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신체 주체
중국고대 형이상학에 나타난 언어와 주체
11)

김 성 태*

Ⅰ. 풀기
우리는 여기서 고대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언어와 주체 형성과의 관련
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여기서 언어를 인간 상호간의 의
사소통 수단이라는 중성적 기능적 차원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
라 언어가 인간을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
* 철학사상연구소 96 Pos t - Doc .
1) 고대 중국 사상을 언어와 관련지어서 논의한 글은 다음과 같다. 정대현 장자
어관의 한 해석 ( 철학 제17집, 한국철학회, 1982년 봄) 송영배 장자에서의
화의 의미 ( 대화의 철학 크리스챤 아카데미 편 서광사) 이밖에 손영식 공자
의 정명론과 노자의 무명론 ( 철학 제31집, 1989 봄) 정대현과 송영배는 언어
기능적 측면에서 장자 언어관을 읽어내고 있다. 손영식은 공자와 노자의 名을 언
어와 직접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념과 역할이라는 의미로
읽어냄으로써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언어와 주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에 있다.
2 )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언어를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사물에 이름
을 붙이기 위한 기호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개개 인간을 주체로서 성
립시킨다는 것은 언어라는 형식으로 이미 구조화 되어 있는 호명체계에 의해서
개개 인간이 특정한 장에서 특정한 주체로서 불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알뛰제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뛰제의 관점을
고대 중국 사상을 해석하기 위한 유일한 관점으로 삼거나 그것을 고대 중국 사상
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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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인간 상호간의 주관적 의사를 소통시키는 객관적 형식이자 도구
로서만 이해하는 한 언어가 인간을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차원은 은폐된
다. 3 )
유가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공자와 공자와는 대립되는 입장을 취한다
고 평가되는 노자는 모두 언어를 통한 주체의 형성과 해체에 대해서 적
극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4 ) 공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호명체계를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이와는 달리 노자와 장자는
호명체계 자체가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5 )에 대해서 고정불변의 실체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상앙과 한비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역사적 상대성을 지니는
주체를 노자와 장자처럼 언어의 관점에서 해체하지 않고 실제 역사를 실
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수행한다. 6 ) 이들이 주체 형성과 해체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체를 언어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언어가 완전한 空無로부터 有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존재하
는 실재에 근거하여 무규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사물을 사물답게, 개개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언어는 존재자를 존재자
답게 (규정)한다. (物物) 그러나 존재자를 존재자답게 규정하는 언어 자
3 ) 우리는 노자의 道隱無名 ( 道德經 제41장)을 주체를 형성시키는 호명체계의 정
체가 일상적 의식의 수준에서는 반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어낸다.
4 ) 여기서 언어는 이데올로기, 담화, 대화, 호명 등 여러가지 의미가 중첩된 복합
념이다. 언어가 가진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후에 名敎라는 개념으로 보다 분명히
언어화 된다.
5 ) 여기서 주체를 큰 글자로 표기한 것은 언어와 그것에 의해서 짜여진 호명체계가
개개 인간을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원천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언어는 큰 주체이고
개개 인간은 작은 주체이다. 작은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고 해체되는, 역
적 특수성을 지닌 일시적 주체이다.
6 ) 상앙과 한비는 객관적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된 상황을 이끌어 가는 주체도 새롭
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기존의 주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언
어적 비역사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 입장에서 수행한다. 송영배
고대중국 상앙학파의 법치주의 ( 철학과 현실 ,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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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결코 사물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7 ) 언어는 특정 사물을 사물답게
규정하면서 동시에 규정된 내용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자는 주체를 형성하는 일정한 호명체계8 )를 해체하는 것을 악인의 악
행이라고 규정한다. 공자는 주체형성 체계는 하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은 小人과 난신적자의 악행과 악언(巧言亂德)에 의해서만
해체될 뿐이라는 입장에 있다. 이에 비해서 노자와 장자는 역사적 세속
적 삶을 영위하는 세속적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가상9 )이기 때문
에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인 언어에 의해서 부단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자가 권력질서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
이라면 후자는 세속적 권력질서를 해체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어느 입장을 취하든 간에 언어를 권력질서와 연관지어서 이
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언어는 인간이 생물개체로서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인간으로 되기 위해
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인간에 앞서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0 )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질서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비로
7 ) 사물을 사물답게 존재하게 하는 것을 언어라고 하지 않으면 사물과 서로 대립하
는 또 하나의 사물(힘과 사물적 가치에서 우위에 있는)로 간주하는 셈이 된다.
기서 또 하나의 사물도 결국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절대
자도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假構임이 드러난다. 우리는 장자의 物物者非物 을
특정 사물(인간을 포함하여)을 그것 답게 규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사물과 근본적
으로 존재방식을 달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非物을 有名과 無名의 통일인 언
어로서 이해할 때 그것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세계안에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사물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사물을 사물답게 존재케 하는 것(物物者)이 형
이상학적 귀신으로 오해되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8 ) 君君臣臣父父子子 공자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짜여진 일정한 호명체계는 세
속적 삶을 살아가는 개개 인간을 사회속의 특정한 주체로서 불러내는, 주체를 형
성시키는 원천이라고 간주한다. 이 일정한 호명체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신분질서가 언어화된 것이다. 위계화된 권력질서(신분)가 언어화된 것이 개개
간을 특정한 주체로서 성립시킨다는 것이 공자 正名論의 기본 입장이다.
9 ) 여기서 가상은 주관이 날조한 허깨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
로만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10 ) 우리는 여기서 언어의 발생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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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즉 말을 씀으로써,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되어간다. 말은 한 인간을 특수한 인격체로 주체로 성립시킨다. 말은 중
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생활양식과
권력질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씀으로써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일정한 생활양식과 권력질서 속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은 바로 말을 쓰는 사람을 주체로 형성시킨다. 말을 기능적
중성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정한 생활양식과 권력질서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은 주체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생활양식과 권력질
서 자체가 인간 상호간의 관계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관념적 형
식으로 담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주체로 형성된다는 것은 일정한 권력
질서 자체를 주체적으로 재생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11)
말이 담고 있는 특정 생활양식과 권력질서에 고정불변의 실체성을 부여
할 때 인간의 말씀은 타성적 관행을 타성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이 된다
이것은 실천이라기보다는 반실천이다. 언어가 담고 있는 역사적 내용을
부단히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無名)은 타성적 관행
에 제동을 건다. 여기서 실천은 타성적 관행을 부단히 해체함으로써 새로
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언어가 인간을 주체로 형성한다는 것은 자생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
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자연발생적인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타성을 해체하고 그것을 일정한 목적과 이념에 의해서 인도할 때 이른바
도덕주체라는 것이 성립한다. 도덕주체는 이미 있는 권력질서를 타성적
으로 반복하는 과정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동시에 그것을 일정 정도 재
생산하는 주체이다. 자생적인 권력질서를 타성적으로 재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을 일정한 수준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도덕주체가
성립된다. 즉 도덕주체는 자생성과 의식성이 통일됨으로써 형성된다. 12 )
11) 여기서 언어에 의해서 주체로 형성된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임이 드러난다. 주체는 일정한 사회
적 관계를 타성적으로 반복하는 개체이다. 즉 개체의 수준에서 일정한 권력질서
를 재생산하는 자이다. 개체는 권력질서를 재생산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주체
로서 재생산(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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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고대 중국 사상을 언어라는 점
에 착안하여 언어가 주체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과 그것이 권력질서를 형
성하는 동시에 해체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소략한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언어가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가라는 관점에서 언어와 실재를 대립적으로, 언어가 실재를 이해하는 데
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소략하
게 개진할 것이다. 우리는 언어가 세계를 세계답게 무규정적인 세계를
차별화 함으로써 실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입장을 지니
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 자체가 세계를 성립시키고 세계를 밝게
드러내는 원천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언어를 실재를 이해하기 위
한 불완전한 도구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려
고 한다.

Ⅱ
1. 呼名체계(正名 )와 주체의 구성-공자
우리는 여기서 주체를 언어를 통해서 자신과 대립하는 자를 능동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한다. 주체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와 대립하는 짝을 설정하고 그것에 언어적 규정을 내리는 자
이다. 여기서 주체를 성립시키는 근원적인 주체는 언어이다. 물론 우리는
언어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화되고 자신의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
간의 노동 과정에서 의식이 형성되고 의식을 유형적으로 제도화 하는 과
정에서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언어가 어떠한

12 ) 노자의 道生之, 德畜之 도 자생하는 과정을 목적의식적으로 보조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기본적인 생산
활동이 농업노동이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농업노동은 자
연의 자생적 전개과정에 약간의 인위적인 힘을 보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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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거쳐서 형성되었던 간에 언어가 형성된 이후에 비로소 인간이 생
겨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어는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 충족에서
간접적 충족으로 지연시키는 문화를 가능케 한다. 언어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과정도 자연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는 지속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공자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권력 질서가
언어화 된 것을 名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名은 언어화된 권력이자 일상
적 생활 양식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名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앞
에 운명처럼 이미 자신이 수용해야 할 자화상으로서 있다는 의미에서 命
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名을 사회의 동일한
구조를 언어의 형식으로 재생산하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呼名체계라고
명명한다.
공자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호명체계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이 인간
답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君君臣臣父父子子 로 대변되는 호명체계는

인간의 공적 사적인 모든 활동을 인간적 활동으로 성립시키는 기초이며
심지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자연의 저항력을 직접 극복해야 하는 생
산자의 노동까지도 호명체계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적인 노동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
언어는 개개 인간을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한 주체로 호명한다.
언어가 인간을 특수한 주체로 호명하는 과정은 호명체계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이 차등적으로 역할이 부여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마치 호
명체계 자신이 자기분화 하는 것으로 현상한다. 14 ) 언어가 개개 인간을
13 )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
不中則民無所措手足. ( 論語 子路) 이러한 호명체계가 역사적 특수성과 상대성
을 넘어선 초역사적인 보편성과 절대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언어화 된 것이 신유
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太極이다. 太極-陰陽-五行-萬物 이라는 과정으로
기술되고 있는 세계의 자기 형성 과정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호명체계가
인간의 활동을 인간적 활동으로 가능케 하는 근본 조건이 된다는 공자의 正名論
과 연관지어서 이해가 가능하다.
14 ) 이른바 名分이란 개인을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호명체계가 마치 자기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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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주체로 호명할 수 있는 것은 언어는 일정한 약속체계에 의해서
사회의 실재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 뒤에는 강자의 권력
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논어 에는 언어의 주체15 )가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는 人으로 되어 있다. 16 )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가 지속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民은 언어의 주체가 되지 못
한다. 17 ) 언어의 주체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에 의해서 타인을 호명
할 수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언어의 주체는 말(道)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德)을 가진 자이다. 즉 언어의 주체는 도덕의
주체이다. 도덕 주체는 힘을 가진 강자이다. 도덕의 주체는 말에 의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자

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명명이다. 이 호명체계가 추상화 된 것이 理이다. 理
호명체계가 추상화 된 것이다. 추상화된 호명체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본질이 부여된다. 호명체계에 의해서 부여된 본질은 사물의 유적 속성을 이루면
서 동시에 사물 상호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이 본질은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그것
을 반영하는 호명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호명체계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역할을 차등화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지속
하도록 한다. 호명체계에 의해서 사물과 인간에게 본질과 역할이 부여되는(규정
되는) 과정은 마치 호명체계 자신이 자기분화하는 것처럼 현상한다. 이것을 理一
分殊라 한다.
15 )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교류방식이 언어의 형식으로 제도화 된 호명체계 안에서
호명하는 주체라 하는 것이 좋겠다.
16 ) 言, 語, 對, 曰의 주체는 人이다. 人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다른 民은 호명체
안에서 주체로 되지 못한다. 人은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간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사회(天)에 의해서 호명(命=名)된 자이다. 人과
의 차이에 관해서는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제2장 유교사상의 본질(한길사
1986 ), 조기빈, 논어신탐 (북경 인민 출판사).
17 )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에 의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호명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비우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개인과 공동체의 비우호적인 분열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비우호적으로 매개한다. 이러한 분열과 더불어 천인합일이라는 것
이 반성적으로 사유되기 시작한다. 천인합일은 역설적으로 천인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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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타인에게 정치적 강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자발적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초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배력과 지도
능력의 통일인 이른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도덕 주체이다.
이도덕 주체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그리고 공동체의 유
지를 위해서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직접 관철시키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신진대사를 해야하는 자연에 대
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관철시킨다. 도덕 주체는 자기와 대립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호명을 하지만 인간의 생활 수단
인 사물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호명한다. 도덕의 주체는 인간을 관리하는 언어의 주체로서 현상한다. 18 )
이에 비해서 도덕의 주체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할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
는 언어의 주체로 나타난다. 19 )
인간을 관리하는 언어의 주체이든 자연과 교호작용에 대한 언어의 주
체이든 자신을 하나의 사회적인 주체로서 반성할 수 있는 자격이 사회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人과 동일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전혀 다른 民은 언어의 주체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언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에 의한 반성적 사
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과 언어가 나타
내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주체도 되지 못하거니와 자신의 의지를
언어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 자신과 권력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주체가
18 ) 논어 에는 관리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물언어는 얼마 되지 않는다
八佾편에 나오는 소나무(松) 잣나무(柏) 밤나무(栗) 등은 유용성을 지닌 생활
단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상징
하는 것이다.
19 )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 樊遲出. 子曰: 小
樊須也( 論語 子路 4 ). 農, 圃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과 신진대사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인간 안의 자연력과 인간 밖의 자연력이
교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노동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를 고
려하지 않은 채로 노동 과정을 순전히 기능적인 차원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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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면 권력이 주는 자화상을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수동적으로 받
아들이는 기능만 할 수 있다. 즉 民은 언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강자
의 언어를 모방하거나 강자의 의지가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믿는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1 )

2. 知言과 주체의 확인
논어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呼名체계에 의한 주체의
구성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孟子 에서는 호명체계에 의해서 이미 구성

되어 있는 주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로 된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특정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과 이념과 이상을 달리하는 타인 또는 타집단과 구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맹자가 공적인 정의와 사적인 이해를
구분하는 것(의리지변), 공동체의 관리기능과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서 물질적 생산을 하는 기능을 구분하는 것, 공동체와 개인을 기계
적으로 분리하는 담론체계와 개인과 공동체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등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특정
한 주체의 주체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
다. 22 ) 여기서는 맹자 자신의 의지 또는 맹자가 대표하는 집단의 의지가
사회를 동일한 구조로 유지하는 기초로 간주된다.
주체의 구성과 확인은 언제나 의식의 자기동일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20 )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論語 泰伯 9 ).
21) 民은 食과 信의 주체이다. 강자의 말을 믿고 먹기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관적으로 생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자신도 자신을
주체로서 확인하지 못한다.
22 ) 義와 利의 구분( 孟子 梁惠王 上 1), 정신활동(勞心)과 신체활동(勞力)을 사회
으로 분화해야 한다는 주장( 文公 上).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양주의 담론
동체의 동일성을 반성적으로 재생산하는 개인의 주체적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그것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묵자의 담론( 文公
下)을 배척해야 한다는 데서 맹자가 주체의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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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식의 자기동일성은 동일성의 자기규정과 의식 밖의 어떤 것에 의
해서 이미 규정된 동일성을 마치 객관적 대상을 탐구하듯이 확인하는 것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교에서 동일성의 규정은 의식의 개별적 주체
가 자기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에 의해서 이미 규정된 것이 개인의 내
적 본성으로 자생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23 ) 의식의 개별적 담지자에게
는 이미 규정된 자신의 내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된
다. 24 ) 자아의 내적 동일성에 대한 확인은 타인의 담론 과정을 확인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자기와 이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25 )
맹자는 자아의 구성을 개개인이 새롭게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
지 않고 이미 확인된 자아의 동일성을 단련하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확대
하고 시간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자아의 동일성의 단련과
확장은 자신의 신체에 자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된다. 26 )
23 ) 맹자가 사람의 사람다움을 仁義禮智로서 규정한 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규
정하고 자신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신의 내적
본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4 ) 萬物皆備於我, 反身而誠, 樂莫大焉( 孟子 盡心 상). 格物致知는 자아의 동일성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규정된 자아의 내적
동일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나아가 확인된 자아의 동일성을 공간적으로 확
장하고 시간적으로 연장해가는 과정이다. 즉 格物致知는 자아와 사회의 동일성
(으로 규정된 것)을 재생산 하는 과정이다. 자아의 동일성은 축소된 사회의 동
성이기 때문에 자아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확충하고 시간적으
로 연장하는 것은 사회를 바로 그 사회로 유지해 주는 동일한 구조를 지속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5 ) 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
發於其政, 害於其事( 孟子 公孫丑 上). 타인의 담론 과정을 통해서 타인과 자
의 주체성을 구분한다는 의식은 논어와 마찬가지이다. 子貢曰: 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愼也( 논어 子罕) 不知言, 無以知人( 논어 堯曰).
26 ) 反身과 浩然之氣를 배양하는 과정은 자신의 밖에서 주어지는 강제에 의해서가 아
니라 자신의 안에서 자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권
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로 양심(良知 良能)의 주체이다. 마음이 신체의 주인이
(心者身之主宰)라는 명제는 바로 자신의 신체에 자율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언어 신체 주체

377

양주가 인간의 감성적 생물적 신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서 맹
자는 신체가 표상하는 이념에 치중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는 인간이 세
계와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이념 그리고 실현해야 할 이
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신체는 의식과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 객관화된 것이다. 신체는 가시적인 의식이며 객관
화된 이념이다. 이념은 신체안에서 완전히 녹아 있다. 신체 자체가 바로
이념이다. 이것이 浩然之氣이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가 단순히 의식과 생명을 담고
있는 용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인간으로서 규정해주는 사회의
이상과 이념이 개별화된 것임을 보여준다. 27 )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과정
은 사회의 관습에 반하는 충동적 행위 경향을 일정한 목적의식(志)에 의
해서 통제 조절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28 )

3. 언어와 주체의 해체
노자와 장자는 주체의 형성과 해체를 언어와 연관지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9 ) 노자는 주체의 형성과정은 언제나 자체 내에 해체의
계기를 안고 있다고 한다. 30 ) 노자는 주체는 적극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주체의 내
용을 해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주체의 형성은 주
체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31) 노자는 인간의 주체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
는 과정을 통합된 인간의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32 ) 주체
27 )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則 ( 孟子 公孫丑 上).
28 ) 持其志, 無暴其氣( 맹자 公孫丑 上).
29 ) 여기서 노자와 노자 의 연관 관계 장주와 장자 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않는다.
30 ) 正言若反( 도덕경 78장).
31) 反者道之動(도덕경 40장).
32 ) 撲散卽器. 장자에 기술되어 있는 혼돈에 구멍을 냄으로써 혼돈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문명에 의해서 인간의 자아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우화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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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은 주체성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
정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이 되어 간다. 주체성은 인간
본질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실현 과정이 아니라 타인의 본질적인 힘을 탈
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주체성은 싸워서 쟁취해야 될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해간다.
문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는 문명이 지닌 억압적 성
격을 자신의 자화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주체 상호간의 관계는
대립적인 성격을 띤다. 주체 상호간의 대립적인 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
서 바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주체의 자화상(주체성)이 형성된다. 33 )
유교적 주체는 사회가 평등한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전개되고 난 이
후에 형성된 것이다.
역사적 주체는 인간의 본질적 힘이 언어의 형식으로 제도화 된 것이
다. 인간의 본질이 언어의 형식으로 제도화 된 것이 유교적 호명체계이
고 그것의 실제는 사회적 신분관계이다. 인간의 본질적 힘이 언어에 의
해서 제도화 되어 가는 과정은 사회가 신분의 형식으로 분업화 되는 것
을 반영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가는 과정이
다. 유교적 인격 규정인 인과 의는 인간을 평등하고 무차별적으로 규정
하는 방식이 해체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통합된 인격이 해체된
것이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다. 34 )
노자는 자연과 사회와 완전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격
체가 역사적으로 해체되고 불평등한 주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無名
과 有名을 가지고 해석한다. 名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자기반성 과정
이 언어화 된 것이다. 자연이 언어화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이 인간 밖
의 자연과 분리됨으로써 가능해진다. 名은 인간의 자연이 자신의 동일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밖의 자연을 자신의 의도대로 지배 이용하는
라 할 수 있다.
33 ) 이것은 통합된 名이 쪼개지는 과정(名分)이다. 名이 쪼개지는 과정은 대립과 분
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다.
34 )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有大僞( 도덕경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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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연을 언어화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기 밖의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은 자신의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
이 아니다. 인간 자신의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은 인간 상호간의 자연을
서로 지배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名은 인간 상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력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상징한다. 35 ) 자신의 자연
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연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이
자신의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인 修身이 타인의 신체를 억압하는 주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이러한 해석은 名
에 대한 적절한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6 ) 유교적 呼名체계는 타
인의 신체를 억압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와 이 주체의 부름에 의해서 사후
적으로 주체로 불려지는 인간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간의 본질이 자연
적으로 객관화된 것이라고 한다. 즉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평등한 호명체
계를 인간의 자연이라고 한다. 차별성을 인간의 자연이라고 강변하는 유
교적 名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노자와 장자의 無名론이다.
무명론은 동일성에 입각하여 인간의 차별성에 의해서 자연이라고 되어
있는 유교의 유명론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즉 이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차별적 위계질서를 정당한 자연적 이법으로서 주장하는 모든 의
도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

37 ) 이다.

무명론은 동일성에 입각하여 동일성

35 ) 유교에 있어서 名은 인간의 자연을 통제 조절하기 위해서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
지는 우호적인 갈등이라고 이해된다. 즉 인간의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언어의 형
식으로 제도화 된 일정한 질서관념이다. 그래서 仁과 生과 名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36 ) 일반적으로 儒學을 修己治人의 학문이라고 한다. 수기는 자신의 신체에 자율적으
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자신의 신체를 자율하는 주체는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관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것은 주체가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주체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가 관리되는 주체로 되어 있음을 이
미 전제하는 것이다. 수기는 자신의 본질적 힘(德)에 의해서 타인을 관리(治)하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德治의 능동적 주체가 모든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은 자명한 일이다. 토지에 운명적으로 붙박힌 농민과 관청의 떨거지인 관영수공
업자 그리고 완전한 부자유민 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자격이 신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치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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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적 위계질서를 부정
하는 방법도 동일성이고 무명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
도 동일성이다. 38 ) 즉 대동의 이념에 입각하여 대동을 실현한다.
장자와 노자의 동일성의 논리는 인간과 자연을 모두 동일한 자격과 가
치를 지닌 주체로서 성립시킨다. 39 ) 모든 존재자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
여하는 원천은 인간과 자연을 모두 동일한 주체로 성립시키지만 그 자신
은 그가 성립시킨 주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주체와 분리되어서
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 주체를 초월하면서도 주체와 분리되
어 있지 않다.
언어는 인간과 사물을 동일한 주체로 성립시킨다. 일반적으로 道를 법
칙 필연성 운명 세계형성의 원천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
다. 40 ) 그러나 장자 자신이 道를 법칙 필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반성적으로 의식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다. 도를 세계를 형성하는 형이상
학적 실체(또는 실재)라고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37 ) 이규성, 전통철학의 현대적 조명 , p. 8 (이화여자대학교철학과).
38 ) 이것이 중국의 전통적 유토피아 사상인 위대한 동일성(大同)이다. 유교적 소양
지닌 지식인도 大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대동은 현재 이루어져 있는 차별
적 위계질서(차별성)를 인간의 자연이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그것이 무리없이 재
생산 되는 것(차별성의 조화)을 대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장자가 내세우는 무차별
평등으로서의 대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9 ) 동일성의 논리는 모든 것을 무차별 평등하게 대우하는 道에 입각해 있다. 道는
간이라고 해서 자연보다 편애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道를 언어에 의해서 파악
될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방식과는 달리 언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다
고 본다. 모든 것을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원천이 그가 성립시킨 주체와 존재방식
을 달리하면서 동시에 주체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道에 가장 근접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이해능력에 의하면 언어 이외에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가 없
다. 그것을 초월적 존재니 만물형성의 근원이니 하는 식으로 규정하면 결국 그가
성립시킨 주체와 동일한 존재방식을 가지는, 사물과 서로 대등한 짝을 이루는 존
재(상대)로 되어버린다. 이에 비해서 언어는 그것이 성립시킨 주체와는 존재방
을 달리하면서도 각각의 주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초월자가 아니다
언제나 주체와 같이 존재하면서도 주체를 주체로서 성립시키고 동시에 주체를 초
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언어뿐이다.
40 ) 유소감, 송영배 등도 이러한 관례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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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것을 노동 언어 욕망 등으로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간주한
다. 41 )
노동은 인간과 사물을 동시에 대상화함으로써 모든 가치를 형성하는
원천이지만 그 자신은 가치규정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세계
에 차이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차별화 된 대상을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통합하지만 그 자신은 그가 규정하는 대상과 같은 성격과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노동과 언어는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인간의 욕망
이 실현되는 과정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 밖의 자연이 동시에 하나로
대상화 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과 인간 밖의 자연이 합일
되는 과정이다. 42 )
신분에 의해서 차등화 되어 있는 주체는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
을 매개하는 관계이다. 43 )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 즉 노동과정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는 동일한 인간의 본질이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차
등화 된 것에 불과하다. 대상화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가치
가 부여된 것은 인간 각자의 본질적 힘에 내재하는 가치의 속성 때문은
아니다. 차등화된 가치질서인 신분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것은 동일한
인간의 욕망임을 알게 된다.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특수한 사회적 형식을 제거하면 인간의 욕망이나 자연의 욕망이나 아무

41)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세계를 가능케 한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노동에
의한 인간의 형성과 인간적 의식과 언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를
정지된 사물이 아니라 부단히 발전케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동 언어 욕망이 세계를 형성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본다.
42 ) 노동은 인간의 욕망이 도구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객관화
하는 과정이다. 대다수의 중국사상가들이나 이들의 견해를 해석하는 철학사가들
은 인간의 욕망이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본능에 의해서 자연에 완전히 합체가 되어 있는 동물과 식물과는 달리 인간은 오
직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서만 자연과 합일할 수 있다. 즉 욕망을 실현하는 형
식인 노동을 통해서만 자연과 합일할 수 있다.
43 ) 주체는 실체가 아니고 관계이다. 이는 名을 사회적 역할의 총체라고 해석하는
영식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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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차이가 없게 된다. 즉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은 동시에 인간을 매개로 하여 자연 자체의 힘을 대상화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44 )
장자와 노자의 무명론은 세계의 차별성과 다양성은 동일한 가치와 지위
를 지닌 각각의 존재자들이 자신의 힘을 대상화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
이다. 그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욕망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 편견과 이해관계
때문이다. 주관적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사물과 인간에게 차등적으로
가치를 규정하는 타성과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역사적 상대성을 지닌 주
체성(억압적 공격적 주체성)을 욕망의 동일성에 입각하여 해체하는 방식
이 노자의 무명론이고 장자의 제물론이다.
노자와 장자는 세계 해석의 출발점은 동일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한
다. 동일성은 인간의 욕망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원천이다. 동일성으로
서의 인간의 욕망은 세계를 다양하게 전개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차별화
된 가치의 위계질서를 해체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장자의 동일성의 논
리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차별성(유교적 신분)을 언어 해체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유교가 이미 차별화된 신분
에 의해서 만물의 추상적 동일성을 주장함에 비해서 장자는 욕망의 동
일성에 의해서 그것을 해체함으로써 만물의 동일성을 주장한다. 전자는
차별성이 동일성의 기초이고 후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차별성의 해체
와 욕망 실현의 기초이다. 45 )
44 )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태양의 힘이 식물을 통해서 대상화 되는 과정이다. 즉 태
의 힘이 식물을 매개로 실증되는 과정이다.
45 ) 우리는 이러한 세계해석 방식이 봉건사회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道는 모든 것을 수량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즉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인간의 노동량으로 환원한다. 양적으로 계산된 가치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가격으로 구체화 됨으로써 타인에게 양도(판매)된다. 봉건사
회에서 타인에게 양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던 道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을 통해서 양도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다. 욕망의 동일성이라는 이념에 기초하여
물신화된 권력언어와 그것이 내면화된 차등적 가치관념과 호명체계 등을 언어적
으로 해체한다고 해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차등화 하는 현실의 권력 구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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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어와 도덕
우리는 道를 일반적 해석처럼 원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단적으로 언어
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도덕을 언어와 연관지어서 논의하고
자 한다. 道를 언어라고 하고 德을 인간의 본질적 힘으로 이해할 때 도
덕은 언어의 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도덕의 주체는 언어의 힘에 의해
서 타인을 감화시킬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언어는 인간의 신
체활동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46 )
논어 에는 道를 직접 언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도는
인격적 감화력(德)에 의해서 공동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거기서 도덕주체는 스스로 단련한 인격적 감화력에 의해서
타인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로 이해되고 있다. 47 ) 도덕의 주
체는 자신의 말을 자기 몸으로써 실현하는 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말로써
타인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자이다. 48 ) 자신의 말로써 타인의 몸을 움직
이게 하는 자는 타인을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주체로 불러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天命에 의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자이다.
노자는 인간은 언어를 장악함으로써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다. 언어를 장악한다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을 장악한다는 것과 동일하
다. 그것은 동시에 무의식의 집단적 형태인 여론과 여론을 반성적으로
체계화 한 지식인의 담론을 장악하는 것이다. 민중의 여론과 지식인의
는 해체되지 않는다.
46 ) 언행일치, 지행일치되는 자가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7 )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論語 爲政 1).
48 ) 修己, 修身 등은 자신의 언어가 자신의 몸과 동일한 경지에 이르도록 자기단련
는 과정이다. 治人은 자신의 언어가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즉 강자
의지가 내면화 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강자의 온정이 베풀어지는 과정(仁政, 德治
으로 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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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담론 과정을 장악하면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 49 )
언어를 장악한 자는 인간의 무의식을 통제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장악한 자의 의지와 명령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언어를 장
악하고 언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자는 오직 군주뿐이다.
군주는 언어가 인간의 무의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
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킨다. 그는 인간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언어로써 명령를 내린다. 50 )
언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언어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원천이
다. 언어는 인간의 의식을 구획정리한다. 道는 발생의 관점에서는 무분화
된 물질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물을 사물답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다. (物物者非物)라는 장자의 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도를 무분화
된 물질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현재의 사물을
사물답게 하는 것, 즉 사물에 가치와 질서를 부여하는 원천은 인간의 노
동과 언어 그리고 욕망이다. 언어는 담론의 형식으로 부단히 세계를 창조
한다. 그러나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담론 그 자체는
49 ) 道, 常, 無名. 撲雖小, 天下莫能臣也.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天地相合, 以
露. 民莫之令而自均( 道德經 제32장).
50 ) 道, 常, 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
無名之撲, 夫亦將無欲. 無欲以靜, 天下將自定( 道德經 제37장). 만약 노자 사
을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주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
고방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점 때문에 노자를 자연을 대
상적으로 탐구하는 자연과학적 사고와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까? 우리는 道家가 자연을 자연 자체로서 사유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인과 육체노
동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도가사상을 자연과학
적 사유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과학과 문명
조셉니담저 이석호 외 역 p190- 191 을유문화사). 자연과학적 사유는 인간이 자
신의 능력을 자연을 통해서 대상화 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사유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고가 자연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체계화
되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주체라는 관념의 형성과 연
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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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자신이 규정하는 가치의 위계질서 안에 편입되지 않는다. 장자는
이점을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道를 x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 x
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객관적 실재이다. 그것은 세계를
형성하는 근원적 힘이다. 세계를 형성하는 힘은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
과정과 그것을 매개하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이다. 인간- 인간-자연 관계
망이 바로 세계를 형성하는 원천으로서의 道이다. 이 관계망은 세계 자
체를 부단히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인간
을 통해서이다. 인간의 경험을 떠나서 道의 실재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도는 인간이 타인과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인간
이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은 노동과 언어이다. 노동과 언어는 인간의 욕망
이 대상화 되는 방식이다. 욕망은 노동을 통해서 대상화 되고 그것은 최
종적으로 언어의 형식으로 정리된다.

1. 신체와 주체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신체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생활구조를 표상한
다. 인간 각자는 주거 양식과 신체 동작 과정과 활동의 공간적 영역을
달리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한다. 51) 인간의 주체성은 몸
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객관화 된다. 52 ) 몸을 움직이는 과정은
사회가 부여하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제약된다. 즉 몸을 관리하는 방
51) 身分은 몸에 分與된 사회적 役割이다. 그것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본질
(天性)이다. 사회가 부여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각각 나누어 지닌다는 의
에서 신분이고 그것을 과업이 수행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문제시 하지 않고 중성적으로(기능적인 면에서만) 말할 때 役을 나누어 가지는
(役割) 것으로 현상한다.
52 ) 인간의 주체성이 관철되는 과정은 몸의 움직임과 언어로써 나타난다. 공자는 비
교적 몸의 움직임에 비중을 두는 편인데 맹자는 언어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 그러
나 언어활동도 궁극적으로는 몸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몸의 움직
임을 통해서 주체성이 객관화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86 □ 김 성 태
식이 사회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주어져 있다. 53 )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
져 있다. 54 )
자본주의 이전에는 신체를 의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보다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발전되었다. 신체의 자율적 관리방식인 禮와 타율적이
고 억압적인 관리방식인 형벌이 신체를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발전되었다. 55 ) 신체는 생물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은 신체의 생물적인 측면보다
는 사회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 신체는 개인의 사적이고 폐쇄적인 생
활영역을 확보하려는 경향과 공동체의 조화를 지향하는 개방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신체가 지닌 이러한 이중성은 주관 안의 公私 갈등이다.
주관 안의 公私 갈등은 주관 밖에 실재하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의 갈등이 관념의 형식으로 반영된 것이다.
노자는 신체가 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신체가
지닌 사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신체 자체의 존재가 위태하게 된
다고 경고한다. 그는 신체가 생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의 신
진대사와 신진대사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회적 영역확보를 위해
다투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신체가 지닌 폐쇄적이고 사적인
53 )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몸을 둘 곳(處)과 몸을 단련하는 방법(修)을 제도적으로
제하는 禮이다.
54 ) 禮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임하
는 지주관료(한족 사대부)의 의지에 초역사적 보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禮를 더
욱 추상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理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理는 개별자의 우연적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강조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理先氣後).
55 ) 신체를 의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극히 소수에게 한정되었다. 즉 의료
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왕족과 그와 유사한 경제력과 정치적인 힘을 지닌 자에
불과했다. 생물학과 의학은 인간의 신체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의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것은 신체에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행사 자체가 인간의 자유를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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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신체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6 )
노자는 신체가 사적이고 폐쇄적인 자체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
음을 지적하면서도 신체를 사적인 경향을 넘어서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
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주체, 모
든 사람이 달가와 하지 않는 곳을 기꺼이 자신의 처소로 선택하는 주체, 목
적이 달성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주체는 모두 순수 정신이 아니라 신체이
다. 57 )
노자에 있어서 신체는 언어와 명분에 의해서 규정되기 이전의 것이다.
언어의 형식으로 제도화된 명분은 신체의 본질이 아니다. 신체는 언어에
의해서 한정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념적 언어의 차원에서는
신체는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8 ) 신체가 지닌 이념적 無는 역사적
으로 형성된 呼名체계를 자생적으로 해체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노자
는 신체가 지닌 이념적 無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린이의 신
체라고 한다. 59 ) 어린이의 신체는 무모순의 영역이다. 그것은 아직 이념
에 의해서 분할되지 않은 곳이다. 60 )

2. 도덕주체

자생성과 의식성의 통일

논어 에 나타난 道는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이상과 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덕은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의 본질

56 ) 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도덕경 제7장).
57 )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도덕경 제8장). 功遂身退, 天之道( 도덕경 제9장).
58 )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知者不爲也. 爲無爲, 則
治( 도덕경 제 3장).
59 )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 兒( 도덕경 제28장).
60 ) 어린이의 신체가 지닌 무모순적인 성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개인과 사회, 부분과 전체의 모순이 각인되어 있지 않다. 욕구대상
한가지에 배타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욕구대상을 소유물로 집착하지 않는다.
분적 단편적인 것들을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연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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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61 ) 그리고 이상과 목적은 인간
의 의지와 의식과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것은 인간이
반성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자연으로(무의식의 일부로) 되
어 있다. 62 )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이상은 막연한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신체로서 항상적으로 표상되고 있는 현재이다. 이상은 이
미 신체 안에 들어와 있으며 신체 안에 들어온 이상은 언어의 형식으로
해독이 가능하다. 언어의 형식으로 해독이 가능한 것은 신체를 해석하는
일정한 방식이 타성적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63 ) 자신의 신체는
자기반성에 의해서 타인의 신체는 신체가 표현하는 언어에 의해서 해독
이 된다. 64 )
봉건시대에는 신체 자체가 인간의 이상을 표상하고 그 이상은 언어의
61) 志於道, 據於德( 논어 술이편).
62 )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생적으로 주어진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이상과
목적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논의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인간의 일
상적 실천의 영역(사실은 타성화된 관행)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의도적으로 반
성함으로써 생겨나는 자기기만적이고 물신숭배적 경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리라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 논어 公冶) 우리들의 상식이 되어 있는
자의 絶四도 자아 속에 각인된 인간의 이상을 사물적인 방식으로 포착하려는 경
향을 항상적으로 경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을 사물을 이해하는 방
식으로 포착하려는 경향은 그것을 사물과 동일한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름
이 없다. 다만 사물과 양적인 가치 차를 지닐 뿐이다.
63 ) 仁과 禮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사랑의 형식적 실천 절차라고 이해된다. 우리는
러한 이해방식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신체를 해독하는 타성화된 기준이라
고 본다.
64 ) 不知命, 無以爲君子;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논어) 堯曰). 命
자의 신체에게 자생적으로 나누어(身分)진 사회적 명령체계이다. 사회의 명령체
계가 이미 몸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일상
화된 것을 자본주의 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이 마치 피부로써 물건을 접촉하듯이 몸으로서 항상적으로 사회의 명령체계
를 자각하는 것은 사회자체의 재생산 기체가 인간의 무의식의 전체를 이루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은 전체(이른바 공동체
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개인 자체가 공동체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재생
산하는 관념체계는 바로 개인이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자신의 확장인
사회를) 재생산하는 무의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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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자신의 해독을 강요한다. 신체가 건네는 언어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대화이다. 65 ) 신체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인간 상호간
의 관계의 성격을 규정한다. 즉 인간의 신체가 평등한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붙어 있는 포목에 새겨진 일정한 코드66 )는 바로 신
체가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그것이 타인이 보지 못했을 때는 다시
일상언어에 의해서 청각기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한다.
신체는 언어를 담는 용기만도 아니고 언어를 전달하는 기기(수단)만도
아니다. 신체는 바로 언어의 주체이다. 언어 해독 코드를 통해서 차별화
를 표상하는 주체이다. 신체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표현한
다. 신체가 표현하는 언어는 사회적 관계, 그것도 불평등한 관계를 표현
한다. 한편이 다른 편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명령을 내리고 다른 편은
한편의 명령을 멋있고 훌륭한 것으로 거부감 없이 모방하는 입장에 있
다. 한 편은 모종의 우연에 의해서 이미 강한 도덕의 주체가 되어 있고
다른 한 편은 강한 도덕을 모방함으로써 주체가 되어 간다. 이 다른 한
편은 타인의, 강한 자의 도덕성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한
다. 즉 타인의 주체성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와 자리잡게 된다. 67 )
65 ) 지체 높은 어르신네가 거리를 지나갈 때 물렀거라 는 고함 소리에 자신이 몸을
한 쪽 구석에 둠(處身)으로써 양반의 신체가 건네는 언어에 거리의 평민이 몸으
로 답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66 ) 禮에 의해서 규정된 服飾체계가 그것이다. 봉건시대에 형성된 신체장식 코드와
신체를 가누는 형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확립됨으로써 폐기되지는 않는다. 물
론 봉건시대 신체관리 방식과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것의 형식적인 면은 봉건시대의 것을 타성적으로 답습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서는 오히려 신체를 가누는 방식이 내면적으로는 봉건시대의 유제를 타성
적으로 답습한 것이 많다고 느낀다. 물론 신체를 장식하는 소재적 측면(의복 및
부착물)과 그것을 해독하는 체계는 봉건시대와 다르지만 그것을 주재하는 측면
(身之主=心)에서는, 여전히 봉건시대의 유제가 타성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의 일부
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선생님 앞에
는 어떻게 해야 하고 각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등등은 봉건시대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어도 봉건시대에 형성된 것을 차용한
것이다. 물론 토양이 다르면 동일한 종자도 약간씩 다르게 되기는 하지만 종 자체
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한 그 종이 그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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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는 언어를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갈 길과 방향을 강요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신체는 인간의 길(人
道)을 언어(道)를 통해서 표현(道)한다. 신체가 움직이는 과정(몸씀)은
신체의 주체성인 마음씨(性)가 쓰여지는 과정(情)이다. 68 ) 신체의 주체
성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 아니 몸의 움직임 자체가 주체성을 표현
하는 언어이다. 신체는 바로 언어 자체와 동일시된다. 69 )
67 )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머슴이 부분적으로 주인의 행동거지를 모방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확대재생산 전략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참하는 경우가 여기
에 해당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명령을 받는 자는 극히 부분적으로 주인의 생활양
식을 모방하지만 신체 자체의 활동 방식과 관리방식이 주인의 그것과 사회의 보
다 큰 주인인 사회의 명령(天命)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
일한 상태로까지 모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체는 형식적
으로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신체는 자신의 평등함을 한껏 과시
한다. 돈만 있으면 시장에 가서 자신을 장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서 몸에 부
하면 되고 자신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살덩어리까지도 도려내면서까지
신체의 평등함과 평등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신체의 평등함
평등하라고 규정된 성격, 평등으로서의 주체성이 마음껏 표현된다. 이러한 점
고려할 때 봉건시대나 자본주의 시대나 주체성의 근원은 신체를 제약하고 신체를
해독하는 일정한 코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건시대에는 불평등한 관계를
표상하는 일정한 呼名체계(名敎)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대에는 우주의 끝까지
신을 확장하려는 자본의 확대재생산 전략에 의해서 주체성의 내용이 규정된다
이 주체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주체성이 관철되는 구조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수용하는 개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것처럼 현상한다. 물론 여기서 개성이라는 귀신이 등장한다
그것을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의 진원지가 일상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자기가
고안하여 특허낸 것처럼 멋지게 개성있게(각양각색으로) 훌륭하게 착각하기 때문
이다.
68 ) 그래서 신체의 정신적 측면(身之主)인 마음(心)을 마음씨(性)와 마음씀(情)의
일이라고 하지 않던가? (心統性情) 이러한 주장을 연장하면 신체의 안과 밖 신체
와 그것이 표상하는 사회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일(卽)하다고 할 수 있다. 봉건사회의 신체는 마음씨가 운동하는 과정, 아니
적어도 마음씨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과정으로 표상된다. 이에 비해서 자본주
의의 신체는 노동력의 소모 과정으로 과학적으로 탐구된다. 물론 최근의 자본주
의의 신체는 피부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개성과 창조를 구가하는 상표
소비의 주체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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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지닌 언어적 성격은 신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코드이기
때문이다. 신체를 생물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사회적인 의
미로 언어화하고(신체를 언어로 변형하고) 언어를 다시 신체화하는 과정
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주체가 도덕주체이다. 즉 신체의 언어적 측면,
신체의 의식적 측면에 의해서 신체의 자연적 생물적 폐쇄적 측면을 통제
하는 주체가 도덕주체이다. 도덕주체는 실체가 아니고 자기관계임과 동
시에 타자관계(사회적 관계)로서 존재한다. 자기관계에서는 자신의 자연
을 언어적으로 통제하고 타자관계에서는 타자의 신체를 언어적으로 통제
한다. 도덕주체는 언어의 힘에 의해서 자신과 타인의 신체의 폐쇄적인
측면을 개방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70 )
도덕주체는 신체의 자연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신
체의 자연을 통제하는 과정은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자연을 통
제하는 과정은 곧바로 타인의 자연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으로 확
장된다. 한 쪽은 자신과 타인의 자연을 언어에 의해서 통제하고 다른 한
쪽은 자신과 타인의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언어를 지니지 못한다. 이
다른 한쪽은 신체가 지닌 사회적인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들이 신체의 사회적 의미와 자연적 폐쇄적인 측면을 언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신체를 관리하는 국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
면 신체를 통제하는 비밀장치가 노출된다. 그러면 신체의 肉的 힘에 의
해서 국가의 부를 생산하는 주체를 도덕주체가 언어적으로 통제관리하기
가 더욱 어려워진다. 71 )
69 )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말조심 입조심 몸조심이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면 된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자
기변명하는 수단으로 자기기만하는 방편으로 언어(道)가 타락된 경우라 할 수 있
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는 것은 의도적 기만적 자기분열 행위이다.
70 ) 도덕주체의 언어는 자신을 자율할 수 있는 언어이며 타인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언어이다. 도덕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권력은 禮를 매개로, 타인에 대한 권력행사는 국
기구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타인에 대한 권력행사가 순수한 언어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처럼 현상하기 때문에 도덕주체는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인
자하고 無爲한 주체로 현상하고 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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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는 자신의 자연성을 의식적으로 관철하려 한다. 신체가 지닌 자연
성은 생물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신체가
지닌 사회적인 측면의 자연성은 신체에 각인된 사회의 구조와 그것을 유
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각종 관념체계이다. 그것은 개개 인간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처럼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신체가 지닌 사
회성을 의식적으로 힘을 행사하면서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강한 자는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다. 즉 자생적 도덕주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72 )
유교는 신체에 각인된 사회의 각종 관념체계가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고 강변한다. 인간의 신체는 유교적 신체로서 태어
난다. 어쩌다가 유교적이지 못한 신체로서 존재하는 자는 반인간이거나
비인간으로 매도되거나 추방된다. 73 ) 유교적 신체는 고상하고 장엄한 권
력의 서열을 상징한다. 신체 자체가 권력의 서열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신체의 신체다움은 생물로서의 신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끊임
없이 유교적 신체를 만들어내는 권력구조에 편입됨으로써만 유지된다.
신체는 물신화된 권력(名)으로 나타난다.
장자는 권력을 표상하는 신체를 해체하려고 한다. 그는 수형자 불구자
야생동물 등을 장엄하고 고상한 신체와 동일한 서열에 둔다. 이들을 물
신화된 권력을 표상하는 신체와 동일한 서열에 두면 기존의 신체의 장엄
함은 적어도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약화된다. 장자는 신체가 지닌 이중
성, 즉 신체의 생물적 자연과 사회적 자연 가운데 생물적 자연을 외견상
사회적 자연보다 더욱 더 본질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74 ) 유
71)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民之難治, 以其智多. 故以智治國, 國之賊.
智治國, 國之福. 知此兩者亦稽式( 도덕경 65 ).
72 ) 공자의 生知安行者, 맹자의 先覺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3 ) 유교적이지 못한 신체는 禮를 자기신체를 관리하는 지침과 방법으로써 자발적으
로 수용하지 못하는 자이다. 또는 유교적 신체관리 방식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
는 경우도 포함된다. 봉건사회에서 유교적 신체관리 방식에 자연발생적으로 반기
를 드는 경우는 농민반란이다. 유교적 신체로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체를 생물
적으로 유지하는 것(생존)조차 어려운 경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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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도덕주체는 사회적으로 차별화된 가치질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본성으로서 단련해 간다. 유교적 도덕주체의 입장에서는
인간 신체의 생물적 측면은 인간 상호간의 차등적인 교류방식을 자연스
럽게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대열에서 제
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장자는 사회의 권력을 차등적으로(불평등하게)
나누어 가진 신체는 특정한 사회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한다. 그것이 자생적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동물적
전사로 눈을 되돌려 보아야 한다. 75 )
장자의 입장에서는 이념에 의해서 매개된 신체는 자명한 사실이 아니
다. 장자는 신체의 자명함을 부인하기 위해서 신체의 자연(德=본질)을
인류의 동물적 전사로 돌아가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인
간의 신체는 인간 밖의 신체와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아의 온전한
동일성을 유지한다. 자아의 동일성은 자기 밖의 존재를 배제하는 폐쇄적
배타적 동일성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와의 공동적 유대를 가능케 하는 동
일성이다. 공동적 유대 가운데서 자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로서의 자유(天放)이다. 76 )
74 ) 장자는 마치 인간의 본질을 생물적 동물적 자연으로 환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러나 이것은 역사적 상대성을 지닌 유교적 인간관, 인간의 신체를 이념적으로만
존재케 하는 특정한 신체해석 관리방식이 절대적인 타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택한 표현형식이다. 장자는 사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사물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이념적으
로만 해석하는 타성화된 관점과 기존의 관습관례를 인간의 자연인 것처럼 맹목적
으로 추종하면서 모든 사물에 차등적으로 가치위계화를 무의식적으로 자행하는
일상성을 수정하려고 시도한다.
75 ) 여기서 장자가 역사를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물론 장자가
인간의 동물적 전사를 현재의 사회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고정시
키는 경향은 비실제적이고 비실증적이기는 하지만. 至德之世, 其行塡塡, 其視顚
當是時也, 山無蹊隧, 澤無舟粱. 萬物群生, 連屬其鄕. 禽獸成群, 草木遂長. 故其
可係羈而遊, 烏鵲之巢可攀援而 . 知德之世, 同與禽獸居, 與萬物竝. 惡乎知君子
人哉! ( 장자 至樂篇).
76 ) 彼民有常性, 織而衣, 耕而食, 是謂同德, 一而不黨, 命曰天放( 장자 至樂篇).
는 인간의 본질을 자유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력을 상징하는 신체가 인간의 본질이

394 □ 김 성 태
장자는 인간이 자연과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자
연을 지배이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착
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 평등한 교류과정이다. 인간의 신진대사 과정
이 실천이라면 그것에 못지 않게 자연의 운동과정도 실천적이다. 인간이
자연에 자신의 본질을 대상화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도 자신의 본질력을
인간에게 대상화 한다. 인간과 자연은 동일한 자격과 힘을 가지고 상대
에게 평등하게 자신의 힘을 대상화한다.
우리는 장자의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도덕主體가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자연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
는 과정에서 인간 밖의 자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능력
과 지위를 자연으로서 부여받은 자는 타인과 자기 밖의 자연을 자기의 의
지와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즉 자신의 의지를 관철
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것을 짜낼 수 있는 대립자로 세운다. 자신은 이 대
립자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주체가 된다. 여기서는 실천의 주체는 대립
자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힘의 소유자만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실천
의 대상일 뿐이다.
이에 비해서 장자의 노동에 대한 관념77 )에 따르면 인간만이 실천의
주체가 아니다. 모든 인간 아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천의 주체
이다. 모든 것이 실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주체가 없다는 것이
나 다름없다. 장자는 모든 존재자에게 자신을 자신답게 타자를 타자답게
하는 주체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한정된 실천 주체(도덕주
체)의 지위가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노출시킨다. 78 )

라고 규정하는 유교식 신체관을 부인한다.
77 ) 장자가 노동이란 어떠한 것이라고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
의 全篇에서 인간과 자연이 신진대사 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78 ) 이런 의미에서 노자의 無名과 장자의 齊物은 다같이 인간의 역사적 실천에 의해
서 한정된 도덕주체의 지위를 해체하는 선언이다. 즉 有名의 자명함이 거짓이고
위선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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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기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와 신체의 관점에서 고대 중국 사상에 나타난 도
덕주체에 대한 입장을 소략하게 논의해 보았다. 우리는 도를 모든 존재자
의 근거 또는 근원으로 막연하게 이해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단적으로
언어와 동일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대상화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이 자신
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신진대사하는 과정과 그것을 매개하는
인간 상호간의 교류관계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언어는 인간
인간-자연의 교류관계가 동일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다. 언어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은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사회와 역사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공자와 맹자, 노자 장자는 사회역사를 가능케 하는 힘인 언어가 인간을
주체로서 성립시킨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동일한 입장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는 언어의 힘이 인간의 역사적 삶의
과정에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인간의 자연이라고 간주한다. 언어의
힘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도덕의 주체가 성립한다. 도
덕의 주체는 인간의 본질력이 대상화 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를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유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언어에 의해서 관
철하고 타인과 자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이다
그는 오직 세련된 언어에 의해서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력
을 행사하지 않는 인자한 주체로 현상한다.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는 주체를 신체라고 규정했다. 신체
는 언어를 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신체는 언어를 발하는 기관
이나 언어를 담는 용기가 아니라 언어의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신체와
언어는 분리될 수 없다. 언어와 일체화 된 신체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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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다. 유교에 있어서는 상징으로서의 신
체를 절대시 실체시한다. 즉 그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
로 간주한다.
장자는 자명한 사실로 간주되는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신체관을 인정하
지 않는다. 신체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권력과 이념이 아니다. 그
은 또한 타인과 자연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힘의 소유자, 이른바 도덕의 주체가 아니다. 신체의 본질은 모든
존재자가 평등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진
대사 하는 주체이다. 모든 존재자가 평등한 주체이면 인간의 언어가 자연
에 일방적으로 관철될 필요가 없다. 자연은 인간의 지배대상이 아니라 인
간과 동일한 자격으로 대화를 하는 주체로 다가온다. 장자에 있어서 도덕
의 주체는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 힘으로 관철하는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그러면서도 음성적으로 공격적인 도덕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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