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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管子』의 修養論 硏究
정 경 훈

본 논문의 목적은 『管子』의 수양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管子』의 문헌적 · 사상적 배경

과 精氣論을 살펴본 후, 『管子』의 수양론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러

한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管子』의 저자가 管仲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은 예로부터 존재해왔으

며, 현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학계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확실한 점은 『管子』 수양론의 대부분이 포함된 『管子』

四篇의 저자는 管仲이 아니라는 것이며, 四篇의 저자에 대한 학계의 최

신 입장은 稷下 내 黃老學派로 모아진다. 稷下 내 黃老學派에 의해 쓰인 

『管子』四篇은 稷下 · 黃老 사상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이에 

『管子』의 수양론은 因의 인식론, 心氣論, 名實論, 心形 수양 등을 강조

한다.

『管子』는 老子의 道를 철학적 기초로 삼으며, 道를 精氣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다. 『管子』에서 精氣는 생명과 지혜의 공능을 지니고 있으

며, 군주는 精氣를 획득해야만 그 공능을 발휘하여 안정된 치국을 행할 

수 있다. 또한, 『管子』에서 精氣의 획득은 心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본

래 心은 감각 기관으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心의 본래 모습은 감정이나 욕구에 의해 쉽게 사라지므

로, 반드시 감정과 욕구를 다스려 心이 안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心이 안

정되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精氣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心은 精

舍가 되는 것이다.

精氣를 획득하려면 因과 應의 원칙에 따라 사물의 실정에 근거하여 사

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능력에는 수양이 요구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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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管子』는 心과 形의 수양 모두를 말하는데, 이는 『管子』가 心

形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전제로 두기 때문이다. 心 수양에

는 虛 · 靜 · 一의 수양론이 있으며, 形 수양에는 正 · 敬의 수양론과 올

바른 섭생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수양의 결과 두 가지 이상적 경지에 이

르게 된다. 內得의 경지에 이르면 心과 形이 모두 온전해지며[全心 全形]

道를 완전히 체인하여 해와 달만큼 밝은 지혜를 갖게 된다[大淸明]. 名實

합일의 경지에 이르면 사물의 實에 부합하는 名을 그 사물에 부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實을 그 實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르

지 않다. 수양의 결과로 얻게 되는 지혜와 名實 합일의 능력은 군주의 

통치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管子』는 수양론을 치국의 영역으로 확장

하고 있다.

『管子』의 수양론에 비추어볼 때, 도덕교사는 자신의 心을 안정[定]되

게 유지해야 한다. 『管子』는 心의 상태가 곧 겉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평소 모습에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교사가 도덕을 가르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학생

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도덕교사는 이물

위법(以物為法)의 자세를 갖추어, 각 학생의 수준과 기질을 기준에 두고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 한편, 『管子』 수양론의 내용은 여러 도덕적 역

량을 함양하는 데 기초가 된다. 나아가, 『管子』의 心形觀을 염두에 둘 

때, 인성 교육에 있어 기본생활습관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확인된다.

주요어 : 管子, 道, 精氣, 인식, 수양, 도덕교육

학  번 : 2017-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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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管子』는 이미 고대 전국 시기부터 민간과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

혀 온 책이다. 『韓非子』「五蠹」편의 “지금 나라 안의 백성은 모두 정

치를 말하고, 商鞅이나 管仲의 법을 적은 책을 집집마다 갖고 있다”1)라

는 기록은 전국 말기 백성들 사이에 『管子』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

여준다. 그리고 『史記』「管晏列傳」에서 司馬遷은 『管子』를 읽고서 

그 말이 상세하다는 평을 내리면서 이미 『管子』가 세간에 많이 퍼져 

있음을 언급하는데,2) 이 역시 당시 『管子』의 보급이 상당하였음을 설

명해준다. 이렇듯 『管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일은 그에 담긴 풍

부한 사상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管子』에는 道論 · 精

氣論 · 心論 · 陰陽五行論 등3) 중국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

는 여러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자를 비롯한 

학자들의 학술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 중 『管子』4)의 수양론은 『管子』의 핵심적인 이론 중 하나로 위

에서 언급한 道論 · 精氣論 · 心論 등이 철학적 기반으로 녹아들어 있으

므로 동양학 연구에 있어 가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자가 보기에 『管

1) 『韓非子』 「五蠹」, “今境內之民皆言治, 藏商管之法者家有之.” 
2) 『史記』 「管晏列傳」, “吾讀管氏牧民, 山高, 乘馬, 輕重, 九府, 及晏子春秋, 詳哉其言之

也. 既見其著書, 欲觀其行事, 故次其傳. 至其書, 世多有之, 是以不論, 論其軼事.”
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동양학적 용어인 마음[心], 몸[形], 기의 정수[精氣], 비움[虛], 고

요함[靜], 전일함[一], 사물의 실정에 근거함[因 · 應] 등을 매번 한글로 풀어내게 되면 
어감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기며 특히, 뜻이 잘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
로 기술 상황에 따라 한글과 한자어를 혼용하도록 한다.  

4) 학계에서는 『管子』 중 「內業」 · 「心術上」 · 「心術下」 · 「白心」 네 편을 하나의 철학적 
범주로 묶어 ‘『管子』 四篇’ 혹은 ‘四篇’으로 부른다. 그런데, 본 논문의 주제인 수양론
과 그와 관련된 道論 · 精氣論 · 인식론 등은 대부분 이러한 『管子』 四篇 안에 서술되
어 있으므로, 본문에서 이들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경우, 『管子』라고 칭하면 이는 ‘『管
子』 四篇’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道論 · 精氣論 · 인식론 · 수양론 내용과 관
련하여 『管子』 四篇 이외의 편을 다루는 경우 편명을 따로 표기하여 혼동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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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의 수양론에는 마음[心]과 몸[形]에 관한 수양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으므로 현대 도덕교육에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管子』 연구는 전국 중후기 학술 양상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

한 기초가 될 수 있다. 『管子』가 저술된 전국 중후기는 이른바 백가쟁

명의 시대로 여러 제자백가들이 자신의 학술을 내놓으며 서로 논쟁하던 

중국 고대 사상사의 황금기였다. 주지하듯, 당시에 쓰인 『莊子』, 『孟

子』, 『荀子』 등은 후대 사상사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전국 

시기의 사상을 밝히는 작업은 중국 사상사 연구에 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헌이 바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管子』

이다. 지면상 모두 논의할 수는 없지만, 『孟子』의 양호연지기(養浩然之

氣) 사상과 『管子』의 心氣論은 사상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5) 또한,

『荀子』는 『管子』의 心에 대한 관념, 인식론, 수양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荀子』의 ‘心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五官]”

을 다스릴 수 있는 “천군(天君)”으로 보는 관점’6)은 『管子』의 ‘心을 몸

의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군주[君]의 지위로 보는 관점’7)을 계승한 것이

고, 『荀子』의 그 유명한 ‘虛一而靜 수양론과 인식론’, ‘大淸明의 경지’

역시 『管子』의 ‘虛 · 靜 · 一의 수양론 및 인식론’, ‘大淸과 大明의 경

지’를 이어받은 것이다.8) 心論의 측면에서 좀 더 언급하자면, 전국 중후

5) 『孟子』 「公孫丑上」은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善養吾浩然之氣]”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호연지기는 집의(集義)의 과정을 통하여 心이 義를 갖추어 道로 구현될 때 충
만할 수 있는 것이다(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46쪽). 한편, 『管子』 「內業」은 “(精氣를) 안에 저장하여[內藏] 근원으로 삼아 
호연(浩然)하고 화평(和平)하여 기의 근원[氣淵]이 된다[內藏以為泉原, 浩然和平, 以為
氣淵]”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內藏”의 “內”는 心를 가리킨다. 이는 수양을 통하여 精
氣를 心에 저장하고 이를 확충하여 精氣가 호연하고 화평한 기의 못이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양자 모두 心과 氣를 관련짓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6) 『荀子』 「天論」,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7) 『管子』 「心術上」,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心術者, 無為而制

竅者也.” 이하 『管子』를 인용할 경우, 『管子』를 생략하고 편명만 쓰도록 한다. 한편, 
「心術上」 편은 원문과 원문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를 ‘經文’이라 하고 후
자를 ‘解文’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心術上」의 구절을 인용할 때, 각 인용문마다 
‘經文’과 ‘解文’을 표기하도록 하여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단, 굳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도록 한다.

8)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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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르러 ‘心’은 중요한 철학 개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학자들은 心을 인식론과 결부시켰고 인식 주체로서의 心을 대상화하여 

사유하였으며 心을 감각 기관과 구분하여 심의 특수한 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心 관념에 대한 이러한 양상은 『管子』에서도 두드

러진다.9) 이렇듯 『管子』는 전국 중후기의 여러 저서와 사상적으로 깊

은 관련이 있고 또한 당시 학술의 주요 흐름을 포함하고 있어,10) 『管

子』 연구는 전국 중후기의 주요 사상과 학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精氣에 관한 이론은 당시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에 비해 『管子』의 精氣論은 한 수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춘추 시기부터 전국 시기에 이르는 작품인 『易傳』에도 精氣에 

관한 서술이 등장하는데, 「繫辭上」편에 “精과 氣는 사물이 된다[精氣

爲物]”라는 구절이 있다. 하지만 『管子』는 精氣가 “아래로는 오곡을 

낳고, 위로는 뭇 별이 된다[下生五穀, 上為列星]”라고 하여 그것이 만물 

생성의 본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지혜의 근

원이 되고 心形을 온전하게 한다고 언급하여 그 공능을 비교적 심도 있

게 설명하였다. 이는 『易傳』의 “精氣爲物” 사상보다 더 진보한 것이다.

이러한 『管子』의 精氣論에 대해 張立文은 ‘선진시기 氣 범주의 발전에 

새로운 수준을 기록하여 중국 철학사에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한

다.’11) 이에 『管子』연구는 氣 사상 연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管子』의 사상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

546-553쪽.
9)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212-213쪽. 예를 들어, 『孟子』 「告子上」은 “귀와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생각하지 않
지만, (……) 心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耳目之官不思, (……)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라고 말한 바 있다. 
『莊子』의 경우에서도, 물론 成心은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心은 인식기관을 의
미했으며 사유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졌다(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
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22쪽).  

10) 이는 『管子』의 핵심 편들이 전국 시기 학술의 보고(寶庫)였던 稷下학궁 내 학자들의 
작품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1) 張立文, 김교빈 역, 『기의 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4, 97;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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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수가 경세 사상, 정치사상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管子』의 수

양론이나 心 개념을 다룬 연구의 경우에도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2) 본 연구자는 풍부한 黃老 사상을 기반으로 한 

『管子』의 인식과 수양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연구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분명 도덕교육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

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 작업을 통해 동양 수양론 연구에 

일조하고 도덕교육적 함의를 설명하여 기존 연구와 다른 나름의 변별력

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동기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은 『管子』의 수양론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목표는 첫째,

『管子』의 문헌학적 · 사상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배경을 염두

에 두고 『管子』를 읽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문헌학적 배경의 측

면에서 우선, 管仲의 사상에 대해 고찰하고 『管子』에 管仲의 유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논쟁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의 연구 주제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管子』四篇의 저자가 管

仲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한다.13) 또한, 여러 논쟁 끝에 현재 학계

에서 『管子』 전문가들은 『管子』四篇의 저자를 稷下 내 黃老學派로 

보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본 논문은 『管子』 연구에 대한 

12) 국내의 『管子』 연구는 경세사상 · 정치철학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논문
으로는, 김충열, 「관중의 정경사상과 철학사적 위상」, 『大東文化硏究』, 25(-),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심우섭, 「管子 政治哲學思想의 現代的 照明」, 『東洋哲
學硏究』, 21(-), 東洋哲學硏究會, 1999; 신창호, 「『管子』의 現實主義 思想과 敎育
觀」, 『東洋古典硏究』, 32(-), 동양고전학회,  2008; 장승희, 「관자의 윤리사상」, 『倫
理硏究』, 85(-), 한국윤리학회, 2012; 윤대식, 「경세가 관중(管仲)과 텍스트 『관자』(管
子) 사이」, 『정치사상연구』, 22(2), 한국정치사상학회, 2016 등이 있다. 한편, 『管子』 
의 수양론이나 心學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정용미, 「『管子』의 修養論에 대한 고찰」, 
『哲學論叢』, 48(-), 새한철학회, 2007; 신정근, 「전국시대 2단계 심(心) 담론으로서 관
자(管子) 심학(心學)의 의의 -관자사편(管子四篇)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硏究』, 
57(-), 동양철학연구회, 2009; 윤지원, 「『管子』 4篇에 나타나는 “心”槪念硏究」, 『哲學
硏究』, 123(-), 대한철학회,  2012 등이 있다. 이들은 『管子』의 精氣論, 心論, 修養論 
등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이를 도덕교육으로는 연결하지는 않았다. 드물게 신창호
(2008)의 논문이 『管子』의 교육관을 다루어 禮義를 통한 도덕교육, 직업교육 등을 서
술하고 있지만, 『管子』의 수양론과 인식론 등으로부터 도덕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려
고 하는 본 논문과는 내용과 방향을 달리한다. 

13) 『管子』 四篇의 저자가 管仲이 아니라는 것이 곧 四篇에는 管仲의 사상이 전연 포함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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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 학계의 최신 입장을 따른다. 한편 사상적 배경의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管子』와 관련된 稷下 · 黃老 사상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管子』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깊이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管子』의 精氣論을 살펴보는 것이다. 『管子』의 수양론 연구

에 있어서 精氣論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管

子』의 수양론이 精氣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管子』의 精氣論이 老子의 道 개념을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음을 살펴

보고 나아가 『管子』가 道를 精氣 개념으로 연장시킨 면모를 보이고 있

음을 논의한다. 또한, 精氣가 지닌 여러 공능을 살펴보는데, 이 논의에서 

군주가 올바른 치국을 행하기 위해서는 공능을 지닌 精氣의 획득이 요구

됨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精氣論을 心 개념과 결부지어 논의하고

자 한다. 여기서는 인식 주체인 心이 안정[定]되어 감각 기관을 통솔하게 

될 때 올바른 인식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이로써 心은 精氣를 획득할 수 

있게 됨을 즉, 精舍로 기능할 수 있게 됨을 논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心의 精氣 획득이 가능하기 위해서 心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시 일정한 수양이 조건으로 요구되는 전체적인 과정이 드러날 것

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管子』가 精氣 개념을 道 · 心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 짓고 있음을 독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精氣 획득의 근본이 되는 수양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管子』에서 精氣의 획득 문제는 인식과 수양 영역에 모두 걸쳐 있으

며, 인식론과 수양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우선, 수양론을 다루

기에 앞서 心의 인식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데, 사물을 대할 때 사물의 

실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因과 應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

한 인식 원칙을 따를 때 心은 제대로 된 인식을 하게 되며 이는 곧 精氣

의 획득 혹은 道의 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됨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管子』가 이러한 因 ·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를 수 있는 조건으로 虛와 

靜의 수양론을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인식의 문

제는 수양의 문제로 연결된다. 다음으로는, 수양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한

다. 여기서는 수양론을 心 뿐만 아니라 形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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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管子』에서 心과 形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과 수양에 있어 心과 形의 측면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에 기인한다. 우선, 心 수양론으로 제시되는 虛 · 靜 · 一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形의 수양론인 正, 敬, 그리고 올바른 섭생법에 대해서도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양의 결과 인간은 內得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설

명한다. 나아가, 心이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어 사물의 名과 實을 부

합하게 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하도록 한다. 여기서 수양의 결과가 군주의 

통치술과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넷째, 『管子』의 내용이 어떠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논

의하는 것이다. 『管子』의 수양론과 인식 원칙에 대한 제 논의에는 분

명 도덕교육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논의를 도덕

교사의 측면과 도덕교육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도덕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자신의 心이 안정[定]되도록 항시 유

의해야 하며,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를 지님으로써 각 학생의 수준과 

기질을 고려한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

로, 『管子』의 수양론과 因 · 應의 인식 원칙에 따르는 일은 현대 도덕

교육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역량을 기르는 일에 기초가 됨을 밝히도록 한

다. 또한, 『管子』의 心形觀에 비추어 볼 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일, 식사 예절 등 생활에서의 기본 습관 교육이 인성 함양에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됨을 설명하도록 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管子』 중 수양론이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

는 「內業」·「心術上」·「心術下」·「白心」편을 위주로 하며, 『管子』

의 핵심 사상인 精氣에 관한 이론, 인식론, 그리고 수양론을 연구 주제로 

삼는다. 老子 道論의 발전적 계승으로 평가되는 精氣論은 黃老學을 사상

적 배경으로 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군주의 치국과 관련이 있다. 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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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국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管子』는 心의 精氣 획득을 강

조하며, 精氣의 획득 과정에서 수양론이 대두된다. 나아가, 그 수양론은 

인식론과도 맞닿아 있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Ⅱ장

에서는 『管子』의 문헌적 · 사상적 배경에 대해 기술한다. 1절에서는 

管仲과 『管子』의 관계, 『管子』의 저자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2절

에서는 稷下 사상과 黃老 사상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은 『管

子』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管子』의 精氣論에 대해 논의한다. 1절에서는 『管子』

가 老子 道論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측면을 모두 살펴보아, 道가 精氣 개

념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精氣의 공능에 대해 논의

하여, 精氣가 만물의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 됨을 밝힌다. 3절에서는 인간

과 精氣를 매개하는 心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본래 心은 감각 기관을 

주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

로써 心이 精舍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는 모두 

心이 안정[定]될 때 가능한 것임을 논의한다.

Ⅳ장에서는 큰 틀에서 『管子』의 수양론에 대해 다룬다. 1절에서는 

『管子』가 말하는 인식의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因과 應의 인식 

원칙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因과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르는 일이 精氣 획

득에 조건이 됨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인식에 있어 因 · 應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양이 요구된다는 점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수양 방법을 논의하는데, 心 수양과 形 수양으로 구분 지어 알아본다. 3

절에서는 수양 결과로 인간은 內得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사물

의 名實이 합일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Ⅴ장에서는 『管子』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1절에서는 

도덕교사의 측면에서 그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는 도덕교사에게 

안정된 마음[定心]을 유지하는 일과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가 요구됨

을 알아본다. 2절에서는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

다. 이 논의를 통해 『管子』에서 강조되는 수양론과 인식 원칙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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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덕적 역량 함양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기본생활습관교육

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밝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연구 방법에 있어서 문헌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며, 동시에 개념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문헌 연구에 있어서, 『管

子』의 많은 부분이 연자(衍字) 혹은 오탈자(誤脫字)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그 연구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동양학의 문헌 연

구 방법으로 문자학(文字學) · 훈고학(訓詁學) · 성운학(聲韻學) · 교감학

(校勘學)14) 등 소학적(小學的)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管子』에는 精氣, 因 · 應, 虛 · 靜 · 一 등의 개념어가 반복

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개념어들은 『管子』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

당하므로 『管子』의 본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管子』

원문이 그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바를 기준으로 삼되,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고 선행 연구의 해석들을 참고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주

의한다.

본 연구자는 『管子』 원전을 주 텍스트로 삼아 수양론을 논하고자 한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管子』의 구절 상당 부분에 오탈자가 포함되어 

있어 『管子』 원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 주석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저명한 道家 연구자인 陳鼓應의 『管子四

篇詮釋』(北京: 商務印書館, 2006)과 W. Allyn Rickett의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1998)를 저본으로 한다.15)

14) 교감(校勘)은 단순히 원문을 교정(校正)하는 것과는 다르다. 교정은 원문의 정오(正誤)
를 판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서적의 내용에는 관계하지 않는 것이나, 교감은 고적을 정
리(整理)하는 작업으로 여러 판본의 문자나 어구의 이동(異同)을 고증할 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는 문제에 대해 원의(原義)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즉, 
교감의 기본 임무는 원문의 본래 면모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倪其心, 
신승운 외 역, 『교감학개론(校勘學槪論)』,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22; 220쪽).  

15) 본 논문에서 저본으로 사용되는 陳鼓應의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과 W. Allyn Rickett의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1(Vol.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1998)를 원문 번역 · 주석 · 교감을 용도로 각주에 인용할 경우, 이하 
‘『管子四篇詮釋』’과 ‘GUANZI’로 약칭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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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鼓應의 저서는 『管子』 중 四篇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각 구

절마다 주석(注釋)과 금역(今譯)을 상세히 달고 있어 『管子』 연구에서 

중요 참고 문헌으로 통한다. W. Allyn Rickett의 저서는 두 권에 이르는 

방대한 『管子』 연구 자료로서 『管子』 판본 중 가장 오래된 宋대 楊

忱本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明대 趙用賢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책

에는 많은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한 심도 있는 교감학 · 판본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에 위 두 권을 본 논문의 저본으로 삼는다. 이 외에도 

여러 역본과 주석서를 참고하기로 한다. 중역본의 경우, 대표적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 郭沫若의 『管子集校』(北京: 人民出版社, 1984), 黎翔鳳의 

『新編諸子集成- 管子校注』(北京: 中華書局, 2004) 등을 주로 참고하고,

국역본의 경우에는 신창호 등이 저술한 『관자』(고양: 소나무, 2015)를

필요시 참고한다. 『管子』 원문에 대한 해석 작업에 있어 위에 언급된 

저서들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본의에 부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적절히 

해석을 가하도록 한다. 한편, 본 논문을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

한 국내외 논문 및 연구서들을 참고한다. 『管子』에 대한 다채로운 논

의가 이루어진 『管子學刊[GuanZi Journal]』16)의 여러 중요 논문들을 

활용하고, 『管子』는 稷下學이나 黃老學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로 劉蔚華와 白奚의 저서,17) 丁原明의 저서18)를 참고하여 연

구를 진행한다.

는데, 「內業」 · 「心術上」 · 「心術下」 · 「白心」편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제2권에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각주에 표기되는 약칭 ‘GUANZI’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제2권
으로 간주한다.

16) 『管子學刊』은 1987년부터 출판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저널이다. 거
기에는 『管子』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담겨 있으며, 李存山, 張岱年, 
馬非百 등 여러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17) 劉蔚華; 苗潤田, 곽신환 역, 『직하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두 연구서 
모두 稷下學의 성쇠와 특징 및 稷下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管子』의 
저자 문제 및 稷下 黃老 사상을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18) 丁原明, 『黃老學論綱』,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이는 黃老學의 특징과 범위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管子』 를 포함하여 전국 시기와 진한 시기의 黃老 사상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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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管子』의 문헌적 · 사상적 배경

1. 문헌적 배경

본 절에서는 『管子』의 문헌적 배경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

선, 管仲과 그의 사상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管仲과 『管子』의 관계

에 대한 의심이 고대로부터 존재하였음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 의심을 

바탕으로 管仲의 유저가 『管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

의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본 논문의 연구 주제가 대부분 포함

되어 있는 『管子』四篇의 저자 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작

업은 『管子』의 수양론 연구가 어떤 문헌적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1.1 管仲과 『管子』

管仲의 이름은 夷吾, 자는 仲, 시호는 敬으로 潁上(지금의 安徽省 북

부) 사람이다. 그의 출생 연도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기원전 725년 전후

로 추정되며, 기록에 의하면 주의 장왕 12년(기원전 658년)에 제나라 환

공의 재상이 되어 40년 동안 활약하다 주의 양왕 7년(기원전 645년)에 

사망하였다. 管仲은 일반적으로 ‘管鮑之交’라는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 정

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는 이미 孔子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인물이다.

子路가 말하였다. 제환공이 公子糾를 죽이자 召忽은 죽었는데 管仲은 죽지 않

았으니, 仁하지 않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孔子가 말하였다. 제환공이 제후들

을 규합하면서 무력에 의지하지 않은 것은 管仲의 힘이었다. 누가 그만큼 仁하

겠는가! 누가 그만큼 仁하겠는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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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이 말하였다. 管仲은 仁者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환공이 公子糾를 죽였

는데, 죽지도 못하고 도리어 (환공을) 돕기까지 하였으니 말입니다. 孔子가 말하

였다. 管仲이 제환공을 도와 제후의 패자(覇者)가 되게 하여 한 번 천하를 바로

잡았는데,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管仲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야만인이 되었을 것이다.

어찌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작은 신의를 지킨다고 구렁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겠는가.20)

『論語』의 다른 부분에서 孔子는 管仲에 대해 비판적 어조를 내비치기

도 하지만,21) 위 인용문에서 제자들의 의문에 반대하여 孔子는 管仲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孔子는 管仲이 제후들

을 규합하여 외적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管仲에게는 분명 어떤 통

치 철학이 있었을 것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주목할 만한 철학 사상과 정

치 · 경제 등 현실 대처에 필요한 뛰어난 제도와 방책이 있었을 것이

다.22) 그렇지 않고서는 “제후를 여러 번 규합하여 천하를 한 번에 바로

잡는 일”23)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인물의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시대적 · 공간

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管仲이 살던 시대는 기존의 질서 체제인 

주초의 봉건주의나 도덕주의가 무너진 춘추 전기 난세의 시기로,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한 때였다. 한편, 그가 몸담았던 제나라는 시조 姜太公

呂尙의 현실주의적 유풍에 따라 실질을 숭상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며 어

19) 『論語』 「憲問」, 子路曰: “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未仁乎?” 子曰: “桓
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20) 『論語』 「憲問」, 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子曰: “管
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豈若匹夫匹
婦之為諒也, 自經於溝瀆, 而莫之知也.”

21) 『論語』 「八佾」, 子曰: “管仲之器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
攝, 焉得儉?” “然則管仲知禮乎?”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為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22)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208-209쪽.
23) 『史記』 「齊太公世家」, “九合諸侯, 一匡天下.”



- 12 -

업과 제염을 중시하는 등 백성의 물질적 풍요에 중점을 두었던 나라이

다.24) 도덕주의보다는 실제적인 개혁이 효력을 발휘하는 난세와 현실주

의적 경향이 짙은 제나라의 풍조,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던 管仲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도덕 · 명분 보다는 경제 문제를 우선시 

하였다. 『史記』의 다음 구절은 管仲의 사상적 경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25)

그는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삶의 기본적인 경제

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管仲의 개혁은 백성들의 경

제적 문제 해결에 충실하였으며 나아가 정치 ·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로 드러났다.

그러나 만약 管仲의 사상이 단순히 현실주의적 개혁이나 패업(霸業)에

만 강조가 있었다면, 어찌 孔子가 그를 두고 仁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겠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孔子는 管仲이 제후들을 규합하여[九

合諸侯] 천하를 바로 잡은 패업을 이루면서도 무력에 의지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를 仁하다고 평가했다.26) 본래 패도(覇道)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존하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管仲에 대한 孔子의 평가는 그의 사상을 

단순히 실제주의 · 현실주의로만 치부하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 管仲의 

업적 기저에는 분명 현실주의적 성격의 齊學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었

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덕주의의 魯學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27)

24) 『史記』 「齊太公世家」, “太公至國修政, 因其俗簡其禮, 通商工之業, 便魚鹽之利, 而人
民多歸齊, 齊為大國.”

25) 『史記』 「管晏列傳」,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26) 실제로 管仲의 패업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그의 사상의 본래 취지이다. 그가 무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곧 그의 사
상이 무력에 의존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었음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27) 魯學과 齊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은·주의 교체기에 합일하였던 
문왕의 도덕 이상주의와 여상의 현실 경세주의 중, 혁명 성공 이후 도덕을 높이고 권
모를 억제하는 주공의 정치적 · 문화적 조치에 의하여, 전자는 노나라에 심어지고 후
자는 제나라에 이식되어 魯學과 齊學이 분립되었다. 齊學은 강태공의 실질주의적 책
략대로 백성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에 역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건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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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라는 상황에서 그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우선하였으나, 천하 질서의 

유지라는 儒家적 요소를 늘 염두에 두었다. 그의 철학 사상은 현실 경세

주의와 도덕 이상주의를 함께 고려한 ‘齊學과 魯學의 회통’28)이라 묘사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管仲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管子』라는 책은 管仲의 

저서일 것이라 흔히 생각되지만, 『管子』는 管仲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는 의심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서진 시기 傳玄(217-278)

은 『管子』 대부분이 후세의 호사가들에 의해 가필된 것이라 지적하였

고, 그 뒤로도 당대 孔穎達(574-648) · 杜佑(735-812), 북송 시기 蘇轍

(1039-1112) 등도 管仲과 『管子』의 관계를 의심하였다.29) 나아가, 남송 

시기 葉適(1150-1223)과 朱熹(1130-1200)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管子』는 한 사람의 필치도 아니고, 한 시대의 저작도 아니며, 누구의 저술

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모장(毛嬙), 서시(西施), 오왕호검(吳王好劒)을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춘추 말기의 저작이 아닌가 한다.30)

『管子』는 管仲이 지은 것이 아니다. 管仲은 당시 제나라의 정치를 맡아 일

이 매우 많았다. 잠깐 틈이 날 때에도 삼귀라는 누대를 짓는 일에 빠져있었으

니, 결코 한가하게 공부하고 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책을 지은 사

람은 등용되지 못한 사람이었다.31)

이렇듯 『管子』의 저자가 管仲이 아니라는 의심은 모장(毛嬙)과 서시(西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을 일컬으며 법가적 직본주의(法家的 職本主義) 혹은 
정경주의(政經主義)에 해당한다. 반면, 魯學은 무왕의 덕업과 주공의 봉건 제도와 예
법을 근간으로 하는 사상에 해당한다(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
문서원, 1994, 199-210쪽).

28)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208쪽.
29)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1,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 8.

30) 『習學記言』, “管子非一人之筆, 亦非一時之書, 莫知誰所為, 以其言毛嬙西施吳王好劒, 
推之當是春秋末年.”

31) 『朱子語類』, 卷 137, “管子非仲所著. 仲當時任齊國之政, 事甚多. 稍閑時, 又有三歸
之溺, 決不是閑功夫著書底人. 著書者是不見用之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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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오왕(吳王)32)이라는 管仲과 시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管子』에 

등장한다는 점, 선진시기 책을 지은 사람은 대부분 등용되지 않았던 사

람이었으나 管仲은 등용되었던 인물이라는 점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

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管子』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또

한, 『管子』의 저자가 管仲이 아니라면, 그의 사상과 『管子』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고찰하

도록 한다.

1.2 『管子』의 저자 문제

『管子』의 저자가 管仲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누가 저술한 것인가.

근래에 학계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는 이론은 『管子』의 핵심부는 대략 

기원전 250년경에 최종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제나라 稷下학궁에

서 기원하였으며, 최종적 형태33)가 갖추어진 기원전 26년까지 추가 자료

가 점진적으로 덧붙여졌다는 관점을 갖는다. 이 이론은 또한 『管子』의 

내용들이 管仲 자신과는 관련이 없고, 그의 이름은 단지 그의 정치적 지

도자로서의 명성 때문에 가탁된 것이라 주장한다.34) 예를 들어, 胡家聰은 

『管子』는 춘추 시대 管仲의 유저(遺著)가 아니라 전국시대 전씨 제국

에서 지어진 것이며, 수많은 전국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다.35) 또한, 白奚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管仲이 『管子』를 저술하였다

는 설과 『管子』에 管仲의 유작(遺作)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 모두가 성

32) ‘모장(毛嬙)’과 ‘서시(西施)’라는 말은 『管子』 중 「小稱」편에 보이고, ‘오왕(吳王)’은 「七
臣七主」편에서 언급된다.

33) 현행본 『管子』는 전한 시기 劉向에 의해 정리되고 편집된 것이다. 전국 말기 이전에
는 이미 『管子』 의 다양한 판본이 널리 퍼져 있었다. 劉向은 『管子』의 여러 판본 
564편을 수집하고, 중복되는 것을 정리하여 86편으로 편집하였다(김필수; 고대혁; 장
승구; 신창호, 『관자』, 고양: 소나무, 2015, 13쪽).   

34)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1,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 15-16. 

35)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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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36) 첫째는 管仲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직 개

인적인 저술 활동을 하는 예가 없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제자백가 중 후

세에 책이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등용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管仲은 등용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管子』에 管仲의 유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關鋒과 林聿時는 「管仲遺著考」를 지어 다음의 내용을 역설

하였다. ‘『管子』 중 『經言』37) 의 각 편과 『外言』의 「五輔」편은 

후인들이 가필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管仲의 유저이다. 또한, 「五

輔」편을 제외한 『外言』의 각 편과 『內言』의 각 편의 어떤 부분은 

管仲의 사상을 해석 및 발휘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管仲의 언론(言

論)과 행사(行事)를 기록한 것이며 내용이 신실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經言』과 『外言』, 특히 후자는 管仲 사상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

로 삼을 만하다.’38) 또한, 劉蔚華와 苗潤田은 『管子』에는 춘추시대의 

문장, 管仲의 유작, 그리고 전국 및 진한 시대의 문장들이 섞여 있는 것

으로 보아, 범위를 축소하여 『管子』를 단순히 전국 시기 稷下학자의 

논문집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39) 나아가, 김충열은 사마천

이 읽었다는 「牧民」,「形勢」,「乘馬」등 『經言』에 속한 6편, 『外

言』의 「五輔」, 그리고 『內言』의 「大匡」,「中匡」「小匡」등 모두 

10편은 管仲의 사상 및 언론과 사적의 원형을 보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국 고대의 저술 거의 모두가 여러 사람에 의해 상당한 기간에 걸

쳐 성립된 것임을 감안할 때, 『管子』만을 따돌려 이것을 管仲 사상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역설한다.40) 이처럼 管仲의 유작이 『管

子』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충돌하는 여러 입장 속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되는 바는, 『管子』의 모

36)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414쪽.

37) 현행본 『管子』의 각 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8부로 분류된다. 『經言』 九篇, 『外
言』 八篇, 『內言』 七篇, 『短語』 十七篇, 『區言』 五篇, 『雜篇』 十篇, 『管子解』 四篇, 
『輕重』 十六篇. 

38) 關鋒; 林聿時, 『春秋哲學史論集』, 北京: 人民出版社, 1963, 137쪽.   
39) 劉蔚華; 苗潤田, 곽신환 역, 『직하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462-467쪽. 
40)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205-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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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편을 管仲의 저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管

子』에 管仲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설령 그의 유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옳

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곧 『管子』에 管仲의 사상이 전연 들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關鋒 · 林聿時나 김충열의 주장처럼 『管

子』의 일부 편들은 분명 管仲의 사적을 담고 있으며, 『管子』에 管仲

의 유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白奚의 경우에도 저자들이 管

仲의 학설을 수집 · 정리하였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41) 따라서 『管

子』에는 管仲의 사상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

다.

한편, 본 논문이 주로 다루고 있는 『管子』 중 「內業」·「心術上」·

「心術下」·「白心」 四篇의 저자 문제에 대해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여기서 ‘『管子』 각 편의 내용들이 다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면, 『管子』의 성서 연대나 저자 문제에 있어서는 작품 전체보다

는 각각의 편들을 연구하여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듯하다’는 W.

Allyn Rickett의 고백은 그 논의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42) 우선 위에서 

논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管子』四篇의 저자가 管仲이 아님은 분명

하다. 『管子』가 管仲의 유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 옳다고 하더라

도, 이 입장에 선 학자들 대부분은 管仲의 유작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管仲의 언론이 기록된 것으로 『經言』, 『外言』, 그리고 『內言』을 지

목하고 있다. 그런데 『管子』四篇 중 「心術上」, 「心術下」, 「白心」

편은 『短語』에 포함되고, 「內業」편은 『區言』에 들어 있다. 즉,

41)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418쪽. 白奚는 『管子』의 저자들이 “한편으로 전해 내려오는 管仲의 학설과 이
야기들을 수집하고 보충하고 정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管仲의 이름에 가탁하고 
또한 당시의 현실에 결부시켜서 자신의 학술과 사상을 밝혀 나갔다”라고 주장한다.

42)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1,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14. 주의할 점은 『管子』 각 편 내용과 사상이 다양하다는 것과 『管子』의 체
계가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Rickett은 법가나 관조적 도가
(Contemplative Daoists)를 제외하고 모든 초기 중국의 정치 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황금시대의 재건립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기본적 관점에서 『管子』 일관
성을 유지한다(같은 책, 17쪽). 



- 17 -

『管子』에 管仲의 유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조차 

『短語』와 『區言』이 아닌 다른 편들을 管仲의 유작 혹은 언론이 포함

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四篇의 저자는 管仲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管子』四篇의 저자는 누구인가. 사실 이 문제는 일찍이 학

계에서 논쟁이 있어 왔다. 우선, 1944년 郭沫若은 「宋銒尹文遺著考」와 

「稷下黃老學派的批判」에서 『管子』四篇을 宋銒 · 尹文의 저작이라고 

주장하였다.43) 하지만, 郭沫若의 주장은 李存山, 張岱年, 白奚, 張連偉 등 

수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학계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학

설이다. 다음으로, 郭沫若의 宋銒 · 尹文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田駢 · 慎到설이 蒙文通 · 朱伯崑 · 裘锡圭 등에 의

해 제기되었다.44) 그러나 이는 宋銒 · 尹文설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 많

은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心術上」과 「白心」편의 저자는 두 

명의 稷下 학자 즉, 田駢과 慎到의 학파라는 裘锡圭의 주장에 대해, W.

Allyn Rickett은 「心術上」의 저자를 慎到와 田駢 학파로 볼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45) 우선, 慎到와 田駢의 사상은 대체

로 法을 강조한다.46) 그러나, 法 개념은 「心術上」에서 일부 다루어지긴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心術上」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없다. 다음으

로, 「心術上」에서는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시되는데, 『慎子』혹

43) 더 정확하게 郭沫若은 「心術上·下」와 「內業」은 宋銒의 저작이며, 「白心」은 尹文의 
저작이라 주장한다. 郭沫若, 郭沫若著作編輯出版委員會 編, ｢宋銒尹文遺著考｣, 『郭沫
若全集 第1卷: 靑銅時代』, 北京: 人民出版社, 1982, 547-572쪽; 郭沫若, 郭沫若著作
編輯出版委員會 編, ｢稷下黃老學派的批判｣, 『郭沫若全集 第2卷: 十批判書』, 北京: 人
民出版社, 1982, 157쪽. 

44) 蒙文通, 『蒙文通文集』 第1卷, 成都: 巴蜀書社, 1987, 281쪽; 朱伯崑, 『朱伯崑論著』, 
沈陽: 沈陽出版社, 1998, 415-439쪽; 裘锡圭, 「馬王堆《老子》甲乙本卷前後逸書與道法
家」, 『中國哲學』, 第2輯, 北京: 三聯書店, 1980, 80-83쪽.

45)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 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 67-69. 한편, Rickett은 「白心」편의 작자는 慎到와 田駢의 학파일 가능성
도 있다고 본다(같은 책, p. 69). 

46) 荀子는 慎到와 田駢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荀子』 「解蔽」, “慎子는 法에 가
려서 현명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慎子蔽於法而不知賢].”, 「非十二子」, “(慎到와 田駢
은) 法을 숭상하지만 법도가 없다[尙法而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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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慎到 · 田駢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지 않는다. 마지막으

로, 「心術上」에서 강조되는 靜 · 虛 · 因 · 應과 같은 핵심적 道家 개

념들을 『慎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후로 현재 많은 학자들은, 각각의 주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管

子』四篇을 전국 중후기 稷下黃老學派의 저작으로 간주하고 있다.47) 한

편, Rickett은 「內業」·「心術上」·「心術下」·「白心」편 각각의 문체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四篇의 기원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四篇이 서로 토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48) 그는 「心術上」 · 「心術下」 · 「白心」에는 모두 

풍부한 黃老 사상이 있다고 보아 黃老 사상이 그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

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四篇이 적어도 稷下학궁 내 초나라 사람에 의

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宋銒 · 尹文

설과 慎到 · 田駢설이 무너진 뒤로 『管子』四篇의 저자를 대체로 전국 

중후기 稷下 내 黃老 사상을 지닌 여러 학자로 보는 현 학계의 최신 입

장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49)

2. 사상적 배경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管子』의 수양론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대부

47)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第二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198-199쪽; 李存山, 
「《內業》等四篇的寫作時間和作者」, 『管子學刊』, 1987, 第1期, 37쪽; 丁原明, 『黃老學
論綱』,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142쪽;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
書館, 2006, 16쪽;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419쪽 등.

48)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 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4; 15; 57; 70; 85. 

49) 주의할 점은 『管子』 四篇이 管仲의 유작이 아니라 稷下학궁 내 집단 저술이라고 하
더라도, 管仲의 사상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稷下 학
파 당시에는 위서(僞書)를 쓸 하등의 필요도 없었으며 책 이름을 『管子』라고 정한 것
만 보아도 管仲을 중심인물로 설정해 놓고 쓴 것임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충
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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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管子』중 四篇에 등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문헌인 『管

子』四篇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일은 그 수양론을 살펴보는 일에 있

어 토대가 된다. 앞서 말하였듯이, 『管子』四篇의 저자에 관한 현 학계

의 최근 입장은 ‘稷下 내 黃老學派’로 모아진다. 四篇의 저자가 ‘稷下學’

과 ‘黃老學’이라는 두 가지 사상적 흐름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자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稷下 사상과 黃老 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稷下 사상 

稷下 사상이 번창하였던 장소는 稷下학궁이다. 稷下학궁의 이름은 제

나라 수도 임치성(臨淄城)의 직문(稷門)에서 유래하였다. 稷下학궁의 창

립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나, 대체

로 학자들은 전(田)씨 제환공 오(齊桓公 午)가 집정하던 시기에 처음 세

워져 제선왕(齊宣王) 때 최고로 번성한 것으로 본다.50)

稷下학궁 내 학자들은 행정 관직을 맡지 않고 주로 학술과 정사를 논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史記』의 「田敬仲完世家」는 稷下학자들이 

“정치를 담당하지 않고 의론을 하였다”51)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며,

『鹽鐵論』의 「論儒」편은 그들이 “직책을 맡지 않고 국사를 논하였

다”52)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稷下선생 중 한 명인 淳于髡은 “일생 벼슬

을 하지 않았다”53)라고 전해지며, 魯仲連은 “벼슬에 나아가 관직을 맡으

려 하지 않았다”54)라고 서술되어 있다. 물론, 稷下학궁이 건립된 직접적

인 이유는 전씨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있었으며, 학자들이 정치적 기능

50)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100; 105쪽.

51) 『史記』 「田敬仲完世家」, “不治而議論.”
52) 『鹽鐵論』 「論儒」, “不任職而論國事.”
53) 『史記』 「孟子荀卿列傳」, “終身不仕.”
54) 『史記』 「魯仲連鄒陽列傳」, “而不肯仕宦任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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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예 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정치적 기능마저도 정

부의 관직을 맡아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있던 것이 아니라 의정과 자문,

인재 양성, 외교 활동, 정치적 여론 조성 등에 있었다.55) 이에 그들은 업

무에 시달리지 않아 학술과 토론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稷下학자들

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정부와 군주를 비평할 수도 있었으나, 정부는 그들의 학술 활동에 간섭

하지 않았다.56) 즉, 稷下학궁의 학술적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나라 통치자는 稷下학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제나라 왕은 그들을 칭찬하며 淳于髡을 비롯한 稷下학자들에게 

넓은 대로에 높은 문이 달린 커다란 집[高門大屋]을 지어 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총애하였으며’57), “상대부(上大夫)의 봉록을 받도록”58) 지원하

였다. 이로 인해 稷下 학자들은 생계 걱정 없이 학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시기 각 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稷下학궁으로 모여

들었으며, 이에 제선왕 시기에는 稷下학자들의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까

지 이르게 되었다.59) 당시 학자들 중 이름이 알려진 자로는 淳于髡 · 田

駢 · 慎到 · 宋銒 · 尹文 · 荀子 · 魯仲連 등이 있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상 체계와 사유 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稷下학궁에는 儒家 ·

墨家 · 黃老家 · 法家 · 名家 · 陰陽家 등 다양한 학파의 사상이 공존하

게 되었다. 稷下학궁은 전국 시기 저명한 제자백가 사상들이 집결한 곳

이었다. 학자들은 稷下학궁의 자유로운 학술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장하여 서로 격렬히 논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술과 사상의 

융합이 일어났다. 가령, 儒家와 法家는 직하에서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

55)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130-138쪽.

56) 劉蔚華; 苗潤田, 곽신환 역, 『직하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20쪽.
57) 『史記』 「孟子荀卿列傳」, “於是齊王嘉之, 自如淳于髡以下, 皆命曰列大夫, 爲開第康莊

之衢, 高門大屋, 尊寵之.”
58) 『鹽鐵論』 「論儒」, “受上大夫之祿.” 
59) 『史記』 「田敬仲完世家」, “是以齊稷下學士復盛, 且數百千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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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놓였고, 道家와 法家의 경우도 道와 法을 결합

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60)

이러한 稷下학궁 내 학술적 상황은 『管子』四篇의 저술 과정에도 반

영되었다. 稷下학자들 사이의 사상적 교류는 상당하였으므로 『管子』四

篇의 저자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았으며 稷下의 여러 사상들이 四篇에 흘

러들어 갔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田駢과 慎到는 ‘결연히 

주관을 버려 아집이 없고[決然無主], 사물에 대해 가리지 않고 사물과 함

께 간다[於物無擇，與之俱往]’와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61) 이는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신의 주관성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대한다

는 말이다. 따로 말하자면, 田駢은 “(사물의) 본성을 따르고 사물에 맡긴

다[因性任物]”62)는 이론과 齊萬物 사상63)을 강조하였다. 慎到는 ‘지혜를 

버리고 주관을 제거하여, 사물에 그대로 내맡기는 것을 도리로 여기

는’64) 입장과 ‘인정에 따른다[因人之情]’65)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道

를 法의 철학적 기초로 삼음으로써 道와 法을 결합시켰다.66) 宋銒은 “사

람의 정욕은 본래 적다”67), “공격과 무력 사용을 금한다”68), “만물을 접

할 때 선입관을 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69) 등을 주장하였으

며, 尹文의 경우 여러 사상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로, 그는 “무릇 혼란

이란 形과 名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名實의 부합’을 역

설하였다.70) 이러한 사상들과 유사하게 『管子』四篇에는 無爲의 道 ·

60)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171쪽.

61) 『莊子』 「天下」, “公而不當, 易而無私, 決然無主, 趣物而不兩, 不顧於慮, 不謀於知, 於
物無擇, 與之俱往, 古之道術有在於是者. 彭蒙田駢慎到聞其風而說之.” 

62) 『呂氏春秋』 「審分覽」 「執一」, “因性任物.”
63) 『莊子』 「天下」, “齊萬物以為首, 曰: 天能覆之而不能載之, 地能載之而不能覆之, 大道

能包之而不能辯之.”; 『呂氏春秋』 「審分覽」 「不二」, “陳駢貴齊.”
64) 『莊子』 「天下」, “是故慎到，棄知去己，而緣不得已，泠汰於物以為道理.”
65) 『慎子』 「因循」, “天道因則大, 化則細. 因也者, 因人之情也. 人莫不自為也.”
66) 『慎子』 「逸文」, “以道變法者, 君長也.”
67) 『莊子』 「天下」, “請欲固置.”
68) 『莊子』 「天下」, “禁攻寢兵.”
69) 『莊子』 「天下」, “接萬物以別宥為始.”
70) 『呂氏春秋』 「正名」, “凡亂者, 刑名不當也.”, “名正則治, 名喪則亂. 使名喪者, 淫說

也. 說淫則可不可而然不然, 是不是而非不非. 故君子之說也, 足以言賢者之實, 不肖者
之充而已矣, 足以喻治之所悖, 亂之所由起而已矣, 足以知物之情, 人之所獲以生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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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法결합 · 사물을 기준으로 사물을 대하는 因의 원칙 · 名實論 등의 사

상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 있다.71) 한편, 孟子의 경우 아직 학계에서 그가 

稷下선생에 속하였는지 논란이 있지만, 제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稷下선

생들과 자주 왕래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아,72) 그의 사상은 稷下 사상

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나의 호연지기

를 잘 기른다[我善養吾浩然之氣]”라는 구절로 대표되는 『孟子』의 양기 

사상과 『管子』의 “(精氣를) 안에 저장하여 근원으로 삼아 호연하고 화

평하여 기의 근원이 된다[內藏以為泉原, 浩然和平, 以為氣淵]”라는 사상

은 서로 용어 측면뿐만 아니라 心氣論의 측면에서도 상호 연관성을 내포

한다. 이와 같이 稷下 문헌인 『管子』四篇에는 稷下학궁의 활발한 사상

적 교차로 인해 稷下 사상의 흔적들이 보인다.

정리하자면, 稷下학궁은 학자들이 학술적 활동에 전념하기에 여러 좋

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사상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 전국 시기 

많은 학자들은 稷下학궁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꽃 피웠고 그 곳에서는 전

례 없는 사상적 교류가 일어났다. 稷下학궁 내 학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게 학술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管子』四篇은 저술되었다.

이로 인해 『管子』四篇은 여러 稷下 사상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四篇에 

등장하는 道法의 연결, 因의 인식론, 心氣論, 名實論 등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나아가, 稷下학궁에는 전국 시기 여러 학술이 모여들었으므로,

矣.” 현재 학계에서는  『尹文子』 의 위서 여부에 대한 입장이 일치 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尹文子』를 위서로 보고 있으나, 근래에 『尹文子』가 위작이 아니라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周山, 「《尹文子》非伪析」, 『學術月刊』, 
1983, 第10期;  胡家聪, 「《尹文子》與稷下黃老學派——兼論《尹文子》並非偽書」, 『文史
哲』, 1984, 第2期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주제상 『尹文子』의 僞作 여부를 밝히는 작업
은 하지 않으나, 만약 『尹文子』가 위서가 아니라는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
절들에서 尹文의 사상에 ‘道家의 無爲 정치’, ‘법치를 중시하면서도 道를 강조함’, ‘形
名의 일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尹文子』 「大道上」, “道用, 
則無為而自治.”; “道行於世, 則貧賤者不怨, 富貴者不驕, 愚弱者不懾, 智勇者不陵, 定
於分也. 法行於世, 則貧賤者不敢怨富貴, 富貴者不敢陵貧賤, 愚弱者不敢冀智勇, 智勇
者不敢鄙愚弱, 此法之不及道也.”; “大道無形, 稱器有名. 名也者, 正形者也. 形正由名, 
則名不可差, 故仲尼云: ‘必也正名乎! 名不正, 則言不順也’.”

71) 그들의 사상이 『管子』 四篇에 등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四篇의 저자라는 의미는 아니
다. 

72)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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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子』四篇은 전국 시기의 학술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었다.

2.2 黃老 사상

‘黃老’라는 명칭은 선진시기 저작에는 보이지 않고 『史記』에서 처음

으로 언급되며, 『史記』는 비록 내용적으로 黃老 사상의 정의를 명확하

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외연적으로는 黃老 사상을 판정하는 근거를 제

공한다.73) 따라서 ‘黃老’라는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黃老

사상의 내용 범위를 한정짓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史記』의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973년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 마왕

퇴(馬王堆)에서 출토된 『黃帝四經』74)은 『管子』四篇보다 이른 시기의 

저작이자 전국 초중기의 黃老學 문헌으로 간주된다. 『黃帝四經』은 초

기 黃老 사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黃老 사상 초기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史記』와 『黃帝四經』을 중심으로 黃老 사상에 대해 고찰하고, 현대 

학자들의 黃老 사상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黃

老 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管子』의 수양론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史記』를 통해 黃老 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우선,

‘黃老’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史記』「孟子荀

卿列傳」에는 “黃老道德之術”75)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그리고 『史

記』 곳곳에서 ‘黃帝老子之術’76) 또는 ‘黃帝老子之言’77)이라는 어구가 보

73)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191쪽.

74) 이는 『黃帝帛書』 라고도 한다. 唐蘭은 『老子』 乙本卷 앞에 위치한 네 편의 古逸書인 
「經法」, 「經」, 「稱」, 「道原」을 『漢書 · 藝文志』에 기록된 『黃帝四經』이라고 주장하였
다(唐蘭，「『黃帝四經』初探」, 『文物』, 1974, 第10期; 唐蘭, 「馬王堆出土『老子』乙本卷
前古逸書硏究」, 『考古學報』, 1975, 第1期). 본문에서는 唐蘭의 주장대로 『黃帝四經』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75) 『史記』 「孟子荀卿列傳」, “皆學黃老道德之術.”
76) 『史記』 「陳丞相世家」, “太史公曰: 陳丞相平少時, 本好黃帝老子之術.”
77) 『史記』 「外戚世家」, “竇太后好黃帝老子言.”; 「樂毅列傳」, “樂臣公善修黃帝老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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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여기서 ‘黃帝’와 ‘老子’는 병칭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黃老’란 ‘黃

帝老子’의 축약어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후한 시대 王充(27∼104)은 

『論衡』「自然」편에서 ‘黃’자를 ‘黃帝’로, ‘老’자를 ‘老子’로 풀이하고 있

는데,78) 이는 ‘黃老’가 ‘黃帝老子’를 의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黃老 사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史記』에

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慎到는 조나라 사람이고, 田駢과 接子는 제나라 사람이며, 環淵은 초나라 사

람이다. 모두 황로도덕지술(黃老道德之術)을 배워 그 취지를 분명하게 서술하였

다.79)

앞서 살펴보았듯이, 田駢과 慎到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80)는 사상을 지니고 있다. 田駢은 “因性

任物”81)을 말하여 사물의 본성에 따르는 것을 주장하였고, 慎到는 사물

을 대함에 있어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주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棄知去

己”82)를 강조했고, 道와 法을 연결하였다.83)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慎到
와 田駢의 학술이 黃老 사상에 기원한다고 하였으므로 黃老 사상은 사물

을 대할 때 주관성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는 이론 · 道法

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司馬談의 「論六家要指」에서도 黃老 사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論六家要指」 서두에서 司馬談은 당시의 학파들을 陰陽家, 儒家,

墨家, 名家, 法家, 그리고 道德家[道家]로 분류하고 있다.84) 그리고 각 학

言.”
78) 『論衡』 「自然」, “賢之純者, 黃老是也. 黃者, 黃帝也, 老者, 老子也,”
79) 『史記』 「孟子荀卿列傳」, “慎到, 趙人, 田駢 · 接子, 齊人, 環淵, 楚人. 皆學黃老道德

之術, 因發明序其指意.”
80) 『莊子』 「天下」, “公而不當, 易而無私, 決然無主, 趣物而不兩, 不顧於慮, 不謀於知, 於

物無擇, 與之俱往, 古之道術有在於是者. 彭蒙田駢慎到聞其風而說之.” 
81) 『呂氏春秋』 「審分覽」 「執一」, “因性任物.”
82) 『莊子』 「天下」, “是故慎到，棄知去己，而緣不得已，泠汰於物以為道理.”
83) 『慎子』 「逸文」, “以道變法者, 君長也.”
84) 『史記』 「太史公自序」, “夫陰陽, 儒, 墨, 名, 法, 道德.” 여기서 ‘道德’은 ‘道家’를 지

칭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論六家要指」에서는 ‘道德’이라는 용어는 서두에 1번 
등장하며, 그 뒤로는 ‘道家’로 대체되어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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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장 · 단점과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 道家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道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專一하게하고, 無形의 道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 그 학술은 陰陽家의 천지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儒家와 

墨家의 좋은 점을 가려내고, 名家와 法家의 요점을 취하여, 때에 맞추어 옮겨가

고, 만물에 응하여 변하며, 풍속을 일으키고 일을 시행하니 옳지 않은 것이 없

다. 그 취지가 간략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니 일은 적게 해도 공은 많아진

다.85)

여기서 언급된 ‘道家’는 넓은 의미의 ‘黃老學’과 같다.86) 이러한 ‘道家[黃

老學]’에 대한 司馬談의 설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老莊’ 사상을 넘

어서 있다. 그에 따르면 道家 즉, 黃老 사상은 사람이 無形의 道에 들어

맞아야 한다는 老莊 道家를 기초로, 陰陽 · 儒 · 墨 · 名 · 法家의 사상

을 흡수하고, 풍속을 일으켜 일을 시행하여 세속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나아가 「論六家要指」는 黃老 사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서술한

다.

㉠: 道家는 無爲를 주장하면서 無不爲를 말하는데, 그 실질은 쉽게 시행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 그 학술[道家]은 虛無를 근본으로 하고, 因

循을 작용으로 한다. (……) 만물보다 앞서지 않고 만물보다 뒤처지지도 않으므

로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法이 있으면서도 法은 없어[法에 얽매이지 않아],

시대에 따라[因] 일을 이루며, 법도가 있으면서도 법도가 없어[법도에 얽매이지 

않아] 만물에 따라[因] 더불어 합치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라지지 않으며, 시

대의 변화를 준수한다. 虛는 道의 항상됨이며 因은 군주의 강령이다”라고 말한

85) 『史記』 「太史公自序」, “道家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贍足萬物. 其為術也, 因陰陽之
大順, 采儒墨之善, 撮名法之要, 與時遷移, 應物變化, 立俗施事, 無所不宜. 指約而易
操, 事少而功多.”

86) 丁原明, 『黃老學論綱』,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26쪽. 『史記』에는 ‘黃老學’이 
‘道家’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史記』 「魏其武安侯列傳」에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등장한다. “태후는 黃老의 말을 좋아하였으나, 魏其 · 武安 · 趙綰 · 王臧 
등은 儒家의 학술을 더욱 받들어 道家의 말을 폄하하였다[太后好黃老之言, 而魏其 · 
武安 · 趙綰 · 王臧等務隆推儒術, 貶道家言].” 여기서 문맥상 ‘黃老’와 ‘道家’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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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여러 신하가 모두 이르면 (군주는) 각자 스스로 (그 직분을) 밝히도록 해

야 한다. 그 실질이 그 명성에 들어맞는 것을 참되다[端] 하고, 실질이 그 명성

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공허하다[窾]고 한다. 공허한 말[窾言]을 듣지 않으면 간

사한 이들[간신]이 생겨나지 않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저절로 구분되고,

흰색과 검은색이 이내 드러나게 된다. (……) ㉣: 대저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神이며 의탁하는 것은 形이다. 神을 너무 사용하면 없어지고, 形을 너무 수고롭

게 하면 황폐해진다. 形과 神이 떨어지면 죽게 된다. 죽은 자는 다시 살려낼 수 

없고 떨어진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것을 중요시했다.

이로 보아 神이란 삶의 근본이요, 形은 삶의 도구이다. 먼저 그 神[과 形]을 안

정시키지 않고 ‘나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니 무슨 이유인가?87)

첫째, 黃老 사상은 老子의 ‘無爲而無不爲’ 통치론을 포함한다. 인용문 

㉠은 道家가 無爲를 말하면서도 無不爲를 말한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는 無爲를 통하여 無不爲의 통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분명 老子의 ‘無爲而無不爲’를 연상시키는데, 관련 구절로는 『老

子』 3장의 “無爲로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88) 또는, 37장의 

“道는 항상 無爲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제후와 제왕이 만약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잘 될 것이다”89)를 들 수 있

다. 이러한 구절들은 인용문 ㉠이 말하는 바와 유사하다. 둘째, 黃老 사

상은 老子의 道를 철학적 기초로 둔다. 老子의 ‘無爲而無不爲’는 기본적

으로 자연 無爲하는 道의 모습을 따르는데, 「論六家要指」가 말하는 黃

老 사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용문 ㉡을 보면 道家는 “虛無를 근본으로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虛無’는 일종의 道의 속성이므로 이 구절은 

黃老 사상이 老子의 道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黃老 사

상에서 因90)은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다. 인용문 ㉡에 따르면, 黃老 사상

87) 『史記』 「太史公自序」, “㉠: 道家無為, 又曰無不為, 其實易行, 其辭難知. ㉡: 其術以虛無為
本, 以因循為用. (……) 不為物先, 不為物後, 故能為萬物主. 有法無法, 因時為業, 有度無度, 
因物與合. 故曰 ‘聖人不朽, 時變是守. 虛者道之常也, 因者君之綱’也. ㉢: 群臣并至, 使各自
明也. 其實中其聲者謂之端, 實不中其聲者謂之窾. 窾言不聽, 姦乃不生, 賢不肖自分, 白黑乃
形. (……) ㉣: 凡人所生者神也, 所託者形也. 神大用則竭, 形大勞則敝, 形神離則死. 死者不
可復生, 離者不可復反, 故聖人重之. 由是觀之,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不先定其神
[形], 而曰 ‘我有以治天下’, 何由哉?” 

88) 『老子』 3장, “為無為, 則無不治.”
89) 『老子』 37장, “道常無為而無不為.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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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因循을 작용으로 하며”, 만물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만

물에 따르고[因] 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因은 군주의 강령

이라 묘사될 정도로, 黃老 사상에서 因을 따르는 일은 중시된다. 넷째,

黃老 사상은 치국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군주의 인식능력을 

강조한다. 군주는 명분과 실질이 들어맞는 것과 들어맞지 않는 것을 구

분하는 것 즉, 인식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한다. 인용문 ㉢에 따

르면, 실질과 명성이 서로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각각 ‘端’과 

‘窾’으로 구분된다. 黃老 사상은 군주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공허한 

말[窾言]’을 듣지 않아야만 함을 말한다. 이는 분명 명분과 실질의 일치

에 있어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黃老 사상은 치

국의 조건으로 形과 神의 안정을 강조한다. 黃老 사상에서 形은 삶의 도

구이고 神은 삶의 근본으로, 근본이 되는 神은 形에게 의탁하고 있다. 形

과 神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떨어지면 곧 죽게 되므로,

성인은 양자의 보존을 중요시한다.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양을 통하여 神과 形이 안정되도록 하는 일이다.

한편, 『管子』四篇보다 이른 시기의 저작으로 간주되는 『黃帝四經』

을 통해 黃老 사상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黃帝四經』에는 다

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새는 (道를) 얻어서 날고, 물고기는 (道를) 얻어서 헤엄치며, 들짐승은 (道를)

얻어서 뛰어다니고, 만물은 그것을 얻어서 살아가며, 백가지 일은 그것을 얻어

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근거로 하지만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이용하지만 그 형상을 보지 못한다.91)

90) 因의 갑골문은 이며, 은 “사람이 돗자리[茵席] 위에로 나아가 누워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劉興隆, 『新編 甲骨文字典』, 北京: 國際文化出版社, 1993, 365쪽).” 
또한, 因은 방석이나 깔개의 의미를 지닌 茵의 원자(原子)이며, 거꾸로 말해 ‘茵은 因
의 분화자(分化字)’라고 할 수 있다(曹先擢, 蘇培成 主編, 『漢字形義分析字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633쪽). 이러한 ‘자리 · 깔개’의 의미는 ‘~에 의지하다’라는 뜻
으로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에 의지하다’라는 뜻은 ‘~에 의거하다’ · ‘~를 인습하
다’ · ‘원인’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같은 책, 632쪽). 『管子』에서 인식 원칙으로 제
시되는 因은 ‘(사물의 실정에) 근거하다’ 혹은 ‘의거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이에 대해
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91) 『黃帝四經』 「道原」, “鳥得而飛, 魚得而游,  獸得而走, 萬物得之以生, 百事得之以成. 
人皆以之, 莫知其名, 人皆用之, 莫見其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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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 근본을 얻으면, 적은 것을 장악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92)

위 인용문에서 道는 만물이 살아가고 이루어지게 하는 공능을 지니며,

사람들은 道의 공능으로 살아가지만 이름을 알 수 없을뿐더러 형상을 볼 

수 없다. 즉, 道는 만물의 본원이나 無形하다. 이는 분명 老子의 道를 연

상시킨다. 이러한 道를 얻게 되면 적은 것을 쥐고도 많은 것을 알 수 있

게 되므로, 道를 체인하는 일은 중요하게 된다. 이에 『黃帝四經』은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보고 아는 길은 오직 (心을) 虛하게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다.93)

『黃帝四經』은 인식 방법으로 心을 虛하게 하는 것과 사물을 대함에 

있어 어떠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인식과 수양의 연결

이다. 또한, 黃老學 문헌인 『黃帝四經』은 因 개념을 강조한다.

천시에 따라서[因] 모두 때에 맞게 결단한다.94)

하늘의 법칙에 따른다[因].95)

위 인용문에서 因은 천시나 하늘의 법칙에 ‘따른다’의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黃老 사상에서 因은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黃

老學을 기반으로 한 田駢 · 慎到의 사상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96) 한

편, 『黃帝四經』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평가받는 사상으로 소위 

‘道法결합’이 있다.

道가 法을 낳는다.97)

92) 『黃帝四經』 「道原」, “得道之本, 握少以知多.”
93) 『黃帝四經』 「經法·道法」, “見知之道, 唯虛無有.”
94) 『黃帝四經』 「十大經·兵容」, “因天時, 與之皆斷.”
95) 『黃帝四經』 「稱」, “因天之則.”
96) 『韓非子』 「有度」편에는 “법수에 따른다[因法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또한 黃老學

의 因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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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를 잡은 자가 法을 제정한다.98)

『黃帝四經』에서 法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데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99) 공정성과 권위가 요구되는데, 이는 法을 道라는 철학적 개념

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 외에도 『黃帝四經』은 

名實의 부합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이) 추호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形과 名이 있게 된다. 形과 名이 

확립되면, 흑백이 구분된다.100)

名實이 상응하면 안정되고, 名實이 상응하지 않으면 다투게 된다.101)

위 인용문에 따르면, 어떤 사물이든지 반드시 形과 名을 가지며, 形과 

名의 관계가 확립되면 옳고 그름이 구분된다. 또한, 名實의 상응 여부에 

따라 만사가 안정되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한다. 여기서 『黃帝四經』

이 사물의 形 · 實과 名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아가, 『黃帝四經』은 儒家 사상을 받아들여 仁과 義 개념을 인정하

며,102) 陰陽 사상도 다루고 있다.103)

한편, 이러한 黃老 사상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

선, 唐蘭은 「黃帝四經初探」에서 『黃帝四經』을 『老子』와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老子』는 道, 名, 德을 말하지만 『黃帝四經』은 이를 넘

어 道法, 刑名 등을 말하며, 이러한 道法 · 刑名 사상은 黃老學의 특색이 

반영된 것임을 암시한다.104)

97) 『黃帝四經』 「經法·道法」, “道生法.”
98) 『黃帝四經』 「經法·道法」, “執道者, 生法.”
99) 『黃帝四經』 「經法·名理」, “是非有分, 以法斷之.”
100) 『黃帝四經』 「經法·道法」, “秋毫成之, 必有形名. 形名立, 則黑白之分已.”
101) 『黃帝四經』 「經法·論」, “名實相應則定, 名實不相應則爭.”
102) 『黃帝四經』 「十大經·本伐」, “伐亂禁暴, 起賢廢不肖, 所謂義也. 義者, 眾之所死也.”; 

「十大經·順道」, “體正信以仁, 慈惠以愛人.”
103) 『黃帝四經』 「十大經·觀」, “無晦無明, 未有陰陽. 陰陽未定, 吾未有以名. 今始判為兩, 

分為陰陽, 離為四時.”; 「十大經·觀」, “凡論必以陰陽大義.”
104) 唐蘭，「『黃帝四經』初探」, 『文物』, 1974, 第10期,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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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馮友蘭에 따르면, 黃老 사상은 치신을 안으로 삼고 치신을 

치국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밖으로 삼으며, 黃老사상의 핵심은 道家 사상

을 개조하여 法家로 전화(轉化)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105) 이는 『史

記』특히, 「論六家要指」의 黃老 사상에 대한 폭넓은 설명과 부합한다.

또한, 丁原明은 黃老學을 ‘협의의 黃老學’과 ‘광의의 黃老學’으로 구분

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황제의 이름에 가탁하며 老子의 道를 근원으

로 하는 道家 일파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그는 내실을 살펴보면 「論

六家要指」가 말하는 道家에 대한 내용을 모두 黃老學으로 지칭할 수 있

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그가 말하는 ‘광의의 黃老學’이다.106)

胡家聰은 黃老學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107) 먼저, 黃老學은 

道家에 속하지 法家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黃老學의 성질은 응당 

‘군인남면지술’이다. 셋째, 稷下黃老學의 주요 특징은 ‘인도전법(因道全

法)’108)이다. 黃老學은 철학적으로 道家가 핵심이 되어 法家적 요소를 활

용한다.

白奚는 『黃帝四經』에 등장하는 “道가 法을 낳는다”라는 명제가 黃老

學派의 기본 사유 방향을 확립하였으며 黃老學의 가장 중요한 명제로 받

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黃帝四經』의 道法결합이 “道라는 

추상적 본체와 법칙이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 구현될 곳을 찾아내어 道로 

하여금 더 이상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의 실용성을 크게 강화하였다”라고 말한다.109) 즉, 黃老學의 핵심은 道

法결합에 있는데, 이는 道法결합 그 자체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道 개념

105)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第二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195쪽. 이러한 馮友蘭의 견
해에 대해 김희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唐蘭처럼 黃老사상을 좁은 의미의 형명법술
의 도법가의 영역 안에서 다루지 않고 도법가를 폭넓게 확대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은 주의할 만하다. 그것은 치신과 치국이라는 구도를 통해 醫家 전통인 『黃帝內經』도 黃老
사상의 영역으로 간주해 다룬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김희정, 「黃老思想의 天人相應觀 
硏究: 「黃帝四經」, 「管子」 四篇, 「淮南子」,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22쪽. 

106) 丁原明, 『黃老學論綱』,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25-26쪽.
107)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88-89쪽.
108) 胡家聰에 따르면, ‘因道全法’의 함의는 “道家철학으로 法家정치를 논증하고 충실히 

하는 것”이다.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89쪽.
109)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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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 사회에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는 것이다.

黃老 사상은 老子의 道를 철학적 근본으로 삼고 있지만 분명 그의 학

술을 넘어서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道法의 연결, 儒家 · 名家 · 法家

등 다양한 학술의 흡수,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로 

드러난다. 또한, 黃老 사상은 치국의 전제로써 形의 안정과 因에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 하여 道의 체인과 名實의 일치를 주장한다. 특

히, 『黃帝四經』은 道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虛의 수양이 필요함을 언급

한다. 이러한 黃老 사상 전반은 稷下黃老學派의 저작인 『管子』四篇에

서 대부분 확인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管子』의 수양론을 폭넓게 이

해하는 데 일조한다. 四篇 또한 老子의 道를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老子의 학술을 발전시켜 道法결합110)과 精氣論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四

篇은 儒家를 받아들여 義와 禮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111) 군주의 치국

이 제대로 행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精氣의 획득, 因 · 應의 인식 원칙,

虛 · 靜 · 一 수양, 名實 부합 등을 강조한다. 이렇듯 黃老 사상은 『管

子』 수양론의 큰 틀을 이루고 있으며 사상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110) 道法결합의 내용은 『管子』의 「法法」 · 「任法」 · 「明法」편 등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
어진다. 四篇도 분명 이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心術上」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
이 등장한다. 「心術上」, “故事督乎法, 法出乎權, 權出乎道.”

111) 「心術上」, “君臣父子人間之事謂之義. 登降揖讓, 貴賤有等, 親疏之體, 謂之禮.”; “義
者, 謂各處其宜也. 禮者, 因人之情, 緣義之理, 而為之節文者也. 故禮者謂有理也, 理
也者, 明分以諭義之意也. 故禮出乎義, 義出乎理, 理因乎宜者也.” 수양론을 핵심 주제
로 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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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管子』의 精氣論

1. 精氣論의 철학적 기초

『管子』의 수양론은 기본적으로 精氣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에 그 

수양론을 살펴보기 이전에 반드시 『管子』의 精氣論에 관한 논의가 필

요하다. 『管子』는 老子112)의 道論을 기초로 소위 ‘精氣論’이라는 독창

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113) 이에 본 절에서는 우선, 『管子』의 精氣論

은 老子의 道를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管

子』는 老子의 道論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결과 道를 精氣 개념으로 연결

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1.1 老子의 道

112) 현재 『老子』는 초간본, 백서본, 그리고 통행본(왕필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충열
은 郭沂의 설에 따라 통행본 『老子』와 달리 초간본 『老子』에는 정치적이거나 권모적
인 용어, 그리고 반유가적인 글 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간 『老子』와 통행본 
『老子』는 계통이 다른 두 개의 전본(傳本)”이며, ‘백서 『老子』와 통행본 『老子』 모두 
그 연원으로 볼 때 초간 『老子』를 기초로 해서 개조 · 중편 · 증정 작업된 결과물임
이 틀림없다.’고 언급한다.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4, 
33-36쪽). 또한 김병환도 ‘권모술수나 우민정치 등 술수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었던 구
절들이 애초에는 덕도경에 없었으나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 말한다. 나아가 『老子』는 
“복수의 인물에 의해 점진적으로 성립된 고전”이며, “노자사상과 『도덕경』의 사상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
의』, 서울: 새문사, 2017, 99쪽). 주의할 점은, 초간본 『老子』에 권모술수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이 곧 군주의 통치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초간
본 9장은 일종의 제왕지학(帝王之學)으로, 군주가 제대로 된 통치를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통용되는 老子의 道 개념을 기본으로 삼고, 통행본 및 초간본 『老子』의 구절들
을 모두 참고하였다.

113) 白奚는 四篇의 精氣論을 제나라에서 일찍이 체계화 된 心氣論과 당시 유행하던 老
子의 道論의 결합에 의한 산물로 보고 있다. 그의 방대한 연구에 따르면, 제나라에서 
氣論이 정립된 이유는 ‘養生’을 중시하던 제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
는 제나라인이 養生의 수단으로 行氣 혹은 治氣를 논하여 일찍부터 心과 氣를 연결시
켜 사고하였으며 이를 老子의 道와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精氣論을 내놓았다고 역설한
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
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333-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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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子』는 기본적으로 老子의 道論을 계승하여 道를 가장 높은 철학

적 범주로 삼았다.114) 老子의 道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이

자 만물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형식”115)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管子』는 道를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생겨날 수 있는 

근본으로 보고 있다.

만물은 그것[道]에 의하여 생(生)하고 만물은 그것[道]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成] 道라고 이름 붙인다.116)

이처럼 『管子』의 道는 천지 만물의 존재 원리이다. 道는 천지 만물을 

낳는[生] 근본이며 만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成] 근거가 된다. 이러한 道

의 성격은 「心術上」의 道와 德이 함께 언급되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

러난다.

德이란 道가 머무는 것이다. 만물은 이를[德] 얻음으로써 끊임없이 생겨난다

[生生]. (……) 그러므로 德은 얻음[得]이다. 얻음이란 (만물이) 그러하게 되는 근

거[所以然]를 얻는 것을 말한다. 無爲를 道라고 하고 (만물에) 머무르는 것을 德

이라 하므로 道와 德은 간극이 없다. 그러므로 (道와 德을) 말하는 자들은 (道와 

德을) 구별하지 않는다.117)

 

114) 『管子』가 老子의 道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학자들이 동
의하는 바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 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21; Roth, Harold 
David., Original Tao : inward training (nei-yeh) and the foundations of 
Taoist mys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 144; 丁原
明, 『黃老學論綱』,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25쪽;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
京: 商務印書館, 2006, 28-31쪽;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92쪽 등.

115)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99쪽.
116) 「內業」, “萬物以生, 萬物以成, 命之曰道.”
117) 「心術上」, “德者道之舍, 物得以生生. (……) 故德者得也. 得也者其謂所得以然也. 以

無為之謂道, 舍之之謂德. 故道之與德無間. 故言之者不別也.” 본 구절의 “得也者其謂
所得以然也”는 ‘得也者謂得其所以然也’로 어순을 고쳐 읽어야 한다(郭沫若, 『管子集
校』, 中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4年,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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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을 화육하는 것을 德이라 한다.118)

천지 만물은 德을 얻음[得]으로써 생겨날 수 있으므로[生] 德이란 곧 

얻음이다.119) 얻음으로 정의되는 德은 만물이 그러하게 되도록 하는 근

거[所以然]이자 동시에 만물을 화육하는 근원이다. 한편, 德은 無爲의 道

가 만물에 머무는 것을 말하므로 德과 道는 서로 간극이 없다. 즉, 德은 

道가 만물에 내재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결국 만물의 존재 근거이자 변

화와 생장을 가능하게 하는 德의 공능은 곧 내재된 道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老子』 51장의 “道가 만물을 생기게 하고, 德이 기르며, 물

체가 형상을 지니게 하고, 세가 만물을 완성한다”120)라는 구절의 함의와 

유사하다. 老子 사상에서도 德은 천지만물의 원리인 道가 만물에 깃들어 

있는 것이며, 德은 그런 道가 구체적인 만물이나 세상사에 작용하는 모

습 즉, 道에 따라 자라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모습이다.121) 이를 볼 때,

『管子』의 道와 德에 대한 관점은 분명 老子의 그것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道는 무형(無形) · 무성(無聲)의 특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된 

「內業」과 「心術上」의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어 있고[虛] 형상이 없는[無形] 것을 일러 道라고 한다.122)

하늘의 道는 비어 있고[虛] 형상이 없다[無形].123)

118) 「心術上」, “化育萬物謂之德.”
119) ‘德’와 ‘得’이 서로 의미가 상통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해석이다. ‘悳’은 ‘德’

의 이체자(異體字)인데, 『說文解字·心部』는 “悳이란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得]이고 안으로는 자기로부터 얻는 것[得]이다[悳: 外得於人, 內得於己也]”라고 하
였으며(許愼, 『說文解字』, 臺北: 世界書局, 1988, 350쪽), 段玉裁는 ‘德’을 설명하여 
“得은 곧 德이다[得卽德也]”라고 정의한 바 있다(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世界書
局, 1989, 89쪽). 한편, 赤塚 忠에 따르면, ‘德 = 得’이라는 설명방식과 ‘得[德]’의 내
용을 ‘生’과 관련시키는 것은 전국시대 사상계 전반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德의 의미를 得으로 규정하는 것은 『管子』가 그 근본이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赤塚 
忠; 金谷 治 외, 조성을 역, 『중국사상개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87, 208-210쪽). 

120) 『老子』 51장, “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
121)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06쪽.
122) 「心術上」, “虛無無形謂之道.” 여기서 “虛無無形”은 마땅히 “虛無形”이 되어야 한다

(『管子四篇詮釋』,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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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몹시 고요하여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 매우 어두워서 

그 형상을 볼 수 없다. (……) (아무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나 그 이룸[成]에는 차례가 있으니 이를 일러 道라고 한다.124)

道는 비어있으며[虛] 형상도 없고[無形] 소리도 없는[無聲] 존재이다. 인

간은 그 누구도 道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 무형(無形)과 무성(無聲)의 道는 차례대로 자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이므로 道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管子』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道를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것

이라 말한다.

大道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설명될 수는 없다.125)

‘(大道는) 입에서 표현되지 않고, 형색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道가) 형상이 없

음[無形]을 말한다.126)

우선, 첫 번째 인용문은 道는 만사에 있어 인간의 心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다른 

말로, 분명 인간은 작용적인 측면에서 道의 현현을 느낄 수 있지만, 道는 

무엇이라고 한정지어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道라는 

것은 언어로써 정의될 수 없는 것임을 道의 무형한 특성과 연결 지어 언

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을 논하기 위해, 「心術上」의 다른 부분을 참

고하면, 道라는 것은 “형상이 없으므로[無形] 거스르는 바가 없고, 거스

르는 바가 없으므로 만물에 두루 흐르며 변하지 않는다.”127) 다시 말해,

道는 무형하므로 어떤 하나의 형체로 한정되어 드러나지 않고 만물과 부

123) 「心術上」, “天之道, 虛其無形.” 여기서 “其”字는 ‘而’字로 읽어야 한다(GUANZI, p. 
77).

124) 「內業」, “謀乎莫聞其音, (……) 冥冥乎不見其形. (……) 不見其形, 不聞其聲, 而序其
成謂之道.” 본 구절에서 “謀”字는 ‘漠’字로 읽어야 한다(GUANZI, p. 41).

125) 「心術上」, “大道可安而不可說.”
126) 「心術上」, “‘不出於口, 不見於色’, 言無形也.”
127) 「心術上」, “無形則無所位, 無所位, 故遍流萬物而不變.” 여기서 ‘位’字는 ‘低’字

로 수정되어야 하며, ‘’字는 ‘牾’字로 읽어야 한다(GUANZI,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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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힘이 없으므로 만물을 고루 아우를 수 있다. 이렇듯 무형의 道는 만물 

곳곳에 흘러들어 작용하는 것이며, 만물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 道를 

두고 특정한 이름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道라는 것은 입으

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다.”128) 이러한 설명은 道나 德을 무형 혹은 무명(無名)으로 묘사하

는 老子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29)

한편, 주의할 점은 천지만물의 존재 원리이자 만물을 화육하는 근원인 

『管子』의 道가 본체적(本體的) 의미를 지닌다고 해서 이를 곧 독립적

인 ‘실체(substance)130)’의 개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管

子』에서 말하는 道는 만물을 초월하여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道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한다.131)

道는 천하에 가득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 두루 존재한다. (……) 온 세상[九州]

에 서려있고 가득하다.132)

저 道는 멀리 있지 않으므로 사람이 (道를) 얻음으로써 살 수 있다[生]. 저 道

는 떨어져있지 않으므로 사람은 (道를) 따름으로써 조화롭게[和] 된다.133)

128) 「內業」, “道也者, 口之所不能言也, 目之所不能視也, 耳之所不能聽也.”
129) 초간본 『老子』 32장, “天象亡形, 道隱無名.” 이는 통행본 『老子』 41장에 해당한다. 

통행본에는 ‘天象亡形’이 ‘大象無形’으로 되어 있으며, 양자의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
다(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자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4, 31쪽; 78쪽). 한편, 통
행본 『老子』 1장의 “道可道, 非常道”는 老子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며, 道
는 언어로 규정지어질 수 없는 근원적 원리임을 말해주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행본 『老子』 1장은 초간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管子』 는 대체로 전국
시대 중기 稷下학자들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통행본(왕필본) 『老子』은 『管子』 보다 
후대의 저작이다. 따라서 통행본 『老子』의 1장은 老子의 道 개념이 『管子』 의 道論
에 계승되었다는 본 장의 주제와 시기적으로 어긋나므로 본문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130) ‘실체(substance)’라는 단어는 서양 철학에 적합한 단어이다. ‘실체’는 보통 현상계
를 근거지우는 초월적 실체이자 현상계 없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며, 현상계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나 의미가 있는 개
념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념은 동양 사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상계와 따로 떨어
져 존재하는 초월적 ‘실체’ 관념은 동양 사유 전통과 부합하지 않는다.

131) 「心術上」, “道在天地之間也.”
132) 「內業」, “道滿天下, 普在民所. (……) 蟠滿九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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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현상계를 넘어 초월계와 같은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道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천하에 가득 차 있으며, 사

람이 사는 곳이면 그 어디에나 있다. 道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

으며 사람은 이를 얻거나 따름으로써 삶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다. 道

는 만물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세(人間世)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혹자는 ‘道는 현실의 만물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다’라는 『管子』의 이러한 설명이 곧 『管子』가 老子의 

道論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134) 그러나 이는 老子의 道를 천지만물과 떨어져서 존

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老子의 道는 

“만물을 초월해 있으면서 만물을 주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135)

분명 『管子』는 黃老 사상을 배경으로 하므로, 그의 道論은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면으로 좀 더 구체화 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물과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는 실체 개념이었던 老子의 道가 『管子』에 

와서 천지만물과 함께 있는 道 개념으로 변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老

子의 道論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管子』의 道와 精氣

개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2 道와 精氣

『管子』는 분명 老子의 道를 계승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老子

133) 「內業」, “彼道不遠, 民得以產. 彼道不離, 民因以知.” 여기서 “產”字는 ‘生’字로 읽
어야 한다(馬非百, 「管子內業篇集註」, 『管子學刊』, 1990, 第1期, 10-11쪽). 또한, 마
지막 구절에서 “知”字는 ‘離’와 각운을 이루기 위해 ‘和’로 보아야 한다(GUANZI, p. 
41).  

134) 劉蔚華는 老子의 道를 천지만물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보고, 『管
子』의 道論은 老子의 道論을 지양하여 천지만물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
체인 ‘道’를 다시 천지만물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劉蔚華; 苗潤田, 
곽신환 역, 『직하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479-480쪽.

135)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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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道를 기초로 삼아 黃老學의 색깔을 입혀내었으므로, 『管子』의 道論

은 老子의 그것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특

징은 道를 ‘精氣’ 개념으로 연장 시킨 것으로,136) 『管子』에서 精氣에 

관한 이론 즉, ‘精氣論’은 老子의 道를 그대로 이어받기 보다는 ‘창조적

으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137) 『老子』 21장은 ‘道 가운데 精이 

있고, 그 精은 매우 참된 것이다’라고 하며 精을 언급하고 있고,138) 42장

은 ‘沖氣’를 내세워 氣를 말하고 있다.139) 이처럼 老子의 道論에는 精이

나 氣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老子 사상은 精이 무엇인지 

그리고 精氣와 道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면, 『管子』는 이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

는데,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管子』에서 말하는 精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胡家聰

은 다음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만물의 精, 이것은 곧 [만물을] 생성한다. 아래로는 오곡을 낳고, 위로는 뭇 별

136) 이 외의 또 다른 특징으로 ‘道와 禮法의 연결’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 老子는 禮와 
法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管子』는 禮와 法을 정의 내리고 나아가 
道와 연결 지어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우선, 『老子』에서 禮法은 인위적인 덕목으로 
상덕(上德)에 해당되지 않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통행본 『老子』 38장의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為而無以為, 下德為之而有以為. 上仁為之而
無以為, 上義為之而有以為, 上禮為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를 보면 알 수 있다(하
지만, 초간본 『老子』에는 통행본 38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초간본 『老子』에는 
유가의 도덕규범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환, 『(김병
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13쪽’을 참고하라). 반면, 『管
子』는 「心術上」 편에서 禮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禮法과 道를 연결 짓고 
있다. “禮는 인정에 따르고 義의 이치에 따라 節文을 만든 것이다[禮者, 因人之情, 緣
義之理, 而為之節文者也].”, “法은 차이를 같게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다[法者所以同出, 不得不然者也](여기서 ‘出’字는 ‘參差’를 의미한다. 郭沫若, 『管子集
校』, 中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2年, 420쪽).”, “禮는 義에서 나오고, 義는 理에서 
나오며, 理는 道에 의거한다[禮出乎義, 義出乎理, 理因乎宜者也](‘宜’字는 ‘道’의 오자
이다. 같은 책, 420쪽).”, “法은 權에서 나오고, 權은 道에서 나온다[法出乎權, 權出乎
道].” 道와 禮法의 결합은 『管子』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나 본 논문의 논지 상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한다.

137)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0쪽.
138) 『老子』 21장, “道之為物, 唯恍唯惚. 忽兮恍兮, 其中有象. 恍兮忽兮, 其中有物. 窈兮

冥兮, 其中有精, 其精甚真, 其中有信.”
139) 『老子』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為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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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천지 사이에 유동하면 귀신이라 부르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성인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氣는 (……).140)

위 인용문 첫 부분은 精의 공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精은 만물을 生

하는 것인데, 이는 아래로는 오곡을 낳고 위로는 뭇 별이 된다는 말로 

비유된다. 이러한 ‘精’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 부분에서 접속사 “是故”로 

이어져 “此氣”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胡家聰은 “여기서 精과 

氣는 상응하며, 명백히 精은 氣이다”141)라고 말한다. 즉, 精은 氣로 연결

되는 것이다. 또한, 「心術上」은 “一氣能變曰精”이라고 하여 氣가 변한 

것이 곧 精임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內業」은 ‘精’이란 곧 “기의 정

수[氣之精]”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여,142) ‘精’을 정미하고 순수한 氣인 

‘精氣’로써 정의하였다. 정리하자면, ‘精’은 곧 氣 중에서 精한 것 즉, 精

氣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管子』에 드러나는 精氣와 道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精

氣와 道의 관계에 대해 陳鼓應은 ‘본래 추상적이고 아득한 道를 구체화

하여 精氣로 삼았다’143)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管子』는 老子의 道를 

계승하여, 이를 ‘精氣’로 연장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袁岳과 沈尚武는 

“(……) 精氣는 곧 道이다. 精氣는 道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道가 精氣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144)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道와 精氣는 분명 상호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문에서 직

접적으로 道를 精氣로 규정한 부분은 발견되지는 않지만, 道의 속성과 

精氣의 속성이 아주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다.

Ⓐ 道는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데, 너무 커서 (그것)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140) 「內業」, “凡物之精, 此則為生. 下生五穀, 上為列星. 流於天地之間, 謂之鬼神, 藏於
胸中, 謂之聖人. 是故民氣 (……).” 여기서 ‘民’字는 ‘此’字의 오자이다(郭沫若, 『管子
集校』, 下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4, 121쪽). 본 인용문에 뒤이어 “是故此氣也”라는 
문장이 등장하므로 문맥상 “是故民氣”는 ‘是故此氣’로 고쳐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141)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93쪽.
142) 「內業」, “精也者, 氣之精者也.”
143)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0쪽.
144) 袁岳; 沈尚武, 「《管子·内业》篇道之形象化探析」, 『管子學刊』, 2009, 第4期, 21-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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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其大無外], 너무 작아서 (그것)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다[其小無內

].145)

ⓐ 心에 있는 靈氣는 (……) 너무 세밀하여 (그것)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其細無內], 너무 커서 (그것)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다[其大無外]. 그

것을 잃는 이유는 조급함이 해치기 때문이다. 心이 고요함[靜]을 유지할 수 있

으면, 道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146)

W. Allyn Rickett은 위의 두 인용문이 서로 유사한 용어로 각각 道와 

靈氣에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47) 인용문 Ⓐ와 ⓐ의 주체는 각

각 道와 靈氣이다. 인용문 Ⓐ에서 道는 “其大無外, 其小無內”로 묘사되고 

있고, ⓐ에서 靈氣는 “其細無內, 其大無外”로 표현되고 있다. 즉, 두 구절

에서 양자의 속성은 ‘너무 크다거나 너무 작아서 그것 밖이나 안에 존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문장 순서만 바뀌어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道와 靈氣는 같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道와 靈氣는 다른 이름의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靈氣는 곧 精氣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부분 

일치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張岱年은 “靈氣는 精氣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148)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楊蔭樓는 道와 

精氣의 관계를 설명할 때, 靈氣와 精氣를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149)

胡家聰은 精氣에 대한 설명으로 ‘氣之精’과 靈氣를 언급하는데, 精氣가 

心에 들어와 靈氣가 된 것이 靈氣라고 설명하며 靈氣와 精氣를 같다고 

본다.150)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靈氣’와 ‘精氣’를 동일 개념으로 간주

145) 「心術上」, “道在天地之間也, 其大無外, 其小無內.”
146) 「內業」, “靈氣在心, (……) 其細無內, 其大無外. 所以失之, 以躁為害, 心能執靜, 道

將自定.”
147)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 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55; 76.  

148) 정확히 말하자면, 張岱年은 아래에 나오는 인용문 ⓑ를 해석할 때 靈氣와 精氣가 
같은 것이라 설명한다(張岱年, 김백희 역, 『中國哲學大綱: 中國哲學問題史』, 서울: 까
치, 1998, 350쪽). 

149) 楊蔭樓, 「『管子』 道論的特色」, 『管子學刊』, 1991, 第4期, 14쪽.
150)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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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51) 그렇다면, 인용문 Ⓐ와 ⓐ에서 道와 靈氣는 서로 같고, 靈氣와 

精氣는 같은 것이므로, 道와 精氣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굳이 인용문 Ⓐ와 ⓐ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인용문 ⓐ의 맥락 내

에서 ‘精氣 = 道’의 명제가 도출된다. 이는 인용문 ⓐ가 마지막 부분에서 

靈氣를 道로 대체하여 설명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陳鼓應은 靈氣와 精氣

가 같다는 것을 전제로, 인용문 ⓐ의 ‘道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道將自定]’ 구절에서의 道 역시 精氣와 동일한 의미라고 정리한다.152)

또한 馮友蘭도 이에 대해 ‘道는 靈氣이다’153)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靈氣

는 곧 精氣이므로 그의 주장은 陳鼓應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管子』에는 道와 精氣를 유사한 속성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존

재한다.

Ⓑ 무릇 道는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으며,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다. 만물은 

그것[道]에 의하여 생(生)하고 만물은 그것[道]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成] 道라

고 이름 붙인다.154)

ⓑ 만물의 精, 이것은 곧 [만물을] 생성한다. 아래로는 오곡을 낳고, 위로는 뭇 

별이 된다.155)

위 인용문들에서는 만물에 대한 공능의 측면에서 道와 精氣 양자의 동

일성이 확인된다. 인용문 Ⓑ의 道와 인용문 ⓑ의 精은 모두 만물을 생성

한다는 본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서로 같은 속성을 

지닌 道와 精(氣)은 같은 함의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管子』는 老子의 

道를 계승하였다. 이에 『管子』가 말하는 道는 천지 만물의 존재 근거

151) 劉蔚華는 道와 精氣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용문 Ⓐ, ⓐ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靈氣를 곧 精氣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劉蔚華; 苗潤田, 곽신
환 역, 『직하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483쪽). 陳鼓應은 “靈氣는 곧 精氣”
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한다(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0쪽). 

152)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0쪽.
153)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第二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207쪽.
154) 「內業」, “凡道, 無根無莖, 無葉無榮, 萬物以生, 萬物以成, 命之曰道.”
155) 「內業」, “凡物之精, 此則為生. 下生五穀, 上為列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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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化育의 근원이며, 무형 · 무성한 것이며, 언어로 규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道는 만물을 초월한 독립적 실체 개념이 아니다. 둘째,

『管子』는 精을 精氣[氣之精]로 분명히 정의하였고, 道와 精氣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精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道와 精氣의 연

결 지음은 『管子』가 老子의 道論을 독창적으로 계승한 부분으로 평가

된다. 다음 절에서는 精氣의 공능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2. 精氣의 공능(功能)

『管子』는 군주가 心形의 수양을 통해 精氣를 획득하여 그 공능을 발

휘해야 제대로 된 치국을 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절

에서는 精氣가 어떤 공능을 지니고 있는지 생명과 지혜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2.1 생명의 근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精氣는 만물의 존재와 성장의 근본인 道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管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개념이다. 이

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精氣가 만물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비롯하

여 그 공능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管子』에서 천지 만물의 생

성은 精氣를 그 근원으로 한다.156) 이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管子』의 道는 만물 생성의 본원이자 만물을 화육하는 

근원이며 精氣는 이러한 道와 같은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內業」의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의 태어남을 특정하여 精氣가 

그 근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156) 「內業」, “凡物之精, 此則為生. 下生五穀, 上為列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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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그 精을 내고 땅이 그 形를 내어 이것들이 합해져 

사람이 된다.157)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서 유래한 精(氣)과 땅이 내는 

形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또한, 『管子』「水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

이 등장한다.

사람은 물이다. 남자와 여자의 精氣가 합쳐지고 물이 흘러 형체를 갖게 된

다.158)

여기서 사람은 곧 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물은 곧 氣를 의미한

다.159) 인간은 남녀의 精氣가 화합하고 氣가 흐르게 되어 그 형상을 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管子』는 인간과 만물의 탄생을 모두 精氣

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管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精이란 기의 정수[氣之精]다. 氣가 통하면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으면 

이내 생각함이 있게 되고, 생각함이 있으면 이내 지혜가 있게 된다.160)

우선, 精氣가 막힘없이 통하면 곧 생명이 있게 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精氣가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위 인용문

은 精氣가 생명을 탄생시킨 뒤에야 생각함[思]과 지혜[知]가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사고와 지혜라는 인간의 정신 작용은 精氣에 의해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된 뒤에야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작자가 

‘精氣 → 生 → 思 → 知’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 지어 설명한 것에

서 우리는 精氣가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임

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다음 절에서는 精氣가 지혜의 근원으로 

작용함을 논의하도록 한다.

157) 「內業」, “凡人之生也, 天出其精, 地出其形, 合此以為人, 和乃生, 不和不生.”
158) 『管子』 「水地」, “人, 水也. 男女精氣合, 而水流形.” 
159) 加納喜光, 동의과학연구소 역, 『몸으로 본 중국 사상』, 서울: 소나무, 1999, 126쪽. 
160) 「內業」, “精也者, 氣之精者也. 氣道乃生, 生乃思, 思乃知.” 戴望에 따르면, ‘道’字는 

‘通’字로 읽어야 한다(GUANZI,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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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精氣는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

의 상태를 명료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디쯤에서 그쳐야 할지 

또는 언제 그만 두어야 할지 등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에 「內業」은 말한다.

복서(卜筮) 없이도 길흉(吉凶)을 알 수 있는가? (그칠 곳에서) 그칠 수 있는

가? (그만 두어야 할 때) 그만 둘 수 있는가? 남에게서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생각하라. 생각해도 통하

지 않으면, 鬼神이 장차 통하게 해준다. 이것은 鬼神의 힘이 아니라, 精氣의 지

극함이다.161)

위 인용문에 따르면, 복서 없이 만사의 길흉을 알 수 있는 것,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것, 그만 두어야 할 때에 맞게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精氣의 지극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능력들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

해도 통하지 않으면 장차 鬼神이 통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鬼神의 힘이 아니라 精氣가 지극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길흉을 예측하고 

그칠 장소와 때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신묘하여 마치 鬼神의 작용으로 말

미암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여기서 ‘鬼神은 精氣의 지극한 現象的 상태

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162), 鬼神과 精氣는 유사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精氣와 지혜의 관계를 논하면서 ‘神’163) 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161) 「內業」, “能無卜筮而知吉凶乎? 能止乎? 能已乎? 能勿求諸人而得之己乎? 思之, 思
之, 又重思之. 思之而不通, 鬼神將通之, 非鬼神之力也, 精氣之極也.”

162) 김예호, 「稷下 黃老道家의 政治哲學的 世界觀 硏究 - 『管子』四篇의 道論 分析을 
中心으로 -」, 『東洋哲學硏究』, 33(-), 동양철학연구회, 2003, 283쪽. 

163) ‘神’은 본래 고대 중국의 신앙에서 제사를 지내는 다양한 정령들 중 지위가 높은 것
을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전국 시기에 이르러 神은 비인격화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이나 사물로부터 발산되는 신비한 지력(知力)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
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Graham, A. C.,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중국 
고대 철학 논쟁』, 서울: 새물결, 2015, 192쪽). ‘神’ 개념은 精氣論이 집약적으로 서
술된 『管子』 四篇에 자주 등장하는데, 전국 시기에 저술된 四篇에 등장 하는 神 개념
은 고대 중국의 그것과 함의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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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管子』에서 ‘神’字는 17번이나 등장하며, 道와 精氣의 관계처

럼 ‘神’ 또한 精氣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용어이다. 근래의 학자

들은 精氣와 神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馮友蘭은 『管子』 중 「內業」의 “有神自在身” 구절을 두고 “神

은 精氣를 뜻한다”164)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한다. 金白铉 또한, ‘「內業」

제편(諸篇)들에서 말하는 神은 精氣를 가리키는 말이다’165)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나아가, W. Allyn Rickett 역시 神은 “道와 깊이 관련된 또 다

른 용어이며, 이는 ‘道의 드러남(a manifestation of the Dao)'이거나 혹

은 아마도 ‘道 자체에 대한 또 다른 명칭(another appellation for the

Dao itself)'으로 보인다”166)라고 말하며 神을 道[精氣]와 등치시키고 있

다. 다음의 인용문은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준다. 한 가지는 神과 精氣의 

관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神을 얻었을 때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心術上」은 말한다.

㉠: 그 욕망을 비우면 神이 장차 들어와 머물 것이다. 제거함이 깨끗하지 못

하면, 神은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 사람들은 모두 지혜를 바라지만, 아무도 

지혜를 얻는 방법을 찾지 않는구나!167)

우선, 위 인용문 ㉠을 보면 心의 욕망을 비우고 제거해버려야 神이 인

간에게 들어와 머물게 되며, 그렇지 못하면 神은 머물지 않는다. 神에 대

한 이러한 내용을 「內業」의 “敬하게 그 집을 깨끗이 하면, 精氣가 장

차 저절로 온다[敬除其舍, 精將自來]”라는 구절과 비교해 볼 때, 「心術

上」에서는 “虛”, “掃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內業」에서는 “敬除”

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양자는 결국 ‘心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대전제

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며, 나아가 그 전제를 충족시킬 때만이 精氣

164)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第二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206쪽. 
165) 金白铉, 「从“神明”与“气化”概念看庄子与《管子》」, 『管子學刊』, 2017, 第4期, 39쪽.
166)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 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30.

167) 「心術上」, “㉠: 虛其欲, 神將入舍. 掃除不潔, 神乃留處. ㉡: 人皆欲智, 而莫索其所
以智乎!” 여기서 “乃”字는 “不”字가 되어야 자연스럽다(GUANZI,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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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神을 얻게 된다는 같은 결론으로 나아간다. 즉, 두 구절에서 神과 

精氣는 서로 의미가 같으며 다만 개념상의 논법만 바뀌었을 뿐이다.168)

이로써 『管子』에서의 神과 精氣 개념은 서로 동일한 함의를 가지고 있

음이 드러난다. 다음으로, 인용문 ㉡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길 원하지만 

그 누구도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맥상 그 방법은 바로 인용문 ㉠의 내용으로, 욕망을 비워내어 神이 머무

르도록 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 욕망을 제거하여 神이 들어와 있게 되

면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사람들은 이를 찾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서 神이 지혜[智]의 근원이 됨을 파악할 수 있다. 神이 

찾아와 머물게 되면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神은 곧 

精氣이므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精氣의 공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管子』에서 神은 ‘神明’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춘추 시기 이후

의 문헌들을 보면 神明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

었는데,169) 이는 『管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內業」은 말한다.

神明이 지극하면, 만물을 밝게 안다.170)

168) 周乾溁, 「《管子》“精”說剖析」, 『管子學刊』, 1999, 第4期, 6쪽. 나아가 周乾溁은 “神
은 바로 精氣이다”라고 언급한다(같은 논문, 6쪽). 

169) 본래 자연신(自然神), 조상신(祖上神), 인격신(人格神)의 의미를 지녔던 ‘神’은 춘추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덕성화, 이성화, 인문화 되었다. 그 과정에서 神은 점차 ‘神明’
으로 쓰이기 시작하였고 神明은 인간의 덕성이나 지성과 관련되게 되었는데, 翟奎鳳
은 이를 각각 ‘덕성신명관(德性神明觀)’, ‘지성신명관(智性神明觀)’이라 표현한다(翟奎
鳳, 「先秦人文神明观与宗教及人类共同伦理 - 关于终极幸福的东方思考」, 『동양철학』, 
45(-), 한국동양철학회, 2016, 45-48쪽). 예를 들어, 『孝經』의 「感應」에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등장한다. 子曰: “昔者明王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長幼順, 
故上下治. 天地明察, 神明彰矣. (……) 孝悌之至, 通於神明, 光於四海, 無所不通.” 여
기서 神明은 덕성과 관련된다. 한편, 『易傳』 「繫辭上」의 “是故蓍之德, 圓而神; 卦之
德, 方以知; 六爻之義, 易以貢. (……) 聖人以此齊戒, 以神明其德夫!”이나 「繫辭下」의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과 같은 구절에서의 神明은 주로 지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管子』 수양론에서 언급되는 神明은 인간의 지적 능력
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170) 「內業」, “神明之極, 照乎知萬物.” 본 구절에서 “照”字는 “昭”字와 통용되고, “乎”字
는 衍文이 아니며, “照乎知萬物”은 “昭知乎萬物”가 되어야 한다(馬非百, 「管子內業篇
集註」, 『管子學刊』, 1990, 第2期,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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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따르면 神明은 만물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상

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神明之極”은 「心術下」의 “精氣之極”171)과 동

일한 구절이고, 神明은 곧 精氣이며, 두 구절은 모두 최고의 지혜를 얻었

다는 말과 같다.172) 그렇다면 모든 사물을 알 수 있는 지혜는 精氣가 극

도로 모아진 결과이며 이는 精氣의 공능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위 인

용문은 「心術下」의 “神莫知其極, 昭知天下”와 대응되는데, 「心術下」

에서도 神(明)은 천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개념, 精氣, 神, 鬼神, 그리고 神明 사이의 관

계를 Graham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氣]의 가장 순수하고 중요한 형태는 정수를 의미하는 精인데, 하늘에서 

이것은 천체처럼 완벽하게 영명하며, 대기 속에서는 鬼神(비인간적인, the

ghostly and daimonic)과 같이 유동하면서, 사람에게 내려와서는 그의 神이 되

어 인간을 神明하게 함으로써 인간은 만물들을 완벽히 명료하게 지각하게 된

다.173)

다시 말해, 그는 精氣의 움직임은 신묘하여 마치 鬼神과 같고, 그 精氣가 

사람에게 들어올 경우 神이 되어 만물을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상태 

즉, 神明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神이 

사람 내부에 자리하여 머무르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神明의 지

극함은 곧 모든 사물을 밝게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을 의미한다. 또한, 神

혹은 神明은 精氣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精氣의 공능 중 인

간의 지혜와 관련된 것에 주로 神이나 神明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71) 이는 다음 구절에 보인다. 「心術下」, “專於意, 一於心, 耳目端, 知遠之證, 能專乎? 
能一乎? 能毋卜筮而知凶吉乎? 能止乎? 能已乎? 能毋問於人, 而自得之於己乎? 故曰, 
思之, 思之不得, 鬼神教之. 非鬼神之力也, 其精氣之極也.”

172) 馬非百, 「管子內業篇集註」, 『管子學刊』, 1990, 第2期, 15쪽.
173) Graham, A. C.,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중국 고대 철학 논쟁』, 서울: 새물결, 

2015,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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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만물 생성의 본원인 精氣[道]를 얻게 되면 인간은 생명력을 띠

게 되고 나아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런데 精氣論이 두드러지는 『管

子』중 四篇은 稷下 내 黃老學派의 저술로 黃老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黃老 사상은 정치철학적 방향성을 담고 있는 학술로 기본적으로 

군주의 치국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精氣論은 군주의 통치술과도 결부되어 생각되어야 한다. 이에 군주가 영

민한 치국을 행하기 위해서는, 점을 치지 않고도 세상사의 길흉을 알 수 

있고 그만 두어야 할 때를 예측하도록 하는, 심원한 공능을 지닌 精氣의 

획득이 요구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精氣 획득의 내용을 心과 관련

지어 논의하도록 한다.

3. 精舍로서의 마음[心]

본 절에서는 『管子』의 精氣論을 心 개념과 결부지어 논의한다. 우선,

『管子』에서 본연의 心은 감각 기관을 주재할 수 있어 정확한 인식 작

용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心이 이러한 본래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定]되어야 하며, 안정된 心은 精舍로 기능하여 精

氣를 획득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하도록 한다.

3.1 마음의 인식작용

2절에서 살펴본 바로는 精氣[道]가 사람에게 들어와 머무르게 되면, 사

람은 생명과 지혜를 비롯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精氣

혹은 道는 사람의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心이다.

(道는) 홀연히 心에 있다.174)

174) 「內業」, “卒乎乃在於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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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道는 상주하는 곳이 없으며, 선한 心에 편안히 머무른다.175)

위 인용문들에 따르면, 道가 머물게 되는 곳은 心이다. 精氣[道]와 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管子』에서 精氣[道]가 머무르는 心은 ‘정사

(精舍)’로 묘사된다. 문제는 心이 항상 精舍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精氣論의 목적이 精氣 혹은 道를 체인하여 그 효과를 얻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心이 精舍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管子』는 心이 精舍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管子』가 말

하는 心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戰國 중후기에 이르러 莊子, 孟子, 荀子 등 여러 학자들의 저작을 보면 

心은 중요한 철학 개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들은 心을 인식

론에 끌어들이고, 인식 주체로서의 心을 대상화하여 사유하였으며, 心을 

감각기관과 구분하여 心의 특수한 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갔다.176)

心에 대한 이러한 양상은 『管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心術上」은 

말한다.

心이 몸에 있음은 군주[君]가 재위한 것과 같다. 九竅가 각각 역할이 있는 것

은 관직[官]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다.177)

위 인용문에 따르면, 心과 九竅178)는 각각 君과 官으로 비유된다. 『管

子』에서 心은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듯 九竅라는 아홉 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즉, 心은 감각기관을 주재한다.

175) 「內業」, “凡道無所, 善心安愛.” 여기서 “愛”字는 “處”字로 고쳐야 한다(GUANZI, p. 
41).

176)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212쪽. 예를 들어, 孟子의 경우 「告子上」에서 “귀와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생각
하지 않지만, (……) 心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
을 수 없다[耳目之官不思, (……)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라고 말한 바 
있다.

177) 「心術上」,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178) ‘九竅’는 눈, 코, 귀, 입 등 몸의 아홉 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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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管子』에서 道는 분명 무형과 무성의 존

재로 “그 형상을 볼 수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179)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감각기관 만으로는 道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반드시 감각기관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心術上」의 구절과 그에 대한 解文에 드러난다.

「心術上」은 말한다.

[經文] 그 집[宮]을 깨끗이 하고[潔] 그 문[門]을 열어두고, 사욕을 제거하고 

말을 멈추면, 神明이 있는 듯하다.180)

[解文] 집[宮]이란 心을 일컫는다. (……) 문[門]이란 耳目을 일컫는다. 耳目은 

보고 듣는 수단이다.181)

위 인용문에서 心은 神明이 머물게 되는 집[宮]으로 비유되고, 耳目[감각

기관]은 神明이 들어오는 문[門]으로 비유되고 있다. 耳目[감각기관]은 心

이라는 집의 문[門]이고, 문을 열어 두게 되면 神明은 그 문[耳目]을 통

해 들어와 집[心]에 머물 수 있게 되며, 神明이 心에 머무는 일은 곧 精

氣를 획득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문을 열어 둔다는 것

의 의미는 감각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여 외부 사물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음을 말한다. 앞서 말하였듯이, 心의 본래 지위는 감각기관의 군주이

며, 본래의 心은 이를 통솔하여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인식하게 하는 주

체로 기능한다. 감각기관이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은 본연의 心이 

감각기관을 주재하는 동안에 가능한 것이다. 감각기관 만으로는 精氣를 

인식할 수 없지만, 心이 감각기관을 다스림으로써 사물의 실질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고 心은 이를 사유하고 종합하여 精氣를 획득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心이 이렇게 본래의 모습대로 기능할 수 있는 상

태는 바로 “깨끗함[潔]”으로 묘사된다. 즉, 감각기관이 사물을 있는 그대

179) 「內業」, “不見其形, 不聞其聲.”
180) 「心術上」, “潔其宮, 開其門, 去私毋言, 神明若存.”
181) 「心術上」, “宮者, 謂心也. (……) 門者, 謂耳目也, 耳目者, 所以聞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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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心이 감각기관의 통솔이라는 본래 기능

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 때 心은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心의 

‘깨끗한 상태’는 『管子』에서 종종 ‘안정[定]’이라는 말과 혼용되기도 하

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3.2 마음의 안정[定]

心이 본래 지니고 있는 군주로서의 지위는 종종 어떤 요인에 의해 흔

들리게 된다. 『管子』는 말한다.

무릇 心의 모습[凡心之形]은 저절로 채우고 저절로 가득하게 되며 저절로 생

겨나고 저절로 이룬다. 그것을 잃는 이유는 필시 근심·즐거움·기쁨·노여움·욕

심·이기심[憂樂喜怒欲利] 때문이다.182)

[經文] 기욕(嗜欲)이 가득 차게 되면, 눈은 색을 보지 못하고, 귀는 소리를 듣

지 못한다.183)

[解文] 대저 心에 욕심이 있는 자는 사물이 지나가도 눈은 보지 못하고, 소리

가 이르러도 귀는 듣지 못한다.184)

여기서 “心의 모습[凡心之形]”은 心의 각종 형상이나 전형(典型)을 말하

는 것으로,185) 心의 본 모습을 의미한다. 본연의 心은 감각기관을 통솔하

는 군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자 “저절로 채우고 저절로 가득하게 되며,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이루는 것[自充自盈, 自生自成]”이다. 그러나 이

러한 心의 본래 성질은 “근심 · 즐거움 · 기쁨 · 노여움 · 욕심 · 이기

심”이라는 여섯 가지의 감정 혹은 욕망에 의해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182) 「內業」, “凡心之刑, 自充自盈, 自生自成. 其所以失之, 必以憂樂喜怒欲利.” 본 구절
에서 “刑”字는 “形”字로 읽어야 한다(GUANZI, p. 40). 

183) 「心術上」, “嗜欲充益, 目不見色, 耳不聞聲.” 여기서 “益”字는 뒤의 “聲”字와의 각운
을 고려할 때 “盈”字로 고쳐져야 한다(GUANZI, p. 71). 

184) 「心術上」, “夫心有欲者, 物過而目不見, 聲至而耳不聞也.”
185) 馬非百, 「管子內業篇集註」, 『管子學刊』, 1990, 第1期,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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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나 욕망 이외에도 『管子』는 心을 어지럽게 하는 요인으로 “기욕

(嗜欲)”을 지적한다. 心에 기욕이 있으면 心은 본래 성질을 잃고 제 기능

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감각기관을 주재하지 못한다. 이에 정확한 인식이 

어려워지고, 사물이 눈앞에 지나가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소리가 들려와

도 분명히 듣지 못하게 된다. 이에 「內業」은 말한다.

근심·즐거움·기쁨·노여움·욕심·이기심[憂樂喜怒欲利]을 없앨 수 있다면 心은 

이내 평정으로 돌아온다. 저 心의 성질은 안정됨과 편안함을 이롭게 여긴다. 번

거롭게 하지 않고 어지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조화는 이내 저절로 이루어진

다.186)

나의 心이 다스려지면 감각기관도 이내 다스려진다. 나의 心이 안정되면 감각

기관도 이내 안정된다.187)

心은 본래 안정과 편안을 이롭게 여기기에 욕심을 비롯한 여러 감정들

을 제거하여 心을 안정되게 만든다면, 心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心이 안정되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감각기관을 주재하는 

그 공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내 감각기관도 안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방점은 근심이나 이기심 등을 제거하여 心을 안정되게 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管子』는 말한다.

神은 지극히 귀하므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귀인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不潔] 神이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한

다.188)

안정된 마음[定心]이 안에 있으면, (……) 精舍가 될 수 있다.189)

186) 「內業」, “能去憂樂喜怒欲利, 心乃反濟. 彼心之情, 利安以寧. 勿煩勿亂, 和乃自成.” 
Rickett은 Riegel과 Haloun의 견해에 따라 “濟”字는 “齊”字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GUANZI, p. 40). 馬非百의 견해에 따르면, “心之情”에서 “情”은 본성(本性) 혹은 성
질(性質)을 의미하며, “利安以寧”의 “安”과 “寧”은 각각 안정(安定)과 영정(寧靜)을 뜻
한다(馬非百, 「管子內業篇集註」, 『管子學刊』, 1990, 第1期, 8쪽). 

187) 「內業」, “我心治, 官乃治. 我心安, 官乃安.”
188) 「心術上」, “神者至貴也, 故館不辟除, 則貴人不舍焉, 故曰不潔則神不處.”
189) 「內業」, “定心在中, (……) 可以為精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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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心을 집으로 비유하고 神 혹은 精氣를 귀인으로 

비유하여 心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不潔] 精氣가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여기서 心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각종 사욕이나 여러 감정

에 心이 어지럽혀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精氣가 머무르게 하려면 기욕 

등을 제거하여 心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며, 心을 깨끗이 하는 것은 

결국 心을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心

이 안정되면 精氣는 心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즉, 精舍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心이 精舍가 된다는 말은 곧 精氣 혹은 道를 체인할 

수 있다는 것이요, 心이 道를 체인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道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욕과 감정을 다스려 心

이 안정되게 되면, 군주로서의 心은 신하인 감각기관[耳目]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心이라는 인식 주체의 사유는 감각기관을 

통솔하여 만물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精氣 혹은 道

를 체인할 수 있는 精舍가 되게 된다. 따라서 心이 精舍가 되기 위해서 

또는 道를 인식하고 체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心을 안정된 상

태로 만들어 인식에 있어 감정이나 사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 지

점이 『管子』의 인식론 혹은 수양론으로 전환되는 기점이 된다. 이와 

관련된 중요 개념은 因, 虛, 靜, 一 등으로 Ⅳ장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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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管子』의 修養論

1. 인식 원칙

Ⅲ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管子』에서 精氣의 획득 혹은 道의 체

인은 心의 안정과 인식 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가능하다. 이들

은 각각 『管子』의 수양론과 인식론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管子』의 수양론을 다루

기에 앞서 인식론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精氣 획득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管子』가 제시하는 因 · 應의 인식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다

음으로, 因 ·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르는 일에는 일정한 수양이 요구된다

는 점을 확인한다. 이 지점에서 『管子』에서의 인식과 수양 문제는 서

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1.1 사물의 실정에 근거함[因 · 應]

「心術上」에는 “道는 因190)을 귀하게 여긴다[道貴因]”191)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는 『管子』에서 道와 因이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개

념임을 짐작토록 해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管子』의 핵심은 道[精

氣]를 체인하는 일에 있는데, 『管子』에서 因은 道[精氣]를 체인하기 위

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管子』가 말하는 因

과 應에 대해 고찰하며, 나아가 因 · 應을 실현하는 군자의 모습을 논의

하도록 한다. 먼저, 『管子』가 정의하는 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因이란 자기를 버리고[舍己]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 것[以物為法]이다.192)

190) 因의 어원에 대한 설명은 각주 90을 참고하라.
191) 「心術上」, “道貴因.”



- 55 -

위 인용문에서 “자기를 버린다[舍己]”라는 것은 주관적 사견을 버린다는 

말이고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다[以物為法]”라는 말은 객관 사물 자체를 

법칙 혹은 준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193)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舍己]”

와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다[以物為法]” 두 명제는 상통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사물을 그 자체로 대할 수 없으며 다른 

말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편견을 없

앤 채로 사물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因이란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신

의 편견이나 성견(成見)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다가오는 사물의 실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心術上」은 다른 표현으로 因을 정의한

다.

因이란 사물의 능력에 따라 작용하는 것[因其能而用者]을 말한다.194)

因이란 보탬도 없고 덜어냄도 없는 것[無益無損]이다.195)

“사물의 능력에 따라서 작용한다[因其能而用]”라는 말은 자신의 의견을 

개입하지 않고 사물 본연의 특성이나 모습에 맞추어 사물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보탬도 덜어냄도 없다[無益無損]”라는 말도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마주할 때 자신의 편견에 비추어 더하고 빼는 등의 주

관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들 역시 앞서 언급한 “자기를 버리고 사물을 기준

으로 삼는 것[舍己而以物為法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리하자면, 『管

子』에서 因은 “자기를 버린다[舍己]”,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다[以物為

法]”, “사물의 능력에 따라서 작용한다[因其能而用]”, “보탬도 덜어냄도 

없다[無益無損]” 등 여러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그 함의는 모두 같

192) 「心術上」, “因也者, 舍己而以物為法者也.”
193)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57쪽.
194) 「心術上」, “因者, 因其能者, 言所用也.” 여기서 “因其能者, 言所用也”는 마땅히 “言

因其能而用者也”가 되어야 하며, ‘所’字는 ‘而’字의 오자이다(『管子四篇詮釋』, 156쪽).
195) 「心術上」, “因也者, 無益無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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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因은 분명 인식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종의 ‘인식 원칙’이

며, 간단히 말해 주체가 객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因은 『管子』에서 종종 應과 함께 쓰인다. 「心術上」에는 

“진실된 사람의 말은 치우치지 않으며[不俄] 편파적이지도 않다[不頗

]”196)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러한 구절을 解文은 因과 應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풀어내고 있다.

[解文] 치우치지 않음[不俄]이란 應을 말한다. 應이란 자기 주관이 (미리) 설정

해놓은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능히 치우침이 없다[無俄].197)

[解文] 편파적이지 않음[不頗]이란 因을 말한다. 因이란 자기 주관이 취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편파적임이 없다[無頗].198)

위 인용문에 따르면, “치우치지 않음[不俄]”과 “편파적이지 않음[不頗]”

은 각각 應과 因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진실된 사람의 말은 치우치지 

않으며[不俄] 편파적이지도 않다[不頗]”라는 구절은 곧 ‘진실된 사람의 

말은 應하고 因한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구절에서 應

과 因이 병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진실된 사람[真人]이란 

지극한 道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데,199) 이는 道를 체인하기 위해서는 因

뿐만 아니라 應을 실천하는 일도 함께 요구됨을 보여준다. 한편, 위의 解

196) 「心術上」, “直人之言, 不義不顧.” 豬飼彦과 王念孫에 따르면 “直”字는 ‘真’字이고, 
張佩綸과 章炳麟에 따르면 “義”字는 ‘俄’字로 읽어야 하며, 郭沫若은 “顧”字를 ‘頗’字
의 오자로 본다(郭沫若, 『管子集校』, 中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4, 409쪽). 이러한 
해석은 여러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는데, 예를 들어 陳鼓應은 “義”字를 ‘俄’
字로 읽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원문의 “不義不顧”를 “不偏不頗”로 해석하고 있다
(『管子四篇詮釋』, 145쪽). 또한 W. Allyn Rickett도 “不義”를 “편견이 없는
[unprejudiced]”으로 번역하고 있다(GUANZI, p. 73).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원문은 “真人之言, 不俄不頗”로 고쳐 읽어야 타당하다. 

197) 「心術上」, “不宜, 言應也. 應也者, 非吾所設, 故能無宜也.” 본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두 번의 “宜”字는 모두 經文의 “義”字에 해당한다(『管子四篇詮釋』, 146쪽). 위의 각
주에서 살펴보았듯이, “不義”는 “不俄” 혹은 “不偏”과 의미가 통한다. 

198) 「心術上」, “不顧, 言因也. 因也者, 非吾所顧, 故無顧也.” 여기서 “顧”字는 세 번 등
장한다. 郭沫若에 따르면, “不顧”와 “無顧”는 經文에서와 마찬가지로 “不頗”와 “無
頗”로 고쳐 읽어야한다. 또한, “非吾所顧”의 “顧”字는 “取”字의 오자이다(郭沫若, 『管
子集校』, 中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4, 423쪽).  

199)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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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應과 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應과 因의 

속성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應은 자신이 미리 가정한 

생각 즉, 선입견을 갖지 않은 채로 사물을 대하는 것이며, 因은 어떤 사

태를 마주할 때 자기 주관을 기준 삼아 고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因

과 應은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지 않다.

나아가, 『管子』는 應 개념을 사용하여 因을 정의한다. 이는 應의 내

용이 因의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心術上」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因이란) 感한 후에 應하는 것이므로 (미리) 설정해놓은 바가 아니며, (사물의)

理에 따라 움직이기에 (주관에 따라)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200)

‘그 應함은 (미리) 설정해놓은 바가 아니다. 그 움직임은 (주관에 따라) 취하는 

것이 아니다[其應非所設也, 其動非所取也]’라는 것은 因을 말한다.201)

위 인용문은 첫째, 應의 속성을 통해 因을 규정하고 있다. ‘선입견을 가

지지 않는다’의 의미를 갖는 구절 “非所設”은 『管子』에서 계속 언급되

는 應의 속성인데, 「心術上」은 이를 ‘주관에 맞추어 취하려하지 않는

다[非所取]’라는 因의 속성과 연결지어 因으로 정의한다. 이는 因과 應의 

내용이 서로 교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위 인용문은 因을 ‘사물

을 感한 연후에 應하는 것[感而後應]’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물에 

앞서 사견을 미리 품고서 그 기준대로 사물을 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

이다. 사물이 다가오면 사물의 이치에 따라 應하는 것이 바로 因에 따르

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因이란 應하는 것과 떨어져 생각될 수 없음을 말해준

다. 『管子』에서 ‘應’이라는 개념어는 ‘응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서 있으며, 因과 관련된 인식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순차적으로 보면,

道[精氣]를 인식 혹은 체인하기 위해서는 因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因의 

200) 「心術上」, “感而後應, 非所設也, 緣理而動, 非所取也.”
201) 「心術上」, “其應非所設也, 其動非所取也, 此言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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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곧 사물에 應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연장된

다. 즉, 應을 실천하는 것이 道의 획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心

術上」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經文] 그러므로 반드시 말해지지 않는 말[不言之言]을 알아야 한다. (……) 그

러한 후에 道의 규율을 알게 된다.202)

[解文] ‘말해지지 않는 말[不言之言]’이란 應이다.203)

經文에 따르면, 필히 “不言之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道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心術上」의 解文에서는 “不言之言”을 

곧바로 應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應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道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心術上」은 因과 應을 실천하는 군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죽임으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기[惡] 때문이며,

불이익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기[好] 때문이다.

따라서 군자는 좋아하는 것[好]에 유혹당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것[惡]에 억눌리

지도 않는다.20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는 본래 ‘좋아함과 싫어함[好惡]’이 

내재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이익을 싫어하며,

이익을 좋아하기 마련이다.205)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 인용문이 군자의 

202) 「心術上」, “故必知不言. (……) 然後知道之紀.” 王念孫설에 따르면, 본 인용문을 
「心術上」의 解文에서는 “不言之言”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不言” 뒤에 “之言”을 추
가해야 적절하다(GUANZI, p. 74).

203) 「心術上」, “不言之言, 應也.”
204) 「心術上」, “人之可殺, 以其惡死也, 其可不利, 以其好利也. 是以君子不休乎好, 不迫

乎惡.” 이에 대한 「心術上」의 解文에서는 “不休乎好”가 “不怵乎好”로 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解文의 문장을 따랐다. 또한, 王念孫설에 따르면, “怵”字는 ‘訹’字와 동일하
며, 유혹(誘惑)의 의미를 갖는다(『管子四篇詮釋』, 154쪽).

205) 인간 본성에 관한 내용은 『管子』의 다른 편에도 등장한다. 예를 들면, 「禁藏」의 “夫
凡人之情, 見利莫能勿就, 見害莫能勿避”과 “其商人通賈, 倍道兼行, 夜以續日, 千里而
不遠者, 利在前也. 漁人之入海, 海深萬仞, 就彼逆流, 乘危百里, 宿夜不出者, 利在水
也. 故利之所在, 雖千仞之山, 無所不上, 深源之下, 無所不入焉”, 「形勢解」의 “民利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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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이 일반인의 본성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군자 

역시도 인간이므로 그 안에는 이익을 좋아하고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본

성이 있다. 군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대할 때 자신

의 好惡에 교란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군자는 사물이 다가오면 因

의 원칙에 따를 수 있어 “자기를 버리고 사물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舍

己而以物為法]”, 또한 應할 수 있으므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不

偏不頗].” 군자도 好惡가 있지만 다가오는 상황에 자신의 好惡를 개입시

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解文

은 “싫어해도 그 법도를 잃지 않고, 욕구해도 그 상정(常情)을 넘지 않으

므로 군자라 한다”206)라고 말한다. 因과 應을 따르는 군자는 분명 道[精

氣]를 인식하고 체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管子』의 수양론이 추구하

는 경지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管子』의 인식론이 수양론과 연결

되어 설명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1.2 인식과 수양의 통합

『管子』에서 因 · 應의 인식 원칙을 실천하는 일은 精氣 획득의 조건

이 되는 일이며, 『管子』는 이러한 인식 원칙의 실현 조건으로 수양을 

요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管子』가 주체의 인식 능력 제고를 위해 

心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心術

上」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인식 대상[所知]은 저것[彼]이다. 인식 주체[所以知]는 이것[此]이다. 이것을 

닦지 않고서 어찌 저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을 닦는 것은 虛만한 것이 없

다.207)

則來, 害之則去. 民之從利也, 如水之走下, 於四方無擇也” 등이 있다. 이 구절들은 모
두 인간의 본성이 이로움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管
子』는 인간이 이러한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206) 「心術上」, “惡不失其理, 欲不過其情, 故曰君子.”
207) 「心術上」, “其所知, 彼也. 其所以知, 此也. 不修之此, 焉能知彼. 修之此, 莫能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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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저것[彼]”으로 묘사되는 “소지(所知)”는 인식 대상인 ‘物’

을 의미하고, “이것[此]”에 해당하는 “소이지(所以知)”는 인식 주체인 

‘心’을 말한다.208) 도식화하자면, ‘所知 = 彼 = 인식 대상[物]’, ‘所以知 =

此 = 인식 주체[心]’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위 인용문이 

말하는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을 수양해야만[修

之此] 저것을 알 수 있다[知彼]’는 것이다. 이는 분명 心의 수양과 인식의 

통합이다. 여기서 “修之此”와 “知彼”는 因의 정의인 “자기를 버리는 것

[舍己]” 및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 것[以物為法]”209)과 각각 일치되는 부

분이 있다. 心의 수양을 의미하는 “修之此”는 “舍己”에 대응되는데, 이는 

주체인 心에서 근심이나 쾌락, 성견 혹은 편견이 제거된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을 말한다.210) 또한, 物을 인식한다는 의미의 “知彼”와 “以物為法”

은 객체 사물을 실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를 精氣

論의 본의에 비추어 보게 되면 精氣가 精舍인 心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

다.211) 둘째, “修之此”나 “舍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움

[虛]”이라는 것이다. 사물을 그 자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心의 수양이 

필요한데, 그 수양의 제 1원칙이 바로 虛이다. 이와 관련하여, 「心術

上」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세우며 꾸미는 데 힘쓰고, 자신의 능력에 음미하며 

허위로 가장하여 움직인다. 성인은 그렇게 함이 없고, 그렇게 함이 없으므로 일

반 사람과 다르며, 다름은 즉 虛이다.212)

“其所知, 彼也”에서 “其所知” 세 글자는 본래 없으나, 王念孫설에 따라 추가하였다
(郭沫若, 『管子集校』, 中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4, 416쪽).   

208)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35-136쪽.
209) 「心術上」, “因也者, 舍己而以物為法者也.”
210)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96쪽. 
211) 위의 책, 96쪽. 
212) 「心術上」, “人者立於強, 務於善, 未於能, 動於故者也. 聖人無之, 無之, 則與物異矣, 

異則虛.” 본 구절에 해석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자는 다음의 해
석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 우선, 丁士涵 · 姚永槪 · 安井衡에 따르면 “未於能”의 
“未”字는 “味”字로 보아야 한다(GUANZI, p. 80; 黎翔鳳,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
局, 2004, 776쪽). 다음으로, “動於故者也”의 “故”字는 본 인용문보다 뒤에 나오는 
「心術上」 “恬愉無為, 去智與故”의 “故”字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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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따르면, 일반인은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신의 편견을 고

집하고 억지로 자신을 세워 사물에 그 자체로 순응하지 못한다. 또한, 사

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미혹되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허위에 휩싸이게 된다. 간단히 말해, 因을 따르지 못하

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은 그러한 일반인의 행위들을 하지 않기에 그들

과 다르다. 즉, 因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因을 따를 수 있는 것

을 「心術上」은 虛로 연결하고 있다. 성인이 일반인과 달리 사태를 대

하고 판단함에 있어 자신을 세우지 않고 허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이

유는 바로 心의 상태가 虛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管子』는 다

음과 같이 간명하게 정리한다.

 
虛하지 못하면 사물에 거스르게 된다.213)

心의 상태가 虛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心에 자신의 성견이나 욕심, 감

정 등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물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물을 

거스른다는 것은 곧 사물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心이 

虛하지 못하면 因에 따를 수 없다.

한편, 『管子』는 因과 관련된 수양 개념으로 虛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고요함[靜]’이다.

이 때문에 聖人의 다스림은 몸을 고요하게 하여[靜] 기다리는 것이며, 사물이 

당하다. 두 구절이 지닌 “故”字에 대한 함의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본 인용문의 구절 
“動於故者也”는 일반인의 행위로 성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聖人無之]. 즉,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去智與故”에서 “故”는 智와 함께 제거해
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故”字의 의미는 詐僞 즉, 거짓 · 위장 · 가장 등으
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여러 책들은 이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呂
氏春秋』 「論人」편에는 “釋智諫, 去巧故”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를 漢대 高誘는 
“巧故는 詐僞다”라고 注를 내었으며, 『淮南子』 「原道」의 “不設智故”에 대해서는 “智
故, 巧飾”이라고 풀고 있다(黎翔鳳,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766쪽). 陳鼓
應 또한 “故”字를 智巧나 詐僞로 해석한다(『管子四篇詮釋』, 152; 154쪽). 마지막으
로, “則與物異矣”의 “物”字에 대해 W. Allyn Rickett은 “보통 사람(ordinary 
mortals)”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를 따랐다(GUANZI, p. 80).

213) 「心術上」, “不虛則仵於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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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名을 부여한다.21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성인이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친

다. 우선, 자신을 고요한 상태 즉, 靜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상

시 靜함을 유지하다가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자신에게 이르면 그에 합당

하게 名을 부여해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管子』에서 사물

의 實에 걸맞게 名을 부여하는 일은 因의 원칙을 따라 정확히 사물을 인

식하는 능력과 떨어져 생각될 수 없다.215) 名實 상부는 因의 실현을 조

건으로 하고, 이는 다시 몸을 고요히 하는 일[靜]을 전제로 한다. 결국,

우선적으로 靜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管子』에는 靜과 因이 병치되

어 “정인지도(靜因之道)”216)라는 말이 등장한다.

[經文] 道가 있는 군주는 (……) 그 (사물에) 應함이 짝을 이룬 듯하니, 靜因之

道다.217)

[解文] ‘그 (사물에) 應함이 짝을 이룬 듯하다’는 것은 각 경우에 맞게 하는 것

으로[時適], 마치 그림자가 사물의 形과 모양이 같고 메아리가 소리에 應하는 

것과 같다.218)

먼저, “그 사물에 應함이 짝을 이룬 듯하다”라는 經文을 解文은 각 경

우에 맞도록 하는 일[時適]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應이란 사물을 대할 때 자신의 선입견을 미리 설정해두지 않는 것이며

[非所設], 그러므로 치우치지 않는 것[不俄]이다. 종합하자면, “사물에 應

함이 짝을 이룬 듯하다”라는 것은 “미리 설정해둔 바가 없으므로[非所

設]” 사물이나 사태를 대함에 있어 “치우치지 않아[不俄]” 각 경우에 맞

214) 「白心」, “是以聖人之治也, 靜身以待之, 物至而名自治之.” 陶鴻慶설에 따르면, “物至
而名自治之” 중 “自治”는 본 인용문의 다음 구절인 “正名自治之”로부터 취해진 衍字
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黎翔鳳,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792쪽). 

215) 『管子』에서 名實 일치 문제는 因 · 應의 인식 능력을 전제로 한다. 이는 Ⅳ장 3.2절
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므로, 본문에서는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216) ‘靜因之道’는 사물에 應하는 원칙이자 동시에 黃老사상의 중요한 인식 방법을 함의
한다(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55쪽).

217) 「心術上」, “有道之君, (……) 其應物也若偶之, 靜因之道也.”
218) 「心術上」, “‘其應物也若偶之’, 言時適也, 若影之象形, 響之應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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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時適]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비유컨대, 형상에 응하는 그림자 또

는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사물의 모습대로 그 사물에 應할 수 있는 

것이다. 經文은 이러한 應이 적절히 발휘되는 것을 두고 “靜因之道”라고 

규정함으로써 應과 因 · 靜 개념을 연결 짓고 있다. 즉, 적절히 사물에 

應하는 일은 곧 心을 靜하게 만들어 因의 인식 원칙을 따르는 일이다.

이처럼 靜이라는 수양 용어가 應과 因의 인식 원칙과 병렬되어 사용되는 

것은, 靜이 應 · 因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개념임을 짐작토록 해준다. 이

렇듯 『管子』에서 인식과 수양은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因과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르는 일은 心이 虛靜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心을 虛靜한 상태로 만

드는 것이 『管子』 수양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절

에서는 『管子』가 제시하는 虛와 靜을 비롯한 여러 수양 방법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2. 수양 방법

『管子』는 “道란 (……) 心을 닦고[修心] 形을 단정하게[正形] 하는 것

이다”219)라고 말하였다. 이는 『管子』가 精氣의 획득에 있어 心과 形

양자의 수양을 모두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

지만, 『管子』는 心 수양과 더불어 形을 단정히 하는 일[正形]과 경건한 

태도[敬]를 유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음식을 먹는 법이나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일상 행위까지 구

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두고 “내정외경(內靜外敬)의 수양론”220)이라 할 

만하다. 물론, 『管子』는 “나의 心이 다스려지면 감관은 이내 다스려진

다. 나의 心이 안정되면 감관은 이내 안정된다”221)라고 말하여 心의 수

양으로 形을 다스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듯 『管子』는 形에 대한 

219) 「內業」, “道也者, (……) 所以修心而正形也.”
220) 楊儒賓, 『儒家身體觀』, 臺北: 中央硏究員中國文哲硏究所籌備處, 1996, 239쪽. 
221) 「內業」, “我心治, 官乃治. 我心安, 官乃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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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감관으로 心을 어지럽히지 말

라”222)라고 말하여 形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心의 안정에 악영향이 올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楊儒賓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분명 『管

子』 공부론의 중점은 心 수양에 있지만 形 수양이 필요한 것은 바로 형

체의 활동도 체기(體氣)의 활동이고 체기가 정련되어 극에 달하면 精氣

의 유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 형체를 조절하지 못하고 체

기를 흐트러뜨리면 全心은 자연히 드러나지 못할 것이다. 이에 內靜과 

外敬을 병진하는 것은 여전히 일정한 의의가 있으며, 『管子』 역시 이 

내외의 두 면이 서로 맞아야 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223) 이에 

본 절에서는 『管子』의 수양론을 心과 形의 측면에서 각각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心의 측면에서 虛, 靜 그리고 一 수양론에 대해 차례로 살펴

본다. 다음으로, 形의 측면에서 正, 敬의 수양론과 올바른 섭생법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2.1 마음 수양

2.1.1 비움[虛]

본 절에서는 『管子』에서 心 수양의 한 가지 요소로 제시되는 虛 개

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虛라는 수양론적 개념이 어떠한 이론

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管子』는 虛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虛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經文] 하늘은 虛하고 땅은 靜하니 이에 어긋남이 없다.224)

222) 「心術下」, “毋以官亂心.”
223) 楊儒賓, 『儒家身體觀』, 臺北: 中央硏究員中國文哲硏究所籌備處, 1996, 239-247쪽. 
224) 「心術上」, “天曰虛, 地曰靜, 乃不伐.” 여기서 “伐”字는 “貸”로 고쳐 읽어야 한다. 

이는 解文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GUANZI, p. 7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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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文] 하늘의 道는 虛하고 땅의 道는 靜하니, 虛하면 다하지 않고 靜하면 변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잘못이 없으므로 ‘어긋남이 없다’고 한다.225)

經文에서는 ‘虛’와 ‘靜’을 각각 하늘과 땅의 속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解文에서는 하늘과 땅의 道를 각각 虛와 靜으로 묘사한다. 천

지 혹은 천지의 道는 본래 虛하고 靜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르침

이 없다. 사람은 천지의 이치에 따라 생겨났으므로 천지의 속성에 따르

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에 사람도 虛하고 靜해야 만사에 그르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管子』는 사람이 虛靜해야 하는 근거를 천지 혹

은 천지의 道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管子』는 말한다.

[經文] (道는)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지만 얻기 어렵다.226)

[解文] 虛는 사람과 틈이 없지만, 오직 성인만이 虛道를 얻으므로, ‘함께 머물

러 있지만 얻기 어렵다’라고 말한다.227)

經文에서 언급되는 道는 解文에서 虛 혹은 虛道로 등치되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道와 虛는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다. 虛는 道의 모습이며 道의 모습은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虛는 

사람의 心이 지향해야 할 상태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虛에 대해 『管子』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虛란 저장함이 없는 것[無藏]이다.228)

위 인용문에 따르면, 虛란 心에 저장함이 없는 것 즉, 무장(無藏)의 상태

를 말한다. 無藏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그것은 ‘아무것도 저장함이 없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心은 인식주체로서 감각기관

225) 「心術上」, “天之道虛, 地之道靜, 虛則不屈, 靜則不變, 不變則無過, 故曰‘不伐’.”
226) 「心術上」, “與人並處而難得也.”
227) 「心術上」, “虛之與人也無間, 唯聖人得虛道, 故曰‘並處而難得’.”
228) 「心術上」, “虛者無藏也.” 



- 66 -

을 통해 외물을 반영하기 마련이므로 외부 사물을 대할 때 心에 아무것

도 저장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無藏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管子』의 인식론과 수양론을 계승하였다고 평가받는 

『荀子』의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29) 『荀子』는 『管子』의 無藏

개념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心은 저장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이른바 虛라는 상태에 있게 된다. (……) 사

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 기억이 있게 된다. 기억이란 

저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虛라는 상태가 있으니 이미 저장된 것이 새로 받

아들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일러 虛라고 한다.230)

荀子는 心이 무엇인가를 저장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虛라는 상태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虛는 단순히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이미 저장된 기억 혹은 지식들이 외부의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데 

방해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虛란 心에 있는 기존의 지식

들이 외부 사물을 받아들이는 데 선입견 혹은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管子』가 말하는 無藏은, 물론 心에

는 기존의 기억들이 존재하겠지만, 사물을 인식할 때 그 기억들이 선입

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心에 아무 것도 저장되지 않는 듯한 상태

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虛이다. 心이 虛하다는 것은 無藏의 상태가 된다

는 것이며 이는 곧 心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상태 즉,

精氣를 획득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心이 虛한 상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管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229) 白奚, 이임찬 역, 『稷下學硏究: 中國古代的思想自由與百家爭鳴』, 고양: 소나무, 
2013, 546-548쪽. 荀子는 稷下학궁 말기의 학자로 좨주(祭酒)를 세 번이나 지내어 
稷下 내의 학문을 종합할 수 있었다. 『管子』 내 수양론이 등장하는 편들은 稷下 문헌
으로 간주되는 바, 荀子의 학문에 『管子』의 수양론이 영향을 주었을 것은 어렵지 않
게 짐작할 수 있다. 

230) 『荀子』 「解蔽」, “心未嘗不臧也, 然而有所謂虛. (……) 人生而有知, 知而有志. 志也
者, 臧也. 然而有所謂虛, 不以所已臧害所將受謂之虛.” 여기서 “臧”字는 ‘藏’字와 통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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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함도 없고 (미리) 설정함도 없으면[無求無設] 사려가 없고[無慮], 사려가 

없으면 虛로 돌아간다.231)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사람의 心은 본래 虛한 상태라는 

것이다. 인용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虛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는데, 주지

하듯 무엇이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본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음으로, 虛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

려가 없어야 하며[無慮], 사려가 없기 위해서는 추구함도 없고 미리 설정

해놓는 것도 없어야[無求無設] 한다. 즉, “추구함과 설정함이 없음[無求無

設]” → “사려가 없음[無慮]” → “虛”가 되는 것이다. 풀어 설명하자면,

虛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心에 근심이나 미혹된 여러 생각을 저버려야 하

며, 이는 속된 지식을 억지로 구하고자 하지 않고 미리 무엇인가를 계획

하거나 설정해두지 않을 때 가능해진다. 또한, 『管子』는 말한다.

‘편안하고 즐거우며 無爲하고[恬愉無為], 지식과 사위(詐僞)를 제거한다[去智

與故]’는 것은 虛素를 말한다.232)

心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아무런 작위가 없도록 하는 것[恬愉無為]과 

지식과 사위(詐僞)를 제거한[去智與故] 상태는 곧 虛의 상태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지식[智]은 精氣의 획득으로 얻게 되는 지혜와는 

달리 허위 · 사위 등으로 해석되는 “故”와 함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기교나 꾀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233) 예를 들어, 『呂氏春秋』나 

『淮南子』에서도 智와 故는 모두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병치되어 언급된

다.234) 정리하자면, 虛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心을 편안히 하고 인위적

인 의도를 지니지 않고 있어야 하며, 기교를 제거하고 허위로 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虛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管子』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231) 「心術上」, “無求無設則無慮. 無慮則反覆虛矣.” “無慮則反覆虛矣”에서 “覆”字는 마
땅히 ‘復’字로 고쳐야 한다(GUANZI, p. 77).

232) 「心術上」, “‘恬愉無為, 去智與故’, 言虛素也.”
233) 이에 대해서는 각주 212를 참고하라.
234) 『呂氏春秋』 「論人」, “釋智諫, 去巧故.”; 『淮南子』 「原道」, “不設智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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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文] 과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데[自用] 있다. (……) 이 때문에 道가 있는 

군자는 그 처함이 無知한 듯하다.235)

[解文] ‘과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데 있다. (……)’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

로 하면 虛할 수 없고 虛하지 못하면 사물에 맞선다. (……) ‘군자의 처함이 無

知한 듯하다’라는 말은 虛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236)

經文에서는 과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自用]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에 의존하

는 것을 말한다. 군자는 이러한 과실을 범하지 않으며 그의 처함은 無知

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맥락상 ‘無知한 듯하다’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지식 혹은 지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기 

생각을 고집[自用]하지 않아 마치 無知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無知’

는 ‘自用’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기존 지식 혹은 선입견대로 외부 사

물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지니고 있는 편견이나 의심을 버려 사

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自用

하지 않는 것’이자 ‘無知한 듯 행위 하는 것’이다. 이에 解文에서는 自用

하면 虛할 수 없고, ‘無知한 듯 행위 하는 것’은 곧 虛에 이르는 것이라 

설명한다. 정리하자면, 虛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야대로 사물을 인

식하려는[自用]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비유컨대, 마치 無知한 듯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管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

다.

그러므로 사물이 이르면 應하고, 지나가면 놓아 버린다. 놓아 버린다는 것은 

다시 虛로 돌아간다는 말이다.237)

위 인용문에서는 본래 虛한 心이 외부 사물을 應의 원칙에 따라 접한 

235) 「心術上」, “過在自用. (……) 是故有道之君, 其處也, 若無知.”
236) 「心術上」, “‘過在自用. (……)’, 自用則不虛, 不虛則仵於物矣. (……) ‘君子之處也若

無知’, 言至虛也.”
237) 「心術上」, “故物至則應, 過則舍矣. 舍矣者, 言復返於虛也.” “舍矣者”에서 “矣”字는 

‘也’字로 고쳐 읽어야 한다(GUANZI,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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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다시 虛로 돌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연

의 心은 虛하며 心이 虛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사물 혹은 상황을 대할 

때 因 혹은 應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내용이다. 어떤 사물

을 접하는 일 혹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끝나게 되었을 때 위 인용문

은 놓아 버리라고[舍] 말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함으

로써 心에 생겨난 감정이나 선입견을 놓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

존의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감정과 생각을 놓아 버리는 것은[舍] 곧 心이 

다시 虛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나 사

물이 다가와도 이를 인식하는 데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 있지 않기

에 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바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불리한 

혹은 불쾌한 상황을 경험한 뒤에 그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그 상황에 대

한 분노가 心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평소라면 분

별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주변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듣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 우리는 현세에 살아가므로 언제나 외부 사물 혹은 상황

을 끊임없이 접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

황이 다가왔다가 지나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감정이나 생각을 ‘놓아버려

[舍]’ 다시 心을 虛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다음에 다가오

는 사물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道를 인

식하는 길의 근본이 된다.

지금까지 虛의 수양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管子』에서 虛는 만물의 

시원(始原)이라 묘사될 정도로 근본적 위치를 점하는 개념으로,238) 사람

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虛 이외에 수양론적 개념으

로 제시되는 고요함[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1.2 고요함[靜]

238) 「心術上」, “虛者萬物之始也, 故曰可以為天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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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靜의 수양론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管子』가 靜을 어

떠한 이론적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管子』는 

사람의 心이 靜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 나아가, 靜에 대한 『管子』의 설명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靜에 

이르는 방법이 드러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管子』에서 靜은 虛와 더불어 천지 혹은 천지의 

道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239) 사람은 천지의 속성인 虛靜을 따를 때 

어긋남이 없게 된다. 이 외에도 『管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

한다.

하늘은 正을 주로 하고, 땅은 平을 주로 한다. 사람은 安과 靜을 주로 한

다.240)

위 인용문에 따르면, 하늘은 계절 등에 대해 규칙성을 주로 하고241)

땅은 만물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며, 사람은 

定과 靜을 근본으로 한다. 이는 『管子』가 定과 靜을 心의 본래 성질로 

보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사람의 본연적 모습은 定과 靜의 상태가 되

었을 때이다. 이를 토대로, 『管子』는 사람의 心이 靜하게 될 때의 모습

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心이 靜하고 氣가 다스려지면, 道는 이내 머물 수 있게 된다.242)

心이 靜을 유지할 수 있으면, 道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243)

1.2절에서 살펴본 대로, 心이 虛하거나 靜함에 이르면 그것은 안정되어 

239) 「心術上」, “天曰虛, 地曰靜, 乃不伐[貸].”; “天之道虛, 地之道靜, 虛則不屈, 靜則不
變, 不變則無過, 故曰不伐.”

240) 「內業」, “天主正, 地主平. 人主安靜.”
241) GUANZI, p. 43. 여기서 언급된 正은 뒤에서 다루어질 수양론적 개념인 단정함[正]

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242) 「內業」, “心靜氣理, 道乃可止.”
243) 「內業」, “心能執靜, 道將自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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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아가 精氣를 획득할 수 

있는 精舍가 된다. 위 인용문은 이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한다. 心이 靜하

게 되면, 道 혹은 精氣는 心에 머물게 되고 나아가 心은 들어온 精氣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靜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靜함에 이를 수 있는가. 우

선, 『管子』는 靜과 반대되는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靜하면 그것[道]을 얻게 되고, 조급하면[躁] 그것[道]을 잃게 된다.244)

그것[靈氣]을 잃는 이유는 조급함[躁]이 해치기 때문이다.245)

위 인용문에 따르면, 心이 靜을 유지하면 道 혹은 精氣를 얻게 되고 조

급하면[躁] 그것을 잃게 된다. 여기서 조급함은 靜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管子』에서 

靜은 心이 조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心이 조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곧 靜에 이르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心術上」에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나온다.

[經文] 사물에 앞서 動하지 말고서 그 법칙을 살펴야 한다. 動하면 지위를 잃

고 靜하면 이내 저절로 (道를) 얻는다.246)

[解文] ‘사물에 앞서 動하지 말라’라는 것은 흔들리는 자는 안정되지 못하고,

조급한[躁] 자는 靜하지 못하니, 動하는 자는 살필 수 없다는 말이다. ‘지위’란 

서 있는 바를 이른다. 군주는 陰에 서 있는데, 陰이란 靜이므로 ‘動하면 지위를 

잃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陰은 陽을 제어할 수 있고 靜은 動을 제어할 수 있으

므로, ‘靜하면 이내 저절로 (道를) 얻는다’라고 말한 것이다.247)

244) 「內業」, “靜則得之, 躁則失之.”
245) 「內業」, “所以失之, 以躁為害.”
246) 「心術上」, “毋先物動, 以觀其則. 動則失位, 靜乃自得.”
247) 「心術上」, “‘毋先物動’者, 搖者不定, 趮者不靜, 言動之不可以觀也. ‘位’者, 謂其所立

也. 人主者立於陰, 陰者靜, 故曰‘動則失位’ 陰則能制陽矣, 靜則能制動矣, 故曰‘靜乃自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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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인용문에서는, 靜과 動은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心이 

조급하면 靜할 수 없게 되고, 心이 靜하지 못하면 動하게 된다. 이는 心

이 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靜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문이 드

는 점은 心은 항상 외물에 반응하여 動하는 것인데 어떻게 心이 動하지 

않음을 전제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는 『管子』의 靜 개념을 계승한 

荀子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心은 動하지 않는 때가 없으나, 이른바 靜이라는 상태에 있게 된다. (……) 사

람이 누워 자면 꿈을 꾸고 멍청히 있을 때면 스스로 아무 생각이나 하며 그것을 

부리면 생각을 하게 되므로, 心은 動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러나 이른바 靜이

라는 상태가 있으니, 몽상이나 번잡한 생각으로 지각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을 

일러 靜이라 한다.248)

荀子에 따르면, 특성상 心은 어떤 상황에서도 動하지 않는 때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動하지 않음’이 단순히 心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아예 가만히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動하지 않는 것’

은 心에 번잡한 생각, 조급함 등이 없어 지각 혹은 인식에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것이 곧 靜의 상태이며, 이는 『管子』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解文은 經文의 “사물에 앞서 動하지 말라”라는 말을 ‘動하

는 자는 사물을 제대로 살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물이 다가

오기 이전에 그에 대한 번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사

물이 다가오기도 전에 앞서 動하는 것은 곧 모종의 감정 혹은 생각을 가

지고 사물을 대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니 그런 자는 사물을 “살필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動하면 因

의 원칙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管子』는 ‘성인의 다스림

은 몸을 靜하게 하여 사물이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249)이라 하였다. 또

한, 사물에 앞서 動하지 않고 사물이 이르기를 靜한 채로 유지하는 것은 

곧 心이 因의 원칙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道를 얻을 수 있는 상

248) 『荀子』 「解蔽」, “心未嘗不動也, 然而有所謂靜. (……) 心臥則夢, 偷則自行, 使之則
謀, 故心未嘗不動也. 然而有所謂靜, 不以夢劇亂知謂之靜.”

249) 「白心」, “是以聖人之治也, 靜身以待之, 物至而名(自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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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되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管子』에서 靜은 陰으로 動은 陽으로 

등치되며 陰이 陽을 제어하듯 靜은 動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躁하지 않

고 靜하여 陰의 지위를 유지하면 動은 제어되어 心은 道를 얻게 된다.

이 외에도, 『管子』는 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욕심을 제거할 것을 말한

다.

욕심을 제거하면 통하고, 통하면 靜하다.250)

외물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면 心은 트이게 되고, 이는 靜함으로 나아

가게 된다. 욕심은 心에 조급함이 찾아오게 하고 번잡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온다. 이에 心은 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사물이 

이르기 전에 動하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사물을 제대로 살

필 수 없게 된다.

본 절에서는 靜에 대해 고찰하였다. 靜이란 心이 조급하지 않고 動하

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지각에 방해되지 않도록 번잡한 생각 

· 욕심 · 감정 등을 조절하여야 靜에 이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心 수

양의 마지막 개념으로 전일함[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1.3 전일함[一]

『管子』는 精氣를 얻기 위한 수양론적 개념으로 虛와 靜 이외에 이른

바 ‘전일함[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管子』「白心」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專)一하여 둘로 나뉘지 않는 것[無貳]을 일러 道를 안다고 한다. 장차 그것을 

따르려 한다면 반드시 그 시작을 (專)一하게 하고 그 지키는 바를 견고히 해야 

한다.251)

250) 「心術上」, “去欲則宣, 宣則靜矣.” 
251) 「白心」, “一以無貳, 是謂知道. 將欲服之, 必一其端, 而固其所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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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子』에서 一은 보통 ‘집중’ 혹은 ‘전념’의 의미를 지닌 專과 함께 

쓰여 전일함을 의미하며, ‘貳’와 반대된다. 心이 專一하다는 것은 곧 心

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無貳]과 같으며, 이는 道를 체인하기 위한 조건

이 된다. 道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시작을 專一하게 하고 나아가 專一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인식의 측면에서 心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

는 것은 받아들인 정보들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인식에 있어서 心은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사물을 동시에 분별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一

과 동일한 의미인 ‘둘로 나뉘지 않는다[無貳]’의 개념은 어떻게 해석되어

야 할까. 이에 대한 해석은 一 수양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에 자

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管子』의 一 수양론을 계승한 荀子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心은 둘로 나뉘지 않은 때가 없으나, 이른바 壹이라는 상태에 있게 된다.

(……) 心이 생겨나면서부터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 분별이 있게 된다. 분

별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겸하여 아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겸하여 아는 것은 둘로 나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一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저것 하나로써 이것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일러 壹이라고 한다.252)

荀子에 따르면, 心은 받아들인 정보를 분별하여 여러 지식을 갖게 되

는데 이것이 곧 心이 둘로 나뉘는 것이다. 그럼에도 心이 專一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식에 있어 기존의 지식이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

는 데 방해하지 않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管子』에서 ‘心이 둘로 나

뉘지 않는다’ 함은 心이 단지 한 가지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별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쪽의 지식이 다

른 쪽의 인식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專一

함의 의미이다. 또한, 『管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등장한다.

252) 『荀子』 「解蔽」, “心未嘗不滿也, 然而有所謂壹. (……) 心生而有知, 知而有異. 異也
者, 同時兼知之, 同時兼知之, 兩也. 然而有所謂一, 不以夫一害此一謂之壹.” 여기서 
“心未嘗不滿也”의 “滿”字는 인용문 뒷부분에 등장하는 “兩”으로 고쳐 읽는 것이 맥락
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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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를 專하게하고 心을 一하게 하면, 귀와 눈이 단정하니 멀리 있는 것도 가까

이 있는 것처럼 알게 된다.253)

위 인용문에 따르면, 心과 意를 專一하게 하면 귀와 눈이라는 감각기

관이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주변 상황이나 사물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

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意’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管

子』의 다른 구절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意가 말보다 앞섬으로써, 意가 있은 연후에 구체화 되고, 구체화 된 

연후에 말하게 된다. 말하게 된 연후에 부림이 있고, 부림이 있은 연후에 다스

림이 있다.254)

㉡: 意가 말보다 앞섬으로써, 意가 있은 연후에 구체화 되고, 구체화 된 연후

에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연후에 인지하게 된다.255)

인용문 ㉠에 따르면, 다스림[治]은 부림[使]이 있은 후에 가능하고, 부림

은 말[言]이 있은 후에 일어나며, 말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가 구체

화[形] 된 후에 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체화는 意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

즉, ‘意 → 形 → 言 → 使 → 治’의 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용문 ㉡

은 우선, 意가 말[言]보다 앞선다고 말한다. 또한, 인지[知]는 생각[思]이 

일어난 뒤 발생하고, 생각은 받아들여진 정보가 구체화[形] 된 후에 할 

수 있게 되며, 그 구체화는 意가 있은 다음에 가능하다. 이들을 도식화 

하면, ‘意 → 言’, ‘意 → 形 → 思 → 知’이다. 인용문 ㉡에서 ‘意가 있게 

된 결과 말[言]이 있게 된다’라는 언급이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意부터 인지[知]에 이르는 과정은 말[言] 이전의 사고 과정을 자세

히 설명한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언어[言]라

253) 「心術下」, “專於意, 一於心, 耳目端, 知遠之證.” 본 인용문 중 “知遠之證”의 “之”와 
“證”은 「內業」의 “遠若近”과 비교할 때 각각 ‘若’字와 ‘近’字로 보아야 한다(GUANZI, 
p. 60).  

254) 「內業」, “(……) 音以先言, 音然後形, 形然後言. 言然後使, 使然後治.” 여기서 “音”
字는 ‘意’字로 고쳐야 한다(『管子四篇詮釋』, 107쪽).

255) 「心術下」, “意以先言, 意然後形, 形然後思, 思然後知.” 



- 76 -

는 것은 사고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용문 ㉠과 

㉡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意 → 形 (→ 思 → 知) → 言 → 使 → 治’와 

같다. 여기서 意는 사고 행위 전반의 근본이 된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구체화하고 생각하여 이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은 모두 意로부

터 가능한 일이다. 意는 외물을 접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사고 행위

보다 앞서 있는 기본 정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56)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외물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확히 인식하기 위

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우선,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耳目不淫; 耳目端]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물을 인식하기에 앞서 

기본 정신 능력인 意와 心을 집중시키고 하나로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해

야 한다[一意專心; 專於意, 一於心].

지금까지 2.1절에서는 虛 · 靜 · 一의 心 수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수양으로 心이 虛 · 靜 · 一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因 · 應의 인

식 원칙을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道를 알게 

된다. 한편, 『管子』는 心 수양뿐만 아니라 동시에 形과 관련된 수양 또

한 강조하고 있으며, 形의 수양이 心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한

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形 수양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2 몸[形] 수양

2.2.1 단정함[正]

『管子』는 여러 방면에서 形 수양에 대해 설명한다. 그 중에서 우선,

‘正’의 수양론을 들 수 있다. 『管子』 수양론에서 ‘正’은 주로 ‘形’과 병

치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管子』는 말한다.

256)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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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이 단정하지[正] 않으면, 德이 오지 않는다.257)

위 인용문은 形이 正하지 않으면 德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形을 

正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正은 ‘단정(端正)’을 의미하며,258)

앞서 살펴보았듯이 德은 道와 간극이 없는 것이다.259) 종합하자면, 道를 

얻기 위해서는 形을 正하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管

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등장한다.

形을 正하게하고 德에 힘쓰면 만물이 잘 파악된다.260)

形을 正하게하고 德을 보유하여, 하늘의 仁과 땅의 義를 본받으면 精氣는 끊

임없는 모습으로 저절로 이른다.261)

만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精氣를 획득하는 것은 『管子』 수양론

이 목표로 하는 일들이다. 위 인용문들은 이들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으

로 形을 正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精氣의 획득에 있어 心

의 수양 이외에도 形을 正하게 하는 일 또한 분명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內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正할 수 있고 靜할 수 있은 연후에야 안정될 수 있다.262)

여기서 “正”은 팔다리를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여 앉는 것과 같이 신체

적인 것이다.263) 위 인용문에 따르면, 形이 正하고 心이 靜한 뒤에야 心

257) 「內業」, “形不正, 德不來.” 
258) 『管子四篇詮釋』, 103쪽.
259) 「心術上」, “以無為之謂道, 舍之之謂德. 故道之與德無間.”
260) 「心術下」, “正形飾德, 萬物畢得.” 본 구절에서 “飾”字는 ‘飭’字와 통하며, ‘닦다’ 또

는 ‘힘쓰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261) 「內業」, “正形攝德, 天仁地義, 則淫然而自至.” 여기서 “淫然”은 끊임없는 모습을 의

미한다(『管子四篇詮釋』, 103쪽).
262) 「內業」, “能正能靜, 然後能定.”
263) Roth, Harold David., Original Tao : inward training (nei-yeh) and the 

foundations of Taoist mys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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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정되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虛 · 靜 · 一의 心 수양 이외

에도 形 수양 또한 心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形

수양이 精氣의 획득 여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管

子』는 다음의 구절에서 正과 一 개념을 병치하고 있다.

사체가 이미 正하고 혈기가 이미 안정되며, 意와 心을 專一하게 하면, 귀와 

눈이 산만하지 않으니, 비록 멀리 있는 것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 같다.26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신체가 正하고 기맥이 차분하며 意와 心이 專一

할 때,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라도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멀리 있는 것[遠]’은 미래의 길흉지사(吉凶之事)를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서 없이도 길흉을 알 수 있고 그쳐야 

할 곳에서 그칠 수 있으며 그만 두어야 할 때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精

氣의 지극함으로 가능한 것’265)이다. 다시 말해, 멀리 있는 일을 알 수 

있다 함은 곧 精氣가 충만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위 인용문의 

본의는 신체가 正하고 기맥이 안정되며 意와 心이 專一할 때 精氣를 획

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管子』는 精氣의 획득을 논할 때 心의 수양과 ‘正形’을 함께 

언급하여 形 수양 또한 강조한다. 다음 절에서는 경건한 태도를 의미하

는 ‘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2.2 경건함[敬]

264) 「內業」, “四體既正, 血氣既靜, 一意摶心, 耳目不淫, 雖遠若近.” 여기서 “摶”字는 
‘專’字로 보아야 하며, 이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길 때는 추가적인 설명 없
이 ‘摶[專]’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본 구절의 “靜”은 心 수양의 ‘靜’과는 다른 
함의를 갖는다. “血氣既靜”은 기맥이 안정되고 차분하다는 의미이다(『管子四篇詮釋』, 
115-116쪽). 

265) 「內業」, “能無卜筮而知吉凶乎? 能止乎? 能已乎? 能勿求諸人而得之己乎? 思之, 思
之, 又重思之. 思之而不通, 鬼神將通之, 非鬼神之力也, 精氣之極也.” 한편, “雖遠若
近”의 “遠”은 미래의 길흉사를 의미하는데(『管子四篇詮釋』, 115쪽), 이는 본 각주의 
인용문에 뒤이어 “雖遠若近”이 포함된 구절이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
이다.



- 79 -

앞서 설명하였듯이, 『管子』 수양론의 대부분이 실려 있는 『管子』

四篇은 黃老 사상을 근간으로 하며, 黃老 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사상의 장점을 흡수하였다는 것이다.266) 그 중 儒家의 사상을 흡수한 부

분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管子』의 ‘경건함[敬]’이다. 「內業」은 말한

다.

무릇 사람의 생명은 필히 평정에 달려 있다. 그것을 잃는 까닭은 반드시 기쁨 

· 노여움 · 근심 · 걱정[喜怒憂患] 때문이다. 노여움[怒]을 그치는 데는 시 보다 

좋은 것이 없고, 근심[憂]을 없애는 데는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음악을 조

절하는 데는 禮보다 좋은 것이 없고, 禮를 유지하는 데는 敬보다 좋은 것이 없

으며, 敬을 유지하는 데는 靜보다 좋은 것이 없다. 안으로 靜하고 밖으로 敬하

면[內靜外敬]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으니, 본성은 장차 크게 안정될 것이다.267)

위 인용문에 따르면, 사람이 평정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까닭은 기쁨 ·

노여움 · 근심 · 걱정[喜怒憂患] 등으로 心이 어지러운 상태에 이르기 때

문이다. 이러한 노여움, 근심 등은 시나 음악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음

악은 禮로써 조절할 수 있고 禮는 敬으로써 유지할 수 있다. 도식화 하

자면, ‘노여움[怒] ← 시’, ‘근심[憂] ← 음악 ← 禮 ← 敬’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외적 요소 중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함을 의미하는 ‘敬’

이다. 또한, 『管子』의 시 · 음악 · 禮 · 敬에 대한 언급은 ‘『管子』가 

분명 儒家 예악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管子』가 이

러한 儒家의 요소들을 수신 양성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였음

을 드러내준다.’268)

한편, 위 인용문은 “敬을 유지하는 데는 靜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

266) 『史記』 「太史公自序」, “道家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贍足萬物. 其為術也, 因陰陽
之大順, 采儒墨之善, 撮名法之要, 與時遷移, 應物變化, 立俗施事, 無所不宜. 指約而
易操, 事少而功多.”

267) 「內業」, “凡人之生也, 必以平正. 所以失之, 必以喜怒憂患, 是故止怒莫若詩, 去憂莫
若樂, 節樂莫若禮, 守禮莫若敬, 守敬莫若靜, 內靜外敬, 能反其性, 性將大定.” 이와 유
사한 구절이 「心術下」에도 등장한다. 「心術下」, “凡民之生也, 必以正平, 所以失之者, 
必以喜樂哀怒. 節怒莫若樂, 節樂莫若禮, 守禮莫若敬. 外敬而內靜者, 必反其性.”

268) 胡家聰, 『管子新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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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靜을 敬보다 좀 더 근원적인 요소로 두는 듯하다. 하지만 위 인용

문은 곧바로 “안으로 靜하고 밖으로 敬해야 한다[內靜外敬]”라고 언급하

는데, 이는 수양에 있어 內靜과 外敬 즉, 心의 수양과 더불어 形의 수양

이 병행되어야만 함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은, 『管子』에서 ‘敬’은 내적 

수양이 아닌 외적 수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위 인용문을 보면, 분명 靜

을 ‘內’와 병치하여 내면의 수양 개념 혹은 心 수양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敬은 ‘內’와 반대 개념인 ‘外’와 함께 사용하여 외면적 수양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內業」은 말한다.

敬하게 그 집을 깨끗이 하면 精氣가 장차 저절로 온다. 생각을 정밀하게 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사념을 가라앉혀 心을 다스리고, 용모를 엄숙히 하고 敬을 지

니면, 精氣가 장차 지극히 안정된다.269)

敬을 유지하여 잃지 말아야 하니, 이를 德을 이룬다고 한다.270)

우선, 그 집[其舍]을 경건한 자세로 깨끗이 하면 精氣가 저절로 찾아온

다. 여기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은 곧 心을 깨끗이 해야 한다

는 말이며,271) 心을 虛하고 靜하게 하여 안정되게 만든다는 말이다. 그 

과정에 敬함을 유지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함을 위 인용문은 말하고 있

다. 이는 敬을 유지하는 일이 心을 안정되게 만드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여기서 敬이 언급될 필요

가 없다. 또한, 획득한 精氣를 안정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敬은 요구된

다. 精氣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념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용모를 엄

숙히 하고 敬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한편, 敬을 지켜 잃지 않는 것을 두

고 『管子』는 “德을 이룬다[成德]”라고 규정한다. 앞서 말하였듯이,

『管子』에서 德은 곧 道이므로 ‘德을 이룬다’라는 것은 곧 ‘道를 이룬

다’라는 말이다. 즉, 道를 체인하여 이루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일이 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管子』는 敬으로써 임

269) 「內業」, “敬除其舍, 精將自來. 精想思之, 寧念治之, 嚴容畏敬, 精將至定.”
270) 「內業」, “敬守勿失, 是謂成德.”
271) 앞서 살펴보았듯이, 『管子』에서 心은 精舍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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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다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

敬하고 삼가면 과실이 없고 나날이 그 德을 새롭게 하여 천하를 두루 알아 사

방 끝까지 다다른다.272)

위 인용문은 이미 얻은 道 혹은 德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形을 敬하게 하고 삼가면 행동에 과실이 없어 

이미 얻은 道를 잃지 않고 나날이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는 精氣의 보존

이자 확충에 해당한다. 온몸에 精氣가 충만해지면, 精氣의 공능으로 천지

를 두루 알 정도의 지혜가 생겨 그것이 사방 끝까지 미치게 된다. 『管

子』에서 敬의 태도를 유지하는 일은 이미 얻은 精氣를 지키고 확충시키

는 데 요구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黃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管

子』는 儒家의 敬 개념을 흡수하고 자신의 이론에 변용시켜, 儒家와 달

리 敬을 외적 수양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다. 『管子』에서 形의 상태는 

心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敬의 수양은 心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管子』는 精氣를 획득, 보존, 나아가 확충하는 

데에 形이 敬의 태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음 절에서

는 『管子』가 제시하는 올바른 섭생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2.3 올바른 섭생법

形 수양의 일환으로 『管子』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구

체적으로 논하였다. 『管子』는 섭생법을 식사의 정도 · 생리적 본능의 

절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또한, 『管子』는 이를 精氣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하고 장수(長壽)의 수단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管子』가 제시하는 올바른 섭생법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

다. 우선, 『管子』는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72) 「內業」, “敬慎無忒, 日新其德, 徧知天下, 窮於四極.”



- 82 -

무릇 식사의 도리는 과하게 배불리 먹으면 상하여 形이 좋지 않게 되고, 과하

게 굶주리면 뼈가 마르고 피가 엉기게 된다. 배불리 먹는 것과 굶주리는 것의 

사이, 이것을 이르러 ‘조화가 이루어진다[和成]’라고 하며, (이는) 精氣가 머무르

는 바이고 지혜가 생겨나는 바이다.273)

위 인용문에 따르면, 지나치게 배불리 먹게 되면 氣가 상하여 形의 상

태가 나쁘게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뼈가 마르고 피가 엉기어 건강을 

상하게 한다. 이에 『管子』는 올바른 식사법으로 배부름과 굶주림의 중

간을 지목한다. 식사를 배부름과 굶주림의 중간에 맞게 하면 ‘조화를 이

룬 상태[和成]’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精氣가 머무르게 되고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精氣가 머물기 위해서는 

식사와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조절해야만 한

다는 것이며, 이는 形의 상태가 精氣의 획득과 관련이 있음을 여실히 보

여준다. 또한, 『管子』는 너무 배부르거나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행위 해

야 하는 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굶주림과 배부름이 절도를 잃으면 이에 그것을 위하여 조절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부르면 빠르게 움직이고, 굶주리면 생각을 완만하게 해야 한다. (……)

배부른데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氣가 사지에 통하지 않고, 굶주렸는데 생각을 

완만히 하지 않으면 굶주림은 그치지 않는다.274)

굶주림과 배부름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곧 이를 조절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부를 경우에는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 氣

가 통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굶주렸을 경우에는 생각을 쉬어야만 하며,

생각을 쉬지 않을 경우 굶주림은 완화되지 않는다. 氣가 통하지 않고 굶

주림이 지속되어 건강이 상하게 되면 形이 상하게 되고 결국 精氣가 머

273) 「內業」, “凡食之道, 大充, 傷而形不臧; 大攝, 骨枯而血沍. 充攝之間, 此謂和成, 精
之所舍而知之所生.”

274) 「內業」, “飢飽之失度, 乃為之圖. 飽則疾動, 飢則廣思, (……). 飽不疾動, 氣不通於四
末, 飢不廣思, 飽而不廢.” 여기서 “廣思”는 사려를 늦추고 완만하게 해야 한다는 뜻
이며, “四末”은 곧 사지를 의미한다(『管子四篇詮釋』, 121-122쪽). 또한, “飽而不廢”
에서 “飽”字는 ‘飢’字로 보아야 한다(GUANZI,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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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管子』는 이처럼 상식적인 일들을 굳

이 언급하였는데, 이는 『管子』 수양론에서 항시 形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心의 안정과 精氣의 획득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갖기 때

문이다. 나아가, 『管子』는 장수(長壽)를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한

다.

평정함이 가슴 속을 채우고[平正擅匈] 心에 가득하면, 이것은 장수를 가져온

다. 기쁨[喜]과 성냄[怒]이 과도하면, 이에 그것을 위하여 조절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욕(五欲)을 절제하고 두 가지 흉한 감정[喜 ·怒]을 제거해야 한다. 기뻐

하지도 성내지도 않으면, 평정함이 가슴 속을 채울 것이다[平正擅匈].275)

위 인용문에 따르면,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평정함이 가슴에 가득

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과도한 기쁨과 성냄[喜 ·怒] 두 가지의 

흉한 감정이다. 이에 『管子』는 이를 조절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

한다. 그러면서 『管子』는 두 가지 흉한 감정을 제거할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오욕(五欲)을 조절해야 함을 함께 언급한다. 여기서 오욕이란 耳 ·

目 · 口 · 鼻 · 心에 의해 발생하는 욕구로 듣는 것 · 보는 것 · 맛보는 

것 · 맡는 것 · 애증의 감정을 포함하며,276) 대체로 形이 지닌 감각기관

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본능이다. 사람이 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形의 생리적 본능을 단속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한다.277) 그렇게 되면 평정함이 가슴 속을 채우게 되어 장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管子』는 精氣를 얻고 건강해지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

275) 「內業」, “平正擅匈, 論治在心, 此以長壽. 忿怒之失度, 乃為之圖. 節其五欲, 去其二
凶. 不喜不怒, 平正擅匈.” 여기서 “論治”은 ‘淪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본 인용
문 뒷부분의 “不喜不怒” 구절을 고려할 때 “忿怒”는 ‘喜怒’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GUANZI, p. 52).

276) W. Allyn Rickett, GUANZI: Politic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Essays 
from Early China, Vol.2,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 52.

277) 체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를 유순하게 하는 일은 『管子』 수양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일 중 하나는 인간의 생리적 본능을 삼가고 감관, 귀와 눈 등이 직
분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楊儒賓, 『儒家身體觀』, 臺北: 中央硏究員中國文哲硏究所籌
備處, 1996, 243-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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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形 수양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식사에 있어서는 ‘절제하여 정도(程

度)에 맞는지 고려해야만 장생(長生)을 누릴 수 있게 되며,’278) 나아가 감

각기관으로 인한 생리적 본능을 다스려 가슴 속의 평정을 되찾아야만 장

수에 이를 수 있다.

지금까지 2절 전반에 걸쳐 『管子』의 수양론을 心과 形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管子』는 心의 수양으로 虛 · 靜 · 一을 언급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形 수양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 수양으로는 

正과 敬, 그리고 여러 섭생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

한 수양의 결과 이르게 되는 경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3. 수양 결과

본 절에서는 수양의 결과를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수양 결과 精氣를 

획득하여 이르게 되는 ‘內得의 경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 때 『管子』가 

內得의 경지를 “心全 形全”과 “大淸明”이라는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수양의 결과 인간은 사물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이르게 되는 ‘名實 합일의 경지’ 대해 살펴

본다. 이러한 논의는 『管子』가 치신의 영역을 치국의 영역으로 확장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3.1 內得의 경지

『管子』는 心形 수양이 축적된 결과로 精氣가 충만해진 모습을 다음

과 같이 묘사한다. 「內業」은 말한다.

278) 「內業」, “節適之齊, 彼將自至.” 여기서 “彼”는 장생(長生) 혹은 장수(長壽)를 가리킨
다(『管子四篇詮釋』,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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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氣가 있으면 저절로 생기가 돌고, 그것은 외부로 편안한 빛을 띠게 된다.

(精氣를) 안에 저장하여 원천으로 삼으면 호연하고 화평하여 기의 근원이 된다.

기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사체가 이내 단단해지고, 근원이 고갈되지 않으면 

아홉 구멍은 순통하게 되어, 이내 천지 끝까지 다다를 수 있고 사해를 덮을 수 

있다. 안으로는 미혹된 생각이 없고 밖으로는 재앙이 없으며, ㉠: 안에서는 心이 

온전해지고[心全] 밖에서는 形이 온전해지며[形全], 하늘의 재앙을 만나지 않고 

인간으로 인한 해를 입지 않으니, 이를 일러 성인이라 한다. 사람이 正하고 靜

할 수 있으면, 피부에 너그러움이 드러나고 귀와 눈이 총명해지며 근육이 펴지

고 뼈가 튼튼해진다. 이에 능히 하늘[大圜]을 이고 땅[大方]을 밟으며, ㉡: 道[大

清]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해와 달[大明]에 비교될 수 있다. 敬하고 삼가

면 과실이 없고 나날이 그 德을 새롭게 하여, 천하를 두루 알아 사방 끝까지 다

다른다. 敬한 태도로 그 충만한 精氣를 발휘하는 것을 일러 內得이라고 한

다.279)

위 인용문에 따르면, 『管子』는 精氣가 충만하여 그 공능이 발휘되는 

상태를 두고 “內得”이라 말한다. 內得은 『管子』 수양론에서 최고의 경

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를 「內業」의 다른 구절은 “中得”이라 표현하

기도 하며, 「心術下」는 “內德”으로 대체하고 있다.280) 앞서 언급하였듯

이, 『管子』에서 ‘得’과 ‘德’의 의미는 상통하며, ‘中’과 ‘內’는 본질적으

로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281) 삼자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모두 ‘精氣의 획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위 인용문은 사람이 內得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드러나는 모습을 두 

가지 중요한 개념(㉠ · ㉡)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

279) 「內業」, “精存自生, 其外安榮. 內藏以為泉原, 浩然和平, 以為氣淵. 淵之不涸, 四體
乃固, 泉之不竭, 九竅遂通, 乃能窮天地, 被四海. 中無惑意, 外無邪菑, ㉠: 心全於中, 
形全於外, 不逢天菑, 不遇人害, 謂之聖人. 人能正靜, 皮膚裕寬, 耳目聰明, 筋信而骨
強. 乃能戴大圜而履大方, ㉡: 鑒於大清, 視於大明. 敬慎無忒, 日新其德, 徧知天下, 窮
於四極. 敬發其充, 是謂內得.” 본 구절에서  “精存自生” 중 “生”은 곧 “生氣”이다
(『管子四篇詮釋』, 110쪽). 또한, “大圜”과 “大方”은 각각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大
清”은 道를 뜻하며, “大明”은 해와 달을 가리킨다(GUANZI, p. 48; 黎翔鳳, 『管子校
注』, 北京: 中華書局, 2004, 939쪽).  

280) 「內業」, “形不正, 德不來. 中不靜, 心不治. 正形攝德, 天仁地義, 則淫然而自至. 神
明之極, 照乎知萬物, 中義守不忒. 不以物亂官, 不以官亂心, 是謂中得”; 「心術下」, 
“形不正者德不來, 中不精者心不治. 正形飾德, 萬物畢得. 翼然自來, 神莫知其極. 昭知
天下, 通於四極. 是故曰無以物亂官, 毋以官亂心, 此之謂內德.” 

281) GUANZI,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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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위 인용문의 본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 가지는 

바로 ‘心과 形이 온전해진다[心全 形全]’라는 개념이다(㉠). 『管子』에서 

‘全心’은 곧 ‘全形’이며, ‘全形’은 이미 ‘全心’이 전제된 상태이다. 心이 精

氣를 얻어 극에 달하면 그 공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태[全心]가 되는

데, 이는 “외부로 편안한 빛을 띰[其外安榮]”, “사체가 이내 단단해짐[四

體乃固]”, “아홉 가지 감각기관이 순통함[九竅遂通]”, “피부에 너그러움이 

드러나고 귀와 눈이 총명해지며 근육이 펴지고 뼈가 튼튼해짐[皮膚裕寬,

耳目聰明, 筋信而骨強]”으로 드러나게 된다. 다시 말해, 全心의 상태는 

곧 形의 온전한 상태[全形]로 드러난다.282)

위 인용문 이외에도, 『管子』는 “全心이 안에 있으면, 가리고 숨길 수 

없다. 얼굴 모습으로 알 수 있고 피부색에 드러난다”283), “心氣의 드러남

은 해와 달보다 밝고, 부모가 자식을 살피는 것보다 더 뚜렷이 보인

다”284), “得道한 자는 (얼굴의) 결에 (조화로움이) 스며 나오고, 머리카락

에 (그것이) 흘러나온다. 가슴 안에는 나쁜 기운이 없다. 욕망을 조절하

는 그 방법을 행하므로 만물은 (그를) 해치지 못한다”285)라고 말한다. 이

렇듯 心의 온전함이 곧 形의 온전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관념은 『管

子』의 心形觀에 기초한다. 心形의 문제에 있어 『管子』는 근골 · 피부 

282) 이러한 『管子』의 全心과 全形의 관계는 『孟子』에서도 보인다. 이는 『孟子』 「盡心
上」의 “孟子가 말하였다. (……) 군자의 본성은 仁義禮智가 心에 뿌리하고 있어, 그것
이 얼굴빛에 나타남이 수연히 얼굴에 드러나고 뒷모습에 가득하며 사체에 베풀어져 
사체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된다[孟子曰: (……)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와 유사하다. 『孟子』도 四
端心과 夜氣가 확충되면, 도덕적 색채가 자연히 신체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다. 한
편, 이러한 유사성을 토대로 楊儒賓과 같은 학자는 『管子』가 『孟子』의 영향을 받아 
『孟子』 이후에 등장한 저서라고 주장하지만(楊儒賓, 『儒家身體觀』, 臺北: 中央硏究員
中國文哲硏究所籌備處, 1996, 54-67쪽), 학계에서는 아직 『孟子』와 『管子』의 선후 
관계에 대한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管子』와 『孟子』는 서
로 사상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써 『管子』가 전국 시기 사상적 흐름
을 담고 있는 문헌임을 알 수 있다.

283) 「內業」, “全心在中, 不可蔽匿. 和於形容, 見於膚色.” 본 구절의 “和”字는 해석상 어
색하다. 그런데 「心術下」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 “外見於形容, 可知於顏色”이 있으므
로, 이를 참고하여 “和”가 아니라 “知”로 고쳐 읽는 것이 타당하다.  

284) 「內業」, “心氣之形, 明於日月, 察於父母.”
285) 「內業」, “得道之人, 理丞而屯泄, 匈中無敗. 節欲之道, 萬物不害.” 王引之에 따르면, 

‘丞’자와 ‘屯’자는 각각 ‘烝’자와 ‘毛’자로 읽어야 하며, 이는 『淮南子』의 구절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GUANZI,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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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 등 신체의 모든 요소를 정신의 발로(發露)로 간주한다.286) 한편,

이러한 全心 全形의 상태에 이른 자는 하늘의 재앙과 인간으로 인한 해

를 모두 피할 수 있게 되니,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이라 부를 

만하다.

다른 한 가지는 바로 ‘大淸明’의 개념이다(㉡). 앞서 제시된 인용문에 

따르면, 正하고 靜하여 精氣를 얻게 되면 이에 능히 하늘[大圜]을 이고 

땅[大方]을 밟으며, 道[大清]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고 해와 달[大明]

에 필적할 정도의 상태가 된다. 우선, 하늘을 이고 땅을 밟게 된다는 말

은 道를 얻어 道와 합일된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管

子』가 道를 한 마디로 풀이하여 위로는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땅에 

미치는 것이라 묘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287) 또한, 道[大清]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해와 달[大明]에 비교될 수 있다는 말의 경우 大淸明의 경

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精氣[道]를 인식하고 체인하여 道를 거울

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상태이며, 또한 해와 달에 비견될 만

큼 천하를 훤히 비추어 모두 알 수 있는 경지이다. 이와 유사하게, 「心

術下」에서는 “사람이 正하고 靜할 수 있을 때, (……) 道[大清]에 자신

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자는 해와 달[大明]에 비교될 수 있다. 이에 正과 

靜을 잃지 않아, 나날이 그 德을 새롭게 하여 천하를 두루 알아 사방 끝

까지 통찰한다”288)라고 말하는데, 이는 위 인용문의 논지와 매우 유사하

다. 이와 비슷하게, 荀子는 『管子』의 大淸明 개념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虛壹而靜을 일러 大淸明이라 한다. (……) 방 안에 

앉아서도 사해를 보고, 현재에 처해 있어도 오랜 옛일을 논하며, 만물을 

통관하여 그 실정을 알게 되고, 치란(治亂)의 일을 고찰하여 그 법도에 

통달하며, 천하를 바로 잡아 만물을 제대로 존재하도록 하고, 大理를 정

돈하여 우주를 이치대로 존재토록 한다. 크고 넓은데, 누가 그 끝을 알겠

286) 楊儒賓, 『儒家身體觀』, 臺北: 中央硏究員中國文哲硏究所籌備處, 1996, 228쪽. 
287) 「內業」, “道滿天下, 普在民所, 民不能知也. 一言之解, 上察於天, 下極於地, 蟠滿九

州.” 여기서 “察”字와 “極”字는 모두 ‘이르다[至]’를 의미한다(『管子四篇詮釋』, 106
쪽).

288) 「心術下」, “人能正靜者, (……) 鏡大清者視乎大明. 正靜不失, 日新其德, 昭知天下, 
通於四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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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크고 넓은데, 누가 그 德을 알겠는가? 끓어오르고 뒤섞이는데, 누

가 그 원칙을 알겠는가? 밝기가 해와 달 같고, 크기는 팔방을 가득 채우

니, 이를 일러 大人이라 한다. 어찌 그 가려짐이 있겠는가?”289) 이처럼 

荀子 또한 『管子』와 마찬가지로 大淸明의 경지에 이른 자는 신명한 지

혜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管子』는 精氣의 공능으로 만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德을 이루어야 지혜가 나오고 만물이 모두 이해된다.290)

神과 같이 될 때 까지 氣를 專一하게 하면, 만물이 완전히 있게 된다.291)

精氣를 얻어서 잃지 않으면 귀와 눈이 산만하지 않게 되고, 心이 잡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안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면 만물이 법도를 얻는다.292)

위 인용문들에 따르면, 德을 얻어 이루게 되면 만물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또한, 專一의 수양으로 神이 몸에 이르게 되면 

즉, 精氣가 머물게 되면 만물 모두가 내게 구비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만물을 이해하게 되니 각각의 특

성에 맞게 다룰 수 있게 되어 만물은 곧 법도를 얻게 된다. 이러한 지혜

는 곧 精氣의 획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管子』의 표현으로 大淸明의 

경지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管子』가 말하는 內得의 경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內得

의 경지는 축적된 수양으로 精氣가 충만해진 상태를 이르는 것이며, 이

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全心 全形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大淸明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心이 온전해지

289) 『荀子』 「解蔽」, “虛壹而靜, 謂之大清明. (……) 坐於室而見四海, 處於今而論久遠. 
疏觀萬物而知其情, 參稽治亂而通其度, 經緯天地而材官萬物, 制割大理而宇宙裏矣. 恢
恢廣廣, 孰知其極? 睪睪廣廣, 孰知其德? 涫涫紛紛, 孰知其形? 明參日月, 大滿八極, 
夫是之謂大人. 夫惡有蔽矣哉!”

290) 「內業」, “德成而智出, 萬物果得.” 여기서 “果”字는 ‘畢’字로 고쳐 읽어야 한다(GUANZI, p. 
40).

291) 「內業」, “摶[專]氣如神, 萬物備存.”
292) 「內業」, “得之而勿捨, 耳目不淫, 心無他圖. 正心在中, 萬物得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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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물론이요, 신체가 건강해진 상태를 말하며, 나아가 道를 완전히 

체득하고 만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지혜는 해와 달만큼 

밝아 천지 사방에 다다를 수 있는 경지를 의미한다. 이것이 精氣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지 사방에 통하는 지혜는 군주의 

치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수양의 결과로 사

람은 名과 實이 합일되도록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됨을 논의하도록 

한다.

3.2 名實 합일의 경지

중국 철학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는 여러 철학적 주제에 대한 첨예한 

논쟁들이 있던 시기였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名實’ 논쟁인데, 이는 

선진 시대 철학에서 중요시 된 일종의 사조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名實 논쟁의 기원을 鄧析 혹은 孔子로 보고 있으며, 이후에 名實에 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公孫龍, 후기 墨家, 荀子, 韓非子 등에 의해 지속되었

다.293) 이러한 名實 문제에 대한 관심은 『管子』에서도 두드러진다.

『管子』는 사물의 形과 名 혹은 實과 名에 대한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서

술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양의 결과로 因 ·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를 수 

있게 되었을 때 名實을 합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管子』에서 다루어지는 名實 합일의 경지는 精氣를 얻기 위한 

인식론적 방법에서 연장되며 동시에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통

치술의 일환으로도 다루어진다.294) 이에 본 절에서는 精氣를 목적으로 

29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張岱年, 김백희 역, 『中國哲學大綱: 中
國哲學問題史』, 下권, 서울: 까치, 1998, 1094-1112쪽. 

294) 박원재에 따르면, 명변(名辯) 사조는 일차적으로 名實 문제 즉, 名(개념)과 實(그 지
시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말하며, 넓게는 논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한다. 그
는 이러한 名辯 사조의 형성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급격한 사
회적 변화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소위 주례(周禮)로 지탱되던 기존의 사회 체제가 
무너져 대대적인 사회적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기
존의 名(개념)은 새로 발생한 실제 대상들의 의미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으
며, 따라서 공자 이래로 名과 實의 관계를 바로 잡아 교화하겠다는 正名論적 사고는 
당시 사상가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던 부분이다. 둘째, 당시 학술계의 정황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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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양의 결과로 名實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수양의 결과가 치신의 영역에서 치국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적용됨이 드러날 것이다.

『管子』가 말하는 名實 합일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管子』

가 名과 實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心術

上」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經文] 사물[物]은 본래 形이 있고, 形은 본래 名이 있다.295)

[解文] ‘사물은 본래 形이 있고, 形은 본래 名이 있다.’ 이것은 名이 實을 넘지 

못하며, 實은 名을 넘지 못함을 말한다.296)

위의 經文에 따르면, 사물[物]은 모두 고유한 형상[形]을 가지고 있고,

그 형상[形]은 모두 일정한 名을 가진다. 사물[物]과 그 고유한 형상[形]

을 합쳐 부른다면 사물의 형상[物形]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名은 사

물의 형상[物形]의 이름을 의미한다.297) 여기서 ‘物 · 形 · 名’ 삼자는 연

결 되는 것이며, 名은 物形과 떨어져 생각될 수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양한 학파의 병존은 필연적으로 학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논쟁의 활성
화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법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셋째, 학문의 축적이다. 
인류의 인식론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밖으로 
향했던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인식 행위 그 자체로 돌려지게 마련이다. 학문의 축적
이 상당하였던 춘추 말부터 전국 중·후기에는 인간의 인식 행위 자체에 대한 전반적
인 반성으로 관심이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박원재, 「‘명변(名辯)’ 논쟁을 통해 본 제
자(諸子)의 사상적 갈래: 명변 사조에 대한 분석과 평가」, 『中國哲學』, 4(1), 중국철학
회, 1994, 76-78쪽). 

     『管子』 중 四篇은 稷下 학자들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며 稷下학
궁은 전국 시기 백가쟁명의 학술적 중심이었으므로, 본 연구자는 위의 세 가지 배경 
특히, 첫째와 셋째 내용은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문헌인 『管子』 四篇에 일정 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295) 「心術上」, “物固有形, 形固有名.”
296) 「心術上」, “‘物固有形, 形固有名’, 此言不得過實, 實不得延名.” 王念孫설에 의하면 

“此言” 뒤에 ‘名’字가 있어야 한다(『管子四篇詮釋』, 151쪽). 필자의 추측으로도 “此言
不得過實”은 “此言名不得過實”이 되어야만, 뒤의 “實不得延名”과 부합하게 된다. 왜
냐하면 “實不得延名”은 實이 名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문맥상 앞의 문장은 대조
적으로 名이 實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와야 하기 때문이다.   

297) 栗冬生, 「略论《管子》认识论的主客體关系」, 『管子學刊』, 1994, 第4期,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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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대 중국에서 名은 명칭, 명분, 문자 등을 의미하였으나 名實 관

계 문제에 대한 논쟁이 깊어지고 명변 사조가 발전함에 따라 ‘實’에 대

응되는 ‘개념’의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는데,298) 이는 위의 解文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經文에서 언급된 ‘物形’은 解文의 ‘實’로 대응되고 있으

며, 解文은 ‘物 · 形 · 名’의 관계를 ‘實과 名’의 관계로 그 외연을 넓히

고 있다. 解文은 經文의 ‘사물에는 본래 形이 있고, 그 形에는 고유한 名

이 있다’라는 구절에 대해, 名[개념]은 사물의 實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

며 實은 그렇게 반영된 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한다. 다시 

말해, 『管子』는 名과 實이 서로 합일된 상태를 사물과 그것을 지칭하

는 개념 간의 지녀야 할 본연적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名實을 

합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管子』는 말한다.

名이란 성인이 만물을 기록하는 바이다.299)

名이 (실제에) 합당하게 하는 자를 성인이라 한다.300)

名이란 성인이 사물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

르지 못한 사람이 사물에 名을 부여하게 되면 만물의 名實은 부합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또한, 名實 합일의 경지는 오랜 수양으로 성인의 경계

에 들어선 자만이 이를 수 있다.

298) 李匡武, 『中國邏輯史: 先秦卷』,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9, 226-227쪽.
299) 「心術上」, “名者, 聖人之所以紀萬物也.”
300) 「心術上」, “名當謂之聖人.” 본 인용문은 “物固有形, 形固有名”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므로, “名當”의 경우 ‘形’이나 ‘實’을 첨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본 인용문은 『管子』가 대체로 名보다 實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管子』가 
강조하는 것은 사물의 形 또는 그 實 자체이며, 名은 그 實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즉, 實은 名보다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稷下 黃老學 
계열에서 보이는 경향이며, 『管子』 수양론 대부분이 포함된 문헌은 稷下 내 黃老學派
의 저작이므로 實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가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馮友蘭은 “稷下黃老學은 實[物]이 第一性이고, 名
은 第二性이다”라고 말하며, 陳鼓應은 “稷下道家는 名實 문제에 있어서, 비록 正名論
을 언급한 것은 儒家와 동일하지만, 稷下道家는 實을 第一性으로 삼았다”라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第二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222쪽;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53쪽; 栗冬生, 「略论《管子》认识论的主客體关系」, 『管子學刊』, 1994, 第4期, 3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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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째서 名實의 합일은 수양이 완성된 성인만이 가능한 것인

가. 『管子』는 수양의 결과가 名實의 합일로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形으로써 形을 설명하고[詁形以形], 形에 근거하여 名을 구하며[以形侔名], 言

을 살펴[督言] 名을 바로잡기[正名] 때문에 성인이라 한다.301)

성인은 입으로 헛된 말을 하는 일이 없고, 손으로 헛되이 가리키는 일이 없으

며, 사물이 이르면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302)

첫 번째 인용문은 名이 사물의 實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名

을 바로잡는 것” 즉, 正名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때 正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形으로써 形을 설명하

는 것[詁形以形]”이 필요하며, 둘째로 “形에 근거하여 名을 구하는 것[以

形侔名]”, 그리고 셋째로는 “言을 살피는 것[督言]”이 요구된다. 우선,

“形으로써 形을 설명한다[詁形以形]”라는 말은 사물을 그 사물의 모습 

그대로 묘사해낸다는 것이다. 이는 인식 주체가 形의 모습 그대로를 반

영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말로 주체가 인식에 있어 因 · 應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形에 근거하여 名을 구한다[以

形侔名]”라는 것은 名을 부여할 때 반드시 形의 실제 모습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形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形의 모습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역시 因 · 應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言을 살핀다[督言]”라는 것은 形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말을 선택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만이 正名이 가능해진다. 정리

하자면, 名實의 부합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려면 形에 근거하여 名을 부여

하고 形에 맞게 言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形을 인식할 때 因

하고 應해야만 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 따르면, 사람은 입으로 근거 없이 

301) 「心術上」, “姑形以形, 以形務名, 督言正名, 故曰聖人.” 본 구절의 “姑”字는 ‘詁’字
로 읽어야 하고 “務”字는 ‘侔’字로 보아야 하며, “侔”字는 ‘取’字와 의미가 통한다(郭
沫若, 『管子集校』, 北京: 人民出版社, 1984, 424쪽).

302) 「白心」, “上聖之人, 口無虛習也, 手無虛指也, 物至而命之耳.” 劉績에 따르면 “耳”字
는 어사(語辭)에 해당한다(黎翔鳳,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8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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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거나 사물의 내용이 없음에도 손으로 헛되이 가리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물이 자신에게 이른[物至] 뒤에 손으로 가리키거나 입으로 명

명해야 한다.303) 사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자기 생각에 맞추어 헛되이 

名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던 사물을 “感한 후

에 應하므로 미리 (자신의 선입견을) 설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感而後

應, 非所設也]” 因의 정의와 그 함의가 서로 매우 유사하다. 이는 實에 

부합하는 名을 부여하는 것에는 因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 전제됨을 의미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心術上」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정리한

다.

그 形에 의거하여 名을 짓는 것, 이것이 因의 기술이다.304)

위 인용문은 명확하게 名實의 합일을 因의 개념과 연결 짓고 있다. 形

에 근거하여 名을 부여하는 것은 因을 따를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

술로, 수양을 통해 정확한 인식이 가능할 때 形에 맞게 名을 지을 수 있

게 된다. 또한, 나아가, 『管子』는 “그 名을 주관하고 (사물이) 이루어지

는 법을 힘써 구하는 것이 應의 道이다”305)라고 말하여 應의 원칙에 따

를 때 名을 주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됨을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성인만이 名實 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 경지는 因과 應이라는 인식 원칙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因과 應의 원칙은 心을 虛하고 靜하

게 할 때 따를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 『管子』는 “虛하지 못하면 

사물에 거스르게 된다”306)라고 말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

는 것은 心을 虛하게 할 때 가능한 일임을 명시하였다. 즉, 수양의 축적

으로 因하고 應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名實을 부합시킬 수 있는 것이

303) 黎翔鳳,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802쪽.
304) 「心術上」, “以其形, 因為之名, 此因之術也.”
305) 「心術上」, “執其名, 務其應, 所以成之, 應之道也.” 여기서 “應”字는 삭제되어야 타

당하다(GUANZI, p. 79).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務”字는 “侔”字로 읽어야 하며 
“侔”字는 “取”字와 의미가 통한다.

306) 「心術上」, “不虛則仵於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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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管子』는 이러한 名實論을 군주의 통치술 영역으로 자연스럽

게 연결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군주가 名實 합일의 경지에 이르

게 되면 치국에 무리가 없게 됨을 보여준다.

무릇 사물은 名을 싣고 오고 성인은 (그 名에) 따라 재단[裁]하니 천하가 다스

려진다.307)

名實이 어긋나지 않으니[不爽], 천하에 혼란이 없어 천하가 다스려진다.308)

첫 번째 인용문에서 “사물이 名을 싣고 온다[凡物載名而來]”라는 말은 

‘모든 사물은 반드시 名을 가진다는 것’309)으로, 이는 각 사물은 그에 걸

맞은 名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名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게 되면 천하

를 다스릴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 역시, 名實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 

천하에 혼란이 없게 되어[不亂於天下]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들은 道를 체인하기 위한 인식론적 범주가 사회정치적 범주

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치신의 문제를 중요시할 뿐

만 아니라 이를 치국의 영역에 응용하고자 하는 『管子』의 黃老學的 색

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대로 黃老學은 名實

문제를 천하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군주는 수양을 통해 

정확한 인식 능력을 갖추고 名實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군주 주위에 ‘간사한 이들[간신]이 생겨나지 않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저절로 구분되며 옳고 그름이 이내 드러나게 되

어’310)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 나아가 『管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07) 「心術下」, “凡物載名而來, 聖人因而財之, 而天下治.” 劉績설에 의하면 “財”字와 
“裁”字는 동일하다(郭沫若, 『管子集校』, 中권, 北京: 人民出版社, 1984, 432쪽).

308) 「心術下」, “(名)實不傷, 不亂於天下而天下治.” 郭沫若에 따르면 “實不傷” 앞에 ‘名’
字가 와야 하며 “傷”字는 “爽”字로 읽어야 한다(郭沫若, 『管子集校』, 中권, 北京: 人
民出版社, 1984, 432쪽).

309) 陳鼓應, 『管子四篇詮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60쪽.
310) 『史記』 「太史公自序」, “群臣并至, 使各自明也. 其實中其聲者謂之端, 實不中其聲者

謂之窾. 窾言不聽, 姦乃不生, 賢不肖自分, 白黑乃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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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名하면 저절로 다스려지고, 正名하지 못하면 저절로 무너진다. 名이 바르고 

法이 갖추어지면, 성인은 일이 없다.311)

위 인용문에 따르면, 名實이 서로 부합하여 名이 바로 서고 법도가 완

비되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지게 되며 이에 군주는 작위적인 정치 행

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老子의 無爲而無不爲 통치론을 연상케 

한다.312) 앞서 살펴본 대로, 黃老 사상은 老子의 통치론을 포함하며 이는 

『管子』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일들이 正名하게 되면 군주는 다스

리지 않아도 오히려 천하는 저절로 다스려지게 된다. 즉, 작위적으로 행

하지 않아도[無爲]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無不爲]. 이

에 군주는 心과 形의 수양에 힘써야만 한다. 心形의 수양이 축적되어 名

實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군주는 無爲의 통치를 행할 수 있다.

정리하면, 實에 부합하게 名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實을 그 

實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르지 않다. 지속적인 수양의 결

과 因의 원칙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게 되면, 이로써 名實이 부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無爲의 통치로 연장된

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管子』 수양론이 지니

는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311) 「白心」, “正名自治之, 奇身名廢. 名正法備, 則聖人無事.” “之”字는 衍字이므로 삭제
해야 하고, “奇身名廢”은 마땅히 ‘奇名自廢’로 고쳐 읽어야 한다. 여기서 “奇”字는 기
울어지고 바르지 않다는 의미이다(『管子四篇詮釋』, 180쪽).

312) 『老子』 3장, “為無為, 則無不治.”; 같은 책 37장, “道常無為而無不為. 侯王若能守
之, 萬物將自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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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管子』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도덕교사의 측면

본 절에서는 도덕교사의 측면에서 『管子』의 수양론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도덕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평소 모습으로

부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마음이 안정되

도록 수양을 지속해나가야 함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도덕교사는 도덕 교

육에 있어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를 간직하여 각 학생의 수준과 기

질을 고려해야 함을 살펴보도록 한다.

1.1 안정된 마음[定心]의 유지

도덕교육은 언어적 설명을 통한 강의법, 영상 자료에 의한 교수법, 실

천 · 체험 활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교사의 일

상적 모습 그 자체가 도덕교육이 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

거지와 표정, 말투 등을 통해 그 도덕적 가치나 삶의 태도를 배우기도 

한다. 이는 소위 ‘잠재적 교육과정’313)으로 설명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

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한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

313) 본문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미 학계에서는 ‘잠
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자체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안
중은 ‘교육과정은 제도적 교육 · 교수의도 · 체계성을 기본적으로 함의하므로, 의도되
지 않은 학습 결과를 의미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고 말한다(김안중,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과정 이론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1987, 148-153쪽). 즉, ‘교육과정’이라 불릴 수 있는 기준들에 비
추어 볼 때 이른바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잠재적 ‘교
육과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
의 내용 자체에 초점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대안적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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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314)

표면적 교육과정과 달리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정의적 영역’과 관계

가 있으며, 이는 주로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장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항구성을 지닌다. 주의할 점은, 잠

재적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받는 영향에는 바람직한 내용뿐만 아니라 바

람직하지 못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315) 다시 말해, 학생들은 교사

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초

등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의도한 언행 이외에도 평상시에 겉모습으

로 드러나는 교사의 말투, 표정, 몸짓, 행동거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수업시간에 내뱉는 말이나 표정 등은 교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정제할 

수 있으나, 그 외 찰나의 순간들은 교사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겉모습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모습들이 교사의 평소 생각이나 

습관, 더 나아가서는 평소의 마음 수양 정도나 인격으로부터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무의식적인 순간에 교사의 인격

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학생들은 이러한 짧은 순간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管子』의 다음 구절들은 도덕교사에게 모종의 

교육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全心이 안에 있으면, 가리고 숨길 수 없다. 얼굴 모습으로 알 수 있고 피부색

에 드러난다.316)

得道한 자는 (얼굴의) 결에 (조화로움이) 스며 나오고, 머리카락에 (그것이) 흘

러나온다.317)

314) 김종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7, 91쪽.
315) 김종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7, 92-102쪽.
316) 「內業」, “全心在中, 不可蔽匿. 和[知]於形容, 見於膚色.” 
317) 「內業」, “得道之人, 理丞[烝]而屯[毛]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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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正하고 靜할 수 있으면, 피부에 너그러움이 드러난다.318)

위 인용문에서, 『管子』는 全心은 곧 全形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한다. 마음이 안정을 찾고 온전해지면 그 마음의 상태는 가리고 숨길 

수 없으므로 얼굴 모습에 저절로 드러나게 되며 겉모습에 조화로움과 너

그러움이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管子』의 구절들은 도덕 교사들이 자

신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평소 수양에 힘써야 함을 말해준다. 교사

의 마음이 수양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는 외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

으며, 겉으로 구현된 그 인품의 모습은 학생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잠재적 교육과정이 함의하는 것 중 하

나는 학생들이 교사의 바람직한 면모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평소 수양을 게을리 한다

면 그 수양의 부족함은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에 교사는 자신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평상시 虛 · 靜 · 一의 수양을 일상화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正하게하고 매사에 敬한 태도로 임하며 식사와 같은 일

상의 일에서도 적절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 전 우환이 발생하여 교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가 되면, 그 감정은 자기도 모

르는 사이에 표정과 언행에 배어져 나오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학생에게 

쏟게 될 것이다. 이에 반드시 마음을 虛靜하게하고 다른 잡념이 들지 않

도록 專一하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자신을 휘감고 있던 사적

인 감정이나 걱정을 털어버리고 차분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도덕교육의 첫 걸음이 된다.

또한, 『管子』의 다음 구절은 도덕교사가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준다.

기욕(嗜欲)이 가득 차게 되면, 눈은 색을 보지 못하고, 귀는 소리를 듣지 못한

다.319)

318) 「內業」, “人能正靜, 皮膚裕寬.”
319) 「心術上」, “嗜欲充益[盈], 目不見色, 耳不聞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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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하지 못하면 사물에 거스르게 된다.320)

마음에 기욕이 가득 차 번잡스럽고 虛하지 못하면, 감각기관을 주재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물에 거스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물에 거스

른다는 것은 결국 사물이 다가오면 순응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因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반대로 말해, 因에 따라 다가오는 사물에 순응하려

면 마음이 虛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학급에서는 학생들 간 도덕적 갈등 

· 학생의 질병 발생 · 안전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각양각

색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양이 되어 마음이 안정되고 虛한 교사는 어

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에 자신의 스

승이 소위 ‘물래이순응(物來而順應)’321)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 모습에 

어찌 학생들이 인격적 감화를 받지 않겠는가. 다가오는 상황에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의연히 맞이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에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걱정한

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자신을 만드

는 것이다.

1.2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

앞서 논의했던 대로, 『管子』의 수양론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

로 因이며, 이에 대해 『管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因이란 자기를 버리고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 것[以物為法]이다.322)

위 인용문은, 因을 “사물을 기준으로 삼는 것[以物為法]”으로 설명한다.

320) 「心術上」, “不虛則仵於物矣.” 
321) 이는 북송오자(北宋五子) 중 한 명인 程顥(1032-1085)의 「定性書」에 나오는 말이

다.  『二程集』 「答橫渠張子厚先生書」, “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322) 「心術上」, “因也者, 舍己而以物為法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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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언가를 대함에 있어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치관보다는 그것의 상

태 혹은 실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因의 또 다른 

정의인 ‘사물의 능력에 따라 작용하는 것[因其能而用者]’323)과도 상통한

다. 이러한 因에 대한 설명들은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신이 아닌 사물 

자체에 기준을 두려는 자세를 기저에 깔고 있다. 이는 ‘이물위법(以物為

法)의 자세’로 통칭된다.

이러한 『管子』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는 

다음의 도덕 교육적 함의를 내포한다. 교실 현장에서 초등 교사 및 중등 

도덕 교사들이 마주치는 학생들의 기질과 도덕적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아무리 비슷한 나이로 배정된 같은 학년군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타

고난 기질과 지적 능력 및 그동안 처해온 도덕적 환경에 차이가 난다.

이에 그들이 지닌 도덕적 역량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기질과 도덕

적 수준은 분명 개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도덕 교사는 학생

들의 인성 함양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 그들 각각의 기질과 도덕적 수준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에 두고 가르쳐야만 그 교육적 효과를 보게 

된다. 이 때 요구되는 것이 교사 자신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자 하

는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이다.

이러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 교사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들을 대할 때, 각 학생의 기질을 기준으로 그에 맞는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질이 드세고 공격적인 학생의 경우

에는 그 기질을 다스려줄 필요가 있고, 평소 소극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324) 또한, ‘어떤 것이 용기 있는 

323) 「心術上」, “因者, 言因其能而用者也.”
324) 혹자는 이에 대해 ‘교사의 공평함’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단순히 공평함을 보여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는 아니다. 양적 공평함은 그 
학생 내면의 기질이 가운데로 이르도록 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 기질의 부족한 점과 
넘치는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평함을 내세운다면, 공평함 측면에서는 성공한 
교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인성 함양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하기 에는 어려
울 듯하다. 한편, 소위 인재시교의 교육 방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깊은 지적 및 도덕적 신뢰를 얻어
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의 교육 방침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셋
째, 교사 스스로가 학문과 수양에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며, 어느 정도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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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교사는 그 질문을 한 학생들이 

각각 만용에 차있는지 아니면 심약한지 그 기질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 · 고등학교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학생

의 질문에는 심도 있는 대답을 해주어야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

지는 학생의 물음에 대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의 답변을 해준다면 질문한 

학생은 그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 모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도덕적 지식만을 설명한다면 학생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교사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가치 있는 도덕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집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그 학생의 심금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가 잘 적용된 교육 사례는 이

미 2500여 년 전 존재하였다. 이는 바로 孔子의 교육이다. 그는 ‘인재시

교(因材施敎)’의 방침에 따라 제자들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그들의 기

질이나 수준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어주었다. 예를 들어, 仁에 대한 제자 

樊遲의 질문에 孔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愛人]”라고 간단히 답하

였다.325) 주지하듯, 仁을 사랑으로 단순히 풀이하는 방식은 仁의 전체적

인 성격을 온전히 드러내 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326) 樊遲는 수

준이 그리 높지 않은 학생이었으므로,327) 孔子는 그 수준에 맞추어 쉽게 

답을 해준 것이다.328) 孔子의 학문은 깊었으나, 그는 자신의 높은 학문을 

적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325) 『論語』 「顏淵」, 樊遲問仁. 子曰: “愛人.”
326)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39쪽.
327) 『論語』 「子路」,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為圃. 曰: “吾不如老圃.” 樊

遲出. 子曰: “小人哉, 樊須也! (……).”
328) 이 외에도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를 보여준 孔子의 사례는 『論語』의 「先進」편에서 엿

볼 수 있다. “子路가 물었다. 들은 것을 곧 행해야 합니까?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형제
가 계신데 어찌 들은 것을 곧 행하겠느냐? 冉有가 물었다. 들은 것을 곧 행해야 합니까? 孔
子께서 말씀하셨다. 들은 것은 곧 행해야 한다. 公西華가 물었다. 由[子路]가 들은 것은 곧 
행해야 하냐고 묻자 ‘부형이 계신다’ 하시고, 求[冉有]가 들은 것은 곧 행해야 하느냐고 묻자 
‘들은 즉시 행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의혹이 들어 감히 여쭙습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
다. 求는 소극적이어서 분발시켰고, 由는 남을 이기려하므로 억제케 하였다[子路問: “聞斯行
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冉有問: “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公西華
曰: “由也問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求也問聞斯行諸, 子曰 ‘聞斯行之’, 赤也惑, 敢問.”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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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두지 않고 각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끔 가르침을 주었다. 이러한 

孔子의 교육 방침에는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가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자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교사는 ‘학급 일지 작성’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평소 학생들 간의 

대화나 학생과의 질의응답 속에서 각 학생의 기질이나 수준을 파악해 기

록해 놓을 수 있다. 특히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이

유는 친구 간의 대화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기질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상담을 통해 각 학생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집

착하는 것 등을 파악하야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성된 기록들

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기질과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

도덕교사가 각 학생의 기질과 도덕적 수준에 맞게 가르칠 때,329) 학생

들은 인성 함양에 있어 억제해야할 부분은 억제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

게 된다. 또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가르침을 받은 학생은 쉽게 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덕교사는 『管子』가 말하는 이물위법(以物為法)

의 자세를 간직하여 천편일률적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행해야 한다.

2. 도덕교육의 측면

본 절에서는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管子』의 수양론이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管子』의 수양론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이 다양한 

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초가 됨을 논의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管子』 수양론이 기본생활습관교육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음을 확인

曰: “求也退, 故進之, 由也兼人, 故退之.”].” 孔子는 그의 제자 子路와 冉有의 같은 질문에 
각각 다른 답변을 주었다. 子路는 남을 이기려하는 기질이 있었으므로 孔子는 그 기질을 억
제할 수 있게끔 답변 하였고, 冉有의 기질은 소극적이었으므로 孔子는 그 소극성을 분발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었다. 

329) 이러한 교육 방침에는 학생의 기질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전제된
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자세가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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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2.1 도덕적 역량 함양의 기초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데, 본 연구자는 『管子』 수양론이 이러한 도덕적 역량 함양에 있어 의

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우선,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도덕적 역량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管子』 수양론이 구체적으로 도덕적 역량 함양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

지 밝히도록 한다.

학생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할까. 도덕교육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연

구해오고 있으며, 그 최신 연구 결과가 포함된 자료 중 신뢰할 만한 것

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학교 도덕교육의 근간이 되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일 것이다. 그 중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330)의 내

용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의 바탕 아래, 자신을 존

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

하며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

하고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

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도덕적 요구 

인식 및 수용과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규범과 정서 및 유대감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 일상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토대 위

에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 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함양하고자 한다.331)

330) 이하 본문에서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각각 
‘2015’와 ‘2015 총론’으로 간략히 부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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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따르면, 2015의 ‘성격’ 부분은 ‘2015 총론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다소 간략하여 두 가지 보

충 설명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15 총론’에서 도출되는 인성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 심

미적 및 감성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 갈등관리 역량’이라

는 점이다.332) 다른 한 가지는, 2015에서 ‘역량’이라는 말은 ‘능력 · 기능’

과 같은 함의를 지니며 ‘~한 능력’으로 풀어져 언급된다는 것이다.333) 두 

가지를 종합해볼 때, 2015 ‘성격’ 부분이 말하는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이나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등은 자기관리 · 심미적 및 감성 · 의사소

통 · 공동체 · 갈등관리 역량의 구체적 표현이며,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 

혹은 기능들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2015가 도덕교육에 있어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능[역량 · 능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교

육부는 도덕과의 기능을 “해야 할 수행”334)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조

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2015에서 말하는 ‘기능’은 도덕 심

리학자 D. Narvaez가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기술(Skills)’과 상당히 유사

331)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3쪽. 
332)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서울: 교육부, 2016, 3-4쪽. 본래 

2015 총론은 ‘자기관리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심미적 및 감
성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2쪽). 인성교육 5개년 종
합계획(2016-2020)은 이들 중 ‘지석정보처리 역량’을 빼고 ‘갈등관리 역량’을 추가하
였다.

333) 예를 들어 2015의 ‘4. 교수 ·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중 ‘가. 교수 · 학습 방향’의 
‘(1)-(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또한 교과 역량인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
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4개의 가치관계 영역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25쪽).” 본 구절은 교과 ‘역량’을 곧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가. 내용체계’ 부분을 보면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등의 능력이 ‘기능’이라는 틀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같은 책, 6쪽). 

334) 교육부; 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3~4학년군) 도덕 3-4: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2018,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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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Narvaez는 통합적 윤리 교육(Integrative Ethical Education)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에 따르면, 인격은 일련의 기술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기술들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로 계발될 수 있다

.”335) 이러한 이론에 따라, 그는 도덕 교육의 목표를 도덕적 기술을 전문

가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에 두었다.336) 한편, Narvaez는 습득해야 할 윤

리적 기술을 28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 · 윤리적 판단(Ethical judgment) · 윤리적 초점(Ethical

focus) · 윤리적 행동(Ethical action)'이라는 4개의 과정(Four Processes)

각 하위에 7개의 윤리적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각

각 3가지 하위 기술들(Subskills)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일부만 살펴보면 

<표 1>과 같다.337)

335) Narvaez, D. & Lapsley, D. K.,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Lapsley, D. K. & Power. F. (Ed.),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2005, p. 154.

336) 정창우, 「도덕과 배경 학문으로서 도덕 심리학: 나바에츠의 도덕 발달 이론」, 『도덕
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2013, 270쪽. 

337) Narvaez, D. & Lapsley, D. K.,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Lapsley, D. K. & Power. F. (Ed.),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2005, pp. 156-157.

윤리적 민감성
(Ethical sensitivity)

윤리적 판단
(Ethical judgment)

윤리적 동기화 혹은 
초점 (Ethical focus)

윤리적 행동
(Ethical action)

ES-1: 감정 표현 이해
감정 확인과 표현
감정 조절
노여움과 공격성 다
스리기

EJ-1:윤리적 문제 이해
정보 수집
문제 분류
윤리적 문제 분석

EF-1: 타인 존중하기
예의 갖추기
공격적이지 않기
존경 나타내기

EA-1: 갈등과 문제 
해결
관계 문제 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ES-2: 타인의 관점 
채택
대안적 관점 채택
문화적 관점 채택
정의(justice) 관점

EJ-2: 규칙사용과 판단
준거 확인하기
규칙 특징화하기
규칙을 분별하여 적

EF-2: 양심 계발
자제(극기)하기
영향력 관리하기
명예롭게 되기

EA-2: 공손하게 주
장하기
인간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 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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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vaez가 제시하는 이러한 윤리적 기술과 2015의 기능은 거의 유사하

다. 예컨대, 2015의 “도덕적 대인 관계 형성능력”과 그 하위 기능인 “도

덕적 갈등 해결하기 ·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는 <표 1>의 “EA-1: 갈등

과 문제 해결”과 그 하위 기술인 “관계 문제 해결하기” 등과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 이 외의 내용도 대동소이하여 대체로 2015의 기능은 

Narvaez의 기술과 성격상 유사성을 갖는다. 정리하자면, 2015는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어 5가지 도덕적 역량 또는 이를 풀어 설명한 도

덕적 기능[능력]들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량 혹은 기능이라는 말

은 윤리적 기술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管子』의 수양론은 이러한 도덕적 역량 함양에 있어 그 의의를 갖는

다. 『管子』에 따르면, 본래 사람의 마음은 감각기관을 주재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데 그 주체로서 기능한다. 여기서 사물을 있는 그

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곧 因 ·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신이 아닌 사물의 실정을 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

다. 이를 위해 『管子』는 마음을 항시 虛 · 靜 · 一하게 할 것을 역설한

다. 이러한 『管子』의 수양론은 우선, ‘도덕적 대인 관계 (형성) 능력 ·

도덕적 의사소통 능력’338)의 함양에 기초가 된다. 이러한 도덕적 기능은 

‘경청하기 · 타인 입장 이해하기 · 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하기 ·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등의 하위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함양하는 데 『管

子』의 수양론은 기본이 될 수 있다. 첫째,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

고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채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버

리고 타인의 입장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管子』가 말하는 因의 원칙이며,339) 마음을 虛靜하게 하는 일은 이러

한 因의 원칙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된다. 둘째,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338)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6-7쪽. 
339) 「心術上」, “因也者, 舍己而以物為法者也.”

용하기
규칙의 다양성 판단하기

<표 1> 4개의 과정, 그 과정들의 기술, 그리고 하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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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첫 번째 과업으로 2015의 교수 · 학습 방법은 ‘자신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340)를 제시하고 있다. 즉, 외부의 갈등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기능에 있어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첫 번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虛靜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마

음이 虛靜하지 않아 안정되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주재되지 않아 ‘사물이 

지나가도 눈은 보지 못하고 소리가 이르러도 귀는 듣지 못하게 된다.’341)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시켜야만 감각기관도 이내 다스려지고 안정되

어’342) 외부 상황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결국, 이 모든 

도덕적 기능은 마음의 수양을 기초로 한다.

또한, 『管子』 수양론은 ‘도덕적 판단 능력’343)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

이 된다. 도덕적 판단 능력은 도덕적 기본 능력에 속하지만 특히, 도덕과

의 4개 영역 중 ‘사회 ·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강조되어 ‘자신이 살아가

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344)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판단들 중 많은 

부분은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Intuitions)의 결과’345)에 해당한다. 도덕적 

판단이 직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생할 경우, 도덕적 문제 상황을 순간

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편견이나 감정에 휩싸여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다면 직관적으로 발생하

는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항상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

340)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20쪽. 
2015는 도덕적 갈등 해결의 절차를 ‘① 자신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keep) → ② 멈추고 반성하여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기(stop) → ③ 모색한 갈등 해
결 방법을 통해 갈등 해결 해보기(begin)’로 설명하고 있다. 

341) 「心術上」, “夫心有欲者, 物過而目不見, 聲至而耳不聞也.”
342) 「內業」, “我心治, 官乃治. 我心安, 官乃安.”
343)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6쪽.
344) 위의 책, 13쪽.
345) Haidt, J. & Bjorklund, F., “Social intuitionists answer six questions about 

moral psychology,” In W. Sinnott-Armstrong. (Ed.), Moral psychology 2: The 
cognitive science of morality: Intuition and diversity, Cambridge, Mass.; 
London: MIT Press, 2008, p. 181. Haidt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의 대부분
은 직관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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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안정되어야만 외부 상황을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지[不俄不頗] 않게 

인식하게 되고,346) 이러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했을 때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나오는 『管子』의 구절이 함의하는 바는 ‘마음 

다스리기 · 평정심 추구하기’347) 기능 함양에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사물이 이르면 應하고, 지나가면 놓아 버린다. 놓아 버린다는 것은 

다시 虛로 돌아간다는 말이다.348)

현세에 살아가는 인간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다. 자신이 작위적 행동을 하지 않아도 외부의 갈등 상황은 항상 발생하

고, 그 상황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끊임

없이 다가오는 외부 상황들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외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마음을 虛靜하게 유지하여 미리 심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管子』는 ”성인의 다스림은 몸을 靜하게 하여 기다리는 것“349)이라 하

였다. 다음으로, 靜함을 유지하던 중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이르면 그 때서

야 비로소 應하는 것이다[物至則應]. 靜함의 상태에서는 應의 원칙을 따

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순응하여 

일을 처리하게 되니, 그 사태와 다툼이 없고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된다.

세 번째로, 그 상황이 지나가면 놓아 버려야 한다[過則舍也]. 비유컨대,

이는 마음을 거울과 같이 만드는 것이다. 거울은 사물이 다가오면 그 사

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낸다. 그리고 사물이 지나가면 거울은 그 사물

의 모습을 비추지 않아 원래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다. 거울 비유와 마

찬가지로, 상황이 지나가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발생

한 감정과 심려 또한 놓아버려야 한다. 이는 다시 虛靜의 상태로 돌아가 

346) 「心術上」, “不宜[不義 · 不俄], 言應也. 應也者, 非吾所設, 故能無宜[無義 · 無俄]
也.”; “不顧[不頗], 言因也. 因也者, 非吾所顧[取], 故無顧[無頗]也.” 

347)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7-8쪽. 
348) 「心術上」, “故物至則應, 過則舍矣[也]. 舍矣者, 言復返於虛也.” 
349) 「白心」, “是以聖人之治也, 靜身以待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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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심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管子』의 수양론은 타인 입장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하기,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평정심 추구하기 등 다양한 도덕적 역

량[기능] 함양에 기초가 된다. 한편, 본 절에서 언급된 수양론 이외에 

『管子』의 몸 수양론은 도덕교육에 있어 기본생활습관교육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2.2 기본생활습관교육의 중요성

본 절에서는 『管子』가 기본생활습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을 『管子』 원문과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우선, 『管子』

는 虛 · 靜 · 一의 마음 수양론 이외에도 몸 수양론을 강조한다.350) 『管

子』의 몸 수양론은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과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나아가 ‘올바른 식사법’까지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正’, ‘敬’, 그리고 ‘和成’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管子』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形이 正하지 않으면, 德이 오지 않는다.351)

敬을 유지하여 잃지 말아야 하니, 이를 德을 이룬다고 한다.352)

배불리 먹는 것과 굶주리는 것의 사이, 이것을 이르러 ‘조화가 이루어진다[和

成]’라고 하며, (이는) 精氣가 머무르는 바이고 지혜가 생겨나는 바이다.353)

이렇게 『管子』가 몸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心形觀에 기인한다.

『管子』 수양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통한 精氣의 획득

에 있는데, 『管子』는 몸의 안정 상태가 마음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350) 물론, 『管子』에서 몸 수양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351) 「內業」, “形不正, 德不來.” 
352) 「內業」, “敬守勿失, 是謂成德.”
353) 「內業」, “充攝之間, 此謂和成, 精之所舍而知之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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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管子』는 “감관으로 心을 어지럽히지 말

라”354)라고 하여 몸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에 영향을 받아 마음이 어지러

워질 수 있음을 말한다.355) 또한, 『管子』는 “正할 수 있고 靜할 수 있

은 연후에야 (마음이) 안정[定]될 수 있다”356)라고 하였는데, 이는 『管

子』가 마음의 안정에는 마음 수양론인 靜의 수양과 동시에 몸을 안정된 

자세로 만드는 正의 수양 또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管子』의 몸 수양론과 그 心形觀은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철학적 명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동양 

전통에서 지속되어온 관념인데, 예를 들어, 『孟子』는 “志가 한결같으면 

氣를 움직이고, 氣가 한결같으면 志를 움직인다”357)라고 하여 몸과 관련

된 氣와 정신과 연관된 志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말

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각 시간대마다 해야 할 지침을 정해 

놓고 이를 지켜나갔는데, 그 중 崔東翼(1868-1912)의 ｢齋居日用三十五首｣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옷자락 정리하기’, ‘수건을 깨끗이 하고 옷깃을 

올려 젖지 않게 하기’, ‘의관을 바로하고 내 몸을 정돈하기’,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도 자세를 바로잡기’, ‘배불리 먹지 않고 음식물을 취

하려 들지 않기’ 등이 있다.358) 성리학자의 지침서이긴 해도, 여기에는 

자세 바로하기 ·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기 등 『管子』가 강조하는 몸 

수양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일지침서의 저자들은 소소한 

일상적 생활이 개인의 덕성(德性)과 무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59)

이는 곧 일상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일이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

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 또한, 『管子』를 비롯한 

354) 「心術下」, “毋以官亂心.”
355) 이와 반대로, 「內業」은 “나의 心이 다스려지면 감관은 이내 다스려진다. 나의 心이 

안정되면 감관은 이내 안정된다[我心治, 官乃治. 我心安, 官乃安]”라고 말하여, 마음
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356) 「內業」, “能正能靜, 然後能定.” 이 외에도 「心術下」는 “外敬而內靜者, 必反其性”이
라고 말하여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敬하고 안으로 靜하는 일이 모두 요구
됨을 역설한다.

357) 『孟子』 「公孫丑上」, “志壹則動氣, 氣壹則動志也.”
358) 정환희,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일일지침서 연구: 성리학적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

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 68-69쪽.  
359) 위의 논문,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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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心形觀은 현대 인지과학 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 M. Johnson은 

연구 끝에 “몸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몸속에 있으며, 몸 · 마음은 세

계의 일부이다”360)라고 말하여 마음과 몸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G. Lakoff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마음은 몸으로

부터 분리되거나 독립적이지 않다”361)라고 언급하여 인간의 마음은 소위 

‘신체화된 마음’임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나 적당히 식사하는 것 등

의 ‘기본생활습관교육’이 도덕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말

해준다. 지금까지 도덕교육에서의 기본생활습관교육은 대체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강조되어 왔는데, 우선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2015 개정 바른생활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과 학습 습관을 길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과 인성을 갖춘 바른 사람으로 성장한다.362)

이러한 목표에 근거하여, 2015 개정 바른생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

학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요소로 ‘학교생활과 규칙 · 몸과 마음의 

건강 · 가정 예절’ 등을 언급하고 있다.363) ‘학교생활과 규칙’에서는 수업 

시간에 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는 것[正],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正], 그리고 급식 시간에 식사를 할 때 너무 배부르게 먹

거나 너무 적게 먹지 않는 것[和成] 등을 배울 수 있고, ‘가정 예절’에서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대할 때 경건한 태도[敬]로 禮를 갖추는 모습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몸 수양으로서의 기본생활습관교육은 거의 등장하지 않

360) Johnson, Mark.,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 13.

361) Lakoff, George. & Johnson, Mark., 임지룡 등 역, 『몸의 철학 :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서울: 박이정, 2002, 801쪽. 

362) 교육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
호, 서울: 교육부, 2015, 1쪽.

363) 교육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
호, 서울: 교육부, 201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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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2015의 초등학교 3-6학년 도덕은 습관 교육 · 생활교육 · 실천 체

험 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지만,364) 몸 수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본생활

습관교육은 대부분 배제되어 있으며, 중 ·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갈수

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16-2020)’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음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내 ‘학교급별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운영 모

델’에 대한 자료이다.365)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인성교육은 초등

364) 예를 들어, “[4도01-01]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우며 도덕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
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모범 사례를 통해 습관화한다.”, “[4도
02-01]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4도02-03] 예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상과 상황에 따른 예절이 다름을 탐구하여 이를 습관화한다.” 교육부, 『도덕과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9; 11쪽.  

365)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서울: 교육부, 2016, 14쪽.

학교급별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운영 모델(예시)
초 중 고

생활교육 중심 토론학습 중심 인문소양 중심
(목표)기본생활습관과 관
련한 가치 내면화 ➪ (목표)긍정적인 태도와 더

불어 사는 삶 실천 ➪ (목표)공동체 발전에 기여 
하는 능력

(생활) 기본생활습관 
(수업) 재구조화형
➪교과수업+인성역량 수업을 
블록타임으로 구성 : 교과통합형

(생활) 소통, 배려 등 관계 
역량 중심
(수업) 연결형
➪ 연결고리가 될 인성역량, 목
록을 교과 및 창체 시간에 적용

(생활) 교사-학생, 학생-
학생 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융합형
➪인문소양․철학적 사고․심미적 탐구 
능력과 인성 역량을 조화롭게 함양  

<표 2> 학교급별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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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중 · 고등학교 수준으로 갈수록 

사고와 토론 중심 교육의 비중이 높아진다. 물론,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추상적인 토론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지므로, 이러한 방향

성은 자연스러운 듯하다. 그렇지만 『管子』가 말하는 몸 수양의 대상이 

성인 나이에 이른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과 몸을 수양하는 일이 마음의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管子』의 心形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생

활습관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에

서 언급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생을 걸쳐 일상의 

몸 수양을 해나갔다는 점 또한, 『管子』의 몸 수양론에 해당하는 기본

생활습관교육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중 · 고등학교 수준, 나

아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일생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말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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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은 『管子』 수양론의 여러 면모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管子』가 지닌 문헌적 ·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

였다. 다음으로, 『管子』의 精氣論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管子』의 수

양론이 精氣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 전개상 꼭 필요

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管子』의 수양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

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管子』는 분명 管仲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책이다. 하지만 

『管子』가 管仲에 의해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葉適, 

朱熹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현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입

장이 일치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管子』 수양론의 중추가 되는 

『管子』四篇의 저자가 管仲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管

子』四篇의 저자를 宋銒 · 尹文이나 田駢 · 慎到 학파로 보았으나 학계 

대부분의 입장은 稷下 내 黃老學派로 귀결되었다. 『管子』 수양론을 쓴 

저자가 稷下 黃老學派라는 점은 『管子』 수양론의 사상적 배경이 稷下

· 黃老 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管子』 수양론은 

老子의 道를 철학적 기초로 하고 儒家 · 名家 · 法家 등 다양한 학파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주의 통치술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因의 인

식론 · 心氣論 · 心形 수양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管子』의 精氣論은 老子의 道를 철학적 기초로 삼고 있으

나, 한편으로는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道를 精氣 개념으로 확장한다.

이에 『管子』에서 道와 精氣는 같은 함의를 갖는다. 만물 생성의 근원

인 精氣[道]를 획득하면 생명력을 띠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의 

측면에서 精氣는 神 혹은 神明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능을 지

닌 精氣는 군주가 영민한 통치를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것이며, 이

는 精氣論 대부분이 포함된 『管子』四篇이 黃老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한편, 『管子』에서 精氣의 획득은 心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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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은 본래 감각기관의 군주이자 인식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각기관

이 사물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心의 본래 지위는 감

정이나 욕구에 의해 쉽게 흐트러지므로 心이 안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心이 안정되면 본래 지위를 누려 정확한 인식이 가능해지고, 이에 精舍

가 되어 精氣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管子』의 수양론에 대한 본문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

출된다. 精氣의 획득은 心의 정확한 인식 작용에 의해 가능하고, 그 인식 

작용은 心이 안정될 때 가능하다. 心의 인식과 안정됨은 『管子』에서 

각각 인식론과 수양론의 영역에 포함되며,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管子』의 수양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管子』는 精氣 획득을 위한 인식 원칙으로 사물의 

실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因 · 應의 원칙을 제시한다. 因 · 應의 원칙을 

따르는 자는 사물을 대함에 있어 자기를 버리고[舍己] 사물을 기준으로 

삼기에[以物為法]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지 않다[不俄不頗]. 『管子』는 이

러한 인식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양이 요구됨을 말한다. 수양에 있

어, 『管子』는 대부분 心과 形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이는 心과 

形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管子』는 虛 ·

靜 · 一로 묘사되는 心 수양론과 正 · 敬 · 올바른 섭생법을 포함하는 

形 수양론을 모두 요구한다. 이러한 수양이 축적되어 이르게 되는 경지

를 『管子』는 內得의 경지와 名實 합일의 경지로 설명한다. 內得의 경

지는 精氣를 획득한 자가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이에 心形이 모두 온전한 

상태가 되며[全心 全形] 道를 체인하여 해와 달만큼 밝은 지혜를 얻어 

천지 사방에 다다르게 된다[大淸明]. 名實 합일의 경지는 사물의 實에 부

합하게 名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實을 그 實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다르지 않으므로 수양의 결과 因 · 應의 인식 

원칙을 따를 때 가능하다. 한편, 천지에 통하는 지혜와 名實이 부합되도

록 하는 능력은 군주의 통치술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管子』

는 수양론을 치국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 이에 『管子』는 “心이 안

정된 것은 나라가 안정된 것이다. 心이 다스려진 것은 나라가 다스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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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66)라고 말한다.

나아가, 『管子』의 수양론은 다음과 같은 도덕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도덕교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도덕교사는 마음의 안정[定]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管子』에 따르면, 마음이 안정되어 온전해지

면 그 마음의 상태는 겉모습에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모습에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축적된 수양으로 마음이 안정

되어 그것이 겉으로 구현된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을 감화시키게 될 것이

다. 또한, 도덕교사는 이물위법(以物為法)의 자세를 갖추어, 각 학생의 수

준과 기질에 의거하여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 도덕교사는 학생들의 같은 

질문에도 그들의 서로 다른 도덕적 수준과 기질을 고려하여 학생 각각에 

다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있

어, 다스려져야 할 부분은 다스려주고 채워져야 할 부분은 채워줄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管子』의 수양론이 갖는 의의를 도덕교육의 측면

에서 살펴보면, 먼저 『管子』의 인식론과 수양론은 ‘타인 입장 이해하

기’, ‘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하기’, ‘도덕적 갈등 해결하기’, ‘평정심 추구

하기’ 등 다양한 도덕적 역량 함양에 기초로 작용한다. 또한, 몸의 상태

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영향을 준다는 『管子』의 心形觀을 고려하면,

기본생활습관교육은 도덕 교육에 있어 그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식사하는 것’ 등의 기본생활습관교육은 

도덕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366) 「心術上」, “心安, 是國安也. 心治, 是國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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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uanzi's Theory of

Self-cultivation

Jung, Gyeongho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thesis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Guanzi(『管子』)'s theory of self-cultivation. To this end, I first

investigate the philolog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Guanzi,

explore the Guanzi's theory of jingqi(精氣), and then discuss the

self-cultivation theory. Furthermore, I look into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se discussions.

The suspicion of whether the author of the Guanzi is GuanZhong(管

仲) has existed for a long time and even in the current academic

world,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It is clear from the discussion

of the academic world that the author of the four chapters of the

Guanzi[『管子』四篇], which includes most of the self-cultivation

theory, is not GuanZhong, and the latest position in the academia is

that the author is Huang-Lao(黃老) school in the Jixia(稷下) Academy.

Written by Huang-Lao school in the Jixia Academy, the four chapters

of the Guanzi is based on Jixia and Huang-Lao thought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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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backgrounds. Thus, the Guanzi's self-cultivation theory

emphasizes the epistemology related to yin(因), xin-qi(心氣) theory,

ming-shi(名實) theory, and the cultivation theory of xin-xing(心形).

The Guanzi makes the dao(道) of Laozi(老子) a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connects the dao with jingqi concept. In the Guanzi,

jingqi has the power of life and wisdom, and the prince has to

acquire jingqi to exercise the power and govern a country in a stable

manner. Also, the acquisition of jingqi in the Guanzi is done through

the mind. The original mind is able to make a accurate perception by

letting the sensory organ play its role. However, since the original

state of the mind is easily lost by emotion or desire, by controlling

the emotion and desire you have to try to stabilize your mind. When

the mind is stabilized, it can regain its original state and gain jingqi.

In other words, the mind becomes where jingqi stays.

To obtain jingqi,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things on

the basis of the real state of the thing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yin and ying(應), and this cognitive ability requires cultivation. The

Guanzi demands both mind and body cultivation, because it

presupposes that the mind and body influence each other. The mind

cultivation involves cultivation of xu(虛), jing(靜), and yi(一), and the

body cultivation includes cultivation of zheng(正) and jing(敬) and a

proper regimen. The result of this cultivation leads to two ideal

stages. The mind and body of a person who has reached the stage of

nei-de(內得) become all sound[全心 全形] and by fully acquiring the

dao he has wisdom as bright as the sun and moon[大淸明]. A person

who has reached the stage where ming and shi correspond become

able to give things ming that matches shi of the things, and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ability to perceive and respond to shi as the shi.

The wisdom and the ability of unity of ming-shi to be obtain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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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is cultivation are applied to the rule of the prince, where

the Guanzi extends the cultivation theory to the domain of ruling a

nation.

In light of the Guanzi's self-cultivation theory, a moral teacher must

keep his mind stable[定]. The Guanzi states that the condition of mind

is immediately revealed by appearance. Because students are

unconsciously influenced by a teacher's usual appearance, the first

thing the teacher has to do when teaching morals is to make oneself

a person who students can see and learn. Also, with an attitude of

yi-wu-wei-fa(以物為法) the moral teacher has to teach morals based on

the level and temperament of each student. Meanwhile, the contents

of the self-cultivation theory are the basis for cultivating various

moral competencies. Moreover, when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n

the mind and body[心形觀] of the Guanzi, the importance of basic

living habit education in character education is confirmed.

Keywords : Guanzi, Dao, Jingqi, Cognition, Self-cultivation,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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