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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을 통해 본 전통예절 교육의 방향

오 석 종 (서울특별시교육청)

《요 약》

오늘날 청소년들이 전통예절은 케케묵고 의미 없는 번잡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식하지 않
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형식이 오늘날에도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하고 영원한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
다.

소학은 전 부분에 걸쳐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기본생활 예절과 ‘어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를 존중하는’ 인륜의 도를 실천하도
록 하여, ‘바른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고 길러서, 궁극적으로 본성을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도
록 하는 것을 예절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소학』 예절교육의 내용으로서 오륜
은, 궁극적인 실재인 ‘天’으로부터 연역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 ‘인간관계’ 규범이다. 이러
한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 五倫에 담겨 있는 근본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섬김’과 ‘공
경’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소학의 예절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담겨 있는 근
본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청소년
전통예절 교육의 방향 정립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소학, 덕, 덕교육, 천, 오륜, 위기지학, 전통예절

Ⅰ. 서 론
해마다 우리의 전통 명절 때가 되면 전국의 도로에 정차하다시피 꼬리를 물고 서있
는 귀성 행렬이 되풀이 된다. 필자는 최근까지도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고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태어나서 얼굴 한 번 뵙지도 못한 조상을 위
해서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
었다.
청소년기에 있는 두 자식에게 명절 때에는 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가라는 질문을 가끔 던져본다. 대답은 우리의 당연한 전통이니까, 나를 낳아주고 있게
한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 나의 근본인 조상에 대한 효의 실천 등으로 도덕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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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그저 나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해 왔던 전통예절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케케묵고 의미 없는 번잡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식되기가 쉽다. 또 교
육이 되었다 하더라도 왠지 자신의 시대와 자연스럽지 않는 부조화감을 근본적으로 떨
쳐버릴 수 없다. 전통예절이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고 훌륭한 예절로 인식되게
하는 데는 어떤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한가? 자연스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예절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고 왜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전통예절 교육이 자칫 전통 예절의 단순 반복
이나 복고적 보존에서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
신과 형식이 오늘날에도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가
치가 붙박혀 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본격적인 예학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전통예절 교육
의 고전적 텍스트1)의 하나인 小學의 예절교육적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오
늘날 이것에 바탕을 두고 행해질 수 있는 전통예절교육의 방향 정립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인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학에서 전통예절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전통예절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어떤 관련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소학에서 전통예절 교육내용의 대강을 이루고 있는 오륜(五倫)은 그 근본정
신이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의 형성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셋째, 이상에서 밝혀진 소학의 전통예절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현대 사회의 전통예절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에 나갈 수 있는 것인가?

Ⅱ. 『소학』의 전통예절 교육 목표
소학은 본래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와 그의 문인들이 편찬한 주자학의 기본서이다.
소학의 편찬 의도는 당시 훈고(訓詰)나 사장(詞章) 위주의 학문 풍토의 문제와 폐단
을 극복하기 위하여, 옛날 상고시대의 예악사어서수(禮樂射御書數)와 효제충신(孝悌忠
信)의 일로서 가르쳤던 소학의 전통을 되살려서 오늘날 기본생활 예절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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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절’과 기본생활 도덕이
라 할 수 있는 ‘효도 공경 충성 신의의 윤리’를 먼저 행동실천을 중시해서 가르치고자
하는데 있었다.
다만 소학은 이 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방법과 다른 학습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즉, 우선 기초생활예절에 있어서 동작이 어긋남이 없도록 습관화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나서, 경전에 나오는 성현의 글을 외우고 읽으며, 읊고 노래하며 춤추고 뛰
어서 몸에 체득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소학｝
<소학제사>).
이러한 소학교육을 보면,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
절’과 ‘효도 공경 충성 신의’의 윤리를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실천을 통하여 습관화하도
록 하는 것이 그 요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학」을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전통예
절 교육의 목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소학의 <입교(立敎)>편에는 본성(性)을 온전한 덕으로 소유한 성인과 같은 유덕자
(有德者)가 되어야 한다는 교육 목표가 언급되어 있다. 소학이 채택하고 있는 성리학
적 인성론의 논리에 의하면, 사욕(私慾)과 인욕(人慾)에 의해서 제약 당하거나 억제되어
버리기 쉬운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은, ‘본성의 덕을 온전히 실현한
유덕자’인 성인이 밝혀 놓은 도내지 인륜을 따르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륜을
밝혀 따르는 것은 오상(五常)을 구현하는 일이요, 오상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
성에 이르는 길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인이 밝힌 인륜을 따른다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나 모방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주자는 인륜을 밝히고 따르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는 소학,대학단
계의 공부를 거치되, 소학｝단계에서는 효제충신의 일을 익히고, 대학｝단계에서는 
소학에서 익히는 일의 이치를 밝히는 공부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소학, 
대학의 목표는 하나일 뿐이다( 소학｝<소학집주 총론>).”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
기서 소학의 목표는, 공부의 경지와 수준은 달라도 결국 대학에서 지향하는 목표인
‘하늘의 밝은 덕(明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至善)에 그치는 것’(대
학｝<대학장구>)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리하여 소학의 <입교>
첫 장은 소학의 덕교육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하늘이 명령해 준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절도에 맞게
제정(品節)한 것을 교(敎)라 한다.”하였다. 하늘의 명명(明命)을 본받고 성인의 법을 따라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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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 스승된 자로 하여금 가르칠 바를 알게 하며 제자로 하여금 배울 바를 알게 하였다.
(『소학』<입교> )

즉 이것을 덕교육적 입장에서 해석하면, 하늘이 명령한 성을 궁극적 덕으로 실현한
최고의 유덕자가 도를 내용으로 한 가르침을 본받아서 지은 이 책을 통하여 배우는 자
에게는 배울 바를 알게 하고, 스승된 자에게는 가르칠 바를 알게 하는 것이 소학의
편찬 의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학은 배우는 자가 이 소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
인이 품절해 놓은 도를 닦아서 본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
는 대학의 목표와 관련지어서 달리 말하면, 소학｝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본성을 길
러 ‘하늘의 밝은 덕’(明德)을 밝힌 성인과 같은 유덕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는
자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러한 소학｝공부의 최종점에 성인이 위치한다. 소학｝교
육을 통해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상은 바로 성인을 이상적인 덕의 모델로 지향하는
‘성인의 학(聖學)’,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학을 하는 자는 다른 말로
‘자기을 위한 학문(爲己의 學)’을 통하여 덕을 함양해 나가는 사람인 것이다.

소학에서는 성정이 바른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본성을 길러 유덕자가 되는 덕교육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다고 할 만큼 사
람이 태어나기 시작하기 전인 임신의 과정부터 태교를 강조하고 있다. 즉, 임신의 초기
는 지고지선한 본성(性)의 감화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 자고, 한 번 앉고, 한
번 먹고,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이 실로 ‘청․ 탁과 미․ 오(惡)’의 관건이 되고, 지
(智)․우(愚)와 현(賢)․불초(不肖)의 근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했을 때에는 마
땅히 감화되는 바를 삼가야 해야 하는데, 선에 감화되면 선해지고, 악에 감화되면 악해
진다는 것이다(소학｝<입교> 1장 집해). 이는 그만큼 사람이 탄생 초부터 성정을 바르
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교육의 초석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주자는 사람
을 가르칠 때는 어릴 때 기르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릴 때 기르는 것
마저 늦다고 생각하여 보다 위로 소급하여 태교까지 이른 것이다.(여유당전서｝<소학
지언>)

출생 후 유아 시 교육에서도 이러한 성정을 바르게 하는 교육의 입장은 견지되어 부덕(婦
德)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아동 이후로부터는 모두 성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연령과 학문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교육 내용은 성인이 품절한 인륜이 그 위주가 되어야 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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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禮)와 악(樂)이 잠시도 몸에서 떠나지 않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소학｝<입교> 12장).

소학의 <입교>는 이러한 덕교육적 입장 속에서 ‘자기를 위한 교육’(爲己之學)을 해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성정을 함양하고, 의(義)가 정밀해지고, 인(仁)이 완숙해져 점차
유덕자인 군자나 성인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이전
에 닦여진 덕성은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같은 도덕적 정진 속에 또 다시 ‘보다 표준적
인 덕성’으로 나아가는 ‘되어감’의 작용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性-道敎의 순환과정에서, 배우는 자는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존경하되), 사랑하는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선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듯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계속적인 덕성 함양의 도정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정진은 도덕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성 함양 공부는 자신의 인격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을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천명’을 경건히 따르는 데 있으며, ‘인간의 유한한 생명 가운데서 하
나의 무한하고 원만한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을 탐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정가동,
1993: 106)
이상에서 소학｝입교론 속에 담겨 있는 예절교육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절대적 존재가치인 ‘天’으로부터 연역된 오륜의 궁행실천에 의한 ‘되어
감’(becoming)에 의하여 각자의 기질적인 장애를 극복하게 되어 본성의 덕(being)에 이
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학의 입교론에서는 결국 배우는 자들은 이러한 본
성의 덕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위기지학’하는 도덕적 정진을 하여 성인과 같은
‘덕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소학』의 이러한 덕교육적 목표는 예절교육의 내용과 방법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로의 일사불란한 전진을 유도하며 강요하는 견인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마련
이다. 이러한 『소학』의 ‘덕 있는 인간육성’ 목표에 의해서 전개될 수 있는 예절교육
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예절 교육은 기초 생활도덕의 행동실천을 통한 습관화 교육이다.

소학｝교육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배우는 자가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
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절’과 ‘효도 공경 충성 신의’의 윤리도덕을 일상생활에서
행동실천을 통해서 습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예절 교육의 행위 학습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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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통예절 교육은 인간의 선한 도덕적 감정의 배양을 중시한다.

소학에서는 중용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성은 그 처음이
선하지 않음이 없어 네 가지의 선한 실마리가 성대하게 사물의 감동하는 바에 따라 나
타난다’라하고 있다(소학｝<소학제사>). 이러한 性이 발하여 情인 四端을 이루는데, 그
것은 인간의 선한 도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과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함’은 원래 인간에게 간직되어 있는 떳떳한
천성이라 모두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지, 없는 것을 무슨 도구적인 목적을 위하여 억지
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소학｝<소학제사>). 이는 전통예절 교육에서는 결국은 ‘본
성의 바른 상태’인 상태를 체득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전통예절 교육은 궁리(窮理)를 통한 수신도 강조한다.

소학에서는 지혜를 궁리의 측면이 덜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소학｝교육의
방도가 어디까지나 일상의 기본예절과 기본생활윤리를 지식으로 배우기 이전에 그것을
행동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부의 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것은 전통예절 학습의

중심이 지식 쪽에 있다기보다는 행동실천 쪽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통예절 교육에서는 지혜를 기르는 측면에 대한 언급을 중요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이 궁리의 단계는 바로 소학에서 본격적으
로 다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고,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예절 교육은 예절 교육 자체로만 끝나서는 완성을 이룰 수 없고, 반
드시 이론 원리 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학」 교육을 통해서 살펴본 전통예절 교육은 결국, 소위 덕을 기르기
위한 일관된 과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예절 교육의 주된 내용인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절과 효도 공경 충성 신의의 道
를 실천하도록 하여서, 마음에 ‘성의 바른 상태’를 보존하고, 궁리를 통한 수신을 계속
하여 덕업을 높이고 넓혀서 본성을 회복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를 행하여 마음에 그 도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하는 되
어감의 과정을 통하여, 최고선인 天을 지향하도록 하는’ 덕을 기르는 과정과 같다는 말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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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학』전통예절 교육의 내용과 정신
소학을 통해 본 전통예절 교육은 일반 교육론적 시각에서 그 목표와 내용을 들여
다보는 것보다는 덕교육론적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전통예절 교육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전통윤리 교육에서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오륜은 ‘인습적인 폐습이나 형핵화
된 예절이나 규범’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성리학적 교육 목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
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는 본성을 다한 사람인 성인의 덕을 기르게 되는 정신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전통예절 교육의 중요 내용 중의 하나인 오륜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 현격
히 달라진 시공간적 배경 하에서 그 외양과 표현의 이면에서 살아 숨쉬는 근본정신을
다음과 같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부자윤리(父子倫理)와 가정생활 예절

효도란 仁의 본성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부모에 의해서
명령되고 강제된 규범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써 그의 양심의 명령 속에서 스스로 선택
하며 결단하는 삶의 길인 것이다. 효도의 특징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이 주종관계를 이
루고 있는 절대적 관계의 윤리인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효도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
하게 해 주는 강력한 기틀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를 섬김에 있
어서 도리에 어긋난 일은 효도가 될 수 없다. ‘몸을 닦고 도를 행하는 것(立身行道)’를
효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부모의 잘못에 대하여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간
언하는 것, 부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상의 처사에 있어서 불의․무도함을 불효라
한 것 등은 모두 효도에는 이치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전통예절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자의 윤리 규범들은 오늘날 부모와 나의 존재됨
의 의식이 부모와 달라진 상황에서 상하윤리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존재한
다. 그러나 근본유가 정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완전히 주종적인 의미만 담겨 있지 않
음을 이해할 수 있다.
부자의 윤리에서 먼저 자식의 윤리가 언급된다. 이는 자식의 지극한 윤리가 확립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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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성장한 사람이 나중에 부모의 윤리를 다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
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려서부터 ‘인을 행하는 일(行仁)’을 하는 근
본인 효의 덕이 닦여져야 나머지 윤리도 근본이 바로 선다는 유가 교육의 근본배양의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효는 덕행의 근본이고, 교화가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라
하였다(효경｝
1장).
유가에서는 사람의 본성(性)은 인의예지(仁義禮智)이다. 이것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지
고 있는 불변하는 도리인 것이다. 즉 인의예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는 이
법’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의예지는 모두 마음의 덕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인만이
본심의 온전한 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유가의 형이상학에서 인은 모든 것을 화육을
도와서 다른 덕들이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이란 덕은 사랑을 주
로 하는데, 이 사랑에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즉 효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
로 효가 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아울러서 이 인은 모든 덕의 근본
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효를 하는 것은 모든 덕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
이다. 이것을 性에서부터 논리적 관계를 연역해 보면 ‘性(=仁義禮智) = 人心의 德 ←(가
장 지극한 德으로서) 仁 ←(仁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孝’라는 논리 도식으로 표
현할 수 있겠다. 반대 순으로 효에서부터 미루어 귀납해 올라가 보면, 효를 지극히 하
는 것은 인을 하는 것이 되고, 인을 지극히 하는 것은 性이 된다. 따라서 효를 지극히
하는 것은 바로 성을 보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효를 하는 것은 곧바로
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또한 이 性의 이치를 마음속에 얻는 것이 덕이기 때문에, 이 효
를 옳은 이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바로 덕을 닦는 것이 되는 것이다. 효의 옳은 이치
는 성현들이 제정해 놓은 도덕 규범 속에 담겨있다. 따라서 성현들이 남겨 놓은 효도의
규범을 이치에 맞게 따르는 것이 바로 덕을 닦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전통예절 교육에서 孝의 시작은 부모에 대한 ‘섬김’의 정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섬김’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善으로서 전제된다.
孝는 부모를 섬김에서 시작되고, 임금을 섬김에서 중간이 되고, 몸을 세움에서 마친다(소학

｝<명륜> 34장).

이러한 섬김의 정신은 미루어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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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이 그러한 덕을 극진히 가지고 있으면 덕교육이 세상에 시행되어서 모든 사
람의 본보기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인륜의 시작은 효의 섬김의 정신을
미루어 나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효의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맺는 것인가?
섬김의 시작은 자신의 신체발부를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있다. 즉
부모님께서 온전히 나아주셨으니, 나의 신체는 부모의 분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가 나의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의미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전통예절 교육에서 자식의 도리를 지시하는 여러 규범들 속에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섬김의 정신이 항상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는 지극
하다 못해 지나치다할 정도의 부모 섬김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內則에 말하기를 “(결혼한) 자식(며느리도 포함)이 부모를 섬기되 새벽에 닭이 울거든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 행전을 매고 신을 신고 끈을 맨다. 부모(시부모)가 계
신 곳에 나아가되 계신 곳에 이르러 氣를 내리고 소리를 화하게 하여 옷의 따뜻함과 추움을
여쭈며, ……세숫물을 올릴 적에 나이가 아래인 젊은 자는 대야를 받들고 長者는 물을 받들어
물을 부어 세수하시기를 청하고, 세수를 마치면 수건을 드린다. 잡수시고 싶어 하는 것을 여쭈
어 공손히 올리되 얼굴빛을 온순하게 하여 받들어서 부모(시부모)가 반드시 맛보신 뒤에 물러
나온다(소학｝<명륜> 1장).

이러한 효도의 규범은 오늘날의 청소년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님이나 어른을 존중하
고 응대하고 있는 행동에 비하여 그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
다고 그것이 폐기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섬김의 정도가 극진한 수준으로 제
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 규범들은 오늘날 자녀가 된 자가
부모님에게 나아가고 물러나고, 응대하는 예절을 지극히 하는 정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부부(夫婦)의 윤리(倫理)와 이성간의 예절

전통예절에서 부부의 분별을 밝힌 대목, 즉 ‘부부의 분별을 밝힘’(明夫婦之別)은 꼭
부부간의 윤리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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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간의 본분과 분별의 윤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분별을 밝힘(明男女
之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유교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윤리는 乾(天․陽)과 坤(地․
陰)의 두 실재로부터 연역되어져 나온다. 원리적으로는 남성과 녀성은 하나의 사람이라
는 데서 그 분별이 연역됨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두 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음양의 기운이 교합한 것이며, 형체
(鬼)와 신령(神)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늘과 땅을 이루는 다섯 운행(五行)의 가장 빼
어난 기를 타고난 것이다. ……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덕성의 핵심을 모은
것이고, 또 하늘과 땅을 이루는 다섯 운행의 모든 단서가 결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의 다섯 가지 맛을 다 먹을 수 있으며, 다섯 가지의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으며, 다섯 가지의
색깔을 다 지니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법칙을 만들되, 반드시 하늘과 땅을
가지고 그 근본을 삼으며, 음양으로 단서를 삼는다……(예기｝<예운>).

따라서 사람은 하늘과 땅 그 자체에 내재하는 덕성의 생명력의 결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 자체가 여성성(femininity)과 남성성
(masculinity)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인간은 바로 이러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체로

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天地之德, 陰陽之交, 鬼神之會”라는 원문에 있어서 地-陰-鬼와
天-陽-神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불문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늘성과 땅성, 양성과 음성, 神性과 鬼性의 교회(交會)로 이해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해는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또 대부분의 중국고문헌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
다(김용옥, 1987: 113). 이러한 원리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남성성
과 여성성은 하나의 본성으로서 기질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애당초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가치상의 우열의식에서 나
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거기에는 존재론상 양자간 기능적 분별 속에서 성취
될 생산적 조화의 의식이 깔려 있다(김기현, “儒家의 倫理構造分析 -｢小學｣을 中心으
로,” 민족문화연구 19호: 168).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예절의 부부유별에 관련되는 윤리규범들을 특히 남녀간의 분별
륜리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타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윤리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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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을 잡고서 서로 보는 것은 공경히 하여 남녀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니, 남녀가 분별이
있은 연후에 부자가 친밀해지고, 부자가 친한 연후에, 의가 생기고, 의가 생긴 연후에 禮가 일
어나고, 예가 일어난 후에 만물이 안정되는 것이니, 분별이 없고 의가 없는 것은 금수의 도인
것이다(소학｝<명륜> 62장).

위에 인용한 전통예절 규범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부자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인
데, 남녀는 분별이 있은 연후에 부자가 친해진다는 것이다. 대개 남녀가 집안에서 분별
이 없으면, 부부의 도(道)가 상실되어, 음탕하고 편벽된 이가 많아지기 쉽다. 비록 부자
간의 친함이라도 또한 친할 수 없다. 남녀가 분별이 있은 뒤에 부자가 서로 친하는 은
혜가 있게 된다. 부자가 서로 친하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서로 친하는 의(義)가 있다.
그러므로 의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확대되어서 군신과 형제와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사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가 있으면 찬란히 문명이 있어 서로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가 생긴 뒤에 예가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예(禮)가 일어나면 귀천의
등급이 있고, 上下에 분수가 있으니, 이는 만물이 편해지는 것이다. 특히 분명한 점은
“금수는 어미가 있음만 알고 아비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명륜> 62장 (진씨주).”라는 것이다.
(소학｝
이상의 주석이 나타내고 있는 뜻을 종합하여 보면, 남녀의 분별이 왜 있어야 하는가
가 분명해진다. 즉 모든 사회질서의 기초이고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
간의 법도는 반드시 남녀의 분별에서 시작하여 부부의 분별, 부자의 분별, 군신의 분별,
장유의 분별, 친구사이의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로 보아도 남녀간의 분별은 모
든 인간관계의 질서를 성립케 하는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

3. 장유(長幼)의 윤리(倫理)와 사회생활 예절

전통예절에서는 장유(長幼)의 질서의 원형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형에 대한 공경에
서 찾고 있다. 즉 장유 윤리의 근거를 가족 윤리의 확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맹자는
“나의 어른을 어른으로 섬겨서 다른 사람의 어른에 미쳐가며,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양혜왕상> 7).”고 말하였다.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어린이에게 미쳐간다(맹자｝
그런데 유가 예절 규범에서는 이 장유의 질서를 “웃을 줄 알고 안아 줄 만한 어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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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그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그 형을 공
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맹자｝
<진심상>)라 하여 선천적인 질서로 전제하고 있다.
「소학」에서는 이러한 장자 공경의 예절은 어릴 때부터 강조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덕교육적 차원에서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무릇 장자를 위하여 소제하는 예(禮)는 반드시 비를 쓰레받이 위에 놓으며, 소매로 앞
을 가리고 쓸면서 뒤로 물러나 그 먼지가 長者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쓰레받이를 자기
쪽으로 향하여 거두어 담는다(소학｝
<명륜> 76장).

이는 어른 앞에서 소제하는 예절을 가르치는 방법인 것이다.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곧
날마다 어른 공경하는 방법을 익혀서 물 뿌리고 쓸며 심부름(使令)하는 일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능히 그 방종한 마음을 거두고 덕성을 길러서 교만하
고 게으른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소학」교육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이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절’의 부류에 해당되는 전통예절 규범들은 방법상으로는 학문하는 길이 멀
고 고원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상생활의 가장 가까운 일, 즉 ‘長者
앞에서 공경한 마음으로 비로 쓸고 소제하는 일’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른에 대한 아랫사람의 예는 공경의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이러한 공경의
마음은 시간적, 공간적 질서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일상 생활 전
반에 걸쳐서 수없이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 장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를 존중하며, 그와의 응대 속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갖지 말 것 등의 예는 공경의 마음
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전통예절 규범들은 오늘날 유자(幼者)들한테는 대부분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통예절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장유 윤리는 외형상으로 보면
아랫사람의 것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자와
유자(幼者) 사이의 상하 수직적 질서 속에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어른을 무조건 존중
하게 하는 사고를 조장시킬 수 있는 약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전통예절 교육
내용이 주로 유자(幼者)를 대상으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
다고 장유유서에 대한 근본유학의 입장은 장자의 장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와 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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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장유유서는 단순히 상하 질서 개념으로 보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로 해석하기보다는, 근본 유학의 뜻을 살려서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
이는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각기 제자리를 찾아 질서 있게 된다.’로 해석하는 입장이 필
요하다고 본다(한국국민윤리학회(편), 1995: 263). 이러한 해석은 공자의 정명정신(正名
精神)의 맥락에서 지지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정명정신을 연장한다면, 장유
관계에 있어서는 어른이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할 예절 자세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며, 아이가 아이로서 어른에게 보여줘야 할 예절은 어른에 대한 공경의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사랑과 공경의 정신이 어우러질 때, 장유 윤리가 확립되는 것
이 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가의 윤리 차원에서 본다면, 장유윤리는 ‘부자윤리’의 확장 논
리에 따라 장자는 유자의 부모나 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幼者가 父兄을 공경하는 마
음을 미루어 장자에게 미치는 것은 윤리 질서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처
럼 산업화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논인소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자를 유자(幼者)의 부형으로 공경할 수 있는 정신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유자(幼者)는 낯선 장자에게는 부형의 연장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칙상 長者-幼者의 쌍방적 존중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장유
의 윤리는 특히 유자의 장자에 대한 공경의 윤리가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조
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는 낯선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인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Ⅳ. 현대 사회에서 전통예절 교육의 정립방향

앞 장에서 논의해 왔듯이 전통예절 교육의 주 내용인 오륜은 그 근본정신의 입장에
서 본다면 ‘인습적인 폐습이나 형핵화된 예절이나 규범’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즉 인의예지를 회복으로 이끄는 길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인의예지의 현
실적 단서들을 확충시키는데서 찾아지는 것이다. 이 현실적 단서가 바로 오륜의 구체적
내용인 부모에 대한 사랑, 형과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 임금에 대한 충성, 친구간의
신의 등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오륜의 실천은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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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을 다한 사람인 성인의 덕을 기르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오륜의 근본정신은
인간을 지고지선한 본성으로 인도하는 도인 것이다. 이것은 오륜이 곧 모든 윤리가 공
통적으로 추구하는 윤리의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소학』예절교육의 주 내용이었던 오륜의 내용 가운데 현격히 달라진 시공
적 배경 하에서 그 외양과 표현의 정도가 변한 것에서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전통예절
을 정립하는 방향에 대해서 앞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
겠다.

1. 부자윤리(父子倫理)와 가정 예절의 정립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인간관계는 다른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로 받
아들여져,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부자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자
식에게는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효의 윤리가 절대적 당위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효의 강조는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원만한 인간행위를 할 수 있는
근본으로 여긴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효도를 행할 수 있는 덕을 갖추
게 하는 것은 전통가정 예절 교육의 근본이고 최대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부자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효 자체만을 드러내
어 자식에게 효행을 강조하는 것은, 효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이유나 가정을 위한 환경조
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식의 효행이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대한 ‘효행의 형성과정’에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조남국, 1995:
99).
‘효행의 형성과정’은 가정에서 부모의 부모로서 훌륭한 덕이 자식에게 형성되어 간다
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모로서 훌륭한 덕이란 결국 자애(慈愛)를 통하여 나타나는 ‘인
간존중’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어른인 부모의 부모로
서 훌륭한 덕은, 자식에게 객관적 기준으로 작용하여서 자식들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
는 ‘인간존중’이란 선을 향하는 마음을 흥기시켜서 그 기준으로 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식의 ‘인간 존중’의 정신에 바탕을 둔 효성은 자식의 내
부에 미리 존재하거나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유학에서는 효라는 덕은 아직 미분
화된 가능태로 존재하다가, 효의 덕있는 부모나 여타 효성스러운 인물의 표준을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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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가능태로 있던 효의 덕이 격려와 부추김을 받아 실제 효의 덕으로 확립되는 과
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녀의 효성 형성은 사실상 부모
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윤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실천해야 할 효의 의미만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효의 의
미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자녀의 정성을 다한 섬김의 정신과 그 실천의
모든 것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실천하는 孝의 훌륭한 덕이 자녀에게 효
성의 표준으로서 작용하여 감화력을 미치는 ‘형성과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자녀가 효의 덕을 확립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모든 ‘백행의 근본’인 효의 윤리가 자녀들한테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모다운 역할(공자의 정명정신에서 ‘父父’)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가정예절의 확립의 시작은 부모의 부모로서 올바른 윤리의 확립과 역할 속
에서, 자녀는 그 부모를 인간 모델로 여겨서 그 덕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효의 덕이 자
연스럽게 확립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예기｝<예운>편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와
의 관계를 규정하는 윤리로서 ‘부자자효(父慈子孝)’가 있다. 부모의 원만한 사랑이 자녀
에게 베풀어짐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절로 우러나오는 자녀의 보은이 바
로 ‘부자자효(父慈子孝)’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정예절의 확립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만을 강조한다
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모의 부모로서의 훌륭한 덕의 확립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부모된 당사자들은 인간 존엄성의 인식과 그 실천을 위하여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등의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운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린 자녀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
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모르는 사이에 길러지는 것이다.

2. 부부윤리(夫婦倫理)와 이성간의 예절 정립 방향

서로 존경하고 협조하는 등의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일은, 가정 내에서 부모이기
이전의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할 인간 본래의 지당한 의무이기도 하다.
가정의 어른으로서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협조하여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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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부부 예절의 정립은 바로 자녀의 효의 덕
을 확립하는 또 하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전통예절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예절을 먼저 남녀 예절의 확립에서 찾고 있다. 오늘날
남녀간의 예절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현대 민주사회적 가치와 유학의 가치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은 아마 남녀평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남녀간의 윤리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가일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민주적 평등관점에서 유학의 제
규범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평등주의 가치와는 너무 반대되는 듯한 윤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 윤리에 대한 평가가 과거 남녀간의 인습적 덕목이 되었던 것을 가지고
유가 윤리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외형적인 내용상의 평가
로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서양의 전통적인 규범과 관습은 동양의 유가 규범과
관습처럼 심한 남녀 불평등, 신분상의 차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
화된 사회에서 전통예절의 규범을 해석하는 문제의 기본 바탕은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평가를 내리고,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역에 의하면 우주의 생성 변화는 음과 양이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과
‘양’은 각각 한 가지씩의 작용을 상징하며, 우주 내 사물의 생성 및 변화는 두 작용이
서로 밀고 끌고, 서로 도와 완성시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갓 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이
루지 못하며, 한갓 양만으로 무엇을 낳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물을 생성시키고 변화시
키는 천도의 활동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一陰一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양상
성(陰陽相成) 원리가 언명하는 것은, 사물을 성취시키는 과정에 음과 양의 두 작용 또
는 역량이 상호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점이다. 주역에 음과 양 중 어느 하나가 더 가
치 있다거나 더 중요하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사물의 생성과 관련할 때 음과 양은 동
등하게 중요하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 음양상성 원리에 따르
면 첫째,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부인이 필요하다. 부인이 없이 남편이 있을 수
없으며, 일부이처나, 이부일처로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둘
째, 남편과 부인은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다른 쪽의 역량을 제압하면, 그
가정은 결함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셋째, 부부는 서로 원만한 가정을 건립하려는 공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한 가정의 ‘원만한’ 가정 생활도 남녀상성(男女相成)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의 이면에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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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음양상성 원리에 근거할 때, 유교는 남성중심주의나 여권 운동에
있어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유교의 윤리에서는 남성은 남성대
로 직분과 직위를 갖고 있고, 여성 역시 고유의 직분과 지위를 가지며, 양측에 서로 다
른 책임이 부여된다. 이 직분과 지위가 반드시 ‘남성은 바깥일을 맡고 여성은 안 살림
을 맡아야 한다’와 같이 못박아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교가 분명히 하는
것은 안과 밖의 구분이다. 바깥에 주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 주력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 주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 주력하는 사람이 있음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에 근
거한다. 즉 유교에서 음양의 분별을 없애 버린다면, 이것은 천도의 운행 방식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교의 음양상성의 원칙에서 극단적 여권주의자들은 평등을 ‘획일화’로 오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남과 여 사이의 현실상의 불평등에 대하여 유학은 온
건한 여권 운동에 찬성한다. 여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에 맡겨지는 임
무와 여성이 해내는 역할에 대하여 유교는 결코 경시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를 갖지는
않는다. 유교 예절의 원리를 제대로 지키는 유교인이라면 여성 고유의 특성에 대하여
폄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없으며, 여성이 맡는 임무에 대하여 경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3. 장유 윤리와 사회생활 예절로 정립

전통 사회에서 장자에 대한 아랫사람의 예는 공경의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즉, 장자
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와의 응대 속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갖지
말 것 등이 공경의 마음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
경의 마음은 장자는 유자(幼者) 자신의 부모나 형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유자
가 부형(父兄)을 공경하는 마음을 미루어 장자에게 미치는 데서 그 윤리 질서의 연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예절에서의 장유의 규범은 오늘날과 같은 익명의 사회에서는 그
실현이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회규범적 공간은 전통예절의 사회 규범적 공
간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가정과 마을 내에
서 공동체적 생활규범을 근거로 하는 면식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서 익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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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공동화되면서, 익명
의 도시인들만 양산되어, 우리에게 남겨진 도시라는 공간은 곧 익명화의 보장이고, 익
명화의 보장은 곧 바로 공동체 희생의 행위가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
(전경수, 1997: 171-72).
전통예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자에 대한 사회규범들은 오늘날 유자들한테는 ‘익명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 가할 수 있는 그 규제력을 잃어버려 유자(幼者)들이 고
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어도 제재를 가하기에는 이미 사회 인식이 너무 많
이 변하여 있다. 적어도 오늘날 청소년들한테 장자 존경과 같은 사회규범을 어겼을 때,
그 사회의 장자라면 누구라도 던질 수 있는 도덕적인 훈계를 가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개별화되어 있고, 익명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학에서 강조되었던 전통사회 규
범들, 예컨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자보다 뒤에 감을 공경함이라 이르는 것,’ ‘존귀
한 손님 앞에서는 개를 꾸짖지 않으며, 음식을 사양할 때에는 침 뱉지 않는 것,’ ‘선생
을 따라 갈 때에는 길을 건너가 남과 말하지 않는 것,’ … 등등의 규범들은 왜곡된 개
인 존중의 가치에 밀려 ‘개인 사생활이나 자유의 침해’ 내지는 ‘수직적 인간관계 질서
규범’으로 인식되어 중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익명성을 전제해 버리면, 개인의 행위나 행동거지는 상대
적으로 구속을 덜 받게 된다. 익명사회에서는 ‘안다’는 것 자체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
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익명인으로서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행위가 전개된다. 결과적으로 익명의 현상이 커진 상황에서 현대의
한국인들은 지극히 제한된 아는 관계에서만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익명
의 타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행동만이 지배할 뿐이다. 그리하여 길을 가다
가 남의 발아래 침을 뱉는 것,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눈인사를 이상한 행동으로 보는
것, 자동차 끼어들기를 해도 당연하듯이 하는 것 등도 현대사회의 익명성에서 빚어지는
전통예절의 長幼 규범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민주적 평등사회라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한 사회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통
예절 규범들은 그대로 존속시켜도 별로 무리가 없는 것은 살려야 하는 것들이다. 더욱
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보다 넓은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는 길일
것이다.

나이가 많아 곱절이 되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5년이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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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에> 어깨를 나란히 하되 조금 뒤에 하여 따른다(소학｝<명륜> 87장).
<젊은이는> 가벼운 짐은 혼자 지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져서 반백이 된 자가 짐을 들지 않게
<명륜> 52장).
해야 한다(소학｝

특히 오늘날처럼 산업화․도시화되고 민주적 인간관계가 요청되는 사회 속에서 長者
-幼者의 쌍방적 존중이 더욱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長者를 幼者의 父兄으로 공경할
수 있는 관계가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幼者가 낯선 長者에게 父兄
의 연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적용해도 그 뜻이나
의의가 어긋나지 않는 전통예절의 사회규범들을 계속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과
서나 여타의 곳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
아 왔던 전통예절의 많은 부분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경
험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새로운 것이 전통과 제대로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서양의) ‘에티켓’에 대해서는 참신하게 보고 적극
적으로 논하면서 전통예절은 낡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부 관련 학회

나 보존회의 노력에 의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글에서는 소학을 전통예절 교육에 있어서 고전적인 텍스트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유추된 전통예절 교육에는 바로 道를 행하여 그 道에 내재하고 있는 善들을
마음에 성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고선을 실현하도록 하는 소위 ‘덕을 기르는 예절교
육 목표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고찰해 왔다. 따라서 전통예절교육은 결국 덕을 기르
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예절 교육의 주 내용인 오륜의 내용 중 부모에 대한 지극한 ‘섬김’과 ‘사
랑’, 형과 어른에 대한 ‘공경’, 부부 및 남녀 간의 ‘음양상성’의 근본정신을 구체적으로
논구해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현격히 달라진 시공간적 배경 하에서 이러한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전통예절을 가정윤리, 이성간의 예절, 사회생활 예절로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통예절의 정립 노력은 전통예절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는 본성을 다한 사람인 성인의 덕을 기르
- 153 -

도덕윤리과교육｝제 19호 (2004. 12)

게 되는 첩경이 됨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오륜의 정신은 곧 모든 윤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윤리의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즉, 전통예절의 근본정신 속에는 인류가 영원히 지향해야 할
타인의 존중과 배려, 사랑과 같은 보편윤리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덕성 함양의 정신이 붙박혀 있는 것이다. 그
러니까, 서두에서 필자가 제기했던 얼굴 한 번 뵙지도 못한 조상을 위해서 차례를 올리
고 성묘하는 행위 속에는 비록 어른이 내 눈 앞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계시
는 것처럼 그 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존경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까지 존중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면화하
는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덕 교육적 과정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전통예절교육은 일상 예절의 습관적 반복 정도로 이해되고 있
는 전통예절 속에는 보다 넓은 우주론적, 인생론적으로 위대한 가치가 간직되어 있음을
청소년들의 인식 단계에 맞춰 일깨우고 또 그들에게 현실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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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Traditional Etiquette Education
in 『Sohak』
Oh, Seok-Jong

In order that our students can recognize the traditional etiquettes not as the
repetition of the meaningless and valueless behaviors, but as the alternative values
which can resolve the problems of the loss and the alienation of the humanity,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valuable and eternal spirits in the
traditional etiquettes

Sohak｝adopts it as the its main issues that by having to practice the rituals like
'sweeping and sprinkling, learning how to converse with elders', and the moral
rules like loving parents, respecting elders, esteeming teachers, and maintaining good
friendship', a learner can be able to preserve the pure Mind, and ultimately fulfill
his Nature.
Five Teaching are norms of 'human relation' which comprise the ontological
meanings that are deducted from the Heaven, the ultimate existence. We can take
these Five Teachings as the moral rules which containing ontological meanings, and
go to practice them, naturally get to have the feelings of the respecting and
reverencing for those norms. We can say that the fundamental spirits of the Five
Teachings in <Clarifying the Cardinal Human Relationships>, are the m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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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st reverence and service toward other persons.
In appropriately applying the fundamental spirits in the aims and contents of 
Sohak｝in traditional etiquette education, we can find many ways in the ways by
which we can interpret the fundamental spirits of the traditional moral rules into
modern meanings.

key words: Sohak(elementary learning), virtue education, Heaven, Five Teachings,
self-cultivating, Nature, traditional etiquette

1)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윤리도덕 규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전통예절 규범이 전통윤리 규범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 전통예절과 전통윤리를 같은 거의 맥락
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예절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보편적으로 읽힌 예절 규범서와 예서
로는 ｢小學｣을 위시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 제례규정(祭禮規定),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상례비요
(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가례증해(家禮增解) 등등이 있다(김득중, 2002: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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