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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의 성인과 무위정치
1)

김진선(베이징대 박사과정)

【주제분류】중국철학, 위진 현학, 정치철학
【주제어】명교(名敎), 자연(自然), 성분(性分), 성인(聖人), 무위(無爲)
【요약문】곽상은 위진 현학의 집대성으로 중국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위진 현학의 주요 주제인 명교(名教)와 자연(自然), 유(有)와 무(無) 등
에 대해서 학파를 초월해 종합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상을 전개했다. 곽상의 핵
심 관심은 현실사회의 안정이었고 현실정치에도 직접 참여했다. 그는 제도와 질서
를 의미하는 명교를 인간의 자연본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이점은 명교를 인성 안으로 내면화 하는 ‘성분(性分)’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성분은
각 개체가 타고난 본성의 한계로써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신분과 지위 등의 사
회적 요소도 포함된다.

곽상은 개인의 ‘소요(逍遙)’를 성분의 범위 안에 한정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 전
체의 안정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개인의 소요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군주
의 ‘무위’가 필요함을 밝히고, 성인을 통해 이상적 군주의 덕과 무위정치를 설명한
다. 성인은 ‘무심’하여 모든 외부 대상과 시대 변화에 순응한다. 그래서 개인의 삶
에 간섭하지 않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그 책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위와 아래가 모두 자신의 자연본성에 순응하는 본연의 생
존방식인 ‘무위’이다.
곽상의 사회, 정치사상은 이전 연구에서 대체로 봉건사회제도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문벌사족의 계급의식을 반영한다고 평가됐다. 90년대 이후에 전제정치와 명교에 대
한 비판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정치철학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아
직 부족하다. 곽상이 명교와 자연의 문제를 논하고, 유가와 도가 등의 사상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곽상의 명교와 자연 그리고 인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이상적 군주인 성인의 덕과 무위정치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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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20세기 위진 현학 연구의 기반을 닦은 탕용통은 “곽상이 장자를 주석
한 것은 정치학설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형이상학(Metaphysics)을 논한
것 역시 정치학설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수와 곽상) 그들은 장자학
설에 아주 만족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장자의 정치학설 때문이었다.
장자는 (근본을) 알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에 장자는 단지 백가학설
의 우두머리일 뿐이며, ‘경(經)’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오직 공자만이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곽상이 형이상학을 논한 것은 정치의 근본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다.”1)라고 했다. 탕용통의 이러한 견해는 장자서(莊子序)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곽상 철학의 핵심이 정치학설에 있고 그 내용이 장자뿐
만 아니라 공자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철학은 곽상의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여지지만 정치철학적 시각에서
곽상의 철학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오히려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곽상 연구자들이 ‘독화(獨化)’와 ‘자성(自性) 등을 중심으로 본체론 사
상으로 곽상의 현학사상을 해석한다. 하지만 “곽상이 유가와 도가를 드나들
고, 두 학파의 정신과 특질을 이해하고 융합하며, 또한 현실정치에 대해서
많은 평론을 한다는 점”2)을 통해서 정치사상이 그의 철학사상에서 매우 중
요한 지위를 자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상의 정치철학의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자연본성을 근거로 명교와 자연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다른 하
나는 군주제의 문제를 역사와 현실을 관통하는 이성적 고찰을 통해 ‘내성
외왕의 도(內聖外王之道)’를 밝힌다.3) 그는 현실정치를 이론적, 역사적으로
1)

湯用彤, 理學·佛學·玄學, 北京大學出版社, 1991, 336.(原載燕園論學集, 北京

2)

大學出版社, 1984)
敦鵬, 郭象政治哲學的內在邏輯 , 齊魯學刊 第6期, 2012, 17.
삼국시대 이후 명교와 자연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자연’을 추

3)

，

앙지만 ‘명교’에 대한 태도는 서로 조금씩 달랐다. 그 중 왕필과 하안은 유학
자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유가경전을 접했고 주역과 노자에 심취했
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명교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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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합리화 하는 동시에 이상적 정치형태를 제시하고 직접 현실정치
에 참여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다.

II. 명교와 자연본성
왕필(王弼)은 ‘명교가 자연에서 나왔다는 것(名敎出於自然)’을 통해 명교
의 정치적, 사상적 합리성을 밝히고자 했다. 즉, 유가의 정치, 도덕사상을
의미하는 명교는 본래 자연본체의 표현인데, 본체가 바로 ‘무(無)’이며, 나
아가 무가 무형무위하게 만물을 완성하는 것을 본받아 무위정치를 실현해
야 한다고 보았다.4) 그런데 위진(魏晉)시기 명교는 첨차 통치계급에 의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오히려 사상적으로 반감을 일으켰다. 곽상
은 명교가 사회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지키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
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5) 그는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에 명교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면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곽상이 단순히 당시 서진(西晉)정권이 내세운 명
다. 그에 반해 혜강과 완적은 철저히 명교를 반대하고 비교적 낭만적 색채를
띠었고, 완전히 장자의 정신을 표현했다. 곽상은 왕필과 하안의 태도를 계

4)
5)

승, 발전시켜 자연에 순응하고 명교를 폐하지 않는 ‘내성외왕의 도’를 주장했
다. 湯用彤, 魏晉玄學論稿, 上海古籍出版社, 2007, 117~118 참조.
許抗生, 三國兩晉玄佛道簡論, 齊魯書社, 1991, 51 참조.
명교는 사회, 정치제도 및 윤리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봉건사회의 질서를 유
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 사상적 배경에는 유가사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용
되는 측면에서는 법가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다. 90년대 이전 중국학자들
이 대체로 곽상이 ‘명교가 곧 자연이다(名敎卽自然)’를 주장했다고 보았다. 하
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현실정치와 명교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기초로
하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곽상 철학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곽상이 명교가
곧 자연이 아니라 ‘명교는 자연의 적(名教乃自然之迹)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견
해도 제기됐다. 곽상은 허위적 명교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자연본성에 부합하
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진정한 명교의 합리성을 주장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暴慶剛, 反思與重構; 郭象 莊子注 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13, 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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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변호한 것은 아니다. 자연과 인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
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안정을 꾀했다.
곽상은 명교의 실질적 내용인 ‘인의(仁義)’를 인간의 본성 안에 포함시킨
다. “무릇 인의는 인간의 성이다. 인성은 변하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이 같

，

，

지 않다(夫仁義者 人之性也. 人性有變 古今不同也).”6) 인간의 자연본성7)
이 인의를 포함한다는 것은 인간이 윤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성은 변하고 과거와 현재가 같지 않다는 말은 인의가 인성의 본
질적이고 보편적 요소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곽상에 따르면 모든 개체는 각자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8). 때문에 인의 역시 사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의가 본성의 속성으로서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는 있지
만 그렇다고 누구나 꼭 그것을 자신의 절대적 행위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6)

7)

장자·천운(天運)편주, (晉)郭象 注, (唐)成玄英 疏, 南華眞經註疏, 曹礎基 黃
蘭發 点校, 中華書局, 1998, 299 이하. 장자 원문과 곽상의 주석은 편명과
쪽수만 표기함.
곽상의 ‘성’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성(自性)’ 개념을 사
용한다. 그런데 자성의 ‘자’자가 ‘자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자
연본성’이라고 쓴다. 자성이 각 개체의 고유한 본성을 가리키는데, 지나치게
개체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곽상이 개체의 ‘자생
(自生)’, ‘독화(獨化)’를 주장하는 것은 개체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개체의 주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연적 존재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개체의 필연적 존재구조를 나타내는 말이 바
로 자연이다. 자성은 곽상이 사용한 개념은 아니고 ‘자생’, ‘자위(自爲)’, ‘자당
(自當)’, ‘자임(自任)’, ‘자용(自用)’ 등의 ‘자’자의 의미를 빌려 만든 것이다. 이
러한 개념들에서 ‘자’는 개체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변화와
과정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 개념들을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지만 경우
에 따라 간략하게 주석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곽상은 ‘성’외에 ‘본성(本性)’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다. 제물론(齊物論) 편주, 40, “不能止乎本性, 而求外無
已.”; 산목(山木) 편주, 391, “還用其本性也.”; 서무귀(徐無鬼) 편주, 490, “因

8)

其本性, 令各自得, 則大均也.” 등등.
소요유(逍遙遊) 편주, 5, “物各有性, 性各有極, 皆如年知, 豈跂尙之所及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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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본성의 한계는 개체 사이에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곽상은 타고난
품성이 ‘인(仁)’이 박약한 사람이 인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미 허위일 뿐
이며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본성
을 잃게 한 측면에서는 인의의 모범으로서 사람들을 미혹시킨 증삼(曾参)과
사추(史鰌)가 폭군 걸왕과 대도 도척 보다 심하다고 한다.9) 곽상에게 있어
서 인의를 인간의 본성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적용될 수 는 없는 것이다.
곽상의 명교에 대한 주장을 명교의 질(名敎之質)과 명교의 문(名敎之文)
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10) ‘예(禮)’의 경우에서 보면, 유가에서
예는 인을 본질로 하는 외적 형식이다. 곽상 역시 예를 본질과 외적 형식으
로 나눈다. “용모와 자세를 진실하고 믿음 있게 하고 자연의 절문(節文)을
따르는데 그것의 흔적이 곧 예이다.”11) 여기서 ‘자연의 절문’이 본질적 측
면이고 그것에 따르는 외적 행위가 곧 형식으로서 예이다. 그리고 예는 필
연적으로 더 많은 수식과 형식을 낳는 원인이 된다.12) 명교의 형식은 근본
적으로 본질의 외적 표현이지만 후대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본래 구
현하고자 했던 본질을 대체하고 왜곡한다.
명교를 질과 문의 측면에서 보면, 본래 그것의 목적인 질, 즉 정치적 안

9)

10)

변무(駢拇) 편주, 183, “夫曾史性長於仁耳, 而性不長者橫復慕之, 慕之而仁, 仁
已僞矣. 天下未嘗慕桀跖而必慕曾史, 則曾史之簧鼓天下, 使失其眞性, 甚於桀跖
也.”
문(文)과 질(質)의 구분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구분이지만 곽상의 사상을 분석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곽상 자신도 “적(迹)”과 “소이적(所以迹)”의 구분
을 통해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등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독특

—

한 사유방식이자 이론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趙榮華, 明内聖外王之道 郭

11)
12)

象政治哲學發微 , 洛陽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6卷第1期, 2011, 72~73
참조.
선성(繕性) 편주, 321, “信行容體而順乎自然之節文者, 其迹則禮也.”
덕충부(德充符) 편주, 119, “禮者非爲華藻也, 而華藻之興必由於禮, 斯必然之

，

理 至人之所無柰何.”

156 철학논집(제36집)

정과 사회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형식인 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곽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 것을 여러 차
례 강조한다. ‘예’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히
사용해야 그 효용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때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버리
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13) 하지만 당시 예는 이미 제도적, 보편적 가
치규범이 되었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본성을
구속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외적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그 본질
을 망각하게 한다. 결국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외적 형식에 얽매이고 집착
하게 되면서 자연본성과 명교의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된다.
그래서 곽상은 “한 시대에 그것을 행하면 곧 그 적이 만세의 후환이 된
다. 그러므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一世爲之, 則其迹萬世爲患, 故不可輕
也).”14)고 역설한다. 그는 현재의 외적 행위가 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명교의 형식에 대한 곽상의 태도는
공자가 명교의 문을 명교의 질의 외적 표현으로써 중시한 것과 차이가 있
다. 곽상은 명교의 형식을 보다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명교의
질을 인간의 윤리적 본성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곽상은 명교의 형식이 인간의 본성을 구속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폐기 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명교를 우연적이고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보편적 사실로
보기 때문이다.
곽상은 명교가 초래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 형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이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것을 ‘지리지폐(至理之弊)’
라고 한다.15) 명교는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존재의 정당
13)

천운 편주, 297, “况夫禮義, 當其時而用之, 則西施也; 時過而不棄, 則醜人也.”;
천운 편주, 296, “夫先王典禮, 所以適時也. 時過而不棄, 即爲民妖, 所以與矯効

14)
15)

之端也.”
외물(外物) 편주, 528.
천운 편주, 303, “今之以女爲婦而上下悖逆者, 非作始之無理[也], 但至理之弊遂
至於此[耳].” 펑유란은 곽상이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바로 ‘지리지폐(至理之弊)’를 통해 현실의 불합리한 현상들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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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사회가 제도와 규범 없이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교는 필연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필연적으로 명교를 만드는데, 그것은 인간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제약한다. 그런데 그러한 제한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비로소 안정을 유지하
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
명이고 천리(天理)이다. 이것이 곽상이 말하는 ‘자연(自然)’이다. 자연은 부
득이하고 필연적이고 알 수 없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
로 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이다.
‘자연’은 노자에서부터 도가사상에서 줄곧 핵심개념이었다. 특히, 위진
현학에서 자연은 명교와 서로 대비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
데 위진 현학에서 자연의 함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왕필은 자연을 도
(道), 성(性) 등의 존재의 본체와 본질로 보았다.16) 혜강과 완적의 자연은
카오스적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전체이자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17)
곽상은 자연을 통해서 개체의 주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 하고 필연
적인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18) 그것은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구성되
거나 설계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리’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개체 주관이
결정할 수 없는 저절로 그러한 자연을 의미한다. 사물의 현상에서 그 원인

인 것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곽상의 사상은 통치를 합리화하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당시 세력가인 문벌사족의 계급의식을 반영한다
고 보았다.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人民出版社, 2003, 566~567 참조. ‘지리’
는 인간사회의 인륜 질서 또는 ‘성분’이 각자 그러한 것 등이 부득이하고 필
연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연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리
지폐’는 필연적이고 부득이한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결점을 나타낸다. 천도 ,
16)
17)
18)

271, “言此先後, 雖是人事, 然皆在至理中來, 非聖人之所作也.”
錢穆, 莊老通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5, 434 참조.
湯一介, 郭象與魏晉玄學, 北京大學出版社, 2009, 115 참조.
덕충부 편주, 117, “夫我之生也, 非我之所生也. 則一生之內, 百年之中, 其坐起
行止, 動靜趣舍, 情性知能, 凡所有者, 凡所無者, 凡所爲者, 凡所遇者, 皆非我也.
理自爾耳, 而橫生休戚乎其中, 斯又逆自然而失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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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리와 자연의 배후의 최종 원인인 ‘고(故)’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는 결국 저절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
다.19) 곽상은 사물의 본체 또는 근원이 없음을 바로 자연을 통해 드러낸
다.20) 이 점은 전통 도가사상과 앞선 현학자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
하고 있는 곽상 철학의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
러운 것이다. 명교 역시 인간이 인위적 행위의 결과로서 근본적으로 이질적
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연본성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인위적 요소
를 내면화 한다. 곽상은 “소를 부리고 말을 타는 것”21)을 통해 타고난 ‘천
성(天性)’ 관념에 상당한 확장 가능성을 부여한다.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어
다니던 말이 언제가 부터 인간에 의해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재갈이 물려졌다. 이는 말의 천성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
만, 그는 말의 천성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단지 사람의
손을 빌려 실현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인간이 소와 말을 이용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타고난 능력 보다 과하게 부리면 천성을 해치는 것
이다.22) 인간의 자연본성 역시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역량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으
며, 이 과정을 곽상은 ‘자연’ 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교는 본질적 측면에서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명교의
형식은 본질을 반영하는 현상으로써 어떤 고정된 형태를 갖지 않는다. 하지
만 사람들이 특정한 형태에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19)

20)

천운 편주, 287, “夫物事之近, 或知其故, 然尋其原以至乎極, 則無故而自爾也.
自爾則無所稍問其故也, 但當順之.”
지북유(知北遊) , 435, “谁得先物者乎哉? 吾以阴阳为先物, 而阴阳者即所谓物
耳, 谁又先阴阳者乎? 吾以自然为先之, 而自然即物之自尔耳; 吾以至道为先之矣,

21)

而至道者乃至無也, 既以無矣, 又奚为先? 然则先物者谁乎哉? 而猶有物無已, 明
物之自然, 非有使然也.”
추수(秋水) 편주, 342, “人之生也, 可不服牛乘馬乎? 服牛乘馬, 可不穿落之乎?

22)

牛馬不辭穿落者, 天命之固當也. 苟當乎天命, 則雖寄之人事, 而本在乎天也.”
추수 편주, 342, “穿落之可也, 若乃走作過分, 驅步失節, 則天理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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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이 보기에 인간사회가 제도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교를 폐기할
수 없고, 명교의 형식으로 인해 초래하는 문제 역시 부득이 하게 받아들여
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자연’ 개념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

III. 성분(性分) 본성의 한계와 ‘소요(逍遙)’의 근거
곽상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개인
의 이상적 생존상태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았다. 곽상은 각자가 본분과 직분에 충
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분(性分)’설을 주장한다.
곽상이 말하는 성분은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계이자 개체 사
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낸다.23) 하지만 각자의 본성이 왜 그런지
알 수는 없다.24) 단지, 삶의 각 단계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통해 그 내용은 알 수 있다. “성분은 내재적 본질이
밖으로 드러난 생리 및 사회적 조건을 가리킨다. 외적 형태로 봤을 때 성분
은 내적 본질이 외형의 차이에서 나타남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간은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조건에서 각자의 성분을 이해하고 심리상태와 행위측면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소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25)
사회적 조건인 경우 당시는 신분, 등급이 엄연히 존재하던 봉건시대였기 때
문에 자기가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쉽지 않았다. 곽상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각자 성분에 안주하는(各安其分)”26) 인간의 본연의 생존상태는 타고
난 생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안주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5)

양생주 , 71, “天性所受, 各有本分, 不可逃, 亦不可加.”; 추수 , 329, “知其小
而不能自大, 則理分有素, 跂尙之情無爲乎其間.”
칙양 편주, 501, “不知其然而自然者, 非性如何 ”
馬行誼, 郭象的‘性’主體論及其政治, 社會實踐意義 , 中正大學中文學術年刊,

26)

第十期, 中正大學中國文學系, 2007, 275.
추수 편주, 332, “以小求大, 理終不得. 各安其分, 則大小俱足矣.”

2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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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다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바로 장자와 곽상의
‘소요’의 의미이다. 곽상이 말한 각자 성분에 안주하는 것이 바로 ‘족성(足
性)’또는 ‘적성(適性)소요’이다. 모든 존재자는 그 크고 작음 등의 차이를 막
론하고 각자의 본성에 만족한다면 모두 다 동등하게 소요할 수 있다.27) 이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요할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 하지만 장자의 ‘유형의 제한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경계인’28) 소요
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장자의 소요를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생
명형태’29)의 하나로 이해 할 때 곽상의 소요와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다.
왜냐하면 곽상은 오히려 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곽상의 ‘적성소요’는 모든 개체의 현실적 소요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
는데, 타고난 본성에 따르는 소요인 만큼 성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성분은 개체의 재성(才性)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해(冥海)가 아니고서는 그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구만 리가 아니고서는
그 날개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 이것이 뭐 신기할 것이 있는가? 큰 것은
반드시 큰 곳에서 자생(自生)하고, 큰 곳 역시 반드시 이 큰 것을 자생한
다. 리가 본래 자연해서 그 잃음을 걱정할 것이 없으니, 또 어찌 그것에
마음 쓰겠는가?30)
27)

소요유 , 4, “苟足於其性, 則雖大鵬無以自貴於小鳥, 小鳥無羨於天池, 而榮願有

28)

餘矣. 故小大雖殊, 逍遙一也.”
“‘소요’는 경계 또는 제한을 초월하는 것을 지향으로 삼는다.” 楊國榮, 莊子
的思想世界,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246; “소요는 어떤 생존태도의 묘사

……그러므로 인간이 유형의 세계의 한계를 초월한 이후

인 것으로 보이는데,

에 도달하는 경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지의 표현이 ‘유(游)’인데,
‘유’는 아무런 방행도 없고, 모든 사물의 속박을 벗어난 것이다.” 王博, 莊子
29)

30)

哲學, 北京大學出版社, 2004, 164~165 참조.
鄧聯合, “逍遙遊” 釋論莊子的莊學精神及其多元流變, 北京大學出版社, 2010,

—

57 참조.
소요유 편주, 2쪽, “非冥海不足以運其身, 非九萬里不足以負其翼, 此豈好奇哉?
直以大物必自生於大處, 大處亦必自生此大物, 理固自然. 不患其失, 又何厝心於
其間哉?”

곽상의 성인과 무위정치 161

여기서 개체가 처하는 환경이 자생으로 얻게 되는 성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 그가 처하는 시·공간의 상황에 맞게 태어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생하는 외적 환경이 개체의 성분을 결정한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한계가 그가 처한 외부 환경이 결정한다는 것은 그
의 현실적 처지가 그의 자질과 능력을 드러냄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
로는 군주의 재목이면 군주가 되고 신하와 첩의 재목이면 신하와 첩이 된
다.31) 이는 자신이 자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분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필
연적인 것이며, 곽상은 이러한 필연성을 리를 사용하여 나타낸다.32)
만약 자신의 자질이나 처지에 사적인 마음이 개입하면 주관적 의지가 본
분을 넘어서 본래 타고난 바를 잃게 된다.33) 그 결과 개인이 곤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34) 그러므로 각자가 타고
난 본성에 순응하는 적성은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이 생존태도이며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이다.35) 곽상에 따르면 인간이 성분의 범위 안에서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비록 노비라 할지라도 세상의 비난과 존경에 상관
없이 자신의 일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요행을 바라거나
자신의 본분에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하극상을 저지르는 것과 같고,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36)
31)

32)

，

，

제물론 편주, 30, “夫時之所賢者爲君 才不應世者爲臣. 若天之自高 地之自

，

，

，
，
，
下，手足外內，乃天理自然，豈眞人之所爲哉!” 매 개체가 다 자신만의 리를 가

卑 首自在上 足自居下 豈有遞哉! 雖無錯於當而必自當也.”; 제물론 편주,
29, “夫臣妾但各當其分耳 未爲不足以相治也.”
제물론 편주, 30, “任之而自爾 則非僞也.”; 제물론 편주, 29, “故知君臣上
지고 있으며, 개체가 타고난 성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성분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리에 관한 알 수 있다. 리는 개체가 그렇게 될 수밖

에 없도록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필연성이다. 湯一介, 郭象與魏晉玄學,
33)

34)
35)

286~289 참조.
제물론 편주, 29, “若皆私之, 則志過其分, 上下相冒, 而莫爲臣妾矣. 臣妾之才,
而不安臣妾之任, 則失矣.”
재유(在宥) 편주, 226, “因其性而任之則治 反其性而淩之則亂.”
추수 편주, 336, “夫天地之理 萬物之情 以得我爲是 失我爲非 適性爲治
失和爲亂.”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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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각자 타고난 본성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성은 각기 정해진
바가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곽상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든 상관없이 타고난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37)
각자 자신의 본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곽상의 성분설의 핵심
은 인간이 각자 타고난 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질과 능력 그리고 처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자 본연적인 삶의 모습이고, 적성
소요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곽상은 성분과 적성을 통해 개인의 무한
히 자유로운 소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자유
를 말하고 있다.
곽상은 개인의 적성은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자기를 버리
고 타인을 모방 하는 것(舍己效人)”38)이라고 한다. 타인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탐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마치 물고기가 새를 부러워해서 모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흉내 낼수
록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39)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에 하나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곽상은 인식론적 관점에
서 개체는 “자신을 옳게 여기고 타자를 틀리다고 본다(自是而非彼).”40)고
했다. 이러한 관점을 “각자 자기의 본분을 맡는다(各當其分)”41)는 것과 연
36)

제물론 편주, 30, “凡得眞性, 用其自爲者, 雖復皂隸, 猶不顧毁譽而自安其業.

37)

故知與不知, 皆自若也. 若乃開希幸之路, 以下冒上, 物喪其眞, 人忘其本, 則毁譽
之間, 俯仰失錯也.”
제물론 편주, 30, “言性各有分, 故知者守知以待終, 而愚者抱愚以至死, 豈有能

38)
39)

40)
41)

中易其性者也!”
대종사(大宗師) 편주, 139, “斯皆舍己效人, 徇彼傷我者也.”
제물론 편주, 46, “皆以有爲傷當者也. 不能止乎本性, 而求外無已. 夫外不可求
而求之, 譬猶以圓學方, 以魚慕鳥耳. 雖希翼鸞鳳, 擬規日月, 此愈近彼, 愈遠實,
學彌得而性彌失, 故齊物而偏尙之累去矣.”
제물론 편주, 23, “夫自是而非彼, 美己而惡人, 物莫不皆然.”
소요유 편주, 1, “夫小大雖殊, 而放於自得之場, 則物任其性, 事稱其能, 各當其
分, 逍遙一也, 豈容勝負於其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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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서 생각해보면 곽상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즉, 곽상은
바로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서 타인을 위해서든 아니며 타인을 배우기 위해서
든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이 타고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
서 ‘자시이비비(自是而非彼)’는 바로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과 비교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성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곽상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부정적 측면 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사유방식임을 인정하고 오
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옳
고 타인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본분에만 신경 쓰는데, 타자를 부정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서로 공존 가능하
다고 보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곽상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唇亡則齒寒)”42)는 말을 통해 개체 사
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장자 원문에서는 ‘순망치한’이 양자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다. 그런데 곽상의 해석에 따르면 “입술이 닳은 것은
이를 시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가 시린 것이다”.43) 즉, 입술은 치아
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위(自爲)’했을 뿐인데, 구조적으
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나와 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실제로 나와 타자는 모두 자위할 뿐이다. 그런데 ‘순망치한’처
럼 나와 타자는 서로 독립된 개체이고 자위하지만 서로 없을 수는 없는 관
계에 있다.44) 이러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곽상은 개체의 독립성과 상호의
존이라는 모순을 해소한다. 한편, 이러한 개체의 상호 독립적 공존은 타인
에 대한 간섭과 통제뿐만 아니라 배려와 봉사마저도 거부한다. 이것들은 모
두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욕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42)
43)
44)

추수 편주, 336.
거협(胠篋) 편주, 202.
추수 편주, 336, “天下莫不相與爲彼我, 而彼我皆欲自爲, 斯東西之相反也. 然彼
我相與爲唇齒, 唇齒者未嘗相爲, 而唇亡則齒寒. 故彼之自爲, 濟我之功弘矣, 斯相
反而不可以相無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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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호 독립적 개체의 자위가 어떻게 서로 의도하지 않은 ‘상위(相
爲)’의 효과를 발휘하는가? 곽상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상호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상위의 효과가 실은 자위의 공임을 잊
고 상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허위가 깊어지고 각자 해야 할 일을 잃고
성정을 어질러진다.45)
곽상은 구름과 비와 같은 자연현상에 있어서도 두 사물이 상위하지 않고
각자 “저절로 그러하다(自爾)”고 한다.46) 그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저절로
그러하듯 사물이나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위의 현상
들이 실제로는 각 개체의 자위이며 저절로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47) 즉, 개
체 본연의 생존상태가 독립 생존하는 자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위
는 각자의 성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적성소요이다.

IV. 성인의 덕(德)과 무위(無爲)정치
이상으로 곽상의 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유를 중요 개념을
중심을 살펴보았다. 곽상에 따르면 제도와 질서를 의미하는 명교는 인간의
자연본성을 규정하고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성분’은 타고난 본성의
한계이자 소요의 근거로서 생리적, 사회적 조건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개인
은 ‘적성’을 통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사회 전체는 질서가 안정되게 유지된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위정치’가 전제돼야 한다. 곽상은 ‘무위’를 본성을 따르는 것,
즉 적성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위정치는 군주의 무위가 필요하다. 곽
상은 성인을 통해서 이상적 군주의 덕과 무위정치를 설명한다. 성인은 ‘무
심(無心)’하고 공평무사해서 신하와 백성들이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45)

46)
47)

추수 편주, 336, “若乃忘其自爲之功而思夫相爲之惠, (惠)[爲]之愈勤而僞薄滋甚,
天下失業而情性瀾漫矣, 故其功分無時可定也.”
천운 편주, 287, “二者俱不能相爲”
제물론 편주, 29, “凡物云云, 皆自爾耳, 非相爲使也, 故任之而理自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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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아래 모두가 무위하는 사회
를 실현한다.
1. 성인의 적(迹)과 소이적(所以迹)

현실정치는 반드시 성인의 도로 이끌어야 한다. 성인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려야 그들의 유한하고 치우친 지식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
할 수 있다. 곽상은 장자·거협편 “성인은 천하에 이로운 것은 적고 해로
움이 많다(聖人之利天下也少而害天下也多).”의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말은 믿을 만하구나! 이 말을 믿기는 하지만 오히려 성인을 잊을 수 없
고, 천하의 앎을 모두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로써 그것을 다스
려야 한다. 대중의 앎은 망각하지 않고 단지 성인의 지혜만 망각한다면 곧
천하의 해로움이 성인의 이름[聖]이 있는 것 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
로 성인의 이름의 해로움이 비록 많지만 그래도 성인을 망각하여 다스림
이 없는 것 보다 낫다. 비록 성인을 망각하는 것 보다 낫지만 그것들은 다
잊어 무해한 것만 못하다. 심하구나! 천하가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그 앎
을 망각하지 못하는 구나, 어찌 그 미혹되고 잃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
가!48)

곽상은 장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을 망각하는 단계를 가장 이상적
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
을 택한다. ‘성지(聖知)’와 ‘성도(聖道)’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다면 정치적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다.
장자도 노자와 마찬가지로 ‘절성기지(絶聖棄智)’를 주장한다. 곽상 역
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가의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성(聖)’ 또는
성지를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실현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정
48)

거협 편주, 203, “信哉斯言! 斯言雖信, 而猶不可亡聖者, 猶天下之知未能都亡,
故須聖道以鎭之也. 羣知不亡而獨亡(於)聖知, 則天下之害又多於有聖矣. 然則有
聖之害雖多, 猶愈於亡聖之無治也. 雖愈於亡聖, 故未若都亡之無害也. 甚矣! 天下

，

莫不求利而不能一亡其知 何其迷而失致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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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곽상은 ‘성’이 사람들이 성인이 천하를 다스린 업적을 숭상
하여 본받고자 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즉, 성은 성인의 정치가 남긴
흔적으로서 성인의 ‘적(迹)’이자 명교의 형식이다.
곽상에 따르면 성인의 적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사람들이 이상적 행위규
범으로써 줄곧 본받고 준수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가
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는 극단적인 예로 폭군인 걸왕과 주왕도 군주의 권
위에 근거해서 현인을 죽여도 누구하나 감히 대항하지 못한 것이 다 ‘성법
(聖法)’때문이며, 만일 성법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폭정을
일삼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49) 곽상은 성법이 성인의 적으로서 군주의
독재정치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곽상은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성인의 적에 있지 않
고 이 세계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한다.50)
곽상은 각 개체의 자위를 통해 사물 간의 인과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인이 나와서 큰 도적이 일어났다(聖人生而大盜起)”51)
는 장자의 비판을 무효화 했다. 곽상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인을 높이는
것은 성인도 어쩔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귀천이 없고 일에는 진
위의 구분이 없는데, 사람들이 성인을 높이고 성법을 따르다 보니 오히려
큰 도적이 생기게 됐다.52)
곽상은 성인 또는 성인의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장자의 성인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고 있다. 성인의 정치가 후세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인의 적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성인을
본받는 것은 그 ‘적’을 본받는 것일 뿐이다. 무릇 ‘적’은 이미 과거의 것으
49)

50)
51)
52)

거협 편주, 201, “言暴亂之君, 亦得據君人之威以戮賢人而莫之敢亢者, 皆聖法
之由也. 向無聖法, 則桀紂焉得守其位而放其毒, 使天下側目哉!”
천운 편주, 303, “言聖知之迹非亂天下, 而天下必有斯亂也.”
장자·거협편, 202.
거협 편주, 202~203, “夫聖人雖不立尙於物, 而亦不能使物不尙也. 故人無貴賤,
事無眞僞, 苟效聖法, 則天下呑聲而闇服之, 斯乃盜跖之所至賴而以成其大盜者
也.”

곽상의 성인과 무위정치 167

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데 숭상하여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
겠는가!”53) 성인의 적이 과거의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은 매 시
대마다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람들은 이전 성인의 가르침을
가지고 활용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성인과 그의 정치의 본
질 즉, ‘소이적(所以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적을 모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시대의 성인의 정치행위와 업적은 과
거의 것으로 후대에 적용하는데 시대적 한계를 지닐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근본적 해결을 위
해서는 성인의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성인과 그 정치의 근본적 의미는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맡기는 일화
에 잘 나타나 있다. 장자·소요유편에 유가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요임금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천하를 은자인 허유에서 부탁하는 대목이 나온다.54)
장자 원문은 요임금이 천하를 잘 다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허유의 무위
만 못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곽상은 오히려 문자적 의미 배후에
근본적인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요임금과 허유의 위치를 역전
시키다. “자임(自任)하는 자는 사물과 상대하고 사물에 순응하는 자는 사물
과 무대(無待)한다. 그러므로 요임금은 천하에 무대 하지만 허유는 직과 계
와 같은 무리일 뿐이다.”55) 장자에서 허유는 은자로서 세속을 초월하고
자연을 벗 삼아 사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곽상은 허유를 자
임하여 대물(對物)하는 자로 규정한다. 즉, ‘유대자(有待者)’로서 속세의 인
53)

거협 편주, 200, “法聖人者, 法其迹耳. 夫迹者, 已去之物, 非應變之具也, 奚足

54)

尙而執之哉!”
장자·소요유, 10~11, “堯讓天下於許由, 曰: ‘日月出矣而爝火不息, 其於光也,
不亦難乎! 時雨降矣而猶浸灌, 其於澤也, 不亦勞乎! 夫子立而天下治, 而我猶尸
之, 吾自視缺然. 請致天下.’ 許由曰: ‘子治天下, 天下旣已治也. 而我猶代子, 吾

55)

將爲名乎? 名者, 實之賓也. 吾將爲賓乎? 鷦鷯巢於深林, 不過一枝; 偃鼠飮河, 不
過滿腹. 歸休乎君, 予無所用天下爲! 庖人雖不治庖, 尸祝不越樽俎而代之矣.’”
소요유 편주, 10, “夫自任者對物, 而順物者與物無對, 故堯無對於天下, 而許由
與稷契爲匹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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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규정해 버린다. 그리고 요임금은 만물에 순응하여 천하에 무대하다고
한다. 곽상은 “천하를 잘 다스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지 않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임금이 다스리지 않음으로 천하를 다스렸지, 다스림
으로 천하를 다스린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56) 바로 요임금의 ‘불치’의 방
식이 성인의 정치이다.
허유는 세속에 무심한듯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대
상 사물에 무심히 순응하지 못한다. 현실 정치에서 물러서 자연을 벗 삼아
사는 것이 이상적 삶이자 무위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편견에 사로잡
혀 있는 것이고, 그런 편견으로 현실 정치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천하를 다
스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곽상은 허유를 요임금의 신하들과 같
은 수준에 있는 인물로 비유한 것이다. 반면, 요임금은 무심하고 현묘하게
감응하여 백성들과 함께하니 어디를 가도 천하의 군주가 아닌 적이 없다.57)
허유는 은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산림에 묻혀 사는 무위를 택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위는 장자 원문의 의미와 장자의 개체 생명의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와 출세간적 경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곽상이 허유
식의 무위를 부정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위의
현실 정치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무위는 노자에서 이미 정치
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노자에서 무위는 우주의 본원인 도의 존재 상태
인데, 군주가 도를 본받아 무위 하면 만물이 자화(自化)한다.58) 장자에도

56)
57)

소요유 , 10.
소요유 편주, 11, “何以言其然邪? 夫與物冥者, 故羣物之所不能離也. 是以無心
玄應, 唯感之從, 汎乎若不繫之舟, 東西之非己也. 故無行而不與百姓共者, 亦無往
而不爲天下之君矣. 以此爲君, 若天之自高, 實君之德也. 若獨亢然立乎高山之頂,
非夫人有情於自守, 守一家之偏尙, 何得專此! 此故俗中之一物, 而爲堯之外臣耳.
若以外臣代乎內主 斯有爲君之名而無任君之實也.”
노자 37장, (晉)王弼 著, 王弼集校釋, 樓宇烈 校釋, 中華書局, 2009, 91(이

，

58)

하 쪽수만 표기함),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노자
57장, 150,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
欲而民自樸.” 노자에서 무위는 도(道)가 만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도의 무위는 만물을 자연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정치철학적 시각에서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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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와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무위를 언급한다.59)
곽상은 무위정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무위에 대한 오
해를 지적한다. 무위는 속세를 떠나 산림 속에서 유유자적 한 것이 아닌
데60), 무위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가 노자사상을 현실정치에서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6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곽상은 단순
히 장자를 주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자신
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62) 무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뒤에서 더 논의
하기로 하고 이어서 요임금이 사물과 분별이 없고, 무대해서 천하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성인의 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2. 성인의 품격

곽상은 모든 존재자가 각자 타고난 본성이 있으며 그 한계를 지닌다고
했다. 후천적 노력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도, 바꿀 수 도 없기 때문에
본성은 개체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차이가 큰
것이 성인이다. 펑유란은 곽상이 말하는 “성인을 전 사회를 통치해야 하는
천재”, “일체의 천재위에 있는 천재”라고 했다.63) 천재가 선천적으로 타고
나듯이 성인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자연의 신묘한 기를 품부 받았다”.64)
의 무위는 군주의 무위를 가리키고 자연은 백성의 자연한 생존상태를 의미
한다. 王博, 老子 “自然” 觀念的初步硏究 , 中國哲學史, 1995, 第3~4期合刊,
59)
60)
61)

51 참조.
천지 편주, 233, “故之畜天下者, 無慾而天下足, 無爲而萬物化.”
천운 편주, 156, “所謂無爲之業, 非拱黙而已; 所謂塵垢之外, 非伏於山林也.”
소요유 편주, 10, “若謂拱黙乎山林之中而後得稱無爲者, 此莊老之談所以見棄於

62)

當塗. [當塗]者自必於有爲之域而不反者, 斯之由也.”
곽상의 철학방법과 곽상이 장자를 보는 시각 및 주석의 특징은 다음의 책
을 참고할 만하다. 湯一介, 郭象與魏晉玄學, 250~273; 楊立華, 郭象 莊子注

63)

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0, 58~87.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557.
소요유 , 13, “俱食五穀而獨爲神人, 明神人者非五穀所爲, 而特稟自然之妙氣.”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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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자연의 정기(正氣)’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식물에 비유하자
면 오직 송백(松柏) 만이 사계절 항상 푸름을 자랑한다.65) 이는 타고난 것
으로 자연히 그러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며, 반대
로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66) 이는 성인도 예외
가 아니다.
곽상이 묘사하고 있는 성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유외이명
내(遊外以冥內)”67)이다. ‘유외’는 성인의 외적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외부의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노닌다는 것이다. ‘명내’는 내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자의 “좌망(坐忘)”68)과 유사하다. 일종의 마음
의 경지로써 외부 사물과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와 타자의 구분마저도 망각
하는 것이다. 장자에게 좌망이 정신적 소요의 전제였다면 명내는 성인의 품
성이자 무위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근거이다. 그 특징으로 ‘무심(無心)’
과 ‘무정(無情)’, ‘무아(無我)’69)를 들 수 있다.
요임금은 천하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지만 천하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70) 소유한다는 것에는 그 대상을 통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자신의 소유라고 의식하면 그
대상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긴다. 그런 충동은 무엇보다
인간의 감정적 측면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은 매우 복잡
하고 미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현상의 배후 원인으로 지목
된다. 특히 이러한 감정이 사적 소유 대상에게 발산될 때는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적어도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곽상이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마음과 그것이 내포하는

65)

66)
67)
68)

69)
70)

덕충부 , 114, “言特受自然之正氣者, 至希也. 下首則唯有松柏, 上首則唯有聖人.
故凡不正者, 皆來求正耳.”
덕충부 , 114, “夫松柏特稟自然之鍾氣, 故能爲眾木之傑耳, 非能爲而得之也.”
대종사 편주, 155, “故聖人常遊外以[冥]內, 無心以順有.”
대종사 편, 163, “仲尼蹵然曰: ‘何謂坐忘?’ 顔回曰: ‘墮肢體, 黜聰明, 離形去
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소요유 편주, 41, “夫聖人者, 無我者也.”
소요유 편주, 15, “天下雖宗堯, 而堯未嘗有天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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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의지 등이다. 그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마음인 ‘성심(成心)’을
사람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인정했지만71) 성인은 이상적 정치지
도자로서 그런 마음이 없다. 곽상은 “지인은 무정하다(至人無情)”72), “성인
의 사랑은 거울과 같다(聖人無愛若鏡耳)”73)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성인의 독
특한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다. 특히, 성인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경우
가 많은데, 거울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다. 타자를 자신의
주관적 편견이나 목적, 의도로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평무사
하다.74) 거울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인의 무심, 무정이다. 무정의 ‘정(情)’
은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욕구, 감정 등을 지칭한다. 성인의 내적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에 천하를 다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인이 자신들
의 위에 군림하지만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한다.75)
일반적으로 올바른 정치에 있어서 ‘공정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는
다. 그런데 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법가는 법을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고, 유가는 인간의 보편
적 윤리성과 예악제도에 근거해 정치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이
와 달리 도가는 비인위적인 자연을 근거로 무위정치를 주장했다. 곽상은 기
본적으로 도가적 사유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가와 법가 등의 요소를 많
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장의 자연과 무위 개념에 인위적 요소를 포함시
킴으로써 사상적 유연성을 넓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성인의 무위정치 부
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곽상에게 있어서 ‘공(公)’과 ‘사(私)’는 개체가 자신의 본성에 순응하는지
여부와 관계된다. “하늘이 자연히 높고 땅은 자연히 낮고, 머리는 자연히
위에 있고, 발은 자연히 아래에 있는데 어찌 뒤바뀔 수 있겠는가?”76) 천지

74)

제물론 편주, 31, “夫心之足以制一身之用者, 謂之成心. 人自師其成心, 則人各
自有師矣. 人各自有師, 故付之而自當.”
양생주 편주, 71.
칙양 편주, 501.
덕충부 편주, 124, “內保其明, 外無情僞, 玄鑒洞照, 與物無私, 故能全其平而行

75)

其法也.”
산목 편주, 397, “况之至人, 則玄同天下, 故天下樂推而不厭.”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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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의 신체가 다 정해진 자리가 있듯이 모든 개체는 각자 자질과
역할이 있다. 그것에 사심을 품지 않고 제대로 잘 이행하는 것을 공이다.77)
만약 그것에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여 제 분수를 넘어서
자신이 타고난 바에 안주하지 못한다. 이것이 사사로움의 폐해이다.78) 곽상
은 또 “세간에서 말하는 사사롭지 않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사랑
하는 것이다. 무릇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이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바
라는 것이니 이것 역시 사사로운 것이고 공(公)을 잊은 공(公)이 아니다.”라
고 하면서 ‘애인(愛人)’도 결국은 사사로운 것이라고 보았다.79) ‘애인’은 공
자가 ‘인(仁)’에 대한 대답으로 한 적이 있고,80) 유가의 도덕심성의 원천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곽상은 이것을 사사로운 것으로 규정한다.81)
유가의 온화한 성인의 비하면 곽상의 무정한 성인은 비인간적이고 사무
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엄청난 책임을 떠맡고 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78)

제물론 편주, 30, “若天之自高, 地之自卑, 首自在上, 足自居下, 豈有遞哉!”
응제왕(應帝王) 편주, 172, “任性自生, 公也; 心欲益之, 私也; 容私果不足以生
生, 而順公乃全也.”
제물론 편주, 29, “皆私之, 則志過其分, 上下相冒, 而莫爲臣妾矣. 臣妾之才, 而

79)

不安臣妾之任, 則失矣.”
천도 편주, 276, “世所謂無私者, 釋己而愛人. 夫愛人者, 欲人之愛己, 此乃甚私,

76)
77)

80)

81)

非忘公而公也.”
논어·안편(顔淵)편, “樊遲問仁. 子曰: ‘愛人’.” (宋)朱熹 撰, 四書章句集註,
中華書局, 1983, 139.
‘애(愛)’은 매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아주 자연
스러운 감정이며 심지어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곽상에 따르면
성인은 이상적인 군왕이고, 무심무위(無心無爲)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자연자
위(自然自爲)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랑이 필요치 않다. 왕보는 “권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타인을 개조시킨다. 이것은 사랑의 모순
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결국 인애(仁愛)는 자기중심적인 체계이고 백성을
(정치적) 주체로 보는 경향이 결핍돼 있다.”고 한다. 王博, 權力的自我節制:
對老子哲學的一種解讀 , 哲學研究, 第6期, 20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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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82) 그만큼 감정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군주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일 수 있다.
앞서 말한 성인의 무심과 무정 등의 내적 특징은 내면의 마음이 외부의
대상과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성인은 외부 대상
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심리적 변화도 없음을 보았다. 성인이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가능한 것은 무아 또는 무기(無己)83)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에 대
한 관심과 심리적 변화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 자기 동일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의 주체, 주관으로서 자신의 일
체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타자를 인식하고 판단한다.
도가는 인간 또는 인위적인 것을 초월한 자연을 본받아 나의 작은 자아
를 버리고 자연의 대아(大我)를 품을 것을 주장했다. 성인은 단지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삼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대자연과 같은 무한한 자아가 필요한데, 이는
바꿔 말하면 무한히 작은 자아 또는 무아라고 할 수 있다. 무기는 자칫 자
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곽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에 순응하고 다양한
존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형태에 고정되거나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정된 하나의 색깔을 띠게 되면 어떤 것과는
어울리지만 다른 어떤 것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
이 가지고 있는 색은 모든 색과 다 어울릴 수 있는 무색이다.
3. 성인의 무위정치

곽상은 “천인이 모여 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지거나
흩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 많아도 군주가 여럿 일 수 없고,
현명한 사람이 없어도 군주가 없을 수 없다. 이것이 하늘과 사람의 도가 반
드시 이르는 마땅함이다.”84)라고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곽상은 당시의
82)
83)

덕충부 편주, 124, “無情至平, 故天下取正焉.”
소요유 편주, 9, “無己故順物, 順物而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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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인 군주제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주의 권력 사용을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는다.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
지만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비록 그
시대에 현명한 자가 군주가 되더라도 군주 일인의 자질과 능력 및 지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없고,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하들이 각자 자질과 직분에 맞게 일을 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안
정되게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군주가 신하와 백성들을 적으로 돌
리게 된다.85) 다시 말해서 군주가 자기 한 몸으로 천하를 전횡하면 천하가
막혀 통하지 않고, 자신 또한 망하게 된다.86)
중국 고대 사상사에서 정치권력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정치권력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해석하고 논증한다.87)
곽상 역시 정치체제 개혁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권
력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가에 있었다. 그리고 권력의 사용은 정치적 관점
에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 문제이다. 곽상은 기본적으로 군주 개인의 생존과
천하 백성의 생존을 공동운명으로 본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할 뿐 서
로 의식하고 위하는 관계는 아니다.
앞서 성인의 무심은 언급했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성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무생물처럼 아예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무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가? 곽상은 “성인의 도는 백성의
마음을 쓰는 것이다.”88)라고 한다. 즉, 성인은 주관적인 의지와 뜻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때든 편안할 수 있다.89) 이러

84)

85)

86)

87)
88)
89)

인간세 편주, 86, “千人聚不以一人爲主, 不亂則散. 故多賢不可以多君, 無賢不
可以無君. 此天人之道, 必至之宜.”
재유 편주, 224, “吾一人之所闻, 不如众技多, 故因衆則寧也. 若不因衆, 則衆之
千萬, 皆我敵也.”
재유 편주, 225, “己與天下相因而成者也, 今以一己而專制天下, 則天下塞矣. 己
豈通哉! 故一身旣不成, 而萬方有餘喪矣.”
王博, 權力的自我節制: 對老子哲學的一種解讀 , 45~46 참조.
천지 편주, 248, “聖人之道, 卽用百姓之心耳.”
열어구(列禦寇) 편주, 539쪽, “夫聖人無安無不安, 順百姓之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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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는 노자 49장의 “성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는다.”90)와 같은 맥락이다. 성인은 모든 백성을 다 동등하게 대
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
을 대할 뿐이다. 이러한 특징은 교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백성의 마
음은 형체와 소리이고 대인의 교화는 그림자이고 메아리이다. 대인이 천하
에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가 형체와 소리를 따르는
것과 같은 뿐이다.”91) 곽상은 ‘백성지심(百姓之心)’과 ‘대인지교(大人之敎)’
의 비유를 통해 대인이 천하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
니라 백성의 마음을 따를 뿐임을 말하고 있다. 즉, 이상적 군주로서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안정되고 편안하며, 교화 역시
자신의 의지와 뜻을 반영해서 백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이
하는 바를 따라서 할 뿐이다. 사실상 곽상에게 있어서 개체의 생존은 독립
적이고 본래 타고난 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화 또한 개체가
타고난 자질을 완성하는 데 보조적 수단일 뿐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을 가
지고 바꿀 수 없다.92)
성인이 백성의 마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도 순응한다. 곽
상의 세계관이 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
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사람은 유대자로서 각자

90)
91)

92)

노자 49장, 129.
재유 편주, 225, “百姓之心, 形聲也; 大人之敎, 影響也. 大人之於天下, 何心哉?
猶影響之隨形聲耳.”
곽상은 기본적으로 후천적인 배움과 교화의 무용론( 천도 편주, 281, “此言物
各有性, 敎學之無益也.”)을 말하지만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인정
하는 후천적 노력은 성분의 범위 안에 것 또는 본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이다( 천운 , 298, “雖性可學成,
然要當內有其質”). 배움이나 교화는 인간의 타고난 성을 바꾸거나 성분을 넘
어 설 수 없다. 하지만 본성의 실현을 위해서 후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및 성분이 선천적으로 이미 다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대종사 편주, 161, “言天下之物, 未必皆自成也, 自然之理, 亦有須冶鍛而
爲器者耳.”; 달생 편주, 372, “言物雖有性, 亦數習而后能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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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모든 변화에 따르지 못한다. 성인은
무심하고 무대하기 때문에 모든 변화에 순응할 수 있고, 또한 유대자가 그
필요한 조건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93)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백성에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의지하는 바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성인의 무위이다. 그런데 성인의 무위는 각 시대의 상황
에 따라 순응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인다. 요와 순임금의 선양과
탕과 무왕의 정벌은 엄연히 다른 방식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시대적 상
황에 맞게 무위를 구현한 것일 뿐이다.94) 곽상은 성인의 본질은 적에 있지
않고 그것이 비롯되는 소이적에 있다고 했는데, 그 소이적은 ‘무적(無迹)’이
다.95)
무릇 성인은 사물이 자연히 움직이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무적(無迹)이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성(聖)이라는 것은 나는 본래 무적이지만 사람들이 그
적을 얻어서 억지로 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즉, 성은 무적의 이름이
다.96)

성인의 본질이 무적이기 때문에 각 시대의 성인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가 더 좋은 가를 평가하는

93)

소요유 편주, 9, “夫唯與物冥而循大變者, 爲能無待而常通, 豈[獨]自通而已哉!

94)

又順有待者, 使不失其所待, 所待不失, 則同於大通矣.”
재유 편주, 217, “故聖人一也, 而有堯舜湯武之異. 明斯異者, 時世之名耳, 未足
以名聖人之實也.” “곽상은 시세(時世)라는 관념을 통해 무위정치를 현실정치에
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극도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도가의 무
위사상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게 했지만 외연이
극도로 확대 되면서 근본적으로 무위정치의 기본적 함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통치를 시대적 결과로 이해한다면

95)
96)

모든 폭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楊立華, 郭
象 莊子注 研究, 173.
응제왕 편주, 170, “所以迹者, 無迹也.”
양왕(讓王) 편주, 50, “夫聖人因物之自行, 故無迹. 然則所謂聖者, 我本無迹, 故
物得其迹, 迹得而强名聖, 則聖者乃無迹之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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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속의 평가와 그에 따른 숭상과 비난을 없
애는데 있다.97)
곽상에 따르면 성인의 무위정치는 시대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외적 형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위의 적(無爲
之迹)’이다. 또한 성인은 천하에 무심하고 무위하지만 그것이 ‘인의의 적(仁
義之迹)’이 된다. 성인이 무심하게 사물을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에게
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인애의 마음이 없지만 인애의 모습으
로 비춰지고, 성인이 만물이 각자의 리에 합당하게 맡기기 때문에 그 의
(義)가 드러난 것으로 본다.98) 무위의 적은 유위한 자들이 숭상하는 것인데,
그것을 숭상하여 본래의 자연적 질을 잃어버리게 된다.99) 성인의 ‘무적’이
‘적’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성인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곽상은 공자를 빌어 이러한 부득이 한 상황을 묘사한다.
지금 공자가 명(冥)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자연의 리를 돌아보면 움직이면
그림자가 쫓고, 말을 하면 메아리가 따른다. 무릇 사물에 순응하면 곧 이
름의 적이 세워진다. 그런데 사물에 순응하는 것은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하지만 결국에는 이름을 면
할 수 없다. 누가 이것을 풀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름은 그림자와 메아
리이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형체와 소리의 질곡이다. 이 도리를 이해하면
이름의 적을 버릴 수 있다. 이름의 적을 버릴 수 있으면 저것을 높이는 것
을 끊을 수 있다. 저것을 높임을 끊으면 성명(性命)을 온전히 할 수 있
다.100)

97)

98)

99)

재유 편주, 213, “夫堯雖在宥天下, 其迹則治也. 治亂雖殊, 其於失後世之恬愉,
使物爭尙畏鄙而不自得則同耳. 故譽堯而非桀, 不如兩忘也.”
변무 편주, 187, “夫與物無傷者, 非爲仁也, 而仁迹行焉; 令萬理皆當者, 非爲
義也, 而義功見焉.”
변무 편주, 187~188, “自三代以上, 實有無爲之迹. 無爲之迹, 亦有爲者之所尙

也, 尙之則失其自然之素.”
100) 덕충부 편주, 119~120, “今仲尼非不冥也. 顧自然之理, 行則影從, 言則嚮隨, 夫
順物則名迹斯立. 而順物者, 非爲名也. 非爲名則至矣, 而終不免乎名, 則孰能解之
哉! 故名者, 影嚮也. 影嚮者, 形聲之桎梏也. 明斯理也, 則名迹可遺. 名迹可遺,
則尙彼可絶. 尙彼可絶, 則性命可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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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저것’은 노자에서 몇 차례 나오는 “그러므로 저것을 버
리고 이것을 취한다(故去彼取此).”101)의 버려야 할 ‘저것’과 같은 것이다. 성
인을 숭상하는 저것을 버리면 자신의 ‘자연의 본질(自然之素)’인 ‘이것’을
잃지 않고 타고난 성명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성인의 무위정치에서 구체적 정치행위의 핵심은 신하를 쓰는 것에 있다.
즉, 군주의 본분은 신하를 자질과 능력에 맞게 적절한 자리에 쓰는 것이
다.102) 유의할 것은 곽상이 군주와 신하가 모두 무위라고 본다는 것이다.
군주가 면류관을 쓰고 천하를 그것대로 맡겨두기 때문에 천하가 모두 자위
를 얻는다. 이것이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의 효과이다. 위에서 무위
하기 때문에 아래 또한 자위할 수 있는데, 자위 역시 ‘적성’으로써 무위이
다. 곽상은 또 구체적으로 위와 아래의 무위를 구분하는데, 위의 무위는
‘용하(用下)’이고 아래의 무위는 ‘자용(自用)’103)이다.104)
곽상은 아주 하찮은 거미와 쇠똥구리 같은 벌레일지라도 모두 저마다 타
고난 능력이 있고, 비록 서로 차이가 있지만 각자가 타고난 바를 완성해간
101)

노자 12장, 28, “是以圣人为腹不为目, 故去彼取此.”; 노자 38장, 93, “是以
大丈夫处其厚, 不居其 薄; 处其实, 不居其华. 故去彼取此.”; 노자 72장, 180,

“是以圣人自知不自见; 自爱不自贵. 故去彼取此.”
102) “황제사경(黃帝四經)의 무위는 천시(天時)라는 객관적 법칙을 따르고, 명실
(名實)이라는 인식 틀을 사용하며, 법이라는 질서체계를 운용하는 가운데 실현
된다.
무위정치는 천시, 명실 그리고 법체계에 따른 국가 운영의 공평무사

……

함, 즉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임찬,
黃帝四經의 名實論과 法의 출현 , 大同哲學, 제43집, 대동철학회, 2008,
103)

212~213.
‘자용’은 개체가 자신의 자질과 능력 사용한다는 것이다. 개체의 본연적인 생
존방식이기 때문에 자용 역시 무위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임’과 마찬가
지로 사물과 상대하는 유대자의 생존방식이다. 그래서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
서 무대하지 못하고, 또한 자용해서 공적을 남기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곤경

에 처한다. 한편 성인은 자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위 하게 하도록 해
주고 자신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104) 천도 편주, 269, “故冕旒垂目, 而付之天下. 天下皆得其自爲, 斯乃無爲而無不
爲者也. 故上下皆無爲矣, 但上之無爲則用下, 下之無爲則自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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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모두 같다고 본다. 사람도 저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 할 수 있도록 한다.105) 왕 역시 신
하들이 자질에 맞는 적합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곽상은 “왕이 백관(百官)에 대해서 작용하지 않으니 백관이 각자 자신의 일
을 맡을 수 있다.”고 한다.106) 왕이 신하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신
하들이 각자 직책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곽상은 군주가 자신의 직분인 신하를 쓰는 것은 유위(有爲)한 것
에 속한다고 한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를 쓰는 측면에서
는 유위이지만 나무를 베는 것에는 무위이다. 왜냐하면 직접 나무를 찍고
베는 것은 도끼이기 때문이다. 군주 역시 신하를 쓰는 것은 유위이지만 그
것은 군주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위이다.107) 곽상이 말하는
무위와 유위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양자의 구분의
핵심은 성분에 있다. 즉, 각자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위규범을 지키는 것
과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위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곽상이 무위의 범위를 모든 개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다. 즉, 무위를 특정 신분이나 인격적 경지에 해당되는 생존상태로 보지 않
고 모든 개체의 본연의 생존방식으로 본다.108)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
고,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은 신체기관의 비유를 통해 자용이 어려
운 것이 아님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존방식은 눈의 기본 기능이 보

105)

，

거협 편주, 206, “夫以蜘蛛蛣蜣之陋, 而[能]布網轉丸 不求之於工匠, 則萬物
各有[所]能也. 所能雖不同, 而所習不敢異, 則若巧而拙矣. 故善用人者, 使能方者

爲方, 能園者爲園, 各任其所能, 人安其性, 不責萬民以工倕之巧.”
106) 인간세 편주, 95~96, “王不材於百官, 故百官御其事, 而明者爲之視, 聰者爲之
聽, 知者爲之謀, 勇者爲之扞. 夫何爲哉? 玄黙而已. 而羣材不失其當, 則不材乃材
之所至賴也. 故天下樂推而不厭, 乘萬物而無害也.”
107) 천도 편주, 268, “夫工人無爲於刻木, 而有爲於用斧; 主上無爲於親事, 而有爲
於用臣. 臣能親事, 主能用臣; 斧能刻木, (而)工能用斧. 各當其能, 則天理自然,
非有爲也. 若乃主代臣事, 則非主矣; 臣秉主用 則非臣矣. 故各司其任, 則上下咸
得, 而無爲之理至矣.”
108) 천운 편주, 164, “言物皆自然, 無爲者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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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사물이 타고난 그대로 행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무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타고난 본성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일 뿐이다.109)
그런데 신하와 백성들의 무위인 자위, 자용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바로 군주의 무위이다. 비록 곽상은 모든 개체가 자위적 존재로서 무위한다
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특히 봉건사회에서는 정치적 조
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무위는 개인의 인격수행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회, 정치적 조건이 만족돼야 한
다. 결국 곽상은 무위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켰지만 사실상 구조적으로 군주
의 무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노자와 다르지 않다.110)
곽상의 무위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의 현실적 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주가 무위해서 백성들이 자위한다 해도
현실의 각종 사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사회는 계속해서 변
화하고 복잡해지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타고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만
족하며 생활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개체성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변화에 완
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현실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수단으로써 ‘형
(刑)’과 ‘예(禮)’이다. “형법은 다스림의 구현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111) 그리고 “예는 세상에서 자연히 행해지는 것일 뿐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112) ‘형’은 다스림의 수단이고, ‘예’는 당시에 통행되는 습속과 규범
인데, 각각 법가와 유가의 주요한 정치 수단으로써 위진시기 명법(名法) 또
는 명교의 주요 내용이다. 곽상은 명교의 형식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지만
109)

，

인간세 편주, 98~99, “足能行而放之, 手能執而任之, 聽耳之所聞 視目之所見,
知止其所不知, 能止其所不能, 用其自用, 爲其自爲, 恣其性內而無纖芥於分外, 此

無爲之至易也.”
110) 인간세 편주, 173, “天下若無明王, 則莫能自得. 令之自得, 實明王之功也. 然功
在無爲而還任天下. 天下皆得自任, 故似非明王之功.”; 인간세 편주, 173, “夫明
王皆就足物性, 故人人皆云我自爾, 而莫知恃賴於明王.”
111) 대종사 편주, 140, “刑者 治之體 非我爲.”
112) 대종사 편주, 140, “禮者 世之所以自行耳 非我制.”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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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과 예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기
능을 발휘한다면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다. 그리고 상벌(賞罰) 역시 정치 방
법으로 인정된다.
곽상은 장자·천도편의 다스림의 도의 9단계 순서113)의 주석에서 말하
기를 “다스림의 도는 먼저 천을 밝히고, 상벌을 폐기하지 않는다. 다만 마
땅히 그 앞뒤의 차례를 잃지 않을 뿐이다.”114)라고 한다. 그리고 상벌에 대
한 주석에서 “상벌은 잃고 얻음의 결과이다. 지극한 다스림의 도는 근본이
천에 있고 말단이 이것(상벌)에 이른다(賞罰者, 失得之報也. 夫至治之道, 本
在於天, 而末極於斯).”115)라고 한다. 곽상은 명천(明天)의 천을 ‘자연’이라고
한다.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스림의 도에서 상벌은 비록 말단이지만 폐
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벌은 ‘잃고 얻음의 결과’ 즉, 성을 얻음과 잃음에
대한 결과이다.116) ‘성을 잃음(失性)’은 주관적 마음에 의해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성을 얻음’은 바로 ‘적성’이다. 상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연스런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일 뿐 공적을 권하고 잘못을 경계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 아니다.117) 곽상은 특정한 정권의 통치나 유지를 옹호하기 위
해서 이러한 정치 수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
는 공정성은 바로 군주의 무위에 근거하는 ‘공(公)’이다.

113)

치도(治道)의 9단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명천(明天)-도덕(道德)-인의(仁义)분수(分守)-형명(形名)-인임(因任)-원생(原省)-시비(是非)-상벌(赏罚). 장자·천도

편, 272~273쪽 참조.
114) 천도 편주, 273, “治道先明天, 不爲棄賞罰也, 但當不失其先後之序耳.”
115) 천도 편주, 272.
116) 천도 편주, 272, “各以得性爲是, 失性爲非.” 곽상은 상벌의 바로 앞 단계인
‘시비’를 ‘득성(得性)’과 ‘실성(失性)’으로 설명한다.
117) 천운 편주, 303, “盜自應死, 殺之順也, 故非殺.”; 천운 편주, 224, “夫賞罰者,
聖王之所以當功過, 非以著勸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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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오는 말
곽상의 무위정치는 노장의 자연무위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황로학과
현학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도가의 무위가 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물을 자연, 자위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측면에
서 본성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정
치적 측면에서는 백성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자위하게
하는 것이 군주의 무위의 핵심이다.
곽상은 성에 인위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본성에 순응하는
것은 타고난 본분과 직분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적 삶을 사는 것이 자연이자 무위이다.
도가에서 무위를 주장하고 인위를 부정하는데, 여기서 인위는 주관의 목
적적, 의도적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곽상은 인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
신의 역할을 다하고 타고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인위가 아니라
자연에 부합하는 무위라고 보았다. 천인관계로 보자면 천(天)은 만물의 생
성자, 존재의 법칙을 의미하지 않고 비의지적, 무목적적, 필연적 자연을 나
타낸다. 인(人)은 천과 대비되지만 인이 모든 인위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자연본성이 아닌 심에 의해서 비롯된 행위를 가리킨다. 본성
은 천성(天性)으로서 천과 동류이지만 심은 목적적, 의지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성분에 만족하지 않고 넘어서고자 하기 때문이다.
곽상에 따르면 성은 왜 그러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연이다(不知其然
而自然者, 非性如何!).118) 그런데 왜 그러한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피할 수
도, 더 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고 하는가? 우리 주위에 사물들이 어느 하
나 타고난 성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인간도 세계 내 존재로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물의 존재방식을 인간과 인간사회에 적용할 수 있
다. 인간도 여타 사물과 마찬가지로 자생하고 각자 성을 가지며 한계를 지
닌다. 성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분(分)이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
를 나타내는 것이 극(極)이다. 즉, 타고난 본분과 직분을 초월할 수는 없지

118)

칙양 편주,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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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안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곽상은 성분을 통해 인간
본성의 한계와 개체간이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이 자위적 존재임을
논증한다.
주목할 것은 성이 시대에 따라 변한 다는 관점이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
하고 개체의 성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인간은 세계와 사물의 변화의 본질을
알 수 없고, 그것이 자연이라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인식을 얻을 수 없다.
곽상 역시 본연의 생존상태를 회복할 것을 말하지만 그것이 원시적 유토피
아인 지덕지세(至德之世)나 정신적인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과 같은 상태
로 복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곽상은 만물의 근원 또는 본체의 존재
를 부정하고 자연의 변화를 긍정하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중요시 한다.
곽상이 “솔성이동(率性而動)”119)을 무위라고 할 때, 성은 개체가 타고난 지
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본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성과들을 긍정할 수 있게 했다.
곽상은 무위정치를 본질과 형식으로 구분함으로써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증가시켰지만 진정한 무위정치는 여전히 성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무위정치
는 필연적으로 적을 남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모든
통치를 무위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곽상의 근본적인
의도는 성인의 적이든 폭군의 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잊게 하는데 있다. 그
러면서 군주에게 적에 의지하지 않고 무위의 원칙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권한다. 군주는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 생각을 접고 ‘불
치(不治)’의 다스림을 행해야 하고, 군주의 무위는 신하와 백성들을 제 자리
에 맞게 쓰는 것이데, 천하가 자위하도록 맡기는 것이다.120)

119)
120)

천도 편주, 267, “然自得此爲, 率性而動, 故謂之無爲也.”
재유 편주, 225, “用天下之自爲, 故馳萬物而不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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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郭象的聖人與無爲政治研究
Kim Jin-Sun
(Beijing Univ.)

，

郭象是魏晉玄學的集大成 在玄學中占很重要的地位。他圍繞著魏晉玄學的

，

，

主要話題 包括名敎與自然問題和有無之辯等 在跨學派的立場上展開了具有

，

綜合性的嶄新的思想觀點。郭象的終極關注點是現實社會政治的和諧穩定 他

，

，

自己也參與過現實政治。在他看來 作爲制度和秩序的名教 是規定竝體現人

，

的自然本性的重要手段。這點 通過將名教內化爲人性的“性分”說可以充分了

，

解。性分是每個個體與生俱來的本性的限度和逍遙的依據 人只有在自己的性

，

分之內才能獲得逍遙。個體的逍遙意味著社會全體的和諧穩定 而能夠實現個
體的逍遙和社會全體的和諧穩定的前提條件是“無爲政治”。郭象將傳統道家的
“無爲”概念解釋爲個體的“各安其分”、“各當其事”。爲了實現無爲政治仍然需要

，

君主的無爲 郭象以聖人描述理想君主的德和無爲政治。聖人能“無心”而公平

，

，

無私 使得臣下百姓都擔任并負責適合自己的資質和能力的事情 這就是上下
都無爲的社會狀態。

，

，

由此可見 他的思想觀點不是純理論形式的討論無爲自然 而是具有强烈的

，

現實政治向度。雖然郭象非常重視現實政治 但他的目的竝不在於反映當時的
司馬氏政權和門閥士族的利益而提供合理的解釋。他爲了實現社會政治的和諧

，

，

穩定 在人性和人類社會的分析和理解的基礎上 提出了旣有價値性也有現實
性的理論。本論文試圖通過名敎與自然本性和性分以及聖人的品德和無爲政治

，

的討論 了解郭象如何看待竝解決時代的人生和政治問題。

， ， ， ，

Key words: 名敎 自然 性分 聖人 無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