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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楊朱 冊究의 난점과 冊究方法 제안 

고전올 연구하는 의의 중 하나는 동일한 단어와 문장이 관점에 따 

라 얼마나 많은 어감의 차이를 지닐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경 

직된 해석을 극복하고 다른 문맥올 개발하여 뉘앙스를 밝혀주며 그 

것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면모들을 발굴해주는 것은 단지 그 해당 

되는 단어， 문장 혹은 특정 인물의 사상올 넘어 그 고전이 속한 시 
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 

리가 단순히 ‘극단적 이기주의자’라고 받아들이고 지나칠지 모르는 

中國 戰國時代의 한 인물인 楊朱가 얼마나 다양한 면모와 나름의 십 

층을 지녔던 인물로 파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고가 목적 

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는 Ocf주학파 내에 서로 다른 두 발전 양태가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楊朱 鼎究의 기본적인 난점은 기본적으로 믿올 만한 자료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戰國時代에 살았올 양주라는 역사적 인물 
자신 혹은 그 後學들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확산할 수 있는 문헌 자 

료가 없다. 또한 여러 다른 서적들의 언급 대부분이 短句에 지나지 

않아 이를 통해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올 추리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 

렵다. 

양주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자료들은， 양주라는 그 이륨이 직접 언 

급되고 그 사상이 간단히 언술된 유형의 것들이다. 이는 양주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된다)l 두 번째 유형의 자료들로는 『呂民輪~의 r本生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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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重己」， 「貴生」， 「情欲」， 「審寫J2!와 『列子 · 楊朱篇』이 었다. 이들 자 

료는 상당히 풍부한 내용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내용 외적으로 그 

것이 양주 사상에 속한 것이라는 확실한 고증학적인 증거가 없거나 

碼書로 의심을 받아온 것들이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바로 이 두 유형의 자료들과 연관하여 지적 

될 수 있다. 

첫째， 楊朱 思想의 中心語들의 다양한 함의와 어감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첫 번째 유형의 자료들로부터 우리는 ‘寫我’， ‘貴己’，

‘輕物重生’， ‘全性保員’라는 그 사상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중심어들 

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문제는 이들에 대한 해석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楊朱思想의 核心’을 파악하는 데에 큰 혼란이 있다는 점 

과 그 중심어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함의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利E主義를 대변하는 말 정도로 치부했었다는 점이다. ‘楊朱思想의 

核心’이라 함은 양주의 사상을 다른 사상들과 구분되게 하며， 만일 

양주 이후의 그 세력이 學派를 형성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 학 

파를 양주의 사상을 계숭한 ‘楊朱學派’라고 일컬을 수 있게 하는 사 

상의 기본적 특색을 말한다. 그리고 그 사상의 핵심올 한마디로 담아 

낸 것이 그 사상의 ‘中心語’라 하겠다. 

둘째， 두 번째 유형의 자료들 사이에서 그 취사선태이 연구마다 

1) 다음의 다섯 가지가 이 유형에 속하는 자료이다. 

(a) 聖王不作， 諸候放줬、， 處土橫議， 楊朱뿔쩔之言짧天下， 天下之듬， 不騙楊則歸
뿔. 楊民옳我， 是無君也 뿔a;暴愛， 是無君也. 無父無君， 是홈厭也 ... 楊畢之道
不息，.Jl子之道不著， 是%說짧民， 充塞仁義也 ... 홈寫此健， 閔先聖之道 距楊
뿔， 放t!Ë解，!1f’說者不得作 ... 能言距楊뚫者， 聖A之徒也 w굶子 · 職文公」
(b) 楊子取뚫我， 技-毛而￥IJ天T， 不쟁也， 뿔子暴愛， 摩頂放鍾， 利天下， 탔之. 
『굶子·盡心上」 

(c) 今有人於此， 義不入危城， 不處軍旅， 不以天T大利易其健-毛. 世主必從而禮
之， 貴其智而高其行， 以뚫웰物훌生之土也 f韓非子 • 顯學篇」
(d) 老뼈貴柔- 孔子貴仁 뿔훨貴暴 關尹貴淸. 子잣IJ子貴虛. 陳騎貴齊. 빼生를己 
孫體貴勢. 王屬貴先. 兒良貴後 w呂a;春秋 • 不二J
(e) 天꿇歌鼓舞以寫樂， 盤族f융讓以修禮， I享賽久喪以送死， 孔子之所立也， 而뿔子 

非之‘ 暴愛尙賢， 右鬼非命， 뿔子之所立也， 而楊子非之， 全性保률， 不以物累形，
楊子之所立也， 而굶子非之， 짧橋人異， 各有曉L、 w堆南子 · 띤論뢰II.!] 

2)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중 『呂￡라 함은 위의 몇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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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고， 많은 연구에서 『呂~.JJ만을 중심으로 양주의 사상을 다루었 

다. 이는 기본적으로 첫째 문제점에서 지적한 양주사상의 핵심 그리 

고 그것을 표현하는 중심어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는데 기인한다. 

『呂民』의 경우， ‘양주’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 짧我， 貴己， 輕物重生， 그리고 아마도 특히 全性保륨과 논리적으로 

상통된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양주사상의 소산으로 지목돼 왔다. 

『列子 • 楊朱篇』은 특이하게도 ‘양주’라는 그 이름을 篇名으로 갖고 

있으며， 상당부분에서 뽑我， 貴己， 輕物重生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상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자』의 %홉書 문제와 

더불어 그 저작 연대와 그 사상까지도 鏡쯤시대의 작품으로 받아들 

여지기도 하며， 동시에 그 안의 ‘維欲主義’적 경향으로 인해 양주 사 

상과 별개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학자 

들은 『열자』에 찬입된 양주학파의 소산으로 보기도 하며， 때문에 『列

子』의 @홍書論爭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그 논지가 모아진다 r楊朱 

篇」은 『列子』의 사상과는 또 다른 사상을 담고 있으며， 『列子』의 저 

작연대와는 별개로 『列子』에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넣어 

진 것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r楊朱篇」은 『열자』를 둘 

러싸고 진행되는 복잡한 위서 논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呂~J1는 ‘욕구를 절제하는 태도(適欲적인 태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고， 반면 r楊朱篇」은 ‘욕구를 방종하는 태도(維欲적 태 

도)’를 보인다고 파악된다. 여기서 양주 연구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서로 상충되는 ‘적욕적 태도’와 ‘종욕적 태도’가 

한 사상의 후보자로 동시에 지목되는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만일 기존 연구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r楊朱篇」올 연구에서 배제하거나 자의적으로 그 중 일부 구 

절만을 양주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양주 사상으로 파악되는 것은 모두 『呂民』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일 

터인데， 문제는 『呂民』가 오히려 양주라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성격의 자료라는 점과 그 또한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해 양주 사상으 

로 지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확실한 고증학적 

증거가 없는 이상 r楊朱篇」이 배제될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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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양주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첫 번 

째 유형의 자료들 외에는 없다. 결국 이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에 따라 「楊朱篇」 역시 양주 연구의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本橋에서 제시하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주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유형의 자료들에서 

문맥상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중심어들의 함의들을 충분히 개발 

해 준다. 그리고 이를 양주 사상과 여타 사상을 구분짓게 하는 그 

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통 지반 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분기점이 어디서 가능한지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道德經』 빛 뿔家와의 비교라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두 번째 유형의 자료들인 『呂民』와 「楊朱篇」에 

접근하여， 이 둘 모두 공통적으로 양주 사상의 핵심에서 나올 수 있 

는 태도들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서 차이 

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둘을 충분히 ‘楊朱學派의 두 

支流’로 파악활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楊朱學派의 두 支流’에 대한 佛證을 제시할 것이다. 

『굶子』， 『莊子』 「짧距」과 r讓王」에 대한 분석을 그 방증 자료로 제시 

할수있다. 

11. 양주 사상의 핵심어인 ‘貴己’와 ‘輕物重生의 思慮、’

양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양 

주의 이름이 직접 언급됨과 동시에 그 사상의 윤곽올 대략 살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성격을 지닌 첫 번째 유형의 자료들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구절들에 주목한다. ‘楊朱는 寫我라는 태도를 

취해 자신의 터럭 하나를 뽑아 세상을 이롭게 한다해도 하지 않는 

다’， ‘양주는 자기 자신이란 가치를 前面에 내세웠다(貴己)껴) ‘性과 

3) w呂民春秋 • 不二~. ‘楊生貴己’. 貴己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貴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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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올 온전하게 하고 보존하여(全性保륨) 外物로 인해 자신의 형체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양주의 입장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 

여 위 세 자료와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양주 사상의 

해석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천하라는 큰 이익 

으로써도 자신의 다리 터럭과 바꾸지 않는다(不以天下大利易其脫

毛).... 輕物重生의 선비이다껴) 그렇다면 양주 사상의 핵심을 파악 

하는 기본적 방법은， 이 네 구절들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 

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첫째， 양주 사상의 중심어 중 하나로서 ‘貴己’에 주목한다. 

『굶子』의 ‘寫我’는 양주 사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 단 이것은 

부정적 시각에서의 표현으로 만일 이를 토대로 양주 사상을 연구한 

다면 실질적으로 양주 사상이 지녔을 여러 가능한 면모들을 배제할 

수 있다. ‘군주가 없다(無君)’， ‘자신의 혈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 

게 할 수 있다해도 하지 않는다(技-毛而利天下， 不寫也)’는 두 표현 

은， 그것들이 사실상 양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뒤앙스로 쓰였는지와 

는 상관없이， 맹자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비판이다. 분명한 것은 양 

주의 입장이 利己主義(egoism)라는 것이다.5) 이기주의는 충분히 개 

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윤리적 입장(즉 ethical egoism)으로서 채태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반박하기 힘든 나름의 설득력마저 갖춘 것이다. 

맹자의 문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기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으로 단정된다는 점일 뿐이다. 

‘貴己’는 寫我와 동일하게 이기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의미를 좀더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어떤 것을 귀하게 여김은 그 대상 
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울 만치 전면으로 드러냉이 그 합의가 된다. 이는 『도 
덕경』올 통해 파악한 것이다. 뒤얘 상술한다. 

4) 이상 각주 1) 참조 

5) A.c. Graham(p.61 , fDisputers of the TaoJ)의 경우， 중국 고대의 사고방식 
에서는 서구의 egoism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추측하고 굳이 ‘사회적 존재 
로서 인간들이 개별척으로 자기 중심적(selfish)임’으로 양주 사상용 해석하고 

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 자체가 양주의 입장율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양주 사상의 핵심윤 서구적 egoism과도 아주 유사한 이 
기주의였다. 단지 양주학파의 륙이성온 이후 이들이 본성론에 천착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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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寫我보다는 貴己에 주목하는 이유는 ‘貴’의 어감을 강조하 

기 위해서이다. 이를 ‘자기 자신이란 가치를 전변으로 내세움’으로 해 

석하는 이유는 『道德經』의 사상과의 차별성 및 거기에서의 ‘貴’의 용 

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r도덕경』의 특정적 사고방식 중 하나는 ‘인 

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無寫而無不薦)’ 

라는 것으로， 이는 『도덕경』내 生， 欲， 身에 대한 태도의 근저에도 자 

리잡고 었다. 다음의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님에 의해서이다. 때문에 

길게 살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그 폼을 뒤로하면서도 붐이 

앞서게 되고， 그 몸을 도외시하면서도 몸이 보존된다.’6)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 

해 집착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또한 ‘내가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교화된다 . 

. 내가 욕구를 인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질박해 

진다.’7)는 말에서 동일한 태도가 욕구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바 

로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생 때문에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 

는 것은 생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貴生)보다 현명하다’H)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생의 가치를 전변에 내세우는 것’은 貴生

의 번역이다. 이 번역은 바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행위의 하나로서 

어떤 가치를 집착하고 앞세우는 태도라는 어감으로 ‘貴’를 해석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취지 위에 있다. 이러한 ‘貴生’의 

의미는 역시 『道德經』에서 동시에 부정되고 있는 ‘생에 보태려는 태 

도(益生)’9)와 ‘생명을 봉양함이 너무 과분함(生生之훔)’10)과 연계지어 

6)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聖A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 故能成其私 w道德經7章』 여기에서 예를 들어 

‘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은 ‘無馬而無不뚫’와 통일한 논리구조임에 유의 
해야한다. 

7) 我無鳥而民g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樓 w道德經.57

章~. 이 구절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r도덕경』에서 ‘無’의 쓰임은 ‘無馬

而無不寫’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올 보태지 않음의 뜻올 함축하여 한다는 사실이다. 

8) 夫雖無以生寫者， 是廣於貴生 w道德經75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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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결국 『道德經』에서 ‘貴’는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가치를 전변에 내세우는 태 

도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f도덕경』이 바로 이러한 태도에 명 

백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용법이 ‘貴己’에 적용되면， 양주 사 

상은 『道德經』의 태도와는 완연허 다르며 어떤 중심 가치를 전면에 

드러내는 태도를 취하는 사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주 사상과 

『도덕경』 사상과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큰 시사점올 줌으로써， 양주를 

단순히 道家적 인물로 분류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로 

평가할 여유를 준다. 

둘째， 양주 사상의 중심어로서 ‘흉物重生의 思慮’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技-毛而利天下’， ‘全性保륨， 不以物累形’， ‘以天下大利易其脫一毛’，

‘輕物重生’에서， 우선 터럭이나 性， 生의 구체적 의미 규정을 차치해 

둔다면， 공통적으호 “‘나에게 속하는 것이 ‘나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단순히 ‘輕物重生’이라 하지 않고 ‘輕物重生의 思慮’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이것이 반드시 생명(生)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여러 가치들의 輕重을 

따지는 일종의 사고방식으로 봐야 해석의 유연성을 획득할 있다. 그 

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속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 

이 정작 무엇인지 첫 번째 유형의 자료들에서 일관성있게 판단할 수 

없는 난점을 피해가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천하와 대칭되는 터럭 

(-毛)이 반드시 생명을 비유하는지 그 표현이 정작 나오는 『맹자』문 

맥에서는 적어도 알 수 없다. 게다가 性과 質은 분명 다른 합의를 

갖는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양주 사상은 단순 

히 나(我 혹은 己)와 外物간의 경중을 따져 ‘나’라는 가치를 전면으 

9) 益生日詳. 心使氣日彈 1fJJJlf:則老， 謂之不道， 不道早B. W道德經55章J.
여기서 群은 상서롭다는 것이 아니라 상셔롭지 않다(不詳)로 봐야 한다. ‘詳:
妹詳’， 陳鼓應， 『老子今註今譯J.

10) 出生入死 生之徒， 十有三; 死之徒， 十有三;A之生， 動之於死地， 亦十有三. 夫
何故? 以其生生之l훔 r道德짧!밍章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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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우는 형식적 이기주의(formal egoism)의 차원은 넘어섰을 거 

란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輕物重生’이 아닌 ‘輕物重生의 사 

려’ 혹은 굳이 풀어 쓰자면 ‘나에게 속한 것과 나 밖에 있는 것 사이 

의 輕重을 따져 가치 중심을 전자로 돌리려는 사려’가 실질적으로 양 

주 사상의 독특한 특정이자 더 나아가 그 사상의 핵심으로 해석할 

충분한 여지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의 자료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자료(양주란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상의 윤곽을 표현한 고증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동시에 가장 고대로 올라가는 자료)인 『맹자』에서 얻을 수 있 

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양주가 뿔家와 대비되어 있어， 그 사상이 

묵가의 ‘暴愛’와 상충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11) 

뿔家는 절망적 현실 인식 아래 그 현실을 ‘暴相愛 · 交相利’로써 바꾸 

고자 한다. 그렇다면 暴相愛 · 交相利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묵가에 

게 질문한다면， ‘남의 나라를 마치 나의 나라로 보고， 남의 가문을 나 

의 가문으로 보며， 남의 몸을 마치 내 톰 보듯 하’12)면 된다고 대답 

할 것이다. 묵가의 논리는 바로 남과 나의 구분을 하지 않을 때， ‘天

意’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가치질서를 통해 서로서로 이익을 얻음 

(暴愛)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앞에서 본 양주의 

‘技}→毛而利天下’ 혹은 ‘不以天下大利易其脫-毛’ 비유에 극명히 대비 

된다. ‘利天下’， ‘天下大利’는 묵가 사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 

발하여 온 세상을 이롭게 한다느니 온 세상의 큰 이득이니 하는 것 

은 내 다리에 있는 털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양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주는 가치의 중심을 ‘天下大利’ 혹은 ‘物’이라 하 

는 ‘나 밖에 있는 것’에서， ‘땐-毛’ 또는 ‘生’으로 대표되는 ‘나에게 

속한 것’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輕物重生의 면、慮’는 ‘物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나에게 속한 것’으로 

11) 任繼愈의 「陽朱學派的貴生論和宋尹學派的道體觀」， 『中國哲學發展史』에서도 

뿔家와의 비교률 통해 양주 사상에 접근올 시도한다. 이 논문의 문제점은 『呂

民」가 양주사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별다른 논리적 추론없이 양주 
사상을 ‘重生’에 기반한 사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 있다. 

12) 視A之國若視其國， 視人之家若視其家， 視人之身若視其身~뿔子 · 짧愛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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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전환올 표방하는 것이 된다.13 ) 이러한 논리률 뒷받침할 수 

있는 더욱 자세한 비유를 『뿔子 · 執柱』에서 찾올 수 있다. 물론 이 

자료가 반드시 양주의 사상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없으나 이를 통해 첫 번째 유형의 자료들과 논리적 

으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물중생의 논리구조를 파악하는데 

많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무마자가 북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다른 것은 내가 *훌 

愛률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냐는 월나라 사랍보다 추나라 사랍 

을 더 사랑하고， 추나라 사랍보다는 노나라 사람울 더 사랑하며， 

노나라 사람보다는 우리 고향 사랍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고향 

사람보다는 내 집안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집안 사랍보다는 부모를 

더 사랑하며， 부모보다는 나를 사랑하니 나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프지만， 또 다 

른 사람을 때리면 그 아픔은 내게는 없으니， 내가 무슨 까닮에 아 

픔올 느끼는 다른 사랍올 때리지 아픔올 느끼지 않는 나 자신을 

때리겠는가? 그러므로 나에게는 다른 사랍을 죽여 내게 이득이 

생기는 것에 마음이 있지 나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랍에게 이득을 

주는 마음은 없다."14) 

묵자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무마자라는 인물은 양주의 사상을 

잇고 있는 양주학파의 인물일 가농성이 있다 15) 양주는 묵가와의 논 

쟁 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밖으로 향하는 가치 중심을 ‘나에게 속한 

13) 여기서 사용하는 ‘나에게 속하는 것’， ‘나 밖에 있는 것’이란 해석은 일종의 內
外구분이다. 이에 비해， 신정근의 ‘ ... 양주학파는 경물중생의 선언으로 ‘나에 
게 달려 있지 않는것’에서 ‘나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의 철학적 탐구 대상의 
전회롤 주창한다고 할 수 있다’(f고대 중국 ‘t:’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 
구~， 서율대학교박사학위논문)라는 표현에서 나에게 달려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은， 앞으로 밝히겠지만， r樓朱驚」과 r굶子」의 命개념융 전제할 

때만이 가농한 표현이다. 

14) 포馬子謂子畢子日: 我與子異， 我不能*愛. 我폴I13A於혈A， 폴률A於I13A， 훌 
我柳A於률A， 훌我_A於빼A， i흩我홉A於_A， 훌我톨왔홈했， 以뭘近我也. 

뿔我則흙 •• 彼則不흙於我， 我何故흙者之不~， 而不흙之佛? 故有我有級彼以我
無殺我以利， 『畢子 • 빼柱』 

15) 임계유， 앞의 논문. 



60 哲學論낯E 第30輯

것’으로 돌리려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리구조가 ‘輕物重生의 思

慮’로， 이는 ‘貴己’의 정당화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좀더 이 사고 방식이 지닌 함의의 층차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경물중생의 사려’의 첫 번째 충차는 ‘나’(己 혹은 我)와 ‘外物’과의 

대비에서 나에게로 가치 중심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유형 

의 자료들 줌에서도 『맹자』의 문맥에 충실한 것이다 w맹자』의 문맥 

에서 또한 알 수 었는 것은 양주가 묵가와 마찬가지로 이익(利) 개 

념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즉 ‘외물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롭게 함’이 그들의 입장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技-毛而利天下，

不寫’와 같은 경중을 따지는 사고방식은 일종의 이해타산(prudence) 

이 된다. 맹자가 양주를 이기주의(egoÍsm)으로 본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다. 비록 ‘경물중생의 사려’는 나에게로의 가치 전환을 목표로 하 

는 사고방식을 위주로 하지만 이익 개념을 동반할 때 충분히 이해타 

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輕物重生의 思慮’의 두 번째 층차는 本性論적 함의이다. 단순히 

‘나’가 아년 ‘나에게 속한 것들’ 중에서도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 

하고자 한다. ‘나에게 속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유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터럭에서 시작된다. 이 당시에 문제시되었던 것은 생 

명， 신체， 욕망 혹은 특정 입장에서 채택된 本性이다. 이들 모두 분명 

나에게 속한 것들 중 하나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장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를 판단하지 못하면 이들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즉 나에게 속한 것들 중에서도 경 

중을 따져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치 ‘외물’에서 ‘나’로의 가치 전환에 ‘경물 

중생의 사려’가 활용되듯 나에게 속한 것들 중에서도 본질이 아닌 

것들에서 본질로의 가치 전환 역시 ‘경불중생의 사려’로서 활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질 외의 것은 마치 외물처럼 배제된다(앞으로 

밝히겠지만， 『呂民』는 이 점에서 난점에 봉착되는 반면 r楊朱篇」과 

『굶子』는 ‘뼈’이란 개념을 통해 그러한 배제를 시도한다). 이 본질은 

당시의 용법으로는 하늘(天)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自然性과 관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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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本性과도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사실상 양주학파에서는 주로 本

性論올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全性保륨’이 이해될 수 있 

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충차의 ‘경물중생의 사려’에서이다. ‘性’과 ‘質’은 

바로 무엇이 진정 나에게 속한 것이냐라는 본성론적 질문을 통해서 

만 그 대답이 가능한 성질의 것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양 

주학파의 두 지류는 바로 本性論의 불일치에서 갈라진 것이다. 

그런데 설사 두 지류가 서로 다른 본성론올 주장했다해도 이들이 

여전히 양주학파일 수 있는 이유는 貴己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 본성 규정은 도덕과 무관한 가치{nonmoral value, 

예를 들어 쾌락)와 관계된다. 예를 들어 맹자와 같이 도덕성을 하늘 

에서 부여된 자연성이란 관념과 연결함으로써， 본성 자체를 도덕성으 

로 파악하는 입장은 이미 이기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설 

(teleological ethics)일 수 없다. 즉 어디까지나 이 두 지류는 이기주 

의의 입장에서 본성론을 활용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본성론을 통 

해 이들은 형식적 이기주의에서 나름의 善 규정올 한 실질적 이기주 

의 (substantial egoism)로 자신들의 이론을 강화해 나갔을 것이다. 

m. Iï'呂民春秋』의 「本生」， r重己」， 「貴生」， 「情欲J ，

r審앓」어1 나타난 양주학파의 사상 

「呂民」에 나타난 사상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呂民』는 ‘貴己’와 ‘경물중생의 사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리고 이미 본성론에 천착하여， ‘나 밖에 있는 것’으로서의 物윤 ‘나에 

게 속하는 것’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논리를 견지한다. 또한 ‘나’(我 

혹은 己) 개념이 뚜렷이 명시되어， ‘나에게 속한 것’이 더 중요한 이 

유는 그것이 ‘나’에게 속해 있으며， 또한 내게 利益을 주기 때문이라 

고 한다. 이기주의(貴己)를 중심으로 함올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금 나의 생명이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이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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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크다 "16) 

그 ‘나에게 속하는 것’으로서는 生， 身， 欲(특히 감관 욕구)이 지목 

된다. 예를 들어 身이 지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붐은 위해야 하는 대상(즉 목적)이고， 천하는 위하는 대상을 

위한 수단이다. 그 수단이 되는 것을 살펴(즉 천하가 덜 중요하다 

는 것올 살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을 얻는다(즉 분명히 구 

별한다)."17) 

이와 같은 『呂民』내의 ‘경물중생의 사려’에 대한 용례는 허다하며 

중심적 논리전개 방식이다. 바로 여기서 ‘輕物重生’에서 外物과 경중을 

따지는 대상이 되는 生의 위치에 반드시 생명이 대입되는 것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경불중생의 사려’가 갖는 해석의 유연성이 이것이다. 

이제 『呂ft~는 양주 사상의 중심어를 그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주 사상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 이상의 사상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양주 사상 안에서의 하나의 발 

전양태라고볼 수 있다 

둘째， ‘생명’(生)의 가치가 ‘나에게 속한 것’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 

한 것으로 지적되며 전면으로 내세워진다. 이러한 특정을 重生 혹은 

貴生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呂民』에서 전면으로 부각되 

는 가치는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중시되는 이유는 『呂民』의 생명과 

관계된 本性개념 때문이다. 

셋째IT'呂ft~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인간의 본성을 

특이하게도 ‘長壽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으로 파악하여， 인간은 이미 

天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관을 

토대로 단순한 貴生을 념어 그 본성을 온전히 해야 한다는 養性 혹 

은 全性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16) 今홈生之짧我有， 而利我亦大훗 r呂民春秋 • 重己』
17) 身者所寫也， 天T者所以寫也， 審所以寫而웰훌得훗 r呂民春秋 · 審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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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옴에 낳은 것은 天이고 기르는 것은 사람이다. 天이 낳은 

것을 잘 길러낼 수 있고 거스르지 않는 자는 天子라 할 수 있다. 

천자의 일거수일투족은 天이 낳은 것올 온전히 하는 것(全天)올 

그 의무로 한다. 이것이 천자가 官更를 세우는 목적이다. 관리를 

세우는 것은 생명을 온전히 하는데(全生) 있다 ... 물의 性은 맑음 

인데， 흙이 이를 혼탁하게 하여 맑은 본성을 갖지 못한다. 사람의 

性은 長賣함(性壽)인데， 物이 이를 혼탁하게 하여， 장수하는 본성 

을 갖지 못한다 "18) 

“物이라고 하는 것은， 性올 기르는 수단이지， 性으로써 길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세상 사랍들이， 헛갈리는 것이 많아 性

으로써 物을 기르고 있으니， 더 중요한 것과 댈 중요한 것을 모르 

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모르니， 더 중요한 것 

이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다면， 매번 움직일 때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19) 

63 

목적론적 윤리설의 특정은 도덕과 무관한 가치(nonmoral value) 

를 통해 그 善을 규정한다는 점인데， 『呂民』는 인간의 본성올 규정함 

으로써 극대화해야 할 가치를 규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呂民』가 

이기주의적 입장이면서 특이하게도 본성 규정을 통해 그 입장을 강 

화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 여러 본성에 대한 논변들 속에서 단순히 

형식적 이기주의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여기서 ‘性’은 나에게 속한 것들 중 본질적인 것으로 선택되 

어， ‘배양하거나(養) 용전하게 하면(全)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능 

력’20)으로 설정된다. 반면 나에게 속한 것들 중 하나인 욕구는 절제 

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18) 始生之홈， 天也; 훌成之홈.Å也. 能養天之所生而꺼樓之謂天子. 天子之動也， 以
全天짧故者也 此官之所멈立也. 立官者以全生也'" 夫水之性淸， 土者拍之， 故
不得淸.Å之性•. 행者拍之， 故不得훌 r本生J. 

19) ￦也者， 所以養性션L 非所以性養也 今世之À. 惠者多以性養勳， 則不知輕重也.
不知輕重， 則重者짧쩔， 輕者鳥重훗. 若此， 則每動無不敗 r本生J.

20) A.C. Graham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p.56. wDispuers of the Ta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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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養性의 방법， 즉 일종의 修養論으로서 욕구를 절제하는 입장 

(適欲)을 밝힌다. 물론 이는 도덕적 수양론이 아닌 자신의 본성인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양론이다. 

“대체로 생명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잘 따르기 때문이 

고， 생명이 잘 못 따르게 되는 것은 欲求 때문이다; 때문에 성인은 

반드시 먼저 욕구를 절제한다(適欲). "21) 

“성인은 (이목구비의 욕구의 대상이 되는 나에게 속하지 않는 

대상으로서의) 聲色滋味에 대해 그것이 性(즉 장수할 수 있는 인 

간의 본성)에 이득이 되면 갖고， 해가 되면 버린다 "~2) 

이와 관련하여 정작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呂民』에서의 ‘物’에 대 

한 일치되지 않는 규정이다. 이기주의적 질문방식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이다. 이로부터 이해타산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수단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구 

절 중에서처럼 ‘붐은 위해야 하는 대상(즉 목적)이고， 천하는 위하는 

대상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한다. 또한 性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物

이라고 하는 것은， 性을 기르는 수단이지 性으로써 킬러야 하는 대 

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본성 외의 것들은 본성을 잘 배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해타산을 보인다. 반면에 本性論에 충실해서는 物이 

오히려 방해물로 설정된다. 역시 위의 인용구절 중 하나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 ‘물의 性은 말음인데， 흙이 이를 혼탁하게 하여 맑은 본성 

을 갖지 못한다. 사람의 性은 長壽함(性壽)인데， 物이 이를 혼탁하게 

하여， 장수하는 본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언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物에 대한 서로 상충되는 해석이 동시에 둥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욕구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욕구， 특히 감관 

21) 凡生之長也， 順之也; 使生不順者， 欲也， 故聖A.J!.，、先適欲 r重己J.

22) 聖人之於聲色滋味也， 利於性則取之， 害於性則舍之 r本生」이는 문맥상， 귀가 

듣고자 하는 대상， 눈이 보고자 하는 대상， 입이 맛보고자 하는 대상이란 의미 
에서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인 物에 포함이 된다. 때문에 위에서와 같은 해 

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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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는 내게 속하는 것이면서도 物과 항상 상웅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비록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 그것을 하늘 

이 부여했다는 관념을 통해 자연성과 연결지으면서 本性論을 내세우 

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 하늘이 부여한 자연성 중 하나인 감 

관욕구를 物로 규정함으로써 쉽사리 배제해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늘이 인간을 낳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욕구하는 것을 있게 

했다. … 귀가 다섯 가지 소리를 듣고자하고， 눈이 다섯 가지 색을 
보고자하며， 입이 다섯 가지 맛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實情이다. 

이 세 가지는 귀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똑똑하고， 그리고 현자나 

不웹 모두가 똑같이 바라는 것이다 "23) 

비록 性이라는 제일가치로써 빼과 欲의 대웅관계상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나， 物이 정작 수단의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性의 방해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을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養性의 방법인 ‘適欲’이란 수양론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됨을 다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곧 

『呂民』의 한계이다. 

“중산공자모가 섬자에게 고백했다: 몸은 (세속을 떠나) 강과 바 

닷가， 즉 자연에 노닐고 있지만， ‘마음-욕망’은 조정 아래에 머무 

르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섬자: 생명을 중시하시오. 생명을 중 

시하면 이욕을 경시하게 됩니다. 중산공자모: 비록 그런 점올 들 

은 적은 있이만 여태껏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섬자: 스 

스로 충분히 이길 수 없다면 (통제를) 풀어버리시지요(織之). 정신 

이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요? 스스로 충분히 이킬 수 없으면서 

억지로 (통제률) 풀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사태를 ‘거듭된 손상’이 

라고 일컴습니다. 거급 손상된 사람 중에 오래 산 사람은 없습니 
다 "24) 

23) 天生A而使有홉有欲. … 故耳之欲표활， 텀之欲五色， 口之欲표味 情也. 此三者，
貴購愚智賢不肯欲之若一 r構欲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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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욕구를 방종하라는 것은 

제일가치인 性을 온전히 하는 것으로 충실히 자신의 본성론을 견지 

하는 태도임에는 분명하나， 養性의 방법으로 제시된 욕구를 절제하는 

태도가 완전한 수양론으로 자리잡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욕구를 방종할 수도 있다는 태도는 결코 

「楊朱篇」의 태도와는 같은 선상에 놓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그들 둘은 서로 다른 본성론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25) 

lV. IT'列子 · 楊朱篇』에 나타난 양주학파의 사상 

『열자 • 양주편』에 나타난 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楊朱篇」은 貴己와 ‘輕物重生의 면、慮’라는 양주 사상의 핵심 

을 공유하고 있다. 

“양주가 말했다: 백성자고는 단 하나의 털을 덜어내어 物을 이 

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나라(의 정치)를 버리고 농촌에 숨어 

지냈다. 우입금은 자신 한몸으로 스스로 이득을 얻는 일을 하지 

않아서 몸전체가 말라 비틀어졌다. 옛사람들은 하나의 털을 덜어 

천하를 이롭게 한다해도 하지 않고 온 세상을 들어 자신 한 몸을 

24) 中山公子후謂홈子日 身在江海之上， 心居乎鍵關之下， 奈何? 훌子日. 重生. 重

生則輕利 中山公子후日· 雖知之， 뺑不能自勝也 흉子日: 不能自勝則織之， 神無

惡乎? 不能自勝而彈不織者， 此之謂重傷. 重傷之人無홉類찾~呂民춘추 · 심위~. 
25) 이에 대해 신정근(같은 논문)은 “만약 ‘종’을 ‘종욕’의 생략으로 보아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내버려둠’으로 해석한다면 양주 학파의 철학올 반영하는 문헌 

으로 추정되는 『呂民春秋』의 일부편과 『列子』， 「楊朱篇」의 내용 사이의 구별 
이 없어지게 된다 이 사태는 결국 양주학파가 ‘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나에게 었는 것’ 으로 인간의 관심을 전회시킨 뒤에 다시 절제를 가능하게 하 
는 기제를 충분히 섣정하지 못한데에 연유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라고 지적 

한다 선정근의 지적에서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를 충분히 설정하지 못 

했다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 그러나 「양주편」을 양주 연구의 자료에서 완전 
히 배제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설사 『여씨』에서 욕구를 풀어주는 

태도는 결코 r양주편」과 같은 종욕적 경향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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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든다해도 (그렇게 큰 이득율) 취하지 않았다. 사람 모두가 털 하 

나를 덜지 않고， 사랍 모두가 천하률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천하 

는 다스려진다 ... 맹손양이 (양주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온 금자 

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선생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으 

니 제가 한번 (선생님의 뭇올) 말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살과 

살갖을 좀 덜어내어 큰 돈올 얻올 수 있다면 그리 하겠습니까?’ 

금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맹손양이 (다시) 말했다， ‘만약 당신 

몸 중 한 마디를 잘라 한 나라를 얻는다면 그리 하겠습니까?’ 이 

에 금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맹손양은 (이에) 말했다 ‘털 하나 

는 살과 살갖보다 작고， 살과 살갖은 몸 한마디보다 작음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 하나씩 모으면 살과 살갖이 되고， 살과 살 

갖이 모이면 폼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털 하나는 결국 몸 전체 

를 이루는 작은 단위의 하나일터인데， 어찌 이를 가볍게 보겠습니 

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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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r楊朱篇」을 양주 연구의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 

에서도 양주의 영향을 받은 구절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양주학파의 논리인 이기주의와 ‘경물중생의 사려’를 보여준 

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대목은 금자의 질문 부분이다. ‘만일 (럴 하 

나 같이 아주 적은 자신의 손해를 통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까?’ 이는 바로 윤리학적 이기주의에 제 

기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다. 이에 양주를 대신하여 대답하 

는 맹손양은 다시금 경물중생의 사려를 재확인할 뿐이다. 터럭과 같 

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해도 그것들이 모여 결국은 나를 이루는 것 

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속한 것’을 손해보면서 다른 사랍을 위한 행 

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심리학적 이기주의(psychological 

egoism)이다. 팔을 자르는 다소 극단적인 예를 통해 인간올 웅직이 

26) 伯成子홈不以-훌利행， 舍國而隱혐; 大禹不以-身自利， 一體偏結. 古之A휩
훌利天下， 不與也; 意天下奉-身， 不取也. 人A不揚一훌， 人A不利天下， 天下治
也 ... 굶孫陽日: 子不達夫子之心， 폼請言之. 有홉若Il1Uf훌萬金者， 若罵之乎?
日: 옳之. 굶孫陽日; 有斷若-節得-國， 子옳之乎? 훌子默然有間. 굶孫陽日 -
毛微子IlfUf. IlfUf微子-節， 省횟. 然則홈-毛以成IlfU홉， 뽑IlJ1.f흩以成-節-毛 
固一體萬分中之-物， 奈何隆之乎? r樓朱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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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으로서의 이기주의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또한 ‘자기 

애’에 호소하고 었기 때문이다. 맹손양의 대답은 다른 사람을 구제한 

다는 도덕적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을 위해 섬리학적 이기주의에 대 

한 호소를 통한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정당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楊朱篇」이 이기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아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앞의 『뿔子 • 排柱』에서 무마자가 나의 아픔을 강조하는 것 

도 역시 심리학적 이기주의에 대한 호소이다). 

둘째， 「楊朱篇」은 『呂民』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빼개념올 도입한 

다. 즉 w呂民』의 본성론에 반박하는 태도를 갖으며 이는 마치 같은 

학파 내에서 비록 같은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다른 발전 양태를 

보이는 계파 간의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로 직접적이다. 

“맹손양이 양주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귀중 

히 여기고 그 몸을 무척 아껴(貴生愛身) 죽지 않으려 합니다. 가능 

합니까? 양주가 대답했다: 이치 상 죽지 않을 수 없다(맹손양이 다 

시 물었다): (생을 귀중히 여기고 그 몸을 무척 아껴) 오래 살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양주가 대답했다): 이치 상 오래 사는 것은 

없다. 생명이란 귀중히 여긴다고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몸이란 아낀다고 해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긴) 

생명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태도나 장수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명한다. 그 정당화 논리는 生死와 관련된 문제 

에 대한 宿命論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빼’의 개념 

을 도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달려있음(制옮在內)’과 ‘외물 

에 달려있음(制뼈在外)’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째， 長壽를 위한다는 것， 둘째， 명예를 위한다는 것， 셋째， (사회적) 

지위를 위한다는 것， 넷째， 물질적인 것을 위한다는 것이 그 네 가 

지이다. 이런 네 가지 일은 곧 귀신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두 

27) 굶孫陽問楊朱日: 有A子此， 貴生愛身， 以홉不死， 미乎? 日: 理無不死 以홈久生， 
可乎? 日: 理無久生. 生非貴之所能存， 身非愛之所能原 r楊朱篇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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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사 

랍들올 일컬어 ‘遭民’이라고 한다. (그런 네 가지들의) 죽고 사는 

것은 모두 外物에 달려 있다(制뼈在外28)). 명(뼈)을 거역하지 않 

으니 장수를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부귀한 것을 중시하지 않으니 

명예률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세력을 쫓지 않으니 어찌 지위를 

부러워하겠는가? 부유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으니 어찌 물질적인 

것을 부러워하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順民이라고 한다. 

천하에 대적할 것이 없으니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制옮在 

內: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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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나에 

게 속한 것이 아닌 외물에 의해 결정을 받음올 의미한다. 명예니 사 

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 신체， 생명， 그리고 더 나아 

가 장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呂

民』의 입장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呂民』도 은연중에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찌해볼 수 있는 것이란 관 

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養 혹은 全의 대상인 性이 바로 내가 

어찌해볼 수 있는 것인데， 길러주고 온전하게 해주변 인간은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본다. 그러나 r楊朱篇」의 뼈개념 

과 같은 뚜렷한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 때문에 난점에 봉착한다. 

r楊朱篇」의 입장은 바로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어찌해보면 

어찌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呂民』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셋째， 나에게 속한 것들 중 욕구에 집중한다 r楊朱篇」이 뼈이란 

개념으로도 제외할 수 없었던 ‘나에게 속한 것들’ 중 그나마 내가 어 

찌해볼 수 있는 대상으로 주목한 것이 욕구였다. 

28) 張灌은 이를 ‘온천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해석한 것을 참 
고한다. 張港 注: 全則不係於己(陽伯峰 『잦1]子集釋:J). 

29) 장담은 이롤 ‘외물이 어찌할 수 없는 것’라고 해석한 것올 참고한다. 張避 注:

外物所不能制(上同).

30) 楊朱日: 生民之不得休息， 짧四事故-뽑훌， 二옳名， 三옳位 四짧貨. 有此四者，
홉鬼， 良Å， 홉威， 良께; 此謂之遭民也. 可殺마活， 制1Ítr在外. 不道命何훌훌훌? 不
쯤貴， 何횟名? 不要勢， 何쫓位? 不홉富， 何훌~? 此之謂願民也. 天下無對， 制빼 

在內 r陽朱篇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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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에 이어 양주가 말했다) 백년 살기도 그 많음에 싫 

증이 나는데， 하물며 오래 살아남는 고생은 뭐하러 하겠는가? 맹 

손양이 말했다: 그렇다면 빨리 죽는 게 오래 사는 것보다 낫다면 

예리한 칼을 밟거나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자 하는 뜻을 

얻는 게 낫겠습니다 양주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기왕 살았는 

데， 그저 방종할 뿐이고， 그 욕구를 마음껏 만족시키면서 죽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곧 죽으려고 할 때도， 그저 방종할 뿐이고 

(그 생명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서 죽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방종하지 못할 것도 없고 방임하지 못할 것도 없으니 무슨 이유 

로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가?":ll)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아낀다고 해서 혹은 보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욕구의 만족만큼은 내가 어찌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r楊朱篇」 

의 종욕적 경향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한 

종욕적 경향은 다음의 구절들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이 살아 일생의 즐거움을 탐닉하고， 살아 생전의 쾌락을 

다 느끼고자 하니， 배가 불러 더 입을 방입하여 음식을 벅지 못하 

겠고， 힘이 달려 더 情을 방입하여 여색을 누리지 못하겠다. 근본 

적으로 명예의 더러움과 性命의 위기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다 

. 우리가 또한 너를 위해 도리를 분별해주도록 하겠다. 외물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治外) 반드시 외물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 

고， 도리어 자신의 몸만 그와 함께 고달파진다. 자신의 내부를 잘 

다스리면(治內) 외물이 반드시 어지러워지는 것도 아니니(善治內 

者， 物米必亂) 도리어 자신의 性情이 그와 함께 안일해진다 "32) 

“안평중이 養生에 대해 관이오에게 묻자 관이오가 말하길: 방 

31) 百年增厭其多， 況久生之苦也乎? 굶孫陽日· 若然， 速亡愈子久生， 則錢鐘η， 入

楊火， 得所志롯 楊子日‘ 不然， 많生則廢而任之， 究其所欲， 以候子死. 將死則廢
而任之， 究其所之， 以放f盡 無不廢， 無不任， 可還速子其間乎? r楊朱篇」

32) 薦欲盡-生之歡， 驚當年之樂， 唯愚뼈益而不得쪼口之敢， 力앤而不得慶情子色; 
不違憂名聲之簡， 性命之危也. 我又欲與若~Ij之. 夫善治外者， 物未必治， 而身交
폼， 善治內者， 物未必亂， 而性交速’ r楊朱篇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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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활 뿐이다.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 귀가 듣고자 하는 것에 방 

임하고， 눈이 보고자 하는 것에 방임하고， 코가 냉새로 향하는 대 

로 방임하고， 입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방임하고， 몸이 편하고자 

하는데 방입하고， 뭇이 가는 대로 방입해라 .... (생략: 그런 감관 
욕구가 하고자하는 것이 막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 무릇 
이 모든 절제는 크나큰 해로웅의 주요한 것이 된다. 그 크나큰 해 

로움의 주요한 것을 제거하여 즐겁게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 한 

달， 일 년， 십 년을 보내는 것이 내가 말하는 養生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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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나에게 속한 것’올 다스리는 治內는 오직 욕구를 방종하 

는 것이고 장수하고자 함은 治外가 된다. 방해하거나 막지 않옴으로 

써 온전하게 해야 할 것은 생명도 장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 욕구 

라고 대답하는 위의 구절은 분명히 『呂民』의 養性개념과 본성론에 

대한 직접적 반박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楊朱篇」은 ‘性은 곧 욕구’라 

는 식의 정의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나， 本性論의 논의 안에 있다. 

넷째， 그러나 『呂民』와 마찬가지로 「樓朱篇」은 욕구가 항상 외물과 

상웅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 

들은 매우 심각하게 두 사상올 혼들어 놓는다 r楊朱篇」은 織欲이라 

는 제일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제되어 

야 하는 현실올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뼈개념으로 제거한 생 

에 대한 집착과 그 생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인 부귀， 명예， 사회적 지 

위를 다시금 긍정해야 하는 모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금 명예률 가진 자는 존중받고 영예로우며， 명예가 없는 자 

는 비천하다. 존중받고 영예로우면 안일하고 즐거울 수 있다. 비 

천하면 걱정이 많고 고달프다. 걱정이 많고 고달픈 것은 본성올 

해치는 것이다. 안일하고 즐거운 것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34) 

33) 憂平件問養生子管훗흠. 管훗폼日: 짧之而B， 끼壘꺼關 ... 향、耳之所欲聽， 줬目 

之所欲屬， 恐.之所欲向， 컸口之所欲言， 깅§體之所欲安， 향、意之所欲行 ... 凡此
諸關， 廢盧之￡ 熙熙~‘以候死-日-月-年十年， 흩所謂훌， r樓朱篇J.

34) 今有名則尊榮， C名則뽑尊. 尊榮則遭業， 뿔尊則률苦. 憂苦， 犯性者也; 速樂，1Øi
性者也 r樓朱篇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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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가지없는 것으로 배제하 

려했던 고위관직， 부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욕구 충족에 

더 유리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감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은 오히려 그러한 부귀와 권세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r楊朱篇j

의 사상을 전개하는 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한다. 결 

국 위 인용문은 r楊朱篇」의 모순적 현실에 대한 토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모순되게도 욕구 만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도 하게 

된다. 

“양주가 말했다: 커다란 방과 좋은 옷， 맛 좋은 음식， 요염한 여 

자，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무엇을 더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가? 이 네 가지를 갖고도 또 밖에서 구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 

는 본성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본성은 자연의 좀벌레이다.끼35) 

욕구가 언제나 외물과 상응한다는 특성 때문에 욕구와 외물의 관 

계 설정에 실패한 r楊朱篇」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은， 욕구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다. 즉 사실상 욕구란 것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옛말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관직에 앉지 않으면 그 욕구 

가 반으로 준다; 사람이 옷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군주와 신하 간 

의 도리가 쓰일 데가 없다’고 했고， 주나라의 속담 중에 ‘농부가 

(일하지 않고) 앉아서 쉬면 죽는다’라는 말이 었다. (그런 농부는) 

이른 아침에 나가고 저녁 늦게나 돌아오면서 스스로 인간의 常情

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콩과 콩잎을 먹으면서도 스스로 맛의 극치 

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살이 거칠어지고 근육이 긴장되어， 일단 

부드러운 털 비단의 이불에서 잠을 자고 좋은 고기와 향기나는 음 

식을 먹게 되면 (도리어)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괴로워지니， 

안으로 열이 나고 병이 난다 "36) 

35) 楊朱日: 豊屋美服， 原味Ý~色， 有此四者， 何求子外? 有此而求外者， 無厭之性， 無
厭之性， 陰陽之훌也 r樓朱篇J. 

36) 故語有之日: ‘A不婚훌， 情欲失半;A不衣食， 君몸道텅、.’ 周옳日: ‘田父마坐殺.’ 

農出夜入， 自以性之힘; 짧寂옮훌， 自以味之極; IlIl I침훌훔，íJñ節R훌急，朝處以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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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楊朱學派의 두 支流와 그 佛證

만약에 ‘무엇이 楊朱的인가’라고 묻는다면， 貴己와 ‘輕物重生의 思

慮’로 대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貴己

는 윤리학적 입장으로서 하나의 이기주의이고 나에게 속한 것으로의 

가치전환올 의미하는 ‘경물중생의 사려’는 貴己의 정당화 방식이다. 

『呂民』와 r楊朱篇」은 이와 같은 동일한 지반 위에 었다는 점에서 양 

주의 사상을 분명히 담고 있다. 그러나 둘은 ‘나에게 속한 것들’ 중 

어느 것에 중심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에서 갈라진다Ii'呂民』는 ‘長醫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本性으로 파악하고 이를 길러주고 온전하 

게 해주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농력으로 설정한다. ‘나에게 속한 

것들’ 중 하나인 욕구는 도리어 절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適欲적 

태도). 그러나 예를 들어 식욕은 맛있는 음식과 상응하듯 욕구는 언 

제나 외물과 상응하는 특정을 갖는다Ii'呂￡가 修養論인 적욕적 태 

도를 일관되게 견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항상 외물과 상웅하는 

욕구 역시 하나의 ‘나에게 속한 것들’ 중 하나이면서 마음대로 통제 

하기가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때론 욕구를 방임해야 도리어 본 

성올 해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난점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경물중생의 사려’에서 외물을 배제하듯， 욕구를 완전히 배 

제하는 기제가 부족했음올 의미한다. 반면， r楊朱篇」은 뼈의 개념을 

도입하여 ‘나에게 속한 것들’ 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 

는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生死와 관련된 長훌훌의 문제는 命에 해당되 

는 것으로 파악하여 배제시킨다.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 

는 나에게 속한 것으로 욕구롤 지목함으로써， 욕구를 방종하는 태도 

(維欲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나 역시 욕구는 외물과 항상 상웅한 

다는 특징 때문에 ‘경물중생의 사려’로 배제했던 모든 외물를 오히려 

욕구 1 충족올 위해 긍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둘은 양주 사상의 핵심을 공유하면서도 本性論의 측 

면에서 갈라진 양주학파의 두 지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름 불이자 

毛練幕， 薦以梁肉團橋， 心연體煩， 內熱生病훗 r樓朱篇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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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適欲主義的 陽朱學派’와 ‘緣欲主義的 楊朱學派’가 그들이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추정에 대한 佛證을 제시한다. 

우선 『굶子』에서의 빼개념이 r楊朱篇」이 『呂民』를 비판하는 연장 

선장에 었다는 점을 첫 번째 방증으로 제시한다. 맹자는 「陽朱篇」과 

동일하게 장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빼으로 규정한다. 

“요절을 하든 장수를 하든 마음을 이리저리 망설이지 말고， 단 

지 修身하며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옮을 세우는 것이다 "37) 

이것은 ‘적욕주의적 양주학파’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맹 

자는 그들의 본성론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나도 

r楊朱篇」과 유사한 것을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은 구합이 얻음에 

이득이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구함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在我者). 구함에 방식이 있고 얻음에 命이 있는 것은 구함이 얻음 

에 무익 한 것이 니 구함이 외물에 달려 있는 것이다(在外者)."쩌) 

여기서 ‘在我者’와 ‘在外者’의 구분을 ‘나에게 속한 것’과 ‘나 밖에 

있는 것’의 구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r楊朱篇」에서의 ‘制뼈在 

內’와 ‘制뼈在外’와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r楊朱篇」과 『굶子』는 거의 유사한 논리를 구사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굶子』의 다음 구절이다. 

“입이 좋은 맛에 대한 것， 눈이 아름다운 색에 대한 것， 귀가 듣 

기 좋은 소리에 대한 것， 코가 향기에 대한 것， 수족사지가 안일함 

에 대한 것， 이것들은 性이나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빼에 

속하니， 군자는 性이라고 하지 않는다. 仁이 부자관계에 대한 것， 

37) 굶子日: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훗.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ljJ;훌훌不威 修身以候之， 所以立해也 r굶子 · 盡心~.

38) 굶子日: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
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굶子 · 盡心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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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가 군신관계에 대한 것， 禮가 빈주관계에 대한 것， 智가 현자에 

대한 것， 聖A이 天道에 대한 것， 이것들은 뼈이나 (그것의 실현 

여부는) 性에 속하니， 군자는 뼈이라고 하지 않는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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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역시 짧으로 설정하는 『굶子』는 도덕성과 연결된 나름의 性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w굶子』를 이러한 맥락으로 읽는 것이 옳다 

면， 맹자는 적욕주의적 양주학파를 종욕주의적 양주학파와 같은 논법 

인 命개엽으로 비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개념으로 종욕주의 

적 양주학파까지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의 본성론올 구축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굶子』안에서의 뼈개념과 性개념이 

더 분명하게 해석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양주학파의 두 지 

류의 논리적 가능성에 대한 방중이 된다. 

두 번째 방증 자료는 『莊子』의 「讓王篇」과 r짧距篇」이다. 전자의 

경우 『呂民』의 논지와 거의 일치하며 어휘까지 매우 유사하다. 게다 

가 일부 동일한 부분도 있다. 후자의 경우 r楊朱篇」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r도척편」의 첫 번째 대화인 짧距과 孔

子의 대화에서， 도척은 생사가 숙명적인 것이라는 논지를 편다. 오래 

살아야 백살이고 어차피 죽게 마련인데 아픈 날과 어린아이여서 감 

각도 없던 때 둥둥을 빼면 실지로 즐길 수 있는 날이 얼마되지 않는 

다는 그 논리전개가 r楊朱篇」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40) 사실 도척 

은 r楊朱篇」에 나오는 정도의 종욕적 경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척이 보여주는 행동 양태는 r楊朱篇」에 둥 

39) 굶子日: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빨也， 륭之於莫也， 四被之於安俠也 性

也， 有뼈뚫，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닮센L 禮之於졸主也， 智之於
賢者也， 聖人之於天道ill， 뼈也， 有性옳， 君子不謂뼈也 『굶子 · 盡心~.

40) 다음 둘올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今폼告子以人之情， 텀欲視色， 耳欲聽활， 口欲察味，志氣欲짧 A上훌훌百歲， 中훌 

J\十， 下훌六十， 除病홉死喪憂愚， 其中開口而笑者.月之中不過四五日而E훗. 

天與地x뚫.Á死者有時， 操有時之具而任於￡뿜之間. ~정然￡異願훌훌Z짧過願 
也. 不能說其志意， 養其훌훌命者， 皆非通道者也 『莊子 • 짧距~. 
百年， 훌之大齊. 得百年者千無-뚫. 設有一者， 孩抱以遠홉老， 幾居其半훗. 夜

眼之所미， 훌쩔之所遺， 又幾居其半훗. 痛훌哀苦. t느失憂홉， 又幾居其半훗. 量十
數年之中， 油然、而自得， 亡介훌之慮者， 亦t:-時之中爾 r列子·樓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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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극단의 종욕적 경향을 보이는 公孫朝， 公孫種이란 인물들과 

유사하다 

더욱 홍미로운 것은 「도척편」의 마지막 대화인 無足과 知和의 대 

화41)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은 바로 ‘종욕주의적 양주학 

파’와 ‘적욕주의적 양주학파’를 각기 대표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險約하고 養生하변서 그저 삶을 유지하는 것에 회의를 보이는 

무족에게 지화가 감관의 욕구에 매달리는 삶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 

는 대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들 둘은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대 

화를 하고 있으며 결국은 ‘적욕주의적 양주학파’의 인물이라고 파악 

할 수 있는 지화가 논변의 승리자로 나타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는， 만일 장자 계열에서 양주학파를 수용했다면 그것은 분명 ‘적욕주 

의적 양주학파’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족은 「양주편」과 위에서 다룬 도척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숙명적 생사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아 

마도 이는 실질적으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양주학파 인물간의 

대화라고 보기보다는 ‘적욕주의적 양주학파’의 인물이 ‘종욕주의적 양 

주학파’를 논파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정 

이전에 분명한 것은 r양왕편」과 r도척펀」이 적욕주의적 양주학파와 

종욕주의적 양주학파의 구분에 방증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41) X足日’ 必持其名， 若體絡남， 約훌以持生， fUJ亦홈久病톨隨而不死者也. 知和日.

平薦福， 有蘇짧害者， 物莫不然、， 而財其甚者也 今富A.， 耳營於鐘鼓管홉之활， 口
뺑於짧豪醒뼈之味， 以感其意， 遺忘其業， 可謂亂롯 , {짖錫於t馬氣， 若負重行而上
板i:Q， 可謂苦윷， 홉財而取愚， 홉權而取觸 靜居則鋼， 體澤則演， 可謂族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