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賈誼新書 에 나타난 새로운 제국

질서의 사상적 기초

－德 중심의 우주관과 윤리관－

이 연 승

【주제분류】 국고 사상

【주요어】가의, 가의신서 , 도, 덕, 육 .
【요약문】賈誼는 서한 文帝 시기의 뛰어난 문인이자, 당시의 내 , 외

 정치 문제에 해 리한 진단과 책을 제시했던 정론가다. 기존의 연

구에서 가의는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사상가라고 평가

되어 왔으며, 한 그의 사상은 醇儒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가를 심으로 

하면서 법가나 도가, 황로학 등 다양한 사상이 혼융된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가의가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면, 그의 사상 역

시 당시까지의 사상을 그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제국 질서의 구축에 합

당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가의의 작 

여부가 문제시되었던 가의신서 의 ｢道術｣․｢六術｣․｢道德說｣이라는 세 편

의 자료는 최근 출토문헌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체로 가의의 사상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본고는 이 세 편을 주요 자료로 하여 가의의 우주 과 

윤리 이 공히 德을 심으로 하고 있음을 논했으며, 六藝를 한 제국 지배

와 수성을 한 제도  사회 윤리의 근간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가의 사상의 성격이 ‘유가 ’이라고 이해되어 왔던 배경과 그 타당

성에 해서도 간략히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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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와 그 배경

賈誼(200-168 B.C.E.)는 한 文帝 시기의 문인이자 사상가다. 史

記  ｢屈原賈生列傳｣에서는 그를 불우하고 요 한 천재 인 문인의 이

미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굴원과 合傳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의

와 굴원의 공통 인 측면을 상기시킨다.1) 漢書  ｢賈誼傳｣은 사기

의 짧은 기술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사기 에는 없는 량의 자료를 

사용하여 식견이 뛰어나고 리한 단력을 갖춘 정론가의 면모를 부

각시키고 있다. 가의는 문제 시기 지식인 가운데 집 성된 작이 

존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가의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한 기 

제국의 질서 구축이나 황제 권력의 확립 과정, 그리고 지배 이념의 

유교화 등의 요한 문제들과도 맞닿은 작업이 된다. 이런 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계에서 아직 가의에 한 연구는 양 으로 그

리 많이 축 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2) 가의의 정치사상에 

한 연구나 그를 통해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상 는 확립하

고자 했던 사상가로 자리매김하는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으며,3) 한 

가의 사상의 충 , 복합 인 성격에 한 연구도 있었다.4) 

1) 컨  두 사람 모두 재기가 남달랐으며 충정어린 간언을 하다가 오히려 

사리사욕을 일삼는 소인배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군주의 신뢰를 잃고 역

경에 처하게 되었던 사실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가의의 ｢弔屈原賦｣ 역

시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고리 역할을 하 을 것이다.

2) 박미라 역, 신서 의 ｢해제｣ 끝 부분에서 국내 학계의 연구 상황을 간략

히 언 하고 있다. 

3) 김한규, ｢賈誼의 政治思想 :漢帝國 秩序確立의 思想史的 一過程｣, 1974: 

허부문, 과진론․치안책 의 ｢해제: 한 제국의 신질서 구상｣, 2004. 이 두 

에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들이 ‘한 제국의 질서’ 혹은 ‘제국의 

새로운 질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유가 ’이라는 용어를 덧붙이

지 않는 이유는 가의의 사상에 유가  요소 외에 법가 , 노장 , 황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리라 짐작된다. 

4) 김한규는 의 논문에서 가의 사상을 기본 으로 유가 이라고 규정하면

서 도가, 법가 등 여타 사상에 한 충을 지 하 다. 그러나 신서 에 

드러난 老子的 용어들은 당시의 황로학과는  무 한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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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일본의 연구는 상 으로 풍부한 편이지만 이미 간략하게

나마 연구사를 정리한 들이 있으므로,5)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에

서 말한 국내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와 련된 논  두 가지를 간략

히 추려보고자 한다. 첫째, 가의의 사상사  치 혹은 의의에 해

서는 앙집권과 일통을 옹호하는 정치  주장을 개진했다거나 유

가  입장에서 신문화주의를 제창했다는  등을 부각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앞에서 말했듯이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평가와 다르지 않다. 가의가 활약했던 시  상황6)을 고려한다면,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구축하고자 했던 인물이라는 

사상사에서의 자리매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의 사상의 

성격에 한 논의는 꾸 히 이루어져 왔고 지 도 계속되고 있다. 
체 으로 일치하는 평가는 가의를 醇儒로 볼 수 없다는 것과, 유가를 

심으로 하면서 법가나 도가를 비롯한 여러 사상들을 흡수, 충했

다는 것이다.7) 물론 외 으로 內法外儒, 혹은 陽儒陰法이라 하여 

하 다. 정일동 역시 ｢賈誼의 治安策一 ｣라는 논문에서 가의의 기본  

사상이 유가에서 도출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법가 , 도가 , 음양가  요

소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고 하 다. 

5) 국의 경우, 熊永祥, ｢論歷代賈誼硏究的分期｣( 求索 , 2007.9)라는 짤막한 

연구사 정리가 있고, 그밖에도 王 國의 賈誼評傳 의 제10장에서 가의에 

한 역  평가를 정리하 다. 일본의 경우는 따로 연구사를 정리한 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芳賀良信의 禮と法の間隙―前漢政治思想硏究 , 8-15

쪽에 걸쳐 신서 의 진  문제와 학  경항에 한 논의를 축으로 기

존 연구에서 가의에 한 평가를 요령있게 잘 다루었다. 최근 廣島大學 

박사학  논문인 工藤卓司의 ｢ 賈誼新書 の硏究｣의 序章에서도 가의 사

상의 성격 규정에 한 선행 연구자들의 업 을 정리하고 있다. 

6) 가의는 18세의 나이에 李斯의 제자 던 吳公의 에 띄어 그 문하에 들

어갔던 기원  183년은 여 히 여후가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 고, 22세 

오공의 추천으로 長安에서 博士를 역임하게 되었던 기원  179년은 바로 

몇몇 유씨의 제후왕과 훈구 공신들의 쿠테타가 성공하여 당시 代國의 제

후왕이었던 劉恒이 문제에 오른 해 다.

7) 田中麻纱巳는 两漢思想の研究 第5章 ｢道家思想｣에서 가의의 ｢鵩鳥賦｣에 

나타나는 사상이 장자 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지 하 다. 266-280쪽. 

이와 련하여, 武內義雄은 가의가 실제  행 의 표 으로는 략 유가

의 가르침을 계승했던 것 같지만 내면 으로 마음을 논할 때는 도가설을 

채용했던 것 같다고 했다. 武內義雄 , 이동희 역, 국사상사 ,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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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가 사상에 더 비 을 두는 경우도 있고,8) 가의 사상의 근간

에는 황로 인 道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9) 

가의의 사상사 인 의미가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상, 구축하

고자 했던 에 있다는 첫 번째 지 과, 가의의 사상에는 다양한 사

상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유가 사상이 심을 이루고 있다는 두 번째 

지 을 종합한다면, 가의는 한 제국을 유가 으로 질서지우고자 했다

고 말할 수 있으며, 가의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의도를 반 하고 있

을 것이다. 가의가 개진했던 제국을 한 정책들이 유가  제국 질서

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그의 사상에 다양한 사상  

요소들이 섞여 있다고 해도 이 천지간의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의 

윤리에 한 사고의 근간에 역시 유가  사유가 반 되어 있을 것이

다. 그런데 기존의 가의 연구는 주로 그의 정치사상, 컨  치주의, 
민본주의를 비롯하여 그의 구체 인 정책들에 집 되어 왔으며, 이러

한 것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  기 에 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

다. 드물게 논의될 경우에도 주로 신서 10) 의 ｢道術｣․｢六術｣․｢道

쪽 :金谷治는 공 인 정치, 사회의 역에서는 유가사상이, 개인생활의 분

야에서는 도가사상이 각각 요한 지 를 차지한다고 하며 두 사상이 

첩되어 있다고 하 다. ｢賈誼の賦について｣, 秦漢思想史硏究 , 583쪽. 도

가와 법가 외에, 일 이 주희는 가의 사상의 종횡가  측면을 지 하

고, 정일동은 가의가 토덕설을 주장했던 을 들어 음양가 인 요소도 흡

수했다고 말했다. 宋史  ｢藝文志｣는 가의의 신서 를 雜家로 나열하

다. 국 후기 이래, 특히 진한 시기를 통해서 볼 때 六家든 九家든 그 

어떤 사상의 이념  형태를 상정하고서 단한다면, 그 어떤 하나로 귀속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 후기 이후의 사상가들은 엄

한 의미에서 보자면 모두 잡가일 수밖에 없다. 

8) 王 國은 侯外廬의 “內法外儒”라는 평가와 張純․王曉波의 “陽儒陰法”이

라는 평가가 賈誼만에 한 것이 아니라 한  반에 걸친 지 이었지만 

그들의 맥락에서 보자면 가의에게 역시 용된다고 하 다. 

9) 工藤卓司는 賈誼新書 の硏究 에서 가의의 제후왕 책, 흉노정책, 화폐

정책 등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종종 術로서 인식되었음을 

밝힌 후, 그런 다양한 術들의 근간에는 道의 사상이 있음을 주로 ｢道術篇｣

의 논리를 가지고 입증하고 있다. 

10) 가의신서 라는 서명은 가의 라는 책을 劉向이 교정했다는 뜻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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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說｣ 이 세 편의 문장과 ｢복조부｣ 등에 근거하여 가의의 우주  혹

은 자연 을 도가 , 혹은 황로 이라고 말해왔다.11) 필자는 여기에

서 ‘유가 ’이라거나 ‘도가 ’ 혹은 ‘황로 ’이라는 용어를 새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국의 질서와 그 사상  기

를 굳이 “유가 ”이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먼  생각

해야 할 것은 가의가 文帝 시기에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제

국의 질서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 으며, 그 게 하기 한 사상  

토 를 새로이 구축했으리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가의가 구상

했던 한 제국의 새로운 질서와 이에 의한 새로운 제국의 청사진의 

바탕에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사상  토 가 있어야 마땅하다. 가의

마치 유향이 교정한 이후 荀子新書 나 列子新書 라고 불렸던 것과 같은 

경우이겠으나, 후 에 일반 으로 신서 라고 불리므로 이후로 필자 역시 

신서 라는 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漢書  ｢藝文志｣에는 儒家 類에 

“賈誼五十八篇”, 詩賦家에 “賈誼賦七篇”이라고 되어 있고, 隋書  ｢經籍志｣

에는 “賈子十卷”, 唐書  ｢經籍志｣에는 “賈子九卷”, 新唐書  ｢藝文志｣

에는 “賈誼新書十卷” 등으로 되어 있다. 

11) 徐復觀은 ｢도술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의가 도가의 道와 虛 개념을 

받아들이고,  虛를 군주가 운용하는 통치술의 근간으로 삼는 법가  사

유를 받아들 지만 術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가사상에 안착했다고 지

하 다. ｢육술｣과 ｢도덕설｣ 두 편에 나타나는 道와 德에 해서는 노

자 와 장자 의 사상을 수용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 하 다. ｢賈誼思想

的再發見｣, 兩漢思想史 (卷二), 153-170쪽, 1976. 徐復觀의 가의 연구는 

국어권에서 상당히 지속 인 향을 끼쳐왔던 것 같다. :蔡廷吉의 賈

誼硏究 에서는 ｢賈誼之哲學思想｣이라는 제목의 제5장 제1 에서 이 세 

편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도 가의의 사상이 儒道 혼합이라고 하면서 

노자의 형이상학 등을 운용하면서도 유가사상에 안착하 다고 말했다. 

126쪽 :王 國은 이 세 편 가운데 특히 ｢도덕설｣에 나타나는 도와 덕의 

념을 들어 가의의 道無德有의 宇宙生成 모식은 노자의 從無到有 모식

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하 다. 가의평 , 215쪽 :內山俊彦은 신서  
가운데 자연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편목은 이 세 편이라고 하

다. ｢賈誼と 新書 ｣, 中國古代思想史における自然認識 , 253쪽 :宇野

茂彦은 가의의 시 를 황로사상의 세계 이 유행하던 시 라고 하면서 이 

세 편은 그러한 시 사조 속에서 가의가 자신의 사상을 조 하고자 시도

했던 결과로서 흥미롭다고 하 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세 편이 신서 의 

다른 부분과는 좀 다른 성격의 문장이라고 하 다. 즉, 명언하지는 않았

지만 그도 이 세 편은 황로  성격이 짙은 문장이라고 악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논문186

는 당시까지의 다양한 사상들을 그  반복하지만은 않았고, 이를 선

택 으로 흡수하면서 그가 제시했던 제국의 신질서와 상응하는 사상

 토 를 구성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주 과 윤리 이라는 두 

범주를 검토함으로써 가의가 새로이 구성한 사상  토 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한다. 우주 은 그 사상  토 를 이루는 요한 요소이며, 
이 천지간에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므로, 자연히 

이 우주 의 성격과 인간 사회의 규범과 련되는 윤리 의 성격은 

상호 무 할 수 없다. 물론 가의는 으로 우주의 생성이나 구조에 

해 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세계의 근원이나 그 형성의 이치를 

논하는 내용을 우주 이라고 하고, 제국의 질서가 어떤 원리나 규범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논하는 내용을 윤리 이라고 부르려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의가 제공했던 제국의 새로운 질서와 가의의 우주 과 

윤리  등의 사상  기 를 일 , 통일 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 필자의 근본 인 문제의식이며, 본고는 바로 이를 규명하

기 한 시도다. 나아가 그 일 성을 ‘유가 ’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되어온 이유에 하여 이 의 마무리 부분에서 그에 

한 간략한 이야기를 꺼내볼 것이다. 이 의 가장 핵심 인 자료는 

역시 신서 의 ｢道術｣․｢六術｣․｢道德說｣ 세 편이기 때문에, 먼  이 

세 편에 한 문제를 다음 장에서 간략히 다루어보겠다. 

Ⅱ. ｢道術｣․｢六術｣․｢道德說｣ 세 편에 관하여 

신서 는 오랫동안 서 의에 시달려 왔으며 거기에는 그만한 이

유들이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간단히 언 하고자 한다. 한서  ｢가
의 ｣은 가의신서 와 첩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에 있는 내용만을 가의의 작으로 여기고 그 나머지의 신

서  부분은 후인의 찬입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엄격한 태도를 견

지하는 이들은 ｢가의 ｣과 첩되는 자료만을 가의 연구에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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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 다. 그러나 余嘉錫이 신서 가 한서 (｢가의 ｣)를 보고 쓴 것

이 아니라 거꾸로 한서 가 신서 를 보고 쓴 것이라는 요한 결론

을 도출한 후, 이를 이어 魏建功․陰法魯․吳竞存․孫欽善 등의 학자

들이 발표했던 신서  진  문제에 한 더욱 상세한 논변의 덕분에 

이제 신서 의 모든 자료를 가의 사상 연구에 사용하는 데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12) 그간 의심의 이 되었던 것은 신서 의 

내용 가운데 한서 와 첩되지 않는 부분, 그 에서도 한서 에 

 언 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13) 그 가운데 ｢道術｣․｢六術｣․｢道德

說｣ 세 편이 특히 의심의 이 되었던 이유는 이들이 가의의 철학  
이론을 다루는 데에 핵심을 이루는 자료일 뿐 아니라, ｢육술｣․｢도덕

설｣ 두 편에는 六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 세계와 인간 사회의 규율을 

설명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기 와 한서 에 기재된 

가의의 숫자 五를 바탕으로 하는 토덕설의 개제 주장과 어 나기 때

문이다. 한서  ｢가의 ｣의 贊에서도 “漢朝는 土德이므로, 색은 黃色

을 숭상하고 수는 五를 사용하여” 제도를 개정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특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편은 특히 가의의 작이 아닌 후인의 

찬입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 다.14) 설령 가의 자신의 사고를 담

은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가의가 조정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秦朝의 어사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曆法에 정통했

던 張蒼에게 수학했던 향이라고 이해해왔다. 다시 말하면 장창은 

한 에도 여 히 10월을 歲首로 삼았던 것을 고치지 않았으며, 한조 

역시 오덕의 운행법칙에 의하면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水德에 해당한

12) 신서 의 진  논변 과정에 해서는 王 國의 賈誼評傳 , 43-54쪽에 그

간의 문제 과 이 문제 해결에 결정  공헌을 했던 학자들의 연구를 잘 

정리하고 있다. 

13) 工藤卓司는 가의신서 를 사기 ․ 한서 와 비교하여, 두 사서에  언

되지 않는 내용으로 ｢春秋｣․｢耳痺｣․｢ 讓｣․｢勸學｣․｢道術｣․｢六術｣․｢道

德說｣․｢大政上｣․｢大政下｣․｢修政語上｣․｢修政語下｣편을 나열하고 있다. 

｢賈誼と 賈誼新書 ｣, 東洋古典學硏究  第16集, 2003, 171쪽.

14) 弓巾 和顺（ゆはず かずより), ｢賈誼 新書 の成立をめぐる問題點｣, 名古

屋大学文学部研究論集 (哲学), 35,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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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으므로 색은 흑색을, 숫자는 6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

문이다. 이 게 본다면, 가의는 본래 한조의 수덕설을 주장했었는데 

후에 토덕설로 주장을 바꾸었다는 것이며, 세 편 에서 특히 ｢육

술｣․｢도덕설｣ 두 편은 토덕설로 주장을 바꾸기 이 의 작이 된다.15)

이 세 편의 사료  가치를 제고하게 된 것은 1973년 마왕퇴 백서 

가운데 ｢五行篇｣이 정리되기 시작한 후의 일이다.16) 백서 ｢오행편｣을 

최 로 정리했던 龐朴은 이 문헌에서 언 하는 五行이 순자  ｢非十

二子｣에서 “子思가 제창하고 孟軻가 호응했다”고 했던 소  思孟五行

說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신서  ｢육술｣편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음을 지 하 다. 사맹오행설에 해서는 논란이 거듭되다가 1993
년 곽 에서 죽간 ｢오행편｣이 출토되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맹학 의 실체 여부에 한 논란,  자사와 맹자의 

주장은 일치하는 것인지, 이것이 ｢비십이자｣편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오

행설인지에 한 논란 등은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백서 ｢오행편｣ 

 곽 에서 출토된 ｢오행｣, ｢육덕｣ 등의 죽간본과 신서 와의 연

성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신서  ｢육술｣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 이 있다. 

15) 박미라 역 신서 에도 역시 <육술>, <도덕설> 두 편의 작 시기에 

해서는 가의가 장창에게 수학하던 시 , 략 기원  180년 즈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신서 의 교주본이나 어 번역본에 거의 공통된 설명

이다. 를 들면, 王淵明, 徐超의 교주본인 賈誼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96), 李爾鋼 역주본 新書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8), 閻振益, 鐘夏의 

교주본인 新書校注 (中華書局, 2000), 세 책 모두 와 같은 설명을 싣고 

있다. 饒東原 注譯, 黃沛榮 校閱, 新書讀本 (三民書局, 1998)에는 구체

인 시기를 언 하지는 않았지만 秦朝의 수덕설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 다. 

16) 마왕퇴와 곽 의 출토 자료로 인하여 가의와 그의 사상에 하여 새로운 

이해를 개진할 가능성에 해서는 다른 에서 좀 더 상세히 고찰하고자 

하며, 이 에서는 간단하게 요 만 지 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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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인․의․ ․지․성이라는 행이 있다. 이 다섯 가지 행

이 조화되면 즐거움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면 여섯 가지가 되는 

셈이니, 이를 일러 육행이라고 한다.17) 

이 문장 가운데 “仁․義․禮․智․聖”이라는 부분은 청  건륭기의 

학자 盧文弨의 교정을 거친 이후 “仁․義․禮․智․信”으로 바 었

다. 노문 는 역 의 거의 모든 본을 상세히 비교하여 교정 작업을 

했으므로, 그 후의 본이나 교주, 역주본은 부분 노문 의 본을 

따르고 있다. 후 의 연구자들은 仁․義․禮․智․信의 五常에 익숙

하고,  聖이란 여타의 仁․義․禮․智와는 다른 단계에 속하는 덕

목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인지 노문 의 교감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고 그 로 따랐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의 교주

본과 역주본은 외 없이 “仁․義․禮․智․信”으로 되어 있지만18) 
노문  이 의 본, 즉 명 의 漢魏叢書 에 실린 程榮의 校本에는 

본래의 “仁․義․禮․智․聖”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데 바로 이 仁․義․禮․智․聖이 오행이라 불리면서 백서 ｢오행편｣

에 등장한다. 

인이 내면에서 형성되면 그것을 덕의 행이라고 하고 내면에서 형성

되지 않으면 행이라고 한다. 지가 내면에서 형성되면 그것을 덕의 행

이라고 하고 내면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행이라고 한다. 의가 내면에서 

형성되면 그것을 덕의 행이라고 하고 내면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행이

라고 한다. 가 내면에서 형성되면 그것을 덕의 행이라고 하고 내면

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행이라고 한다. 성이 내면에서 형성되면 그것을 

덕의 행이라고 하고 내면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행이라고 한다. 덕의 

행 다섯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덕이라고 하고,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선이라고 한다. 선은 인도요, 덕은 천도다. [경 1]19)

17) “人有仁義禮智聖之行. 行和則 , 則六,此之 六行.” 新書校注 , 316

쪽. 번역은 박미라 역 신서 를 참조하 다. 331쪽. 앞으로 신서 인용은 

이 두 책을 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 程榮本을 참고한다. 

18) 앞의 주해 15번에 나열한 모든 책에 “仁義禮智信”으로 되어 있다.

19) “仁形於内, 之德之行,不形於内, 之行. 智形於内, 之德之行,不形於内, 之

行. 義形於内, 之德之行,不形於内, 之行. 禮形於内, 之德之行,不形於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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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경 18]에는 “……오행이 조화를 이루는 바, 조화를 이루면 

즐겁게 되고, 즐거우면 덕이 있게 된다.……”20)라는 표 이 있으므로, 
앞에서 인용했던 ｢육술｣편과 유사한 사고방식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

다면, ｢육술｣편에 나타난 오행과 육행의 내용은 분명 일부 유가들

이 공유하던 사고방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백서 ｢오

행｣편이라는 문헌에 담긴 사고의 시 에 하여 그간 불일치의 격차

가 컸지만, 곽 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죽간본 ｢오행｣이 출토되면서 

이 시기는 체로 기원  300년을 후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

었다. 더구나 곽 에서는 ｢六德｣이라는  다른 儒簡이 출토되었는데, 
그 안에는 ‘六德’ 외에도 ‘六職’․‘六位’ 등의 개념이 나타나므로, 선

진 시기의 유가 사상 가운데 숫자 六을 인간 사회의 조직 원리로 삼

는 일련의 이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헌이 발견되

기 까지는 토덕설을 주장했던 가의가  다시 숫자 六을 가지고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의 규율을 논하는 것이 모순 이고, 나아가 유

가 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출토 문

헌들로 인하여 신서   세 편의 사료  가치나 성격에 해서 새

로운 이해를 개진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으며, 나아가 가의가 기

존의 유가 사상을 어떻게 계승하고  새로이 변화시키고 있는지 고

찰해볼 수 있게 되었다.21)

之行. 聖形於内, 之德之行,不形於内, 之行. 德之行五和, 之德,四行和, 之

善. 善,人道也. 德,天道也.[經 1]” 龐朴, 帛書五行篇硏究 , 44쪽. 이 책의 교

주는  문자로 모두 바꾸어 정리하고 있다. 재 

http://www.bamboosilk.org/ 에 문이 실려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馬王

出土文獻譯注叢書로서 齋木哲郞, 五行․九州․明君․德性 (東方書店, 2007)

이 출간되었다. 이 에서 백서 ｢오행｣편의 인용은 이런 자료들과 비교하

면서 龐朴의 책을 인용하겠다. 

20) “五行之所和, 和則樂, 樂則有德.” [經 18] 본래 이 목은 탈자 는데, 龐

朴은 [경 19]  그가 이어서 정리했던 백서 노자 갑본의 뒤에 있었던 古

佚書 ｢聖德｣의 한 목에 근거하여 이같이 보충하 다. 후에 郭店의 죽간

본 ｢오행｣편이 출토되자 이 게 보충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21) 龐朴이 이 문제를 간략히 언 한 이후, 龐氏에 한 비  논의를 개

했던 일본의 池田知久 역시 어도 백서 ｢오행｣편과 가의 사상의 계에 

해서만은 련이 있다는 을 정하 다. 비교  최근 일본의 城山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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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덕 중심의 우주관 : 신서 세 편에 나타난 도와 덕

세 편  ｢道術｣편의 뜻은 道와 術이 아니라 道의 術이다. 그런데 

道를 언 하는 문장은 그리 많지 않다. ｢道德說｣편의 뜻은 도와 덕에 

한 논설이지만 역시 주로 덕에 하여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는 

단지 덕의 여섯 가지 원리(六理)  하나이며,  덕의 여섯 가지 미

덕(六美)  하나일 뿐이다. 신서 에 ‘도’는 략 250번 정도, ‘덕’은 

약 150번 정도 나오는데,22) 그 부분이 ｢도술｣․｢육술｣․｢도덕설｣ 

세 편에 주로 나타나며, 이 장에서 언 할 내용 역시 이 세 편에 나

타난 도와 덕에 집 되어 있다. 

1. 우주 본체로서의 도

王 國은 가의가 말하는 도를 크게 통치방법, 인식방법, 우주본체, 
사물 발 의 규율, 윤리도덕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23) 그

러나 그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道라는 자가 본

래 ‘길’을 뜻하므로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의의 道 역시 方法, 道理, 正道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에도 특히 治道, 治術과 련된 용례가 많다. 그러나 본 

宣(しろやま たかのぶ)가 ｢賈誼 新書 の成立｣, ｢賈誼 新書 成立說に關

する史料批判的硏究｣등의 논문에서 출토문헌을 고려하면서 신서 라는 

서명  자, 편자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그는 ｢오행｣과 ｢육덕｣ 편 등

에 나타난 사상의 흔 이 長沙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타난 이 없다는 

을 들어, ｢육술｣과 ｢도덕설｣ 두 편은 장사를 심으로 하는 남방 지역

의 佚書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합할 것이다, 발굴된 출토문헌만을 가지고 국 후기 이

래 한 기까지의 사상사에 한 일반  추론을 하는 것은 험한 일

이며, 섣불리 향 계  어떤 사상의 지역성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2) 道는 신서 에 총 265번 나오는데 나 街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제외

하면 약 250번이 되며, 덕은 157번 나오는데 다른 서 에서의 인용을 제

외하면 약 150번 정도가 된다. 

23) 王 國, 賈誼評傳 , 20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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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주의 본체이라는 의미의 道로서, 이 세계의 

근원과 형성  인류 사회의 정치, 윤리 등을 논할 때 우주의 본체인 

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설｣에서 덕의 육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道는 형체가 없고, 평

정하고 조화로우면서도 신묘하다”라는 목과 “덕은 무에서 출발하여 

유로 변화해간다”라는 목이 있다.24) 아울러 六美(道․仁․義․忠․

信․密) 가운데 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물이 이끌어 시작하게 하는 것을 도라고 하며, 사물이 얻어서 생

겨난 것을 덕이라 한다. 덕이 있는 것은 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는 덕의 근본이다”라고 한다. 덕이 만물을 낳고  만물

을 기르니 만물은 편안하고 이롭다.25) 

이상 인용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는 덕의 근원임과 동시에 

만물의 근원이며, 동시에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은 도가 아니라 덕이

다. 도와 덕에 하여 무와 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목에서 곧 

노자 의 우주론을 상기하게 되며, 일 이 徐復觀은 가의의 도와 덕은 

모두 노자 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도와 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6) 그는 노자  51장의 “道生之, 德畜之”를 인용하면서, 
도와 덕은 동질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가의의 도

와 덕에 한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 첫째, 가의가 노자  51장의 내

용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가의의 

道가 분명 만물의 근원이자 덕의 근원이지만, 만물을 낳고(生) 기르는

(畜) 것은 도가 아니라 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본체로서의 도

는 무(無) 혹은 무형이라는 이 강조되며 거울(鏡), 울 (衡) 등 허

정(虛靜)이라는 성격이 부각되는 것이다. 둘째, 가의는 거울처럼 사물

24) “道 無形,平和而神”, “德 ,離無而之有”, 각각 ｢道德說｣ 新書校注 , 325

쪽과 326쪽.

25) “物所道始 之道, 所得以生 之德. 德之有也, 以道爲本. 故曰, 道 德之本

也. 德生物,又養物,則物安利矣.” ｢道德說｣ 新書校注  327쪽. 

26) ｢賈誼思想的再發見｣, 兩漢思想史 (卷二),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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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있는 그 로 비춰 주는 도의 특성을 강조한 반면, 덕은 젖어 들면 

기름기가 엉기듯 탁해져서 형체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설명으로 미

루어보면27) 동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자의 질 인 차이가 강

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덕에 한 내용을 통해 오히려 도의 성격을 

악할 수 있으니, 덕의 육리 가운데 덕을 설명한 목을 살펴보자. 

덕은 변화를 일으켜 만물로 하여  이치를 갖추게 하는 근원이며,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것은 도의 모습이다. 도가 엉겨서 덕이 되고, 그 

신묘함이 덕에 실린다. 덕은 도의 택이 드러난 것이다. 도가 비록 

신묘하다고 해도 반드시 덕에 실려야 그 모습이 그 의탁하는 바가 있

게 되며, 그리하여 변화를 발동시켜 변화하게 된다.28) 

정확한 의미를 악하기는 어렵지만 체 인 내용을 미루어보면, 
도는 천지만물의 본체이긴 하지만, 덕의 단계를 거쳐야 이 무의 상태

에서 유의 세계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는 덕의 역

량을 통해서 비로소 이 부단히 변화하는 세계와 어떤 계를 맺고 

소통하게 된다. 도는 능동  역량이 결여된 본체일 뿐이라는 사실은 

｢도덕설｣에서 육리의 각각에 해 설명하는 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즉, 육리 각각에 한 설명의 제일 끝 문장에는 “그러므로 ‥을 

A라고 한다. A는 ‥을 낳으며, 이로써 ‥에 통한다.”라는 문구가 반

복되는데(A의 자리에 각각 德․性․神․明․命이 들어감), 오로지 

‘도’에 해서만은 도가 무엇인가를 낳는다는 표 이 없다.29) 필자가 

27) “澤 鑑也, 之道. 腒如竊膏 之德.” ｢道德說｣ 新書校注 , 324쪽 :“澤

鑑也, 鑑以道之神,模貫物形,通達空竅,奉一出入爲先,故 之鑑.” ｢道德說｣ 新

書校注 , 325쪽 :“德 ,離無而之有,故潤則腒然濁而始形矣, 故六理發焉.” ｢道

德說｣ 新書校注 , 326쪽. 

28) “德 ,變及物理之所出也,未變 道之 也. 道氷而爲德,神載於德. 德 ,道之澤

也. 道雖神, 必載於德,而 乃有所因,以發動變化而爲變.” ｢道德說｣ 新書校注

, 326쪽. 주해에서 이 문장에서 은 容(모습), 因은 依據라고 풀이하 다.

29) 德∶“故曰, 如膏 之德. 德生理,通之以六德之華離狀.”性∶“故曰,潤厚而膠

之性. 性生氣,通之以曉.”神∶“故曰,康若濼流 之神. 神生變,通之以化.”  明∶

“故曰,光輝 之明. 明生識,通之以知.”命∶“故曰,礐 之命. 命生形,通之以

定.” 다만 道에 한 부분만 다음과 같이 문형이 다르다. 道：“故曰,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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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이는 우연이 아니라 도는 무언가를 낳거나 기르는 작용이 없

다는 가의의 일 된 견해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도의 

념은 ｢도술｣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란 그에 따라 만물을 하는 바이니, 그 근본을 허라 하고, 그 말

단을 술이라 한다. 허는 정미하다는 것이니, 평범하고 소박하여 아무

것도 덧붙이지 않은 상태다. 술이란 그에 따라 사물을 제어하는 것이

며, 동정의 도리다. 이러한 것이 모두 도이다.30) 

｢도술｣편은 첫 목에서 와 같이 도의 본말을 언 한 것에 이어 

“虛가 사물을 하는 방식”과 “術이 사물을 하는 방식”을 설명한 

후, “선의 본질(善之體)”로서 56가지의 성격을 나열하고서 이 모든 

것이 바로 道라고 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역시 道는 

직  사물을 할 수 없고 다만 사물을 하게 되는 본체 혹은 근원

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虛나 術의 물 방

식을 논하고 있을 뿐, 道의 물 방식에 한 언 은 없다. ｢도술｣편

은 주로 군주의 치술에 하여 논하는 것으로, ｢육술｣․｢도덕설｣편과

는 조  성격이 다르고, 술 시기도 양회왕 태부 시기로 알려져 왔

다. 하지만 와 같은 도의 념에는 ｢도덕설｣편의 도와 일맥상통하

는 바가 있으며, 분명 도가의 도 개념으로부터 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덕설｣편의 도가 주로 우주만물의 궁극 인 근원이라면, 
｢도술｣편의 도는 치술의 궁극 인 근원이다. 그러나 가의는 도를 본

체로서 인 근원처에 치지우고 있으며, 양자 모두 이 세계에 

직  어떤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며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도가 아니라 덕이다. 바

로 여기에서 가의의 독창 인 사고가 드러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鑑也. 生空竅,通之以道.” 新书校注 , 第325-327쪽.

30) “道 ,所從接物也. 其本 之虛,其末 之術. 虛 , 其精微也,平素而無設施

也. 術也 ,所從制物也,動靜之數也. 凡此皆道也.” ｢道術｣ 新書校注 ,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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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지만물을 낳고 기르는 덕 

｢도덕설｣의 첫 목은 德(a)에는 육리가 있는데, 그것은 道․德(b)․
性․神․明․命이라는 말로 시작한다.31) 덕에는 여섯 가지 원리가 있

다고 한 뒤에 나열한 육리 에  덕이 있다는 사실은 덕 개념에 

두 가지 층차가 있음을 알려 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에 한 설명

은 발견할 수 없다. 덕(b)에 한 설명 가운데 “덕은 무에서 출발하

여 유로 변해간다. 젖어들면 기름기가 엉기듯 탁해져서 형체를 형성

하기 시작하므로 육리가 발동된다”32)고 한 목은, 무형의 道가 덕

(b)의 단계에서 비로소 유형의 상태가 되고, 그리하여 덕(a)의 육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도에서 덕으로의 변화 과정에 하여 “엉겨

서 덕이 된다”거나 “(도가) 덕에 실린다”는 표 은 있지만 어떻게 그

게 된다는 것인지, 로 된다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

다. 덕에 두 층차가 나타나는 상은 앞에서 보았던 ｢오행｣편 역시 

마찬가지다. 池田知久는 2 에서 인용했던 [경 1]의 마지막 부분인 

“德(c)之行五和, 之德(d)”이라는 표 에 하여, 德(c)는 선천 으로 

사람에게 부여된 다섯 가지 덕(＝仁․知․義․禮․聖)이고, 德(d)는 

다섯 가지 덕이 조화와 통일을 이룬 후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 하

다.33) 林克 역시 자가 단순한 무 자연의 덕이라면, 후자는 유가  

수양 공부를 거쳐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드러나는 선천 이고 자

연 인 덕이라고 하 다.34) 그러나 가의의 작에서는 두 가지 덕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설명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오행｣편에서 나타나는 덕에 한 념으로 미루어볼 

때, 국 후기에는 덕을 최고의 경지로 여기는 사상의 흐름이 있었

으며 가의 역시 그러한 사조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31) “德有六理, 何 六理？ 曰, 道․德․性․神․明․命, 此六 ,德之理也.” ｢道

德說｣ 新書校注  324쪽. 

32) “德 ,離無而之有,故潤則腒然濁而始形矣, 故六理發焉.” ｢道德說｣ 新書校注 , 

326쪽. 

33) 池田知久, 馬王 漢墓帛書五行篇研究 ,[經 1]의 주해 19, 167쪽.

34) 林克, ｢五行と 六行 ｣,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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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후기의 일부 유자들이 덕을 매우 시했다는 것은 백서 ｢오행｣

과 ｢덕행｣, 죽간 ｢육덕｣ 등의 문헌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백서본 노자 의 편차가 德經 이후에 道經이 놓 다는 것과 한

비자  ｢유로｣ ｢해로｣편의 순서 역시 덕경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사마천이 “그 요 은 반드시 인의와 근검 약  군신, 상하, 육친 

사이의 일에 귀착된다”고 평했던 鄒衍도 오덕의 轉移로써 왕조의 교

체 원리를 논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국 후기 이래의 사상

계에는 도보다 덕에 더 심을 기울이고 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35) 林克은 이를 가리켜 ‘도가 인 도에 한 유가 인 덕

의 우 ’가 국 후기에 보편 인 상이었다고 했는데,36) 다소 지나

친 일반화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상사의 에서 보자면 경청하여 

앞으로 주의해볼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한 가의가 말하는 덕은 

도가의 최고개념인 도를 유가 으로 표 한 것이라는 그의 의견37)도 

역시 타당성은 있지만, 그 다고 가의가 도가에 하여 조 이라도 배

타 인 태도를 가졌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을 지 하고 싶다. 

가의의 사상 체계가 도가 아닌 덕을 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의가 六美를 설명하는 목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덕에는 육미가 있다. 무엇을 육미라고 하는가? 도가 있고, 인이 있

고, 의가 있고, 충이 있고, 신이 있고, 이 있다. 이 여섯 가지가 덕의 

아름다움이다. 도는 덕의 근본이고, 인은 덕이 드러난 것이고, 의는 덕

의 원리이고, 충실함(忠)은 덕이 두터운 것이고, 일정함(信)은 덕이 견

고한 것이고 친 함(密)은 덕이 높은 것이다. 육리와 육미는 덕이 이

에 말미암아 음양과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낳는 법칙이자, 본래 덕으

로부터 생성된 만물이 본받는 바이다.38)

35) 上同, 95쪽.

36) 上同.

37) 上同.

38) “德有六美,何 六美? 有道 有仁,有義,有忠,有信,有密,此六 德之美也. 道

德之本也,仁 德之出也,義 德之理也,忠 德之厚也,信 德之固也,密 德之

高也. 六理六美, 德之所以生陰陽天地人 萬物也,固爲所生 法也.” ｢道德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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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이 문장에서의 덕은 “德有六理”에서의 덕과 마찬가지로 ‘덕
(a)’일 것이며, 육리 역시 덕(b)을 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육리 

에는  덕(a)가 있다. 인용문의 후반부의 은 육리와 육미라는 것

이 덕이 천지 만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근거해야 하는 바이며, 그리

하여 생성된 만물이 본받아야 할 법칙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음양과 천지,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우주의 만물을 낳는 것은 

덕이며, 만물은 덕으로부터 생성된다고 뚜렷이 밝히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덕을 도와 련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의는 이 

우주의 궁극  근원을 도라고 했지만, 그 도는 무형의 본체로서,  

높고 깊은 근원처에 존재할 따름이며, 실제로 이 천지만물과 인간 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덕이다. 덕을 통하여 도는 

비로소 이 세계에 참여하고 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덕(a) 자체에 해 악할 수 있는 해설  서술이 

 없고, 더구나 덕(b)에 한 설명에도 이치를 낳는다(德生理)는 

표 이 있어서, 양자 사이의 구분은 더욱 모호하다. 다소 과감하게 

추정하자면, 필자는 가의의 덕(a)가 형식 으로 요청된 최고원리의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의는 이 우주의 본체인 도를 인 

근원에 치지우고 있지만 이 실 세계, 다시 말하면 인문  질서를 

주재하는 최고원리의 지 는 덕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생각은 政事에 련된 언 에도 반 되어 있다. 를 들면, 
“신이 듣기로는 강한 자는 지략을 다투고, 왕은 의로움을 다투며, 제

는 덕을 다툰다고 합니다”39)라는 구 에서 덕은 帝와 짝하는 최고의 

경지다. 그밖에도 “천자가 옛 성인의 덕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를 다

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알지 못하며, 의의 올바름을 살피

지 못하고……”40)라는 구 이나, “옛 성제(聖帝)의 덕을 잇고, 백성들

新書校注 , 325쪽. 

39) “臣聞彊國戰智,王 戰義,帝 戰德.” ｢匈奴｣ 新書校注 , 135쪽. 교주본에는 

‘彊’이 ‘伯’으로 되어 있으며, 본래는 ‘彌’라고 되어 있던 것을 文中子 를 

참고하고, 李(空同)本에 의거하여 고친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程榮本을 

포함하여 彊이라고 되어 있는 본이 많으므로 彊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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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르는 도리와 의의 올바름과 사물에 응하는 이치 등에 하

여 조언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는다”41)는 구 에서의 순서나 내용을 

보아도 가의에게 덕은 도보다 우선 이고 더 높은 지 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가의는 덕을 최고원리로 하는 우주 을 바탕으로 이 자연

세계와 인문세계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文帝 당시의 학이자, 다

수의 훈구공신들에게 익숙했던 황로사상의 색채를 떨쳐버릴 수 있었

다. 이것이야말로 가의가 구상하는 새로운 제국의 질서와 부합하는 

새로운 사상  기 의 하나 을 것이다. 

Ⅳ. 덕 중심의 윤리관 :덕의 六理와 六藝 

｢도덕설｣에서는 육리 의 도와 덕 외에, 나머지 性․神․明․命에 

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性은 도와 덕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천인 신묘한 기(神氣)가 사물에 응취되어 생명을 이룬 단계

이고, 神은 性(≒생명)에 내재하는 도와 덕의 神氣가 다양하게 변화하

는 작용이다. , 明이란 神氣가 외계에 하여 가지는 지각이나 인

식의 기능이고, 命이란 도와 덕이 작용하여 선천 으로 정해진 사물

의 성질이다.42) 체 으로 보자면, 육리는 우주 형성의 여섯 단계도 

아니고 우주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도 아니다. 육리에 한 설명

에서 가의의 주된 심은 우주 만물 의 ‘사람’에게 있다. 그 다면 

이제 가의가 제시하는 인간 사회의 윤리  규범에서 덕은 어떠한 역

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자.

40) “天子不諭於先聖人之德,不知君國畜民之道,不見禮義之正, ……” ｢傅職｣ 新

書校注 , 173쪽.

41) “聖帝之德,畜民之道,禮義之正,應事之理,則職以箴.” ｢輔佐｣ 新書校注 , 205쪽.

42) 内山俊彦, 中國古代思想史における自然認識 ,253-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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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德’의 ‘理’가 가지는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던 덕의 육리에 하여 여기에서는 육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덕’의 원리라는 가의의 설정과 숫자 六에 을 맞

추어보고자 한다. 陳榮捷는 新理學의 핵심  개념인 理의 개과정에 

해 논하면서 ‘義理’ 혹은 ‘道理’라는 의미의 理의 사상은 유가가 아

니라 묵가에서 나온 것이며, 理의 사상을 확립시킨 것 역시 유가가 

아니라 법가 다는 사실을 지 하 다.43) 그가 말했던 법가란 다름 

아닌 한비자 이며, 그 에서도 ｢해로｣편의 문장을 를 들었다. 

도란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이며 모든 理가 모인 근원이다. 理는 사

물을 이루는 조리이며, 도란 만물을 이루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도란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사물에는 각기 理가 있으니 서로 

침범할 수 없다. 사물에 이치가 있으면 서로 침범할 수 없으므로 理는 

사물을 제어하는 것이다. 만물은 각기 理를 달리하고 도는 만물의 理

를 모두 통합하므로 계속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44) 

理란 모나고 둥근 것과 짧고 긴 것과 거칠고 가는 것과 단단하고 

무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理가 정해진 이후에 비로소 사물

은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치가 정해지면 존망이 있고, 사생

이 있으며, 성쇠가 있는 것이다.45) 

본문과 련하여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道와 理의 계다. 의 인

용문에서 道는 만물의 근원일 뿐 아니라 만물의 이치가 의거하는 바

이며, 동시에 만물은 반드시 理를 갖춘 연후에야 비로소 도를 갖추게 

된다고 하 다. 理는 한 존재를 다른 존재들과 구별하게 하는 원리로

서, 모든 사물은 고유의 理를 갖춤으로써 개별성을 획득할 뿐 아니라, 

43) 陳榮捷, ｢新儒學‘理’之思想之演進｣, 王陽明 禪 ,28쪽, 台北, 學生書局, 1984. 

44) “道 ,萬物之所然也,萬理之所稽也. 理 ,成物之文也,道 ,萬物之所以成也. 故

曰, 道,理之 也. 物有理,不可以相薄. 物之理,不可以相薄,故理之爲物之制. 萬

物各異理而道盡稽萬物之理,故不得不化.” 韓非子集解 , 107쪽. 한  번역은 

이운구 역, 한비자 (한길사, 2002)를 참조하 다. 

45) “凡理 ,方圓  短長  麤靡  脆之分也,故理定而然後物可得道也. 故定理有存

亡,有死生,有盛衰.” 韓非子集解 ,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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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물들과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이

다. 道가 보편  근원이라면 理는 그로부터 생되어 나오는 개별성

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6) 이러한 한비의 해설을 통해 볼 수

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홀홀황황한 노자의 道는 이 세계와 만

물에 내재하는 규범의 근원이 되었다. 마왕퇴 출토 백서 가운데 소  

황로백서라 불리는 經法   ｢道法｣의 첫 구 은 바로 “도는 법을 

낳는다(道生法)”는 말로서, 이는 우주 만물의 본원인 道가 이 사회의 

각종 법도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며, 한 황로학의 형 인 주장이

다. 그런데 도가 이 사회의 법도가 되어 이 실 세계에서 운행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道의 理다. 이런 의미의 理는 황로백서

에 종종 나타난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물이 각각 도에 부합되는 것을 理라고 하며, 理가 있는 바를 [도
리에 따른다]고 한다. 사물이 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理를 잃었다고 

한다.47)

군주가 법도를 장악하고 신하가 이치에 따른다면, 그 나라는 창성

하여 천하에 으뜸이 될 것이다.48) 

극에 달하면 반 로 향하고 성하면 다시 쇠하는 것이 천지의 도이

며 인류 사회의 이치다. 거스르고 따르는 두 가지는 모두 천지의 도리

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이치는 다르다(＝인류가 그에 

상응하는 책은 다르다).49) 

이들 황로백서에서 말하는 理는 한비자 의 理와 같은 성격이며, 
이러한 理에 의하여 보편 인 우주 체의 근원인 道는 인간 사회의 

규범으로서 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을 통하여 우리는 

46) 內山俊彦, 中国古代思想史における自然認識 ,214-222쪽.

47) “物個[合於道 ] 之理. 理之所在, 之[ ]. 物有不合於道 , 之失理.” 上

同, 185쪽. 

48) “主執度,臣循理 ,其國霸昌.” 上同, 136-137쪽.

49) “極而反,盛而衰, 天地之道也,人之理也. 同道而異理.” 上同,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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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후기 이래 理에 한 사유는 체로 道와의 련 하에서 개되

었으며, 특히 人事의 범주에 하여, 그 에서도 군주의 政事와 련

된 인간 사회의 규율이라는 역에서 주로 理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볼 때 가의가 ‘도의 리’라고 하지 않고 ‘덕의 리’
라고 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독특한 사고 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짐작컨  여기에는 가의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가의가 도를 이 세계와 직  소통하지 

않는 우주 본체라고 악하는 반면, 덕을 천지만물과 인간 사회의 모

든 것의 근원으로 이해하는 그의 우주 과 일맥상통한다. 도의 理가 

아니라 덕의 理라고 함으로써 가의는 법가나 황로학 인 의미의 道와 

理의 계설정으로부터 벗어나 그가 구상했던 한제국의 새로운 질서

와 부합되는 인문세계의 인륜규범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러한 理에 한 가의의 설명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를 숫자 六과 긴 하게 련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도덕설｣편에서는 덕에 육리가 있다고 하며 각각에 해 설명하 는

데, ｢육술｣편에서는 숫자 六을 부각시키면서 가의가 구상했던 이 세

계의 구조와 규율에 하여 일목요연한 서술을 펼치고 있다. 덕의 육

리를 나열한 목은 완 히 ｢도덕설｣편과 같으며,50)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리로 인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미 밖으로 생겨났으면 

육리는 생겨난 것 안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음양과 천지와 사람은 모

두 육리를 내재  법도로 삼으며, 내재  법도가 형태를 이룬 것을 육

법이라고 한다. 육법은 안에 갖추어져 있다가 변화하여 밖으로 드러

나, 밖에서 육술을 이루니 이를 육행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음양에 각

각 여섯 달의 마디가 있고 천지에 육합의 일이 있다.51)

50) 앞의 주해 31번과 같으며 ‘曰’이라는 자 하나만 빠져 있다. ｢六術｣ 新

書校注 , 316쪽.

51) “六理無不生也,已生而六理存乎所生之內,是以陰陽天地人,盡以六理爲內度,內

度成業,故 之六法. 六法藏內,變流而外遂,外遂六術,故 之六行. 是以陰陽各

有六月之節,而天地有六合之事.” ｢六術｣ 新書校注 ,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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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육행의 내용52)을 설명하 으며, 다음 단락에서는 육행과 

련하여 六藝를 언 하면서 六이라는 수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고 하 다. 따라서 숫자 六은 육 의 근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모두 숫자 六을 기 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53) 가의는 六律과 六親, 그
리고 수를 세는 여섯 단 (毫․髮․釐․分․寸․尺) 등을 모두 六을 매개

로 하여 나열하고 있다. 컨 , 육률은 五聲(宮․商․角․徵․羽)에다 音

(오성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함)을 더하여 六이 되었다거나, 수를 세

는 단 가 6개라고 한 것54) 등은 다소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의는 자연계와 인간계를 통하는 숫자 6의 신비하고 인 성

격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에서 ｢오행｣편과 함께 출

토된 ｢六德｣편에서도 인간의 덕을 聖․智․仁․義․忠․信이라는 여

섯 가지로 제시하고, 아울러 六位(夫․婦․父․子․君․臣), 六職(‘率
人․從人․使人․事人․敎人․學人) 등 숫자 六으로써 인간 사회의 

질서를 구조화하고 있다. 물론 ｢육덕｣편의 은 세계의 기본 인 

인륜 계와 여러 가지 덕을 확립하여 立身한 君子를 부각시키는 데에 

있었으며,55) 그 내용은 인륜 계의 범 를 넘지 않는다. 그런 에

서 자연세계의 질서와 인간에게 내재된 규범  인문  질서 모두를 

숫자 六으로 한데 엮어내는 ｢육술｣편과는 차이를 보인다. 출토문헌과 

가의 사상 양자 사이에 섣불리 향 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

도 ｢오행｣과 ｢육덕｣과 같은 문헌에 드러나는 사고방식과 일부 내용은 

이 에는 찾을 수 없었던 가의의 ｢육술｣․｢도덕설｣에 담긴 사상의 연

원을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다. 가의 사상에

서 숫자 六이 가지는 의미에 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秦代 수덕설

의 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육덕｣편의 를 통해 우

52) 앞의 주해 17번 내용을 말한다.

53) “故曰六則備矣. 六 非獨爲六藝本也,他事亦皆以六爲度.” ｢六術｣ 新書校注 , 

316쪽.

54) 국시  이래 尺이라는 단  에 丈이나 引과 같은 단 가 제도화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5) 湯淺邦弘, ｢ 六德 の全體構造と著作意圖｣, 古代思想史と郭店楚簡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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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일부 선진 유가들의 사유 속에서 이미 六이 특수한 의미를 가

진 숫자 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역시 오덕종시설에 따른 

수덕설과 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도 ｢육덕｣편에서

는 오덕종시설과 유사한 사고방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술

｣편의 내용과 오덕종시설 사이에 어떤 련성이 있는지는 더욱 단언

하기 어렵다. 두 사서에 기록된 간략한 기록만으로는 가의의 개제설

에서 “숫자는 五를 쓴다”는 말이 어느 정도로 구체 인 것에 미쳤던 

것인지를 단할 수 없다. 다만 표면 인 문구만으로는 단할 때 ｢

육술｣편의 내용과 되지 않는다는 은 충분히 지 할 수 있다. 

2.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六藝의 가르침

｢육술｣편에서는 六藝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육행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무 정미하

여 깨닫기 어려우니, 오직 선왕만이 이를 상세히 살펴 가르침을 천하

에 펼쳐 다는 것이다. 그 교훈이 담긴 것이 다름 아닌 육 로서, “안
으로 육법에 근거하고 밖으로 육행을 실천해서 시 ․ 서 ․ 역 ․ 춘

추 ․ ․ 악 , 이 여섯 가지 학술을 일으켜 의로 삼으니 이를 

육 라고 한다”56)고 하 다. 둘째, 역시 숫자 六이라는 매개를 통해 

육 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데, “육행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육법에 

맞지 않게 된다. 藝가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 까닭은 육법을 본받고 

육행을 실천하기 때문”57)이라는 것이다. ｢육술｣편에서 육 는 덕의 

六理․六法․六術․六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육  각각은 덕의 理

와 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가의도 덕의 육리를 육 에 각각 

배당하는 식은 아니고, 숫자 六을 매개로 덕의 理와 육 를 연결시킨

56) “是故內本六法,外體六行,以 詩․書․易․春秋․禮․ 六 之術,以爲大義,

之六藝.” ｢六術｣, 新書校注 , 316쪽. 이  ‘ ’를 兪樾은 ‘ ’의 오류라

고 지 하 으며, 유월의 교정에 따라 해석하 다. 

57) “六行不正,反合六法. 藝之所以六 ,法六法而體六行故也.” ｢六術｣, 新書校注 ,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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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한 해설은 ｢도덕설｣편에 보인다.

서 는 덕의 이치를 죽백에 어 놓아 사람들로 하여  보도록 한 

것으로, 일한 내용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 서 는 덕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시 는 덕의 이치를 기록하여 그 취지를 밝  사람들

로 하여  이를 따라서 자신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시

는 덕의 이치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역 은 사람이 덕의 이치

를 따르는가 여부를 살펴 길흉을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 역 은 덕

의 이치를 치는 것”이라고 한다. 춘추 는 지난 일이 덕의 이치에 

맞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성패를 정리하여 앞일에 귀감으로 삼는 것

이다. 그러므로 “ 춘추 는 덕의 이치를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는 덕의 이치를 체 하여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일을 이루

어 다. 그러므로 “ 는 덕의 이치를 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악

은 시 ․ 서 ․ 역 ․ 춘추 ․ 의 도가 갖추어지면 덕에 부합되

고, 덕에 부합되면 기쁘고 크게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 악 은 덕의 

이치를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58) 

먼  에 띄는 것은 육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악 을 설명

하는 논리가 앞서 사람의 육행을 설명하는 방식과 같다는 이다. 즉, 
앞의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나서 비로소 생겨

나는 것이 여섯 번째 요소라는 식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은 육

는 선왕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바로 덕의 理라는 

이다. 간 ｢육덕｣에서도 六位에 해당하는 夫․婦․父․子․君․臣

이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다 한다면 거짓과 부정이 말미암아 생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치가 시 ․ 서 ․ 역 ․ 춘추 ․ ․ 악

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 다.59) 다만 ｢육덕｣에서는 육 와 육  

58) “書 ,著德之理於竹帛而陳之,令人觀焉,以著所從事,故曰, 書 ,此之著 也. 詩

,志德之理,而明其指,令人緣之以自成也,故曰, 詩 ,此之志 也. 易 ,察人之

循德之理 弗循而占其吉凶,故曰, 易 ,此之占 也. 春秋 ,守往事之合德之

理 不合,而紀其成敗,以爲來事師法,故曰, 春秋 ,此之紀 也. 禮 ,體德理而

爲之 節文,成人事,故曰, 禮 ,此之體 也. ,書․詩․易․春秋․禮五

之道備,則合於德矣,合則驩然大 矣,故曰, ,此之 也.” ｢道德說｣, 新

書校注 , 326-327쪽. 

59) “故夫夫․婦婦․父父․子子․君君․臣臣,六 各行其職,讒諂無由作也. 觀諸

詩書則亦在矣. 觀諸禮 則亦在矣. 觀諸易春秋則亦在矣.” 簡帛書法選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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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이 숫자 六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육 ’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으며 부부, 부자, 군신 등 인간 계에서의 본분만을 언 하

고 있다. 그러나 ｢육술｣편의 시선은 이보다 훨씬 범 하다. 의 

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육 는 과거의 공업, 인간 자신의 완성, 길흉

과 화복의 복, 미래의 귀감이 되는 과거 역사의 기록, 의 장제

도  즐거움의 정감으로 비롯된 음악 등등 단순한 윤리  본분을 

상기시키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의의 도와 덕이 가지는 의미와 연결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천지만물은 모두 도와 덕의 작용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고, 이는 사람

도 외가 아니다. 이 때 덕은 우주의 본체이자 궁극  근원인 도와 

인류사회를 연결해주는 핵심 인 매개의 역할을 하며, 덕의 理는 자

연  상태의 인간을 도덕 이고 이지 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원리, 
즉 천지만물 가운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개별화의 원리다. 그런데 

이 덕의 理는 사람에게 모두 다 베풀어져서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지

만 무 정미하여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상세히 살펴볼 수도 없고 

제 로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선왕은 덕의 모습을 들어 말 하시고, 
그 이치를 밝 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  잘 살펴보아 이해할 수 있

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를 후세에 하여 잘 따져 살피고 서로 

알리도록 하 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 다.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

지만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인간의 생래 인 상태는 선왕의 가르침을 필

요로 하며, 이 선왕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은 육 이므로, 육 는 더 

이상 유가라는 제자백가의 한 학 에 국한되는 교재가 아니라 구에게

나 보편 으로 요구되는 典籍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가의의 이러한 사

고는 이후 육 가 제국의 성스러운 텍스트인 六經으로 탈바꿈해가는 과

정, 즉 경서화(Canonization)의 보  형태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육 와 련하여 지 해야 할 요한 은 가의가 태자교육을 매

우 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漢朝의 미래는 오로지 태자 한 사람에

輯組 編, 郭店楚墓竹簡·六德 , 49쪽 :李零, 郭店楚簡校讀記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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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달렸다고 여겼으며, 따라서 어려서부터 태자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한 능한 자들로 하여  태자를 보좌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0) ｢태교｣편에서는 자손을 하여 신 하게 아내를 

맞이하고, 딸을 시집보낼 때는 반드시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로 

도의를 행한 집안을 선택하라고 한 뒤,61) 왕후의 태교방법을 나열하

고 있다. 태자 교육은 이미 부모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회임 

시기에도 계속되며, 태어난 이후에는 곧 육 에 밝은 스승의 가르

침을 받게 된다. 그 제도에 해서는 ｢傅職｣과 ｢保傅｣편에 상세히 설

명하고 있는데, ｢부직｣편에서는 춘추 ․ ․ 시 ․ 악 을 병렬하

거나 시 ․ 서 ․ ․ 악 을 병렬하고 있어, 태자 교육의 심에 

육 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서 의 마지막 편인 ｢立後義｣에서 

가의는 태자를 세우는 의례의 차와 그 의미를 서술하 으며, 마지

막으로 한고조 유방을 언 하고 있다. 고황제 유방이 평민의 신분에

서 천하의 임 이 되어 쟁을 그치게 하 으니 이는 지극한 공덕임

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공 을 밝  후세에 해주는 사람이 없었

기 때문에 그 폐해가 지 껏 계속된다는 것이다. 의 내용으로 미루

어 보자면, 가의가 구상했던 한 제국 체의 윤리  기반은 다름 아

닌 선왕이 제정한 육 다. 우주만물을 생육하고 유지시키는 덕의 理

를 체 하고 있는 육 는 우주  이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옛 성왕

의 가르침이다. 태자는 어려서부터 육 에 익숙한 자들로부터 육 로

써 교육되고, 태자가 성장하여 제 에 오른 후에는 역시 육 에 익숙

한 자들의 보좌를 받으며 육 의 이념으로 인민을 교화한다. 그리고 

반드시 태자를 세워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육 는 제국 체의 

이념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이리하여 한 제국은 우주  이법에 부

합하게 되는 동시에 옛 성왕의 뜻을 구 해나가게 되며, 이리하여 더 

이상 폐해를 반복하는 일 없이 지속된다는 것이 가의가 구상했던 장

구한 한 제국의 청사진이었다. 

60) “天下之命,縣於太子. 太子之善,在於蚤諭敎 選左右.” ｢保傅｣ 新書校注 , 186쪽.

61) “謹爲子孫婚妻嫁女,必擇孝悌世世有行義 .” ｢胎敎｣ 新書校注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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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말 

이제 이 같은 가의의 사상에 하여 ‘유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을 육 와 련하여 간략히 언 해보려 한다. 가의의 名文이라 

일컬어지는 ｢過秦論｣62)의 독자들은 秦朝의 단명에 하여 “인의를 

베풀지 않았으며 공격할 때와 지킬 때의 형세가 달랐기 때문이다(仁
義不施, 而攻守之勢異也)”라고 진단했던 가의의 말 때문인지, 가의가 

유가 사상을 선양하고 법가 사상을 비 했다는 인상을 가지기 쉬운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진론｣은 물론 두 사서의 ｢가의 ｣과 신

서 의 그 어디에도 “儒”라는 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는다.63) ｢과
진론｣에는 최 에 진나라를 법가 체제로 이끌었던 商鞅에 한 어떠

한 비 도 한  보이지 않는다.64) 이제껏 가의 사상을 논하면서 

유가, 도가, 황로가, 법가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논자에 따라 그 

분류 기 이나 경계선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은 지 도 

마찬가지다. 흔히 유가나 도가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떠올리는 六家

要旨에서의 ‘儒 ’와 漢志 제자략에서의 ‘儒家 類’조차 차이가 있으

니, 하물며 모든 시 에 통용되는 儒家를 정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자신의 이해나 느낌에 근거하여 엄

한 기  없이 이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가의와 같이 스스

62) ｢과진론｣은 상편이 사기  ｢진시황본기｣․｢진섭세가｣, 한서  ｢진승항

｣에 실렸고, , 하편도 사기  ｢진시황본기｣에 채록되어 있다. 본에 

따라 , 하편이 한 편으로 된 경우도 있다. ｢과진론｣은 文選 ․ 古文觀

止 ․ 古文眞寶  등에 두루 실린 명문으로 가의의 작 에 가장 리 

읽히는 문장이다. 

63) 신서  ｢官人篇｣ 에 단 한 번 “儒”라는 자가 나오지만 －“大臣奏事,

則徘優侏儒 隱,聲 技藝之人不幷奏( 신이 아뢸 때에는 배우나 어릿 는 

물러나게 하고, 노래하거나 기 를 하는 자와 함께 말하지 않는다).”－이는 

유가라는 의미와는 무 하다.

64) 芳賀良信, 禮と法の間隙－前漢政治思想硏究 , 10쪽. 가의는 법가사상 

체를 비 한다기보다는 무분별하고 가혹하게 형벌을 썼던 ,  백성들

의 안 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등을 비 하고 있을 뿐이다. 가의가 

결코 법가  사유 그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勢’를 지극히 

시한다거나 법제화 내지 제도화를 강조하는 것에서도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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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학  정체성을 직  언 하지도 않으며, 그 사상의 본령을 어디

에 귀속시킬지 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가의를 유가라고 하거나 

가의의 사상을 유가 이라고 말해온 상황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가의와 가까운 시 에 기록된 사기 는 가의의 작을  언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가의를 유가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태사공

자서｣에는 “賈生과 晁錯는 申不害․商鞅의 학문에 밝다”고 했는데, 
사마천은 신불해의 학문이 황로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상앙은 재론의 여지없이 법가  사상가이니, 결국 사마천은 가의의 

사상에서 유가 이라기보다는 법가 , 혹은 황로 인 성격이 하

다고 단했던 셈이다. 그런데 한서 에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楚元王傳｣에는 “漢朝에서 유자는 오직 가생이 있을 뿐이다(在漢朝之

儒, 唯賈生而已)”라는 유흠의 말이 실려 있다. 유향과 유흠 부자의 

향 하에서 이루어진 漢志에서 “賈誼五十八篇”이 유가자류에 속해있는 

것 역시 유흠의 평가와 무 하지 않을 것이다.65) 한서  ｢ 악지｣에

서도 改禮를 건의했지만 구체 인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한 시 의 

유가로서 가의는 董仲舒, 王吉, 劉向 등과 함께 나열되고 있다.66) 이

런 들을 통해서 보자면, 분명히 후한 에 기록된 한서 에서 가의

는 한의 표 인 儒 의 한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이는 가의를 별

다른 의심 없이 유가 인 사상가로 이해하게 되었던 이유  하나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단하기에, 단지 한서 의 기록으로 

인하여 가의 사상이 유가 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67) 

65) 工藤卓司는 이런 에 근거하여 유가 인 賈誼像이 한서  ｢가의 ｣에 

의한 것이며, 즉 후한 시 부터 본격 으로 부각된 이미지라고 말한다. 

66) 홍승 , 한서  ｢ 악지｣의 구성과 성격｣, 국고 세사연구 , 第17輯, 

40-44쪽.

67) 工藤卓司는 가의 사상의 성격을 논하는 선행 연구에서 유가, 도가의 개념 

규정이 한서  ｢ 문지｣에 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

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언 하 다. 컨  한서  ｢ 문지｣에서 儒家

類로 분류되어 있는 가의의 작에 孔子보다는 管子나 粥子의 말이 더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둘은 漢志에서는  道家 流로 분류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의미있는 지 이지만, 인용 횟수가 사상의 성격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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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의 사상을 유가 이라고 하는 데에 가장 결정 인 것은 바로 육

가 그의 사상 체계와 그가 제시했던 제국의 새로운 질서에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육 에 포함되는 텍스트들은 

학 에 무 하게 리 공유되고 있었으나 특히 공자와 그 제자들에게 

시되어 교재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일본의 關口 은 국 시 에 

자타가 공인하는 학 는 儒와 墨뿐이었으며, 그  儒에는 공자의 학

설을 계승하여 인과 의 사상을 발 시키고 제후들에게 유세하는 諸

子로서의 유자들과 소  육 를 강학하는 縉紳先生이라 불리는 유자

들이 있었다고 지 하 다.68) 한 국 말에서 한 에 이르는 시기

에는 육 를 先王의 道術로 여기는 사고와 공자가 편찬한 經으로 여

기는 사고의 두 가지가 공존하다가, 한 무제기 이후에 이 두 가지

는 하나가 되어 “선왕의 도술인 육 를 공자가 편찬했다”는 념을 

이루었다고 하 다.69) 물론 그의 체 인 추정을 완 히 역사  사

실과 부합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도 가의의 사상을 설명

하는 데에는 참고할 만한 견해다. 즉, 유자의 두 가지 타입 가운데 

후자의 통에 서있는 자들에게는 그다지 배타 인 학  의식이 없었

을 것이며, 한 가의의 육 은 선왕의 도술일 뿐 공자의 산정이라

는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육 가 후에 공자가 산정한 선

왕의 도술로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의는 명실상부한 유가로 인식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가의 자신은 스스로 유자

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학 에 해서도 배타 인 의식

이 없었던 사실  한 말기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명실 공히 

유가로서 인식되어 왔던 사실이 모순 없이 이해된다. 유가사상의 본

질을 따져 작업가설 인 정의를 내리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유가 이라고 이해되어왔던 사실만을 상으로 간략히 언

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하는 데에 결정 인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68) 關口 (せきぐちじゅん), ｢‘儒敎國敎化’論への異議｣, 中國哲學 , 第29號. 2쪽.

69)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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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New Imperial Order in Jiayixinshu

Lee, Youn-Seung

Jiayi: (賈誼) was an extinguished literary man, and also a pioneering 
thinker in the early Western Han Period of the Emperor Wen: (文帝), 
who had presented political arguments with a keen observation. So far, 
in the studies on Jiayi, there are two aspects upon which almost 
every scholars has agreeed: one is that he would build a new order 
of the Han Empire, the other is that his thoughts were not purely 
Confucian, but mixed with Legalistic, Daoistic, and Huanglao-daoistic 
thoughts. I think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Jiayi had suggested 
the blueprint of the Empire of new order. At that time he certainly 
had conceived a new worldview in harmony with that. Three chapters 
of Daoshu: (｢道術｣), Liushu: (｢六術｣), Daodeshuo: (｢道德說｣) in 
Jiayixinshu: ( 賈誼新書 ), lately had been recognized as the writings of 
Jiayi himself through the research on the documents excavated in 
Changsha Mawangdui: (長沙馬王 ), and Guodian: (郭店), and these 
are the central materials in this study.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basis of Jiayi’s thoughts, especially focusing on cosmology and 
social ethics is investigated. Moreover, the idea that Virtue(德) was 
the basis of Jiayi’s system of thought is introduced. Especially Jiayi 
thought that the Confucian Six Classics (六藝) was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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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gime and the social system of the Han Empire. Finally, the 
reasons why people have said that Jiayi is a Confucian and the nature 
of Jiayi’s thought is also Confucian are explained.

Keywords: Jiayi: (賈誼), Xinshu: (新書) , Dao: (道), Virtue: (德), 
Confucian Six Classics: (六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