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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本稿는 우선 고답  사변철학의 완성자라는 시각에서 老子 개인

에 근하기보다는, 통  념을 여 히 간직하고 있는 집단의 표자로

서의 老子에 을 맞추어 그에 한 설화와 그의 姓名에 담겨진 의미를 

밝  으로써 老聃이란 고명명사가 아니라 養生集團의 長 에 한 호칭

이었음을 밝혔고, 아울러 楊朱一派의 思想  존재양태와의 비교검토를 통

해 老子集團의 존재를 우회 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老莊思想에서의 道는 우주의 궁극 ․근원  實在로 정의되지만 老子 의 

道는 呪術的 양생수련의 과정에서 배태된 개념으로서 무한한 생명력과 에

지를 지닌 宇宙創造 以前의 混沌을 표상하는 어휘 다. 그리고 老子 의 

養生術이란 수련의 주체가 그 混沌의 단계로 回歸하여 混沌과 合一함으로

써 그 생명력을 자신의 몸에 가득 채우는 呪術的 수련기법이었으며, 그것

은 구체 으로는 丹田呼吸 는 胎息을 통한 精氣=德의 획득이었다. 이

게 呪術的 生命力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道의 體得이었고, 道의 體得 인 

聖人은 그 生命力으로 惡鬼와 험을 퇴치함으로써 “沒身不殆”할 수 있었

다. 한 老子 의 養生術은 現世離脫을 지향하는 神仙術과는 달리 現象界

를 시하는 실  養生術이었고, 兩 의 이러한 차이는 老子의 西游說話

에서도 간 으로 확인되었다. 
 呪術的 養生術은 보다 실 이고 세속 인 處世術로 추이하는데, 이러한 

個人的 處世觀은 그 로 老子 의 政治論으로 환된다. 老子 에는 독자

이고 본격 인 정치사상은 극히 빈약한데 이는 그것이 哲學書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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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老子 가 養生術을 지향하 기 때문이다. 종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지배나 우민정책의 증거로 거론되었던 내용들도 

사실은 이상 인 眞樸한 인간성의 제시 고, 老子 의 反文明主義를 반

하는 것이었다. 老子 의 思想이 申不害의 術로 자연스럽게 계승된 것도 老

子  사상의 근간이 養生術이었던 것과 한 련을 갖는다.

Ⅰ. 老子  연구의 쟁점과 과제

통시  이래 老子 라는 책은 그의 자와 작시기가 불확실한

데다가, 韻을 동반한 詩歌의 형식, 비유와 신비주의에 따른 해석상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늘 논란의 상이 되어 왔다. 의 연구자들

이 地下에서 老子 의 본이 발견될 때마다 老子  硏究의 획기  

기가 마련될 것인 양 흥분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기원  300년보다 以前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郭店 老子

의 발견은 일단 작시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

다. 그러나 現行本 老子 에 비해 고작 1/3에 해당되는 1666字에 불과

한데다가 뿌리 깊은 疑古主義 통 탓인지 郭店 老子 의 성격에 해

서도 그것이 발췌본인가 아니면 원본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

었다. 일본의 학계에서는 체로 형성 도 에 있는 과도기  단계의 

老子 로 이해하는1) 반면에 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를 節抄本으로 

1) 우선 池田知久는 郭店 老子 가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존 古의 文本

이라 보았고(同, ｢尙處形成段階的 老子 古文本｣, 陳鼓應主編, 道家文化

硏究  第十七輯(郭店楚簡 號), 三聯書店, 1999), 谷中信一은 郭店 老子 와 

今本 老子  間에는 字數의 격차와 함께 思想의 격차가 인정된다는 을 

근거로 하여 郭店 老子  甲․乙․丙 三本은 각기 戰國中期에 通行되고 

있었던 老子 의 텍스트라는 이른바 ‘傳本說’을 주장한다(同, ｢郭店楚簡 老

子 及び｢太一生水｣から見た今本 老子 の成立｣, 郭店楚簡硏究  編, 楚地

出土資料と中國古代文化 , 東京 硏文出版, 2002, pp.65-66). 楠山春樹도 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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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른바 老子 五千 이 郭店 老子 의 시 에 이미 존재했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2) 前 가 일본학계의 疑古主義 통을 반 한다

면 後 는 최근 국학계의 信古主義 경향과도 무 하지 않은 것 같

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郭店 老子 의 반  내용이 馬王 帛書

本이나 今本과 거의 흡사하여 그것이 원시단계나 형성단계의 版本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  老子思想의 原型이 아니라 典型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帛書本이나 今本과 차이를 보이는 구 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지엽 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甲․

乙․丙本으로 명명된 三種의 老子 가 抄本이 아니라 形成途中의 과도

 모습을 나타내는 텍스트라고 가정하면, 三本에는 核이 되는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三本에는 그러한 原初部分으로 간주되는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3) 따라서 郭店 老子  三本을 形成

途中의 텍스트로 보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다.
아울러 簡本 老子 가 발견된 郭店楚墓의 下葬年代가 기원  300년

경이라면, 墓主가 簡本 老子 를 筆寫한 시기는 기원  330년 정도까지 

소 될 수 있고, 原著 성립 이후 寫本의 유포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

店 老子 가 原本에서 現行本으로 추이하는 도 에 있는 과도기의 텍스트

라고 추정한다(同, 老子の人と思想 , 東京 汲古書院, 2002, pp.35-36).

2) 컨  裘錫圭는 三組 編輯 以前 이미 五千餘字의 老子  傳本이 출 했

다고 보는 北京大 哲學科 王博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郭店 老子 簡 三組의 

內容에 重複이 없는 것은 三組가 “五千 ”으로부터 계획 으로 기록한 三

種의 摘抄本이기 때문이라 주장한다(同, ｢郭店 老子 簡初探｣, 同著, 中國

出土古文獻十講 , 復旦大學出版社, 2004, pp.190-191). 李學勤도 簡本이 단지 

老子 의 一部分으로서 郭店墓의 主人이 生前에 敎學에서 사용한 것이라 

으로써 ‘발췌본’說을 펴고 있다(同, ｢論郭店簡 老子 非 老子 本貌｣, 王子

今 外 主編, 紀念林劍鳴敎授史學論文集 ,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2002, 

p.2). 반면에 비교  최근 郭店 老子 에 한 서를 내놓은 聶中慶은 “簡

本 老子 의 원문 구성에서 보건 , 當時에는 아직 今本 五千 에 상당하는 

老子 全本은 형성되지 않았고, 簡本 老子 는 老子의 語 이 짜맞추어져 

編輯 成書되고 있었던 과도  형태에 놓여 있었으며”, “楚簡 老子  甲乙丙

本은 3가지의 다른 老子 傳本이었다”고 주장한다(同, 郭店楚簡≪老子≫硏

究 , 北京 中華書局, 2004, p.17).

3) 淺野裕一, ｢ 太一生水 と 老子 の道｣, 淺野裕一 編, 古代思想史と郭店楚簡 , 

東京 汲古書院, 2005,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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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리라는 을 고려하면 老子 의 성립시기는 기원  400년 이 까지

로도 소 될 수 있다.4) 결국 郭店 老子 의 발견으로 老子 가 戰國後期에 

성립되었다는 종래의 통설은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선언할 수 있다.5)

종래 老子 의 성립시기를 체로 戰國末로 보았던 경향은 국6)과 

일본,7) 그리고 歐美8)에서 거의 공통 이었다. 이에 따라서 어도 莊

子  ｢內篇｣의 성립시기가 기원  300년경으로 老子 보다 앞서게 되었

고, 이를 大前提로 하여 老莊思想에 한 연구가 개되어 왔다. 컨  

크릴(Creel) 역시 莊子  ｢內篇｣이 老子 보다 시기 으로 앞선다는 

을 근거로 하여 먼  冥想的 道家(contemplative Taoism)가 완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속  목 을 해 도가철학을 이용하려는 실천  

도가 (purposive Taoism)가 출 했다고 주장했다.9) 한 老子 의 편

찬이 戰國 末期～前漢初期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여 히 고수하는 

池田知久도 初期道家는 人間의 疎外문제를 집 으로 해결하고자 한 

哲學에서 출발하 다고 단언했고,10) 이러한 기본 시각에 따라서 本稿

에서 다루고자 하는 老子 의 養生說에 해 그것이 戰國中期부터 활

4) 淺野裕一, ｢ 太一生水 と 老子 の道｣, pp.278-279. 淺野裕一은 한걸음 더 나

아가 춘추말에 성립했을 가능성까지도 완 히 否定할 수는 없다고 추정한

다(同, p.279, p.281).

5) 聶中慶, 郭店楚簡≪老子≫硏究 , p.17.

6) 郭沫若․呂振羽․高亨․張岱年․陳鼓應 등은 春秋末 成立說을 주장했지만, 

梁啓超․馮友蘭․楊榮國은 戰國末期說을 주장했고(王中江, ｢郭店楚簡 老子 略

說｣, 中國哲學  第20輯< 郭店楚簡硏究 >, 遼寧敎育出版社, 1999, pp.103-104; 

任繼愈, 老子新譯 , 香港 中華書局, 1987, pp.6-7), 顧頡剛은 老子 가 B.C. 

3세기 後半에 편찬되었지만, B.C. 2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범 하게 유포

되었다고 결론내렸다(同, ｢從呂氏春秋推測老子之成書年代｣, 古史辨  四, 上

海古籍出版社, 1982, pp.516-518).

7) 老子 의 形成에 한 20世紀 日本學界의 通說은 빨라야 B.C.300年 에 

우선 原本 老子 가 만들어지고, 그 뒤 차 부가되고 改訂되어, 終的 

成立은 漢代에 들어와서라는 것이었다(楠山春樹, 老子の人と思想 , p.36).

8) H.G. Creel, Shen Pu-hai,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4, pp.164-165

에 의하면 歐美의 학자들도 체로 今本 老子 의 성립시기를 B.C. 3세기

로 보았다.

9) H.G. Creel, Shen Pu-hai, pp.169-170.

10) 池田知久, 老莊思想 , 東京, 2000, 第六章, ｢萬物齊同の哲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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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楊朱一派의 貴生思想의 향을 받아 국말부터 본격 으로 수

용된 것이라 보았으며,11) 初期道家의 ｢道｣․｢萬物｣은 철학  形而上

學․存在論의 범 에 머물러 있었고 국말에 가서야 비로소 宇宙生成

論․政治思想에로까지 확 되었다12)고 주장한다. 그러나 郭店 老子

의 발견으로 老子 가 戰國中期 이 에 성립되었음이 이미 확실시된다

고 보면, 老子 가 일단 성립된 뒤에 莊子 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이

제 자명해졌다. 따라서 노장사상은 철학에서 정치사상으로 개된 것

이 아니라, 보다 실천 인 養生說이나 政治社 論이 개진된 뒤에 고

답 이고 형이상학 인 사변철학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종래의 통설이 老莊思想 연구에 드리운 장막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고 

보면 앞으로도 노장사상에 한 면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장사상이 이처럼 실용 인 양생설․처세술이나 정치사상에서 보다 

고답 인 념철학으로 개되어 나갔다고 보건   하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과연 老子 의 사상내용 가운데 原型이나 출발 이 무엇인

가라는 이다. 왜냐하면 종래 老子 의 사상에 한 연구는 연구자의 
심에 따라 다양한 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일 성이 결여되어 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컨  蕭兵이나 葉舒憲은 神話學이나 人類學의 시

각에서 근함으로써 老子 에는 神話的 思惟와 呪術的 養生術  醫學

이 핵심  실재로서 존립한다고 보지만,13) 張正明은 道家가 巫學을 연

원으로 하지만 그 巫學의 요소들을 抽象化․論理化함으로써 그로부터 

환골탈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4) 반면 李澤厚는 老子 의 몇 가지 

측면들, 즉 道의 不可確定性이나 養身保生說, 原始的 呪術․神話의 잔

재 때문에 훗날 道敎로 발 할 수 있었지만 老子 의 본질은 어디까

지나 政治․社 論에서부터 승화된 思辨哲學이라 결론내리고 있다.15)

11) 上同, 第五章, ｢老莊思想の誕生とその先驅 たち｣, pp.107-109.

12) 上同, p.147, pp.152-153.

13)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湖北人民出版社, 1993에는 그런 입장이 상

세히 개진되어 있다.

14) 張正明, ｢巫․道․騷 藝術｣, 楚文藝論集 , 湖北美術出版社, 1991, pp.2-4.

15) 李澤厚, 中國古代思想史論 , 安徽文藝出版社, 1994, p.94,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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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老莊思想을 神話的 世界觀의 哲學化16)라 규정하기도 하듯

이 老子 에는 原始的․呪術的 思惟와 合理的 哲學이 공존하고 있는

데, 과연 老子 에서 神話的 思惟나 는 呪術이 퇴화된 흔 인지 아

니면 실재인지를 가늠하는 작업도 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大宇

宙를 다루는 陰陽家에 비해 道家는 宇宙를 다루는 方技(醫藥養生)
에 해당된다는 李零의 설명17)의 타당성에 비추어 보건  老子 의 

본질을 政治社 理論으로 단언하는 것도 수 하기가 쉽지 않다.
以上과 같은 다양한 老子 해석을 수용하면서 老子 의 내용을 보

다 정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서 필자가 차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道家文化’이다. ‘道家文化’를 하나의 빙산으로 상정해 

볼 때, 수면 에 보이는 哲學을 지탱하면서 그것을 배태하는 수면 아

래의 문화  배경으로서 養生․辟穀․ 引․房中․巫祝․陰陽 등 다방

면의 내용을 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이런 입장에서 보면 老子 의 
철학을 배태한 변의 ‘道家文化’로서 養生術의 상정이 가능하고, 이

를 토 로 하여 老子 의 정치사상과 쟁론, 그리고 더 나아가 道와 

無爲의 본질에 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老子 를 그처럼 ‘道家文化’의 産物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볼 때, 종래 老子  연구의 문제 으로서  하나 지 될 수 

있는 것은 老子라는 인물을 學團의 敎祖나 구성원으로서 근하기보

다는 뛰어난 隱逸的 思想家 一個人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추 해 온 
것이라 생각한다. 老子 의 傳承過程을 고려해도 이는 수 할 수 없다. 
따라서 本稿는 老子集團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그 집단의 통성과 

변 성, 그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서를 집약한 결과물로서의 老子 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6) 李成珪, ｢諸子의 學과 思想의 理解｣, 서울大 東洋史學硏究室 編, 講座中國

史 Ⅰ, 지식산업사, 1989, p.178.

17) 李零, ｢馬王 房中書硏究｣, 文史  35, 1992; 同, ｢說“黃 ”｣, 陳鼓應主編, 

道家文化硏究  第五輯, 1994 참조.

18) 이에 해서는 周世榮, ｢從馬王 出土文物看我國道家文化｣, 道家文化硏究  第

三輯, 上海古籍出版社,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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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老聃이라는 인물과 그의 집단

통시  이래 老子 의 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 

결정  원인은 여타 제자서와 다르게 老子 書에는 著作과 련된 인

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郭店 老子 의 발견

으로 老子 의 성립 시기라는 난제는 크게 해결되었지만 老子 의 작

자에 해서는 여 히 유력한 단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래 老

子에 한 검토에는 의고주의가 강하게 작용해 왔으므로 이런 疑古의 

장막을 거두어 내면 老子의 실체에 우회 으로나마 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를 해 먼  老子 의 작자에 한 종래의 논의를 

검토해 보자.
재 국학계에서는 체로 역사  인물로서의 老子가 孔子와 同

時代人으로서 孔子보다 年長 라는 사실에 거의 동의한다. 그러나 

1920～30年代에는 老子라는 인물과 그의 서에 해 10년 동안의 

大論戰이 벌어졌다. 이 論戰에서 梁啓超를 비롯한 疑古派는 면 한 

고증에 입각하여 老子는 孔子보다 늦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老子라는 

인물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견해조차 제기되었다.19)

일본의 학계에서는 치 한 고증학의 통과 맞물려 老子를 조작된 

架空의 인물로 보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며, 이런 입장은 주로 史記  
｢老子列傳｣의 史料的 價値에 한 극단  懷疑를 토 로 한다. 우선 

津田左右吉은 老子 가 빨라야 기원  300년경에 제작되었다는 나름

의 근거에 입각하여, 당시의 著 를 멀리 孔子時代까지 끌어올렸기 때

문에 老聃은 架空의 인물이며, “莫知其所終(아무도 그 최후를 알지 

못하 다)”이라는 傳說도 그와 련된다고 추론한다.20) 武內義雄 역시 

｢老子列傳｣의 부분은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고 결론내리면서도 그 

가운데 老子의 名과 字가 耳와 聃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는 을 

19) 聶中慶, 郭店楚簡≪老子≫硏究 , p.6.

20) 津田左右吉, 道家の思想とその展開 (津田左右吉全集 第13卷), 東京 岩波

書店, 196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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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면서 老聃의 年世는 周의 列王(기원

424-기원 403년 在位)에서 顯王(기원 368-기원 321년 在位) 初年

에 이르는 수십 년 간이라고 추정한다.21) 池田知久도 ｢老子列傳｣에 

채용된 자료와 일화들의 문제 을 비 하는데, 컨  老子가 160여

세 는 200여세까지 長壽했다 것은 그가 實在人物이 아닌 증거라고 

지 하기도 했으며, 결국 老子라는 인물은 제자백가의 학 립이 격

화된 戰國末期에 反儒家의 旗幟를 해 道家의 開祖로 조작된 虛構의 

존재라고 단언하고 있다.22) 한편 金谷治의 경우는 그 역시 ｢老子列傳

｣을 믿을 수 없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老子 의 作 로서의 老子는 

실재한 인물이라 추정하고 있다.23) 그리고 淺野裕一은 馬王 老子

에도 郭店 老子 에도 老子 라는 書名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寫本은 개인  필요에서 書寫되기 때문에 書名表記의 有無로

써 書名의 有無를 단하는 결정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老子 라

는 書名은 戰國中期에 이미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24)

以上과 같이 종래의 疑古主義的 연구자들은 정 한 논증을 통해 

가히 ‘老子抹殺論’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을 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러한 연구가 老子 와 그의 著 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司馬遷의 시 에 이르러 이미 傳說化된 

인물로 되었던 老子에 해 논리  證으로 근하면 그는 虛構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보다는 老子傳說의 의미를 음미하

는 쪽이 老子에 한 眞相에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래서 

필자는 ｢老子列傳｣ 가운데 일본 학자들이 懷疑하거나 는 신빙성을 

인정한 몇 가지 사료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즉, “莫知其所終”이라는 

다분히 신비주의  설과 老子의 長壽에 한 언 , 그리고 老子의 

21) 武內義雄, 武內義雄全集  第五卷 老子篇, 東京 角川書店, 1978, pp.13-21 

참조.

22) 池田知久, 老莊思想 , pp.15-22 참조.

23) 金谷治, 老子 , 東京 講談社, 1997, pp. 262-263.

24) 淺野裕一, 古代中國の宇宙論 , 東京 岩波書店, 2006, p.68. 淺野裕一은 그

다고 해서 老子 의 作 가 老聃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을 아

울러 지 하고 있다(同,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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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字인 耳․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편들이 후술하듯이 모두 

老子의 長壽와 직간 으로 련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老子의 ‘老’와도 한 련을 갖는다.
종래 老子라는 호칭에 해서는 컨  高亨의 경우 老는 그의 姓

이며 老와 李는 讀音이 비슷하여 老音이 李로 轉化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소수에 해당되며, 禮記․曾子問 의 鄭玄注가 
“老子 , 壽 之稱”이라 해석한 以來 다수의 학자들은 모두 “老聃”의 
“老”는 老壽의 의미라 보았고, 이와 걸맞게 ｢老子列傳｣에도 “  노자는 
160여 세를 살았다고 하며 200여 세를 살았다고도 하는데, 이는 그가 
道를 닦고 壽命을 養했기 때문이라”25)고 서술되어 있다. 老彭이 “老壽

의 彭祖”로 이해되는 이나 ｢老子列傳｣에서 老子의 후보자로 등장하는 
老萊子 역시 劉向의 別 에 “老萊子, 古之壽 ”라고 되어 있는 
사례도 老子의 ‘老’가 長壽에서 비롯된 호칭임을 뒷받침한다.
老子의 두 후보자로 지목된 老聃과 老萊子의 계를 해명하는 데 

주목되는 견해는 老聃의 姓인 ‘李’와 老萊子의 ‘萊’가 楚文字에서는 모두 
來에서 왔으며 讀音과 書法이 같다는 李零의 주장이다. 李零은 한 걸음 
더 나아가 老萊子에 한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老萊子가 楚人이자 

孔子가 가르침을 물은 상이며 에 한 그의 비유가 老聃의 貴柔

說과 합치된다는 을 근거로 兩 를 同一人으로 추정하고 있다.26) 
李零의 설득력 있는 추론에 찬동하여 老聃과 老萊子가 동일인물이라

고 볼 수 있다면 老子가 실존인물이었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아

울러 老子의 道德經 이 天下에 유포된 반면 그와 體裁를 달리하는 

老萊子 가 楚에서 유행했다는 것27)은 老子를 敎祖로 하는 學團이 

楚地域에서 中原地域으로 이동했음을 반 한다고도 여겨진다.
老子가 160여 세 는 200여 세까지 장수했다는 ｢老子列傳｣의 구

25) 史記  卷62, ｢老子韓非列傳｣, p.2142, “蓋老子百有六十餘歲, 或 二百餘歲, 

以其脩道而養壽也.”

26) 以上과 같은 李零의 주장에 해서는 李零, ｢老李子和老萊子-重讀 史記․老

子韓非列傳 ｣, 郭店楚簡校讀記 (增訂本),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참조.

27) 上同,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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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李零은 漢初 神仙術의 향일 가능성을 주장하지만28) “老而

不死”로 설명되는 神仙의 경지는 아니고 한 老彭이 700-800세를 살

았다는 것에 비하면 상 으로 덜 誕妄하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구 은 오히려 老子와 養生術의 한 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이러한 老子의 養生․長壽에 주의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이 그의 西游와 “莫知其所終”이라는 설화이다.

신석기시  이래 西方은 죽음과 재생의 방 로 인식되어 왔지만, 
특히 국시 에 穆天子傳 이 편찬된 을 감안하면 老子의 西游는 

穆天子가 不死를 보증하는 西王母를 만나기 해 서쪽 昆侖으로 여행

했다는 故事를 방불하게 한다. 따라서 老子의 西游와 “莫知其所終”은 

老子를 敎祖로 떠받들었던 집단이 老子를 神秘化 는 神格化하기 

해 조작, 선 한 설화로도 추정된다.
淸代의 史學  馬驌은 莊子  ｢養生主｣에 老聃이 일 이 죽은 것

으로 되어 있으므로 入關․化胡와 “莫知所終”의 說은 모두 妄 이

라29) 주장했지만, 莊子가 아내의 죽음에 해 슬퍼하기는커녕 항아리

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 다는 일화30)를 떠올리면 老聃의 사망은 老

聃에 한 신비화에 반 한 莊子學派에 의해 오히려 극 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면 老子의 神秘化 조작과 莊子學派는 무 하다

고 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老子集團과 莊子學派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老子의 長壽에 한 ｢老子列傳｣의 구 이 李零의 주장 로 

漢初 神仙術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면 老子는 西方의 昆侖이 아닌 東

方의 三神山으로 떠났어야 한다. 왜냐하면 戰國末부터 燕齊의 方士들

에 의해 동방의 三神山이 不死의 지역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老子의 西游는 三神山을 심으로 하는 方士文化보다는 昆侖을 

심으로 하는 원 인 巫祝文化를 반 하는 것 같다.31) 혹은 屈原이 

28) 上同, p.261.

29) 繹史 (全四冊, 濟南 齊魯書社, 2001)(三), 卷83, p.1674.

30) 莊子集解 (王先謙 撰, 北京 中華書局, 1987), ｢至樂｣, p.150, “莊子妻死, 惠

子弔之. 莊子則方箕踞鼓盆而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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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齊의 方士들에 의한 三神山 설을 하지 못해 그의 楚辭 에 昆

侖이 많이 등장하는 것32)과 마찬가지로 老子說話도 楚地域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西方으로의 여행이라는 모티 가 등장했을 수도 있다. 어

든 老子의 ‘西游’  “莫知其所終”의 설화는 노자집단이 燕齊의 方士

들과는 무 하다는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게끔 해 다.
以上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老子列傳｣의 老子說話에서는 老子가 

養生術을 교육, 수련하는 집단의 교조 고, 그의 死後 제자들에 의해 

神格化되어 昆侖山으로 떠났다고 선 된 것 같다. ｢老子列傳｣ 가운데 

異人으로서의 老子의 神聖性을 반 하는  하나의 요소는 耳․聃이

라는 그의 名․字인데, 이는 老子의 후보자로 등장하는 太史  역시 

‘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老聃과 太史  사이에 모종의 계가 존

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四川 三星 遺址에서 출토된 靑銅人頭像의 大耳에서 확인되듯이 고

국에서 커다란 귀는 神性의 표상이자 는 神界나 天上界의 소리

를 들을 수 있는 聖人의 필수  요소 다.33) 孔子가 “六十而耳 ”했

다는 것이 老年과 聖의 계에 한 고 인의 주술  념의 흔 을 

반 하는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면 老子의 名과 字가 耳와 聃

이라는 것은 老子가 呪術的 능력과 壽 라는 조건을 갖춤으로써 聖人

으로서 숭앙되었던 존재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해 다. 그 다면 耳와 

聃은 老子의 본래 名과 字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神聖性을 표상하는 

31) 漢武帝는 東方의 蓬萊를 거쳐 天上界에 도달하는 방법을 추구했지만 方

士들이 武帝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武帝는 B.C.108

년을 분기 으로 하여 東方 신에 西方을 통한 不死에의 길을 찾아 나

서게 되었다고 한다(Michael Loewe, Ways to Paradise, London, 1979, 

Ch.4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p.97). 漢代에 神仙術이나 厚葬

의 盛行 계기가 帝王의 행태 모방이었다고 볼 때 武帝 以後 昆侖 神話의 

유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면 老子의 西游 설화는 戰

國時代의 산물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32) 顧頡剛, ≪莊子≫和楚辭中昆侖和蓬萊兩個神話系統的融合｣, 中華文史論叢  

1979-2, p.35

33) 이에 해서는 拙著, 中國古代의 呪術的 思惟와 帝王統治 , 일조각, 1997, 

第二章의 第一節 ｢德과 聖의 원  의미｣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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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이나 용어 을 가능성도 있다.
老子의 長壽와 呪力을 표상하는 것은 특히 聃이라는 그의 字이다. 

老聃은 呂氏春秋 에 老耽34)으로서 등장하는데, 畢沅과 陳夢家에 의

하면 聃․耽․聸은 서로 通할 수 있고, 그 의미는 “耳大垂也”, “長耳

垂肩”, 즉 귀가 어깨까지 드리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35) 이처럼 老

子의 字인 聃이나 耽이 모두 大耳를 지칭한다고 볼 때 老子가 어깨

까지 드리울 정도의 大耳를 신체  특징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

시되는데, 물론 어깨까지 드리운다는 것은 과장일 것이다. 그런데 공

교롭게도 老子의 후보자로서 ｢老子列傳｣에 등장하는 인물인 太史 도 

역시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山海經 에 보이는 ‘ 耳之國’36)에 

한 郭璞注가 “이곳 사람들은 큰 귀가 늘어져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其人耳大下 , 垂在肩上)”라고 설명하는 바에 의거하면 ‘ ’과 ‘聃’ 역시 
相通함을 단언할 수 있다. 그 다면 老聃과 太史 은 동일 인물일까? 
필자는 그 지 않다고 단정하고 싶다. 왜냐하면 太史 이 秦獻公을 

알 한 사건은 ｢老子列傳｣ 이외에도 史記 의 ｢周本紀｣․｢秦本紀｣․｢

禪書｣ 등에서 언 되고 있으며, 郭沂가 고증한 바에 따르면 그 알  

시 이 獻公11年, 즉 기원  374년으로 孔子 死後 100여년이 지난 

뒤이므로37) 老聃이 孔子보다 연장자라고 보면 兩人은 결코 동일 인

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老聃과 太史 이 동일인물이 아니라면 왜 聃( )이라는 이름을 공

유하는 것일까? 이는 우연이라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이 난

제를 타개하기 해 먼  주목해야 할 은 老聃이란 이름이 결코 

고유명사일 리는 없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守城集團으로서 활동한 戰

國時代 묵가집단의 우두머리인 鉅子(巨子)이다. 巨가 矩를 잡고 있는 

34) 呂氏春秋新校釋 (陳奇猷, 上海古籍出版社, 2002), ｢不二｣, p.1134, “老耽貴柔, 

孔子貴仁, 墨子貴廉…”

35)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p.971-972.

36) 袁珂, 山海經校注 , 巴蜀書店, 1996, p.485, ｢大荒北經｣, “有 耳之國, 任姓, 

禺號子, 食穀.”

37) 郭沂, ｢楚簡 老子 老子公案-兼及先秦哲學若干問題｣, 中國哲學  第20輯 

( 郭店楚簡硏究 ), 遼寧敎育出版社, 1999, pp.135-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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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象形한 자38)라고 보면 묵가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鉅

子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工匠出身이라는 과 상응하며, 특히 開

祖 墨翟 이래의 禽滑釐․孟勝 등이 각기 1-3代 巨子라는 을 시해 

보면, 長壽를 의미하는 老子나 老聃이 養生集團으로서의 노자집단의 

우두머리에 한 호칭으로서 매우 합할 뿐만 아니라 複數의 老聃도 

상정가능하다는 단을 내릴 수 있다.
老子나 老聃을 이처럼 노자집단의 長 에 한 호칭으로 이해한다면 

老聃은 반드시 春秋末을 살았던 특정인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그

게 되면 老聃의 長壽 說話도 자연스럽게 설명되며, 더 나아가 老子 를 
開祖 老子의 작으로 고집함으로써 래되는 무리39)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기실 老子 를 결코 一人의 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종

래의 통설40)인데, 물론 簡本 老子 는 老聃에서 나왔고 今本 老子 는 
太史 에서 나왔다41)고 하는 郭沂의 주장을 폭 수용할 수는 없지만, 
老子 가 二次에 걸쳐 제작되었다는 만은 받아들일 만하다. 따라서 

老子 의 변천이나 변질을 고려하면 老聃은 第一作 , 그의 嫡傳大弟

子나 계승자인 太史 은 第二作 로 각기 응시켜 戰國時代를 반

하는 내용들은 바로 後 가 增修한 것42)이라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

을 듯하다.
以上과 같이 老子의 실체에 한 논의는 거의 가정과 추론으로 일

해 왔지만, 어도 老子說話의 일부내용이나 老聃이라는 호칭의 含

意에 限해 보건  老子는 합리  思辨哲學을 완성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 듯하다. 이는 次章에서 다룰 老子

38) 渡邊卓, 中國古代思想の硏究 , 東京, 1973, 第三部 第二篇 第一章 ｢墨家の

集團とその思想｣, p.589.

39) 컨  李零 같은 이가 老子라는 인물은 春秋末期人이지만 老子 書는 孔

子나 墨子보다 뒤에 편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同, 人往低處走: ≪老子≫

天下第一 , 北京 三聯書店, 2008, pp.10-11)도 그러한 무리를 뒷받침한다.

40) 武內義雄․馮友蘭․顧頡剛은 老子 가 여러 사람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작되었다고 주장했다(H. G. Creel, “On Two Aspects in Early Taoism”, 

同著 What Is Taoism,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0, p.38).

41) 郭沂, ｢楚簡 老子 老子公案-兼及先秦哲學若干問題｣, pp.136-137.

42)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p.963-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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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養生術이 呪術에서 理性으로의 이행 단계에 있다는 것과도 상응한

다. 그런데 本章에서 필자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所  ‘老子集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어휘의 타당성에 한 근거는 以下 老

子와 楊朱에 한 비교 검토를 통해 우회 으로나마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疑古派의 開祖라고도 일컬을 만한 淸代의 史學  崔東壁은 老聃과 

楊朱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戰國時代에는 楊墨이 아울러 일어나 모두 古人을 빌어서 그 學說을 

스스로 높 다. 儒 가 바야흐로 孔子를 숭배하니 楊氏의 說 가 老聃

을 빌어 孔子를 물리쳤고……이제 史記 에 실려 있는 老聃의 말은 

모두 楊朱의 說일 따름이다. …(中略)…道德 五千 은 가 지은 것인

지 알 수 없고, 楊朱의 徒가 僞託한 것으로 陰符를 黃帝에 가탁하고 

六韜를 太公에 가탁한 것과 같다.43)

와 같이 老子 五千 이 老聃이 아닌 楊朱의 무리가 지어낸 것

이라는, 가히 ‘老聃抹殺論’의 효시라 할 수 있는 崔東壁의 주장에는 

물론 今文學 로서의 열렬한 孔子 숭배가 변에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그의 주장은 老子와 楊朱의 思想的 類似性이나 

상호 련성에 한 명확한 악을 근거로 한 것이다. 楊朱는 莊子 에

서 老聃의 弟子로서 차 등장하는 陽子居와 동일시되며, 呂氏春秋 에

서는 ‘貴己’를 내세우는 陽子44)라는 인물로서 출 한다. 楊朱一派의 핵

심  사상인 ‘爲我’와 ‘貴生’은 넓은 의미에서 養生思想의 범주에 넣을 수 
있고, 이는 “全性保眞, 不以物累形, 楊子之所立也”45)라는 淮南子 의 구

43) 崔述, 信 下, 楊家駱 編, 中國史學名著第四集, 世界書局印行, ｢洙泗

信 ｣卷一, ‘辨問禮老子之說’, pp.20-21.

44) 呂氏春秋新校釋 , ｢不二｣, p.1134, “老耽貴柔, 孔子貴仁, 墨子貴廉, 關尹貴

淸, 子列子貴虛, 陳騈貴齊, 陽生貴己, 孫臏貴勢…”

45) 淮南鴻烈集解 上(劉文典 撰, 中華書局, 1989), ｢氾論訓｣, p.436, “兼愛․尙

賢․右鬼․非命, 墨子之所立, 而楊子非之. 全性保眞, 不以物累形, 楊子之所立

也, 而孟子非之.”(本性을 온 히 해서 天眞을 보호하고, 外物 때문에 형체를 

구속당하지 않는 것은 양자가 주장하는 것인데 맹자는 이를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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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뚜렷해진다. 그 다면 楊朱의 利己的 養生說은 老子思想의 

深化 내지는 極端化46)라 할 수 있고, 이러한 楊朱一派가 老子 五千

을 술했다는 崔東壁의 주장은 어도 老子 思想의 핵심이 養生說이

라는 을 정확히 악했던 셈이다. 종래 老子 와 楊朱의 계에 해 
깊이 있는 연구가 별로 없었던 이유는 물론 楊朱에 한 문헌자료가 

무하다고 할 정도로 극히 빈약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 학자들이 老子 의 성립을 戰國末期로 보았을 뿐더러 그의 핵심

이 養生思想이라는 것을 간과해 왔던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老子 와 楊朱의 思想的 성은 老子  제13장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즉,

그러므로 몸을 다스리는 것을 天下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귀하게 여

기면 곧 天下를 맡길 수 있다. 몸을 다스리기를 天下를 다스리는 것보

다 사랑하면 곧 天下를 맡길 수 있다.47)

郭店 老子 乙本 제13장48)에도 보이는 의 인용문은 액면 그 로 

받아들이면 天下統治보다 治身이 더 요하다는 뜻이므로 楊朱의 ‘爲

我’․‘貴生’과 거의 동일한 입장인 듯하다. 사실 후술하듯이 老子 에

는 와 같은 養生思想이 지 않게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 의 

인용을 좀 더 천착하면 거기에서는 내 몸을 시하고 존 하여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他人의 몸도 존 하고 사랑할 수 있다49)는 

利他主義를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成功而不居也”(제2장)나 “富貴而

驕, 自遺咎也. 功遂身 , 天之道也”(제9장)에서 보듯이 부귀를 추구하

다 보면 허물이 쌓여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保身主義가 변

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老子 가 生에 한 지나친 집착을 ｢貴

46)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963.

47) “故貴爲身於爲天下, 若可以託天下矣. 愛以身爲天下, 如可以寄天下”(以下 老

子 의 인용은 高明 撰, 帛書老子校注 , 中華書局, 1996에 의거했음).

48) 鄧各泉, 郭店楚簡≪老子≫釋讀 , 湖北人民出版社, 2005, p.281, “[故貴以

身]爲天下, 若可以託天下矣. 愛以身為天下, 若可以寄天下矣.]”

49) 金谷治, 老子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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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으로서 배격한 것50)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老子

와 楊朱一派는 출발 에서는 공히 生을 시했지만, 前 가 利他主義

로 나아갔다면 후자는 利己主義를 고수했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韓非子 에서 楊朱一派를 비 하여 말한 “義不入危城, 

不處軍旅”51)와 老子  50章의 “入軍不被甲兵”에서도 재확인된다. 즉, 
楊朱一派는 자신의 몸을 해 험한 城에도 들어가지 않고 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反體制的인 극단  重生主義를 서슴지 않지만, 老子 의 
경우는 국가의 동원에 의한 쟁 참여를 인정하는 體制內的․妥協的 

養生에 안주한다. 楊朱一派가 老子集團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른바 無君主義라 일컬어지는 楊朱의 극

단성은 결국 국후기 楊朱一派의 쇠퇴를 래했지만,52) 어도 孟子

의 시 에는 아래와 같이 墨家와 경쟁할 정도 던 것 같다.

① 양자는 爲我를 주장하여, 털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

도 하지 않는다. 묵자는 겸애를 주장하여, 머리털이 다 빠지고 발꿈치

가 放하도록 천하를 이롭게 하면 한다.53)

② 墨子 一派를 떠나면 반드시 楊朱 一派에게로 돌아오고, 楊朱 一派

를 떠나면 반드시 儒家로 되돌아온다. 되돌아오면 받아들일 따름이다.54)

의 인용문에서 주의할 만한 것은 첫째 ②에서 볼 수 있듯이 楊

50) 老子  제75장, “夫唯无以生爲 , 是賢貴生.”

51) 韓非子集釋 (王先愼 撰, 北京 中華書局, 1998), ｢顯學｣, p.459, “今有人於

此, 義不入危城, 不處軍旅, 不以天下大利易其脛一毛, 世主必從而禮之, 貴其

智而高其行, 以爲輕物重生之士也."

52) 山口義男, 列子硏究 , 東京 風間書房, 1976, p.540에서는 楊朱의 쇠퇴 원

인으로서 爲政 에게 바람직한 사상으로 간주되지 않은 과 특히 孟子

의 “楊氏爲我, 是無君也”라는 강력한 비난이 치명 이었다고 보고 있다.

53) 孟子正義 (焦循撰, 中華書局, 1987)下 ｢盡心｣上, pp.915-916, “孟子曰, 楊

子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墨子兼愛, 摩 放踵利天下, 爲之.” 이와 

동소이한 언 은 ｢滕文公｣下에도 보인다. 즉 孟子正義 上, p.456, “…

楊朱墨翟之 盈天下, 天下之 , 不歸楊則歸墨.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

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54) 上同, ｢盡心｣下, p.997, “孟子曰, 墨必歸於楊, 楊必歸於儒, 歸, 斯受之而

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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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一派가 集團을 이루면서 儒․墨集團과 경쟁하고 있었다는 이다. 
둘째로는 ①에서와 같이 楊․墨이 ‘利己’(즉, 개인의 生)와 ‘利天下’

(즉, 天下萬民의 生)이라는 조  차이는 있었지만 ‘生’의 문제를 커

다란 쟁 으로 삼았다는 공통 이다. 楊․墨이 공히 生의 문제를 

한 화두로 삼은 사실은 墨子가 天下에 재앙과 강탈, 원한이 일어나

는 원인을 “不相愛生”에서 찾은 언 55)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墨子의 愛生과 楊朱의 貴生은 기원  4세기 天下大亂의 엄

습이 당시인들의 生을 얼마나 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끔 

해 다. 그런 맥락에서 養生術은 이 시기에 거 한 時代潮流 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술했듯이 楊朱의 老子로부터의 離脫을 상정할 수 있다면 

楊朱集團의 존재는 곧 老子集團을 제하는데, 의 인용문에서 孟子가 

楊朱一派에 해서는 墨家集團의 경쟁자로서 서특필하면서도 老子에 
해  함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종래 疑古的인 학자들이 老子 의 

成書를 孟子  이후로 추정한 이유도 孟子의 仁義 思想을 뒤엎으려는 

老子 의 思想이 존재했다면 孟子가 극단 으로 그것을 非難했으리라는 
것 때문이다.56) 그러나 孟子  以前에 성립된 郭店 老子 丙本 18章에는 
“故大道廢 安有仁義”57)라는 구 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孟子는 이미 
老子 의 仁義 비 을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여기서 상정할 수 있는 

가설은 孟子가 楊朱와 老聃의 思想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楊朱로써 

道家系 思想을 一括했으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孟子는 道家系 思

想의 分裂을 공식 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각기 개인주의․가족주

의․ 체주의를 표하는 楊․儒․墨을 사상계의 三大 流派로서 단순

화했던 게 아닐까.

55) 墨子閒詁 (中華書局, 1986), ｢兼愛｣中, p.94, “(子墨子 ) 凡天下禍纂怨恨, 

其所以起 , 以不相愛生也, 是以仁 非之.”

56) 津田左右吉, 道家の思想とその展開 , p.13.

57) 鄧各泉, 郭店楚簡≪老子≫釋讀 , pp.334-336 참조. 이 책에서는 ‘安’을 ‘焉’

으로 보아 ‘焉’ 다음에서 끊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安’을 ‘于是’로 해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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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 ②에서 무엇보다도 시해야 할 은 楊朱一派가 儒․墨

集團과 나란히 집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다면 老子學派 
역시 유사한 집단을 구성했을 것이고, 儒墨이 禮 의 主宰, 그리고 築

城  守禦로써 존립한 생활집단이기도 했다면, 老子集團 역시 養生術

이나 醫術을 통해 생활한 집단이었을 것이다. 물론 墨家集團이 그러하

듯 거기에는 上層 知識人부터 呪術的 巫醫, 方士를 방불하게 하는 養

生家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以上으로 本章에서는 고답  사변철학의 완성자라는 시각에서 老子 

개인에 근하기보다는, 통  념을 여 히 간직하고 있는 집단의 

표자로서의 老子에 을 맞추어 그에 한 설화와 그의 姓名에 

담겨진 의미를 밝  으로써 老聃이란 고명명사가 아니라 養生集團의 
長 에 한 호칭이었음을 밝혔고, 아울러 楊朱一派의 思想  존재양

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老子集團의 존재를 우회 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토 로 하여 次章에서는 본격 으로 老

子 의 養生思想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Ⅲ. 養生說과 處世觀

老子 에는 長久․不死․不殆․生․死․和 등과 같이 養生과 련된 
어휘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老子集團이 그런 어휘를 상용하면서 養

生術을 연마․교육하고 더 나아가 주로 지배층에게 施術하는 집단이

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 다. 한 漢代 以來의 房中術 용어들이 老

子 의 어휘들을 거 사용하는 58)이나 漢代의 河上公注가 古代의 

氣功과 中醫學說을 결합하여 老子 를 해석한 것59)도 老子 와 養生

醫藥의 한 련성을 입증해 다. 사실 老子 를 ‘無’라는 심오한 

哲理로 일 된 形而上學的 哲學書로 이해하는 경향이 王弼注에 의해 

58) 컨  玄牝(女陰), 赤子(童子陰, 元陽), 握固(固精) 등이 그러하다. 李零, 

｢馬王 房中書硏究｣, p.44.

59)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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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60)

물론 종래에는 老子 와 養生術의 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제기

되었다. 그 근거는 養生이 老子 의 “道法自然”  “無爲”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1) 이는 논리상 一見 타당한 듯하지만, 역

설 으로 말하면 無爲 한 넓은 의미에서는 養生術의 범주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老子 의 성립시기를 戰國末로 단언하는 池田

知久는 初期道家의 ｢萬物齊同｣ 철학과 個人의 생명․신체에 한 重

視와는 모순된다는 근거에서 道家의 養生說 수용 시 은 그들이 ｢萬

物齊同｣ 철학을 放棄하는 국말 以後라 주장했다.62) 그러나 郭店 老

子 의 발견으로 이런 논지가 존립할 수 없다고 보면 老子 의 養生說은 
哲學的 思惟 以前부터 老子集團과 함께 한 道家思想의 원형질에 해당

된다고 말할 수 있다. 道家思想家들이 추구했던 道라는 것도 養生術의 
체계화 과정에서 배태된 개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컨  

朱子學에서의 宇宙論․認識論 등이 본질 으로 통  儒敎倫理와 階

級秩序를 정당화하기 한 이론체계로서 服務했듯이,63) 老子 의 宇

宙論이나 存在論도 그것 자체로서 독립 으로 배태, 존재하는 철학  

역이기보다는 養生論의 연장선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종래 

연구는 이를 간과해 왔다.
道家思想의 道는 時空間을 월하는 근원  實在이자 만물을 존재

하게 하고 운동, 변화시키는 세계의 主宰 로 정의된다. 그런데 池田

知久에 의하면, 初期道家의 ｢道｣․｢萬物｣論은 철학  形而上學․존재

론에 머물러 있었고, 아직 宇宙生成論․政治思想에까지 확 되지 않

았다고 한다. 한 이 二世界論은 “被宰  ｢萬物｣의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 세계의 궁극 ․근원  실재인 ｢道｣에 도달하여 ｢道｣를 악

함으로써 ｢道｣가 세계에서 갖고 있는 全能性, 즉 모든 ｢萬物｣을 존

60) 金谷治, 金谷治中國思想論集․中卷, 儒家思想と道家思想 , 東京 平河出版社, 

1997, 第二部 道家の思想, p.366.

61)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868.

62) 池田知久, 老莊思想 , 第11章, p.243.

63) 李澤厚, ｢宋明理學片論｣, 同著, 中國古代思想史論 ,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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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변화시키는 主宰 性을 자기의 것으로 손아귀에 거두고, 그를 통

해 결국 인간소외를 극복하여 주체성을 확립해서, 스스로 時空을 

월한 한 주재자가 되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그 주된 목 으로  

한다”64)는 것이다. 이는 道家의 道 추구 목 을 매우 명쾌하게 설명

하고 있다. 필자 역시 道의 개념에 形而上學的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哲學의 형성과정을 상정하면 와 같은 形而

上學은 구체 인 養生術의 체험을 토 로 하여 체계화되었다고 보는 

쪽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다. 즉, 老子 의 道는 념  명상의 과정

에서가 아니라 呪術的 양생수련의 과정에서 배태되었고, 따라서 그 

道에는 주술  양생술과 한 련을 갖는 原始的 宇宙生成의 념

이 뚜렷한 實在로서 담겨 있다. 이를 입증하기 해서는 우선 老子

에 보이는 道의 원  의미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老子 에서 道를 지칭하는 어휘로서는 谷神․玄牝․母․嬰兒․無

極․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谷神과 玄牝은 원시  生殖崇拜에서 

谷․空․穴․口와 같은 어휘로 표 되는 구멍이나 동굴, 움푹 패인 

계곡 등이 생명력의 근원이나 生殖力의 상징으로 여겨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만물을 낳는 宇宙子宮(地母子宮)이나 거 한 女根으로서 道의 

무한한 원  생명력을 표상한다.65) 母는 母性이나 母體가 生命과 

萬物을 養育하면서도 자기 것으로 유, 지배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道에 비유된다. 컨  老子  제10장에 보이는 “낳아주고 길러

주며,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길러주지만 부리지 않는다”66)는 내용은 

道의 그러한 母性原理를 집약 으로 보여 다. 특히 이 谷․母는 水와 
더불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卑賤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에서 老子 가 
지향하는 養生說의 利他主義와도 합치된다.
嬰兒와 樸은 공통 으로 人爲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원  모습 

때문에 道에 비유되는데, 특히 前 의 嬰兒는 道의 원  생명력에 

64) 池田知久, 老莊思想 , 第7章 ｢道の形而上學｣, pp.147-148.

65) 拙稿, ｢中國古代의 求雨習俗과 徙 ｣, 서울大 東洋史學硏究室 編, 古代中國

의 理解 5, 지식산업사, 2001, p.86.

66) “生之畜之, 生而弗有, 長而弗宰也.”



老子 와 養生術 83

비유되며 後 의 樸은 그 原義가 “匏”, 즉 葫 로서, 混沌의 宇宙를 

상징한다.67) 無極도 時間的․空間的으로 極함이 없이 큰 것으로서 道 

는 混沌의 無規定性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老子 에서의 道는 무한한 생명력과 에 지를 지닌 宇宙創造 

以前의 混沌을 표상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養生術은 수련의 주체가 

이러한 混沌의 단계로 되돌아가 混沌과 一體化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자신의 몸에 가득 채우는 呪術的 수련기법이라 할 수 있다. 老子 의 

15章에서 道를 체득한 사람의 풍모에 해 “질박하기가 다듬지 않은 

통나무와 같고, 혼돈스럽기가 흐린 물과 같으며, 계곡과 같이 텅 비

었네(敦呵其若樸, 混呵其若濁, 曠呵其若谷)”라 하여 원  混沌을 지

칭하는 어휘로 표 하고 있는 것은 養生을 통한 道와의 合一이란 곧 

混沌에로의 回歸 그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28章에 보이는 “復歸嬰

兒”․“復歸於樸”․“復歸於無極”은 道의 체득이 바로 混沌에로의 復歸

임을 재확인해 다.
그 다면 老子 의 양생술이란 원시사회의 샤만이 忘我의 상태에서 

大地의 심에 우뚝 솟아있는 宇宙山 의 宇宙樹를 통해 天上界에 

오름으로써  실재와 합일하거나 원불멸을 획득하려는 행 68)

와 매우 흡사하며 따라서 그러한 巫俗으로부터 연원했음이 분명하다. 
한 그런 混沌에로의 回歸는 古代民族들이 매년 新年祭에서 우주창

조 이 의 混沌의 단계로 되돌아가 宇宙創造를 再演하는 式을 거행

함으로써 神들의 宇宙的 행 를 돕는 것69)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요

컨  老子 의 양생술은 본질 으로 고 인들의 주술 인 生命力 祈

求 행 에서 연원했고 여 히 그러한 呪術性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다. 노장철학이 神話的 世界觀의 哲學化로 규정되는 것도 이런 맥락

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 게 보면 池田知久가 주장한 形而上學的 

道 追求가 주술  養生術의 고답  단계라는 것은 보다 확실시된다.

67) 葉舒憲, 老子 神話 , 陝西人民出版社, 2005, p.144.

68)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마니즘 , 까치, 1992, p.251.

69)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宇宙와 歷史 , 사상사, 1989, Ⅱ章, ｢時間의 再

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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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子集團의 이러한 양생술은 道敎의 문 道士들이 우주와 공감하

고 우주의 정수를 포착하기 해 고안한 수련행 , 즉 ‘천지조화의 

기운’을 훔쳐 인간의 곁에 잡아두려는 목 으로 실천하는 수련과도 

합치된다. 周濂溪의 太極圖는 이처럼 道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道士들

의 수련과정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 그림은 가장 아래 

만물이 생겨나는 ‘玄牝의 門’에서 출발하여 五行과 陰陽二氣의 단계를 

거쳐, 맨 에 ‘神을 단련하여 虛로 돌아가고,  無極에 귀착한다’는 

궁극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70) 이는 정신 ․신체  수양을 통해 
仙人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老子 의 수련법에는 이와 같은 자세한 단계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

만, 제28장에 “無極에 復歸한다”는 구 이 웅변하듯이 그 목표와 기본 
방법은 동일했고, 따라서 수련의 원리와 차 역시 老子  쪽이 좀더 

呪術的․原初的이었던 만을 제외하면 유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생수련은 老子 에서 특히 제10장부터 제16장까지에 연속

으로 나타나 있지만, 제56장에 보이는 이른바 ‘玄同’이야말로 混沌

에로의 回歸 바로 그것이다. 즉,

(耳目口鼻의) 구멍을 막고, (知覺의) 門을 닫고, (知惠의) 光을 부드

럽게 하고, 먼지와 같은 (混沌의 世界)와 하나가 되어, 날카로운 (두뇌

를) 무디게 하고, 어지러운 萬物의 그 자체에 融卽해 간다. 이를 그윽

하고 깊은 合一이라 말한다(“塞其 , 閉其門, 和其光, 同其塵, 挫其銳, 
解其紛, 是 玄同.”).71)

의 내용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신체의 감각기 을 닫아버리라

는 것인데, 이는 莊子  ｢應帝王｣篇에서 南海의 帝 儵과 北海의 帝 

忽이 七竅가 없는 中央帝 渾沌을 해 하루에 하나씩 7일 동안 七竅

를 뚫어주자 渾沌이 죽어 버렸다는 神話를 연상시킨다. 그 다면 玄

70) 자세한 것은 島田虔次, 朱子學と陽明學 , 東京 岩波書店, 1967, pp.31-32 참조.

71) 이를 포함하여 老子 의 번역은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東京 東方書店, 2006을 주로 참조하 다. 한 이 56章과 흡사한 내용은 4章

에도 확인된다. 즉,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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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이란 七竅를 닫아서 復歸할 수 있는 混沌의 境地임에 틀림없다. 池
田知久는 이를 일종의 神秘主義 哲學이란 논단하면서도 ‘玄同’으로 복

귀하는 주체가 그런 세계와 合體하는 境地를 인정하고 있다.72) 다만 

老子 에서의 道가 원  생명력과 에 지라고 보면 混沌과의 合一

이란 그러한 생명력을 체 하는 養生 행 로 이해하는 쪽이 더 타당

한 것 같다. 한편 葉舒憲은 이러한 閉竅 행 가 混沌狀態로 回歸하여 

天 樂園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종의 技術的 手段이라 해석하는

데,73) 이처럼 現象界로의 再復歸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道와

의 合一을 통해 養生을 실 하려는 老子 의 기본정신에 부합되지 않

을 뿐더러 후술하듯 老子 에서 養生에 성공한 主體가 발휘하는 德이

나 精氣와 같은 呪術的 生命力의 발생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老子 의 養生術이 現世 離脫이나 超越的 昇天을 지향하는 神仙術

과 본질 으로 다른 은 그의 現象界 인정이다. 16章의 “萬物並作, 
吾以觀其復”은 道를 체득한 주체가 萬物․萬民의 生長과 道에로의 복

귀 과정, 즉 萬物이 生에서 死에 이르는 과정을 觀照한다는 뜻인데, 
이는 道의 體得 만이 現象界를 총체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계 정의 논리에서 老子 는 道뿐 

아니라 그로부터 생성되는 萬物을 시하며,74) 더 나아가서는 道와 

萬物을 等․平等하게 취 할75) 수 있었다. 老子 가 萬人․萬物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승인하는 것76)은 老子思想이 道에 한 형이상학

72)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p.75-76.

73) 葉舒憲, 老子 神話 , p.146.

74)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56의 注2.

75)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215의 注4. 이와 같은 池田의 

설명은 그의 ｢ 老子 の道器論ー馬王 漢墓帛書本に基づいてー｣( 東方學

創立五十周年記念東方學論集 , 東京 東方學 , 1997 所收)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에서도 그는 莊子 가 老子 보다 앞서 성립되었다는 持論을 前

提로 하면서, 莊子 에서는 器가 道의 멸단계로 폄하되는 반면 老子 에

서는 실 정의 시 상 속에서 道와 함께 器가 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76) 池田知久는 이것의 원인을 국말 老莊思想家들이 새롭게 제창한 신

인 存在論․民衆觀에서 찾고 있는데(池田知久, 老莊思想 , pp.308-309 참조) 

필자로서는 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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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養生術에서 출발했음을 반증한다. 이런 視

野에서 보면 “莊子는 天에 가려 人을 모른다”77)라는 荀子의 비 처럼 
莊子 가 天을 肯定하고 人을 否定한 것78)은 老子 思想의 극단화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老子思想이 呪術的․神話的 思惟와 습속을 

연원으로 하지만 合理的 思想이나 哲學으로 移行․昇華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실 세계에 한 인정 때문이며, 이는 정치권력을 인정

하는 타  경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56章을 上述한 바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52章의 다음과 

같은 내용도 養生說의 시야에서 그 의미를 악할 만하다. 즉,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면 평생토록 수고롭지 않으니, 그 구멍

을 열어둔 채 일하려고 하면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塞其 , 閉其門, 終
身不勤. 開其 , 濟其事, 終身不救).

종래 의 인용은 백성들을 無知無欲하게 만들어 힘들이지 않고 

다스리기 한 이른바 愚民政策의 이론으로 해석되기도 했다.79) 그러

나 56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 내용은 “耳目口鼻의 구멍을 막

고 知覺의 門을 닫으면 평생 수고로운 일이 없지만, 耳目口鼻의 구멍

을 열어 作爲를 행하여 일을 추진하면 평생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라는 池田知久의 해석80)이 본래 취지에 더 가깝고, 역시 

養生說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술했듯이 10-16章까지에는 老子 의 養生術이 집 으로 언

되고 있다. 우선 10장의 련 내용을 발췌해 보자.

① 생명을 하는 나의 身體에 타서 道를 품어 그것으로부터 벗

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載營魄抱一, 能無離乎?)
② 精氣를 집 시켜 身體를 부드럽게 保하여 어린아이 같은 (왕성

77) 荀子校釋 (王天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下, p.839, “莊子蔽於天而不知人.”

78) 池田知久, 老莊思想 , 第10章, ｢天の立場と仁義の否定｣, pp.213-214.

79) 高明, 帛書老子校注 , p.76.

80)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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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력을 몸에 지닐 수 있을까?)(摶氣致柔, 能嬰兒乎?)
③ 天門을 열고 닫아 암컷이 될 수 있는가?(天門開闔, 能為雌乎?)

의 인용 가운데 ①은 총론  설명으로서 자신의 몸을 道와 合一

하여 그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②는 각론  구

체화의 첫 단계로서 양생 주체가 道와의 합일을 통해 획득한 精氣를 

집 시킴으로써 몸을 한없이 부드럽게 유지하여 嬰兒와 같이 생명력

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단계이다. ③의 天門에 해서는 ‘玄牝之門’, 
百 穴, 耳目口鼻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81) ①․②보다는 더 

구체 인 養生의 단계로 상되는데다가 ‘啓闔’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吐納術에 의한 精氣의 축 을 통해 母性․母體의 

풍부한 생명력을 간직하고 싶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天門을 이처럼 

五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老子 는 宇宙를 大宇宙의 축소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章에서는 根源 로서의 道가 인간의 감각이나 지식을 월하여 

악하기 어려운 모양을 형용함과 아울러 신비  양생수련의 과정을 

거쳐 그러한 道의 단계에 도달하여 道와 合一함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묘사되어 있다.82) 특히 “執今之道, 以御今之有, 能知古始”는 의 

道에서 출발하여 太初의 實在인 진정으로 근원 인 道에 도달한다83)

는 뜻이며 21章에도 “自今及古”이라는 표 으로 등장한다. 14章의 沕

望(惚恍)에 해 池田知久는 “｢道｣가 인간의 감각․지각을 월하여 

악하기 어려운 모양을 형용하여 ｢沕望｣ 등으로 말하는 것”84)이라 

하지만, 샤만의 接神 상태를 방불하는 이런 어휘는 념 인 철학  

思惟로부터는 결코 배태될 수 없는 신비주의 인 주체  체험의 표

이며, 따라서 거의 틀림없이 신비주의  수련과정에서 목도한 상에 

81)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p.914-918.

82) 金谷治, 老子 , pp.53-54.

83)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225의 注10. 蔣錫昌도 여기

서의 ‘古始’에 해 泰初에 天地가 아직 열리기 , 이른바 無名의 단계로 

해석했다(同, 老子校詁 , 成都古籍書店, 1988, pp.84-85).

84)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225의 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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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나 표 이라 할 수 있다.
16章 역시 混沌의 道로 복귀하는 수양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첫머리에서 “虛에 이르기를 지극하게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하

게 하라(致虛極, 守靜篤)”는 것은 虛=無=道에 이르는 수양법과 그 과정

에서의 수련방법을 개 으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道에 복귀하

기 한 수련의 단계가 ‘靜→常→明→谷→公→王→天→道→久→沕

(沒)身不殆’의 순서로 언 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道乃久. 沒身不

殆”라고 한 것은 永遠不滅의 道를 체득했기 때문에 신체  생명이 장

기 으로 지속되며, 따라서 죽는 날까지 몸이 험에 처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85) 이처럼 수양의 최종단계가 “沒身不殆”86)로 설정되어 있

는 것은 老子 思想의 핵심이 養生術임을 웅변하는 동시에 그것이 

실 ․세속  성격으로 뚜렷이 환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老子

의 思想이 차 呪術的 단계에서 理性的 단계로 환되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老子 의 養生術이란 混沌으로 復歸하여 

그 무한한 에 지를 몸 속에 체 하는 수련행 라 할 수 있는데, 그것

은 구체 으로 丹田呼吸 는 胎息이라는 방식을 채용했다고 한다. 
컨  12章의 “聖人為腹不為目”을 단 호흡으로 이해하는 견해87)도 있

다. 老子 에 이러한 양생  호흡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밝

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이 제5장 中段의 내용과 흡사한 단락이 張

家山 引書 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①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그 속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

은 무진장하여 움직임에 따라서 차례로 만물이 태어난다(天地之間, 其
猶橐籥 . 虛而不屈, 動而愈出).88)

85)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238의 注11.

86) ‘殆’는 ‘危’의 의미이지만 養生說에서 사용되는 문 용어라고 한다(池田知

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56의 注3).

87) 館野正美, 老莊の思想を讀む , 東京 大修館書店, 2007, p.30.

88) 郭店 老子  甲本에는 5章 가운데 이 中段만 있고, 그 내용도 馬王 帛書

本과 동일하다. 다만 “虛而不屈”의 ‘屈’은 ‘竭’로 해석된다(鄧各泉, 郭店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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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몸을 다스릴 때 당신은 天地와의 합치를 추구한다. 그것은 큰 소

리가 나는 자루와 과 같다. 텅 비어 있으면 소비되지 않고, 움직이

면 더욱더 내뿜는다(소리를 낸다). 어두운 空洞(움푹 팬 곳)을 닫고, 
꾸불꾸불한 문을 열어라. 五臟을 닫고, 九竅에 들어가라. 피부의 거미

 모양의 패턴을 열고 닫는 것을 이롭게 하라. 이는 몸을 이롭게 하

는 방법이다〔治身欲 天地相求, 猶橐籥也, 虛而不屈, 動而兪(愈)出. 閉
玄府, 啓繆門, 闔五藏逢(達?)九竅, 利啓闔奏(腠)理, 此利身之道也.89)〕

老子  제5장에 보이는 ①의 문장은 張家山 引書 가 출토되기 이

에는 와 같이 天地(즉, 道)가 무한한 생명력으로써 萬物을 化生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었다. 그런데 ②에 의거하면 槖籥은 바로 天地로 비유

되는 人體의 腹部이며, 天地가 풀무처럼 움직여 만물을 낳듯이 인간의 
腹部는 吐納術을 통해 天地의 氣를 흡수하여 養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퍼(D. Harper)가 지 했듯이 老子 는 5章의 槖籥을 宇宙라 

말한 은 없지만,90) 기원  3세기의 養生術을 보여주는 張家山 引

書 에서 槖籥이 宇宙를 지칭하고 있다면 이는 戰國의 養生術에서 

大宇宙와 宇宙의 상 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것은 老子 가 養生術과 직결되는 書임을 반증하는 동시에, 老子 에

서 大宇宙를 지칭하는 어휘들, 즉 數術的 개념이 宇宙를 지칭하는 

어휘들, 즉 方技의 개념과도 相通한다는 것을 확실시해 다. 아울러 

하퍼는 張家山․馬王  醫書의 많은 養生修鍊方法들이 道家哲學의 

통과 무 하다는 근거에서 老子 와 戰國 醫學을 뚜렷이 구분하고 後

가 前 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91) 本稿에서 

지 까지 밝힌 바와 같이 老子 가 養生集團을 배경으로 성립된 을 

고려하면 그의 토 에 醫學이 존립했다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 같다.

簡≪老子≫釋讀 , p.201).

89)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 組, 張家山漢墓竹簡 , 文物出版社, 2001, p.299. 

이 단락의 번역은 Donald Harper, “The Bellows Analogy in Laozi Ⅴ and 

Warring States Macrobiotic Hygiene”, Early China 20, 1995, p.382에 의

거하 다.

90) Donald Harper, 의 논문, p.383.

91) Donald Harper, 의 논문,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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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老子  5장에는 中段에 해당되는 의 인용문 다음의 下段

에 해당되는 “多聞數窮, 不若守於中”이라는 구 이 나온다. 이와 달리 

郭店 老子  5章에는 “天地之間, 其猶槖籥 . 虛而不屈, 動而愈出”로 되

어 있어 中段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上段과 下段은 존재하지 않는다. 
郭店 老子 를 형성도 의 텍스트로 이해하는 池田知久는 下段이 郭店

老子  以後에 附加되었으리라 추측하는92) 반면, 楠山春樹는 三段이 

상호 련이 없는 斷章들을 억지로 한데 모은 것이며 中段이 郭店本

에서 독립된 별개의 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 단언하

고 있다.93) 그러나 에서 검토했듯이 中段의 槖籥이 단 호흡과 

한 련 가능성을 갖는다고 보건  그것은 下段과 결코 무 할 리 없다. 
왜냐하면 守中의 ‘中’은 ‘沖’과 통하므로 守中은 곧 ‘守中虛’이며 이것이 
앞의 ‘多聞’과 비된다고 보면, 그것은 老子가 배격했던 지식의 습득

이나 학문의 연마94)와 비되는 복식호흡의 수련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종래 ‘中’을 簡策으로 보거나95) 는 
天道를 계산하는 工具나 天道의 내용을 기록한 圖籙96)으로 이해한 

견해는 완 한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守中을 이처럼 복식호흡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中段과 下段은 大宇宙와 宇宙의 한 상 성에 

한 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단 호흡을 통해 축 된 精氣=德은 靈性(mana)과 동일

시되는97) 주술  생명력이다. 55章에서 “德을 하게 간직한 이는 

갓난아이와 같아서, 벌이나 갈이 쏘지 않고, 살무사나 뱀도 물지 

않으며, 발톱을 세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않는다”98)라는 문장은 德으

92)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197 注3.

93) 楠山春樹, 老子の人と思想 , p.50.

94) 컨  47章의 “不出戶，知天下. 不窺牖, 見天道 云云”에서 보듯이 老子는 

外在的인 경험지식보다는 內在的인 直觀自省을 시했고(陳鼓雄, 老子註

譯及評介 , p.249), 더 나아가 次章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老子는 知識 

자체나 知識人에 해서 매우 비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95)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p.997-1003.

96) 王博, 老子思想的史官特色 , 臺北, 1993, p.26.

97)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p.888-903.

98) “蜂蠆虺蛇弗螫, 攫鳥猛獸弗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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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칭되는 생명력이 독충이나 독사, 맹수를 퇴치할 수 있는 주술  

力을 지닌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章

에서 어린아이가 가 약하고 근육이 부드러운데도 단단히 움켜쥐고,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이유로서 제시된 “精之至”와 “和之至” 
역시 원  생명력을 가리키는 것이다.99) 50章에 보이는 다음과 같

은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들리는 바에 의하면, 養生을 잘하는 사람은 山陵에 들어가도 외뿔

소나 호랑이를 피하지 않고, 군 에 들어가 싸우는 경우에도 갑옷과 

병기를 착용하지 않는다. 외뿔소는 그 뿔을 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는 

그 발톱으로 할퀼 곳이 없으며, 병기는 그 칼날로 를 곳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죽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以其無死地焉).100)

이에 한 王弼注는 無나 無欲으로 兵器나 猛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101) 이는 지나치게 哲學的․觀念的인 해

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는 것 같다. 그보다는 의 인용문을 이해하는 

건은 ‘死地’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以其無死地焉”에 해 蕭兵

은 原始詛呪巫術이나 禁呪巫術로 보지만102) 그것은 老子 의 養生術

99) 文子 나 淮南子 에서의 用例에 의거하면 和는 德과 同類의 生命力을 

지칭하는 어휘로 여겨지며(拙著, 中國古代의 呪術的思惟와 帝王統治 , 

pp.141-142 참조), 池田知久는 和에 해 “養生說에서의 和로서 體內의 

氣의 調和를 말한다”라고 설명한다(同,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70의 注4). 그리고 淮南鴻烈集解 上, ｢氾論訓｣, p.432, “和 , 陰陽

調…”나 禮記 , ｢郊特牲｣, “陰陽和而萬物得”, 그리고 新書  ｢道術｣, “剛

柔得適, 之和” 등에 의거하면 和는 특히 陰陽이 調和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 같다. 흥미롭게도 馬王 醫書에서는 和가 두 가지 약품이나 식품을 섞어 

보다 나은 것을 만든다는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다. 즉, 五十二病方 (馬

繼 , 馬王 古醫書 釋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一｢諸傷｣, 原文17, 

p.351, “…凡二物幷和…”; 同, 二｢傷痙｣, 原文190, p.553, “以乳汁和.”

100) “蓋聞善攝生 , 陵行不避兕虎, 入軍不被甲兵. 兕无所投其角, 虎无所措其爪, 

兵无所容其 , 夫何故也? 以其无死地焉.”

101) “無之爲物, 水火不能害, 金石不能殘. 用之於心, 則虎兕無所投其[爪]角. 兵

戈無所容其鋒 , 何危殆之有乎!”; “不以欲渝其眞, 雖入軍而不害, 陸行而不

[犯, 可]也”

102)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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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치된다. 老子 에서 확인되는 養生術의 연원에 原始巫術이 존재

하는 것은 수 되지만, 老子  단계에서는 비합리  呪術보다는 ‘生命

力’으로 좀 더 합리화된 것은 아닐까? 외뿔소가 뿔을 들이 어 그를 

를 곳을 찾아내지 못했고 호랑이는 그의 몸에서 발톱을 내려 그를 

할퀼 곳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士兵은 그의 몸에서 칼을 내리쳐 그를 

을 곳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死地’가 바로 사람의 몸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부분, 말하자면 ‘빈틈’과 같은 부분을 의미하는 듯하다. 
결국 양생술을 통해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死地가 없기 때문에 

맹수나 병기로부터 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論衡 에도 舜이 

盛德을 갖추고 있어 山野에 들어가도 虎狼이나 虫蛇로부터 危害를 당

하지 않는다는 유사한 설화103)가 보이는데, 여기서 舜이 갖춘 盛德의 

원  의미 역시 老子 에서의 德과 동일한 생명력이라 하겠다. 이

런 맥락에서 보면 老子  60장의 “道로써 天下에 臨하면 귀신도 

험스럽지 못하게 된다. 그 귀신이 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신이 사

람을 해치지 못하는 것이요”104)도 古巫醫들이 疫神疾鬼를 壓勝하는 

說이라거나 祈禳-驅逐巫術에서부터 나온 것105)이라기보다는 道에 내

재한 生命力으로써 辟邪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以上으로 混沌에로의 回歸를 통한 원  생명력 획득을 심으로 

老子 의 양생술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는 老子集團이 출발 에서부

터 지녔던 원 이고 주술  양생술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老子

集團이 여타 諸子와 경쟁하면서 道를 보다 形而上學的인 實在로 昇華

시켰다고 보건 ,106) 老子 의 養生說이 그에 맞추어 합리 이고 세

103) 論衡注釋 (全四冊, 北京大學歷史系 論衡 注釋 組, 北京 中華書局, 1979), 

第三冊, ｢亂龍｣, p.916, “舜以盛德, 入大麓之野, 虎狼不犯, 虫蛇不害.”

104) “以道莅天下, 其鬼不神, 非其鬼不神, 其神不傷人.”

105)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1049.

106) 郭店 老子 를 형성도 의 傳本으로 해석하는 谷中信一이 郭店 老子 에서 

今本 老子 에 이르는 사이에 ｢道｣의 철학이 形而上學的인 측면에서 심

화되었다(同, ｢郭店楚簡 老子 及び｢太一生水｣から見た今本 老子 の成立｣, 

p.78)고 해석하는 것은 어도 道論의 발 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수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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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 방향으로 추이했을 것은 명약 화하다. 天道를 모방하는 養生

論이 바로 그것인데 老子 에서 道와 거의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는 

天( 는 天地)은 종래와 같은 人格的 主宰 로서의 天이 아니라 理法

으로서의 天107)이며, 따라서 天道는 原初的 生命力으로서의 道가 보

다 철학 ․윤리  차원으로 승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天道

를 모방하는 양생술이 세속  처세술에 가깝게 합리화되는 것은 당연

한 소치인데, 그 好例는 7장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天地는 永遠悠久한 존재이다. 天地가 永遠하고 悠久할 수 있는 이

유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오히려 원유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은 그 몸을 남의 뒤에 두지만 도리

어 남의 선두에 서고, 자신의 몸을 도외시하지만 도리어 남보다도 장

생한다. 그것은 聖人에게 私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 때문에 오히

려 私心을 성취할 수 있다(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久 , 以其不自生也, 
故能長生.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不以其無私 ? 故能

成其私).

우선 “天長地久”는 “谷神不死”라는 呪術的 養生 념을 純化시킨 

표 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발맞추어 天道를 체득한 聖人의 면모도 

보다 합리 으로 다듬어져 있다. 다만 ‘長久’ 는 ‘久’라는 어휘는 16
章․33章․44章․59章에도 보여 老子集團의 養生追求를 잘 드러낸다. 
天地의 永遠悠久함의 원인이 “不自生”이라는 것은 生에 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養生을 해친다는 老子 의 입장을 보여주며, 이는 ‘生

生’․‘求生之厚’․‘有以生爲’․‘貴生’에 한 반 108)와 맥락을 같이 한

다. 특히 ‘求生之厚’가 河上公注에서 보듯이 爵祿과 財利에 한 추구

라고 보건  9章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바로 ‘不自生’과 맥락

을 같이 하는 養生的 處世術이라 볼 수 있다. 즉,

107) 池田知久, 老莊思想 , p.214.

108) 老子  第50章, “而民生生, 動皆之死地之十有三. 夫 何 故也？ 以其生生

也.”; 同, 第75章, “民之輕死, 以其求生之厚也, 是以輕死. 夫唯无以生爲 , 

是賢貴生.”



특집94

지 와 재산을 손에 넣어 교만이 지나치면 스스로 禍를 자 하게 

된다. 사업에 성공한 뒤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天의 道이다(富貴

而驕, 自遺咎也. 功遂身 , 天之道也).

의 인용 가운데 두 번째 문장에 해 王弼注는 四時가 번갈아 

운행하니 歲功이 이루어지면 계 이 바 다109)라고 해석한다. 말하자

면 자연계의 四時는 끊임없이 순환하므로 인간도 그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生命과 萬物을 養育하면서도 

자기 것으로 유, 지배하지 않는 道의 母性原理에서 연원한 思想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야 어 든 두 번째 문장에서 養生處世原則의 모범을 
天道에서 찾는 은 에서 검토한 7장과 동일하다. 老子 에서 의 

인용과 흡사한 구 들이 “功成而弗居也”(2장), “成功遂事而百姓 我自

然”(17장), “成功遂事而弗名有也”(34장), “是以聖人爲而弗有, 功成而弗

居也”(77장) 등과 같이 聖人의 바람직한 處世로서 수다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110)은 그것이 老子 가 시하는 敎義 을 뿐 아니라 당시 지

배층에게도 커다란 호소력을 지닌 處世觀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은 이러한 處世觀을 담은 일화가 戰國策 만을 들춰보

아도 지 않게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齊策｣에서 顔斶이 富貴한 
삶을 약속하는 齊宣王의 간청을 뿌리치고 鄕里로 돌아가서 樸玉의 순수

성을 지키며 한평생 치욕을 모르고 살았다거나,111) ｢趙策｣에서 張孟談이 
趙襄子를 해 知伯을 滅한 뒤 鄕里로 돌아가 밭을 갈았다거나,112) 
魯仲連이 趙의 邯鄲을 포 한 秦軍을 철수시키는 공로를 세웠음에도 

平原君이 제안한 地와 賞金을 거부하고 떠난 뒤 한평생 다시 만나

지 않았다113)는 일화들, 그리고 富貴 뒤에는 반드시 驕奢가 찾아오고, 

109) “四時更運, 功成則移.”

110) 제30장의 “果而勿驕,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不得已, 果而勿強” 역시 成果

를 얻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同類의 處世觀이라 할 수 있다.

111) 諸祖耿 撰, 戰國策集注彙 中, 江 古籍出版社, 1985, ｢齊策｣, ‘齊宣王

見顔斶’章, p.609, “(齊王曰)且願先生 寡人游, 食太牢, 乘安車, 妻子衣服

麗都.……(顔斶)遂再拜而辭去也, 斶知足矣. 歸反於樸, 則終身不辱.”

112) 上同, ｢趙策｣, ‘張孟談旣固趙宗’章, p.881 참조.

113) 上同, ｢趙策｣, ‘秦圍趙之邯鄲’章, pp.1037-10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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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뒤이어 반드시 死亡이 도래하므로 달하면 誅罰을 입기 이 에 

일 이 은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平原君의 주장114) 등은 老子 의 
입장과 흡사하여 陰 와 讒 이 횡행했던 당시 권력층 내부에서 老

子 의 향력이 상당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天道가 聖人의 행 칙이라면 77章에서 人道와 비

으로 제시된 “天道는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데 더 다”115)라는 

구  역시 聖人이 실행해야 마땅하고, 따라서 그것은 道의 속성에서 

비롯된 老子 의 利他的 養生說, 즉 他人의 養生을 도와주는 敎義로 

연결된다. 74章에는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포자기해 버리

면 死刑으로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내용116)이 나오는데, 이

는 백성의 保生이 통치의 안정에도 요하다는 인식을 제한다고 볼 

수 있다. 80章의 ‘ 國寡民’에 보이는 “使民重死”, 즉 백성으로 하여

 生死를 요시하게끔 만든다는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

로써 老子 가 民의 養生도 일정하게 인정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柔弱의 處世觀은 呂氏春秋 의 “老耽貴柔”나 老子 40장의 “弱也

, 道之用也”에서 알 수 있듯이 老子思想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水117)나 嬰兒118)의 속성이 柔弱이라는 에 비추어 보면 柔弱 

역시 원  생명력에 한 념에서 비롯되어 차 합리 이고 세속

인 處世觀으로 발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래는 水나 嬰兒가 柔

弱하지만 이를 모범으로 삼으면 禍를 당할 염려가 없는 념에서 출

발했지만, 뒤에는 權 術數로 환되었다.
以上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老子 의 養生術은 混沌에로의 回歸를 

통해 무한한 생명력을 몸에 체 하려는 목 을 가지며, 그 구체  방

법은 丹田呼吸을 통한 精氣=德의 획득이었으며, 이 게 획득한 주술

114) 上同, ｢趙策｣, ‘平原君 平陽君曰’章, p.1021, “夫貴不 富期而富至, 富不

梁肉期而梁肉至, 梁肉不 驕奢期 而驕奢至, 驕奢不 死亡期而死亡至.”

115) “故天之道, 損有餘而益不足.”

116) 老子  第74章, “若民恒且不畏死, 奈何以殺懼之也?”

117) 老子  第78章, “天下莫柔弱於水…”

118) 老子  第55章, “骨弱筋柔而握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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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으로써 “沒身不殆”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呪術的 養生術은 보다 실 이고 세속 인 處世術로 추이했다. 그런

데 老子 思想의 原型을 이와 같은 個人的 養生說로 규정한다면 종래 

老子思想을 政治論의 시각에서 해석했던 견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

을까? 次章에서는 政治思想과 養生說의 계를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

에 근해 보자.

Ⅳ. 政治思想과 養生說

老子 에서 主宰 인 道와 被宰 인 萬物의 계는 道의 體得 로 

제시되는 聖人과 民의 계로 轉化된다고 보면 老子 는 聖人의 民에 

한 지배를 철학 으로 정립한 셈이 된다. 이를 토 로 하여 戰國末

의 黃 思想은 道의 體現 인 君主의 人民에 한 제지배를 정당화

하는 정치사상을 정립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老子 의 단계

에서 道-萬物의 주종 계에 입각하여 聖人의 제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사상이 확인되었는가이다. 이에 해 池田知久는 老子  제32장

에 나오는 내용, 즉, “侯王이 (樸을) 지키면 萬物이 스스로 그에게 歸

復할 것이다. 天地는 化合하여 그를 축복해서 甘露를 내릴 것이다. 
백성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로 고르게(均) 된다”119)는 것이 바

로 君主가 道를 체 하면 萬民을 一元的으로 지배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天地도 감동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120)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긴 한데 樸이란 술했듯이 葫 , 즉 原初의 무한한 생명

력이라면 그것을 체 한 군주란 인민에게 그 생명력을 施惠하는 존재

일 터인데, 道의 체 이 인민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는 결국 

119) “侯王若能守之(=樸)，萬物 自賓. 天地相合, 以雨甘 露, 民莫之令而自均焉.”

120) 池田知久, 老莊思想 , p.285. 池田은 5章의 “聖人不仁, 以百姓為芻狗”에 

해서도 통치자의 백성에 한 제지배 강화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

다(同,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196의 注2). 그가 이처럼 老

子 를 제지배사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의 成立을 戰國末로 보는 입

장과 무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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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子 에서의 聖人의 無爲와 民의 自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

제로 이어진다.
이 양자의 계는 17章의 太上의 無爲와 百姓의 自然, 37章의 侯

王의 無爲와 萬物의 自然(自化), 57章의 聖人의 無爲와 民의 自然(自
正), 64章의 聖人의 無爲와 萬物의 自然 등에서 확인된다. 이에 해 

板野長八은 “聖人의 無爲와 百姓, 즉 民의 自化, 自然은 相卽하는 것

이었다. 때문에 一見 萬物․萬民은  자주 이고 자유로운 듯하다. 
그러나 道․聖人에 의해 그 게 하도록 되면서도, 스스로 그러한 것, 
자주 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萬民에게는 聖人의 작용․지배에 

항하기도 하고, 그것과의 사이에 마찰을 느낄 만큼의 自主性이 없었

으며”,121) 따라서 진정으로 無爲하는 주체는 民이며 聖人․王 는 無

爲를 爲하는 존재 다는 것이다.122) 결국 그는 老子 의 民이란 주체

성을 상실한 노 고, 聖人은 그 노  존재 에 월 으로 군림

하는 제군주 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老子 에 보이는 聖人의 無爲와 百姓의 自然의 구체상을 검

토해 보면 板野長八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17章에서 “

善의 통치자란 백성에게 단지 그 존재가 알려질 뿐인 군주이다(太上, 
下知有之)”인데 여기서는 제지배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57章
의 경우에도 “天下에 禁令이 많이 시행되면 백성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백성들 사이에 문명의 利器가 보 되면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므로”123) 
聖人이 無爲하면 百姓이 自化한다고 되어 있어, 여기에서도 無爲를 老

子  특유의 反文明主義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제지배와의 상 성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老子 의 제지배론과 련을 갖는 愚民政

策에 한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자.
종래 老子 가 愚民政策을 지향한 근거로서 빈번히 거론된 章들은 

3章, 49章, 65章이다. 그 내용 가운데 쟁 이 되는 부분만을 발췌하

면 다음과 같다.

121) 板野長八, 中國史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 東京 岩波書店, 1972, pp.119-120.

122) 上同, p.120.

123) “夫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利器, 國家滋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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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때문에 聖人이 행하는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비워 잡념이 없

게 하고 배를 가득 채우게 하며 志를 약하게 하고 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  무지무욕하게 하며, 동시에  智 에게 妙한 

것을 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3章).124)

② 聖人이 天下에 군림하여…百姓이 모두 귀와 에 집 할 때, 聖
人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로 만든다(49章).125)

③ 道를 실천하는 자는 人民을 총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둔

하게 만든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65章).126)

老子 의 愚民政策을 인정하는 연구자들은 의 내용에서 民을 無

知無欲하게 하고 어리석게 함으로써 그들의 自主性을 없애려 했다는 

에 주목한다. 특히 ‘智’가 국가권력의 타도 상이 된 것은 知識人

의 비  때문이라는 도 지 되고 있다.127) 그러나 이런 입장에 동

의하지 않는 견해도 지않다. 컨  金谷治는 3장의 無知無欲은 人

間의 本質에 련된 理想的인 모습이며 오히려 이 章에는 人間이 완

성하는 文化에 한 강한 批判이 담겨있다고 주장한다.128) 한 陳鼓

應은 3章에 해 “有道의 人은 政事를 治理할 때 人民의 心思를 淨

化하고 人民의 安飽를 보장하며 백성들로 하여  僞詐의 心智를 갖지 

않게 하고 爭盜의 욕심이 없게 해야 한다”129)는 취지로 설명하고, 65
章에 해서도 ‘愚’는 眞樸의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20章의 “我愚人之

心也哉”는 眞樸이 理想的 통치자의 高度의 人格修養의 경지임을 설명

한다고 지 한다.130) 高明 역시 20章의 “我愚人之心也, 沌沌呵”를 근

거로 하여 道의 體得 는 먼  스스로 愚人의 마음을 온 히 하고, 스

스로 온 한 것을 推及하여 남을 온 히 한다 보았으며, 아울러 老

124) “是以聖人之治也,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恒使民無知無欲，使夫

智不敢…”

125) “聖人之在天下…百姓皆屬其耳目焉, 聖人皆孩子.”

126) “爲道 非以明民也, 以愚之也. 民之難治也, 以其智也.”

127)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116. 注3.

128) 金谷治, 老子 , pp.23-24 참조.

129) 陳鼓應, 老子註譯及評介 , 香港 中華書局, 1987, p.74.

130) 上同,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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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의 棄智는 사람으로 하여  어린아이처럼 純樸하게 하고 愚人처럼 

憨厚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131)

결국 老子 의 제지배 옹호 여부를 단하는 건은 ‘愚’를 主體

性을 상실한 채 奴隸化한 民의 상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原初 단계

의 道와 동일시되는 樸의 상태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도 老子 의 原型에 해당되는 原初的 養生術에 의거하는 한 老子

가 지향하는 것은 文明 이 으로 소 되는 泰始의 混沌 상태 고, 따

라서 理想的인 人間像은 그런 원 의 眞樸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궁

극 으로 道․混沌․樸에로의 復歸를 목표로 하는 老子 의 입장에서 

보면 文明과 政治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다면 80章에 묘사

된 國寡民도 板野長八처럼 제지배를 한 郡縣體制의 말단 행정

단 132)라 보는 것보다는 陳鼓應처럼 순박한 이상사회로 해석하는 쪽

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한다.
反文明의 입장을 보다 첨 화하는 莊子  ｢胠篋｣․｢山木｣篇의 유사 

내용을 보면, 컨  老子 는 ‘十百人의 器’, ‘車舟’, ‘甲兵’이라고 하

는 文化․文明의 존재를 인정하는데(다만 그것들을 사용하지는 않음) 
비해, 莊子 는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前 의 경우

는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한데 비해 後 에는 주민들의 主體的 삶이 
인정되고 있다.133) 이처럼 老子 의 상  실성에 비되는 莊子 의 
夢想主義에 주목해 보면 國寡民을 老子 의 愚民政策의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莊子보다 덜 극단화된 反文明主義라는 맥락에

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老子 의 경우 文明 以前으로 돌

아가긴 하지만 동물들과 무리지어 사는 단계까지 이르진 않지만, 莊

子  ｢馬蹄｣篇의 ‘至德의 世’는 鳥獸와 함께 무리를 지어 사는 신화  

세계로까지 회귀하는 을 보면 한층 더 확실해진다.
老子 가 이처럼 反文明主義를 지향했다면 거기서 일 된 政治思想

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徒勞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실 老子

131) 高明, 帛書老子校注 , p.142.

132) 板野長八, 中國史における人間觀の展開 , p.102.

133) 池田知久, 老莊思想 , pp.290-291 注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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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든 有爲의 정치에 한 否定과 批判으로 일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컨  38章에서 文明化 과정을 無爲의 쇠퇴와 有爲

의 발 이라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구체 으로는 道가 상실된 이후의 

역사를 上德→上仁→上義→上禮의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儒家의 

仁義禮를 비난하거나, 3장에서 “不上賢, 使民不爭”으로 墨家의 尙賢을 

비난한 것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특히 老子  가운데 뒤늦게 첨가

되었다고 의심되는134) 67-79章에는 高壓的 통치에 한 경고(72章), 
嚴刑峻法에 의한 살육행 에 한 침통한 抗議(74章), 虐政에 한 

警告(75章) 등 실정치에 한 불만이 두드러지며, 이는 권력자에 

한 충고이기도 하다. 이처럼 老子 가 독자 이고도 본격 인 政治

思想을 개진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그것이 思辨哲學이기 때문이거나 

그의 政治 否定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老子 思想이 養生術이나 處

世觀으로 일 했기 때문이다.135)

우선 66章에서 大河나 大海가 谷川의 王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것

은 낮은 곳에 있어서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임을 제하고, 聖人도 

이를 본받아 “백성의 에 군림하고 싶으면 반드시 겸허한 말로 그들

에게 숙이고, 한 백성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 반드시 억제된 행동

으로 그들 뒤로 돌아간다”136)는 것은 謙下와 不爭이라는 개인  處世

134) 楠山春樹, 老子の人と思想 , p.76. 楠山은 帛書本의 경우 66章 다음에 

80․81章이 치하며, 그 뒤에 67부터 79에 이르는 13章이 이어지는 구

성도 그와 계가 있으리라 추정한다.

135) 老子 에 일 하는 反戰論(특히 30․31․46․69章) 역시 養生 重의 시

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30章에서 道를 체득한 臣下가 軍事力에 호

소하지 않는다는 것(“以道佐人主 , 不以兵強天下”)은 老子 의 道가 生

命力 는 생명존 을 본질로 한다고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한 30장의 “師之所居, 楚棘生之”나 31章의 “夫兵 , 不祥之器”는 생명력 

존 에 배되는 쟁은 재앙을 래한다는 주술  념이 내포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76章의 “故曰 強 死之徒也, 柔弱 生之徒

也. 兵強則不勝, 木強則烘. 强大居下, 柔弱微細居上”은 생명력을 표상하

는 柔弱과 비하여 强을 표하는 군 를 죽음의 무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게 볼 때 老子 와 兵家의 한 계를 주장하는 李澤厚의 

견해(同, ｢孫 韓合說｣ 참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 反戰論을 개진하는 兵

家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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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이 그 로 정치행 로 기능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處世와 정치에 質

的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이를 정치사상이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處世와 정치의 첩은 물론 老子

集團이 상 한 계층이 엘리트 권력층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순수한 處世術로서의 柔弱論이 現實的 政治論으로 환되면서 차 功

利的인 발상을 낳아 成功을 해 柔弱을 장식하는 權 術數의 세계에 

근한다는 楠山春樹의 주장137) 역시 老子 의 정치론이 養生的 處世

觀에서 비롯되었음을 뚜렷이 입증한다. 결국 政治論은 老子 의 長技가 
아님을 단언할 수 있다.
以上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거하건  老子 가 法家의 제지배체제 

구축의 이론  기반을 제공했다는 통설은 다소 의아하기조차 하다. 
아마도 養生說이 분리되면 老子 는 制主義에 服務하기에 안성맞춤

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컨  70章의 “나를 이해하는 이가 거의 없

다면 나는 고귀한 존재라 할 수 있다(知我 希, 則我貴矣)”라는 것은 

통치자의 意思와 擧動이 타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法家의 정치

사상에 해 철학  근거를 제공했다138)고 해석된다. 그 다면 이는 

老子 의 사상이 君主의 胸中術을 체계화한 申不害에게 계승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老子 와 申不害의 계를 정립하기 해서는 申不害가 老子 에게 

향을 미쳤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하여 申不害에 한 著를 出刊한 바 

있는 크릴(Creel)에 하여 언 하지 않을 수 없다. 크릴 이 에 이미 

金建德은 申不害가 老子思想의 향을 깊게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

지만139) 크릴은 道家的 用語를 사용한다고 그 사용자를 道家라 단언

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특히 無爲는 申不害가 道家로부터 

思想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道家가 申不害로부터 차용했다고 추정했

고,140) 道家의 無爲와 달리 申不害의 無爲는 세부  통치문제에 해 

136) “是以聖人之欲上民也, 必以 下之, 其欲先民也, 必以身後之.”

137) 楠山春樹, 老子の人と思想 , p.75.

138) 池田知久,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 老子 , p.144, 注5.

139) 金德建, 司馬遷所見書 , 上海人民出版社, 1963, pp.241-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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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을 피하는 것141)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郭店 老子 의 발견으로 크

릴의 주장은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크릴은 申不害의 死亡年代인 기원  337년보다 훨씬 뒤인 기원  

300년경 후에 老子 가 성립했다는 을 최 의 근거로 하여 申不

害는 道家의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한다.142) 그러나 이

는 郭店 老子 의 발견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申不害가 

老子 의 향을 받은 것은 거의 확실시되며, 더 나아가 申不害의 활

동연 를 기원  4세기 엽으로 본다면 老子 의 성립연 는 기원  

5세기로까지 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크릴이 서의 부록에 모아놓은 申子 의 斷片 가운데에는 老子

의 향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는데143) 특히 아래의 인용

문은 老子 의 내용과 무도 흡사하다. 즉,

능숙한 군주는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것을 이용해야 하며, 자기 자

신을 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로 두며, 스스로 겁이 많은 듯이 보이게 

하며, 無事 속에 스스로를 숨긴다. 그는 자신의 動機를 숨기고 자신의 

흔 을 감춘다. 그는 天下에 자신의 無爲를 드러낸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친근함을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를 그리

워한다(즉, 그의 신하가 되기를 원한다). 남에게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

는 이는 빼앗기고, 부족하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이는 받는다. 강
한 자는 꺾이고, 험한 자는 보호를 받으며, 행동 인 자는 불안하며 

조용한 자는 균형을 갖는다(故善爲主  倚於愚 立於不盈 設於不敢 藏

於無事 竄端匿疏 示天下無爲 是以近 親之 遠 懷之 示人有餘 人奪

之 示人不足 人 之 剛 折 危 覆 動 搖 靜 安).144)

의 내용은 老子 의 處世原則이 기만  권모술수로 환되었음을 

140) H.G. Creel, Shen Pu-hai, p.172, p.193.

141) 上同, p.178.

142) 上同, 제3장과 제11장 참조.

143) 컨  上同, pp.372-373, 17(2)의 “故曰, 去聽無以聞則聰, 去視無以見則明 

去智無以知則公 去三 不任則治 三 任則亂 以此 耳目心智之不足恃也”는 

老子 19장의 “絕聖棄智, 民利百倍”와 유사하다.

144) 上同, pp.348-349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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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 다. 그 가운데 愚․不盈․不敢․無事․無爲 등은 老子 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이며, “剛 折”도 76장의 “木強則烘”과 유사하다. 한 
“示人有餘 人奪之 示人不足 人 之”도 老子  77章의 “高 抑之, 下

之. 有餘 損之, 不足 補之”로부터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보건  老子 의 養生․處世術은 申不害에 있어서 君主의 臣下

統御를 한 胸中術로 이행했음을 단언할 수 있다. 이 밖에 군주의 경

솔한 행동이 君權 喪失을 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장145)도 申不害

를 포함한 法家의 君主論에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以上으로 本章에서는 養生處世論과의 련 속에서 老子 의 정치사

상을 검토해 보았다. 종래 특히 日本 학자들은 老子 가 制支配의 

철학  기 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老子 의 원형을 이루는 주술  
양생술이 原初的인 眞樸에로의 復歸를 지향했던 만큼 老子 의 無知

無欲이나 愚 등을 愚民政策의 증거로 볼 수는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反文明主義를 본질로 했다고 이해된다. 한 養生處世論의 일환인 不

爭․柔弱 등은 차 政治論으로 환되면서 기만  權 術數로 이행

했고, 이러한 경향은 결국 申不害의 ‘術’에 향을 미쳤다.

Ⅴ. 맺음말

老子 는 戰國 諸子가 공통 으로 지향했던 支配의 學, 즉 政治學

과는 이한 形而上學的 哲學으로 인식되어146) 종래 특별한 우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老子 의 著 에 한 탐색과 맞물려 

老子라는 인물을 學團이라는 생활집단의 배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고

고하게 隱逸을 추구하는 개성  思想家147)로 규정하게끔 만들었다. 

145) 제26장, “若何萬乘之王, 而以身輕於天下. 巠則失本, 趮則失君.”

146) 鮑鵬山, 先秦諸子十二講 ,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7, 第一講, ｢老子: 永

遠的東方智慧｣<之一>, p.6에서는 先秦諸子 가운데 진정 哲學이라 칭할 수 

있는, 순수한 哲學의 學派는 道家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147) 컨  金谷治는 老子 가 개인의 작이 아닌 편집물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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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 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老子 가 여러 사람의 손

을 거쳐 완성되었다고 보면 그의 傳承과 加筆만을 고려해도 老子라는 

인물을 學團과 무 한 고립  존재로 볼 수는 없다.
本稿가 老子集團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老聃  그의 집단에 근

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 결과 長壽와 呪術的 權 를 표상하는 老聃

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養生集團으로서의 노자집단의 우두

머리에 한 호칭으로서 매우 합할 뿐만 아니라 複數의 老聃도 상

정가능하다는 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老子를 고답  사변철

학의 완성자보다는 呪術的 思惟와 習俗을 뚜렷이 지니는 양생집단의 

표자로서 이해함으로써 老子 의 原型이자 核心에 해당되는 養生術

의 성격도 合理보다는 呪術의 視野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

러 楊朱一派의 思想  존재양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老子集團의 존

재를 우회 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老莊思想에서의 道는 우주의 궁극 ․근원  實在로 정의되지만 老

子 의 道는 呪術的 양생수련의 과정에서 배태된 개념으로서 무한한 생

명력과 에 지를 지닌 宇宙創造 以前의 混沌을 표상하는 어휘 다. 그

리고 老子 의 養生術이란 수련의 주체가 그 混沌의 단계로 回歸하여 混

沌과 合一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자신의 몸에 가득 채우는 呪術的 수련

기법이었으며, 그것은 구체 으로는 丹田呼吸 는 胎息을 통한 精氣=德
의 획득이었다. 이 게 呪術的 生命力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道의 體得

이었고, 道의 體得 인 聖人은 그 生命力으로 惡鬼와 험을 퇴치함

으로써 “沒身不殆”할 수 있었다. 한 老子 의 養生術은 現世離脫을 

지향하는 神仙術과는 달리 現象界를 시하는 따라서 매우 실 인 

養生術이었고, 兩 의 이러한 차이는 老子의 西游 說話에서도 간

으로 확인되었다.
呪術的 養生術은 보다 실 이고 세속 인 處世術로 추이하는데, 이

러한 個人的 處世觀은 그 로 老子 의 政治論으로 환된다. 老子 에

는 독자 이고 본격 인 정치사상은 극히 빈약한데 이는 그것이 哲學書

것을 편찬한 인물은 一人의 개성  思想家 다고 추정한다(同, 老子 ,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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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老子 가 養生術을 지향하 기 때

문이다. 종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지배나 우민정책의 증거로 거

론되었던 내용들도 사실은 이상 인 眞樸한 인간성의 제시 고, 老

子 의 反文明主義를 반 하는 것이었다. 老子 의 思想이 申不害의 

術로 자연스럽게 계승된 것도 老子  사상의 근간이 養生術이었던 것

과 한 련을 갖는다.
以上으로 요약되는 本稿의 검토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老

子 에는 神話的 世界觀과 理性的 世界觀이 混淆되어 있다. 따라서 老

子 를 지 까지 合理의 哲學으로 인식한 것은 정확한 악이 아니다. 
컨  5章 첫머리의 “天地不仁”은 명백히 ‘天人의 分’이라는 理性主

義를 담고 있지만, 같은 5章 中段에 한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듯이 

宇宙를 大宇宙의 축소 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히 呪術的 天人相關

說을 탈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道가 萬物을 낳았다는 핵

심  명제에서 더욱 그러하다. 老子 에 한 이런 논란의 원인은 종래

의 老子 硏究가 드리운 장막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때문인지도 모르

겠다. 우선 으로 해결할 문제는 老子 의 戰國末 成立說의 遺制를 청

산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련하여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本稿에서 다룬 老

子 의 養生術이 秦漢時代를 거쳐 道敎의 養生術로 이어졌다는 이다. 
종래 老子 는 形而上學的 哲學書로 이해되어 왔지만, 이러한 해석에 

커다란 향을 끼쳤던 王弼注는 사실 魏晋時代에 유행한 “以無爲本”의 
本體論에 입각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貴族 識 層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런 해석의 연장선에서 道家의 養生說을 고답 인 養心․養性으로 일  

규정해 온 것148)도 老子 에 한 오해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漢
代에 성립된 老子河上公注 가 養生術에 입각하여 老子 를 해석한 것

에 해 기존 연구자들이 漢代 醫學의 향이라 설명하거나149) 는 

148) 楠山春樹에 의하면 道家的 養生術은 心的 態度로서의 養生, 즉 寡欲, 精

神의 安靜, 그를 한 官能의 抑制 등을 가리키며, 그 象은 주로 帝王

君主라고 한다(同, 老子傳說の硏究 , 東京 創文社, 1979, p.21).

149) 蕭兵․葉舒憲, 老子的文化解讀 , p.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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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晋南北朝 末期 道敎側 人士에 의한 改補 결과일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150)은 그러한 종래의 오해를 답습한 때문으로도 단된다. 本論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老子 의 原型이자 核心이 養性보다는 養形을 지향한 
養生術이라 본다면 河上公注 의 養生的 해석은 老子 의 본질에 한 
漢代人들의 정확한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河上公注 의 

향을 받은 老子想爾注 가 後漢末 五斗米道에서 信徒敎化를 해 

사용한 老子注라는 饒宗頤의 주장151)을 수용한다면 老子 의 養生術과 
道敎의 養生術은 한 련성을 갖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150) 楠山春樹, ｢再論 河上公注の成立｣, 東方學 創立五十周年記念東方學論集 , 

東京 東方學 , 1997, p.541.

151) 上同, p.540.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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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ozi and Macrobiotic Hygiene

Lee, Sung Gu

Traditionally Laozi has been regarded as an exceptional case in 
philosophical school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since his 
achievements have been interpreted as metaphysics. This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dominant political science of that period that is 
the pursuit of learning for governance. As a result, the attempts to 
understand him as an author of distinguished writings in connection 
with contemporary philosophical schools and communal lives have 
been considerably ignored. However, most of Laozi scholars now 
recognize that it has been completed through the work of many 
hands. The facts that his works wer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hat there were many revisions on them can be 
an adequate reason to connect Laozi to scholarly groups. 

On this theoretical basis, the notion of the ‘Laozi group’ is 
assumed as a means to approach Laodan (老聃) and his community. 
Moreover,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name ‘Laodan’ 
is not a pronoun standing for longevity and authority for occult arts 
but a very suitable title for the leader of a Laozi community that 
concentrated on rules for healthy living. Furthermore it has been 
confirmed in this research that plural Laodans may be possible. Laozi 
was a representative of a community for macrobiotic regim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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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wn definite speculation of occult arts and conventions, rather 
than a consummator of transcendental philosophy. This kind of view 
of him makes it possible to see macrobiotic regimen, the archetype 
as well as core of Laozi, from the perspective of occult art, not 
from reasonableness. Furthermore, the substance of the Laozi community 
could also be identified indirectly through comparison with the ideas 
and mode of existence of Yangzhu School. 

In the thoughts of Lao‐Zhuang, Tao is defined as an ultimate 
and fundamental reality of the cosmos. However, the Tao of Laozi 
was a term formed in the course of occult arts of macrobiotic 
regimen, and it represented chaos with infinite vitality and energy 
before the creation of the cosmos. The Laozi regimen was an occult 
art aiming to fulfill each person’s body with that vitality and energy 
by making subjects return to and become united with chaos. More 
concretely, its goal was the achievement of virtue ‐that is, the spirit 
and energy of chaos earned by hypogastric or embryonic breathing. 
The acquirement of vitality through occult arts was considered as the 
master of Tao and as ensuring wholesomeness until death by 
exterminating evil spirits and perils. The macrobiotic regimen of Laozi 
was a very realistic one, which put much importance on the physical 
world, while that of Taoist hermits pointed to emancipation from 
this world.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mmunities was indirectly 
ascertained in Laozi’s narrative of ‘Journey to the West.’

An Occult macrobiotic regimen has been assumed to be more 
secular and realistic, and its individualistic conduct of life is entirely 
converted to the political theory of Laozi. Since Laozi were 
essentially philosophical writing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 
original and serious political thought in them. But the more fundamental 
reason is that Laozi aimed to establish rules for healthy liv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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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in Laozi presented as proof of despotism and obscurantist 
policy by some scholars in the past were in fact an appeal to 
idealistic and sincere human nature and a reflection of anti‐
civilization. The idea of Laozi had naturally been absorbed into 
techniques (術) of Shen Buhai (申不害), and this historical current 
was also closely connected with the fact that the root of thought of 
Laozi was grounded in the search for macrobiotic hygiene. 

Keywords: Guodian Laozi, macrobiotic hygiene, Taoist culture, 
Laodan, community for macrobiotic regimen, Dao, 
chaos, naivety, occult vital power, view of conducting 
life, techniques, Shen Buh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