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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위진 현학은 ‘자연과 명교’에 대한 탐구이고 그 대표적 인묻은 왕필 

과 곽상이라 말해진다 여기에서 ‘자연과 명교’는 결국 ‘자연’과 ‘인간 사회’이다 

왕필과 곽상은 모두 有無論으로 자기 철학의 근거를 삼고 있다 왕필에 의 

하면 ‘有’는 모든 존재를， ‘無’는 ‘有’의 근거와 원리를 지칭한다 ‘ 덤然?은 無를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존재의 원인이자 원리가 된다 그리고 각 개체는 이 자 

연과 맞다있는 자기의 개성으로 ‘性’음 삼는다 

왕필은 이 기초 위에 사회철학음 구축하는데 그것은 ‘有’에 의해 발생하는 

사사로움음 버리고 자연에 의해 정초되어진 성음 따르는 ‘無寫’의 사회 철학이 

이것이다 

이와 탈리 곽상에 의하면 ‘無’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無’는 ‘有’를 생할 

수 없으니 ‘有’는 결국 아무 이유 없이 ‘ 덤生’한다 그리고 ‘ 덤然’은 이 ‘。F무 

이유 없음’음 의미하고 이것이 ‘자연’이다 이 개체성음 ‘性’이라 부르는데， 개 

체는 모든 활동은 필연적으로 이 ‘性’에 의거한다 

개체 각자의 성이 발휘됨음 ‘追違’라 하는데， 곽상은 성인의 ‘兩行에 의해 

만묻만인이 모두 소요할 수 있는 세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왕필과 곽상은 모두 유무로 그 사유의 근원음 삼고 ‘성’음 통해 존재와 사회 

를 설명하는 사유구도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판연 

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왕필은 보편올 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체를 

설명하는 방식음 취하고 있으나 곽상은 순수개체를 상정하고 이 순수개체의 집 

합으로서만 전체를 이해함이다 모두 개체를 중시함은 다른 가운데 같은 점이다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 었음 
(KRF-2000-037-BA0061) 

** 연세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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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철학사가들은 워진현학에서 논의되는 중섬주제를 ‘自然

과 名敎’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과 명교’란 설로 많은 내용음 

함의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한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적으로 표현하자면 본체 혹 본성과 인간사회라 말할 수 있다 

그라고 워진현학의 대표적인 인묻음 들라면 워진연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왕펼(王弼 226-249)과 곽상(郭象 252-312)음 꼽는다， 그러 

므로 만약 워진현학의 중섬문제와 중섬인묻음 결합하여 워진현학음 

표현한다면 왕펼과 곽상이 보는 자연관과 사회관이라 개괄적으로 말 

할 수도 있음 것이다， 

이 두 철학자는 비슷한 시기에 공동된 주제에 대해 사유하면서 각 

기 다른 독특한 철학체계를 구축하였다 필자는 왕펼과 곽상이 ‘자연 

과 사회’에 대한 해석음 고찰하고 그것음 통해 이 두 철학자의 기본 

적인 사유형태를 균명해 보고자 한다 

1 . 자연관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自然)’은 오늘 달 ‘자연과학’ ‘대자연’ 등의 

용어에서 쓰이는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老子가 섬각하게 제가한 전 

문술어로서의 자연음 말한다 1) 

1)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덤然’은 노자에 의해 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자가 사용하는 ‘자연’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 해석음 가능하게 한 

다~노자』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자. 

a: r17章」 功成事途， 百姓皆謂我덤然(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공함에 백성 

들은 모두 “내가 본래 그러하다”라고 여긴다) 

b: r25章」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덤然(사람은 땅음 본받고， 땅은 하늘 

음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음 본받는다) 

c: r51章」 萬物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덤然(만묻은 

모두 도를 높이고 덕음 귀하게 여긴다. 도를 높이고 덕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명령올 하지 않고 항상 만묻의 자연음 따르기 때문이다) 

자연의 문자적인 의미는 ‘본래 그러함[덤己如此]’이다 이 중 a와 C는 ‘만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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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필의 자연관 

왕핀에 의해 이해뇌는 지연’은 i횡핀의 유무관(有;4\\觀) 및 형 1덩학 

(川名쩔:)2)과 밀집한 관계를 가지민 었다 먼시 그의 유무관은 살펴보 

의 지연 g 의미한다 ~- 8는 세상의 익이 이두어심에 니]히) 배성이 i난'I~ . '-11 
기 문매우터 7미히디 고 여갇 g 믿히고 c도 낀움의 지연’에 암김 g 의미한 

다 속 a외 (뉴 만분의 자연용 의미한다 

유독 h애서 λλ이뉴 자연 의 의 미는 여다(속 a외 c)의 자연애 "1해 더유 추 

상껴야 , f~ 듀권거인 섯음 의미하든 k이 보인다 ?선 h의 자연은 퍼와 밀접 
헌 관계를 가지고 있유응 볼 수 있나 1노사4에 의하면 j道↑는 만뭄의 」원 

흑F 낸연식인 진리를 지칭한나 F老子 때章』응 닝자 

i힐때而fIl<:或，/f~~ 씨lj-~:J萬物之宗(두는 비어있으나 아우리 사용하이투 가 

늑 차지 않는디 끊임없이 흘미니오는 것이 미치 민움의 은웬인 듯히디) 

여기에서 보듯이 道린 각 시품g 지 정하는 것이 이니라 모든 존재의 은윈 
흑은 민움의 윈인이린 의미든 기지고 있디 7렇디면 i週i& êfr션으1 ‘自싼’도 

딴분 기자의 자연이 아나이 tR; 만분의 끈원 혹은 원인。로서의 자연음 의 

미한다， f~ 보아야 마땅학 것이다 속 슨시)의 듀권。로서의 자연이다 

위의 , ，~장애서 보k이 「노자]이]서 사 g 뇌 , ，~ 있뉴 자염이란 개넘은 최소한 

표면싱 의미까 일지하시 않는나 。1 겸 ð~ 노사4사얀의 개님이 각시 q븐 빙 

향으우 받진힐 끼、지 ;1 였음응 의미한나 

과얀 위진시대어] 이르라 분파가 되어 받진해 나까는데 왕필과 관싱이 막 

하는 ‘지연’이 7 매퓨적 예라 할 수 있다 

명픽에 악하면 지연이린 민품의 기상 근분적인 것으보 민움 각각의 111체 

성(원픽은 이것;;;- tt-g ’이라 한다)-g 의미히는 것이 아니라 萬物g 포통('Ê'1 

統 포함하， f~ 동관함)학 7 있뉴 궁←t7-i 인 섯。로 보 -l/_ 있는데， 이냉게 난 f 
있뉴 듀기로 뭉無論경(부듬 숭상하뉴 사상가)납게 생이상학저인 J無듬 듬 -l/_ 

있다 

따면 관싱 -,0_- ä와 c에시 사용디는 白썼‘의미를 빌진시키고 있나 즉 j자인’ 

ð _ _Q__든 쥬재사의 공동직연 원리가 아니라 각 개재의 원리아나 관싱이 자인 

응 개재의 원려무 이해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짜써論者(취를 승싱"ð~ 사싱 

기)인 7기 원픽식의 」듀픈 반이플연 수 없고 요직 有(쥬在용)의 세계 안에 

서 지연의 의미픈 히)석해야 히기 때 ι 이디 

원픽괴 」꺼상이 "1라요는 지연악 의미는 서보 디르지만 7 시 3 의 난초기 

선산 ""t~ T- _l 이] 있읍은 부정학 수 없。며， 이런 기노에서 보1선 노자에 대한 

기기 다근 거)승자니] 이 말학 f 있다 
21 흑은 形名學이라고도 쏟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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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왕필이 밀히L ‘ R(有)’ L 萬物‘ 흑은 ‘物‘이란 의미이니 현대석 

g 이무 밀한디면 ‘존재사에 헤딩한디 「名子 · 章』애서 그L “모든 

有 L 모두 無에서 시작한디 그이므무 이직 형체기 없jI_ 이름이 없을 

때에 L 만물의 시인이 되디 UL有皆始於無 故未形無名之B훈 則1;3;萬物

之fr{l) ’라고 만하고 있는네， “모든 유는 〕lL누 ... (凡有皆 .)’ 라는 퓨 현 

괴 뉘의 1i'}닫(萬物)’이라는 단어F 근기도 볼 때 ‘유(有)’가 반닫 혹은 

은재자의 의미노 사용됨을 어렵지 않게 앙 수 있나 

l렇나면 농양 천혁에시 일반적으노 깐재자(반문)의 시지I(흉體)라 

고 보는 시(氣) 는 유외 어떤 뀌게가 있는가η 

F노자」 원문31 을륭힌 듭꺼 물과 같q 뭉[水J，ð 반응응 질 이휴가] 

하면시투 나T 시 않고 모든 사라이 싫어하는 곳에 서힌나 」러므우 

j즙에 기'!1-디 

원픽주미-4) 시받듬은 낮은 깃 g 싫어한디 도는 꾸으1 영역이고 품 

은 3 의 영역이디 _1_2.1으보 “[도에) 가'!1-디”라고 한 것이디 아 

또 디 g 파 간이 밀히jI_ 있디 

권문 전s}의 지←tó-1 부ι 러운 삿。l 션하의 지←f허 단탄한 공에서 

환받하게 활농한다 

왕주 ζ는 듬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을F 거치시 않는 곳이 없 
q ,fìl 

이 「노지] 두 장의 왕굉주를 비피해보변 왕굉요 氣를 뭉17/q과 같 

E 층차로 이해하민 있음은 알 수 었고 위의 ‘펴는 無의 영역이끼 

,3) 이히 ‘윈 ι’이라 약칭 

4) 이하 왕 「’니l 약칭 
õ) "_T-지 .8상명文 上총상찌 끼k옳지U~힘物rIiJ不횡1 處éít人ι2.)')í惡 Itt짧E、i을 I 

ì:t 人惡벼엔2. il을때水有，Itt벼“幾"iI1. 01히 『닉「지』으1 ~l용 ι에는 장수민 기재 

예 'K장」 

6) '43정」 나유의 날F 樓宇烈의 Ojj1_λ1 J응 따랐q 原 ι X下之'7'*. !lq~뽕A下 

ι至堅 I ì:t 氣μrtr不入， 개、μrtr기、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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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은 有의 영역이디 ’마~ 밀을 난서무 8 추히1 멍면 

영역임을 진작하 수 있디 

스낱 r 
지 • ~ 

~O:i 

또한 有의 

위의 논의틀 증압적으무 멍면 왕필의 8;」 존재사인 낀물파 그 존 

재사의 기체마jJ_ 하 수 있L 기를 모두 총괄히L 개닌임을 연 수 있디 

l 런네 왕펀에 의하면 이외 김은 右’는 有의 친정한 근기 혹은 

원인이 뭔 수 없나 왜냐하띤 ‘유는 어떤 즌재자 혹은 즌재도시 이깃 

은 이깃얻 뿐 저깃이 흰 수 없고 저깃븐 저깃얻 뿐 이깃이 되 수 없 

어 자시 이외F 아우브지 못하시 때운이나 

만약 따뜻하나면 시늠힐 수 없고， 감이라면 려일 수 없나 행싱 F 
바드시 힌겨1가 있고 수리는 모두 끼、속이 있t+， _l라므우 모양이 있어 

헝대 시워진 갓꺼 大@이 아니고 음이 있어 끼、리낼 수 있는 갓꺼 大

티아 이니디 n 

모잉이 있이 형태 시워진 것’파 ‘음이 있이 ↑「랴낼 수 있L 것’은 

8 의 세계틀 밀히jJ_ ‘大象’파 大숍‘은 딛 디 모든 g 를 관싱히jJ_ 선 

멍하 수 있L 진랴의 세계를 시칭한디 

+:象은 **의 이미이다 츰지 않이 따낫하지 않 -l/_ 서」하지 않다 

그래〕로 만문음 아? 己 1선서노[잉뻐 포함하 -l/_ 동관함] 침냄하여 다지 

케 하지 않는t+"， 

신리련 만묻은 'i'~두 포휘하딘 통광힐 수 있는 것이어야 힌다 횡핀 

E 오작 無’만이 이 조건은 증족힐 수 있다고 생각힌다 

노든 람는 i난11 짜에서 시 시한디 !)l 

7) 0교시 J 195쪽老子벼띠& 휴i염 t니則기:댐iJJ(슛， 1륙t니則不能쩌옷 形必껴所:7-]'-. 

랍必써所屬 링(쩍깅而形'5. 非大횡tι， 흠而랍者 非大흠tι 
íl) ':l:주장」 大象， 大象之 I:}tι 4、쫓↑、溫↑、原 故밍Wl:19t物， 無F땐傷 ※ 선상(大 

象J은 만상(빼象) 속 만분음 말한다 
g) '1장， J-L;有t힘윤於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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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필이 밀히~ ‘무’L 이떤 방식으무ç. η정되시 않L 이떤 것을 

의미한디 옆에서 살펴멍았듯이 8 의 세계애 있~ 만물은 모두 사기 

의 개별성 즉 듀수성을 기시jI_ 있이서 사기 이외의 디븐 것을 이 ? 
를 수 없jI_ 그에서 니사의 진정한 이 8 니 난거 너 니기 모든 존재의 

이유나 근기까 현 수 없나 l 런네 γ 는 이 비규정생 때문에 此物괴 

彼物의 원인이 뭔 수 있고 l래시 萬物 즉 右의 워인근기까 띤나 

형상노 없이 틴잉 Lζ 없 'l/_ 소이노 없이 윤월노 없다 그래〕로 동하 

시 않는 곳이 없고 까지 않는 곳이 없응 수 있Q101 

미#정적인 무야딸로 신라이다 횡핀은 지기의 이 有無觀유 )IIJ名땅 

에 의거하여 표현힌다 왕굉 형 1덩학의 11 체적인 내용은 名號 稱핍 

;4\\稱이다 우선 이 중 '3호에 내해 알아보연 다읍파 같다 

L성호는 형상에서 생기반마(名띔生子)J}Mt ') 
L성호는 니]상 g 지징히는 것이디(名tfJ_용，_β용tfJ_， 1 

명호는 대상이]서 생겨닌다(名生乎띠) 

명호는 듀/1 없이 생겨나지 않뉴다(名號T虛:'t) 

I?1릇 명호가 형상에서 생겨나는 섯이지 생상이 명호애서 생겨나는 

갓꺼 없나(F i:';'Þ)"‘形 커~1서퓨j.*L‘:t 읍↑↑ι) ， 11) 

위에서 영거힌 녕호의 원직유 다시 요악하변 “ 1성호는 형상은 지정 

하는 것이다[名以定形1" 12)라민 헐 수 있다 여기에서 형상이런 유의 

세계에 있는 만불만사를 받하는 것P로 겸감 우리의 인사 속에 늘어 

오는 손새 혹은 손새지늘은 맏힌다 왜냐하변 틴는 손새와 손새지논 

새볍성 특수생P로서의 형상이 었기 때문이다 그라 R로 냉호런 바로 

8 의 세계틀 밀히 L 언이이디 

그떤 디 g으무 칭위의 윈칙파 넷 개의 예문 을 살펴멍사 

10) '14정」 꺼~:It옛*~향無랍無쩍?， 링(~~:fl!i:所不댐， 無所不%
]l) 민두 「노자지력h의 글로서 11 11 1，석， ]，17-] ，líl껴에 보인다 

121 '잇장，ì:t文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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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위린 워든 미1브는 것이다(隔 ttl者ifÉ~볕者 ttl. 1 
칭위는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넉로 “민; 사문이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등 심구하낀 범’이 ,r. 칭위 s} 이 “민; 산P함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읍이 없다’를 심f하1선 초’이 ι) 칭위한다(터出乎我 얀tf7ι乎파}ψ 

'f.1、띠. ~Ji국之DìtL. #::칸「無fr::!>1ñJ "1、出. ~J，엽之口Y、 ) 
칭위는 석7에시 나온나(햄핍tWP i步求 ) 
칭위는 니거 없이 생끼지 않는나(稱i업↑、1피牛 ) 

자올’린 것은 “민움이 믿미암는 것이디”든 취한 것이다(펴也者， 'X+ 
萬tlozPJí F다 ttl.l 
강’이린 것은 ‘안 수 없는 사용이 니오는 곳이다‘든 취한 것이다 

(J2: ttl.~， 取乎뼈콩ιh~出tι J 

ì!r’이란 섯은 “아부다1 팀←「해보아Lζ 완선히 얄 f 없다”듬 취한 섯 
이다(i?f ttl규， 取乎짜댐 ( τ、可究tι ') 1;;) 

~(η 

칭위란 명 9.외 남미 7 행 즉 7 의 세게에 대한 언어이나 명흐는 

손새지의 특성 쥬 형상에 의거하여 나타내는 언어인데 무형은 이딘 

손새지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3호의 방1섭P 로 표현뇌지 않는다 그 

러니로 부듀이 다는 방1섭은 사용하여 이 무형의 세계인 신리횡카은 

표떤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위이며 그 방1닙 ξ 위와 같다 

위의 원직은 다시 분석하변 다음과 같다 무형은 아는 사땀[我1 1 이 

이 이 신리의 어민 특성[댐1은 가지다가[沙求， 取1 만늘어내는 것이 

칭위이디 앞애서 인 g8] 였던 “:;--:. -;_: 무의 영역이뇌 물은 8 의 영역이 

디(道無水有) "마 L 구절을 염두에 두면서 위에서 일서한 칭위의 윈칙 

에 따마 “ 道’란 것은 ‘만물이 밀미암L 것이디’를 취한 것이디{道tlL 

찌” 取乎萬物:깐所F꺼tlL)"를 문서헤 딩사 

道L 無의 영역에 속81--~ 것애 대한 Jl_현이디 이 무를 이L 시란 

이 낀물이 이 무애 밀미암이[대] 생성펌을 멍 .iL， ‘민물이 밀미암L 것 

(萬物之所뎌크)’이란 위(듭몹):_; 쥐(取 즉 섭구)하여 이깃을 ‘道’라고 칭위 

1.3) 노11 샤}지지니h으I :-;.보서 『교석， 19G-197쪽에 보인다 

141 위의 인용문에시 막，，~ 1-1[빼는 엘바식으우 막하는 1-1릎 의미하는 깃이 

아니라 무형인 진리를 아는 '1-1'를 막한나 왜냐하면 칭위는 우헝에 대한 언 

어연데 우헝응 모르면 」갓응 언어우 표헨힐 수 없으니 칭위를 내는 나는 

친리든 이는 사땀으보서의 내인 수뷔에 없기 때 ι 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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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디 道 이허 」、이니 深"T:;""-.. 마찬기시무 위의 웬칙에 의서히여 

내기 위에 의서히여 3l현한 칭위들이디 

그떤 이제 自然’에 대헤 이야기 헤멍사 ‘사연‘은 무슨 의미인71" 

민저 그와 관련되 왕필의 선멍 을 들이댐 사 

자연이란 것은 부갱의 언이이 , ，~ 궁낙의 단이이다(더然휴 4냐야ι즘， 

~:JTk_':::_함 tι ') 1:;) 

무곳 사뭄에 칭위가 있거나 맹 9~가 있는 갓꺼 궁극이 아니나 (만 

약) ，펴‘라고 막한나면 ‘(반응이) 막미인는 깃‘이라 의미가 있고 ‘(반응 

이) 막미?]는 갓'01 라 의미가 있어야만 ìl，(라고 칭우1 힐 수 있t+， _l렇 

다띤 ‘道’는 정위 숭으1 은 것이니 구칭으1 큰 것만 간지 않디 ltil 

여기에서 ?션 주딛히여야 하 요현은 비무 無져4’이란 g 이이디 왕 

필이 멍기에 사연‘은 비무 무칭이디 

무칭은 무엇인기‘! "T:;""-..마_i_I_ -ó-]--;_:- 것은 칭위무서 ‘민물이 밀미암L 것 

(萬物之所中)’이란 謂애 의거헤 이루이진 것이디 즉 위의 인 g 문애서 

만한대노 도는 반문이 만미엮는 것’이란 謂~ 가친 것이며 역으도 

만하면 ‘Jill:-~이 만미엄는 깃이란 위까 있어야마 道라고 칭위할 수 

있나 마약 앙 수 없는 식용이 나오는 곳 이란 위을 쥐하였나띤 ‘玄’

이라 칭위해야지 道라 부~ 수 없나 칭위라는 깃은 진미의 어떤 빙 

띤 흑븐 어떤 특정에 의해 진리F 퓨현합 뿐 진리 l 자세~ 나타넨 

수 없나 ‘謂’에 의기하시 때문이나 

유의 세계는 그 어띤 것노 지기를 넘어서는 손새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라μ로 이 유를 표떤하는 인어인 1성호는 신리와는 거리가 

먼 언어가 된다 정위는 비록 무의 세계에 내힌 표현이기에 신리를 

나타낸다민 받헐 수 있지만 신리의 어띤 커부적인 특성유 나타댐 밴 

그 지체를 통째로 나타냄 수 없 6 ，-，로 대힌 ‘第極(아래 인용문의 極)’

Fi) ，펴장」 f문중 

16) rSõ정」 주문증 날꺼 Ojj1_시 4응 참고하였유 凡物껴 l홈써Zó， 則非其極tι 듬道 

WJ有쩨[Í]， 有所[Í]싼後듬용2. 11道 ít\ MU道是稱中ιa大션L 끼;곰따稱ι大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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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디 

여기에서 自然이 탄생한디 왕필이 댐 기에 ‘사연’이란 謂에 의서허 

시 않-"- 진리를 닝채무 3l현81--~ 궁극석인 듬땀이디 즉 진라 그 사 

체이디 왕필의 논랴애서 멍면 無ç_ 또한 無、形無名을 위무 취히여 이 

「어친 칭위에 붕괴하나 나시 만하띤 ‘우’는 자연의 한 특싱이나 이 

〕lL든 칭위~ 까능하게 하는 진마의 냥지1('훔體)가 u}노 자연이나 

2. 곽상의 자연관 

꽉상의 사연관ç_ 또한 그의 8 무관에 난거를 두-"- 있디 그이니 펙 

싱이 생샤하는 유7 는 왕펀의 l깃괴 사웃 나브나 왕펀괴 남피 빛右 

論1的 깅향을 띠고 있는네 l의 자생섣이 마도 l깃이나 

때는 이미 없읍이 q 읍등 냥음 수 없다 有가 아꺼 생겨나기 이선 

P 또한 생겨나이 됩 수 없나 」렇q면 생겨낚응 생겨나케 하소= 갓、。 
누7인까? 塊}:!~이 절우 생길 뿐이나 171 

無런 본래 ‘없읍’이런 의미이나 있읍’은 만늘 수 없다 밴만 아니라 

‘유가 아직 생겨나지 않음’노 겸감 없읍’은 의미하니 마잔가지로 생 

거닌‘이 될 수 없디 이 인 g 문애서 멍듯이 꽉상이 밀히L IFL 왕필 

파 간은 형이상학적 무기 이니며 h견E無 즉 존재의 걸핀으무서의 무 

를 시칭한디 그링디면 무~ ‘ g 기 존재허시 않g ‘에 불파히니 이떻게 

‘ 8 기 존재허시 않g ‘이 ‘ g ’를 존재히게 δL 수 있겠 :":7]" 이것은 명 

백한 논랴의 모순이이 현싣적으무ç. 불기능히디 

이 논의 L 일치석으무 존재기 존재무 있게 함 생서넘을 생서니게 

안은 ‘우 에 의한 것일 수 없고 l깃은 유에시 젖아야 함을 의미한나 

이런 놈미직 맥릭에시 과싱은 ‘自生’을 수싱한나 자생이란 ‘신도 생 

겨낚을 만한나 _ r 미고 無가 右~ 생할 수 없유은 동시에 右도 또한 

17) 0정사 · 제뭉~-dl 주문중 꺼f，ret無젓 則不能牛껴 ，j，'，<:未牛， 又不能월4.. ?<'則

生즈t경誰값? 塊싼lÍIl Er:'tJ늬 。1 '01 편녕만 TI".기 예든 듣띤 「게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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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기 될 수 없gg 의미한디 

대서 유니)늑 섯은 "1 록 전밴딴회듬 하더니l노 (그 중) 한 번노 ?가 

될 수 없다 한 번Lζ 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1'.이래로 아직 슨세하 

지 않은 때는 없이 항시 쓴시) 한다 1>:;) 

유까 이지럼 항시 깐지재한나면 ‘자생’을 만할 수 있을까? ‘생’은 무 

슨 의미가 있는가q 곽상의 사유에 띠는다변 유’와 ‘유의 빈화’만은 

맏힐 수 있은 띠름이다 이린 이유로 곽상의 지생설요 굉연작。로 빈 

화의 설 '3 。로 갇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짜iL펴이라 힌다 

독화’의 기본 힘의는 새체의 독지빈화를 의미하며 造物主‘ 形(형 

처11) 景(影의 붓이나 그림지)‘ 댐에(그런지의 그림지)의 관계에 내힌 

설 '3 에서 그 논리적 ，'-조를 암축적。로 설'3 힌다 

어띠 시람은 말하기든 cj머은 7럼지에 으1존히고-，럼지는 형제에 

의존하고‘ 형체는 소불주에 의존한다고 한디 한낸 선 {ig 해요지 기 

가 말하늑 조문 f뉴 유인가? 아니띤 부인가? 무디]l;j 이떻게 분음 만 

닐 주 있겠는가‘/ 유이 l ;j 뭇 만분음 분 노1케 한 「 없다 그래〕로 만 

문이 스스로 분 됨음 알아야 비로소 높끼’에 대해 말한 수 있음음 알 

수 있나 」러므우 유의 세계에시는 비옥 (세잘갓없는) 방양주자도 5', 
혹한 가운데 독화하시 않는 깃이 없t+.J러므루 주몽주는 주제가 없 
고 만뭉꺼 각시 저절무 "9}.:듬어지 q 만물이 각시 절우 만듬어져 의쥬 

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젠지의 올바른 섣상이디 181 

?랴의 일빈적인 경힘에 의히면 그림사와 형체L 인파의 관계기 

되 L 듯허디 그림사L 항상 1.il[形體]7l 81'-: 데무 따마히기 때문이 

디 그이니 곽상에 의히면 이것은 착각이디 IFL 8 를 생하 수 없으 

18) r 훗U北않」 夫有ι ’찌， 雖 「헬萬It. rtri 不得 J.1A재也 不得 11μ Ib: ê벽~;K 

有ι時rTI11뎌7f센 
10) ，협物論」 世或댐間ffi l+뭉， 명1+形， JT) (-i:造物'5. ~좁問大造;어者써1Ir，? 無1Ir，? 無

tι則해能;올r여됐? ilt니則기'.lï'tJ動히VT) 故明、f3i'17Vz g!여， 而後始cJW言造物

耳 붙μi;j， il動之l~t ~ÍÈÖ킹l'검 F에， 未껴기'5뼈ít"、y홍'51ι 링(造動극완無主而‘物各 g 
놀 物各~3일 rtri~~데품품 Jit天t따ι止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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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만약 주물주기 무마면 8 인 만물을 생하 수 없_i_!_ R 마면 디븐 모 

든 8 의 윈인일 수 없디 그랴jJ_ 주물주와 형 그랴jJ_ 그 이허의 경? 

망양r; ?랴의 경힘파 딛랴 득화하 따름이디 

자생일 뿐이나 내가 생한 섯이 아니다 냐는 이미 님['10]음 생학 수 
없 -1/_. 넘 [t끼]노 뚜한 나를 생학 ↑「 없다~O) 

반문에 대해 만하자띤 이깃은 이것이지 저깃이 아니며 저깃은 저 

것이지 이것이 아니다 그라니로 이것파 시것E 틴두 ‘獨化’이지 ‘生’

의 관계가 성립힐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독호F에 내해 좀디 지세히 고찰하기 위해 곽상의 

‘有’ 쥬 ‘ 47~’에 내해 다시 살펴보지 

뺏는 이미 없S 이니 람픈 낳g 수 없디 有기 이직 생기내기 이최 

은 또한 생기남이 핀 수 없디 7렇다띤 생기남g 생기니셰 히는 것은 

누구인가? tJIUt이 석보 생 '1 뿐이디 지생인 뿌이니 미기 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넘[끼]용 생학 수 없 -1/_. 님['10]노 '1'_한 나를 생학 

7 없다 

이 인용운을 수의 시게 섣펴보띤 과싱이 생샤하는 유÷+ 어렵지 않 

게 앙 수 있나 유는 즉 뮤이며 과싱이 만하고 있는 자생괴 녹회는 

딛두 이 묻의 지생과 독화이다 

모든 존재의 양대까 각시 달라 ;쥬몽주LiE(후]같꺼 깃이 이렇게 시키 

는 것 간기도 하다 7래서 심세보 소품주의 지취득 추적해보면 또한 

잦g 수가 없으니 이것은 품이 모11 지연이어서 움g 이렇게 지렇게 

시키는 것이 없Sg 。L 수 있디~l) 

대서 『밖1"_1와 『컨1"_1 이]서 자 Î 때애 대해 연#하늑 섯은 ?엇 때 

문인가'! T~，용 생하게 8누 섯은 파P 이이서 F이 디스E함음 읽힌 섯이 

~O) ，암物論」 더生耳 非我生 ill fiil'l:，~、Ílë生物 物꺼이、ÍlÉ生# 

21) r협物論」 萬r여萬↑려， 趣홈不同 4키휴쉴쭈， l'E:-:씬tι t닐gF쉽추之H~2또， 而샤終 
不得1 비애物皆自싼‘ ~I\[i，꺼f.!.';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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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2~) 

즉 ‘物自시 ’이 “니 L 이미 닌[物]을 생 δL 수 없-"- 넘[物1 'C_ 또한 니 

~ 생합 수 없나”는 샤도에시 보띤 u}노 ‘녹회’이나 과싱븐 여시에 

시 l지지 않고 이 샤자의 닫은 ‘나11~1’라고 만한나 마도 암의 “나 

l:f씨는 이미 낚l物1을 생할 수 없고 낚l物j도 또한 나l:f씨~ 생합 수 

없나 ’ 샤 바보 이 예 인네， 역으도 낚l物j 을 숭섞으노 만한나띤 낚이 

내가 되고 내가 낚이 되니 견국 샤자 자시의 입싱에시 유나띤 모누 

‘나I f)!J’라 만할 수 있나 

그럼 지생과 독화의 의미를 다시 힌번 살펴보지 

」렇q면 생힘응 생하게 하는 깃꺼 무엇이겠는가'? ~명적이하게 자 

생할 뿐아디 식보 생 '1 따뉴이니 cll 기 만도는 것이 아니디 7렇 

다띤 니는 지연이다 지기기 「미한 것이니 아것;;;- ~l연이라 한디 치 

연아니 이 3 기 없디 「래서 ‘天’으보 믿 g 한 것이다 '7:.'으보 알 g 

한 섯은 그 자연용 읽힌 것이다잉1 

과싱이 ‘自生‘이라 할 때 죄소한 누 샤지÷+ 배세한나 섯째 無가 有

÷수 生안이고， 눌째 彼物이 此物을 生안이나 만약 위 인용문 숭 “나 

는 自然이나 자시샤 l러한 것이니 이깃을 천연이라 한나’‘만을 근 

기노 만한나면 ‘自生’의 의미는 物이 物됨괴 때가 :fJ(，됨으} 워인이 암 

에시 만한 누 샤지 싱황이 배세띤 나유 자시내부에 있유을 지칭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곽상의 논리는 我(혹E 物)의 손새근거가 我에 있는 

‘我生我(나는 나를 낳는다r의 "조를 뇌어야 하지만‘ 위 에문에서 

보듯이 곽상E 目生’은 설 1성힘에 !T:힌 ‘我生’은 부정힌다 측 “非我生

(내가 낳E 것이 아니다r이다 

22) ，在좁」 夫『파J'老」ι)':fítj，댄稱파:옵， j매해? 8IJ't物쉴때物lÍIl物自'tJ콰 

23) r협物論」 씬則'f'f'!誰됐'? ~，~;r<~而白牛耳 g!+:耳， 非我'f lι 則我白썼 

젓 g己而썼， 則해之A씬 A씬耳 非월t니 故l끼T言<: μX듬之， 所μ明其g

RR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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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렇디면 노든 생 g 얻어 존재히는 것은 뷔으보는 道에 의괴히지 

않 -l/_ 안。로는 자기에 말미암지 않아서 Hi원61 쓴시)하여 독회한다 ~41 

『장자]이]서 X주 쓴시)의 첫머이에서 때듬 이야기하늑 이유는 부엇 

인가? 슨세의 첫머 ι] 란 아꺼 생음 얻지 않다가 생음 얻읍이니 생용 
'?l시가 어려운데P 위딛는 無에 의뢰하지 않고 아래딛는 ':I，L에 /1대지 

않아 동인히 이 생응 9\/1 때문이나 251 

~n 

여기에서 강요힌 것은 툴째 "점늘~1 “<? 1- 。로 지기에 맏미암지 않 

읍‘파 ‘ 아래로 )'0에 기내지 않읍”의 의미이다 곽상은 物의 物됨 혹 

E 我의 我됨의 원인이 物이나 我의 내무(측 각지의 내부)에 있읍노 
섬멍히 부정히jJ_ 있디 니 사선 흑은 니의 내부의 이떤 것π 니 사신 

의 인인이 이니이 니의 시각이니 욕맘 비램"T:;""-.. 물른 物이 物띤 흑은 

我기 我딩파 관련이 있을 수 없디 

강압적으무 밀히면? 自 I[ ’이니 득화’ L 無에서 物이 니 g? 彼物애 
서 此物이 니암 此物애서 l比物이 니 g 이 세 기시틀 동시에 모두 부 

정 81--~ 이문이디 

l렇나면 ‘物’ 즉 Jx’의 워인븐 어디에 있는가η 과싱에 여시에시 

自然을 이야시한나 

9l~生A t8入이 틴두 호연히 정로 그러하여 원인이 없다 그래〕로 

」 행싱응 볼 수 있는 곳이 없나 ~C) 

여기에서 ‘死生과 出入’이런 ‘ 1'ð’의 천빈만화를 의미힌다 그리끼 

‘ 흥연히 접로 그러하여 원인이 없음{셨然自빽， 無所 E김r 은 매우 눈여 

겨본 핀요가 었다 여기에서 ‘自빽’는 ‘自然’과 동의어이며 그 "체적 

의미는 ‘無所ElJ'임유 알 수 었다 지연’은 바로 ‘이유 혹 근거가 없읍’ 

이디 곽상이 멍기에 만물은 모두 이 8 없이 돌연히 그이한 物무 두1 

24) r大宗쩨」 씬則凡염<:者， 外기-::;~1î~'、道， 애不llJT己， 뾰셋 g염而j剛[1니 

~:i) r大地」 『莊T，之所lJ慶에용無 b$'꺼좁 (0);)('1 m 입，i;生ITiH당生 염生之짧 ITIT~낼 「

↑、!1i.b$'無 下↑、샘.b$，*디， 몇然ITIT버염~l生쫓 

2m r벚월성」 장E't出入 응오'&K7선自\1Ií μ)')í [ÍJ, IttÍWi~데 ~J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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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라고 이것음 ‘자연’ 혹은 ‘천연’이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자연이란 모든 존재자가 모두 의거해서 생 

겨나는 원인이지만 이것은 모든 존재자에 통용되는 보편적 일자( 

者)로서의 진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자연은 나(我’즉 만묻 각각)의 

자연이니 만묻에 공동된 자연이 아니라 개체 하나 하나의 자연일 뿐 

이다， 

II. 사회관 

왕펼과 곽상은 모두 각자의 유무관 및 자연에 대한 해석음 바탕으 

로 나름대로 이상세계에 대한 청사진과 난세에 대한 진단 및 해볍음 

제시한다， 

1. 왕필의 사회관 

왕펼에 있어， 보편적 진라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만묻음 연결시키 

는 것은 ‘性’이다 만묻 중 일부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음 통해 자연 

과 연결된다， 

만묻은 자연으로 성음 삼는다 27) 

만묻은 모두 자가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보편자인 자연으로 성음 

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이 그 자체로 만묻에 발현된다거나 만묻 

의 성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음 의미하지 않는다， 

대저 무는 무로 드러날 수 없고 반드시 유에 따라 드러난다 28) 

27) r29장」 萬物以덤然寫性 
28) ~四庫全書 · 周易표뼈~ 7-536 夫無不可以無明， 必因於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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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 지연g 어가지 않이야민 지연 g 얻세 되니， I이것이 바보) 지 

연용 본받읍이E 자연용 본받는다는 것은 네틴신 맞에서뉴 네딩점용 

본받， /~ 동듀 공애서는 둥듀용 본받아 자연이] 위비됨이 없읍이다 2~) 

~]:i 

자연 혹 γ는 l 자세도 F러암 수 없나 반F시 유÷+ 통해시반 

자시듀 F러낸 수 있나 l 러시에 자연은 마꾼에 따라 샤시 나브게 

나타난나 누 1긴째 인용운에시 이 점을 산 성명하고 있나 네~1-1 곳 

에서는 네틴신 성은 띠금고 퉁근 곳에서는 퉁근 성유 띠라 目然之性

에 위l'H됨이 없다는 설냉의 1내 후에는 지연이 만불의 생P 로 나타닐 

때에는 네딛신 성 퉁근 성과 같이 각뭉에 띠라 각각의 개성。로 나 

타남은 선새하고 었다 지연이런 보편성 E 만불의 개생이런 특수성。 

로나타난다 

왕굉 ξ 이렇시1 性’은 설정하고 性其↑펴(↑펴이 性은 띠름)’파 ‘無낌’의 

이문으무 인간파 인간시회에 대해 산벙한디 ?선 성정애 대한 왕필 

의 밀을 들이딩사 「周써·乾좌·象傳』의 “利貞찌，+'[↑띤 tl(애 데히1 

왕필은 “이롬」lljE 온비 븐 것은 빈드시 ↑면을 성에 따므게 한디 (利而

正찌， ，j6，↑11츄t!L)"며jJ_ 밀히jJ_ 있디 

이 중 ‘성‘이란 만물애 스"1 있 L 사연시성 즉 엉핀성에 相맨해 있 

L 듀수성 을 밀히jJ_ 정’은 이 성이 현심화되이진 것을 의미한디 여 
시에시 싱은 7 의 영역에 속하고 성은 유의 영역에 속한나 성은 사 

힘에게 있어시는 희노얘릭괴 김은 깃으도 이것이 이깃이고 저깃은 

저깃으노 규성이 되어지고 인식괴 김꺼에 F러나시 때문이나 l렇나 

면 ‘ lí其↑꿈’은 유÷+ γ 노 1견회시키는 깃을 의미하는가η 이것은 왕필 

의 논리에시 불가능하나 

↑뚜어1I ._:적하는 깃F 올11덕 깃이지만 싱 」 자제는 올11f븐 깃이 

아니나 비콕 싱 」 자치]는 융 ð 갓。1 아니지만 능히 올11f르기] 힐 수 

있디에J 

20) r2õ정」， 『교시 J 65쪽 道不훈g씬， 乃得白썼， 업:白 ?<'lι t 白썼者， 在方而업: 

方， 在圓1ÍIli!;圓， 於 自 f.!.';J4liJj마1i: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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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병애 의히면 온비므게 81--~ 것은 성이시낀 성 그 사체L 옥 

비븐 것이 이니디 즉 성은 無혹無핸이jJ_ ↑면은 有善有뽕인데 情이 풀 

81 jJ_ 1[81 게 되 L 난서L 비무 11이디 즉 성을 왜곡 없이 비무 빈현 

히여 •t4 간이 된 것이 비 무 우비름이디 
왜 ‘생시성’이 되어야만 올u} ;， 1正‘ 용j 수 있는가η 성은 유의 영역 

에 속하는 깃으노사 톡는 톰이지 %샤 아니며 나른 情도 모누 마친 

가지이나 J 런네 만약 11을 숭섞으노 하지 않고 情을 숭섞으도 한나 

면 어떤 특성한 ↑핍이 수까 되어 나양한 자연지싱의 밤도에 빙해까 

두j 뿐 아니라 천변마회하는 세싱반사에 올바노 대지합 수도 없나 l 

러므노 싱시정 이 되어 자연지싱이 올바노 밤현되어야만 正괴 뿔을 

획듀힐 수 있다 

싱인이 배몽사라딩 q 풍η 한 깃F 꺼"001고 배몽사라고} 김꺼 갓、。 

h↑감이다 선L성이 S부히기 때 ι에 ii'추n한 기든 제보 '0]-(겨 짜든 통닥 

할 수 있고1 요징이 간기 때 ι에 슨피히고 기빼히면서 외품에 S 니]히 

지 않g 수 없다 「렇디면 성엔의 징은 외품에 매 g 히면서 외품에 염 

"B 임이 없는 섯이다:31) 

싱인이라고 성이 없는 깃이 아니나 나마 싱시성의 깅지에 이브러 

만사에 응하되 사건에 읽매이지 않고 항싱 션을 심현합 따꺼이나 왕 

필은 이지힘 싱에 따꺼 혹은 自然에 나김을 ‘無篇’라 하고 이외 반대 

되는 깃은 ‘有옳‘ 혹은 ‘홈‘라 한나 3::!'I 

왕펀에 의하면 ‘무위’는 세 샤지샤 있고 ‘유위’는 누 까지가 있나 

먼시 무위’에 내해 살펴보지 

첫째 道의 무위이다 

30) 0때庫수뿜 · 論語集따흉￡이" 195-497, '" ;1J:1lc者正， 而~~11非正， 雄~~Ilc非正，

규ff~~æ之正 
:lli -三1問[、』 권~~ 뿔人r'j)r~'、人경神明 tι 同b 人좁五情tι 神明.&.. m'~~뽑icfl저 IlJ 

j며無 五情同，/t(↑、ÍlÉ無哀옐1)應物， 然則聖人之情， 應物lli)無lV\M、物용 tι 

.32) 사섣상 성기정’도 꾸위에 디뉴 아니다 



왕필과 곽상의 자연관과 사회관 연구 

éflι 펴는 항상 구위한다 
왕f 자연음 따큼이다 33'1 

~17 

도의 무 위는 사심싱 ‘道&自然’을 의미하니， 稱謂인 도까 無稱인 自

然을 따꺼을 의미한나 이깃븐 無의 영역에시의 7 위이나 

눌째 싱인의 개인직 무위이나 암에시 섣펴유 ‘파其↑핍’도 사심싱 

‘人뻐自然’의 구소이므노 싱인 혹븐 至人의 向內8싱 γ 위나 개인직 무 

위라 만합 수 있나 이깃은 개인 자원의 무위이나 

셋째 사회와 관린된 통치지 의 무위 이다 

루는 무헝무위의 맹법으우 만을응 이과준t+， J러므우 ?투에 종사하 

는 시탐도 꾸위보 입갑 }듯g 히고 7:::;듬으보 기르집 g 식으니 1 면띤 

히게 존재히는 듯히지민 품(物 여기에서는 섣선적으보 노든 시탐g 

지정)이 「 진됩[힘]-;;; 얻는다 34) 

기본적인 논리구주L ‘人농道’이디 ç. 기 사연을 따므므무 人法道‘

도 견국 人法自然、이 핀나 도에 송사하는 통치자는 도의 무위~ 본 

만아 무위노사 통치행위~ 하고 명령 따위노 I~브침을 심지 않는나 

이깃이 마노 통치자의 7 위노사 인간사회외 및섭한 뀌게~ 까진 무 

위라 합 수 있나 눌째의 개인직 γ 위외 비교하자면， 개인직 무위는 

자시의 자연지싱을 따π 이 수년 내용이라면 이 무 위는 Jill:-~ 의 자연 

지싱을 따π 이 _ r 수띤 내용이나 나마 왕필의 논미싱 개인직 γ 위F 

실떤힐 수 있는 경지에 이금라야 이 양외적인 무위노 행힐 수 있 

다 35'1 위 인용문 강 “뭉이 그 짐됨유 얻음{物得其쉴)"은 틴는 사땀이 

지기의 지연지성은 실띤l힐 수 었읍은 의미힌다 

:l:1) ':，7장」 原文 ili1좀無홈 'fì:t 順뎌빵t!l 
.3{) r2 이f상」 道以때，7νM):lnx:~역萬物， Mtf:i事於道용，t!.때J1J.1A\ ， τ듀n敎‘ i염隔꽁 

77, 1ÌIl'꺼4품.H，힘 
351 왜냐하변 인간의 무위라 ‘무에 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무를 따르는 진 
제주건F 무를 이해해야 하/1 때문이나 개인직인 무위를 하지 못한나는 깃 

은 이직 지기에서1 있는 꾸득 이헤히지 꽂히고 있S g 믿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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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에 L 두 기시기 있디 랐‘란 自然:깐ft‘ g 따므시 않jJ_ 개체의 

8 에 난서 81 여 빈현되L 것 g 밀한디 ?선 πL 무의 영역으무서 무 

위낀 있시 위 L 존재 81 시 않으므무 위란 걸국 인간의 문재이디 여기 

에서π 위와 마찬기시무 개인의 헝내석인 위와 싱지사의 헝외석인 

위노 나누어 섣펴볼 수 있나 

개인의 행뀌직인 위란 ‘性其情’에 반대되는 ‘情其따(f生이 ↑꿈을 따 

π)’을 의미하니 싱이 정 때문에 l 자연지싱을 세대도 밤휘하지 섯 

안을 만한나 통치자의 향외직 위란 λ(도I} 자시의 자연지싱을 세 

대노 방휘하지 섯합 뿐 아니라 만문의 자연지싱을 따브지 않는 위의 

빙볍으노 통치안을 만한나 

원문 최싱의 정치 ;1는 빅싱등이 (동치자가) 았나는 깃반응 인나 

왕주 최싱의 정치가는 大 κ응 밤한나 대언이 帝표에 있시에 최싱 

의 징치기라 한다 매엔이 세위에 있어 구위의 익에 거하고 말없는 기 

르집 g 행히여 빈배성이 친/1 되지민 !p:감·염fp:하지 않는다 7미으 

보 백성듬은 있디 는 것 -g- '-?}뿐이디 

권문 그 다음은 (자기듬) 친밀하게 여셔 칭@하케 한다 
왕f 무위로 일이] 시학 수 없 -l/_ 말없읍。로 가긴침용 삼음 수 없이， 

극용 세우] 시행하여 백성날로 하여남 친밀하게 여겨 칭@하케 한다 
원문 」 나유꺼 사가를 두려워하게 만든나 

왕주 q시 ?해와 인사우 맥싱응 ?딜 수 없기] 되어 행벌과 권서] 
에 의지하기] 띤나야J 

3m r 17장」 原文 太上 | 知有ι I또 太上뿜大/、iI1 大人在_L1b:닙 太上1 大人

在上1 탬파11ι事， 1 J不듀ι敎‘ 萬物fF풍m不j쨌김‘ 16: 1、知有ιrIiJ며 ※ “不11
뺀1 든 “처 ~-öl 되지 않는디 1 라고 히)석히는 시탐이 있으니 핑지기 요기에 “ fF 
휠 . k台11'하지 않뉴다’가 보다 왕펄의 본의이] 가깡다， 1. 생기한다 「긴장」에서 

왕펄은 ‘順버然미行 ↑、뾰↑、始， ‘ ι] 이 말하이 있는데 여기。11서 ‘뾰‘는 ‘홈‘ 

의 의미이다 속 기、휠펴는 4、홈~、Q슴 로서 그 의미뉴 “권휠하지 않， 1. 시작하 

지 않음"01 나 

原 k 其次 親而쩍之 ièil 不能J)無점벼뽑 不言행웠 立善行lIii.i'1'下염親 
而쩍;':jι 

J명文 9、次 몽ι Iìì 不w:能υ'J(!{ 令物‘ 깨뺑威權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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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自然‘의 무위정지를 하 수 없L 정지~ 걸국 기벼운 8 위마 하 

수 있L 선행파 인정파 간은 방식으무 백성의 미 g g 끔이 권력사를 
찬양81 게 히여 권려사의 의시를 심현한디 그리jI_ 이미저 하 수 없디 

면 흑독한 형벌무 공포를 야기히jI_ 권려으무 세몰이틀 히여 사기의 

의지~ 뀌천시킨나 이깃은 7 기운 유위성지라 합 수 있을 것이나 

이 누 까지는 비녹 깅숭은 나브지만 1i'}닫으의 자연지싱을 따브지 않고 

통치자 자시의 의지에 따브는 홉의 성지란 점에시는 동임하나 

이런 깅우 펴지자는 퓨띤싱 통치자의 요구F 만아E일 수밖에 없 

지만 _ r 렇나고 자시의 자연지싱이 변회되는 것이 아니므노 사심싱 

은님한 빙볍으노 자시의 참됨 I1흡 자연지생j을 행한나 

승수를 행하고 지헤릎 사용하이 간득렘과 거짓응 설펀나면 의루가 

배。1지고 헝세가 드러냐시 빅싱등이 피힐 증응 얀나 」라므무 시해가 

내요띤 큰 거짓이 박생한다 3'(1 

시혜 L 사연시성을 따르시 않L 私웹 구체석으무~ 교묘한 정지술 

수틀 밀한디 걸국 싱지사의 엽려파 파치사의 기만이 전전 기중되jI_ 

교묘히1셔서 싱 지사~ 극ç. 무 포악해시jI_ 볍맘"T:;""-.. 너하 수 없이 풍풍 

히1 셔 파지사기 서기에서 사기의 진정을 이떤 방범으무"T:;""-.. 행하 수 없 

게 도1띤 사회는 붕괴도 지딛게 핀나 

형낼A 권세애 I다니1만 하，;:! 딴문이 농요하， ，~ 백성듬은 사벽해신다 

헝벌이 q사 맥싱응 제우L하시 옷하고 맥싱이 」 헝별응 까당하시 옷 
하게 되면 上下(동치자와 피지사)는 크게 무너진q， 3S1 

틴는 사회문제는 ‘명’ 때문에 발생하며 위가 심해질수록 문제가 선 

각해지 납기야 사회가 붕괴됨에 이 2;IJ 된다 

Ì!I\협의 統암는 이와 다금다 

:17) '1M장」 行쩌用明， 以영옳햄， 뺀짧形見， 物훗ml흉之 Itt智쓸出며大偏生t!l 
.38) r72장」 任~K威權， MU1꺼陽rtri JoCIHi 없不能ij，f制lI:‘ JOCτ;能f융~K威， 비上 f大펴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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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형 L성 g 세워 시품g 검속히지 않고 땐尙3\::1'1-;;; 민듬어 멸소 

한 사럼음 차낼 s} 이 1}1'-'-1 지 않아 만분의 자연음 보조하， ，~ 작위시작하 

지 않뉴다 40) 

γ 위의 통치샤 이‘ I 어지띤 l깃은 Jill:-~의 자연인 싱에 따브는 깃 

이므노 매싱듀븐 비녹 l 이유는 모브지만 자연히 따브게 핀나 l 러 

므노 때自然之파인 무 위듀 심 헨할 수만 있나띤 비!싱은 저선보 역 송 

하Y- 편 91해신다 이처럼 지발적P로 이루어지구 편?15}시1 띠금세 뇌 

니로 어띤 가사이나 계산이 개새될 굉요노 여지노 없는 이상사회가 

펀치신다 

성인은 경1히에 ll]"ðl'겨 款歡(휴휴)히여 "1 응에 주장이 없다 치히 

픈 다，_럼에 분벽 g 히지 않고 뜻에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디 

(통치지가) 갑작하는 것이 없으니 배성이 꾸앗g 피하겠는가1 요구히 

뉴 섯이 없。 q 백성이 ?엇용 대웅하겠는가1 피함노 없이 대응함노 

없다，;:! 그 신정대로 하지 않음 이 없이 사럼뇨은 자기가 학 7 있뉴 
섯용 1니다1 ， I~ 학 수 없는 섯응 하시나 자기 장기등 nl 이 이 약점용 행 

렘응 하지 않'11 뀐t+， _l렇나면 막하는 사꽉꺼 아는 대 무 막하고 일 

하는 사란꺼 응역대 무 행하。1 맥싱듬꺼 각시 모두 온 대 우 듬꺼 대 

우 산나 11) 

틴는 문제의 근원은 낌이고 이 문제의 해겸방91 요 바로 무위이다 

그랴jJ_ 이 무위틀 싱해서만 만인이 모두 사 8 무?면서 ç. 화락한 세 

계에 진입하 수 있디 

:M 원문은 進向 。l나 루 ? 일 선생은 進ÎcJ 。 로 이감하며 進其智， 띠其賢 으} 의 

미니l 한다 『이석， 7:j꺼 

10) '27장」 뿌人不쇼形名tJ녔於物1 不휩똘 rfil tJz:lcJîi' τfJ 뼈萬꺼ι 自ít\ rtril'r1íf1 
41) '40정 」 뿔人之於t下짧흉tf:딘. L，無所主也 월A下庫 L'"，건， 意無所適莫tι 無所

/ξ+능 日#何꾀1 無所*1'\， 白ylþ何應1 쨌꾀「無應 則莫不ffl其1법젓 ι無E옹홈其 

所能而E옹其所不能， 홈其所f둔而정其所j효 如lfl~.則言者言其所*매， 行者行其所能，

ñ.li1各皆í:t니쇠 B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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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곽상의 사회관 

곽상노 횡굉과 w}잔가지로 ‘性’은 매새로 뾰씨， 人間 페f쩡를 설 '3 

힌다 

니]지 ‘콧이라 히는 것은 iiU 이꾸 。1-ft 없이 식보 _1_2.1하다는 것 

g 밝휘이다 ‘지연’이라 말히면 식보 「미한이니 시맏이 어찌 지기 의 
노대로 이 자연음 가지겠는가? 자연일 쁜이다 그러〕로 랴’이미 한 
다 42) 

이미 섣펴복 마외 김이 ‘자연‘이란 ‘아T 이유 없유‘으노 개지1의 원 

마이나 이 자연이 마노 ‘싱‘이나 사심싱 과싱에 있어 ‘싱’뿐만이 아 

니라 命 혹요 理노 댄한 지연유 지칭하는 것P로 그 내용은 성’파 

다름이 없다 다만 강조하는 각노가 다를 밴이다 그라μ로 이늘은 

구찰휘 。 로 ‘성’에 내해 보다 정획히 이해힐 수 있다 

。]-ft 든 아 수 없으면서 1_2.]한g ‘命’이라 히니， 1']치 (영명하는 지 

의 어띠) 의지기 있는 듯히디 1_2-]으보 디시 ‘命 이란 이뉴g 버려 「

삭보 _1_2.]한 g 밝힌 것이니""1래야민 命괴 理(라는 이뉴)이 P 저히 

다 43) 

성닌이 기기 자기듬 위해 6]'는 섯은 민두 至컴 가운데서 나온 섯。l 

넉로 회피학 ↑「 없다 44) 

‘싱‘은 비녹 1아T 이유 없유‘이지만 개지1의 입싱에시 보면 l깃은 

마치 누보가가 의노적P로 '3 렁하여 주어신 듯 하기 때문에 命’이라 

하구， 그것.，0 __ ~r힌 개체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굉연적인 

것이기에 ‘理’ 혹ξ ‘소理’라 힌다 여기에서 맏하는 ‘性分’이런 새체가 

42) r 띠木」 凡所펌A. 캅明下현而g겨ι 言白썼則白?<'젓， λ安能故껴Jltg씬값? 白

씬耳 故디따 

4:,) "，띄듭」 ↑、훗n돼l;l，l，(\lli)!셋 듬엽之命 jji，若有F:>i;tι t~ ιJ움命之4끽lJ明其버爾 lli)後

命理소tι 

H) ，達生， 11分各自j3캅1 皆i:t至t뽀中來， ItCl'、可1['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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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jJ_ 있L 각기 디븐 몫이기애 什’에 디시 ‘f’을 너한 것이니 또 

한 ft‘파 간은 의미이디 

인긴 ç. 이와 간디 ‘니[我]’의 모든 현상은 니’미 L 개체[我]애 의히1 

이루이시~ 것이 이니며 이 개체 성섬[我견自然 즉 ft] 의 사기 현현 

얻뿐이나 

반P시 정로 생각6]'는 섯이니 내가 생기 하뉴 섯이 아니 11_, 반ι 시 

절우 생가하지 않는 갓아니 내까 생각하시 않는 깃이 아니나 휴꺼 생 
각하이 [화를) 변하고 흑F 생각하였는데도 변하지 옷하고 흑F 생 
각하지 않았는데P 변하고 흑F 생각하시 않아 변하지 못하는 깃 。]
노든 것은 i난11 미가 이니다 빠 

여기에서 “내기 이니디”며jJ_ 한 것은 즉 ‘성’의 현현임 을 밀한디 

‘ft‘에 의헤 빈생 61 ;_: 모든 일은 사연이이 동시애 필연으무 니니난디 
내기 내 의시애 따마 한디jJ_ 여기L 것? 싣은 니1[我]71 81'-: 것이 
이니머 니의 사연인 성이 히L 것이디 그렇디면 니의 인식파 시비판 

단π 또한 이 성의 현현 중 일부이jJ_ 이 성의 번위 안에서 이루이진 

수밖에 없나 

대서 個H~I.은 펀벅된 섯이이서 틴두 님이 보는 것음 보지 뭇하， ，~ 자 

가가 얄 수 있는 갓반응 절우 인q 절무 」 알 수 있는 깃응 알시에 

스스무를 융나고 이 /1 기] 되고 스스우를 융나고 이 시 /1에 나응 」르나 
고 이 /1 개 뀐q .. IG) 

나의 지연에 의한 인사요 我自然인 생분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디 이것은 또한 필연석으무 我自然애 부압되 L 것은 옳은 것이미 

여기뇌 부압되시 않L 것은 옳시 않디jJ_ 여기게 되디 그리jJ_ 사연은 

-tJ) r땐순符」 ι g범 2., ~~我랜、엔L ι g不'\"" ~~됐不思iI1. ~변lÍIl免 ;:., 或변lÍIl기; 
免， g\i 1、믿미免之 gii↑、忠페↑、免 凡此」片격f됐tι 

46) ，협物論」 大어之偏tι， 압不%彼<:所보 而j뼈白*버其所ffi 白知其所제 則白μ

필 自J、;UJf돈， MUti，彼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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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안랴무서 각 개체미디 디븐 사연을 기시게 되디 그 êl므무 걸 

국 我自然은 옳디-"- 여기-"- 뼈自然(디븐 시란의 본성)은 옳시 않디-"

여기L 시태를 파히기 이렵디 그에서 꽉상은 “전히{의 만물)은 스스 

무틀 옳디-"- 여기-"- 상대를 그므디-"- 여기시 않L 것이 없디{天下莫 

不自是而莫不相非)‘’4TI라고 만하고 있나 _ r 렇나띤 생분에 따라 운동 

변회하는 반문은 어떻게 시노 연견이 두1까1 연견되지 않는 파편t-~-에 

붕괴한가η 애견되 수 없는 영원한 꼬순븐 아닙까1 과싱은 ‘싱인(相 

며)’의 논리보 이 문세E을 해견한나 

만뭄이 각시 절우 민}듬어져 의존하는 깃이 없으나， 이깃이 천지의 

올바듀 실싱이q， J라므우 낚과 내가 시 무 원인이 띤나 행치]와 J 'r-] 

자가 핍께 자생힌 깃이나 비곡 q사 Y、윤하너라:ç_ '1~‘의 핀계는 아니 

다 지갑 펴머은 7럼지든 버히니 “한께 지생히여 태의 관계가 이 

니디”라고 믿하는 것괴 간다 「렇디면 민품이 비독 노여 한께 天g

형성하지만 (민움은) .'난11 히니 하니 올보 니티니지 않은 것이 없 
다 4~{1 

이 숭 “반문이 샤시 신도 만5어져 의즌하는 것이 없유”은 자생녹 

회(自生獨化)듀 만한나 l피고 ‘ l 러므도‘라는 만을 볼 때 ‘자생녹회‘ 

외 ‘싱인(相며 시노 워인이 됨)’은 꼬순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 

직 인괴뀌게가 있는 늦하나 

천하 만뭉꺼 모두 시 우 íezJk;! 되고 띠Jk는 모두 자/1를 위하고사 

하나[g j'j]l!)) 이깃，0"'-파 E5가 사무 l，J~대되이 q ， J라나 '"m가 시쿠 

47) ，암物論」 
48) ，협物論」 物各입월而뺨~)iJíi;f"딩.1비TJ1E之正tι 故彼됐相~. JT)웅jJJ， '1- 雄「용 :!I~ 

fr. r1rm待也 /j-범WJ ，ιk'J景‘ 3때A떠生께m톤엔2， WJî훤物雖l\{께)tpt-乎天 
께皆깨fl'~훗不獨 보쫓 

401 댐 . v￥德明의 ~t전!!I!~엽ι4어]시 이 ‘白월’에 대해 “덤점， T념l7 ä써白훨相점 
캅同 ’이라 섣맹하고 있고 『廣융융~'용흥字%에는 “븐Fii굉버 날i 흉”라 도l 어 있으 
니， 립행와 'tEl행의 j탬f는 평싱이 아민 거싱으우 암어야 하며 의미는 “ 응 
하다”라 이니라 “ g 위히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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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숭괴 이와 간은 관계가 되니 입숭괴 이기 상매양g 위히지는 않지 

만 입술이 없이지 1;:[ 이가 사이다 그러 U 로 념이 자기듬 위해 6]'는 섯 

이 (걷파겨。로) 나등 f지]해 f는 S로가 륙:+:하다 。l 것은 서로 반대 

가 뇌 1;:[ 서 서로 없용 수 없는 것이다 그러 U 로 그 자기등 위함음 따 

라하고 」 결고덩 연두에 두시 않는나면 천하에 대한 해택이 모두 쥬 

재하기] 띤나 만약 」 사시를 위임의 결고덩 생각하지 않고 싱대맹응 

우I"~ 꺼혜민}응 생각힌q변 꺼헤류'11 해즙응 열심히 하면 힐수콕 거 
짓꾀 빅한이 디욱 섞헤쳐서 치하 민움은 분분g 지커지 꽂하고 성징 

은 분산되어까 것이디 「미므보 7 효괴는 기 ll]할 수 없다 S[J) 

꽉상은 여기에서 입술파 이의 관계를 이 g 헤 相þi을 산병 61 _E_ 있 

디 ?션 주의해야 하 것은 ‘自채’와 ‘相채’의 의미이디 ‘自채’의 기본 

함의~ ‘사기 스스무를 위함‘이디 꽉상애 의히면 민물 각이의 일체행 

위는 사심싱 싱분의 顯現에 불괴하나 l마고 옳나고l正， 몽j 여시는 

깃도 사심싱븐 _ r 싱분얻 뿐이나 l렇나띤 ‘自옳 즉 ‘자 11 :-' 위안은 
견국 충심히 자시의 생분에 따라 이 1 어지는 얻지1행위~ 의미한나고 

이해해야 한나 

반띤 ‘相옳란 ‘싱대냉 즉 타자F 위안을 만한나 이깃은 단순한 의 

미의 이타~ 지칭하는 깃이 아니라 자시 싱분의 한게F 벗어난 깃을 

이루려 기노힘은 의미힌다 511 곽상에 의하변 개체의 임거수 임투족E 

'i'.두 성분의 말현。로서 생분유 초원하는 것은 원천적。로 껴가능하 

다 그러니로 만악 성분 이외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변 그것ξ 

사실상 생분 이외의 것이 아니라 착각 아니연 속임수에 건과하니 그 

것은 그렇 111 보임 ?1H 그의 쉴情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相명’는 흔 

:f ‘自13’는 지기든 위마아니 검국 ‘13我 약 까은 으1미이고， 내REl'는 상매방 

음 위함이나 홈人음 말한다 

00') r :fjl:水，:R下莫'1'相~힐彼我 而彼我皆欲白점， 斯東西.<:t~1X t니 썼彼我m與탬 

홈$용1 홈$용경;t흡;깨1:1， rtri홈亡닝 IJll용폭 11;:1뻐ι 自 뽑我ιW~힌￡ 없itRJX: rtri 기; 

可tJ↑R때경也 /t(k\J꺼、自 j3 께때꺼、W， 닝U天 ιιW 훗不皆有쫓 꽁)];s H，自11ι 

WIÌIl변夫↑R!:1.:-::W:. :\!\ι愈動1깨倫효한甚 天 f失業rtril'띔 11î關 j몽쫓 /t(Rw51iwi 
다可ít-tι 

511 만약 싱분 증에 ‘刊他ν} 듬어 있q변 」 이타행꺼 'g월’무 분규되야 함 깃이 

기 때 {i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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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전부터 써傳‘이이 相랐‘기 심해진수록 R용傳‘ ç_ u따마서 섣혜진디 

그랴jJ_ 그 걸파L 전히 낀물이 사기의 본성 을 시키시 뭇히jJ_ 성정이 

섬산되~ 시경에 이므게 되디 

이 인 g 문의 성서을 싱헤 꽉상이 밀히~ ‘相t져’의 의미를 대릭 연 

수 있나 마P 은 〕lL누 자생이란 냉식으보 이 1 어졌나 자생으노 이 1 

어졌으므노 뮤론 無待이나 l러나 자생으노 이 1 어진 뉘에는 꼬누 

자생에 의해 엮어진 自썼에 따라 천변반회하게 활동하게 되며， 이 

활동은 꼬누 싱분에 따브는 自홈이나 

이 自옳는 복래 자시자연을 밤선한 깃에 붕괴하지만 견국 싱 인이 

란 견괴~ 주래한나 ‘相因’의 뀌점에시 만한나면 Jill:-~븐 〕i누 피자싱 

인의 관계가 된다 

그럼 다시 ‘無待’와 ‘相因’의 관계에 내해 살펴보지 앞에서 이미 살 

펴본 것과 같이 때#와 1'1텀因ξ 因果와 유사한 관계가 있P 며 상호p， 

순이 뇌지 않는다 52'1 

이것은 아마노 곽상이 보기에 相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自生이 

선새해야 한다민 j생각하기 때문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로 相因

은 自랐의 걸파이니 自채기 없디면 相껴은 서문하 수주치 없디 그런 

데 이 自채L 또 自 11 맛 !tj!，에 의존히여 이루이시~ 걸파이디 그 

이므무 상인은 無待의 걸파마jJ_ 밀하 수 있디 

그떤 여기에서 ‘사 g ’에 대해 jJ_친헤멍사 이것을 장사니 꽉상의 g 
이무 밀히면 니잭뿜’이디 ‘사위’란 사기 성섬의 빈산이jJ_ 모든 개체~ 

사기성성을 옳디jJ_ 여기 "1 사기성성을 싣현히꾀 한디 그 êl므무 -}-_ ~ 

란 견국 자시싱분을 익힘 없이 심헨안이라 할 수 있나 

l 런네 암에시 섣펴유 깃지럼 천지Jill:-~은 시노 피아샤 되어 〕lL누 

싱인의 뀌게 속에시 섣아간나 꼬누 싱인의 '--~ 속에 선나는 깃은 

자위라는 싱분의 심현이 싱인이란 뀌게 속에시 이 「어심을 만한나 

제 f외 구h 의 뀌게에 대해 섣펴보자 t 莊 fJ 에 의하면 연자는 마 

02) ‘雄P킹~i 슴， 而非1:f1ι” “ílî-!+而非찍” 등3 相因과 無f휴가 싱효모순이 아닌응 

요여 ;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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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니jJ_ 디녀 일빈인멍디 많은 빼遊틀 누댔디jJ_ 한디 

바럼이 아니띤 다닐 수 없。나 이섯은 1[명 f궁참。l 다 오직 아부 

섯이나 타늑 사럼딴。l 따참。l다 fi?') 

신실로 암s)든 섯이 있다，;:! YI. T의 갱렉]함。 로노 비럼 없이는 다닐 
수 없나 」러므우 따드시 」 챔하는 깃응 인어야만 끼、 g 한나딩) 

영지와 바담노 P「힌 지생독화의 애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염지와 

바땀이 상C;:1관계라는 바팅 위에 영지가 지유롬;11 돌아다니는 성분은 

실떤하기 위해 바담은 핀요로 헐 밴이다 이처럼 어민 뭉이 지기의 

불성은 실현힘에 타뭉 혹은 타성의 실현은 핀요로 힘유 곽상요 有

待’55)라하고， 나에 ;11 굉요힌 ‘유내’를 얻어 나의 성분유 실현힘 유 유 
대의 좌 9 ‘미 한디 

이의 맞짜개닝으무 ‘무대’ 흑은 ‘무대의 스 9 ’기 있디 8 대의 수 9 

L 주건석인 스 9 마jJ_ 밀한 수 있디 즉 이떤 주건 히에서낀 ← 9 를 

누릴 수 있디 빈면 이떤 주건 히이1서 r 사연시성을 싣현하 수 있g 

을 무대 흑은 무대의 좌 9 마 한디 

만나논 섯마다 딘다1 ，1 CF_ 'f슨 J참‘한 섯이 있겠논가 I 01 것이 비로 

至챔음 가신 사럼이 띠我등 :3'2: 1 매 6]'는 소요이다쩌) 

소낀적인 소요는 유대의 소요이고， 소낀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소 

건에서라노 소요힐 수 있음이 바로 무내의 소요이다 소요가 뇌는 방 

1입에서는 유내와 무내의 차이가 있지만 임닌 소요의 경지에 이금111 

뇌변 그 소요의 질에는 어띤 차이노 손새하지 않는다 

펴) ，없짧遊， ~þ빼대不得iJ‘ 斯!QJ有待엔2. u.홈따쩨不싹경 iWJ풍j콰 

04) r펴옳행」 힘써所待커딩， 則~ÍÈ71i子.<:한妙 챔Cf~~J끼無風而行 故必염其所f휴 겨{ 

f윷1원~耳 
'ò) 잎에서 실명한 쓴세톤겨 有f￥ 無待와늑 다근 J엎i1é의 7JLζ에서 본 有#이다 

õG) r없짧遊， ... I꺼遇斯차1 又H용惡乎f￥~! JitJ J至t연Lι人玄1매彼我경ι3J't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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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L'.1므~ R 매약 구니]는 니1기 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디 각 

기 자기 11음 펀안히 여겨 大ift:가 정로 열 ι1 ， I~ 받， I~노 지기하지 뭇하 

뉴 지경애 이그1;:[ 냐는 ( -'f대외 유대듬 J 구밀학 수가 없다 ~n 

'2'27 

우리는 여 시에시 나유괴 김은 집운을 할 수 있나 섯째 많븐 사힘 

E이 소요~ 하지 뭇하는 이유는 γ 엇이며 눌째 ]iE 사힘이 소요할 

수 있는 사회는 까능한가이나 

곽상에 의하변 우리가 소요를 하지 못하는 것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연지생유 실떤하기 위해 임정한 조건이 핀요한데 이 조건이 

증족뇌지 않음과 많은 사맘늘이 부질없이 지기 생분 이외의 임은 추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노 생인의 ‘양행(에行 혹E 패順이라구노 

휘)’에 의해 믿는 개체가 소요하는 사회를 건설힐 수 있다 힌다 

우선 양행이런 의미는 무시무UI (;4\\是;4\\非)로서 만불의 움非어1 내융 

81 여 그 주건들을 승즉시켜 숭이디 

지듬은 서보 "il 럽히는이1 성 ~1은 때nE，-g 한다 _1_2.1으보 구섞한 시 

럼은 만문A 명합하여 전s}와 대립하지 않뉴다 이섯은 지노ι1에 있아 

그 헌~용 알아 서 낱없이 다영 한 사 1'1 에 대응하든 섯이다 )잉 

대 서 시 "1뉴 반벽하 l/_ 서로 νι1 를 분이 낱이 없다 그래〕로 이다] 

라고 한나 고려의 가운데는 "1어있나 이게 시비우 고리를 삼있으나 

」 가운데릎 인F 사는 시매가 없는 자이나 시 "1가 없 /1 때문에 시 "1 

에 대응힐 수 있나 시비가 무긍하시 때문에 대응투 또한 무긍하q，G!)) 

시미련 본래 개체성분에 띠라 달라지는 것。로 엄격힌 의미의 객 

관이니 기준은 존재하 수 없디 디낀 사기의 사연시성에 따마 시비선 

악을 판단히jJ_ 행하 뿐이디 그런데 사기의 시비를 난거무 넘을 시비 

0,7) I없;~J 훈 J --- t;'.;;有츄훈無샘 콤所↑、ÍlÉ1약 ill 르i:.K-?i-t:其↑후， 大않더꿇， 풋ITiH、훗n 

則좀所기;能1$1ι 
5 익) I팝物해」 彼뭘깨함 rIiJ석U人패!llIlz ， Ib:따心용與物윗， 께;K'흡有함於天 h 엔L Jt 

탬其꺼rr.;미혐其그ZliIi. 1)應솟無方 ill 
SG) r협物論」 大붙非g짧 相량無第 링(탬<:~정 렁1'， ~튿옷 今J)눔非점]정而염其 

中:옵1 μf둔íwJ~엔L μf둔ÍW~~， Ib:能[야夫품.~~， f둔~~ÍW~응‘ Ib:H솥꺼;따뚫 



~~셔 논문 

를 재단히과 히서니 사기의 선악으무 닝을 개주 8]"1 한디면 그것은 

성공허시 뭇하 뿐 이니며 부진없L 충돌파 불빈민 야기한디 성인은 

모든 것이 본에 무시무비임을 얀jJ_ 각사기 각사의 시비무 사기의 시 

H] 틀 삼게 히여 그 사연시성을 인정히jJ_ 이루이준디 

이든 비 짝→한다는 섯이 이싸 굳이 생상음 동일하， ，~ 표준음 웅일 

하게 하겠는가? 기기 자기가 옳다이 생각5뚜 섯음 옳다 하 -l/_ 각 

시 자/1까 可하나고 이 시는 갓응 可하나고 한나 」라면 헝싱꺼 비욕 

만가지우 나르지만 싱꺼 동엘하기1 '? \는나 」러므루 “투A 몽하이 
이 꾀나”라고 한나 GO) 

이 뿔人뼈行의 논랴~ 그대무 ← 9 에 ç. 석 g 이 되디 

지 민움꾀 L성합'0]-(겨 노든 먼화픈 띠르는 지만이 無待기 되어 헝 

상 동학 수 있다 이씨 자기만 동하겠는가‘/ 민 有생한 사럼음 따이 그 

로 하여듀 암한 "1:; 잃지 않게 학 것이나， 생한 비 를 잃지 않뉴다낀 
함끼] 대웅의 세계에서 노닐 섯이다 그래넉로 쉽참외 Ílil참는 내가 핵 

하지 못하는 깃이지만 각시 」 싱응 번인히 이겨 천시까 절우 열리 

고 년1아투 시각하지 않는 지정에 이듀q변 나는 (셔待와 無챔를l' 

벌힐 수 없나 無감:ç_ 1서감와 7벌응 힐 수 없는데 너 7냐 셔待 증에 
극고 사은 것이랴IGl1 

이 인 g 문은 성인양순의 파정파 그 걸파무 낀물낀인이 모두 삐진 

없이 得什을 이둘 수 있 g 을 밀히jJ_ 있디 이 상태에 이므면 有待껴 

間의 치이 L 물둔 有待와 無풍의 구벌? 생8] 게 되디 이것이 비무 

모든 개인이 삐진없이 ← 9 하 수 있L 사회마 하 수 있디 

GO) ，팝物해」 所뿜팝용1 뭉必팝!tJ~t I매規댄댔! ... 1rf.!.'; Jt쩨RR， 各可μrfr可1 닝 IJM 

雖응훈z:lcrin l't l며得，/k닝週j훤11 션ι 

61) ，펴옳행」 大J홈與;어흥T떠們大變者E용能꺼~1~휴而때 j범 뿔g;현而Eli!'? 又 IH<1휴 

극올뺏기:失其所f휴 所찍기:돗 則 IIIJ까、大뼈옷 故써1:f無待， 좀所不能협tι 'y:!kí', 

安其11， A條白張， 풋而기''Bl. 則폼所기:能짜也 大꺼~1~휴챔不얻Ul$-i키 1:f， ~'JGiâ휴 

~.ι[H~乎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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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왕펄과 곽상의 비교 

이상에서 삼펴본 바와 같이， 왕펼과 곽상은 ‘자연과 명교’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유사한 구조로 접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탕 

용동 선생에 의하면 워진현학은 漢代의 우주론에서 본체론으로의 변 

화이니 본체론이라 할 수 있는 有無論은 현학의 가장 큰 특정이라 

할수있다 

이 특징은 바로 왕펼과 곽상 사유의 공통점이다， 즉 왕펼과 곽상은 

모두 有와 無에 대한 고찰에서 사유를 시작하며 여타의 모든 이론은 

모두 이 유무에서 사유를 걸어다 쓴다， 왕펼과 곽상의 가장 큰 공동 

점은 그 사유 구조의 유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사유는 판연히 다르며 그 차이의 원인음 캐보면 결국 

貴無와 뚫有로 귀결된다 그 다름음 큰 대목별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왕펼 곽상 
진라관 보편진라관 상대진라관 
T。r←ÿ'8- 貴無 뚫有(自生) 
λ。} 以自然寫性 自然日性

사회문제 有寫에 기인 相寫에 기인 
해결방법 無寫 兩行

이 중 ‘以自然寫性’과 ‘自然日性’은 그 표현은 유사하지만 그 의미 

는 각기 다르다 즉 왕펼의 ‘性’은 보편과 연결되어 있는 특수이고 곽 

상은 개별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라고 이린 다름 가운데 다시 공 

동성음 찾는다면 비록 정도도 다르고 그 이론 체계도 다르지만 개별 

성음 중시하려는 지향은 모두 같다 이 밖에 모두 이상사회를 구현함 

에 성인음 반드시 필요로 함도 간과할 수 없는 같음이다， 



2:-l() 놈문 

총체석으믿 댐-사변 왕필은 전체에서 개체를 딩」이 만물의 부핀성-g 

그 시 유의 중심 측이l 두iL 있디변 곽상은 철저히게 개체 중심으무 

그랴iL 개체들의 집 합으무- 전체 를 해석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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