藥者 世世以洴僻絖爲事 客聞之,請買其方以百金 聚族而謀曰 我世世爲洴僻絖 不過數
金 今一朝而粥技百金 請與之.”
15)『莊子』「逍遙遊」“惠子謂莊子曰 吾有大樹 人謂之樗 其大本擁腫而不中繩墨 其小枝卷曲而不中
規矩 立之塗 匠者不顧 今子之言 大而無用 衆所同去也 莊子曰 子獨不見狸猩乎 卑身而伏 以候敖
者 東西跳梁 不避高下 中於其辟 死於罔罟 今夫邰牛 其大若垂天之雲 此能爲大矣 而不能執鼠 今
子有大樹 患其无用 何不樹之於无何有之鄕 廣莫之野 彷徨乎无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 不夭斤斧
物无害者 无所可用 安所困苦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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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는 “박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물을 담는 데 쓰는 것”이란 고정관념에서 박을 보았고, 이
와 같이 나무도 “베어서 재목으로 쓴다.”라는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장자는
큰 나무가 뒤틀리고 옹이가 많아 재목으로 쓸 수 없어도 그 그늘이 주는 시원함은 쭉쭉 곧게
자란 조그만 나무가 제공하는 유용성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16)우리는 살면서 이분법적으
로 대상을 구분하고, 여기에 차별을 더한다. 문제는 구분을 고정화시키고 차별을 보태고, 가치
의 우위를 두면서 예외적인 다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다.17)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 중 하나는 대학입학 시험 준비에 따르는 과열과외 현상이
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어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를 위해서 유
리한 과목만을 시간외로 편성하는 편법운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은 요원한 문제이다. 조조학습, 정규학과학습,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이어지는 학교
교육과 만성적인 학원과열과외가 판치는 세태 속에서 청소년들은 교육의 진정한 목표에서 멀
어져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여 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어도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
은 것은 늘일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인의(仁義)
가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습니까? 저 인(仁)을 갖춘 사람들, 괴로움이 얼
마나 많겠습니까?18)

장자는 만물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어 고정되어 있는 획일적
인 교육보다는 개개인의 본성을 중시하는 개성교육으로써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유연성 있
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장자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의
획일적인 교육 현실을 예견하고 비판하고 있는 듯하다.19) 장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육
의 대상인 학생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지는 일방적 교육은 자칫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개성을 무시하기 쉽다. 한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을 본성이라 여겨 이를
계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이것을 장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억지로 함이 아니기에 인위적 행위도 아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마치 산모가 아이
를 낳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자연스레 탄생시키듯이 새로운 깨달음과 앎을 만들어 내
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不爲)인 것이다.20)
16) 오강남(1999). 앞의 책. pp55～56.
17) 김덕삼(2007). 앞의 글. p72.
18) 『莊子』「騈拇」“是故鳧脛雖短 續之則憂 鶴脛雖長 斷之則悲 故性長非所斷 性短非所續 無所去
憂也 意仁義其非人情乎 彼仁人何其多憂也.”
19) 고도홍(2004). 앞의 글. p52.
20) 김덕삼(2007). 앞의 글.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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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호랑이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호랑이에게 먹이를 산
채로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줄일 때 생기는 사나운 노기를 염려해서입니다. 또 먹
이를 통째로도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찢을 때 생기는 사나운 노기를 염려해서입니
다. 호랑이가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를 잘 알아서 그 사나운 노기를 잘 구슬리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람과 다르지만 저를 기르는 사람에게 고분고분한 것은 기르
는 사람이 호랑이의 성질을 잘 맞추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살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 성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21)

위의 예는 사나운 야수인 범도 그 성을 따라주면 유순하게 길들여 기를 수 있고, 순한 말도
그 성을 거슬리면 사나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각기 타고난 성질이 있다. 장자
의 무용지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어느 장소나 어느 순간에는 무용(無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
다.22) 장자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은 대상에 있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고 하였다. 때문에 진로교육은 상급학교 진학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탁석산(2009)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몇 번씩 바꿔야 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한 분야만 준비하거나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부
터 태도까지 전체를 생각해야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을 ‘무
용지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다.
2. 불견시비(

不見是非

) - 성견없이 바라봐야 한다.

안회가 말했습니다. “부디 ‘마음의 재’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다음엔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귀는 고작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고작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기(氣 )는 텅 비어서 무엇이든 받아들이려 기
다린다. 도(道)는
오로지 빈 곳에만 있는 것. 비움이 곧 ‘마음의 재(齋)’니라.“23)p180
21) 『莊子』「人間世」“汝不知夫養虎者乎 不敢以生物與之 爲其殺之之怒也 不敢以全物與之 爲其決
之之怒也 時其飢飽 達其怒心 虎之與人異類而媚養己者順也 故其殺之者逆也.”
22) 고도홍(2004). 앞의 글. p47.
23) 『莊子』「人間世」“回曰 敢問心齋 仲尼曰 若一志 无聽之以耳 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 而 聽之
以氣 聽止於耳 心止於符 氣也者 虛而待物者也 唯道集虛 虛者心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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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에서 중요한 사상 중 하나는 앉아서 잊어버림(坐忘)이다. 어구는 다르지만 다 같
이 우리의 분별심, 이분법적 의식, 일상적 의식, 자기 중심의식인 보통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이를 초월하는 초이분법적의식, 빈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24) 장
자는 텅 빈 상태가 되었을 때 도가 임한다고 한 것처럼 이전의 습관적 의식은 대상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키워 다른 영역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사물은 모두 ‘저것’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모두 ‘이것’아닌 것이 없다. 자기를 상
대방이 보면 ‘저것’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것만 알 뿐이다. 그러
기에 이르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는 ‘방생(方生)이라는 것이지.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됨이 있기에 안 됨이 있고,
안 됨이 있기에 됨이 있다. 옳음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옳음이 있
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일방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
는]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함(因是)
이다.
[하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
다. 성인의 ‘저것’에는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고,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
다. 그러면 ‘저것’과 ‘이것’은 따로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상대적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없어지는 경지를 일컬어 ‘도의 지도리(道樞)’
라 한다. 지도리이기에 회전의 중심에서 무한한 변화에 대응한다. 옳음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요, 그름도 무한한 변화의 하나. 그러므로 ‘무엇보다[옳고 그름을 넘어
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밝음(明)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25)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대부분의 지식은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가치를 따지고 구분하고 차
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가치는 사물의 상대적 호(好), 오(惡)를 구분한다. 그러
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지식은 고정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식 홍수의 사회 속
에서 지식의 변화는 더 빨라진다. 이러할 때 보다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26) 획
일적인 교육방식은 다양한 사고와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없다. 특히 교육자의 성견은 위험
하다. 일단 성심이 생기면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고집한다.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고 편
견에 사로잡힌다. 장자는 그 성심을 가지고 스승을 삼는다면 누가 스승이 없겠느냐고 했다.
교사가 성견을 제거하고 학생을 바라볼 때 그대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27)
24) 오강남(1999). 앞의 책. p181.
25) 『莊子』「齊物論」“物無非彼 物无非是 自彼則不見 自是則知之 故曰彼出於是 是亦因彼 彼是方
生之說也 雖然 方生方死 方死方生 方可方不可 因是因非 因非因是 是以聖人不由 而照之於天 亦
因是也 是亦彼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果且有彼是乎哉 果且无彼是乎哉 彼是莫得其
偶 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 以應无窮 是亦一无窮 非亦一无窮也 故曰莫若以明.”
26) 김덕삼(2007). 앞의 글.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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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교육은 무엇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에 있
다고 하였다. 그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켰을 때에만 참다운 앎에 도달한다고 보았다.28)
장자의 불견시비(不見是非)관은《장자》의 대화식 화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장자식 교육은 지
시와 명령이 아니라 대화식 화법을 통해 질문자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진로 교육에 있어서도 이 같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
다. 진로교육은 단지 직업의 유용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과 세계를 통찰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Ⅳ《 》
.

장자

의 이상적 인간형과 진로 설계

1. 마음을 닦는 자 - 지인(

至人

)

이름에 매이지 않고.
꾀의 창고 되지 말고,
쓸데없는 일 떠맡지 말고,
앎의 주인 되지 마십시오.
무궁한 도를 체득하고 없음의 경지에 노니십시오. 하늘에서 받은 바를 완전히
하고, 터득한 것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역시 비움뿐입니다. 지인(至人)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아 일부러 보내지도 않고 일부러 맞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응
할 뿐 갈무리해 두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이기고 상함을 받지 않습
니다.29)

지인(至人)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 거울은 앞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비출 뿐,
밉다고 쫓아 보내고 예쁘다고 받아들이는 짓을 하지 않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근본을 체득
하고, 없음의 경지, 비움의 경지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행동을 하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거울처럼 한다는 뜻이라고 충고하고 있다.30)장자는 지인이야말로 수양(修養)의 최고
의 결과로서 그의 이상적 인간관을 보여주는데, 지인이란 인간의 본래의 본성을 회복하여 도
27) 임수무(1997).《장자의 功夫論》.동서문화. 제29집. p319.
28) 전숙경(2009). 《『장자』「내편」을 통해 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적 이해》.교육의 이론과
실천.제14권 2호. p91.
29)『莊子』「應帝王」“無爲名尸 无爲謀府 无爲事任 无爲知主 體盡无窮 而遊无朕 盡其所受乎天 而
无見得 亦虛而已 至人之用心若鏡 不將不迎 應而不藏 故能勝物而不傷.”
30) 앞의 책.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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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와 화합하고 만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수양이란 현실적 존재자인 인
간이 본래적인 자연 혹은 만물을 포괄하는 이치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
미한다.31)
현대 사회는 ‘시장적 성격’을 선호한다. 시장적 성격의 최고 목표는 이른바 ‘인품 시장’의 그
어떤 조건하에서도 탐하는 인품이 되려고 전인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자신이 고집할 수 있는 하나의 자아, 그에게 속해 있는 불변의 자아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
32)대변동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구조에 따
라 시시각각 목표를 선회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청소년들에게 자아성숙의 시간을 빼앗는 거
와 다름없다. 장자는 청소년에게 지인을 소개함으로써 사물의 이기심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는 먼저 마음을 거울처럼 하여 마음을 닦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 비교하지 않는 자 - 신인(

神人

)

견오(肩吾)가 연숙(連叔말)에게 말했습니다. “접여(接與)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터무니없이 큰소리를 치면서 일사천리로 나아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 하는 말이 실로 놀랍고 두렵더군요. 마치 은하수처럼 끝이 없더이다. 엉터리로
과장하고 겉돌아 사람들의 일상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이었소.”
연숙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기에?”
“멀리 고야산에 신인(神人)이 살았는데 그 살갗이 얼음이나 눈같고, 처녀처럼 부
드럽다고 했소.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마시고 이슬을 마시면서 살고, 구름
을 타고, 나는 용을 몰아, 사해 밖을 노닌다는 것이었소. 정신을 응집하면 병해를
막고, 매년 곡식도 잘 익게 한다는 이야기였소. 도무지 미친 사람의 말 같아서 하
나도 못 믿겠더구려.”
연숙이 말했습니다. “그렇군. 눈먼 사람은 아름다운 장식을 볼 수 없고, 귀먹
은 사람은 종이나 북소리를 들을 수 없지. 몸만 눈멀고 귀먹었겠소, 지각도 그랬겠
지. 이것이 바로 그대의 일이구려. 신인은 그의 덕으로 온갖 것과 어울려 하나가
된 것이오. 세상이 모두 평화를 바라는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노심초사하며 애쓸
필요가 있겠소? 아무것도 이 신인을 해칠 수 없지. 홍수가 나서 하늘에 닿아도 빠
져 죽지 않고, 가뭄이 들어 쇠붙이와 돌이 녹고 땅과 산이 불에 타도 데지 않으니
까. 이 신인은 제 몸의 먼지와 때, 조의 쭉정이와 겨를 가지고도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일에 몰두하겠소.”33)

31) 고도홍(2004). 앞의 글. pp22-33.
32) 에리히 프롬(1976).『소유냐 존재냐』.까치.p200
33) 『莊子』「逍遙遊」“肩吾問於連叔曰 吾聞言於接輿 大而無當 往而不返 吾驚怖其言 猶河漢而無
極也 大有逕庭 不近人情焉 連叔曰 其言謂何哉 曰 邈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氷雪 綽約若處
子 不食五穀 吸風飮露 乘雲氣 御飛龍 而遊乎四海之外 其神凝 使物不疵癩而年穀熟 吾以是狂而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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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오는 연숙에게 신인 이야기는 너무 허황되어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연숙은 견
오에게 신인을 알아볼 수 없는 세속적 인간들의 우둔함을 나무란다. 여기서 신인이 세상사에
몰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기적으로 몸을 도사리는 것이 아니다. 신인은 ‘온갖 것과
하나가 된’상태로 만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물처럼 흐르듯 살기 때문이다. 34) 또한 신인은
노심초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함으
로써 오는 감정일 때가 많다. 비교의 결과는 우열에 의한 서열화를 불러 온다. 결국 이기심만
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매커니즘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때 청소년들이 세속적 가치에 일
갈하고 일소하는 초연함을 보여준다면 신인처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남백자기(南伯子綦)가 상구(商丘)에 놀러 갔다가 엄첨나게 큰 나무를 보았는데,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 천 대를 매어 두어도 나무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
였습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이 어찌된 나무인가? 반드시 특별한 재목이겠군.” 그
러나 위로 가지를 올려다보니 모두 꾸불꾸불하여 마룻대나 들보 감도 아니었고, 아
래로 큰 둥치를 보니 속이 뚫리고 갈라져 널 감도 아니었습니다. 잎을 핥으면 입이
부르터 상처가 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사흘 동안 취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것은 과연 재목이 못 될 나무로구나. 그러니 이렇게 크게 자랐지. 아, 신인(神人)도
이처럼 재목감이 못 되는 것을.”35)

여기서 신인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유용성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가장 쓸모없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깨달은 이의 눈으로 볼 때, 더할 수 없이 큰 쓸모를 지닌 사람이다. 무위
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하고, 쓸모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
니라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우주의 자연 법칙에 자신을 맡기고 저절로 만물이 내재해 있
는 자발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다. 36) 홍세화(2009)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지배세력
이 주입한,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에 사로잡혀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사회의 유용
과 무용에 얽매이지 말고 ‘내 생각은 어떻게 내 것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지배세력의 논리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신인이 재목감이 못 되었다는 것은 애석할 일이 아니다. 신인은 비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당
信也 連叔曰 然 瞽者无以與文章之觀 聾者无以與乎鐘鼓之聲 豈唯形骸有聾盲哉 夫知亦有之 是其
言也 猶時女也 之人也 之德也 將旁礡萬物以爲一 世蘄乎亂 孰弊弊焉以天下爲事 之人也 物莫之傷
大浸稽天而不溺 大旱金石流 土山焦而不熱 是其塵垢粃糠 將猶陶鑄堯舜者也孰肯分分然以物爲事.”
34) 오강남(1999). 앞의 책. p48.
35)『莊子』「逍遙遊」“肩南伯子綦遊乎商之丘 見大木焉 有異結駟千乘 將隱笓其所藾 子綦曰 此何木
也哉 此必有異材夫仰而視其細枝 則拳曲而不可以爲棟樑 俯而視其大根 則軸解而不可以爲棺槨 吱
其葉 則口爛而爲傷 嗅之則使人狂酲 三日而不已 子綦曰 此果不材之木也 以至於此其大也 嗟乎神
人 以此不材.”
36) 고도홍(2004). 앞의 글.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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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3. 포용하는 자 - 성인(

聖人

)

구작자가 장오자에게 물었다. ‘내가 큰 스승께 들었네만, 성인은 세상일에 종사
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해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을 즐거
워하지 않고, 도(道)을 일부러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말없이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말하지 않고, 티끌 세상 밖에서 노닌다는 군’.
(중략)
해와 달과 어깨동무,
우주를 끼어 차고,
모두와 하나 된다.
모든 것 혼잡한 대로 그냥 두고,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무관하다.
사람들 빠릇빠릇,
성인(聖人)은 어리숙.
만년 세월 온갖 일.
오로지 완벽의 순박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모두 그러함 그대로.
그리하여 서로가 감싸 안는다.37)

성인(聖人)은 지인(至人)이나 신인(神人)과 다르지 않다. 성인은 어수룩하고 우둔하고 멍청
한 듯 지내는 것 같지만, 우주의 본래의 모습을 완벽히 지켜내고 있다. 석가모니는 자아를 거
부하였다. 초기불교의 무아설에 근거하면 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일들이 모여서 이룬 종합체
이므로 현상은 가변적일뿐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근본적 자아를 거부하면서 연기(緣起)로
인간과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는 만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해석해
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성인의 우두함은 만물의 존재에 경이를 표하는 데서 오는 겸손의 상
징이다.
진로 교육의 테이블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겪는 갈등은 각자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다. 그리 하여 갈등과 반목이 대화의 결과물인 듯 테이블
을 박차고 나간다. 포용력은 존재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감에서 비롯된다고 성인을 통해 배웠
37)『莊子』「齊物論」“瞿鵲子問乎長梧子曰 吾聞諸夫子 聖人不從事於務 不就利 不違害 不喜求 不
緣道 无謂有謂 有謂无謂,而遊乎塵垢之外 夫子以爲孟浪之言 而我以爲妙道之行也(중략)奚旁日月
挾宇宙 爲其脗合 置其滑混 以隸相尊 衆人役役 聖人愚芚 參萬歲而一成純 萬物盡然而以是相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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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대화가 곧 포용력이다. 포용력은 혼잡함마저 수용하는 태도다. 대
화의 지속은 수용의 훈련이며 상대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보내는 배움터이다.
4. 의연한 자 - 진인(

眞人

)

진인이 있어야 참된 앎이 있습니다. 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의 진인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고, 일이 잘되어도 자만하지 않
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
고, 불에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앎이 높이 올라 도(道)
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38)
옛날의 진인(진인)은
그 모습 우뚝하나 무너지는 일이 없고,
뭔가 모자라는 듯 하나 받는 일이 없고,
한가로이 홀로 서 있으나 고집스럽지 않고,
넓게 비어 있으나 겉치레가 없었습니다.
엷은 웃음 기쁜 듯하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뿐,
빛나느니 그 얼굴빛.
한가로이 덕에 머물고,
넓으니 큰 듯하고
초연하였으니 얽매임이 없고,
깊으니 입 다물기 좋아하는 것 같고,
멍하니 할 말을 잊은 듯합니다.39)

진인은 우선 참된 지를 깨달은 사람이다. 장자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라는 것은 온갖 변
화와 혼란을 다 겪어내고 고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고요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
다.40) 진인은《논어》에서 말하는 군자와 다르지 않다. 공자는 ‘君子和而不同 小人同而不和’라
38) 『莊子』「大宗師」“且有眞人而後有眞知 何謂眞人 古之眞人 不逆寡不雄成 不謨士 若然者 過而
弗悔 當而不自得也若然者 登高不慄入水不濡 入火不熱 是知之能登假於道者也若此.”
39)『莊子』「大宗師」“古之眞人 其狀義而不明 若不足而不承 與乎其䉉而不堅也 張乎其虛而不華也
邴邴乎其似喜也 崔乎其不得已也 滀乎進我色也 與乎止我德也 厲乎其似世也 謷乎其未可制也 連乎
其似好閉也 忟乎忘其言也.”
40) 고도홍(2004). 앞의 글.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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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군자는 화목하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며 소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
하다.”라는 뜻이다. 진인은 자신에게 내재한 힘을 통해 모든 만물과 소통할 수 있기에 부화뇌
동하지 않는다. 진인은 모든 변화를 겪은 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진인
은 궁극적으로 온갖 대립과 생사를 초월한 의연한 사람이다.
~

Ⅴ《 》
.

장자

을 통해 본 청소년의 자아실현 방법

1. 변화와 초월 - 소요유(

逍遙遊

)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鯤)이라 하였습니
다. 그 크기가 몇 천 리 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
데, 이름을 붕(鵬)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 리 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 못(天池)’이라 하였습니다.41)

장자를 대자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장자》의 제1편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다.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노닐다’라는 제목이 보여 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는 우리가 추
구하는 자아실현의 이상임에 틀림이 없다. 위의《장자》의 제 1편에 나오는 곤의 이야기는 다
음과 같다.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등장한다. 그 물고기가 새가 되어 구만 리
나 되는 하늘 못으로 올랐다.
여기서 붕새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을, 그리고 그 거침없는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혁을 이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한다. 《장자》의 첫머리는 이처
럼 인간이 생래적으로 지닌 실존적 한계를 초월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42)이
얼마나 짜릿한 도전인가? 붕새는 사실 조그만 알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들이 깨뜨려야 할 것
은 ‘알’이다. 헤르만 헷세는 《데미안》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청소년들이 깨뜨려야 할 세계는 자신에 대한
몰이해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의 세계’를 빠져나왔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각
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배짱이 있었기 때문이다.
41) 『莊子』「逍遙遊」“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
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42) 오강남(1999).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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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와 새끼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함께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껏 날아
보아야 겨우 느릅나무나 다목나무에 이를 뿐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못 미쳐 땅
에 내려앉고 마는데, 구만리를 날아 남쪽으로 간다니.”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세 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지낼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미나 새끼 비둘기
같은 미물이 어찌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는 것(小知)으로 많이 아는 것
(大知)을 헤아릴 수 없고, 짧은 삶(小年)으로 긴 삶(大年)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43)

여기서 매미와 새끼 비둘기는 자신의 조건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다.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이라는 주인공 갈매기를 비웃던 다른 갈매기들의 모습과 같
다. 일상에 길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는 태도는 우리가 학습해온 진로교육의 한
계이기도 하다.
북해약(北海若)이 대답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
지요.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오. 여름 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오.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道)를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오. 지금 당신은 좁은 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
고 비로소 당신이 미미함을 알게 되었소. 이제 당신에게 큰 이(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구려.”44)

한 부분만 알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지식인을 일컬어 '일곡지
사(一曲之士)‘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와 환경 그리고 배움의 틀에 갇혀 편협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 국한성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보고 들어 아는 세계만이 존재한
다고 고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생각의 좌표는 교육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청
소년들은 마음의 반란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현재 이 세계에서 표현되
는 그런 자유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차원적인 수양이다.45)
마침내 청소년들도 붕(鵬)처럼 자유를 누려야 하겠지만, 당장은 매미나 새끼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안일한 생각에 길들어지는 순간 도전은 거추장스럽다. 어쩌
면 편견과 선입견은 불안감과 초조감에 대한 방어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신성한 권리인 반항
43) 『莊子』「逍遙遊」“蜩與學鳩笑之曰 我決起而飛 槍楡枋而止 時則不至而控於地而已矣 奚以之九
萬里而南爲 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 之二蟲又何知 小
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
44)『莊子』「秋水」“北海若曰 井䵷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夏蟲不可以語於氷者 篤於時也 曲士不
可以語於道者 束於敎也 今爾出於崖涘 觀於大海 乃知爾醜 爾將可與語大理矣.”
45) 임수무(1997). 앞의 글.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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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항에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 곤(鯤)의 저항은 곧 붕(鵬)을 탄생케 했다.

齊物論

2. 똘레랑스46) - 제물론(

)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
다면, 자네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른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옳고 자네는 정말 그른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른 것인가?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른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가 없으니 딴 사람들은 더욱 깜깜할 뿐이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를 판단하면 좋을까?47)
우리는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혹시나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논외의 대상이 되면 마치 자신이 심한 모욕을 당한 것
처럼 몹시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연유는 논쟁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를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생겨난 자연스런 감
정일 것이다. 장자는 이러한 현상과 문화가 생겨난 것은 자기를 본위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해 온 자가당착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논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정답이 있다면 구지 논쟁 할 필
요가 있을까?
홍세화(1995)는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자신에게 귀중한 것이라면 남의 그것들
도 그에게는 똑같이 귀중한 것이며, 자신의 그것들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남의 그
것들도 존중하라고 한다. 똘레랑스 입장에서 보면 장자의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
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른 것인가?”는 바로 자
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음을 용인하는 태도와 타인이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설결(齧缺,이빨 없는 아이)이 스승 왕예(王倪, 왕의 후예)에게 물었다. ‘스승께서
는 누구나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스승께서는, 스승께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46) 프랑스 말 사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
적·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말함.
47) 『莊子』「齊物論」“旣使我與若辯矣 若勝我 我不若勝 若果是也 我果非也邪 我勝若 若不吾勝
我果是也 而果非也邪 其或是也 其或非也邪 其俱是也 其俱非也邪 我與若不能相知也 則人固受黵
闇 吾誰使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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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물이란 알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말이나 좀 해보세. 도대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장담]할 수 있겠는
가?48)

스승과 제자가 ‘앎과 모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의 대화의 결론은 ‘내가 안다고 생
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이다. 논자는 이들이 대화를 통해 도달한 결론보다 진리에 다가가는 태도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결국 이들은 대화를 통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대
상에 대한 ‘똘레랑스’이고 무엇이겠는가. 볼테르의 말처럼 “우리들의 부싯돌은 부딪혀야 빛이
난다.” 서로 다른 견해가 표현되어 부딪칠 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견
해를, 다르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내 견해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옳지 못한
행위다.49)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의 구분을 절대시하고 우리의 판단과 그 기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런 분별적인 사유로는 문제의 근원을 들어다 볼 수 없다. 장자의 ‘불견시비(不見是非)’.
무용지용(無用之用)‘은 상대에 대한 관용이며 존중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따돌림과 폭력 행위는 교조적이며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가치가 내면화 되어 나타난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대립과 모순에 휘
말리지 않고 상호 대립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끊임
없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3. 노력과 성실 - 포정해우(

庖丁解牛

)

포정(庖丁)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혜군(文惠君)을 위하여 소를 잡았습니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소리는 설컹
설컹. 칼쓰는 대로 설뚝설뚝. 완벽한 음률. 무곡(舞曲) [뽕나무 숲]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악장(樂章)[다스리는 우두머리]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혜군이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도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까?”
요리사가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귀히 여기는 것은 도(道)입니다.
48) 『莊子』「齊物論」“齧缺問乎王倪曰 子知物之所同是乎 曰 吾惡乎知之 子知子之所不知邪 曰 吾
惡乎知之 然則物无知邪 曰 吾惡乎知之 雖然嘗試言之 庸詎知吾所謂知之非不知邪 庸詎知吾所謂不
知之非知邪.”
49) 홍세화(2009).《생각의 좌표》. 한겨레출판.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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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
었습니다. 삼 년이 지나자 통째인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神 )으
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 기관은 쉬고, 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
다.”50)

포정이 소 각뜨는 솜씨가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절묘했다. 소위 ‘명인
(名人)’의경지이다. 포정의 칼 다루는 솜씨에 놀란 문혜군은 그 경지에 오른 비법에 대해 묻는
다. 이에 그는 처음에는 소가 보였으나 얼마 후에는 소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칼을 마음대
로 놀릴 수 있는 경지, 즉 그에 말을 빌리면 기술을 넘어선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가 조화(造
化)를 부리듯 소를 다룰 수 있었던 데는 대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장자》에서
포정은 19동안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다고 한다. 19동안 칼날이 무뎌지지 않고 막 숫돌에 갈
려 나온 것 같은 것은 칼날의 노님에 그냥 자신을 맡겼을 뿐이라고 말한다.
포정의 비법은 무엇인가? 소를 다루는데 소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상과 자신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노력과 성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에서 알 수 있듯이 남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웃었지만 우공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본연의 투지와 소신으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는 우리가 포정의 신기에 가까운
칼 놀림에 감탄하기 전에 그의 피땀 어린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경(梓慶)이라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 거(鐻)를 만드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귀신같은 솜씨에 놀랐습니다. 노나라 임금이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기
술로 이렇게 만드는가?”
재경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수일 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거를 만들 때 기(氣)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반드시 재계(齋戒=금식)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사흘을 재계하고 나면, 축하
나 상을 받고 벼슬이나 녹을 타는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닷새를 재계하고 나면
비난이나 칭찬, 잘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이레를 재계
하고 나면 문득 제게 사지(四肢)나 몸뚱이가 있다는 사실마저 잊습니다. 이 때가
되면 이미 공무니 조정이니 하는 생각도 없어져, 오로지 기술에만 전념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 후 산의 숲에 들어가 나무
의 본래 성질을 살펴 모양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
기서 완성된 거(鐻)를 보게 된 후야 비로소 손을 대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50)『莊子』「養生主」“庖丁爲文惠君解牛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履 膝之所踦 砉然嚮然 奏刀砉
然 莫不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文惠君曰 譆 善哉 技蓋至此乎 庖丁釋刀對曰 臣之所好
者道也 進乎技矣 始臣之解牛之時 所見无非全牛者 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 方今之時 臣以神遇而
不以目視 官知之而神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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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하늘과 하늘이 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것들이 귀신같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51)

여기 또 한 명의 장인이 나온다. 노나라 임금을 감동시킨 재경의 비법은 무엇인가? 그는 일
체의 외부적인 일을 잊어버리고 재계하는데 힘쓰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하였다. 그에게 축하나
상이나 칭찬은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란다. 그가 만드는 거(鐻)는 나무의 본
래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좌망(坐忘)하였으므로 ‘귀
신’같은 솜씨로 거(鐻)를 만들 수 있었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가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였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르트르가 ‘타인의 시선은 곧 지
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의식해야 할 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성실과 노력은 외부
에 쏠려 있는 시선을 내부로 불려 들이는데 기여한다. 몰입은 이렇게 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몰입은 대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끈다.

Ⅵ

. 결론

지금까지 《장자》텍스트를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교육을 살펴보았다. 《장자》의 주제를
요약하면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이다. 장자의 무위자연은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진로교육이 진학지도와 직업교육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아를 찾는
것만이 자아실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육자의 진로관에 대한 반성과 피교육자
의 진로인식에 대한 철학적 토대가 요구된다.
먼저 무용지용과 불견시비는 교육자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
자의 시선이 사람에 대한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로 무장될 때만이 청소년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 피교육자인 청소년도 선입견을 깨뜨려 좀 더 열려 있는 자
세로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 장자가 이상적 인간형으로 제시한 지인, 신인, 성인, 진인의 삶은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존재론적 변환을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요유는 ‘붕새의 비상’을 통해 변화
와 초월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편안함에 길들어지는 자신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제물론은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
51)『莊子』「達生」“梓慶削木爲鐻 鐻成 見者驚猶鬼神 魯侯見而問焉曰 子何術以爲焉對曰 臣工人
何術之有 雖然 有一焉 臣將爲鐻 未嘗敢以耗氣也 必齊以靜心 齊三日 而不敢懷慶賞爵祿 齊五日
不敢懷非譽巧拙 齊七 日輒然忘吾有四枝形體也 當是時也 无公朝 其巧專而而滑消 然後入山林 觀
天性 形軀至矣 然後成見鐻 然後加手焉 不然則已 則以天合天 器之所以疑神者 其由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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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비롯된다는 이른바 ‘똘레랑스’와 일맥상통하다. 포정해우는 결국 청소년들의 미래는 우
직한 성품에서 오는 성실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우언(寓言)이다.
청소년 시기를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심리적 이유기’라고 부른다.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방황하게 되고 때론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과 진
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교육의 목적
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
해 성적에 맞춰 진학설계를 한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업만을 목표로 하며 그 밖의 세상일
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장자가 살았던 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들은 저마다 부국강병을 위해 불철주야했다. 그때는
합리성과 실용성으로 사물을 평가했기 때문에 쓸모와 쓸모없음을 철저히 가려냈고, 무용한 것
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혹자는 춘주전국시대를 이기심과 위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이라고 평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국제적 경쟁체제 하에 자원과 자본을 차지
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다. 경쟁은 시장의 미덕이 되었고, 물질 중심가치관은 인간중심
가치관 우위를 차지하고서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분류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학생들은 성적으로 분류되고, 진학 학교로 분류되고 심지어 직업
으로 인격을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에서 과언 《장자》의 텍스트가 어떤 해법을 내
놓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답은 간단했다. 춘추전국시대에 장자의 무위사상이
등장한 것은 또 그 시대만큼 탈속박의 열망이 강했던 때도 없었다는 반증이다. 이는 성공 이
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장자의 사상이 진로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장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장자》의 철학적 담론과 교육학적 담
론을 수용하면서 이를 청소년 진로교육의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다. 따라서
철학계와 교육계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참신한
《장자》의 해석을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글이다. 그러나 그간 《장자》에 대한 논문들이 인
간과 자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었다면 본 논문은 청소년의 진로교육이라는 구체적인 논제에
대한 해법으로《장자》를 읽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끝으로 앞으로《장자》를 위시한 동양고
전들이 한 개인이 맞닥뜨리게 될 현실적인 문제에 다양한 해법을 제공하는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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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 Career Education Through the

《

Zhuangzi

莊子》

Park, Hye-kyung(hanuri Professional instructors)
The Warring States Period Zhuangzi lived in the economic prosperity but was in
a state of confusion with social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the gulf between the
classes and the difference in values.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social contradictions
of our modern society. Material core values and success-oriented values have caused
the loss of humanity and human alienation. Especially in the public education, which
had the essence of the whole-rounded education, degenerated for the purpose of
college entrance exams.
An Adolescent Period is the time to prepare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and
searching the direction for future career. Career oriented education plays a vital role
in assisting adolescents to plan for their careers. This research has suggested
Zhuangzi(莊子) as an alternative education for their careers against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education.
First, this research suggested Muyongzhiyong(無用之用) and Bulgyeonsibi(不譴是
非) in the reflection on educators' viewpoint of their careers. Also at
educatee's(adolescents) viewpoint for their careers, the research makes them ponder
upon their lives more widely. In addition, I have looked over that Free Jumps(逍遥
游), Equality(齐物论), and Pojeonghaewoo(庖丁解牛) should follow for the sake of
adolescents' self-realization.
[Key Words] Career Education, Muyongzhiyong(無用之用), Bulgyeonsibi(不譴是非),
Who achieved(至人), Spiritual man(神人), Holy man(聖人) ,One truth(眞人), Free
Jumps(逍遥游), Equality(齐物论), Pojeonghaewoo(庖丁解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