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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왕충의 도덕철학 연구

정 환 희

본 논문은 ‘왕충의 도덕철학 연구’라는 제목 아래 왕충의 세계 ․인성

론․교화론․비 정신을 논하고,이를 바탕으로 왕충 사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교육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본 논문은 후한 시기의 사

상 조류와 왕충의 생애를 먼 논한 뒤,왕충의 도덕철학에 한 다양한

역을 차례 로 기술하고자 한다.

후한 시기의 사상들을 살펴보면 도가는 신선 사상과 황제 사상이 결합된

황로도가로 특징된다.그리고 한 유학은 본격 으로 형식화 과정을 거

치게 되면서 황제의 권 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보다 추상화

되었다.이런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천인상감설이 유행하여 세속 ․정치

공간에 막강한 향력을 발휘했다.이런 사상 조류 속에서 고 직

에 등용되지 못한 왕충은 당시 사상들이 허무하고 망령되었음을 주장했다.

왕충은 천(天)을 도가 개념인 무 자연(無爲自然)을 통해 설명하려 했

다.하늘의 작용은 어떠한 목 의지가 제되지 않으며,자연의 순연에

어떠한 의미 부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물의 생성과정은 기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며,기에 의해 만물의 창생과 속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다.그런데 왕충의 기 담론을 물질 혹은 일원론 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는데,이런 주장은 왕충의 기 개념을 호도한다.

왕충은 인간 본성이 기의 품수과정에 따라 우연 으로 이루어졌다고 설

명한다.이런 우연 과정으로 인간 본성은 자연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그리고 그는 기존의 인성론을 평가하며 실제 인간 본성은 세

가지의 등 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성론을 종합

하면서,보다 실 인 인간 본성에 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왕충은

인간 본성과 운명을 구별하며 도덕 속성의 문제를 보다 강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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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우연 요소를 거론하여 ‘삶의 가변성’을 언

질했다.그러나 그는 골상(骨相)이 운명을 표지한다고 믿음으로 자신의 합

리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왕충은 인간의 본성이 교육을 통해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그러면서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선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

며,소염과 악 개념을 통해서 도덕 문화의 요성을 제기하 다.그리

고 그는 견문(見聞)과 박학(博學)의 요성을 강조하여 ‘앎’을 통해 가치

을 확장해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 그는 효험(效驗)과 유증(有証)개념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기 해서는 반드시 객 ․논리 성격이 담

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스승이라 할지라도 질문과 논박을 해야

한다며 인간의 비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충은 허망하고 망령된 주장을 비 하려 했다.그래서 그는 귀신 개념

을 배격하거나 천인상감설을 비 하여 여러 잡다한 미신신앙을 배격하려

했다. 한 그는 공자,맹자,한비자에 해 질문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비

을 함으로써 성 이 가지고 있는 권 에 해 도 하려 하 다.이러한

왕충의 비 정신은 학문 주체가 가져야 할 회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으

며,학문 공간에서 다양성과 민주성의 의미를 상기하게 한다.

왕충 사상에 비추어볼 때 도덕교사는 학습자가 도덕인으로 변화할 수 있

다고 신뢰해야 한다.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도덕 교감을 요하게 여

겨야 하며,학습자에게 한 도덕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 도덕

교사는 학습자의 도덕 지식을 확충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학습자의

합리성과 비 성이 계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왕충이 자신의 논지를 개할 때 모순되기도 하고,몇몇 사상에 한 이

해가 결여된 부분이 분명 있다.그러나 왕충의 도덕철학에는 합리성․비

성․종합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왕충 사상의

지평은 궁극 으로 경험주의나 이성주의 원리와 히 조응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을 고려해 왕충 사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왕충,세계 ,인성론,교화론,비 정신,도덕교육

학 번 :2012-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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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동기와 연구 목

“ 사회의 비 정신,무신론,과학 방법,증거주의,반복고주의,이

모두는 왕충을 표할 수 있는 말이다.완벽하게 독립 인 사상가로써 그

는 어느 학 로 인지되지 않을뿐더러 잡가(雜家)의 일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1)이는 후한 시 (25～220)사상가인 왕충(王充,27∼104)에 한 진

첩(Wing-TsitChan)의 평(評)이다.그간 서양철학에 비해 동양철학에

‘사변성(rationalism)’이나 ‘실증주의(positivism)’와 같은 특징이 결여되었다

는 주장2)이 있어왔지만,진 첩의 평에 따르면 왕충의 철학은 그러한 주장

을 복시킬 수 있을 만한 가공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다.

물론 왕충의 표작인 『論衡』에는 거센 비 의 칼이 담겨져 있고,이

칼은 당시 성 으로 추앙받던 공자와 맹자까지 상으로 삼았다.이 때문

에 왕충은 학문 이단(異端)으로 취 되었고,후 학자들의 평가 역시 극

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다. 컨 梁啓超는 왕충의 『論衡』이야말로 한

비평철학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거나3)馮友蘭은 왕충이야말로

‘양한시 최 의 무신론자이며 유물주의 철학가’라고 규정한다.4)그러나

1) Wing-Tsit Chan(1969),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92.

2) 컨  C. W. F. Hegel(1971, 진 역, 1996:163)  “동 에는 한낱 미건 한  별

과 개 규  단순한 열거, 는  틀 에 갇  는 볼프(Wolff, Christian von)  리

학  가능할 뿐 다.”라고 지 하  사변  개  동  담  체에 수 지 못함  주 한

다. 한 Max Weber는 『프 스탄티  리  본주  신』에  한 과학

(Wissenschaft)  지 에만 재하  합리  학․ 학과 술  고  합리 는 동

에  결여 어  주 하고(Max Weber, 1934,  역, 1987:5~8), 『  도 』에

는 동  “철학   신학  리만  니라 학  리   없었고,  체계 ․ 

연주  사  개도 없었다.”라고 주 한다(Max Weber, 1947, 상  역, 1990:223). 러

한 는 동  학 에게 마찬가지  梁漱溟(1999, 고재욱 역, 2005:74)   담  실

 합하고 리에 도 빈틈  없는  해,  담  펼쳐 갈  신 하거  변

어  ‘비 리  신’  달했다고 지 한다. 마찬가지  陳衛平(1987, 고재욱 역, 

2002:68~72)  동  연  직  해  연  ․ 사변 라 지 하고 

다. 

3) 黃雲生(1975), 『王充評論』, 臺北: 三信出版, 192쪽.

4) 馮友蘭(1984), 『中國哲學史新編 第三冊』, 北京 : 人民出版社,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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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찬과 달리 盧思光은 왕충사상을 가리켜 “이론은 오히려 얕고 들

떠 연약하다.”5)거나 “엄격성은 결여되었고 계통은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

라,소견이 더욱 천박하며 고루하다.”6)라는 혹평을 가한다.

서로 척 에 서있는 왕충 사상에 한 평가는,어쩌면 그간 왕충 사상

에 한 이해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왕충의 사상에 해서는 ‘유물론(唯物論)’이라거나,‘기론 (氣論的)사

유’,‘명정론(命定論)’,‘반유가(反儒家)’와 같은 짤막한 개념어 정도가 알려

져 있다.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상사 평가를 받던 간에,우리는 왕충이

국의 정명론(定命論)을 창시한 바 있으며, 국 심성지학(心性之學)의 방

계에서 주요한 인물임을 알고 있다.7) 한 그의 인성론은 후 의 성리학

인성론에 향을 미쳤다는 사실8)을 통해서 우리는 왕충이 국 사상사에

서 매우 요한 치에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그의 사상 반에서 보이는 몇몇 요소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양 사상의 깊이와 폭을 넓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컨

왕충은 ‘합리주의’ 견지를 통해 자신의 인성론과 교화론을 풀어내고 있

다.다른 사상가들에 비해서 ‘인간의 이성 능력’과 ‘분별력’을 강조하는

그의 교화론은,덕성 함양을 강조했던 동양식 수양론과 궤를 같이한다면

‘통합 인격 도야’를 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당시 허망된 논리

를 펼치거나 스승의 말이라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 사

람들에게 ‘효험(效驗)’과 ‘유증(有証)’을 통해서 시비를 냉철히 가려야 한다

고 주장하는 왕충의 모습에서 소피스트와 했던 희랍의 학자 소크라

테스가 연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사상사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왕충에 해서,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특히

5) 勞思光(1984), 『新編 中國哲學史』, 臺北: 三民書局, 재 역(1987), 『 철학사 한당편』, 

울: 탐 당, 155쪽.

6)  책, 172쪽.

7) 牟宗三(1974),『中國哲學的特質』, 臺北: 臺灣學生書局, 병채  역(2011),『 삼 수  

철학 강 』, 울: 원, 145~146쪽.

8) 병 (2002),「   특징과 」,『 학 연 』, 한 어 학  학 합연

 과학연 , 7, 50쪽; 劉振維(2007), 「王充「有善有惡」的人性論」, 『第十屆儒佛會通

暨文化哲學學術研討會 論文集』, 華梵大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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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의 사상 ‘도덕철학’을 심으로 연구하려 한다.물론

왕충 사상에는 과학 사상이나 문학 사상과 같은 다양한 사상 요소가 있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왕충 사상 에서도 도덕철학에 해 심탐(深探)하

려는 것은,그가 자신의 인성론,교화론,비 사상 등을 정립하는 데 가장

큰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의 도덕철학을 살펴본다는 것은 곧

왕충 철학이 갖는 정수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왕충의 도덕철학을

연구하는 이 작업이 그간의 도덕 사상 이해의 심연을 확장시켜 것이라

기 하면서,본 논문의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후한의 시 치에서 왕충과 그의 서 『論衡』이 갖고 있는

치를 확인하기 함이다.당시에는 변화된 유학,황로도가,세속 잡설

이라는 크게 3가지의 사상사 지형도가 존재했다.유학은 한 무제 이후로

학(官學)으로 성장하면서,유학 사상은 국 사회의 지배 인 사상 담

론이 되었다.특히나 후한 시기로 어들면서,유학의 사회 치는 높아

져갔는데 이는 유학의 신비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황로도가(黃 道家)는

지배화된 유학질서를 공박하는 데 활용되는 논거가 되면서,민 에게

되고 있었다.그리고 천인상감설(天人相感說)이나 이재설(災異說)과 같은

미신이 되었다.특히 천인상감설과 같은 경우는 동 서에 의해 유학의

기본구도로도 확립되었다.이러한 사상 조류 속에서 본 연구자는 왕충이

황로도가의 입장을 일정 부분 취하면서 유학과 세속 잡설을 공박하 다는

것이 잠정 인 결론이다.

둘째,왕충의 세계 을 살펴보는 작업이다.왕충이 어떻게 세계(자연)를

인식했는지 살펴 으로써,그의 도덕철학을 조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왜냐하면 인성론이나 교화론과 같은 도덕철학의 여타 역은 기본

으로 그 사람이 갖는 세계 으로부터 연역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왕

충의 사상 역시 마찬가지이다.그가 제시한 무 자연(無爲自然)론과 기(氣)

개념은 그의 인성론과 매우 한 연 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그의 세계 을 우선 으로 검함으로 왕충 사상이 갖는 일련의 외연을 헤

아려볼 수 있다.

셋째,왕충의 인성론에 해 탐색하는 작업이다.왕충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서,우리는 왕충 도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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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발견할 수 있다. 컨 교화론은 본성의 회복 혹은 변화를 주장하

기 때문에,인성론에 근거하지 않는 교화론은 어불성설일 것이다.더불어

“인성론이 인간 본연의 모습에 한 탐색과 사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이 속해 있는 체 세계에 한 반성과 논의라는 ”9)에

서 인성론은 그 사람의 사상에서 매우 핵심 인 치를 하고 있다.따라

서 왕충의 인성론을 악한다면,왕충 사상의 강을 악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넷째,왕충의 교화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인성론에 이어 왕충의 교화론

을 검한다는 것은 왕충 도덕사상의 최종 목 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여기에서는 먼 왕충이 인간 본성의 가능성을 타진했는지 확인해

보고,이를 토 로 크게 덕성 함양(도덕 인간)과 합리성 함양(합리 인

간)을 해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이러한

방법론 논의는 왕충 사상의 도덕교육 함의를 추출하기 한 기 작

업이 될 것이다.특히나 합리 인간으로 나아가기 한 여러 가지 방법론

을 검토한다면,그의 교화론 차원뿐만 아니라 그의 인식론․지식론 차

원도 조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섯째,왕충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그의 비 정신이라 할

것이다.그는 천인감응설이나 이재설과 같은 세속 미신이나 유가 담론을

합리 인 견지 아래 비 한 바 있다.본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 역을 살

펴보고자 하는데,질허망(疾虛妄)이라 하여 왕충이 허망하다고 여겼던 내용

을 우선 살펴본다.여기에서는 신학 미신이나 세속 미신에 해서 왕

충이 어떻게 비 을 해왔는지를 살펴 으로 그의 합리주의 정신을 확인

할 수 있다.더불어 왕충이 옛 성 들에 해 어떤 비 을 가했는지 살펴

으로 당시 성 에 한 성역화 작업에 해 되돌아보고 왕충이 말하려

했던 인간의 주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상에서 수반되는 도덕교육 함의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그의 철학을 문자 ,사상사 으로만 정리하는 사변 작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 체계를 21세기의 실 제 조건 속에

9) 병 (2002),「   특징과 」,『 학 연 』, 한 어 학  학 합연

 과학연 , 7,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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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하고자 한다.특히나 본 논문에서는 도덕교육 측면에서 그의 논의

담론을 검토해보고,어떠한 원리나 개념이 21세기의 도덕교육 장에서 시

사 할 수 있는 바와 용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왕충 사상을 도

덕교육의 측면에서 반추하는 작업을 통해 궁극 인 도덕교육의 목 상과

도덕과 교수학습방법론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 한다.

2.연구 범 와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제는 왕충의 도덕철학을 연구하는데 있다.도덕철학이라 함

은 다양한 형태의 범주 설정이 가능하겠지만,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 어서 연구하도록 한다.첫째는 후한의 지 지형도와 왕충의 생애를

확인함으로 『論衡』의 집필 배경에 해 살펴본다.둘째는 세계 의 역

으로,왕충이 세계(자연)가 어떠한 속성을 가졌으며,어떤 형성과정으로 설

명하는지 살펴보려 한다.여기서는 그의 무 자연(無爲自然)개념과 기(氣)

개념을 심으로 논한다.셋째는 인성론의 역으로,왕충이 인간이란 존재

에 해 어떻게 고찰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여기에서는 그가 인간 본성

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피고 왕충의 운명[命]개념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피도록 한다.넷째는 교화론의 역으로,왕충 사상 내에서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법론을 논한다.마지막으로 그의 비 사상으

로 각종 미신이나 성역화 작업에 한 그의 비 논의를 다루어본다.

본 논문에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6장으로 구성하기로 한다.2장에

서는 왕충이 살았단 시 배경,왕충의 생애,『論衡』의 집필 배경과 구

조에 해 논하기로 한다.이러한 작업은 왕충 사상을 이해하기 한 기

작업이 될 것이다.3장에서는 왕충의 세계 의 역으로,기본 인 왕충

사상의 개념인 무 자연과 기 개념을 확인한다.4장에서는 왕충의 인성론

을 다루도록 한다.여기에서는 그의 성(性)개념과 명(命)개념을 인간 본

성에 한 다양한 제 조건을 검토해본다.5장에서는 왕충의 교화론에 해

언 하려 하는데,덕성과 합리성 함양으로 나 어 논의를 개한다.6장에

서는 왕충의 비 사상에 해 다루며,각종 미신과 성 에 한 성역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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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어떻게 비 했는지 다루도록 한다.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왕충의 도

덕철학이 오늘날의 도덕교육에 시사 하는 을 논함으로,왕충의 도덕철학

을 실천 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와 같은 작업을 해서는 우리는 왕충의 작에 해 조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는 왕충의 문헌을 심으로,그 문헌

에 드러나 있는 본의를 구명하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왕충 사상을 탐색할 것이다.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개념 분석 방법

을 통해서,왕충 사상의 무 자연(無爲自然)개념,기(氣)개념,명(命)개념

등에 논하려고 한다.이러한 개념은 왕충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왕충이

어떤 본의를 가지고 논했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다만 주지할 것은 어느

사람의 사상을 한 개념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

니라,몇몇의 개념어로 그의 사상을 상징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사상

을 지엽 으로 이해하게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따라서 개념 ․추상

작업이 가지고 있는 험성을 견지하면서,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법

과 개념 분석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가능하게 해서는 왕충의 작을 심으로 왕충 사상의

심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왕충의 작으로는 『譏俗』,『政務』,『養

性』,『論衡』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論衡』이외의 3권은 래되고 있

지 않으므로,본 논문에서는 『論衡』을 심으로 왕충의 사상을 논하기로

한다.10)이 때 본 논문에서는 『論衡』에 해서는 黃暉의『論衡校譯』(北

京:中華書局,1990)을 본으로 한다.특히 黃暉의 1938년부터 발간된『論

衡校譯』은 매우 훌륭한 주석서로 평가받는 바11), 문 연구물의 본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1개의 역본,2개의 국

역본과 1개의 역본을 함께 참고하고자 한다.蔡鎮楚의 『新譯論衡讀本』

(臺北:三民書局,2012),이주행의 국역본『論衡』(서울:소나무,1996),성

10) Donald Leslie(1956:101~102)  『論衡』  갖는  다  2가지  리하고 

다. 첫째는 『論衡』  고  고 에  동 (董仲舒), (淮南子), 한  웅(揚雄)과 

후   신 학  연결하는 주 한 연결지 (main link)  다. 라  『論衡』  

 사상 체계  연원  하는  도움  다. 째, 당시  체, 리, 어  해하는  

『論衡』  한 본  한다. 

11) Donald Leslie(1956), "Contribution to a New Translation of the Lun Heng", 通報 T'oung 
Pao, Brill, 4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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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역의 국역본『論衡 -구허․삼증편-』(서울:도서출 행길,2011)그

리고 AlfredForke의 역본『Lun-hêngPartIㆍII:PhilosophicalEssays

ofWangCh'ung』(Leipzig:Harrassowitz,1907)이 바로 그것이다.다만

DonladLesile는 AlfredFoke가 번역 이 에 숙고하지 않았고 결과 으로

‘거의 모든’문법 ․어휘 요소가 무시되었다고 지 한다.12) 한 이주행

과 성기옥의 국역본은 논형의 83편 각각 41편,25편만을 번역하 기 때

문에,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심안(心眼)을 통해 원 (原典)에 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12)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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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왕충과『論衡』

1.후한의 지 지형도

왕충 사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 당시 사상 경향이 어떠했는지 분석

하는 것은 필수 이다.왜냐하면 어떤 사상이든지 다른 사상과 유리되고

고원한 상황 속에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의 호흡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intertextuality).마찬가지로 왕충 역시 그 당시의 후한에

서 유행하던 사상에 큰 향을 받았는데,본 논문에서는 크게 황로도가,유

학,세속미신의 3가지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13)

(1)황로도가(黃 道家)

주지하다시피 황로도가14)는 노장(특히 노자)사상의 무 자연(無爲自然)

의 담론이 정치 역까지 확장된 학문 조류를 일컫는데 주로 장생(長

生)이나 양생(養生)이란 용어로 표된다.황로도가는 서한 기를 기 으

로 하여 한 (漢 代)에 풍미했는데,왕충이 살았던 동한 시기에도 상당한

향력을 발휘했다.동한의 환제(146～167)가 황로도를 신 하 고,황건

의 수장인 장각(?～184)역시 그러했다는 기록이 바로 그러하다.15)비록

한 무제(武帝)가 유학을 학(官學)으로 삼았을지라도,아직 사상 으로

면 인 이 되기는 어려웠고,노자 사상의 계보가 계속 세속에 상당한

향력을 주고 있었다.

13)  사상  사상  경  黃國安(1975:21~43)  ‘도  변질’, ‘ 가사상  퇴폐 [腐化]’, 

‘ 사가 과 지학(章句之學)’  해하고 다. 羅光(1975, 235~254)  ‘ 재 과 참 가 

가미  미신  ’  ‘천 학(天文學)  ’  보고 다. 任繼愈(1985, 514~518)는 가

사상, 도가사상, 가사상, 연과학, 한  천 감 과 미신   사상에 향  미쳤다고 

보고 다.

14) (2007:37)  학  ‘  통한 통 [無爲之治]’  강 하는  담  경향에 비

해, 도가는 학  란 시  상 과 맞 리  몸  건강하게 하고 생  돋

는[治身養生] 경향  다고 한다. 그러  본  심사는 그것에 지  뿐 러, 그 

 차 가 단지 경향 에 과하  에 학과 도가  하여 사 하  한다.

15) (2007),「 도 연  : 사상  원과 사  계보」,『도 연 』, 한 도 학

, 27,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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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로학은『老子』에서는 “ 국을 다스리기 해서는 마치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야 하느니라.”16)의 구 과 가장 일맥상통한다.다시 말해서

작은 생선을 조리하기 해서 그 손길이 과하다면 생선이 뭉개어 지듯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백성을 과도하게 통치한다면 결국 혼란스러워지기만

한다는 을 드러내고 있다.황로학의 정치철학은 노자 사상의 무 (無爲)

와 허정(虛靜)함을 그 로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황로학의 담

론은 노자 사상이 내세우고 있는 불간섭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원리가 녹

아내린 것이며,사마담(司馬談,?～BC 100)역시 황로도가가 군주의 불간

섭 태도를 강조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17)

그런데 황로학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황로학은 황제(黃帝)사상

과 노자(老子)사상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앞에서 살펴본 무 론 황로

도가의 정치철학은『老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황로학에서 황제

사상이 갖는 이 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첫째는,통치계 의 비 를 거

스르게 하지 않고,황제(皇帝)의 권한을 높일 수 있다.徐復觀에 의하면

『老子』는 여러 번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한나라 기에는『老子』가

궁정의 학으로 기능했고 황로문인들이 각기 다른 본을 통일하는 과정

에서 통치자의 비 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다고 지 한다.18)

둘째는 황제가 불로장생(不 長生)했다는 사실에서 노자 사상과 황제 사

상이 합한다.노장 사상에 내포된 신선(神仙)사상은 역사 으로 장생했

다고 믿어지는 ‘황제’에게 이르러야 증폭된다.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는 ‘양생(養生)’의 역사 실재로서 ‘황제’가 기능하기 때문이다.19)이 게

16) 『老子』,「第六十章」, “治大國 若烹小鮮”

17) Benjamin Schwartz(1985),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역(2004),『  고 사상  계』, 울: 살림, 389~390쪽.

18) 徐復觀(1969), 『中國人性論史·先秦篇』,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326~327쪽. 다만 여 에  徐

復觀  『老子』  25   “ 상에는  가지 큰 것[道, 天, 地, 王]  는 ,  그  하

 차지한다(域中有四大 王居其一焉)”라는  한  들  삽 한 것 라 하

다. 그러  1993  10월  곽 (湖北省 郭店)에   죽간본 갑본― 어도 원  4

 말엽에  것  는―에 도 동 한  견 었 에 徐復觀  근거 시가 

색하게 었다.

19) 학   사상  학  가(法家) 사상과 결합 었다고 평가 는다. “ 는 가에 

통  여해주는 고   택 었 에 강병(富國强兵)  강 하는 가  창시  

여겨 다(A. C. Graham, 2003:170~171).” 컨  균(2011:14)  도가  하  한

 통 들   하 지만, 동시에 가   가지고 었다고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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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로학에서 ‘양생’을 시하는 은,황로학이 통치계 은 물론 피통치 계

까지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유학의 득세 이후에도 여 히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다.

(2)유학(儒學)

주지하다시피 유학은 ‘공자에서부터 창시되어 내려져온 학문 조류’를

일컫는다.선진(先秦)시기의 유학은 한(漢)시 를 통하면서 질 변화

를 거듭한다. 컨 馮友蘭은 국 철학사를 분류할 때 공자(孔子,BC

551～BC 479)부터 회남왕(淮南王)까지는 자학시 (子學時代),동 서(董仲

舒,BC170?～BC120?)부터 캉유웨이(姜有爲,1858～1927)까지는 경학시

(經學時代)라 구별20)한다.21)경학시 에서 언 되는 ‘경(經)’은 의미심장한

데,자학시 에서 각기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체계를 비교 자유롭게 서

술해나갔던 것과는 달리 경학시 에는 논변의 근거를 ‘경(經)’에 삼고 있다

는 것이 특징이다.다시 말해서 경학시 의 유학은 선진유가가 형식화

(formalization)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의 형식화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지 은 馮友蘭이 경학시 의

기 으로 삼았던 동 서의 경학에서부터 시작한다.동 서는 기존의 공맹

유학을 앙집권화 된 사회체제에 걸맞게 수정작업을 이루어나갔다.동

서는 지주 계 을 배경으로 하여 제 에 오른 한 무제와 시기 배경을 같

이 한다.한 무제는 기존에 된 황로학과 거리를 두고 지주층을 한

그 근거  그것  한 고  상 (約法三章)  한 에 러   359  늘어 다

는 것  시하고 다. 하지만 사상에  어느 지  가  질  상통하는지 하 는 

상당  어 다. 냐하  한    었다 해 , 그것  그 체  그 당시  

 실에 과한 것 지 도가  학  격  규 해  질  닐 것 다.  그러

하다할지라도 한 는 학  학 한 간단한 사실  살펴보  균(2011)  시한 ‘

도가  가  ’는  가에  했다고 보는 것  타당하다. 원(2012)  연 에

는 한  ‘여민 식(與民休息)’ 책  고찰하여, 그 책  도가  ‘청 (淸靜無爲)’에  

근간한 것  강 한다. 라    통 하는 가  질  여민 식 책  근본

 상 함  하 , 극  도가  가가 별 다는  드러내고 다.

20) 馮友蘭(1968),『中國哲學史 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규 역(2013),『 철학사 하』, 

울: , 3~4쪽. 

21) 마찬가지  重澤俊郞(1975, 경 역, 2003)  공맹 학  원시 학(原始儒學) , 한  후

 학  수 학(修正儒學)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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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정립을 해 노력하 다.22)이런 차원에서 동 서는 통치권이 하늘로

부터 내려져온다는 왕권천수설(王權天授說)을 주장하여 황제의 권 에

한 논리 근거를 확립․제공하 다.23) 컨 동 서의『春秋繁露』에서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천지와 사람의 간을 취하여 서로를 통하게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면

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그러므로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하늘의)

때[天時]를 드러내어 성공하며,(하늘의)뜻[天命]을 본받아 사람을 부리고 (하

늘의)뜻[天峰]으로 업을 일으키며,(하늘의)도[天道]로써 법을 만들어내고

(하늘의)뜻[天志]으로 인(仁)으로 돌아가게 한다.(강조는 필자24))25)

동 서는 왕권 존재에 해 형이상학 설명체계를 덧입힌다.그것은 바

로 천․지․인이라는 세 가지 주체[三]를 서로 통하는 존재가 ‘왕(王)’이

라는 이다.왕은 하늘이 내린 것이며,왕은 하늘의 명[天命;天峰]을 받아

통치를 행한다.26)따라서 왕의 정사란 뭇사람의 하는 보통의 일과는 질

인 차이가 있다.왕의 다스림은 곧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왕권에 한

형이상학 논리는,왕권에 한 도덕 가치를 부여함으로 최고조에 이른

다.“(왕은 하늘의)뜻으로 인으로 돌아가게 한다.27)”다시 말해서 “하늘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므로 왕 역시 그것을 본받아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한다.”28)여기에서 왕이 하늘의 이법에 맞게 통치하는 것은 왕권에

한 책무성을 강조하기도 하겠지만,그 도덕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는 오직 왕이라는 29)은 왕권에 한 동 서 사상의 성격을 여실히 말해

22) 重澤俊郞(1975),『中國歷史に生きる思想』, 東京: 日中出版, 경 역(2003), 『역사 에 살

는  사상』, 울: 원, 116쪽.

23) (1985),「동  역사철학 : 동  학  역사철학   한계」, 『철학』, 한

철학 , 23, 16쪽.

24) 하는 동 .

25)『春秋繁露』, 「王道通三」, “取天地與人之中以爲貫而參通之 非王者孰能當是 是故王者唯天之施 

施其時而成之 法其命而循之諸人 法其烽而以起事 治其道而以出法 治其志而歸之于仁”

26)『春秋繁露』  「為人者天」에 도 게 말한다. “천 는  하늘에  고, 천하는  천

에게  는다(天子受命於天，天下受命於天子).”

27)  책, 「王道通三」, “治其志而歸之于仁”

28) 馮友蘭(1968),『中國哲學史 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규 역(2013),『 철학사 하』, 

울: , 48쪽. 

29)『春秋繁露』, 「王道通三」, “取天地與人之中以爲貫而參通之 非王者孰能當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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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동 서는 유학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강령[三綱]’을 논한 바 있다.

동 서의 삼강 개념은 그의 사상체계에서 특유라 할 수 있는 음양론(陰陽

論)과 결합된 특징을 보인다.“임 은 양이고 신하는 음이며,아버지는 양

이고 아들은 음이며,남편은 양이고 아내는 음이다.”30)이는 곧 임 은

원히 신하를,아버지는 아들을,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도(道)인 셈

이다.31)음과 양이라는 사유체계는 서로가 평등하며 보합 인 특성을 가지

고 있지만,동 서의 정치철학에서는 양존음비(陽 陰卑)논리에 묶여서

‘양’의 치에 있는 왕의 권한을 돈독히 하게 한다.따라서 Wing-Tsit

Chan은 삼강오륜에서 ‘강(綱,bond)'은 계(relationship)뿐만 아니라 표

(standard)이 작용하게 되었으며,한 이후로 하여 유학체계에서 왕이

통치권력의 표 이 되었다고 설명한다.32)

더불어서 선진 유학이 한 로 넘어오면서,유학은 음양학과 천인상 설

에 향을 받는다.특히 음양학에서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음양오행설은

국시 의 추연(騶衍,BC305～BC240)에 의해 실질 으로 발 되어 동

서에 의해 유학 기본구도33)로 확립된다.따라서 송유(宋儒)인 정호가 “불

교는 음양을 알지 못한다.”34)라 했을 정도 다. 한 한 이후에서 천인

합일(天人合一)의 개념이 매우 요하게 고려된다.주지하다시피『論語』에

서 하늘[天]개념은 ‘인격천(人格天)’이나 ‘주재천(主宰天)’의 개념이라 단정

하기 어려운데,한 이후의 유학에서는 하늘이 도덕 지 를 갖게 되며,

인간의 일[人事]에도 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이러한 서술은 ‘천인상감

설(天人相感說)’이라 불리는데,이는 한 이 의 유학이 가졌던 기본구도

라기보다 세속미신에서 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해서는 다음 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30)  책, 「基義」, “君爲陽 臣爲陰 父爲陽 子爲陰 夫爲陽 妻爲陰”

31) 馮友蘭(1984),『中國哲學史新編 第三冊』, 北京 : 人民出版社, 75쪽.

32) Wing-Tsit Chan(1969),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77.

33) 『周易』에 도  계   드러 다.

34) 『近思錄』,「辯異端」, “佛氏不識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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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재설(異災說)과 참 설(讖緯說)

한 에서 유행하 던 세속미신은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는데,‘이재설

(異災說)’과 ‘참 설(讖緯說)’이 바로 그것이다.두 가지 형태의 세속미신은,

단순히 세속 인 형태로 되었던 것은 아니며 유학의 형식화 과정에도

향을 주기도 했다.

먼 이재설이란 자 그 로 천지(天地)의 변고가 어떻게 기인했는지를

규명하는 담론을 말한다.勞思光에 의하면 한 의 이재에 한 담론은 크

게 2가지로 보았는데 하늘이 군주에게 경고하기 하여 변고를 내리는 설

과 군주의 정치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설이 그것이다.35)이 둘 모두는 모두

이재의 주재자가 다른 것이겠으나,기본 인 틀은 하늘과 사람(특히 군주)

이 서로 감응하고 있음[天人相感說]을 근거로 삼고 있다.동 서의 이재설

만 하더라도 그 둘 모두를 겸비하고 있다.동 서는 이재에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천지의 사물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이(異)’라 하고,그 작

은 것을 ‘재(災)’라 한다.(……)‘재’란 하늘이 꾸짖는 것이며,‘이’란 하늘이 으

르는 것이다.(……) 무릇 이재의 근본은 오로지 국가의 잘못에서 생긴 것이

다.국가의 잘못이 시작되면 하늘은 재해로써 꾸짖어서 알린다.36)

세상이 다스려지면 백성이 온화해지고 뜻이 평온해지고 기운이 바르게 되

어 만물이 아름답게 된다.37)

동 서의 이재설에 따르면 하늘과 인간사는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다.동 서가 말하고 있는 하늘은 군주를 꾸짖고 으를 수 있는 존재이면

서,군주의 정치로 인해서 온화해지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다시 말해

35) 勞思光(1984),『新編 中國哲學史』, 臺北 : 三民書局, 재 역(1987),『 철학사 한당편』, 

울: 탐 당, 160쪽.

36)『春秋繁露』, 「必仁且知」, “天地之物有不常之變者 謂之異 小者謂之災 (……) 災者 天之譴也 異

者 天之威也  (……) 凡災異之本 盡生於國家之失 國家之失乃始萌芽 而天出災害以譴告之”

37)  책, 「天地陰陽」, “世治而民和 誌平而氣正 則天地之化精 而萬物之美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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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진유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인격천(人格天)’의 모습이,이재설―특

히나 동 서의 천인감응론―을 통해서 구체 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동

서에게 있어 하늘은 의지가 있으며 감정도 있으며,더욱이 부정한 것을 바

로 잡는다.따라서 군주는 변고함을 보면서 하늘이 내리고 있는 경고로 받

아들이고,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보고 착한 마음을 갖출 수 있어야 한

다.38)

둘째는 참 설(讖緯說)로,참 설은 이재설이 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참 설에서 말하는 ‘참(懺)’이란 천체(日,月,星 晨辰의 변화에 따라서

길흉을 언하는 것이며,‘(緯)’는 경(經)에 의존하여 미래의 일을 설명하

는 것을 말한다.39) 컨 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를 조합한 갑자(甲子)

년에 국가 변화를 겪는다는 ‘갑자 령설(甲子革令說)’이 표 이다.이런

참 의 형태는 음양과 천체에 기 면서,통치권력의 존재에 해 합리성을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컨 왕망(王莽,BC 45∼AD 23)은,한 평제를 없애고 “안한공 망이

황제가 되라(告安漢公莽爲皇帝)”는 참언을 퍼뜨려 신(新)왕조를 세웠다.

그런데 참언으로 왕조를 세원 왕망도,결국 서(緯書)에 의해 붕괴되었다.

유수(劉秀,BC6∼AD57)는 “묘 이 덕을 닦아 천자가 된다(卯金修德爲天

子)”는 서(緯書)를 내걸고 거병했고 결국 신 왕조를 붕괴시켰다.이런

혹 인 미신은 사실 당시의 시 상황과 한 련이 있다.한 역사학

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말에 호강세력이 발호하면서 이들의 사치는 늘어

나고,사회 부정부패가 늘어났는데 한 왕조는 무능했기 때문에 참 설이

자연스럽게 유행했음을 지 하고 있다40).사회의 혼잡스러움 속에서 각 정

치세력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쟁탈하기 해서 참 라는 정치 토

릭을 도구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 설은 통치 권력의 지지를 일시 으로 받았을지는 모

르지만,그것이 단순한 언이나 은어에 불과했기 때문에 담론의 내재

38) 창 (1985),「천  - 한 가사상  심 -」,『어 학 』, 민 학  어 학연 , 

4, 391쪽.

39) 균(2005),『 』, 울: 균 학  , 15쪽.

40) 동(2001),「 한말  사  참  (Ⅰ)」,『사 』, 고 학  역사연 , 54. 4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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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함은 떨어졌다.그 기 때문에 구나 견강부회(牽强附 )할뿐더러,참

설은 스승과 제자의 계 계통이 불명료한 까닭에 ‘정통사상’으로 승격

하지 못하고 이내 퇴행되었다41).그러나 왕충이 살았던 동한 시기만 하더

라도 참 설은 횡행하여,이를 비 하기 해서는 일신을 내걸어야 하기도

했다.

2.왕충의 생애와『論衡』

왕충의 생애를 살펴보기 해서 가장 필수 인 문헌은 2가지로,왕충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論衡』의「自紀」편과,후한 시기의 정사

(正史)라 불리는『後漢書』의「王充列傳」이다.그런데 徐復觀은『兩漢思想

史』에서「후한서 왕충 열 이 갖는 문제(後漢書王充列傳中問題)」라는

을 통해 왕충을 연구함에 있어서 『後漢書』를 신용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다.42)

첫째는,徐復觀은 열 에서는 왕충이 어렸을 때 마을에서 효자라고 불리

었는데,「自紀」 편에서 조부와 아버지에 한 기록이 거니와 그의 사상

에서도 효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한다.그리고『論衡』

「物勢」편에서 부부(夫婦)의 기가 합쳐졌으며 자식은 우연스럽게 낳게 된

다는 구 을 인용하면서,왕충에게 있어서 효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그러나 이러한 비 은 논리 으로 합당치 않다.왜냐하

면『後漢書』에는 왕충이 효자라고 불렸다는 에 해 이야기한 것이지,

그의 사상 반에서 효 개념이 충만하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그가

효자 다 해서,반드시 그가 효에 한 사상을 상술해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徐復觀이 왕충이 효 사상을 개하지 않았다하여 효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데,이는 ‘정황 오류’에 속한다.더군다나「自紀」편에서는

왕충 스스로 자신의 유소년 시 에 해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갖추고

41) 趙吉惠 外(1991),『中國儒學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동  역(1991),『 학사  2

』, 울: 신원 사, 44쪽.

42) 徐復觀(1976), 『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564~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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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 으며 말이 고 생각이 어른스러웠다.”43)라 술회하고 있다.

둘째,열 에서는 왕충의 태학(太學)에 있었을 때 그가 반표(班彪,AD3

∼54)를 사사했다고 언 한다.그러나 徐復觀은『論衡』「自紀」편에서는

자기의 학력(學歷)에 해 상술하고 있지만 반표에 해서는 어떤 언 이

없다는 것에 주목한다.따라서 그는 열 의 기술과 달리 반표가 태학(太學)

과 계가 없었으며,더군다나 반표는 아직 사 인 강학(講學)역시 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그러나 이에 해 候外廬 外는 사제(謝承)의『後漢書』

에 왕충이 반표의 아들 반고를 보고 칭찬하는 구 이 있다는 과 왕충이

반표의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을 들어 둘 사이가 사제지간이라고

반박한다.

셋째,열 에서는 “친구인 사이오(謝夷吾)가 왕충의 재학(才學)을 천거하

는 상소를 올렸다.”44)고 말하고 있는데,徐復觀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말한

다.徐復觀에 따르면 당시 사이오는 조정 신이 아니었고 지방 태수도 아

니었기 때문에,왕충을 천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그러나 周桂鈿에 의

하면 사제의『後漢書』에서는 사이오는 주자사․ 태수를 역임하 는데,이

시기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장화 2년인 88년에 사이오가 왕충을 추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45)

본 연구자는 궁극 으로 徐復觀의 몇몇 주장이 논리 으로 설득력이 떨

어질 뿐만 아니라,궁극 으로 이러한 지엽 문제가 『後漢書』「王充列

傳」의 신뢰성을 복시키는 데 충분할지 회의 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論衡』「自紀」편을 우선 으로 기술하면서,『後漢書』의「王充列傳」

을 통해 그의 생애를 보충하고자 하여 왕충의 생애를 상술하고자 한다.46)

왕충은 지 의 장쑤성(江 省)남부인 회계군 상우 ( 稽君 上虞縣)으로

자는 임(仲任)이다.그의 선 는 한 때 회계군의 리 으나,변란을 만

나서 가업이 기울어졌다.이런 가운데 그의 조부인 왕범(王汎)과 부 왕송

(王誦)모두 마을 사람들과 원수를 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

43) 『論衡』, 「自紀」, “禮敬具備 矜莊寂寥”

44) 『後漢書』, 「王充列傳」, “友人同郡謝夷吾上書薦充才學”, 

45) 周桂鈿(1993), 『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98~105쪽.

46) 어 黃暉(1990)  『論衡校釋』  연  참고한다. 그리고 본  내  별도  

가 없는 한『論衡』  「自紀」편에 등 하는 내   시한 것  주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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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특히 왕송은 정백(丁伯)과 원수를 맺으면서 온 가족이 상우 으로 거

처를 옮겼다.

건무 삼년인 기원 27년에 왕충이 태어났는데,이 시기는 왕망의 신(新)

왕조가 무제(光武帝,BC6～ AD 57)에 의해 붕괴된 직후로 정세가 혼

란스러웠다.왕충은 여섯 살에 쓰기를 배우니 공손하고 성실하며 우애가

있고 잘 따랐다.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를 갖추고 정 하게 했으며 생

각이 어른스러웠다.따라서 부모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

없었는데,이런 이유로『後漢書』에서는 “왕충이 어렸을 때 마을에서 효자

라 불렸다”47)고 고 있다.여덟 살이 되서는 서 (書館)에서 공부를 시작

했는데,왕충은 여기에서 을 훌륭해지고 어떠한 잘못도 지르지

않았다.서 을 떠난 뒤에는 경서를 이해하고 덕성을 쌓게 되었으며,사람

들은 그의 문장을 찬양했다.

왕충의 청소년기에 해서는「自紀」편의 서술이 생략되어 있다.하지만

『後漢書』의 구 에서 왕충이 어떻게 배움을 이어나갔는지 추측할 수 있

다.

수도( 양,洛陽)로 도착한 다음에 그는 태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그는

부풍 반고를 사사했다.그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을 ( 에서)

떼어 놓지 않았다.집은 가난하여 책은 없었는데,항상 양의 시장에 가서

는 책들을 살펴보았다.한번 보면 (그것을)외어서 기억하 으며,백가(百

家)의 말을 두루두루 통달했다.48)

유소년기 시 에 제자백가의 책들을 두루두루 익 나간 경험은,다양한

의론(議論)들을 소개하고 비 으로 다룬『論衡』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그의 독서는 늘어갔고 말재주도 높아져 갔다.그러나

그는 구차하게 을 쓰고 말 답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더불어

『後漢書』에서는 왕충의 특이함에 해 소개하고 있는데 “왕충이 논설하

47) 『後漢書』, 「王充列傳」, “充少孤 鄉里稱孝”

48)  , “後到京師 受業太學 師事扶風班彪 好博覽而不守章句 家貧無書 常游洛陽市肆 閱所賣書 

一見輒能誦憶 遂博通眾流百家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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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좋아했는데 괴이하게 시작하다가도 그 끝에는 반드시 실리가 있었다

.”49)라고 말하고 있다.사람들은 그의 논설을 괴이하게 생각하 지만 왕충

의 종지까지 듣고 나면 그의 말을 인정하 다.이러한 개인 성장기는 합

리주의 견지를 바탕으로 해서 비 정신을 확립한 왕충에게 큰 배경이 되

었다.

그가 향리(鄕里)로 돌아가 교수가 되었고,이때에도 논설하는 것을 좋아

하여 허망한 논변들을 공격했다.그리고 그는 장장 85장에 달하는『論衡』

을 작성하 는데,이 때는 그가 33세인 평 2년이었다.50)여기에서 말하는

‘논형(論衡)’은『論衡』의「自紀」편에서 밝히고 있듯이 “논의를 정리하는

것”51)이다.다시 말해서 고 의 논의들에서 시비와 진 를 가리는 것을 의

미한다.왕충은 자신의 집필의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데

성 이 돌아가시자 의는 나 어졌다.세월을 허비하다가도 방향을 달리한

채 서로가 문호를 세웠다.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보아도 바로잡고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붓으로 쓰인 것이나 귀로 들은 것은 모두 오래

에서부터 내려져 온 것이다.세월이 흐르자 옛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속까지도 믿어서『論衡』을 짓게 되었다.이 책의 내용은 풍

성하며 논변은 격정 이어서 허 의 말들을 정화했다.근거가 없는 은

보존하고 성실하고 두터운 것은 보존하고자 하 다.잘못된 것이 유행하는

것을 바로잡고 복희 씨의 풍습을 회복했다.52)

왕충이『論衡』을 짓게 된 이유는 오로지 허무하고 망령된 말들[虛妄之

]을 별하는 데 있다.53)왕충은 성 이 죽은 이후에 논단에 다양한 이

49)  , “充好論說 始若詭異 終有理實”

50) 周桂鈿(1993:139~152)  『論衡』  립연  개 (明帝), (章帝), (和帝) 시

 누어 하고 다. 라 『論衡』  시에  것  니  계  수 ․ 보 과  

거쳐 탄생하게 었다.

51) 『論衡』, 「自紀」, “論衡者 論之平也”

52)  , “夫賢聖歿而大義分 蹉跎殊趨 各自開門 通人觀覽 不能釘銓 遙聞傳授 筆寫耳取 在百歲之

前 歷日彌久 以為昔古之事 所言近是 信之入骨 不可自解 故作實論 其文盛 其辯爭 浮華虛偽之語 莫

不澄定 沒華虛之文 存敦厖之朴 撥流失之風 反宓戲之俗”

53) 羅光(1978),『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臺北 : 臺灣學生書局,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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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異論)들이 생겨났고,명석한 사람들조차 이러한 논의를 엄 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 한다.더불어 왕충은 사람들은 오로지 ‘옛 말’이라고

하면 그것을 으로 옳다고만 여기는 세태를 안타까워했다.거칠게 말해

서 왕충은 그 당시 사회에 해 사실상 불만스러워했는데,풍속은 미망(迷

妄)하며 당시 책과 은 실속이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54)이러한

은 다음의 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거짓된 [僞書]과 통속의 [俗文]은 부분 알차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

기에,『論衡』을 짓게 되었다.55)

옳은 것이 도리어 잘못된 것이 되고,허무한 말이 알찬 것이 되니 어 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56)

왕충으로서는 허 의 을 믿는 세태 속에서 스스로 답답한 이 많았을

것이다.따라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고 담론들은 엄하게 평가하려고

하 다.왕충은 스스로『論衡』을 술하면서 “황제와 요에서부터 한나라

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도리를 표 으로 삼고 고 을 통달한 사람들의 견해

를 근거로 이치를 분석하려 했다”57)고 자임하고 있다.다시 말해서『論

衡』은 그 시 의 여러 담론을 엄하게 평가하는 울 [衡]역할을 해

탄생하게 되었기에,우리는 한 (漢代)사상뿐만 아니라 그 이 사상을 총

체 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책 도 에 상당 부분 정치 상황에 해 조소하는 듯한 정서를 노

출하곤 했지만 이는 그가 정치 으로 뜻을 펼쳐보지 못한 그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왜냐하면 왕충의 생애에서 가장 요한 것은 ‘그의 력(官

歷)’에 있었기 때문이다. 컨 徐復觀은 높은 직에 오르지 못한 마음의

병[隱痛在心]은 ‘왕충 사상 형성의 일 건’이라고 설명한다.58)왕충은 자

54) 任繼愈(1985),『中國哲學發展史 秦漢』, 北京: 人民出版社, 510쪽.

55)『論衡』, 「自紀」, “又傷偽書俗文多不實誠，故為論衡之書”

56)  책, 「對作」, “是反為非，虛轉為實，安能不言”

57)  , “上自黃唐 下臻秦 漢而來 折衷以聖道 㭊理於通材” 

58) 徐復觀(1976),『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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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력에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에서의 지 는 공조의 아 이었고,도 부에서의 지 도 아 이었다.태수

에 있었을 에는 오 과 공조의 아 이었다.주(州)의 임무를 보았을 때는

종사(從事)에 있었다.세상에서 (자신의)명 를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해 고 직[ ]을 바라지 않았다.59)

왕충이 역임한 벼슬을 살펴보면, 부분 아 과 종사로 지방 청의 하

리 다.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論衡』에서 자주

밝히고 있다. 의 인용문 이외에도 “재주 많은 선비가 모함을 받기 쉽다

고 하니,(……)나는 침묵하고 말이 없는 것이다”60)라고 하거나 “윗사람에

게 인정해서 승진하게 되어도 높은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윗사람이 인정

하지 않아 강등되고 내쳐져도 지 가 낮음에 성내지 않았다”61)가 그러하

다.

그러나 이러한 표 들은 왕충의 숨겨진 마음[隱痛]으로 읽어내야 한다.

내심 그는 자신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을 안타까워했다.PatricaEbrey에 따르면 후한시기에 직의 세습 상이

두드러지면서 능력있는 인물의 직 진출이 어렵게 되었는데,왕충을 비롯

한 학자들은 이러한 사회구조에 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62)따라서 왕

충의 이러한 상황은 그가 을 쓸 때 항상 비 인 어조를 지니게 했다.

왕충이 높은 지 에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지만 (

직에)물러나고 궁핍하게 살자 옛 친구들은 떠나 버렸을 때 사람들의 은혜

를 버리는 행 를 일깨우고자 은거하여『기속』과 『 의』열두 편을 지

었다.63)

59) 『論衡』, 「自紀」, “在縣位至掾功曹 在都尉府位亦掾功曹 太守為列掾五官功曹行事 入州為從事 

不好徼名於世 不為利害見將”

60)  , “士茲多口 為人所陷 (……) 故默無言”

61)  , “為上所知 拔擢越次 不慕高官 不為上所知 貶黜抑屈 不恚下位”

62) Patrica Ebrey(1990),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Former Ha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 :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33~635.

63) 『論衡』, 「自紀」,  “充升擢在位之時 眾人蟻附 廢退窮居 舊故叛去 志俗人之寡恩 故閑居作 譏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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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충은 세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 『譏俗』을 지었다.64)

『譏俗』의 은 속인을 깨닫게 하고자 의도를 직설 으로 표 했고,알기

쉽고 분명하게 썼다.65)

왕충이 벼슬길에 물러나고 자신의 처지가 궁핍해지자,친구들이 떠나버

렸다.이에 해 왕충은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느 고,그들을 친히 일깨우

고자『譏俗』과『節義』를 작성하게 되었다.다시 말해서『譏俗』과『節

義』편의 경우는 왕충이 자기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그 한(恨)

때문에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즉 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함이다.그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표 을 직설

으로 하고 말도 통속 으로 한 것이다.이러한 직설 인 표 속에서 우

리는 왕충이 느 을 회한과 서러움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그는 벼슬을 하지 않을 때는 거백옥(遽伯玉)의 개를 흠모하고

조정에서 일할 때는 사자어(史子魚)의 행실을 좇으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

다.『論語』의「衞靈公」편에 따르면 거백옥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벼슬

길에 오르는 인물이며,사자어는 도가 있건 없건 자신의 올곧음을 펼쳐나

가는 인물이다.66)이 비유의 뜻은 세상에 도가 없기에 자기 자신이 벼슬길

에 오르지 못했다고 한탄한 것이다.

87년(장화 원년)에는 양주(楊洲)의 치 (治中,주자사의 보좌 역할)에

서 물러났는데,그 때 왕충 나이 61살이었다.시간이 흘러가는 와 에도 그

는 술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세월은 흘러 경인년과 신묘년 사이에 죽음이 올까 두려웠으나『養性』 12

편을 썼다67)

節義 十二篇”

64)  , “充既疾俗情 作譏俗之書”

65)  , “譏俗之書 欲悟俗人 故形露其指 為分別之文”

66) 任繼愈(1985),『中國哲學發展史 秦漢』, 北京: 人民出版社, 509쪽.

67) 『論衡』, 「自紀」, “曆數冉冉 庚辛域際 雖懼終徂 愚猶沛沛 乃作養性之書凡十六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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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칠십 무렵에야『養性』이란 책 16편을 짓고,자신의 작을 후 에

남기고자 했다.그가『養性』을 집필한 것은 黃暉의『論衡校釋』에 따르면

원 2년으로 그가 64세일 때다.『養性』편의 경우 명확하게 집필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책 이름으로 보아 그가 세상을 뜨기 이 에,그의 사상

을 나름 로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는 「自紀」 편에서 자

신의 노년기를 이 게 고 있다.

일흔은 늙어서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할 때이다.벼슬길은 끊기고 뜻을 실천

할 방법은 없었다.(……)머리가 하얘지고 이는 빠져갔다.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래들과 헤어지면서 믿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빈곤하여 보살펴

사람도 없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68)

일흔에 이르러서야 그는 이제 벼슬길에서 내려 와야 했고,자신이 이루

고자 하는 뜻[志]도 이룰 수 없게 되었다.이런 와 에 자신을 공양해 사

람도 없고,감정을 의탁할 사람도 없게 되었다.『後漢書』에서는 그의 노

년기에 해 “도리를 분별하고 정숙하며 온순하 다.정신을 보양하고 스

스로를 지켜나갔다.”69)라 고 있다.왕충은 원 8년(96년)에 71세의 일기

로 세상을 떠났다.왕충이 살았을 시기에 그의 서인 『論衡』을 비롯한

왕충의 가르침은 무시되었지만 후한 말기에 왕랑(王朗)이란 자가 한 조정

에 『論衡』을 헌납하면서 왕충과 그 학문 세계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70)

68)  , “年漸七十時可懸輿 仕路隔絕 志窮無如 (……) 髮白齒落 日月踰邁 儔倫彌索 鮮所恃賴 貧

無供養 志不娛快”

69)『後漢書』, 「王充列傳」, “裁節嗜欲 頤神自守”

70) Rafe de Crespigny(2007),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Later Han to the Three Kingdoms 
(23-220 AD), Boston: Brill Academic Pub, p.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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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왕충의 세계론

1.무 자연(無爲自然)론

 中庸 에서는 “하늘이 내린 것을 성(性)이라 하고,그 성을 따르는 것은

도(道)이다”71)라고 말한다.이 유명한 귀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유학자

들은 하늘[天]에 한 개념을 인격 ․주재 ․의지 ․목 ․도덕 개

념으로 이끌어나가는 경향이 있다.다시 말해서 개 하늘의 개념은 유가

에서 유목목 으로 도덕 인 의지를 펼쳐나가는 주체로 상정되고 있다.72)

그 다면 왕충은 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왕충은 천 개념을 원래 스스로

그러한 존재[自然]이며,어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73)

하늘의 뜻은 스스로 그러함[無爲]이다.그 기 때문에 은 의도 으로 생동

하지 않으려 하고,여름은 의도 으로 성장하게 않는다.가을은 의도 으로 결

실을 맺게 하지 않으며,겨울도 의도 으로 쇠퇴하게 하지 않는다.양기는 스

스로 나오고,만물은 스스로 자란다.음기는 스스로 나오고 만물은 스스로 성

장하고 쇠퇴한다.74)

왕충은 하늘의 뜻은 곧 무 이며,하늘의 작용 역시 의도 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하늘의 작용은,곧 기와 연 이 있기 때문에 기의 작용이기도

하다.이 때 기가 합쳐져서 시간이 흘러가고,만물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곧 어떠한 목 의지가 선행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그러하 기 때문[無爲]이다.따라서 왕충은 자연의 순연에

해 일체의 의미 부여를 거부한다.이는 왕충은 도가의 무 자연 개념을 빌

려서75)우주에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내보인 것이다.76)

71)  中庸 ,  ｢第一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72) 본  12쪽에 도 주지했지만,『論語』에 언 는 천(天)  지 ․주재  개  해

하 는 어 울 것 다. 

73) 任繼愈(1985),『中國哲學發展史 秦漢』, 北京: 人民出版社, 519쪽.

74)  論衡 , 「自然」, “天道無為 故春不為生 而夏不為長 秋不為成 冬不為藏 陽氣自出 物自生長 陰氣

自起 物自成藏”

75)  , “雖違儒家之說 合黃老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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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의 기가 합하여,만물은 우연히 생겨 되었다.(……)하늘이 만물을 만

든 이유는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야 했지 서로 해가 되지 않게 했을 것

이다.77)

왕충이 말하는 ‘우연[偶]’이라는 것은,천지의 유목 성이 개입될 여지를

으로 배제하는 상징 인 단어이다.왕충은 만약 천지가 목 임을

제한다면 악함의 연원과 존재를 설명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악

의 유발은 기가 스스로 작용하 기 때문78)에 일어났다고 설명한다.즉 하

늘이 만물을 의도 으로 만들었다면,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애당 없었을 것이라 말한다.이어서 왕충은 ‘서로 해가 되는 상’이외

에 하늘이 무 자연하고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왜 하늘이 의도가 없다고 하는가?”하늘은 입과 가 없기 때문이다.무엇

을 하려는 것은 입과 에 연결되어 있다.입은 먹길 원하고, 은 보길 원한

다.탐하고 욕망하는 것은 안에 존재하며,밖에서 발동한다.입과 코에서 이익

을 추구하려는 것은 욕망하는 인 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입과 이 없다고 알 수 있는가?”지구에

서부터 알 수 있다.땅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흙은 본래 입과 모두를 가

지고 있지 않다.하늘과 땅은 마치 부부와 같은 것이기에,우리는 하늘이 입과

모두가 없음을 알 수 있다.만약 하늘이 몸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땅 역시

그러할 것이다.만약 공기 밖에 없다면 만약 그것은 구름이나 안개와 같을 것

이다.어떻게 구름이 끼고 흐린 물질에 입과 이 있겠는가?79)

76) 謝無量(2011),『謝無量文集 第三卷 : 朱子學派, 陽明學派, 王充哲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60쪽.

77)  論衡 , 「物勢」,“天地合氣 物偶自生矣 (……) 如天故生萬物 當令其相親愛 不當令之相賊害也”

78)  책, 「譴告」, “夫天道 自然也 無為”

79)  책, 「自然」, “何以天之自然 以天無口目 案有為者 口目之類也 口欲食而目欲視 有嗜欲於內 

發之於外 口目求之 得以為利 欲之為也 (……) 何以知天無口目也 以地知之 地以土為體 土本無口目 

天地 夫婦也 地體無口目 亦知天無口目也 使天體乎 宜與地同 使天氣乎 氣若雲煙 雲煙之屬 安得口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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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에는 입과 [口目]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왕충은 궁극 으

로 천지가 인 이지 않음을 논구하려 한다.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입

과 은 감각기 에서 가장 표 인 것으로,감각기 은 외물과 가장 먼

하는 곳이다.왕충은 감각기 이 외물과 할 때,욕구와 욕망이 자연

스럽게 발동한다 보았다.따라서 욕망의 발 역시 감각기 에서 가능하다

보았다.그런데 이러한 감각기 은 하늘과 땅에 부재한다.그 기 때문에

왕충은 천지가 어떠한 인 욕구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하지

만 하늘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왕충은「自然」편에서 ‘무

의 함’에 해 다음과 같이 격찬한다.

그 기 때문에 무 는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본래 공을 세우려 하지 않

아도 공을 이루게 되고,본래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명성을 이루게 된

다.쏟아지는 비는 그 공과 명성이 높다.천지가 인 이지 않도다.기가 화

합되고 비는 자연스럽게 운집한다.80)

천은 많은 일을 한다.천은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기를 베푸니,이것은 곧

만물의 창생이다.해를 비추고,비를 내리게 한다.무 (無爲)는 인 이지

않다는 의미이지,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그 다면 우리

에게 남는 궁 한 은 하나일 것이다.“하늘이 무엇을 하면 인 가 되는

가?”이 질문은 궁극 으로 왜 도가의 무 자연설을 왕충이 택하게 되었는

지를 풀이해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왕충이 살았던 시기는 왕망이 참언(讖 )을 퍼뜨려 한 왕조를 복하여

신(新)왕조를 세우고,다시 유수도 서(緯書)를 내걸고 그 신 왕조를 격

하는 ‘참 ’가 난립하 다.이재설(異災說)과 참 설(讖緯說)과 같은 세속

미신가 사회 반에 퍼져있었다.당시만 하더라도 온갖 기가 넘쳐나고

하늘을 빌어 길흉을 논하는 ‘공기지가(工伎之家)’란 직업이 성행했다81).특

히나 동 서의 천인상감설이 유학의 기본구도로 확립된 사상사 상황은,

80)  論衡 , 「自然」, “故無為之為大矣 本不求功 故其功立 本不求名 故其名成 沛然之雨 功名大矣 而

天地不為也 氣和而雨自集”

81) 강수(1989),「  철학사상」,『 학보』, 한 학 , 2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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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세속미신이 확장하기에 용이했다.이런 시 사 상황 속에서 왕충

이 도가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 자연론’을 수용하게 된 것은,결

국 세계에 한 합리 인 설명을 하기 해 원용하 다.82)그래서 왕충은

“황로학 가 말한 천도론에는 근거가 있다.”83)라 말할 정도다.천인상감설

에 한 왕충의 비 은 본 장의 6장 1 ‘신학 미신’에서 자세하게 살

펴보도록 한다.

2.기론 사유

(1)기(氣)

왕충은 기(氣)가 무엇인지에 해 해석하지는 않았지만,만물은 모두 기

로 인해 구성되었다고 설명한다.84)이러한 설명은 그가 세계를 인식할 때

있어서 기(氣)개념을 핵심으로 삼았음을 의미하며,따라서 왕충 사상을 이

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그의 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왕충은

만물의 생성과정은 ‘기’의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다

음의 문장들은 왕충이 만물의 생성과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다.

(가)천지의 기가 합해짐에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게 되었다.부부의 기가 합

쳐져서 이에 자식이 거기에서 스스로 낳게 되었다.부부가 기를 합하는 것은

때에 따라 맞추어 자식을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정욕이 움직여 합해지고

합해져서 아이를 낳는 것뿐이다.(……)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85)

82) 徐復觀(1976), 『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621쪽.; 羅光(1978), 『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臺北: 臺灣學生書局, 264쪽.; 馮友蘭(1968), 『中國哲學史 下』, 臺北: 臺灣商務

印書館, 규 역(2013),『 철학사 하』, 울: , 126~127쪽. 다만 勞思光(1984, 원재 

역, 1987:161)  학 는 ‘眞道家’가 니  한  그   에  (老壯)

 도가  채택한 것  니라 주 한다.

83) 『論衡』, 「譴告」, “黃老之家，論說天道，得其實矣”

84) 羅光(1978),『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臺北 : 臺灣學生書局, 260쪽.

85) 『論衡』, 「物勢」, “夫天地合氣 人偶自生也 猶夫婦合氣 子則自生也 夫婦合氣 非當時欲得生子 

情欲動而合 合而生子矣 (……) 因氣而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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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천의 움직임에 기가 로 베풀어지게 되었다.기가 베풀어지니 만물

이 스스로 자라나게 되었다.(……)태양,달,오성(五星)의 움직임도 기가 베

풀어진 까닭이다.86)

문장들에서 왕충은 천이 움직이니 기를 베풀어진다고 설명한다.87)물

이 담겨진 그릇이 움직이면 그 물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천이 움직이

면서 자연스럽게 기가 베풀어지는 것88)이다.왕충은 기의 공능(功能)에

해 설명하고 있는데,그의 설명에 의하면 기의 공능은 크게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만물[物]을 창생하게 하는 것이다.(가)문장에서는 인간의 탄생

이 기로 연유했고,그것은 어떠한 의도 활동이 아니었다는 을 드러내

고 있다.때를 의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기의 창생 작용은

단순하게 인간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인간의 탄생은 정욕에

의해 기가 서로 합일 되었을 뿐이다.마찬가지로 “사람이 천지에 태어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연못에서 태어나고,벼룩이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다.89)”그 다면 기가 만약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당연히 숨질

것이다.왕충은 “사람이 호흡하면서 기가 나가고 들어온다90)”라고 말하는

데,“기가 끊어지면 죽게 된다.91)”

둘째는,만물의 생성은 물론이거니와 (나)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만물의

86)  책, 「說日」, “天之行也 施氣自然也 施氣則物自生 (……) 日月五星之行 皆施氣焉”

87) 란(1994:125)  “   원  간  만  하늘과    생겨 다고 

하 도 하늘과  역시 원  루어 다고 보고 므  체 순  다고 보 다. 

 순  에 빠  는 것 다.”라고 술하고 다. 하지만 에게 어  천지  생 과

, 과  하게 취 었  것  니다.   “천지는 태어 지 에 고

 죽지도 다(『論衡』, ｢道虛｣,“天地不生 故不死”)”라고 말하고 는 , 는 천지  생 과

  필 가 없다는  여실  드러내고 다.  만  생 과 에  천지  역할  

하게 고 다는  하 , 후  학 들  그 것에 해 집 하  보다는 천지는 

어떻게 생 었고 하는지에 해 만 심  갖는 것 다. 규(1993:160)가 지 하고 

듯 , “천지는  고 다(『論衡』, ｢談天｣, “天地含氣”)”라는  가 천지  지 는 

다는  보여주고 다. 다시 말해   본 는 란(1994)  지 한 천지가  낳고, 

는 천지  낳는 순 과는 다 다.

88) 『論衡』, 「說日」,  “天之行也 施氣自然也”

89)  , “然則人生於天地也 猶魚之於淵 蟣虱之於人也”

90)  책, 「書虛」, “猶人之呼吸 氣出入也”

91)  책, 「道虛」, “氣絶而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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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까지도 기가 여한다는 이다.왕충은 태양,달,오성(五星;화성,수

성,목성, 성,토성)과 같은 천체의 움직임도 기가 베풀어져서 이루어지

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천체의 회 궤도 따 는 모두 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더불어「氣壽」편에서는 품수한 기에 따라서 그

수명,건강 등을 결정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기를 많이 내려 받으면 그 몸이 강해지고,몸이 강해지면 그의 명이 길게

된다.기를 게 받으면 그 몸이 약해지고,몸이 약하면 명이 짧다.92)

기를 어느 정도 품수 받았는지에 따라서,왕충은 그 사람의 건강과 수명

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그 기에 기는 ‘에 지(Energy)’와 같은 것이라,

그 운동물체의 성격은 에 지의 종류와 수 에 따라 결정된다.따라서 기

가 많고 음에 따라서 만물의 속성 역시 변화하게 된다.이러한 기의 품

수는 인성론(人性論)과도 매우 한 연 이 있으므로,이에 해서는 본

장의 2 ‘유선유악 인성론’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그런데 왕충은 단순히 기 개념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元氣)’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그 생성과정을 구체화하는 이 특징이다.왕충은 「辛

偶」와「論死」편에서 원기를 원 하고 있는데,이는 다음과 같다.

모두 원기(元氣)를 받았으나 어떤 것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짐승이 되기도

한다.93)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에는 원기 에 있다가 죽으면 다시 원기로 돌아

간다.94)

원기의 개념은,아직 창생 되지는 않았지만 천이 내포하고 있는95)순수

무결한 기96)을 말한다.그런데 이 원기는 방출되면서97),구체 인 형상을

92)  책, 「說日」, “夫稟氣渥則其體彊 體彊則其命長 氣薄則其體弱 體弱則命短”

93) 『論衡』, 「辛偶」, “俱稟元氣，或獨為人，或為禽獸”

94)  책, 「論死」, “人未生 在元氣之中 既死 復歸元氣”

95)  책, 「超奇」, “天稟元氣”

96)  책, 「齊世」, “元氣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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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구체화․형상화된 원기,즉 만물은 단순히 그것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기로 회기하게 된다.이 때 원기로 회귀

하게 된다는 것은,천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만물의 창생

과정은 순환 인데,이는 ‘기(氣)의 창 함’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원기 개념에 해서는 크게 2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하나는 형

이상학 인 본체론 설명이 바로 그것이며,나머지 하나는 ‘기의 최 상

태’를 의미하는 것이다.張立文은 자의 설명방식을 택하여 “(왕충은)기

를 천지만물,인류 그 정신 상의 유일한 본원으로 삼았다.이와 같이

왕충은 ‘원기본원론(元氣本源論)’을 확립하 다.”98)라고 주장한다.이에 비

해 周桂鈿은 원기에서 말하는 원(元)은 본디 시작[開始]의 의미에 불과하고

왕충은 원기를 우주론 본원의 개념으로 살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99)

원기에 한 이 둘의 입장은 왕충이 기 일원론자인지에 한 질문과 매

우 하다.원기가 형이상학 시원으로 상정되면 자연스 만물이 기로

이루어져있다는 기 일원론을 정하게 된다.이 문제는 왕충의 기 사상을

이해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이 문제에 해서는 다음 소

인 ‘왕충의 기(氣)담론에 한 오해’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왕충의 기 담론에 한 오해

본 에서는 왕충의 기 담론에 한 학계의 주요한 오해들에 해 다루

고자 한다.왕충의 기 개념을 이해할 때 흔히 범하는 우(愚)는 크게 2가지

로,첫째는 왕충의 기 개념을 물질 개념으로만 이해한 채 정신 속성을

완 히 배제하는 것이다.둘째는 왕충 사상에서 기 개념을 지나치게 시

하여,왕충 사상을 기 일원론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본 에서는 이러한 오

해를 불식시키고,왕충의 기 담론에 한 올바른 인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 왕충이 말하는 기 개념이 어떤 속성을 띠는 지에 해서는 그간 많

97)  책, 「四諱」,  “子含元氣而出”

98) 張立文(1990),『氣』,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빈  역(2004),『  철학』, 울: 원, 

180쪽.

99)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50쪽.



- 30 -

은 논의가 있어왔다.이 논의는 “왕충이 말하는 기(氣)가 물질 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며 궁극 으로 왕충의 기 개념에서 정신 속성이 개입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컨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개념

이나 동 서의 기 개념에서 감정 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을 감안한다

면,왕충이 말하는 기 개념은 그들의 기 개념과 어떻게 상이한지에 해

의구심을 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왕충의 기 개념을 물질 개념으로 보는 것은 張立文이나 牟宗三도 그러

하지만100),기 개념의 물질주의 이해는 사회주의 계열 철학사조에서 유

독 그러한 경향이 있다.候外廬는 왕충이 하늘이 물질 (物質的)인 의미인

‘체(體)’라고 규정했고,기가 체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기 역시 물질 인 개

념이라고 설명한다.101) 北京大學 哲學系 中國哲學史敎硏室에서는 왕충이

말하는 정기(精氣)개념도 물질성의 것이며,따라서 정신은 정기가 신체 내

에서 발생한 작용인데 정신작용은 신체를 떠나지 못하지만 정기는 신체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왕충의 주장이 유심론이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

한다.102)

그러나 왕충의 기 개념을 유물론 념에 입각한 채 정신 인 속성까지도

완 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候外廬 등의 사회주의 계열의 철학자들

이 기 개념이 물질 이라는 주장에 한 근거를 찾아보자면,다음의「論死

편」에 드러나 있다.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은 정기(精氣)때문이니,죽으면 정기도 사라진다.정기

가 있게 하는 것은 맥이고,사람이 죽으면 맥이 고갈된다.103)

사람을 총명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오상(五常)의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오상의 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장이 형체 속에 있기 때문이다.104)

100) 란(1994),「한   원  개  그 갈등 : 동  천 상감 과  천

」,『 철학』, 철학 , 4, 126쪽.

101) 侯外廬 外(1991),『中國思想史綱 上冊』, 北京 : 中國靑年出版社, 165쪽; 侯外廬 外(1992),『中

國思想通史』, 北京 : 人民出版社, 277쪽.

102) 北京大學哲學系中國哲學史敎硏室(1980),『中國哲學史』, 北京 : 中華書局,  역(2005),

『 철학사 II 한․당편』, 울: 간 원, 116~117쪽.

103) 『論衡』, 「論死」, “人之所以生者 精氣也 死而精氣滅 能為精氣者 血脈也 人死血脈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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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천(天)에 귀속하며,정기(精氣)가 몸에 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 어떤 물건이 있다하여,그 물건의 속성과 물건을 둘러

주머니의 속성이 같다 볼 수는 없다(fallacyofdivision).하물며 이미 이름

자체에서 정신 인 작용을 담당하며 인간 생명의 근원인 ‘정기(精氣)’마

도,정신 인 속성이 배제된 채 ‘물질’인 속성이라 어 정의할 수 있겠

는가? 특히 ‘오상의 기’에서 말하는 오상(五常),즉 인․의․ ․지․신

(仁․義․禮․智․信)은 실체라기보다는 념에 가까울 뿐이다.왕충은「訂

鬼」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음양기(陰陽氣)이다.음기는 와 살이 되고,

양기는 정(精)과 신(神)이 된다.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음양기가 구비

되어야 하며, 와 살을 단단하게 하고,정기를 융성하게 한다.정기는 앎이

되고 골육은 강해진다면 정신과 말은 담백해지고 형체는 분명해진다.105)

왕충은 양기의 경우는 주로 정신을 담당한다 하여,기에도 정신 인 속

성이 있음을 주지하 다.따라서 우리는 왕충의 기는 만물의 속성 ‘정

신’이나 ‘지력’도 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馮友蘭은 왕충이 ‘인지기

(仁之氣)’,‘용지기(勇之氣)’,‘화기(和氣)’를 이야기했으므로,기 개념은 순

히 물질 개념의 것이 아님을 주지한다.106)마찬가지로 金春峰은 ‘오상의

기[五常之氣]’나 ‘선기(善氣)’,‘악기(惡氣),‘인지기’를 제시하면서,왕충의 기

개념은 오로지 물질의 일종뿐만 아니라 정신의 기원과 작용을 담당한다고

지 한다.107)

물론 祝瑞開는 왕충이 총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오상의 기’가 유심주의

선험론(唯心主義的 先驗論)에 해당하기 때문에,이는 그의 이론 근거

인 유물론 입장과 상치된다고 주장한다.108)하지만 그러한 모순(矛盾)은

왕충 담론의 내재 결함이 아니라,유심론과 유물론의 패러다임에 천착하

104)  , “人之所以聰明智惠者 以含五常之氣也 五常之氣所以在人者 以五藏在形中也”

105) 『論衡』, 「訂鬼」, “夫人所以生者 陰陽氣也 陰氣主為骨肉 陽氣主為精神 人之生也 陰陽氣具 故

骨肉堅 精氣盛 精氣為知 骨肉為強 故精神言談 形體固守”

106) 馮友蘭(1984),『中國哲學史新編 第三冊』, 北京 : 人民出版社, 277쪽.

107) 金春峰(1987),『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81쪽.

108) 祝瑞開(1989),『兩漢思想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10~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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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군 (兩軍 戰)109)에 고군분투하는 후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것이며,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 하겠다.

기를 물질이라고 해석하는 근 방식은 ‘물질’과 ‘기’에 한 개념 의미

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하다.왜냐하면 우리가 주지하는 ‘물질(matter)’개념

은 무엇인가?물질은 ‘에 지’와 ‘힘의 원천’과 '비교'되고,사물의 형식

(formal)이며 만질 수 없는(intangible)부분과 ‘구별’된다.110)그 다면 한다

면 물질을 기로 상정시키게 된다면,물질과 별되는 에 지와 힘을 기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이러다 보니 물질 인 의미에서 기 개념을 고수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정신 ‧무형 속성을 가지고 있는 왕충의 기 개념을 포

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많은 학자들은 그의 기 개념을 과도하게 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의 사상을 ‘기 일원론(氣 一元論)’이라 언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주지하다

시피 ‘일원론(一元論,monism)’은 세계(세상)를 단 한 가지의 속성으로만

풀이하려는 것을 말한다. 컨 祝瑞開는 “왕충의 철학은 형신이론(形神

理論)상에 있지만 기의 일원론을 결성하 다.”111)라고 하거나,任繼愈는

“그의 기 학설은 만물생성,운동변화,멸망과 변화,각종 자연 상을 해석

하여 선진(先秦)이래 가장 체계 인 기 일원론을 형성하 다.”112)라고 설

명한다.따라서 의 논자들이 말하는 ‘기 일원론’이라 함은 세계의 연원을

기로 보며 모든 상을 기로 풀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주장의

논리 근거는 에서 살펴보았듯이 張立文 등이 주장하는 ‘원기 본원

론’113)에 있다.모든 우주의 만물이 원기(元氣)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은 곧

천지만물이 기(氣)로 인해 형성·구성되었다는 주장과 같고,따라서 세계 그

자체를 오로지 기로만 일원론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왕충의 기론을 “우주론을 기 개념으로만 해석하 다.”혹은 “우

109) ( 심 )에 한  쟁  컫는 것 , 계 쟁과 사상   강 하

는 마 크스  철학  말한다.

110) Paul Edwards(ed.) (1978),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5,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p.213.

111) 祝瑞開(1989),『兩漢思想史』,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312~313쪽.

112) 任繼愈(1985),『中國哲學發展史 秦漢』, 北京: 人民出版社, 521쪽.

113) 張立文(1990),『氣』,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빈  역(2004),『  철학』, 울: 

원,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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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원은 기이다.”라고 해석하는 기 일원론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왕

충은 기에 해 시한 것은 맞지만,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기를 삼은

것은 아니다.연구자는 기 일원론자의 주장을 반증하기 해서, 상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천’개념에 해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앞에서도

주지하 지만 ‘천(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왕충은 「談天」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은 기인가?체인가?만약 기라고 하면 구름이나 연기와 다르지 않을 것

이다.114)

유자(儒 )는 하늘이 기라고 말한다.(……)(그러나)천은 체이지,기가 아

니다.115)

기는 천에 내재한다.116)그런데 이 때 기가 천에 내재한다 하여 기와 천

두 개념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왕충의 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한

세계(世界)로, 의 문장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기(氣)와 구별된다.왕충은

천은 기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천이 기라 한다면 구름이나 연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하늘은 실제로 기가 아닌 체(體)라고 주장한다.이러한

논 들은 천과 기는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즉 기

와 천은 상호의존 인 특성을 갖긴 하지만,더불어 개념 으로는 상호독립

개념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왕충의 우주론을 기로 해석하고자 하는

주장은 그 세계 자체가 기가 아니라는 왕충의 서술 앞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는다. 한 왕충은 「奇怪」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풀,새,흙은 모두 물체이지 기가 아니다.117)

이 귀 역시 체(體)와 기(氣)를 엄 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보인다.인간

114) 『論衡』, ｢談天｣, “且夫天者 氣邪 體也 如氣乎 雲煙無異”

115)  , “儒者曰 天氣也 (……) 天 體 非氣也”

116)  책, 「談天」, “天地含氣”

117)  책, 「奇怪」, “且夫薏苡 草也 燕卵 鳥也 大人跡 土也 三者皆形 非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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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만물을 기로 인해 생성된 것은 맞다.그러나 논리 으로 만물

이 기 자체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만물이 형성될 때 기의 작

용이 지 했다 해서,만물이 ‘기’로 규정되는 것은 논리 으로 성립하지 않

기 때문이다. 를 들자면 인간이란 물체는,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왕충은 “형체(形),기(氣),성(性)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118)라고 말하고 있는데,이 말은 세 개념[形,氣,性]이 상호 독립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에서 살펴볼 때 기는 하늘과 땅에서 본디

존재하며,119)만물의 형성을 담당할 뿐이다.따라서 기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물의 존재 그 자체를 변할 수는 없다.

기가 천에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원기 개념을 통해

서 왕충이 기 일원론자임을 논구하는 것은 무색해지게 된다.그 원기의 존

재 역시 단순히 만물화생을 담당하는 기의 일종에 불과할 뿐이고,그것은

무 작용의 시발 에 불과한 것이다.더불어 원기 역시 천지에 내재되

그 역할만 담당할 뿐이다.그 기 때문에 周桂鈿은 “원기는 천지의 정미한

것이다.”120)라는 구 을 인용하여 “원기는 천지의 기 의 비교 정미한

기 일종이다.”121)라고 주장한다.122)

의 논의를 종합하자면,왕충은 세계,즉 천을 기로 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 천 안에 있는 많은 사물들도 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 다.周桂鈿은

“왕충이 많은 사물이 기가 아니며,기에 의해 생성되었다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우리는 그를 기 일원론자라고 설명하기 어렵다.”123)고 지 한다.기론

사유는 왕충 사상의 기 이긴 하지만,그의 철학은 다층 이고 층

인 특성을 갖고 있다.그 기에 그의 기론 사유를 과 하게 해석하여 그

의 세계 모두가 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온당치 않다.

118)  책, 「無形」, “形氣性 天也”

119) 李维武(2001), 『王充與中国文化』, 贵州: 贵州人民出版社, 56쪽.

120) 『論衡』, 「四諱」, “元氣 天地之精微也”

121)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51쪽. 

122) 원 가 우주  근원 라는 에  생각한다  원 는 당연  미한 여  할 것 다. 

라  원 가 단순  미한  통 한다는 周桂鈿  주 ,   원 가 니라는 주

 하는  ‘ 차  거’에 과하다. 그러  ‘원 ’가 체  엇  지 하는지 천

착하지 도 천 개 , 천과  계만 헤  보 도 우리는   원  주  펼

지  수 할 수 다.

123)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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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왕충의 인성론

1.인간의 본성에 한 이해

왕충의 인성론은 그의 기론 사유에 기 를 두고 있다.인간 역시 하늘

로부터 기를 받는 데,이는 기의 품수 받는 정도에 따라 세 개의 등 으로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더불어 왕충의 인성론의 특색은 유선유악 인

간 을 내세우면서,기존의 인성론을 종합했다는 이다.

(1)기의 품수

주지한 것과 같이 왕충은 하늘이 움직이면,기가 베풀어져서 만물이 생

겨난다 보았다.그런데 왕충은 “사람 역시 ‘만물[物]’에 속하며,사람의 본

성은 만물의 성과 다르지 않다.”124)고 보았다.따라서 이러한 논리 로라면

만물이 하늘의 기 작용에 의해서 향을 받는 만큼,당연히 사람의 본성

역시 기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왕충은『論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천지의 기가 합해짐에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부부의 기가 합쳐져서 자식

이 거기에 우연스럽게 낳게 되었다.부부가 기를 합하는 것은 때에 따라 맞추

어 자식을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정욕이 움직여 합해지고 합해져서 아이

를 낳는 것뿐이다.(……)기 때문에 창생하게 되었다.125)

왕충은 인간의 탄생이 ‘하늘이 갖는 운동’에 의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정욕도 기의 일종이기에,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천이

내포하고 있는 ‘기’로 의해 연원한 것이다.이런 이유 때문에 徐復觀은 왕

충의 인성론을 가리켜 ‘유기 인성론(唯氣的 人性論)’이라 칭한다.126)이는

124) 『論衡』, 「道虛」, “夫人 物也 (……) 性不異於物”

125)  책, 「物勢」, “夫天地合氣 人偶自生也 猶夫婦合氣 子則自生也 夫婦合氣 非當時欲得生子 

情欲動而合 合而生子矣 (……) 因氣而生”

126) 徐復觀(1976),『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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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그의 기론 사

유가 세계의 운동질서를 설명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 설명

하데 활용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왕충은 인간의 인성의 연원에 해 다

음의 문장과 같이 설명하는데

사람의 본성과 오상의 기(氣)는 천지에서 받았다.127)

사람은 하늘에서 원기를 받고 제각기 수명을 받아 크고 작은 형체를 지닌

다.128)

왕충은 문장에서 사람의 본성과 기(氣)가 천지에서 품수되었음을 언

명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는 천지의 속성이 ‘무 자연(無爲自然)’이었음을

고려한다면,천지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이어지는 품수 과정 역시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각 개인에게 품수된 인

성은 하늘의 ‘유목 인’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오로지 하늘의 자연스러

운 운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기의 품수 과정의 자연스러움은 성인에

게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모두 아비의 기를 받지 다른 데서 기를 취하지 않는다.만일 따로 기를 받

은 자가 성인이 된다고 한다면 설(禼)과 후직(后稷)은 성인이 아니지 않는가?

성인이 모두 (다른 곳에서)품수 받아야 한다면 열 두 성인은 모두 그 지 않

았다.황제(黃帝),제곡(帝嚳),제순(帝顓)의 어머니가 어느 곳에서 기를 받았

던가?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공자(孔子)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무

엇을 삼키고 교감했던가?129)

문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비의 기를 받지 그 외의 다른 곳에서 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부부의 기 역시 결국 천지의 기에 의한 것이기 때

127) 『論衡』, 「本性」, “稟天地之性，懷五常之氣”

128)  책, 「無形」, “人稟元氣於天 各受壽夭之命 以立長短之形”

129)  책, 「奇怪」, “皆因父氣 不更稟取 如更稟者為聖禼后稷不聖 如聖人皆當更稟 十二聖不皆然

也 黃帝帝嚳帝顓頊帝舜之母 何所受氣 文王武王周公孔子之母 何所感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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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여기에서 말하는 아비의 기는 천지의 기에 종속되는 개념이다.이 때

천이 무의지 존재임을 제한다면,우리는 인간의 탄생이 천지의 기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언명은 천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의도 으로 ‘특수한’기

를 내린다는 것이 아님을 직견 으로 악할 수 있다.그 기 때문에 성인

이라고 해서 하늘이 그들에게 의도 으로 기를 품수하지도 않고,그 성인

의 기가 하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다.따라서 왕충은 성

인의 본성 역시 기의 작용으로 이루어졌음을 논구함으로써,성인에 한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본성 역시 기의 작용이라는 왕충의 주장은 크게 2가지의 효

과를 리고 있는 셈이다.첫째는,그의 세계 과 인성론이 논리 으로 조

응하고 있다.그가 무 자연론과 기론 사유를 통해서 세계를 설명했는데,

그 세계의 부분자(部分 )인 인간에 한 설명 역시 그 세계 의 질서에

맞추어 연역되어야 한다.왕충은 인간의 본성을 기론 사유로 풀어냄으로

자신의 담론이 갖는 체계성과 조응성을 완비했다.둘째는,당시 성인에

한 탄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기괴한 이야기가 유행할 때130)왕충은 그것

을 비 하고 있는 셈이다.성인의 본성 역시 하늘의 무목 인 결과임을

논구하는 은 어느 구나 형태 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특정인이라 해서

하늘이 ‘의도 으로’정미한 기를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2)유선유악 성(性)

왕충 인성론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이 유선유악하다는 을 내세우고 있

다.특히나 「率性」 편에서는 언 되는 짤막한 귀는,왕충 인성론의

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나)

품수 받은 기가 두텁고 얕아서 본성에는 선과 악이 있다.131)

(가)

130) 에 해 는 「奇怪」편  참고하라.

131)  책, 「氣壽」, “稟氣有厚泊 故性有善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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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가)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기와 인간 본성은 매우 한 련이

있다.다만「無形」편에 따르면 “형체(形),기(氣),성(性)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132)라고 언 되어 있는데,왕충이 기(氣)와 성(性)의 연원을 각기

하늘에 두었으므로,서로의 계를 상호 독립 으로 바라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그 연원에 있어 상호독립 일 뿐이지,어느 일방이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성을 비롯하여 명(命),형체(體)에도 기

가 향을 미친다는 명제는,기가 사람을 낳게 만든다는 왕충의 기본 인

명제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다.따라서 (가)문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기의

정조후박(精粗厚薄)으로 인간 본성이 결정된다는 이다.133)이는 기론

사유가 인간의 본성론에도 향을 것이다.

(나)문장에서는,왕충이 유선유악(有善有惡) 인간 을 천명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기에 의해 향을 받고,그 기는 무 작용에 의하니 각

개인이 품수 받는 본성이 같을 수는 없다.이는 마치 “술의 묽고 진함이

룩의 많고 음에 의해 결정되고134)”,“옥이 돌에서 생길 때 순수한 것과

얼룩이 있는 것135)”과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차이는 결국 왕충이 말하고자

하는 유선유악 인간 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할 수도 있으며

악할 수도 있음을 표지한다.‘유선유악’이란 표 은『論衡』에서 5번 등장

하는데,이를 추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본성을 논하자면,정히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136)

사람의 인성을 유선유악하다고 가정해보자.이것은 마치 땅이 높기거나 낮

기도 한 것과 같다.137)

그의 유선유악 인간 은「本性」편에서도 언 하고 있듯138),춘추시

132)  책, 「無形」, “形氣性 天也”

133) 張立文(1990),『氣』,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빈  역(2004),『  철학』, 울: 

원, 117쪽.

134) 『論衡』,「率性」, “論人之性 定有善有惡 是故酒之泊厚 同一麴孽 人之善惡”

135)  책,「本性」, “玉生於石 有純有駮”

136)  책,「率性」, “論人之性，定有善有惡”

137)  , “使人之性有善有惡，彼地有高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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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精)․후(厚) 선(善)

천(天) 기(氣) 유선유악

조(粗)․박(薄) 악(惡)

그림 1. 유선유악적 인성론의 개

주(周)139)나라 세석(世碩)의 인성론에 향을 받은 것이다.왕충 인성론의

궁극 요(大要)는 인간의 본성이 으로 기에 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인간의 본성도 ‘결정(決定)’된다는 것이다.이러

한 본성은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도 향을 미치는데,왕충은 「氣壽」편에

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품수 받은 기가 건실하면 신체가 강하고,신체가 건강하면 수명이 길다.기

가 박약하면 그 몸도 약하니,몸이 약하면 명도 짧고,명이 짧으니 병이 많이

오래 살지 못한다.140)

품수 받은 기는,신체도 결정짓기 때문에 이 신체는 자연스럽게 그 수명

까지도 결정짓는다.물론 왕충의 인성론에서 말하는 성(性)이 ‘심성(心性)’

을 가리키기 보다는 ‘재성(才性)’을 가리키는 것이 기본 인 이기 때

문141)에 ‘유선유악’의 개념은 신체 수 이나 재능의 좋고 나쁨까지도 포

하게 된다.이러한 왕충의 유선유악 인간 의 종지는 결국 인간 본성

에서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타진한다는 이다.무릇 사람이라면 그 본

성이 모두 같을 수는 없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이다.이러한 유선유악

인간 을 도식으로 표 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138)  책,「本性」, “周人世碩以為人性有善有惡 舉人之善性 養而致之則善長 性惡 養而致之則惡長 

如此 則性各有陰陽 善惡在所養焉 故世子作養書一篇 密子賤 漆雕開 公孫尼子之徒 亦論情性 與世子

相出入 皆言性有善有惡”

139)  주말(周末)~ 시 에 산 것  보 , 그래  그  진(陳) 라 사람 라고도 한다.

140)  책, 「氣壽」, “夫稟氣渥則其體彊 體彊則其命長 氣薄則其體弱 體弱則命短 命短則多病壽短”

141) 勞思光(1984),『新編 中國哲學史』, 臺北: 三民書局, 재 역(1987),『 철학사 한당편』, 

울: 탐 당,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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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지만,인간의 본성을 유선유악하다고 본 것은 궁극 으로

기의 운동의 의지 이거나 유목 이지 않기 때문이다.기의 무 성격

은 모든 사람에게 본성을 균일하게 품수해 수도 없으며,그 다고 어떤

이에게 의도 으로 좋은 본성을 혹은 나쁜 본성을 품수하지 않는다.하지

만 도가 어떤 곳은 더욱 헤치고,어떤 곳은 덜 헤치듯이 인간의 본

성 역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따라서 가 좋고 나쁜 본성을 갖는지는,

오로지 우연[遇]에 불과할 뿐이다.

(3)왕충의 기존 인성론에 한 평가

왕충의 인성론이 다른 인성론과 어떤 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왕충이 선 의 인성론에 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왕충이「本性」편에서 세석(世碩)·맹자(孟子)·고자(告子)

·순자(荀子)·육가(陸賈)·동 서(董仲舒)·유자정(劉子政)의 인성론을

자신의 유선유악 인간 에 입각하여 평가를 내리는 바,이를 살펴본다면

그의 인성론이 다른 인성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본 에서는 맹자,고자,순자,동 서의 인성론에 한 왕충의 평을

살펴보도록 한다.다음은 맹자(孟子)의 인성론에 한 왕충의 평(評)이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어릴 때에는 불선하지 않을 수 없다.(……)주

(紂)의 악함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고,사아(食我)의 난은 그의 울음소리에서

부터 그 징조가 보 다.막 태어난 갓난아이는 사물과 하지 않았는데,

가 나쁜 짓을 한 것인가?(……)더불어 맹자는 사람의 동자를 보고 그 사

람을 찰하는데,마음이 깨끗하면 동자가 맑고 마음이 혼탁하면 동자가

흐릿하다고 했다142).사람은 날 때부터 이 흐릿하거나 맑다.그것은 하늘에

서 품수 받은 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어릴 때는 맑다가 성장하여 사물과

해서 동자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성은 원래 자연 인 것이며 선악은

원래 받은 것이다.맹자의 성정(性情)에 한 말은 실제와 맞지 않다.143)

142) 『孟子』, 「離婁上」, “孟子曰 存乎人者 莫良於眸子 眸子不能掩其惡 胸中正 則眸子瞭焉 胸中不

正 則眸子眊焉 聽其言也 觀其眸子 人焉廋哉”

143)『論衡』, 「本性」, “若孟子之言 人幼小之時 無有不善也 (……)紂之惡 在孩子之時 食我之亂 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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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충이 맹자의 인성론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한 논의144)를 차치하

더라도,우리는 왕충의 기존 인성론에 한 평가에서 왕충 인성론의 특성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왕충은 인간의 선함이 태 에서부터 있어왔

고,그 선함이 외물(外物)의 을 통해서 잃게 된다는 맹자의 성론을 반

박한다.이를 통해 왕충이 맹자의 인성론을 공박하면서 자신의 인성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이 논증방식은 실증 인 형태를 띠고 있다.

왕충은 “인간의 본성이 순선하다.”는 맹자의 주장145)은 실제와 맞지 않다

고 주장한다.역사 인 기록에 어린 아이도 악하다는 주장이 있는데,맹자

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설명할 방식이 없어진다.왜냐하면 맹자는 순선하

지 못함은 ‘외물에 미혹해서 교란된 결과’146)이라는 바,아직 외물의

이 이루어지지 못한 어린 아이가 불선하다는 지 에 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게 된다.왕충은 인간 본성이 순선(純善)하다는 주장에 해,보다 실

증 인 방법으로 의구심을 가졌다.

맹자의 인성론에서 차 외물과 하면서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데,

始生之聲 孩子始生 未與物接 誰令悖者 (……) 且孟子相人以眸子焉 心清而眸子瞭 心濁而眸子眊 人

生目輒眊瞭 眊瞭稟之於天 不同氣也 非幼小之時瞭 長大與人接乃更眊也 性本自然 善惡有質 孟子之

言情性 未為實也”

144) 勞思光(1984, 재 역, 1987:169)  “  근본  사실(事實) 미  ‘ ’  지니고, 

맹   해했  에 처  맹  해했다고 지 한다.” 러한 주  Roger T. 

Ames(1991)가 (人性)  'human nature'  역하는  주 하여  한다고 말하는 것과 

식  사하다. 맹 는 사단(四端)  간  할 수 는 ‘근거’ , 라  간  극

 복 (復性)해  한다고 주 한다. 그 에 맹 가 말하는 ‘ ’  사실 한 향  가는 

지향  한다. 냐하  맹   ‘태어  그  상태’  (性)  들 는 

것  니라 ‘ 수(禽獸)  별 는 간 고  도  특징’에 주 하  다. 러한 주

에 해 연 가 하지 는 는 니지만, 그러  맹   개  술(記述)   

했다는 주  하는 것  결  니다. 컨  맹 는 능(良能)과 지(良知) 개  통

해, 간  ‘태 ’  수  별 는 도  격  가지고 다고 주 한다. 컨  맹 는 

“어린  도, 그 어  사랑함  지 못함  없고, 그 라는 에 러 는, 그 

 공경함  지 못함  없다.(『孟子』, 「盡心上」,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者 及其長也 無不

知敬其兄也”)”라고 말한다. 한 『孟子』에  드러  (性)에 한 맹  고  변에 , 맹

 고 는 태어났   상태 그 체  (性)에 해 격 한 쟁  다. 맹  

에  ‘복 (復性)’  개  매우 하겠 , 그 다고 하여 맹   개 에  ‘태어났  

 그 체’   도 시한 것  니다. 그  에 勞思光   맹  본  

 해하지 못했다는 것    과도한  다. 

145) 맹    근거가 ‘심 ’ 라는 한 주  徐復觀(1969) 『中國人性論史·先

秦篇』  6  3  통해 시하 다. 한 병  생도 강  통해 맹   본 는 심

(心善論)에 가 다고 하 다.

146)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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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맹자가 마음이 혼탁해지면 그 혼탁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외물

과 가장 먼 하는) 동자라고 말한다.그러나 왕충은 인간의 동자

가 태어났을 때부터 맑기도 하며 흐릿하기도 해 동자로 선악을 가름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이를 통해 왕충은 맹자처럼 악의 근원을 외물에 두는

것을 반 하고,인간의 탄생시 부터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다.

왕충의 유선유악 인성론에 의하면,이미 맹자의 인성론은 잘못된 것으

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왕충은 인간의 본성이 자연 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 ‘자연스러운 것’은,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지 않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다시 말해서 왕충의 입장에서 인간

의 본성을 선과 악이라는 방향으로 ‘이미’규정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연

원인 ‘기의 무 자연(無爲自然)’에 해 모르는 것이다.그 기 때문에 맹자

의 인성론은 ‘선함’이란 일방에 편향된 것으로 왕충의 인성론 체계에서

정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맹자의 인성론과 마찬가지로 순자(荀子)의 인성론도 유선유악

인성론에서 정되기 어려웠다. 컨 왕충은 순자의 인성론에 해 다음

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경(순자)의 말 로라면 사람이 어릴 때는 선하지 않다고 한다.직(稷)은

어릴 때 나무를 심으면서 놀았고,공자는 걸을 수 있게 되자 제기를 갖고 놀

았다.돌은 생길 때부터 견고하며,난 는 나면서부터 향기가 난다.태어날 때

선한 기를 받아 선한 사람이 된다.직은 어릴 때 나무를 심어 사마(司馬)가

되었다.공자는 제기를 가지고 놀아서 주나라의 스승이 되었다.난 와 돌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견고하고 향기가 난다.순자의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

다.147)

맹자의 인성론에 한 반증의 형식과 유사하게,순자의 인성론에 해서

도 공박한다.맹자의 인성론에 해서 어린 아이도 악한 성정을 보이기도

147) 『論衡』, 「本性」, “若孫卿之言 人幼小無有善也 稷為兒 以種樹為戲 孔子能行 以俎豆為弄 石生

而堅 蘭生而香 稟善氣 長大就成 故種樹之戲 為唐司馬 俎豆之弄 為周聖師 稟蘭石之性 故有堅香之

驗 夫孫卿之言 未為得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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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을 통해 맹자의 인성론이 실과 다름을 논구하 다.순자의 인

성론을 비 할 때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박한다.왕충은 순자의 인성론

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 모두 악한 성품을 타고 난다고 보았다.하지

만 그는 후직(后稷)과 공자(孔子)의 어린 시 을 언 하면서,어린 시기에

도 악한 마음이 없이 선한 성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언 한다.왕충은

선한 어린아이도 분명 있기에 순자의 성악설이 틀렸다고 주장한다.그 기

때문에 왕충에게 있어서 순자의 인성론 역시 맹자의 인성론과 마찬가지로

단편 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다음은 성무선악설(性無善惡論)을 내세웠던 고자(告子)의 성론에

한 왕충의 평이다.

고자의 말은 사람의 본성이 물과 같다고 한다.가령 본성이 물과 같다고 한

다면, 은 에서 나오고 나무는 나무에서 나온다.사람이 선한 것은 선한 품

성에서 나오고 악한 것도 악한 품성에서 나온다.(사람이)천연의 성품을 품

수 받을 때 순박한 본질을 받는다.따라서 태어날 때 선악의 기미를 살펴볼

수 있다.148)

고자의 인성론은 선악 개념이 궁극 으로 인간의 탄생 이후에 의도 으

로 결정된다는 을 드러내고 있다.“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인의를 행하는

것은 땅버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149)라는 고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본성은 그 자체의 ‘태어난 상태[生]’를 일컬을 뿐150)이

다.따라서 고자에게 있어서 선악(善惡)이라는 도덕 념은 인간의 사변

결과에서 구별되는 것으로,인간 본성 그 자체와는 무 한 것이다.

왕충이 고자의 인성론을 공박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로 나

수 있다.첫째는,인성을 품수 받을 때는 천연의 상태라 하지만 그것은 이

미 그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다시 말하자면 고자가 사람의 성품이

물과 같다고 하는데,이미 물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규정

148) 『論衡』, 「本性」, “夫告子之言 謂人之性與水同也 使性若水 可以水喻性 猶金之為金 木之為木

也 人善因善 惡亦因惡 初稟天然 受純壹之質 故生而兆見 善惡可察”

149) 『孟子』, 「告子上」, “以人性為仁義 猶以杞柳為桮棬”

150)  , “告子曰 生之謂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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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왕충은 “ 이기에 이 되

며,나무이기에 나무가 되기 때문이다.”151)라고 말한다.그 기 때문에 고

자가 인간 본성을 규정하지 않기 해서 인간의 본성이 흐르는 물이라고

비유하 을지라도,그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효과 으로 드러

낼 수 는 없다.

둘째는,최고의 선과 최고의 악[極善極惡]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할 방식

이 없기 때문이다.왕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고자가 물길을 트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인(中人)의 본성을 말할 뿐이다.

가장 선한 본성이나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치 않는다.(……)성

에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성인에 의해 교화가 이루어지더라

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152)

더불어 왕충은 공자가 “최상의 지혜와 최하의 우둔함은 변하지 않는다.”

라 말한 것153)을 인용하여,고자가 보통 사람의 성이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은 오직 일반 인 사람[中人]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며 태 에서

부터 최고의 선과 최하의 우둔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방식이 없다

고 주장한다.그런데 고자의 진의(眞意)는 선악 개념이 본성 이후의 후천

개념이기 때문에 본성에서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뿐이다.

이 에서 왕충은 일반 인 사람들의 본성에서 선악이 두드러지지 않기에

이를 별하기 어렵다고 말함으로 고자의 인성론을 곡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성을 선악의 개념으로 별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왕충의 비 을

재검토해본다면 왕충의 오해는 ‘부분 문제’에 불과하다.왜냐하면 발생학

[천부] 으로 선하거나 악한 품성을 가졌거나 총명하거나 우둔한 품성을

가진 것을 ‘사실’로써 받아들인다면,왕충은 선악을 후천 문제로 바라본

고자의 인성론에 해 공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동 서의 인성론에 해 왕충이 평한 것이다.

151)『論衡』, 「本性」, “猶金之為金 木之為木也”

152)  책, 「本性」, “告子之以決水喻者 徒謂中人 不指極善極惡也 (……) 性有善不善 聖化賢教 

不能復移易也”

153)  , “故孔子曰 惟上智與下愚不移 性有善不善 聖化賢教 不能復移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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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의 말에 따르면 맹자는 양(陽)을 보았고,순자는 음(陰)을 본 셈이다.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괜찮다.그러나 사람의 성정에는 선

도 있고 악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사람의 성정은

모두 음양에서 생기며,음양에서 생긴 것에는 두텁고 얇은 정도의 차이가 있

다.옥은 도에서 생긴 것인데 순수한 것과 잡박한 것이 있다.성정은 음양에

서 생긴 것인데,어떻게 해서 순선하기만 하겠는가?동 서의 말은 사실과 맞

지 않다.154)

동 서의 인성론은,인간이 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성[性]을 제하

면서 악의 근원을 ‘정(情)’에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동 서는 양(陽)을

음(陰) 에 배속하여,성은 양에서 나온 것이며 정은 음에서 나온 것이라

보았다.그리고 그는 성은 선한 단서[善端]이며,정은 악한 단서[惡端]로 보

는 이 특징이다.이러한 성과 정의 이원 계는,왕충의 인성론과 유사

하게 선함과 악함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에서 외견상 비슷한 측면이 있

다.그러나 발생학 으로 왕충의 인성론은 이미 선악이 구별된다는 것이지

만,동 서의 인성론은 선악의 가능성만 담지 하는 에서 차이가 있다.

왕충은 동 서가 선함을 양에,악함을 음에 비하는 음양에 의해 인성

이 결정된다는 동 서의 논의에 반 하고 있다.동 서의 양존음비론(陽

陰卑論)에 따라 선악이 구별된다는 논의와는 달리,왕충은 선악의 발생은

으로 음양에서 품수되는 기의 ‘정조후박(精粗厚薄)’에 의한 것이라 보

았다.이러한 기의 후박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는 논의는 ‘소박한 결정론’

에 입장론에 서있다고 평가되지만155)양과 음의 개념을 선악에 직결시키는

동 서 식의 인성론에 비해서는 훨씬 진보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선

과 악의 문제를 음양의 분명한 립 구도와 결부시키는 동 서의 인성론

에 비해 기론 사유 아래 본성을 기의 자연 운동의 결과라 인식하는 왕

충의 인성론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154)  , “若仲舒之言 謂孟子見其陽 孫卿見其陰也 處二家各有見 可也 不處人情性情性有善有惡 

未也 夫人情性 同生於陰陽 其生於陰陽 有渥有泊 玉生於石 有純有駮 情性於陰陽 安能純善 仲舒之

言 未能得實”

155) 병 (2002),「   특징과 」,『 학 연 』, 한 어 학  학 합연

 과학연 , 7,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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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삼품론

왕충은 자신의 유선유악 인성론을 입론하면서,기존의 인성론을 종합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왕충의 성 삼품론(性 三品論)은 특정한 인간 군

상에 합한 기존의 인성론을 취사선택해서,하나의 인성론으로 혼합하고

있다. 컨 맹자,고자,순자의 이론을 공박한 후에 왕충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데,

하지만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한 살 된 아이는 다투

는 마음이 없지만,성장하면서 사사로운 이치와 색정에 물들어 마음이 험해지

고 행동이 그릇되기 때문이다.156)

고자가 물길을 트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인을 말할 뿐이며,극선하고 극

악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공자가 말 하시길 “사람의 본성은 서로 가까우

나 학습에 의해 멀어지게 된다.”고 하셨다. 인의 성은 ‘학습’에 달린 것이다.

선을 익히면 선하게 되고,악을 익히게 되면 악하게 된다.157)

본성이 악하다는 (순자의)말에도 일리는 있다.한 살 된 아이는 남을 헤아

리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서 먹을 것을 보면 울면서라도 먹으려 하며,좋은

것을 보면 울면서라도 갖고 놀려고 한다.158)

왕충은 많은 학자들이 성정에 해 논한 것은 개 단편 이라고 생각했

다.자기 자신이 삼고 있는 유선유악 인간 은,논리 으로 인간 본성이

선하거나,혹은 악하거나 혹은 그 둘 간의 분별이 안 된다는 주장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왜냐하면 왕충이 말하고 있는 인간

본성은 기의 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possibility)이

156)『論衡』, 「本性」, “然而性善之論 一歲嬰兒 無爭奪之心 長大之後 或漸利色 狂心悖行 由此生也”

157)  , “告子之以決水喻 徒謂中人 不指極善極惡也 孔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夫中人之性 在

所習焉 習善而為善 習惡而為惡也 至於極善極惡 非復在習 故孔子曰 惟上智與下愚不移 性有善不善 

聖化賢教 不能復移易也”

158)  , “然而性惡之言 有緣也 一歲嬰兒 無推讓之心 見食 號欲食之 睹好 啼欲玩之 長大之後 

禁情割欲 勉厲為善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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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선함,악함,분별되지 않음(혼합됨)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열린 특성

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왕충은 기존의 인성론의 체 내용을 으로 부

정하는 것이 아니라,그 담론의 일정부분은 일리가 있다159)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인성론이 ‘부분’에만 천착했다는 생각에 따라 왕충은 기존의

인성론을 ‘변증법(辨證法)’으로 종합하고 있다.그것은 바로 ‘성 삼품론

(性 三品論)’인데,왕충은 본성 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나는 맹자가 말한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인 이상을 말

하고,순자가 말한 사람이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인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양웅이 사람 본성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인을 일컫는 것

이다.160)

왕충은 인간의 본성을 삼등분하여,극선- 인-극악(極善-中人-極惡)으로

구별하고 있다.그리고 왕충은 맹자의 성선설,양웅의 선악혼재설,순자의

성악설에서 제시하는 인간 군상을 자신의 극선- 인-극악과 연결시키고

있다.이러한 삼품의 구조는,인간의 성품이 기의 정조후박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이며 마치 “구주(九州)의 땅의 성질도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는 바,

고 붉고 검은 차이가 있고,비옥한 정도에 상· ·하의 차이가 있는

것”161)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이한 은 인의 군상인데,왕충이 고자의 성무선악설을 논하면

서 “고자가 물길을 트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인을 말한다.”162)라고 말한

바 있다.그런데 왕충은 인의 군상을 논할 때는,고자의 성무선악설 신

159) 그런  맹  순  에 한 평(각주 155  157)  다시 살펴보 . 맹   

  하는 근거  “ 는 다 는 마  없다.”고 지 하고, 순    

하는 근거 는 “ 들  사 하는 마  없고 다.”고 지 한다. 러한  첨

평  다  란스러운  다. 그 다  어린   습에 해  고  

 웅  재   득  는 것  닐 ? 사실   간  

한 개체 간  에 차 가  하  한 것 었는 , 맹순(孟旬)   평하 는 

라는 ‘한 집단  ’  하  보니 런 순  생하게 었다.

160)『論衡』, 「本性」, “余固以孟軻言人性善者 中人以上者也 孫卿言人性惡者 中人以下者也 楊雄言

人性善惡混者 中人也”

161)  , “九州田土之性 善惡不均 故有黃赤黑之別 上中下之差”

162)  , “告子之以決水喻者 徒謂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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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웅의 선악혼재설을 채택하고 있는 이 특징이다.고자는 인간 본성

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고 본 반면에 양웅은 선과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왕충이 말하는 인 개념으로는 양웅의 인성론이 더 합했

을 것이다.

왕충의 성 삼품론을 도식으로 설명하자면,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기의

정조후박

극선 맹자의 성선설

성

삼품설
인

고자의 성무선악설

양웅의 선악혼재설

극악 순자의 성악설

그림 2. 성 삼품론의 조

기의 정조후박으로 인해서,인간 본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그리고

그것은 상 으로 사람들을 ‘극선- 인-극악’이라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기제가 된다.그런데 이러한 상을 보고 맹자는 극선한 사람들의 본성에,

양웅(와 양웅)은 인의 본성에,순자는 극악한 사람들의 본성에 주목했을

뿐이다.하지만 왕충이 보기에 그들은 인간의 성정을 제 로 인식하지 못

하고 단편 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왕충은 기론 사유를 기 로

인간의 본성을 포착하려 하고,궁극 으로 선 의 인성론들을 종합하려 한

다.

공자의 “최고의 지혜와 최하의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는다.”163)라는 구

을『論衡』에서 인용하고 있듯 왕충이 주장했던 성 삼품설은 공자에게서

향을 받은 것이다.그리고 성 삼품설은 왕충 이 시기에는 동 서에게

서 두드러지는데,동 서의 성 삼품론은 인간의 군상을 성인(成人)- 민(中

163)『論語』, 「陽貨」, “唯上知與下愚不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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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두소(斗筲)로 구별하고 있다.이 민의 성만을 오로지 인간의 본성

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164)동 서의 성인과 두소의 군상이 맹자나

순자의 주장을 받아들 다는 165)에서는 왕충의 성 삼품론과 유사한 이

있다.그러나 동 서의 성 삼품론이 오직 민에 해서만 을 두며 성

정을 각각 선악의 구도로 배치하는 은,왕충의 성 삼품론과는 상이한

이다.

왕충 이후의 성 삼품설은 후한 시기의 순열(荀悅)과 당 시기의 한유(韓

愈)등에게 확인할 수 있다.순열의 성 삼품론은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을

자신의 삼품론 안에 종합하고 있다.그는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선하거

나 악하지 않으며 유선유악하다고 제하면서,동 서 식의 ‘성정’을 선악

의 구도로 배치하는 에 해 부정하 다.166)이러한 순열의 성 삼품론은

왕충의 인성론과 동소이(大同 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 시기 유학자인 한유는 인간 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 나오며,인간의

본성은 상품(上品), 품(中品),하품(下品)으로 나 었다.이 때 상품은 오

직 순선하며, 품은 군자나 소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품은 순악하고 보았다.한유는 오덕(五德,仁·義·禮·智·信)을 인간 본성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컨 그는 상품은 오덕 하나를 이미 통달한 상황

하면서 다른 덕목들도 완숙한 상태이며,하품의 본성은 오덕에서 아 비

껴나간 것으로 보았다.167)더불어 한유의 성 삼품론은 맹자·순자·양웅의 이

론을 종합한 결과인데,이는 왕충의 그것과 동일하다.

성 삼품론이라는 사상 계보는,궁극 으로 공자의 ‘상지하우(上知下愚)’

개념에서 분출하여 동 서,왕충,순열,한유에게 이어져 나갔다.특히 순열

의 성 삼품론은 왕충의 성 삼품론과 동일하고,유학 담론에 근거하고 있

는 한유의 성 삼품론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내용은 왕충의 성 삼품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168)선 의 인성론을 종합하려 한 변증법 원리를 도

164)『春秋繁露』, 「實性」, “聖人之性不可以名性 斗筲之性又不可以名性 中民之性如繭如卵”

165) 병 (2002),「   특징과 」,『 학 연 』, 한 어 학  학 합연

 과학연 , 7, 48쪽.

166) 尤佳·周斌(2010),「三品到九品 承前與启後—荀悦性三品論阐微」,『管子學刊』, 山東理工大學齐

文化研究院, 2010(1), 47쪽.

167) Wing-Tsit Chan(1969),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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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으며,이는 순열는 물론 한유의 성 삼품론에도 발견된다.이러한 을

고려해보면 왕충이야말로 “ 국 역사상 성 삼품설을 가장 명확하게 고안하

여 제출한 사람”169)이란 평가는 매우 자연스럽다.

다만 왕충의 성 삼품설에서 이해할 때 주의해야할 것은,실제 그가 인성

을 정확히 삼등분하여 상· ·하로 나 것은 아니라는 이다.方東美는 인

간본성에 한 도덕 의미만을 강조한 채 성삼품설은 직 인간의 본성을

투시하지 못하고 단지 후천 성격이나 습 같은 것을 고려해 억지로 구

별했다 보는데,이는 지나친 지 이다.170)‘삼품(三品)’에 한 개념은 개념

인 의미에서 명명된 것으로,‘실제 의미’에서 왕충은 인간의 본성을 가

리켜 세 등분으로 나뉜다는 말을 한 은 없다.왕충의 인성론에서 요한

것은 ‘기의 정조후박’에 있기 때문에,인간의 본성이 정확히 삼등분되어 정

형화될 수 도 없을 것이다.그 기 때문에 왕충의 성 삼품론은 인간의 본

성이 어떻게 차등한지를 도식 으로 논구하기 함이다.

한 왕충의 성 삼품론이 고정 인 개념인지에 해 논구할 필요가 있

다.인간의 본성이 나 어지는 것은,인간의 탄생에서 기를 어떻게 품수 받

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천 인 것이다.더불어 왕충은 공자의 “최고

의 지혜와 최하의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는다.”171)라는 구 을 인용하고 있

듯이,인간 본성이 변화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이 게 본다면 왕충은

본성의 고정 불변함을 논구하는 듯하다.하지만 왕충은 인간본성의 변화가

능성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그는 학습에 의해 극 인 본성

변화를 주문하고 있으며,이에 해서는 제 4장인 ‘왕충의 교화론’에서 다

루도록 한다.

168) 劉振維(2009),「論韓愈性三品說在儒學人性論發展史上的蘊義」,『朝陽人文社會學刊』, 朝陽科技

大學朝陽人文社會學刊編輯委員會, 7(2), 311~320쪽. 특    맹  순  에  

천   결 다는 에 하고, 간  연원  에 다는  한  과 

  공 하는 지 라 말한다.

169) 尤佳·周斌(2010),「三品到九品 承前與启後—荀悦性三品論阐微」,『管子學刊』, 山東理工大學齐

文化研究院, 2010(1), 48쪽.

170) 方東美(1980), 『中國人生哲學』, 臺北: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재 역(2004), 『

 보는 삶  계』, 울: 스, 101~102쪽.

171)『論語』, 「陽貨」, “唯上知與下愚不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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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왕충의 명론

(1)명(命)

왕충의 인성론에서 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성(性)이외에 명(命)이라는

개념이다.『論語』에서도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172)라는 구

이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다.”173)라는 구 이 등장하는데,이

때 왕충의 명 개념은 보다 ‘구체 ’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

히나 왕충의 명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데, 컨 왕

충은 『論衡』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명(命)은 태어날 때에 처음 품수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사람이 태어나면

서 성(性)을 받을 때에는 명을 받게 된다.성과 명은 함께 부여받고 동시에

얻는 것이다.174)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원기(元氣)를 품수 받고,제각기 수명을 받는다.(

……)기를 바탕으로 성을 이루며,본성이 이루어지면서 명이 정해진다.175)

부귀의 형상[命]을 품수 받을 때에는,성이 기에 의해 품수되듯이,별들의

정기(精氣)를 받아서 그 다.176)

모든 사람이 명을 받을 때,부모가 기를 베풀 시기에 길흉의 명을 받는

다.177)

왕충은 자신의 명 개념을 기론 사유 아래 풀이하며,명이 정해지는 과

정은 인간의 본성이 형성되는 원리와 유사하다.하늘의 움직임에 기가 베

172)『論語』, 「堯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173)  책, 「顔淵」, “死生有命”  

174)『論衡』, 「初稟」, “命 謂初所稟得而生也 人生受性 則受命矣 性命俱稟 同時並得”

175)  책, 「無形」, “人稟元氣於天 各受壽夭之命 (……) 用氣為性 性成命定”

176)  책, 「命義」, “至於富貴所稟 猶性所稟之氣 得眾星之精”

177)  책, 「命義」, “凡人受命 在父母施氣之時 已得吉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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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져 나오는데,인간 본성이 정해지는 그 때에 명(命)도 함께 형성된다.

한 인간의 탄생의 시 에서 인간은 본성과 함께 명을 품수하게 된다.다시

말해서 인간의 운명[命]178)은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선천 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명 개념은 인간의 본성을 천명에 기 는 유가 통의 명 개

념179)과 상이하다.유가 명(命)개념은 모두 하늘에 의탁하는데 반하여,

왕충이 말하고 있는 명 개념은 자연 운동의 일부이다.이 때문에 羅光은

공맹이 말하고 있는 명은 천명(天命)을 일컫고 있어 유물론 특성이 배제

되어 있으며,왕충의 명은 명이 부모의 기로부터 내원(來原)했다는 이 특

징이라고 말한다.180)

이어 왕충은 구에게나 자기만의 명을 가지고 있으며,명을 가지고 있

지 않을 수 없다고 지 한다. 컨 「命祿」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는데

무릇 사람들이 배필을 만나거나 혹은 해를 입는 것은 모두 ‘명(命)’때문이

다.죽고 사는 것,오래 살거나 일 죽는 운명이 있고,귀천과 빈부의 운명이

있다.지배층[王公]에서 서인(庶人)까지,성 에서 우인(愚人)까지 모두 머리와

이 있고 기가 있다면 명이 없을 수 없다.빈천할 운명이라면 부귀하게 해

주더라도 화를 만나게 되고,부귀해질 운명이면 비록 비천하게 해도 복을 만

나게 된다.그 기에 귀한 운명이면 비천한 치에 있어도 로 부귀해지고,

비천한 운명이면 귀한 치에 있어도 로 태로워진다.181)

왕충의 명은 크게 ‘인간의 수명’,‘귀천과 빈부’,‘배필을 만나는 것’등을

할한다.그리고 이러한 명은,그 사람이 처한 실과 무 하게 유효한 것

이 특징이다.그가 비천한 운명이라면 지 당장 부유하더라도 비천해질

운명이 되고,그가 부귀할 운명이라면 지 빈천하더라도 부유할 운명이

178)  (命)  여러 가지  하는 , 수 (壽命), (祿命)  한 간  운 에 한다. 

수  죽고 사는  말하 ,  빈  귀천   말한다.  간  단  운  

뿐만 니라 ‘ 라  운 [國命]’ 개 도 한다.

179)  中庸 ,  ｢第一章｣, “天命之謂性”

180) 羅光(1978),『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臺北: 臺灣學生書局, 281~282쪽.

181) 『論衡』, 「命祿」, “凡人遇偶及遭累害 皆由命也 有死生壽夭之命 亦有貴賤貧富之命 自王公逮庶

人 聖賢及下愚 凡有首目之類 含血之屬 莫不有命 命當貧賤 雖富貴之 猶涉禍患矣 命當富貴 雖貧賤

之 猶逢福善矣 故命貴從賤地自達 命賤從富位自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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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왕충의 ‘명에 한 확고한 믿음’은,삼명론(三命論)에 한 왕충의 부정

인식으로 재 된다.여기에서 말하는 삼명론은 정명(正命),수명(隨命),조

명(遭命)으로,정명은 본래 품수 받은 명을 일컬으며,수명(隨命)은 행실로

써 복을 받거나 자신의 욕정 로 하다가 화가 이르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조명(遭命)은 선을 행하 는데 화(禍)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왕충은 「命

義」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악한 짓을 하면 재화가 잇따른다 하자.도척(盜跖)과 장교(莊蹻)는 천하를

횡행하고 수천의 잔당을 모아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여 그들

의 무도한 행 가 극에 다다랐다.그 다면 (그들은)당연히 화를 겪어야 하

는데,종래에는 장수했다.그 다면 수명(隨命)을 어 증명하겠는가?

조명(遭命)은 자신은 선을 행하나 밖에서부터 화를 당하는 것이다.안연(顏

淵)이나 백우(伯牛)와 같은 사람들은 어 화를 당했는가?안연과 백우는 선

을 행한 사람이다.당연히 수명(隨命)을 얻어서 복을 얻어야 하는데 어 흉

을 겪게 된 것인가?안연은 학문에 념하다 자신의 재주로 죽은 것이며,백

우는 성실히 살았는데 나쁜 병에 걸렸다.(……)

선을 행했다면 수명의 복을 얻어야 하는데,조명의 화를 얻은 것은 왜 그런

가?수명을 말하면 조명이 말이 안 되고,조명을 말하면 수명이 말이 안 된

다.유자의 삼명은 어 하여 정해진 것인가?182)

왕충은 삼명 이론 에서 수명(隨命)과 조명(遭命)이 실증 이지 못하다

면서 배격한다.그에 따르면 수명은 포악했던 도척과 장교가 장수했다는

사실에서 반증되며,조명은 선한 안연과 백우가 단명했다는 사실에서 반증

된다.따라서 왕충은 삼명이론 에서 정명만을 인정한다.왜냐하면 “부귀

와 빈천은 모두 처음 기를 품수 받았을 때 정해지는 것이지 자란 뒤 행실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83)

182)  책, 「命義」, “行惡者禍隨而至 而盜跖 莊蹻 橫行天下 聚黨數千 攻奪人物 斷斬人身 無道甚

矣 宜遇其禍 乃以壽終 夫如是 隨命之說 安所驗乎 遭命者 行善於內 遭凶於外也 若顏淵伯牛之徒 如

何遭凶 顏淵 伯牛 行善者也 當得隨命 福祐隨至 何故遭凶 顏淵困於學 以才自殺 伯牛空居而遭惡疾 

(……) 行善當得隨命之福 乃觸遭命之禍 何哉 言隨命則無遭命 言遭命則無隨命 儒者三命之說 竟何所

定”



- 54 -

이러한 명론은 당시 지 지형도와 연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이재설과 같은 세속미신이 성행해서 인간의 빈부와 귀천이 하늘

의 벌이라고 생각했던 시기 다.따라서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상을 주

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다고 생각했다.金春峰은 왕충의 명론이 복

선화음설(福善禍淫說)184)의 립선상에 있다고 보았는데,왕충은 신학 논

설과 실 세계와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 다.185)왜냐하면 왕충 입장에서

는 악한 이가 부귀한 실을,악한 이는 벌을 받는 다는 교설(敎說)로써 설

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86)따라서 그 사람의 선악 여부에 따라서 주재

천이 화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명운은 이미 정해져 있

다고 주장했다.

(2)운명과 본성과의 계

본 과 3 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둘러싼 다양한 제 조건들을 살펴보려

한다.명(命)개념과 결부 지을 수 있는 개념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인간의 본성[性]’과 ‘우연성[遭․遇․幸․偶]’을 심으로 이들 개념이

인간의 운명과 어떤 련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한다.먼 왕충 사상 내에

서 명과 본성이 갖는 계에 해 살펴보자.왕충은 성과 명에 해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왕충은 성과 명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성(性)과 명(命)이 달라서 본성은 좋지만 명이 흉한 경우도 있고,본성이 흉

하나 명이 길한 경우도 있다.187)

왕충 인성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성과 명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는

이다.왕충은 성과 명이 다른 개념이며,따라서 성이 좋거나 명이 나쁜

183)  , “則富貴貧賤皆在初稟之時 不在長大之後隨操行而至也”

184) 착한 에게는 복  고  에게는 재  주는 주  컬 .

185) 金春峰(1987),『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99쪽.

186) 『論衡』, 「累害」, “脩身正行 不能來福 戰栗戒慎 不能避禍”

187) 『論衡』, 「命義」, “夫性與命異 或性善而命凶 或性惡而命吉”



- 55 -

경우 혹은 성이 나쁘거나 명이 흉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이러한 설명

은 왕충이 성과 명 개념을 상호 독립 으로 이해했음을 말해 다.『周

易』에서는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性]을 다하면 명(命)에 이른다.”188)나

『中庸』에서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한다.”189)라고 하여 유가

통에서는 성과 명의 계를 유기 으로 살핀 것과는 조 이다.이런

차원에서 祝瑞開는 성명(性命)양자(兩 )는 왕충 사상에서 첨 하게 립

하고 있다고 지 한다.190)더 나아가 왕충은 성과 명이 담당하는 일이 상

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행실에 선악(善惡)이 있는 것은 성 때문이며,화복과 길흉이 있는 것은 명

때문이다.(……)성에는 자연스 선악이 있으며 명은 자연스럽게 길흉이 있

다.191)

그 기에 일을 할 때 지혜와 어리석음은 본성[性]과 재질[才]에 때문이며,

직에 임하고 귀천하게 되는 것은 명(命)과 시운[時]때문이다.192)

왕충의 성명분리론(性命分離論)은 성과 명이 갖는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

서로가 구별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인간의 본성은 주로 사람의 인지

속성이나 도덕 속성을 다루고,그에 비해 인간의 명은 빈부나 귀천을

담당한다.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 지력이나 신체,도덕성과 같은 인간

의 내재 속성을 지칭한다면,인간에게 주어진 명은 인간의 외재 조건

으로 인간이 마주치게 될 여러 사건들을 지칭한다.그 기에 왕충은 인간

의 본성에는 선악(善惡)이 있다 하 으며,인간의 명에는 길흉(吉凶)이 있

다 하 다.이러한 논의에 따라 성명에 한 모식도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88) 『周易』, 「說卦」, “窮理盡性以至於命”

189) 『中庸』, ｢第一章｣, “天命之謂性”

190) 祝瑞開(1989),『兩漢思想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20쪽.

191) 『論衡』, 「命義」, “操行善惡者 性也 禍福吉凶者 命也 (……) 性自有善惡 命自有吉凶”

192)  책, 「命綠」, “故夫臨事知愚 操行清濁 性與才也 仕宦貴賤 治產貧富 命與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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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精)․후(厚) 선(善)

성(性) 인간의 내재 속성

조(粗)․박(薄) 악(惡)

천(天) 기(氣)

정(精)․후(厚) 길(善)

명(命) 인간의 외재 속성

조(粗)․박(薄) 흉(凶)

그림 2. 성(性)ㆍ (命)의 

왕충의 성명분리론이 말하고자 하는 요는 기의 작용으로 성과 명이 이

루어지는 것은 같지만,성명은 각각 인간운명에 한 각각 다른 역을 담

당한다는 이다.이러한 왕충의 명론은 궁극 으로 인간의 도덕 성격을

여타 성격과 분리시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왜냐하면 도덕 문제는

그 자체로 당 성격을 담지하고 있으며,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빌

미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도덕 문제를 다른 여타 조건과 분리

시키는 왕충의 논지에 따르면 좋지 못한 명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도덕

선을 해 노력해야 한다.때문에 Ch'enCh'i-Yün은 왕충의 명론을 설명

하면서 “모든 국 사상가 에서 왕충은 인간의 내 정신 세계를 한

도덕 자율성이란 개념에 가장 근 했다.”193)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金春峰은 왕충의 명론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자기 행

와 그 결과로부터 책임이 없으며 한 왕충 명론이 가지고 있는 기계 ,

필연성은 철 하게 ‘인간의 자유’를 배척․침해한다고 지 한다.194)

그러나 이는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이 옳으려면,사람들은 모

두 자기의 명을 구체 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195)그 연후에 사람들은 ‘인

지된 명’의 역에 따라 사유․행동의 폭이 좁 져야 할 것이다.필연성 앞

193) Ch'en Ch'i-Yün(1990), "Confucian, Legalist and Taoist thought in Later Ha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 :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 金春峰(1987),『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01쪽.

195)  에 해 는 본  3  ‘운 과 우연 과  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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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제는 우리가 그 필연성을

직 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는 바로 앞날의 운명도 헤아려보기 어

려워한다.오히려 왕충이 도덕 문제를 인간의 외 문제와 별개로 했다

는 에서,왕충은 인간의 도덕성과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왕충의 논의는 사실 왕충의 인생사와 무 치 않다.주지하다시피

왕충이 높은 직에 오르지 못한 마음의 병[隱痛在心]이 ‘왕충 사상 형성의

일 건’이라 할 때196)왕충의 명론을 단순히 그의 사변 논의에서 분

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왕충은 높은 직에 오르지 못했고,명망 있

지도 않았다.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 해서 다음과 같이 소회

한다.

공자는 명(命)을 말했고 맹자는 천(天)을 말했으니 길흉과 안 는 사람

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옛사람들은 이러한 도리를 알았기에 명(命)으로 돌

리고 시운에 맡겨 호연하게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았다.그래서 나는 복을 받

아도 자신이 얻은 것으로 생각지 않고,우연하게 직에 올라도 의기양양하지

않았으며 물러나더라도 불쾌해하지 않았다.197)

왕충의 명론에서는 빈부와 귀천은 인간의 역이 아닌 명(命)의 역으

로 배속한다.이는 왕충 스스로 자기 자신이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다

시 말해서 그가 가난하고 출세하지 못한 것은 인간이 어 할 수 없는 명의

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무랄 성격이 아니다.그 기 때문에 왕충

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를)어 경시할 수 있단 말인가? 직에 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혜

로운 사람은 아니며 궁한 자라 해서 반드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기회를)

얻은 사람이 직에 오르며 (기회를)만나지 못한 사람은 직에 오르지 못한

다.그 기에 녹명이 좋으면 보통 사람들도 존귀해지고 이름을 드러낼 수 있

196) 徐復觀(1976),『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570쪽.

197) 『論衡』,「自紀」, “孔子稱命 孟子言天 吉凶安危 不在於人 昔人見之 故歸之於命 委之於時 浩然

恬忽 無所怨尤 福至不謂己所得 禍到不謂己所為 故時進意不為豐 時退志不為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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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녹명이 나쁘면 재능이 출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필시 직에 올랐다

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재덕을 잰다면 직에 있고 통치하는 자들이 공묵

(孔墨)보다 명하게 된다.(……)높은 덕성과 맑은 명성을 가졌다면 직이

낮고 녹이 어도 그 사람의 재능에 과오가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오 이

되는 것도 아니다.198)

왕충은 자신에 해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그

가 단순히 높은 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재능에 해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왕충의 명론에 따르면 인간의 선악(善惡)

은 명(命)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빈부와 귀천은 인간의 됨됨이

와 무 하며 오로지 녹명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합된 경우에만 가능

한 것이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공자와 묵자가 출세하지 못했다고 해

서,공묵(孔墨)의 상이 폄하되지 않듯이 자기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온당

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왕충은 자신 자신의 은통(隱痛)을 자신의 주체성 밖에 자리

잡은 명(命)에 돌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는 높은 직에 자리 잡지 못

한 것을 이유로 자기 자신에 해 공박하는 것은 잘못이며,그것은 으

로 ‘이미 정해진 외부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그래서 그

는 자기 스스로가 높은 직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 게 정리하고 있다.

“하늘에 돌릴 뿐 자기에게 탓하지 않을 뿐이다.”199)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도덕 존재라는 확증으로 이

어지지 못한다.부귀에 한 문제는 인간이 어 할 수 없는 명의 역에

있고,오직 도덕성만이 인간의 내 조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귀의 문제

로 사람을 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왕충의 이런 논의는 인간의 자유의

지(freewill)와 도덕 자율성(moralautonomy)개념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냉정하게 생각할 때 도덕 문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화

될 수 없으며,도덕 실천은 도덕 주체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서부

198)  , “偏可輕乎 且達者未必知 窮者未必愚 遇者則得 不遇失之 故夫命厚祿善 庸人尊顯 命薄

祿惡 奇俊落魄 必以偶合稱材量德 則夫專城食土者 材賢孔墨 (……) 若夫德高而名白 官卑而祿泊 非

才能之過 未足以為累也”

199)  , “動歸於天 故不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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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비롯되는 것이다.따라서 왕충이 상정하는 성(性)은 인간의 고유한

(intrinsic)속성을 가리키며 명(命)은 그것과 별된다.

(3)운명과 우연성과의 계

왕충은 인간은 탄생과 함께 자신이 펼쳐나갈 운명[命]을 품수하게 된다

고 말한다.200)이는 운명에 해 결정론 시각을 가진 것으로 비추어지므

로 그 사상을 가리켜 ‘정명론(定命論)’이란 학계의 규정이 있어왔다.그러나

왕충 사상의 반을 헤아려보면 왕충이 인간에게 품수된 운명이 마치 신탁

(神託)과 같이 불변의 진리의 성격인지에 해 회의 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의 명확한 명 개념에는 조행(遭幸)이라는 가변(可變) 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컨 왕충은 「命義」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한다.

사람에게는 명(命)이 있고 녹(祿)이 있으며,조우(遭遇)와 행우(幸偶)가 있

다.201)

명록(命祿)은 빈부와 귀천 혹은 흥망성쇠를 의미202)하는 데,부모로부터

기를 받을 때 ‘정해진 상태’로 품수된다.그러나 이러한 명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재단되어서는 안 되는데,명과 더불어 조(遭)․우(遇)․행

(幸)․우(偶)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왕충이 말하는 조(遭)란 ‘상치 못했

던 변란을 만나는 것’203)이며,우(遇)는 ‘군주를 만나서 직에 오르는

것’204)이다. 한 행(幸)이란 ‘우연하게 얻은 좋고 나쁜 결과’205)를,우(偶)는

‘임 을 섬기는 것’206)을 말한다.이 때 우(遇)와 우(偶)는 그 뜻이 비슷해

200)  책, 「命義」, “凡人受命 在父母施氣之時 已得吉凶矣”

201)  , “人有命 有祿 有遭遇 有幸偶”

202)  , “命者 貧富貴賤也 祿者 盛衰興廢也”

203)  , “遭者 遭逢非常之變”

204)  , “[遇者] 遇其主而用也”

205)  , “幸者 謂所遭觸得善惡也”

206) 우(遇)에 해 는 「逢遇」편 , 행(幸)과 우(偶)에 해 는 「幸偶」  심  참고하라. 

어 (遭)․우(遇)․행(幸)․우(偶)에 해 周桂鈿(1993, 349~355)  리한 것 역시 참고할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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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나,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을 헤아려보면 자의 우(遇)는 임 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반해 후자의 우(偶)는 직에 등용되는 것에

이 맞추어 진 것으로 보인다.이 때 조(遭)․우(遇)․행(幸)․우(偶)는 인간

의 본성이나 명록과 어떤 계를 가지고 있을까?다음은 인간의 본성과의

계에 해 왕충이 설명한 것이다.

품행이 항상 명하지만 벼슬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직에 오르기는 어렵

다. 명한지 아닌지는 재질의 문제이며, 직에 오르고 오르지 못하고는[遇不

遇] 시운에 달린 것이다.207)

품행과 자질은 인간의 내재 조건으로 왕충 사상에서는 성(性)개념으

로 도출된다.그리고 직에 오르고 오르지 못한 것은 시운에 달린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시운이란 조(遭)․우(遇)․행(幸)․우(偶)를 의미한다.그

런데 왕충은 본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시운을 얻기는 어렵다고 지 한

다.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조․우․행․우는 서로 독립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다음은 명록과의 계에 해 왕충이 설명한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조․우․행․우는 명록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

다.요행과 우연을 만나서 마침내 명으로 정해진 부귀 빈천을 실 할 수 있는

것은 명록과 일치한 경우다.불행과 불우함을 만나서 마침내 실패한 것은 명

록과 맞지 않은 경우이다.208)

인간 본성과 우연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왕충이 말하는 명록과 조․

우․행․우는 서로 독립 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명록이 탄생 시기에 이

미 주어진 것이라면,조․우․행․우는 그 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려 했다.사실 『論衡』의 첫 장

이 「逢遇」편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이는 왕충이 우연성이란 개

념에 해 상당히 강조했음을 보여 다.왕충에 따르면 성명(性命)의 품수

207) 『論衡』, 「逢遇」, “操行有常賢 仕宦無常遇 賢不賢 才也 遇不遇 時也”

208)  책, 「命義」, “故夫遭遇幸偶 或與命祿并 或與命離 遭遇幸偶 遂以成完 遭遇不幸偶 遂以敗

傷 是與命并者也 中不遂成 善轉為惡 若是與命祿離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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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의 정조후박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인간의 삶은 구조 으로 이미

‘우연’이다.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 역시 연속 인 우발 인 사건들

로 이루어져 있다.이런 이상 우연성에 근간한 여러 사건들은 서로간의 인

과 계가 없게 보인다.209)그래서 왕충인 인간의 삶에 해 이 게 말한

다.“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性)과 명(命)의 길흉이 있고,화복의 성쇠

가 따르며,조․우․행․우란 만남까지 가 된다.”210)따라서 인간의 인생

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마무리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물론 이러한 조․우․행․우 개념은 궁극 으로 명정론이 갖는 필연(必

然)과는 정반 의 계에 있기 때문에211)이러한 우연 개념은 명론과 서

로 모순 계에 놓인다고 지 할 수 있다.그러나 이 문제에 해서 분명하

게 언 하자면,왕충에게 있어 필연과 우연의 계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사는 명(命)으로 이미 선험 으로 정해져있지만,인간은 그것

을 ‘우연의 연속’과 같이 경험 으로 마주치기 때문이다.즉 徐復觀이 말하

고 있듯 인생의 실상 정해진 운명을 알게 되는 것은 ‘후험(後驗)’에 가깝

다.212)

를 들면 지붕에서 떨어진 돌이 사람을 죽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

이라 생각하지만,사실 신의 의지 일부에서 기획된 것과 마찬가지다.213)

따라서 왕충에게 있어 필연(必然)과 우연(偶然)의 문제는 ‘동 의 양면’과

같으므로,우리는 이 둘을 나란히 견주어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왕충은

“하늘의 명은 알기 어려워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다.비록 명이 후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여 기어이 구하려[求]한다.”라고 말한다.강조하

건데 왕충이 말하는 명은 인간의 구체 행동의 선험 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勞思光은 “왕충의 (명에) 한 뜻은 인생의 모든 일[事象]이

며,(그것들이)결정된 것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214)라 지 한다.

209)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357쪽.

210) 『論衡』, 「命義」, “故人之在世 有吉凶之性命 有盛衰之禍福 重以遭遇幸偶之逢”

211)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349쪽.

212) 徐復觀(1976),『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629쪽.

213) Benedict de spinoza(1995), Die Ethik, Stuttgart: Schriften und Briefe,  역(2008), 

『에티 / 』, 울: 동 사, 46~47쪽.

214) 勞思光(1984),『新編 中國哲學史』, 臺北: 三民書局, 재 역(1987),『 철학사 한당편』, 

울: 탐 당,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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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란 계통 발생 으로는 결정된 문제이겠지만,개체 발생 으로는 우

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운명과 골상(骨相)과의 계

왕충의 명론에서 매우 특이한 은 명(命)이 골상(骨相)으로 표 된다는

것이다.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운명을 표지한

다는 왕충의 주장은,왕충이 정말 실증주의자․비 주의자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그러나 그가 불과 서기 1세기의 인물이라는 을 고려

한다면,그러한 의구심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왕충은 「骨相」편에서 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명을 알기 어렵다 말한다.그러나 명을 알기란 쉽다.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그것은 골격과 몸 모습에 있다.사람이 하늘에서 명을 받을

때,몸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그 나타나는 모습을 헤아리면 명을 알 수 있는

데,이는 무게를 살피는 것과 같다.몸에 나타나는 명의 모습을 골법(骨法)이

라 한다.215)

왕충은 사람이 하늘에서 명을 받을 때,몸에 드러나는 바가 있다고 말한

다.이는 상(觀相)을 통해 사람의 명을 헤아릴 수 있다는 바를 말한다.

골법을 보아 명을 헤아릴 수 있다는 왕충의 주장은,명을 품수 받는 것이

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 몸에도 그 흔 이 남는다는 논

리에 의한 것이다.일례로 왕충은 “하늘에서 기를 품수 받으면,땅에서 형

체가 서게 된다.따라서 땅의 형체를 하늘의 명을 알 수 있으면,그 이치를

모를 수 없다.”216)이라 말한다.

따라서 왕충은 기의 작용이 골상에 표 된다고 믿었다.그는 좋은 골상

이라고 지 한 것은 얼굴에 특이한 이 있거나 얼굴 색깔이 살 고 훌륭

한 경우라고 말하는데,왜냐하면 받은 기가 후(厚)하기 때문에 그것이 골상

215) 『論衡』, 「骨相」, “人曰命難知 命甚易知 知之何用 用之骨體 人命稟於天 則有表候於體 察表候

以知命 猶察斗斛以知容矣 表候者 骨法之謂也”

216)  , “稟氣於天 立形於地 察在地之形 以知在天之命 莫不得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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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 되었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왕충은 “같은 명을 타고난 사람들

은 품수 받은 기가 같으며,타고난 몸과 골법,생김새가 비슷하다.”217)라고

말할 정도 다.

왕충은 골법에 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그는 “골 (骨節)의

법을 헤아리고 피부의 이치를 살펴 사람의 성명(性命)을 단하면 맞지 않

는 것이 없다”218)라고 하거나 “명을 아는 쟁이는 골격과 몸가짐을 보고

서 부귀와 빈천의 징조를 안다”219)라고 할 정도 다.그러한 나머지 왕충

은 여덟 가지 색깔이 있는 썹과 세 개의 구멍이 있는 귀,팔꿈치가 두

개인 팔,네 개의 젖을 가지고 있는 사람220)의 존재를 신뢰하기에 이른다.

이를 두고 徐復觀이 ‘골상 결정론 (骨相 決定論)’이라 칭할 정도221)이니,골

상에 한 왕충의 믿음은 확고했다.

이러한 골상에 한 왕충의 인 신뢰는 그의 명론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徐復觀은 왕충 명론에 ‘구함[求]’개념을 분석하면서 그 사상

에 결구(缺口)가 있음을 주장한다.222) 컨 왕충은 「命 」편에서 “하늘

의 명은 알기 어려워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다.비록 명이 후할지라도 그것

을 스스로 믿지 못하여 기어이 구하려[求]한다.”223)라고 하여 명을 헤아리

기도 어렵고 굳이 부귀양명을 의도 으로 추구[求]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다.그런데 정작「骨相」편에서는 골법을 알면 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헤아려 보지 않고 기꺼이 명

에 순응하려는 모습[ 命]이기보다는,기어이 구(求)하려 하는 것이니 이

어 모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내재 인 모순뿐만 아니라 왕충의 골상에 한 신뢰는 사상사

으로 아쉬운 이 있다.이미 왕충이 생존하기 수세기 만 하더라도 순자

는 “사람의 상을 보는 것은 옛 사람들에게 없었던 일로 배우는 자의 길

이 아니다.”224)라고 하고 “(사람의)형상은 그 마음을 이길 수 없고,마음은

217)  , “類同氣鈞 性體法相固自相似”

218)  , “案骨節之法 察皮膚之理 以審人之性命 無不應者”

219)  , “故知命之工 察骨體之證 睹富貴貧賤 猶人見盤盂之器 知所設用也”

220)  , “堯眉八采 (……) 禹耳三漏 湯臂再肘 文王四乳”

221) 徐復觀(1976),『兩漢思想史 卷二』, 臺北: 臺灣學生書局, 631쪽.

222)  책, 633쪽.

223) 『論衡』, 「命祿」, “天命難知 人不耐審 雖有厚命 猶不自信 故必求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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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자질을 이길 수 없다.”225)라고 하 다.그리고 순자는 외양이 좋지

못했던 공손려(公孫呂)나 손숙오(孫叔敖)등의 실존 인물을 거론하며 상이

그의 빈천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 한다.226)그러나 왕충은 상

[骨相]을 으로 신 하여,이러한 순자의 합리주의 면모와 비견되고

있다.이러한 은 합리주의 이며 비 주의 인 그의 사상에서 오 (汚

點)227)으로 지 된다.

224) 『荀子』, 「非相」, “相人 古之人無有也 學者不道也”

225)  , “形不勝心 心不勝術”

226)  , “昔者衛靈公有臣曰公孫呂 身長七尺 面長三尺 焉廣三寸 鼻目耳具 而名動天下 楚之孫叔

敖 期思之鄙人也 突禿長左 軒較之下 而以楚霸 葉公子高 微小短瘠 行若將不勝其衣然 白公之亂也 

令尹子西 司馬子期 皆死焉 葉公子高入據楚 誅白公 定楚國 如反手爾 仁義功名善於後世 故事不揣長 

不揳大 不權輕重 亦將志乎爾 長短大小 美惡形相 豈論也哉 且徐偃王之狀 目可瞻馬 仲尼之狀 面如

蒙倛 周公之狀 身如斷菑 皋陶之狀 色如削瓜 閎夭之狀 面無見膚 傅說之狀 身如植鰭 伊尹之狀 面無

須麋 禹跳湯偏 堯舜參牟子”

227) Joseph Needham(1969,   역, 1994:51~52)   상술(相術)   술에도 

상당한 향  쳤  지 하  “개  한 운 술     에 

하여 가 다듬어    과학사  역  하 다.”라고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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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왕충의 교화론

본 장에서는 먼 왕충이 본성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왕충의 인성론에서는 본성이 개변하지 않는다는 기술이 있는데,이

주장이 교화론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고자 한다.둘째는 그의 교화 방법

론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해 덕성 함양과 합리성 함

양으로 별하여 설명한다.이러한 구분은 연구자의 인 구분이 아니라

왕충은 배움에 있어 재진과 성덕[材盡德成]이 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

이다.228)이 때 성덕(德成)은 덕성 함양을 의미하고 재진(材盡)은 합리성

함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1.성품변화론

왕충의 교화론을 언 하기 해서는,반드시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에

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본성을 지녔는데 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아 백약이 무효(無效)라고 한다면,우리는 교화(敎

化)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따라서 본 에서는 교화론의 제조건으로,

왕충이 성품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왕충은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는가?사실 그 질문에 답에

해서 많은 학자들은 왕충의 답이 「本性」편과 「率性」편에서 서로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 한다.229)그 다면 각 편에서 왕충이 어떤 기술을

했기에 후 학자들은 ‘인간의 성품 변화 가능성’에 한 왕충이 진술이

‘모순’되었다고 지 하는 것일까?먼 「本性」편에 언 된 왕충의 진술을

살펴보자.

228) 『論衡』, 「量知」, “材盡德成 其比於文吏 亦彫琢者 程量多矣”

229) 周桂鈿(1993),『王充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343쪽; 민 (1995),「  」,

『동 철학』, 한 동 철학 , 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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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는 “최상의 지혜와 최하의 우둔함은 변하지 않는다.”라 말 하셨

다.230)

(나)사람은 천지에서 본성을 품수 받고 오상의 기를 받았다.혹여 인하거

나 의로운 것은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행동의 기민하거나 느린 것이나 사

람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은 견식이 다르기 때문이다.얼굴빛이 희고 검은 것

이나 키가 크고 작은 것은 늙어 죽어서 까지 변하지 않는데 본래의 본성

이 그러하기 때문이다.231)

(가)문장에서 왕충은 상지하우(上智下愚)의 본성은 변할 수 없다는 공자

의 담론을 인용하고 있으며,더불어 얼굴빛이나 키가 작고 큰 것은 원래

본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고 지 한다.그런데 곰곰이 생각

해보면,왕충은 ‘최소한’ 인의 본성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 인의 성은 배움에 달렸으며,선을 익히면 선하게 되고 악을 익히면

악하게 된다.”232)는 것이다.그 다면 문제는 악한 사람의 경우에 선하게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그는 “본성에는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이 있으니

성 의 교화라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233)라고 말하면서,본성이 극악한

경우에는 본성이 바 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그런데 ‘극악(極惡)’의

범주 자체가 모든 악한 본성을 포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다

시 말해 가장 극단 인 악은 개념 으로 ‘악한 사람’을 포 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가)문장에서는 지혜와 우둔함이라는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지했고,(나)문장에서 왕충이 얼굴빛이나 키가 작고 큰 것이 변하지 않

는다는 하 다.그 다면 이들은 모두 본성 도덕 성품의 역이 아니

라 신체 특성에 머무르는 것이다.우리가 주목하려는 본성은 단순한 외

양이 아닌 인간의 도덕성이라 할 수 있는데,왕충은 인간의 도덕성이 변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體]는 이미 품수되었기 때문

에 쉽사리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230) 『論衡』, 「本性」, “故孔子曰 惟上智與下愚不移 性有善不善 聖化賢教 不能復移易也”

231)  , “人稟天地之性 懷五常之氣 或仁或義 性術乖也 動作趨翔 或重或輕 性識詭也 面色或白

或黑 身形或長或短 至老極死 不可變易 天性然也”

232)  , “中人之性 在所習焉 習善而為善 習惡而為惡也”

233)  , “性有善不善 聖化賢教 不能復移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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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을 고려해볼 때 「本性」편의 구 을 통해서 왕충이 인간의 도

덕성[성품]이 변하지 않음을 주장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

이다.일단 우리는 왕충이 인간의 성품이 고정 불변 이라 주장했다고 확

증하기 어렵다.따라서 우리는 「本性」편 이외에도 「率性」 편에 언 된

‘인간 본성’에 한 여러 주장을 살펴보면서 왕충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해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왕충이 「率性」 편에서 인간의 교화노

력을 통해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인간 교육’의 필요성을 극 으로 강변하고 있다. 컨 왕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을 논하자면 본래 유선유악하다.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해

진 것이며,악한 사람은 교화와 계고(戒告),인도와 노력을 통하면 선해질 수

있다.234)

왕충은 본래 사람의 본성은 선하기도 하며,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그

러나 그 출발선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선한 방면으로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악한 사람이라

도 여러 가지 교화 노력[教告率勉]을 거듭하면 선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그 기에 사람의 후천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선

이 악으로 될 수 있고,악이 선으로 될 수 있다.”235)특히나 왕충은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논의를 재확인하고 있다.

왕랑과 조보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조련하여 훌륭한 마부라 한다.좋은

말만 다스릴 수 있고 나쁜 말은 길들일 수 없다면,이는 보통 마부들의 기술

일 뿐이니 무슨 특이한 이 있어서 세상이 (그들을)칭찬하겠는가?236)

세상은 리한 검을 천 의 가치가 나간다고 평가한다.당계․어장․용천․

234)  책, 「率性」, “論人之性 定有善有惡 其善者 固自善矣 其惡者 故可教告率勉 使之為善”

235)  , “人之性 善可變為惡 惡可變為善 猶此類也”

236)  , “王良造父稱為善御 不能使不良為良也 如徒能御良 其不良者不能馴服 此則駔工庸師服馴

技能 何奇而世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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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등의 보검은 본디 산 에 나는 보통 철이지만 장장이가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리하게 만든 것이다.(……)천연의 쇠와 돌도 단련하면 본래의

재질도 바 다.237)

좋은 말[馬]만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말도 다스릴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서 왕충의 하우(下愚)의 본성 개변성에 해서도 극 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 천연의 쇠와 돌이 장장이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듯이 인간의 성품 역시 ‘후천 인 노

력’을 통한다면 바뀔 수 있다.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가르침에

달린 것이지 본성에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38)왕충은 분명 인간의

교육에 의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이러한 후천 노력을 강조하는

은 선천 도덕론에 반 되는 으로 보다 극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39)

물론 이러한 인 노력에 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을 의도 으로 바꾸는 것은 인 (人爲)가 아닌가?”이는

왕충이 무 자연론을 내세우면서 일정 부분 도가 색채를 띠었기 때문에

그의 교화론에 있어서도 그 일 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그러

나 왕충은 이 게 말한다.“도에는 자연 인 것이 있고 인 인 것이 있

다.진실로 자연 인 도는 본래 하늘과 일치하지만,인 인 도는 사람의

지혜와 기교를 더한 것이기에 자연 인 도와 다를 것이 없다.”240)이것은

본래 본성이 악하 지만 후천 노력으로 인해서 선해진 사람이라면 본디

본성이 선한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을 왕충이 천명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인간의 교화 노력은 냉정하게 말해 그 자체로 인

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자연(自然) 인 문제가 된다.

237)  , “世稱利劍有千金之價 棠谿魚腸之屬龍泉太阿之輩 其本鋌 山中之恆鐵也 冶工鍜鍊 成為

銛利 (……) 夫鐵石天然 尚為鍜鍊者變易故質”

238)  , “亦在於教 不獨在性也”

239) 北京大學哲學系中國哲學史敎硏室(1980),『中國哲學史』, 北京: 中華書局,  역(2005),『

철학사 II 한․당편』, 울: 간 원, 125쪽.

240) 『論衡』, 「率性」, “天道有真偽 真者固自與天相應 偽者人加知巧 亦與真者無以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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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덕성 함양[成德]

에서 왕충이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 음을 확인하 다.

그 다면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어떻게 그 본성을 변화시키는지에 해 살

펴보는 것이다.본 에서는 왕충의 교화론 ‘덕성 함양’에 을 두어

살펴보려 한다.

(1)성 지교(聖賢之敎)

왕충이 유가의 성 인 공자나 맹자에 해 일정부분 비 논조를 가지

고 있었다 해서 이단시되는 경향이 있는데,그가 옛 성 들에 해 격하시

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성 (聖賢)이란 단어는 『論衡』에서 27회 나오

고241),그의 교화론에 있어서도 성 의 역할을 매우 요하게 여기고 있다.

컨 왕충은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의 문하생 에)가장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자로(子路) 다.세상의

사람들은 자로가 견실한 뜻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공자의 문하에 들어가

기 에는 모자에 닭 깃을 꽂고 돼지꼬리 같은 것을 흔들거나 입술을 오므려

서 괴이한 소리를 내어 성 들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등 그의 악행이 매우

심했다.이런 그를 공자가 인도하고 가르쳐서 연마하게 하고 깨우쳐서 이끌

어주니 그의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고 교만한 행동이 꺾여서 마침내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사과(四科) 하나에 올랐다.자로는 본성을 악에서 선으로 변

화시킨 표 인 사람이다.242)

공자의 문하생인 자로는 본디 본성이 좋지 않았는데,공자가 인도[引]해

241) (聖)  (賢) 란 단어도  지 할 수 는 , 직 (聖賢) 란 단어만 27  등

하는 것   에 해 상당  강 했  보여 다.

242) 『論衡』, 「命祿」, “其尤甚不率者 唯子路也 世稱子路無恆之庸人 未入孔門時 戴雞佩豚 勇猛無

禮 聞誦讀之聲 搖雞奮豚 揚脣吻之音 聒賢聖之耳 惡至甚矣 孔子引而教之 漸漬磨礪 闔導牖進 猛氣

消損 驕節屈折 卒能政事 序在四科 斯蓋變性使惡為善之明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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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가르쳐[敎]주었다.따라서 자로는 자신의 교만함과 사나움을 없애고

도덕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이 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품

이 악한 사람도 비록 하늘에서 선한 본성을 품수하지 못했지만 성인의 교

화에 따르면 뜻과 행동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243)사제 계 속에서 제

자는 보다 선한 마음을 쫓을 수 있고,궁극 으로 도덕 인간으로 발 해

나갈 수 있다.다시 말해서 왕충에게 있어서 인간 사회의 도덕 문화는

후천 개념으로 비추어지는데,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성이라 함은 ‘가르침

의 효과이며 진 인 변화의 힘’244)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 지교(聖賢之敎)’라는 것이 문자 그 로 ‘성 ’에 의한 교육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45)군주나 어버이,혹은 학교의 교사 역시 가르침의 주

체가 될 수 있다. 컨 왕충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모든 군주와 어버이는 신하와 자식의 본성을 잘 살펴서 선하면 양육하

고 힘껏 이끌어 주어서 악함에 근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악하다면 단

속하고 도와주어서 선해지도록 해야 한다.선이 악에 스며들어서

악이 선으로 바 면 본성에서 나온 행동 같이 된다.246)

학교는 앞으로 나아가게 힘쓰게 하고 법은 뒤로 내걸음 치는 것을 막게

하기에 단주(丹朱)와 같은 마음이라도 힘쓰게 할 수 있다.247)

왕충은 성 이외에도 군주와 아버지,학교가 인간을 의범 을 갖출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다고 지 한다.왕충은 요 임 의 아들로 어질지

못한 단주(丹朱)라 할지라도,즉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교화(敎化)가

이루어진다면 능히 그 성품이 변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자기

자신의 불선함에 해서 “성품이 악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 의 교

243)  , “性惡之人 亦不稟天善性 得聖人之教 志行變化”

244)  , “教訓之功而漸漬之力也”

245)  언행과 해진  역시 사람  마  감 시키고 지  여  수 는 마찬가지

다(『論衡』, 「別通」, “聖賢言行 竹帛所傳 練人之心 聰人之知 非徒縣邑之吏對向之語也”).

246) 『論衡』, 「命祿」, “凡人君父 審觀臣子之性 善則養育勸率 無令近惡 近惡則輔保禁防 令漸於善 

善漸於惡 惡化於善 成為性行”

247)  , “學校勉其前 法禁防其後 使丹朱之志 亦將可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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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화를 일으키는 것을 걱정

해야 한다.”248)그 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성 은 어떤 방식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가?”라는 문제에

해 왕충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지 성품이 악한 사람을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과 어떻게 같게 할 수 있

는가?이끌어주고 노력하게 하면 선하게 할 수 있다.성품이 다른 사람이라

하여도 도인이 옥을 만들고 수후(隨侯)가 구슬을 만들고 사람들이 승달형의

도검을 갈아서 사용하는 것 마냥 학문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며 덕으로써

깨끗해지도록 한다면 날마다 인의가 깊어질 것이다.249)

왕충에 따르면 사제 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크게 2가지이다.첫째

는 학문을 익히는 일이다.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 의 도에 복종하고 인

의의 학문을 익히는 과정’250)을 통해서,인함과 의로움에 해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학습자는 도덕 규범을 학습하는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옳

고 그른지 분명한 도덕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도덕 지식은 도덕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덕성을 쌓기 해 노력해야 한다.단순히 사제 계에서는 학문

교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스승과 제자 모두가 몸소 덕(德)으로써

실천할 필요가 있다.물론 왕충이 구체 인 덕행론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가 교육의 계 속에서 인의에 한 요성을 강조했음을 악할

수 있다.왕충은 교(敎)․고(告)․솔(率)․면(勉)의 교화 노력을 제시한

바 있는데251),이 교(敎)와 고(告)는 학문을 익히는 과정이라면,솔(率)

과 면(勉)은 덕행을 스스로 실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제 7장의 ‘왕충 사상의 도덕교육 함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48)  , “不患性惡 患其不服聖教 自遇而以生禍也”

249)  , “今夫性惡之人 使與性善者同類乎 可率勉之 令其為善 使之異類乎 亦可令與道人之所鑄

玉 隨侯之所作珠 人之所摩刀劍鉤月焉 教導以學 漸漬以德 亦將日有仁義之操”

250)  책, 「逢遇」, “服聖賢之道 講仁義之業”

251)  책, 「率性」, “其惡者 故可教告率勉 使之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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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염(所染)과 악(禮 )

왕충은 직 으로 스승과 제자의 계를 맺는 성 지교(聖賢之敎)이외

에도 잠재 으로도 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즉 환경의 향을

통해서 사람이 선해지거나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왕충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詩經』의 주석서가 말하길 “백색의 실을 푸른색으로 물들이면 푸른색이

되고,붉은색으로 물들이면 붉게 된다.”고 한다.열다섯 살의 아이는 백색의

실과 같다. 차 선이나 악으로 바 는 것은 마치 푸른색이나 붉은색 염료로

백색의 실을 물들여서 푸르게 하거나 붉게 만드는 것과 같다.(……)쑥이 마

틈에 나면 붙들리지 않아도 자연히 곧게 되고 흰 비단이 검은 물감에 들어가

면 염색하지 않아도 로 검어진다.쑥의 본성은 곧지 않고 비단의 바탕은

검지 않지만 마가 지탱해주면 곧게 되고 검은 것에 물들면 검게 된다.사람의

본성은 쑥이나 흰 비단과 같아서 선이나 악으로 물들어 가는 것이

다.252)

왕충은 『詩經』과 그 주석서를 인용하면서,백색의 실도 염료에 따라서

그 실의 색깔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왕충의 설명에 따르면 『詩經』에

언 된 이러한 표 은 사람의 본성 역시 환경에 따라 그 향을 받기 때문

에,마치 쑥이나 흰 비단과 같이 자기 자신을 둘러싼 여타의 제 조건에 의

해 변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이러한 개념은 ‘소염(所染)’으로 표지되며253)

『墨子』에서는 “유독 실만 물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물들여진다.”254)

라 한 바 있다.이 개념은 도덕 ․사회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연유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이러한 논리는 왕충도 극 으

로 인정하는 바이다.그 기 때문에 궁극 으로 인간의 도덕성이 각기 상

252)  책, 「率性」, “傳言 譬猶練絲 染之藍則青 染之丹則赤 十五之子 其猶絲也 其有所漸化為善

惡 猶藍丹之染練絲 使之為青赤也 青赤一成 真色無異 (……) 蓬生生麻間 不扶自直 白紗入緇 不練自

黑 彼蓬之性不直 紗之質不黑 麻扶緇染 使之直黑 夫人之性猶蓬紗也 在所漸染而善惡變矣”

253) 『論衡』에 는 ‘ 염(所染)’ 라는  없지만, 「率性」편에  언 는  상당 

 에 진 염 과 하  에 본 에 도 그   가리  염 라 

지 하고  한다.

254) 『墨子』, 「所染」, “非獨染絲然也 國亦有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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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지게 된 것은 왕충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사는 곳의 물은 혼탁한데 들녘에 있는 물은 청결하니,모두 아득한

하늘 끝에서 발원한 다 같은 물이지만 어떤 곳은 탁하고 어떤 곳은 맑은

것은 처한 환경 때문이다.255)

실이 다양한 색깔로 물이 들거나,물이 혼탁하기도 하며 청결하기도 한

것은 모두 그 근본은 같지만 ‘환경’에 따른 것이다.물론 왕충은 기를 어느

정도 품수하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본성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언

하고 있지만256), 다수의 사람들이 인(中人)이기에 본성에서 드러나는

도덕 차이는 미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후천 인 환경은 인간의

성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왕충은 실이나 물에 비유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 다.그 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인간의 도덕성은 환경에 의해 향을 받는다면,어떤 환경을 조성해

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 답은 악(禮 )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악이란 개념은

공맹(孔孟)에 의해 주창된 개념이기는 하지만,왕충 역시 악을 통한 교화

를 시하고 있다.왕충은 악 개념에 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정(性情)은 사람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며, 악(禮 )은 그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그래서 성정을 끝까지 고찰해본 결과 (禮)로서 그것을

방비하고 악( )으로 도 있게 하 다.성(性)에는 겸양하고 사양함이 있어

서 를 제정하여 마땅하게 발휘하게 하 고,정(情)에는 좋고 싫음과 희로애

락이 있어서 악을 통해 그것을 조심스럽게 드러나게 하 다.257)

『論語』에서는 “시로써 흥취하며 로써 일어나며 악으로 완성된다.”258)

255) 『論衡』, 「率性」, “人間之水污濁 在野外者清潔 俱為一水 源從天涯 或濁或清 所在之勢使之然

也”

256)  , “氣有少多 故性有賢愚”

257) 『論衡』, 「本性」,  “情性者 人治之本 禮樂所由生也 故原情性之極 禮為之防 樂為之節 性有卑

謙辭讓 故制禮以適其宜 情有好惡喜怒哀樂 故作樂以通其敬”

258) 『論語』, 「泰伯」,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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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고 있다.왕충 역시 악에 해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인간의 본성

과 감정을 감안해서 악이 만들어졌으며, (禮)는 인간의 도덕성을 발

할 수 있는 기제로 상정된다.자기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한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 기제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도덕 원리

는 ‘’라는 형식으로 매개로 하여 표 된다.이 때 겸양과 사양함은 그 표

의 구체 도출방식으로 기능하게 된다.따라서 는 각 개인이 갖는 본

성 차원의 문제를 사회 역으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이 때 악

( )은 그러한 가 이루어지는 도 에 본연 감정[情]이 엇나가게 표출되

지 않도록 하는 ‘윤색’의 역할을 한다.왕충이 악으로써 도 있게 한다는

말은, 가 갖고 있는 형식에 가미(加味)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악을 통해

인간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259)

왕충―다른 사상가와 비슷하지만―에게 있어서 악은 크게 2가지의 형

태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는 ‘도덕 ․문화 토 (moral․

culturalbasis)’로서 악이 기능하는 이다.이는 악은 인간 본연의 도

덕성과 사회성을 실 하는 수단으로서,곧 도덕 자아실 표출은 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그 기 때문에 악이라는 사회문화

규 을 통해 각 도덕 주체는 자신의 도덕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셈

이다.그 기 때문에 도덕 문화가 꽃피우는 곳이야말로 인간이 그 문화

속에서 향을 받게 되고,자신의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그리고

이는 “군자에 가까워지고 자주 사람다움의 도리에 향을 받는 것은 맹자

의 어머니가 집을 옮겨다는 것에서 증명할 수 있다.”260)

풍속 자체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면,그것이 곧 악(禮 )이

흥기하는 것이다.따라서 왕충은 어떤 풍속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많은 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컨 왕충은 다음과 같이

지 하는데

남월왕 조타(趙他)는 본디 한나라의 인이었다.남쪽의 오랑캐의 풍속에

259) 러한  살펴보  (禮)가 다 한 역  망 에  각 재  연결해주는 능(the 

secular as sacred)  한다는  Herbart Fingarette(1972)    ‘  시각  새

운 해 식’ 라 보다 공   사상에 도  어낼 수 다는 것   수 다. 

260) 『論衡』, 「率性」, “迫近君子 而仁義之道數加於身 孟母之徙宅 蓋得其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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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되어 왕제(王制)를 어기고 추 모양의 상투를 하고 다리를 벌리고 앉았으

니 마치 타고난 것처럼 그들의 풍습을 좋아했다.육가(陸賈)가 한나라의 덕으

로 달래고 성인의 엄으로 두렵게 하니 돌연히 꿇어앉아 뉘우치고 후회하여

왕제를 받들고 (남월을)속국이라 하 다.그리고 추 모양의 상투나 벌리고

앉기를 싫어하는 것이 마치 타고난 것과 같았다.261)

왕법(王法)은 학교의 리와 사법의 리를 없애지 않아서 일반 민 이

의와 가르침을 받게 했다.학교는 앞으로 나아가게 힘쓰게 하고 법은 뒤로

내걸음 치는 것을 막게 하기에 단주(丹朱)와 같은 마음이라도 힘쓰게 할 수

있다.262)

남월왕 조타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조타가 원래 인이었으나 풍속에 의

해 야만스러워지고,이내 악을 통해 다시 도덕 인물로 거듭났다는 이

야기는 왕충이 말하려는 악의 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263)여러

번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는 은,한 개인이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

는 문화 역과 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이러한 악 사상은 한 도덕 주체가 원자화된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 토 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는,왕충은 악 사상을 ‘정치 질서(politicalorder)'과 매우 하

게 바라보고 있다.왜냐하면 악은 궁극 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와

하기 때문이다.왕충은 “힘을 다해 은덕을 숭상하고 공으로 교화하는 것은

성왕의 임무”264)이라 말하는데,군주가 어떻게 정사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악이 흥기할 수도 그 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왕충

은 악에 있어서 군주가 갖는 향성을 크게 보았다. 컨 왕충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261)  , “南越王趙他 本漢賢人也 化南夷之俗 背畔王制 椎髻箕坐 好之若性 陸賈說以漢德 懼以

聖威 蹶然起坐 心覺改悔 奉制稱蕃 其於椎髻箕坐也 惡之若性 前則若彼 後則若此”

262)  , “是故王法不廢學校之官 不除獄理之吏 欲令凡眾見禮義之教 學校勉其前 法禁防其後 使

丹朱之志 亦將可勉”

263) 여 에  연 는 지   하고  하 , 어  각주  통해  

주  가 갖는 험  어 지 하고  한다.

264) 『論衡』, 「祭意」, “脩先以崇恩 力勉恩崇 功立化通 聖王之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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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요순(堯舜)이 정치를 하면 난폭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없다”라고

하 다.그리고 “요순이 다스리던 백성은 집집마다 벼슬을 할 만 하며 걸과

주의 백성은 집집마다 처형을 당할 만하다.”라 하 으며 “그러한 백성들은 삼

[夏殷周]에는 도리에 따라 살게 할 수 있었다.”성인과 같은 군주가 다스리는

백성은 이 게 되기도 악한 군주가 다스리는 백성은 게 되기도 하니,결

국 (민도는)교화에 있는 것이지 본성에 달린 것은 아니다.265)

그래서 숙손통(叔孫通,한나라의 악과 조의를 제정한 인물)이 의를 만

드니 칼을 빼들고 공을 다투던 신하들도 를 받잡고 엎드려 을 하 다.처

음에는 교만하 으나 이후에 공손하게 된 것은 성 의 교화와 황제의 엄

있는 덕이 성정을 변하게 한 것이다.266)

왕충은 요순의 치도(治道)가 그 백성들에게도 향을 미치게 되어 백성

들까지도 선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순이 요의 태평성 를 계승하니

요순의 덕이 이어져 그 향이 멀리 떨어진 황복(荒服)에게까지 미쳤다

.”267)한 (漢代)에 있었던 사례를 언 하면서 (禮)의 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숙손통이 고 의 를 참고하여 새로이 악과 조의[禮 ]를 제정

하니,그 신하들도 그 의에 따라 공손하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이를 통해서 왕충은 본성의 좋고 나쁨이 인간의 도덕 발달에서 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 문화라는 교화 노력이 요함을 말한다.그리

고 그 교화 노력은 군주를 포함하여 성 들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

다.268)이는 도덕 성장이 자신의 도덕 실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덕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조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물

론 왕충은 기존의 사상가들―자신이 비 하려 했던 유가를 포함하여―과

마찬가지로 통치 권력에 한 규범성을 척도로 삼고 있다는 에서 그 시

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65)  책, 「率性」, “堯舜為政 民無狂愚 傳曰 堯舜之民 可比屋而封 桀紂之民 可比屋而誅 斯民也 

三代所以直道而行也 聖主之民如彼 惡主之民如此 竟在化不在性也”

266)  책, “是故叔孫通制定禮儀 拔劍爭功之臣 奉禮拜伏 初驕倨而後遜順 教威德 變易性也 不患性

惡 患其不服聖教 自遇而以生禍也”

267)  책, 「語增」,  “舜承堯太平 堯舜襲德 功假荒服”

268)  책, 「效力」,  “此言賢人亦壯彊於禮義 (……) 其率化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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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리성 함양[材盡]

에서 우리는 왕충의 교화론 덕성 함양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이

에서는 왕충 사상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합리’와 ‘비 ’에 주목하고자 한

다.이를 통해 궁극 으로 합리 인간으로 성장하기 해서 어떤 교화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1)견문(見聞)과 박통(博通)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F.Bacon의 격언이 있듯이 많이 안다는 것은

사람이 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의 근거를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돕는다.왕충 역시 이러한 까닭으로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 때 많이 배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지 인 사실

그 자체를 많이 안다는 의미는 아니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까지 확장

되기에 요하다.이러한 이성주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가 학문의 요성

에 해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사람의 재능은 원래 높고 낮음이 있지

만,사물에 한 지식을 알기 해서는 배움으로 가능하다.배움으로 비로

소 알 수 있으니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269)그리고 왕충은

「別通」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치에)꿰뚫고 있는 사람[通人,이하 통인]은 부유한 사람과 같고 (이치

에)꿰뚫고 있지 못한 사람[不通人,이하 불통인]은 가난한 사람과 같다.모두

칠 척의 몸이지만 통인은 세상의 이야기[百家之 ]를 가슴 속에 품고 있고,불

통인은 책 한 장도 읽지 못하여 가슴이 비어 가난한 사람의 내실과 같이 사

방으로 벽만 서있을 뿐이다.270)

왕충은 통인(通人)과 불통인(不通人)을 비교하고 있는데,그는 이치를 꿰

269) 『論衡』, 「實知」, “人才有高下 知物由學 學之乃知 不問不識””

270)  책, 「別通」, “夫通人猶富人 不通者猶貧人也 俱以七尺為形 通人胸中懷百家之言 不通者空

腹無一牒之誦 貧人之內 徒四所壁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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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가슴 속에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사

람이 넓게 꿰뚫지 못하면 고 의 일을 알지 못하고 여러 사류(事類)를 알

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면 이 멀고 귀가 멀고 코가 막힌 자와 같

다.”271)왕충은 제 로 알고 많이 아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수 으로 요구되는 시발 으로 보았다.따라서 “ 사가 이 의 사건

을 이해하지 못하면 명확하게 죄를 정할 수 없고 장구에 천착하는 학생

은 고 을 알지 못해 사실에 의거해 일을 논하지 못하는 것”272)과 같이 다

양한 지식이 없다면 일련의 의사결정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경서만 강의할 수 있으면 되고 두루 알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한다.공자의 문도들은 오경(五經)을 익혔는데,오경을 모두 읽혔다면

성인에 가까운 재능을 지닌 것이다.안연은 “문헌으로 나의 지식을 넓혔다.”고

했으니,재능과 지력이 높은 사람이어야 고 을 리 통할 수 있다.안연이 넓

게 알았다고 한 것이 어 한 가지 경서뿐이겠는가?오경을 리 익히지 못

하고 여러 사실을 넓게 알지 못하여,한 학 의 이론만을 묵수하여 견문을

넓히는 것을 종하지 않으며,옛것을 복습해서 새로운 체험을 얻어 내는 총명

함이 없이 우매한 상태 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뿐이니,그들

이 한 가지 경서만 알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273)

하나의 이론에 천착한다는 것은 지식의 폭과 넓이를 넓 주지 못해 주지

못하니 결국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알지 못하게 한다.이는 마치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 될 수 있다.“한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기술이

있다 하며,온갖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양의(良醫)라고 한다.”274)왕충은 실

례를 들어 유생(儒生)은 경서의 문장에 능란할 뿐이고 문장 간의 서로 모

271)  , “人不博覽者 不聞古今 不見事類 不知然否 猶目盲耳聾鼻癰者也”

272)  , “法令之家 不見行事 議罪不可審 章句之生 不覽古今 論事不實”

273)  , “夫孔子之門 講習五經 五經皆習 庶幾之才也 顏淵曰 博我以文 才智高者 能為博矣 顏淵

之曰 博者 豈徒一經哉 我不能博五經 又不能博眾事 守信一學 不好廣觀 無溫故知新之明 而有守愚不

覽之闇 其謂一經是者 其宜也 開戶內日之光 日光不能照幽 鑿窗啟牖 以助戶明也 夫一經之說 猶日明

也 助以傳書 猶窗牖也 百家之言 令人曉明 非徒窗牖之開 日光之照也 是故日光照室內 道術明胸中 

開戶內光 坐高堂之上 眇升樓臺 窺四鄰之廷 人之所願也 閉戶幽坐 向冥冥之內 穿壙穴臥 造黃泉之際 

人之所惡也 夫閉心塞意 不高瞻覽者 死人之徒也哉”

274)  , “醫能治一病謂之巧 能治百病謂之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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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된 을 알지만 고 의 서 은 넓게 읽지 않았고,문리(文吏)는 오로지

도리는 모른 채 서류 작업에 능할 뿐이라고 지 한다.275)따라서 유생과

문리 모두 배움을 편 하게 하 기 때문에 둘 모두 어리석은 것이다.

그 다면 통인이 되기 해서는 구체 으로 무엇을 학습하여야 하는가?

왕충에게 의하면 크게 2가지 방식이다.첫째는 견문(見聞)276)을 넓히는 것

이며,둘째는 많이 학문을 하는 것[博學]이다.먼 왕충은 보고 듣는 것

[見聞]이 많아 앎의 폭을 넓히는 것을 요하게 생각했다.왕충은 우(禹)임

과 백익(伯益)의 사례를 들면서 견문의 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우(禹)임 과 백익(伯益)이 함께 홍수를 다스렸는데,우는 주로 치수를 책

임졌고 백익은 기이한 사물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바다와 산을 넘어 그들

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듣고 본 것으로 『山海經』을 지었다.부

와 백익이 멀리 가기 않았다면 『山海經』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즉 『山

海經』은 사물을 두루 견문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277)

견문은 쉽고 자연스럽게 지식의 폭과 넓이를 확장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특히 견문의 확충을 통해 『山海經』을 술한 것과

같이 견문은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그러나 왕충은 “ 과 귀로써 논하는 것은 즉 허언의 말이 될 수 있고,

허언이 근거가 되면 진실 된 것은 거짓이 된다.그러므로 옳고 그름은

과 귀로부터 독립 이며,(보고 들은 것을)반드시 마음으로써 헤아려 보아

야 한다.”278)라 지 한 바 있다.견문은 쉽게 지식을 넓힐 수는 있지만 그

275)  책, 「謝短」, “夫儒生不覽古今 何知一永不過守信經文 滑習章句 解剝互錯 分明乖異 文吏不

曉吏道 所能不過案獄考事 移書下記 對卿便給 之准旡一閱備 皆淺略不及 偏駮不純 俱有闕遺 何以相

言”

276) 『論衡』에 는 견 (見聞) 란  없지만 견(聞見) 란  17  등 한다. 그러  

견 라는 뜻  보다 숙하  에, 견 신 견 란  도 할 것 라 단하여 

본 에 는 견 라는 어  사 하고  한다.

277)  , “禹益並治洪水 禹主治水 益主記異物 海外山表 無遠不至 以所聞見 作山海經 非禹益不

能行遠 山海不造 然則山海之造 見物博也”

278)  책, 「薄葬」, “夫以耳目論 則以虛象為言 虛象效 則以實事為非 是故是非者不徒耳目 必開心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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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진리라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우리는 마땅히 비 안목을 통해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왕충은 많이 배우는 과정[博通]을 통해서 앎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인을 설명하면서 박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인의 쌓은 학문이 열 상자 이상으로 성 (聖賢)의 말,황제에서 진한에

이르기까지의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과 세속을 풍자하

는 방법이 모두 들어있다.279)

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지만 그 햇빛은 깊숙한 곳까지 비추지 못하므로

창문을 내서 더욱 밝게 한다.한 가지 경만 강론하는 것은 햇빛의 밝기와 같

으며 (……)여러 학 의 이론은 사람을 총명하게 하니 햇빛이 비치는 정도

가 아니다.햇빛이 집안을 비추고 도술(道術)이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높은 청에 올라앉고 높은 에 올라 앉

아 주 의 정원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던 바이다.280)

통인이 꿰뚫고 있는 학문의 양은 엄청나서 그 내용은 집안과 나라를 다

스리는 방법에서부터 도덕 언명,사회 비 까지 아우르고 있다.그야말

로 박통(博通)의 경지이다.이 게 두루두루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

에 경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다시 말해서 유가나 도가의 문하생

들이 각기의 이론에만 경도되어서 다른 이론들을 멀리하는 것 역시 왕충은

경계하고자 하 다.

왕충은 견문과 박통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주지주의 경향을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그 지만 그는 ‘덕성 함양’역시 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를 오로지 ‘주지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듯하다.그는 도덕

지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도덕 실천의 문제도 상당히 요하게 여겼기

279)  , “通人積文 十篋以上 聖人之言 賢者之語 上自黃帝 下至秦漢 治國肥家之術 剌世譏俗之

言 備矣”

280)  , “開戶內日之光 日光不能照幽 鑿窗啟牖 以助戶明也 夫一經之說 猶日明也 (……) 百家之

言 令人曉明 非徒窗牖之開 日光之照也 是故日光照室內 道術明胸中 開戶內光 坐高堂之上 眇升樓臺 

窺四鄰之廷 人之所願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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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81)견문과 박통을 강조하는 왕충의 태도는 그로 하여 각종 미

신과 성 의 말들을 거침없이 비 하도록 진 시켰다.왜냐하면 자신의 입

장을 논설하고 상 방을 공박하는 데 있어 견문과 박통으로부터 얻어진 지

식은 좋은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2)효험(效驗)과 유증(有証)

어떤 주장을 검증하기 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주장에 수반되어 있는

논거를 면 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당시 후한 시 만 하더라도

세속 인 미신이 횡행하여 허망한 논리를 신 하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왕충은 올바른 지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實知」편과 「知實」편을

술하기에 이르 다.왕충은 어떤 사건이나 주장의 진의를 악하기 해서

효험(效驗)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무릇 논사에 있어 실제 그 효험(效驗)이 없으면 곧 듣기에만 좋은 번잡한

말이기에 백성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282)

무릇 천하의 일은 늘리거나 이지 않고 후 사정을 고찰하면 그 효험(效

驗)이 그 로 드러난다.있는 그 로 드러나면 시비에 한 진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283)

여기에서 말하는 효험이라 함은 말 그 로 ‘증거(驗)를 명백히 하는 것

(效)’을 말한다.다양한 주장에서 수반되는 논거들을 냉철히 검토해보면 그

시비가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고,이 과정에서 오직 유효한 증거[有證]가

있는 주장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284)따라서 왕충도『論衡』에서 자신

281) 徐復觀(1976:582~584)   지식  하게 여겼고 리  도  하게 고 하지 

다는 주  펼 다. 그  거는  말한 통(博通)  지식  신  미하고,  

그가 경(五經)  역사  지식체계  보 다는 사실 다. 그러  徐復觀  그  지 에만 착

하여 『論衡』에   도  가 체계  하게 여   도 시하고 다. 徐復觀  

러한 주 에 한  劉謹銘(2006)  「王充重知識輕人倫道德嗎？－徐復觀論點之商榷」  

참고하라.

282)  책, 「知實」, “凡論事者 違實不引效驗 則雖甘義繁說 眾不見信”

283)  책, 「語增」, “凡天下之事 不可增損 考察前後 效驗自列 自列 則是非之實有所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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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지를 입론하면서 이 게 말의 말미에 이 게 덧붙인다.“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가?[何以驗之]?”‘何以驗之’이란 표 은 『論衡』에서만 44번 등

장할 정도이니 왕충이 의론의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 ‘증거’의 요성을 강

조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任繼愈는 왕충의 효험을 설명하면서 그 방식은 주로 세 가지로 가능하다

고 설명285)한다.이를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먼

사물과 논리를 그 자체로서 고찰하는 방식으로 직 이해라 할 수 있다.

왕충은 “ 과 귀에 의지하여 즉시 (그 유증을)확정할 수 있다.”286)라고 말

하고 있다.감각기 에 의거해서 직 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왕충은

“ 과 귀에 의지해서 울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사색으로도 즉시 (유증인지

아닌지)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 알 수 없는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고 지 한다.287)

둘째는 역사 ․자연 ․생활지식을 인용하여 단하는 것으로 왕충은

“언행을 단함에 있어 그 사물로써 단하여야 한다.”288)고 말했다.일례

로 왕충은 안연(顔淵)이 공자와 함께 노(魯)나라의 태산(泰山)에 올라와

오나라에 있는 한 가옥의 창문 밖에서 흰색 비단을 보았다는 설에 해 허

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89)그 다면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290)다음은 왕충이 유증한지 그 지 않은지를 별하기

한 일련의 과정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284)  책, 「薄葬」, “事莫明於有效 論莫定於有證”

285) 任繼愈(1985), 『中國哲學發展史 秦漢』, 北京: 人民出版社, 535~536쪽.

286) 『論衡』, 「實知」, “須任耳目以定情實”

287)  , 「實知」,  “其任耳目也 可知之事 思之輒決 不可知之事”

288)  책, 「自然」,  “引物事以驗其言行”

289)  책, 「書虛」, “傳書或言 顏淵與孔子俱上魯太山 孔子東南望 吳閶門外有繫白馬 引顏淵指以

示之 曰 若見吳昌門乎 顏淵曰 見之 孔子曰 門外何有 曰有如繫練之狀 孔子撫其目而正之 因與俱下 

下而顏淵髮白齒落 遂以病死 蓋以精神不能若孔子 彊力自極 精華竭盡 故早夭死 世俗聞之，皆以為

然。如實論之，殆虛言也”

290)  , “何以驗之”

291)  , “蓋人目之所見 不過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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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내용

효험

(效驗)

제 1 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범 는 십리에 불과하다.291)

제 2 제 안연은 보통 사람이다.292)

유증 별

(有証 判別)

안연이 백 리가 떨어진 창(窓)을 보았다는 설은 허망 되

다.293)

표 1. 충의 유증 고찰 과정 I

과정 내용

효험

(效驗)

제 1명제 주(紂)의 힘은 남을 굴복시켰기에 훌륭하다.294)

제 2명제 무왕(武王)의 덕은 피를 묻히지 않았기에 훌륭하다.295)

유증 별

(有証 判別)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296)

표 2. 충의 유증 고찰 과정 II

모든 사람은 십리 정도의 가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제이다( 칭 정명제).그리고 왕충은 안연은 보통사람이라는 소

제를 통해서 안연이 십리를 벗어나 백리를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고 단한다.왕충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 거리는 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사실이며,안연이 그 시야거리를 넘어서 무려 백 리가 넘

는 곳까지 보았다는 것은 그 과학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그 주장의 논리 개를 살피는 것으로 의 아래가 어 난

곳이 있으며 앞뒤의 문장이 모순된 곳을 확인하는 작업이다.297)다시 말해

서 어떤 주장에 담긴 논리 오류(logicalerror)를 검토하여 그 이 옳고

그른지 별하고자 함이다. 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애호했던

무왕(武王)과 무력으로 남을 굴복시킨 주(紂)모두를 상찬하고 있는데,왕

충은 이를 옳지 않다고 여긴다.298)이에 한 유증 고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92)  , “考六經之傳 亦無此語 夫顏淵能見千里之外 與聖人同 孔子諸子 何諱不言”

293)  , “世俗聞之 皆以為然 如實論之 殆虛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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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과정은 세상 사람들이 마땅한 기 을 세우지 않고 ‘주의 힘’과

‘무왕의 덕’을 동등하게 상찬하는 행 를 지 하고자 함이다.왕충은 “주의

힘을 칭찬하면 무왕의 덕은 폄하되고 무왕을 칭찬하면 주의 힘을 폄하된

다.”299)라고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단은 양립불가임을 주장하고 있다

(incompatibilityerror).따라서 왕충은 여러 의론을 단함에 있어 여러 번

질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별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따라

서 왕충은 우리들에게 “(그 상황의) 후를 살피고”300)“그 주장에 담긴 내

용이 서로 상치되지 않은지 살필 것”301)을 주문한다.왕충에 의하면 “의심

스럽고 미묘한 일들에 명목을 나 고 분명하게 단해야 한다.명목이 분

명하면 사정은 로 밝 지게 된다.”302)

이러한 논증 형식은 왕충의 이성 이며 논리 인 면면을 여실히 드러내

고 있다.303)이를 가리켜 金春峰은 “신학 경학의 사유방식이 시 사

사상이었음에도 진정으로 (왕충의 이성주의 태도는)인류 이성의 휘황찬

란한 승리”라며 극찬할 정도다.304)이러한 실증주의 태도는 곧 이성에

의한 비 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는데,이는 다음 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추가 인 왕충의 여러 논증 용례나 왕충이 비 한 여러 논리에

해서는 본 논문의 6장인 ‘왕충의 비 사상’에서 추가 으로 소개하도록 한

다.

294)  , “世稱紂力能索鐵伸鉤”

295)  , “又稱武王伐之兵不血刃”

296)  , “索鐵不血刃 不得兩立”

297)  책, 「問孔」, “案賢聖之言 上下多相違 其文 前後多相伐者”

298)  , “世稱紂力能索鐵伸鉤，又稱武王伐之兵不血刃 (……) 今稱紂力 則武王德貶 譽武王 則紂

力少 索鐵 不血刃不得兩立”

299)  , “今稱紂力 則武王德貶 譽武王 則紂力少”

300)  책, 「語證」, “考察前後”

301)  , “不得二全 則必一非”

302)  책, 『論衡』, “嫌疑隱微 盡可名處 且名白 事自定也”

303) Marcel Granet(1934, 태 역, 2010:448)  “삼단 에 한 다수  가들, 특  

(王充)  취향  변 사상가들에게 비 하는 것 같다.”라 지 한  다.   가  비

한 여러 변 사상가  리학 들에 해 향   것 라는 다.

304) 金春峰(1987), 『漢代思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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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승에게 질문하고 논박함[敢于距师]

본 에서는 왕충의 교화론 ‘비 성’에 주목하여 논하도록 한다.왕충

의 비 정신의 변에는 주장을 검증하는 일련의 합리주의 정서가 기반

을 둔 것이다.어떤 주장의 논거가 옳고 그른지를 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종국 으로 그 주장의 진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이러한 과정은

배움의 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될 것이다.왕충은 「問孔」편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의 말은 완 히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도의를 말한 뜻이 바로 드러나

지 않는다.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 명확히 해야 하고,모두 이해할

수 없다면 논박해서 투철하게 밝 내야 한다.고요(皋陶)는 황제인 순(舜)앞

에서 말할 때 천박하고 거칠었으며 투철하게 말하지 못했다.우(禹)가 (순에

게)질문하고 논박하자 천박한 말이 깊어졌고 략 인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

다.질문과 논박으로 인해 고요의 그러한 말들이 발되어 더욱 깊어지고

실했으며 분명해졌다.305)

감우거사(敢于距师)는 “감히 스승을 막는다.”는 뜻으로 스승의 말에도 논

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306)왕충은 성 이나 스승

의 말이 제 로 이해되지 않으면(혹은 문제가 있다면)질문과 논박을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그러한 비 의 과정을 거쳐야만 본래 있던

말의 진의가 더욱 명쾌해지기 때문이다.즉 자기 스스로 스승의 말이 이해

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의 과정을 통해 그 진의를 확인하고,스승의 말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논박’을 통해서 올바른 도의를 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간명하게 말하자면 “스승을 반박하여 도의를 제 로 밝히며 시비

를 가려내야 한다.”307)

305) 『論衡』, 「問孔」, “聖人之言 不能盡解 說道陳義 不能輒形 不能輒形 宜問以發之 不能盡解 宜

難以極之 皋陶陳道帝舜之前 淺略未極 禹問難之 淺言復深 略指復分 蓋起問難此說 激而深切 觸而著

明也”

306) 사실 『論語』「衛靈公」편에  미 비슷한 귀가 다. “마  라  스승께도 보  

말라.(「衛靈公」, 『論語』, “當仁不讓於師”)”

307)  , “距師 核道實義 證定是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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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감우거사설에 해 단순히 표면 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 스승과 제자의 계에서 왕충의 논리를 들이 어 “학

습자가 교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308)라고 단순하게 함의를 도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사실 이러한 견해는 왕충의 감우거사 개념을 그

심연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왕충 사상에서 ‘스승’의 권 를 가지

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로,‘옛것’과 자신이 추앙하고 있는 ‘성 ’을 가리

킨다.따라서 감우거사를 통해서 왕충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존고비 론( 古卑今論)에 한 비 이다.둘째,학문 집단주의에

한 배격이다.

먼 왕충은 옛 것이라면 으로 신뢰하고 보는 풍토에 해 비 을

가했다.사실 국 사상을 가리켜 “ 국의 학문은 옛것을 그 로 본 따는

것에 지나지 낳고,무엇은 안다던가,이치를 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

르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309)라는 비 이 근 이후로 곧 제기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은 이미 후한 시기의 왕충에게도 마찬가지로 지

되었다.

세상의 유학자들은 스승을 신뢰하고 옛 것을 존숭하길 좋아한다.그래서 성

이 한 말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심껏 학습하고 질문할 모

른다.성 이 붓을 들어 지은 도 아무리 생각이 상세하고 명확해도 모두 사

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하물며 작스럽게 쓴 말을 어떻게 모두 옳다

하겠는가?모두 옳을 수 없는데 당시 사람들은 질문할 몰랐으며,옳기는

하나 의미가 모호하고 명백하지 못한데도 당시 사람들은 질문을 할 몰랐

다.310)

사실 왕충이 『論衡』을 짓게 된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옛날 일에

한 것은 무조건 옳다 여기고 속 깊이 믿어서 스스로 못 벗어났기 때문

308) 劉霄(2007), 「王充學習心理思想」, 『人文社會科學學報』, 南都學壇, 27(5), 75~76쪽.

309) 中村 元(1966), 『東洋人の思惟方法』, 東京: 春秋社, 지견 역(1990), 『  사 』, 

울: 도  , 97쪽.

310) 『論衡』, 「問孔」, “世儒學者 好信師而是古 以為賢聖所言皆無非 專精講習 不知難問 夫賢聖下

筆造文 用意詳審 尚未可謂盡得實 況倉卒吐言 安能皆是 不能皆是 時人不知難 或是 而意沉難見 時

人不知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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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311)이런 “옛 것을 높게 보고 의 것을 낮추어 보는 것”312)을

해 왕충은 동의하지 않는다.이러한 논리는 환담(桓譚)에게 향을 받은

것313)으로,왕충은 옛날이나 지 이나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왕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오상의 기를 받았고,오늘날의 사람들도 역시 오상의 기를

받았다.(두 시기)모두 오상의 도를 품수하고 같은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어

옛날은 순박할 것이며 오늘날은 야박하겠는가?314)

왕충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풍토와 사람의 됨됨이는 같기 때문에,

결국 “고 은 결국 한결같다.”315)고 주장한다.따라서 옛날에 해 높게 평

가하는 풍토는 잘못된 것이며,이러한 논리 로라면 주례(周禮)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요순의 태평천세를 찬하는 유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그의 논리에 따르면 주 에 문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았듯이 한

에도 고조와 무 역시 그러하 고,한 에 토도 확장되었으며 사회

안녕도 확립되었다.316)따라서 왕충은 학습의 표본으로 ‘옛 것[古]’에 기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왕충은 자신의 학문 성 만을 존숭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그가 제자백가서를 두루두루 읽어야 한다는 박통(博通)을 주장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왕충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성 의 말이라면 순수 무결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311) 『論衡』, 「自紀」, “以為昔古之事 所言近是 信之入骨 不可自解 故作實論”

312)  책, 「齊世」, “尊古卑今也”

313) 祝瑞開(1989), 『兩漢思想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21쪽.

314) 『論衡』, 「齊世」, “上世之人 所懷五常也 下世之人 亦所懷五常也 俱懷五常之道 共稟一氣而生 

上世何以質朴 下世何以文薄”

315)  책, 「案書」, “古今一也”

316)  , “周之受命者 文武也 漢則高祖 光武也 文武受命之降怪 不及高祖 光武初起之祐 孝宣明

之瑞 美於周之成康宣王 孝宣孝明符瑞 唐虞以來 可謂盛矣 今上即命 奉成持滿 四海混一 天下定寧 

物瑞已極 人應訂隆 唐世黎民雍熙 今亦天下脩仁 歲遭運氣 穀頗不登 迥路無絕道之憂 深幽無屯聚之

姦 周家越常獻白雉 方今匈奴 鄯善 哀牢貢獻牛馬 周時僅治五千里內 漢氏廓土 收荒服之外 牛馬珍於

白雉 近屬不若遠物 古之戎狄 今為中國 古之躶人 今被朝服 古之露首 今冠章甫 古之跣跗 今履商舄 

以盤石為沃田 以桀暴為良民 夷埳坷為平均 化不賓為齊民 非太平而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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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말을 비 하여 질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을 논박한다면,세간에

재주가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 질문에 답하고 반박을 해결해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우리가 논박하고 질문하여 시비를 밝힌 것을 칭찬할

것이다.317)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 들의 말에 해 엄 한 잣 를 들이 는 작업

은,그 주장이 성 의 주장이라 하여 성역화 될 수 없음을 함의한다.자신

이 추앙하는 학문 공동체에서 추앙받는다 하여 오로지 성 의 말만을 무

비 으로 존숭하기만 한다면 도의는 밝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

견[創新]하지 못할 것이다.왕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 지성을 바탕

으로 해서 옛 성 들이 보지 못했던 경지를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다.

공자가 자유(子游)가 다스리는 곳에 갔을 때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는 소리

를 듣고 비웃었다.318)그러자 자유는 에 공자가 한 말을 인용해 공자에게

반론했다.지 『論語』를 살펴보면 공자의 말 가운데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

는 것을 비웃는 말 같은 것은 많다.그런데 제자의 말 가운데 자유와 같이 논

박하는 은 다.그래서 공자의 말은 끝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칠십

명의 제자들이 반박할 수 없었기에 오늘날의 유생들도 사실 로 시비를 밝히

지 못하는 것이다.319)

자유가 공자에게 비 한 것이 타당하 음을 들어 왕충은 공자의 언행이

순수 무결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세간에서는 자신의 학문 공

동체에서 추앙하고 있는 성 이라면,스스로 그 사상담론을 ‘태고 불변의

진리’로 여기곤 한다.따라서 그는 유자(儒 )라고 해서 공맹의 말을 성역

317)  책, 「問孔」, “謂問孔子之言 難其不解之文 世間弘才大知生 能荅問 解難之人 必將賢吾世間

難問之言是非”

318) 공  가 한 말  다 과 같다. “공 가 (武城)에 가시어 에 맞 어 는 랫

리  들었다. 공 가 웃  말하  “닭  는  어찌 돼지  는 큰  쓰느냐?” 그러  

가 말하  에 가 생님께 듣  “ 가 도  우  사람  사랑하고  도  

우  리 가 쉽다”라고 하 다. 공 가 말하  “ 들 ,  말  다. 내가 한 말  담

었다.”(『論語』, 「陽貨」, “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夫子莞爾而笑 曰割雞焉用牛刀 子游對曰 昔者

偃也聞諸夫子曰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 子曰 二三子 偃之言是也 前言戲之耳”)

319) 『論衡』, 「問孔」, “孔子笑子游之絃歌 子游引前言以距孔子 自今案論語之文 孔子之言 多若笑弦

歌之辭 弟子寡若子游之難 故孔子之言遂結不解 以七十子不能難 世之儒生 不能實道是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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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서 신 하는 것은 학문 논의의 폐쇄성만 불러온다고 지 한다.왕충

에 따르면 이러한 ‘권 ’를 으로 맹신하는 태도는 학문 발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배우려는 사람도 그 담론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결국 그 담론의 시비 자체를 따지는 것을 시도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왕충은 공자가 한 말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잣

[論衡]’를 통해 담론의 진의를 악하는 작업이야말로 공자의 사상을 제

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은 F.Bacon이 ‘극장의 우상’

이라 하여 통 인 권 있는 주장이라 하여 무비 으로 추종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궁극 으로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기

해서는 통이나 학문 테두리를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비 지

성에 의할 것을 강조한다.따라서 왕충이 감우거사론을 내세운 것 역시 사

제 계의 도식성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 지성을 발

휘할 것을 강조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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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왕충의 비 정신

1.질허망(疾虛妄)

“『論衡』의 십여 편은 하나의 말로 정리될 수 있는데,허망한 것을 질

타하기 함[疾虛妄]이다.”320)왕충 사상에서 가장 정수라 할 수 있는 것은

비 정신이라 할 수 있겠는데,왕충은 구허(九虛)편321)을 통해 허망지설

(虛妄之說)을 공박하고 있다.본 에서는 세속 미신과 신학 미신에

한 왕충의 비 322)을 살펴보도록 한다.

(1)세속 미신

왕충은 『論衡』의 여러 부분을 할애하면서 당시 한 의 세속 미신을

비 하고 있다.왕충은 집을 세우고,이사하는 것,제사를 지내고,장례를

치르며, 직에 오르는 것에 한 각종 미신부터 시작해 귀신을 믿고 으

로 길흉을 묻는 것에 이르는 매우 방 한 류(類)의 세속미신을 공박한

다.323)본 장에서는 『論衡』 「四諱」편에 언 된 네 가지 기와,귀

신 개념을 어떻게 비 했는지를 살펴 으로 왕충이 어떻게 세속 미신을

비 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324)왕충은 「四諱」편에서 세속의 네 가지

기에 해 열거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320) 『論衡』, 「佚文」, “論衡篇以十數 亦一言也 曰 疾虛妄”

321) 『論衡』에  허(九虛) 편  「書虛」․「變虛」․「異虛」․「感虛」․「福虛」․「禍虛」․「龍虛」․

「雷虛」․「道虛」편  컫는다. 

322) 본 에  말하는 신학  미신과  미신   척도 는 그 미신  ‘ ․학  

상’  겪었는지 여  삼고  한다. 라  본 에  말하는 신학  미신   미신  

․ 학  상  득한 ‘ 변철학’  컬 ,  미신  민 에게 었  여타  

상  얻지 못한 것  컫는다.

323) 任繼愈(1985), 『中國哲學發展史 秦漢』, 北京: 人民出版社, 527쪽.

324) 『論衡』「譋時」·「說日」·「難歲」·「辨崇」편에 언   미신 비 에 해 는 周

桂鈿(1996) 『虛實之辨 : 王充哲學的宗旨』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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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서쪽으로 넓히는 것325)

․ 묘에 올라가는 사람을 형벌에 처하는 것326)

․ 젖을 먹이고 있는 여자를 피해야 하는 것327)

․ 정월과 오월에 아이를 낳는 것328)

먼 집을 서쪽으로 내는 것이 곧 죽음을 이르게 한다는 속설에 해 왕

충은 어 “무릇 집의 네 방향 모두 땅을 향하고 있는데,세 방향만은 어

흉하다고 말하지 않고 서쪽으로 집을 넓히는 것만 불길하다 하니 어

그러한 것인가?”329)라고 반문한다.그러면서 그는 “본래 상서롭지 못하다

는 것[不祥]은 옳음과 이치에 맞는 것에 한 문제이지,길흉에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330)따라서 그는 집을 서쪽으로 내는 것이 상서롭지

못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둘째,묘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해 형벌을 가하는 것에 해 “사람들

은 (묘에 오르지 못하는)이유를 모르고 있고,모를 수밖에 없다.묘에 오

르는 것을 지하는 자에게 물어 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331)고 말한

다.왕충은 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첫째는 후손으로서 경

배를 표하는 마음이며,두 번째는 묘에 올라 후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면

선조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32)결국 묘에 오르는

것은 그 묘에 있는 신령의 존재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묘를 잘

보존하려는 것은 죽은 자에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 것뿐이다.다시 말

해 조상에 한 경배의식은,선조에 한 인간 감사의식에 있는 것이지

조상이란 혼[鬼]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333)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묘에 과 하게 의미를 부과하여,묘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

325) 『論衡』, 「四諱」, “俗有大諱四 一曰諱西益宅”

326)  , “二曰諱被刑為徒不上丘墓”

327)  , “三曰諱婦人乳子 以為不吉”

328)  , “四曰諱舉正月 五月子 以為正月 五月子殺父與母 不得”

329)  , “夫宅之四面皆地也 三面不謂之凶 益西面獨謂不祥 何哉”

330)  , “實說其義 不祥者 義理之禁 非吉凶之忌也”

331)  , “但知不可 不能知其不可之意 問其禁之者 不能知其諱”

332)  , “古禮廟祭 今俗墓祀 故不升墓 慚負先人 一義也 (……) 緣先祖之意 見子孫被刑 惻怛憯

傷 恐其臨祀 不忍歆享 故不上墓 二義也”

333) 허 (2007), 「  사 」, 『 사연 』, 사학 , 47,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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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왕충은 지 한다.

셋째,젖을 먹이는 여자를 불길하다고 보는 것을 비롯하여 큰일을 치룰

때 여자를 멀리는 것에 해 왕충은 그 근거가 없다고 지 한다.그는 “길

에 가보면 우리는 돼지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사내와 개천의 역겨운 것

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악의 징조라 보지 않는데,(……)오늘날 아이에

게 젖을 먹이는 여성―자기 몸 그 자체인―을 보고서는,사람들은 어 하

여 피하려드는 것인가?”334)라고 반문한다.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젖[乳]은

정미한 기[元氣]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미천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335)따라서 그에 따르면 젖을 먹이는 여자를 피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에서 5월은 상서롭지 못한 달[惡月]로 여기는 풍습이 있

었는데336),왕충은 정월과 오월에 낳은 자식들이 부모를 죽일 수 있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왕충은 이러한 미신에 해 “십 개월에

낳는 아이들은 모두 하나의 원기인데,정월과 이월에 낳아진 아이들은 어

떻게 (원기가)나 어지고,오월과 유월에 낳아진 아이들은 어떻게 (원기

가)다르단 말인가?”337)라 반문하고 있다.결국 왕충은 이러한 주장은 “공

허한 기에 불과하며,왜 흉한지에 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세속을 혹

시키며 심히 그릇되며 옳지 않은 것이다.”338)라고 말하고 있다.

왕충은 와 같이 「四諱」편에서 4가지의 주요한 미신을 공박함으로,

세속에서 떠도는 주장들은 공허하며 그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따

라서 불필요하게 그러한 미신을 추종할 필요가 없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속 미신 비 의 연장선상에서,왕충은 당시에 마땅히 존재한다고

여겨지던 귀신[鬼神]339)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다.왕충은 “사람은

죽어서도 귀신이 될 수 없고,지각도 없어서,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없

다.”340)고 주장한다.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334)  , “出見負豕於塗 腐澌於溝 不以為凶者 (……) 今婦人乳子 自在其身 齋戒之人 何故忌之”

335)  , “夫婦人之乳子也 子含元氣而出 元氣 天地之精微也 何凶而惡之”

336) 사 핑 (2006), 『  통생 습』, 울: 립민 , 252쪽.

337) 『論衡』, 「四諱」, “十月而產 共一元氣也 正與二月何殊 五與六月何異 而謂之凶也”

338)  , “有空諱之言 無實凶之效 世俗惑之 誤非之甚也”

339) 여 에  말하는 귀신  귀(鬼)란 사후  , 신(神)  천신  귀신  신  컫는다. 

에 해 는 羅光(1978)  『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292쪽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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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정신이 형체 속에 담긴 모습은 조와 이 포 속에 담긴 모습과

같다.죽어서 형체가 썩고 정신이 흩어지는 것은 포 가 구멍이 나거나 찢기

어 조와 이 흘러나와 버려지는 것과 같다.조와 이 버려지거나 흘러나오

면,포 는 가득 찬 형체로 되돌아갈 수 없듯 정기가 흩어지면 어 그 형체

가 보존되어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341)

왕충은 무릇 사람이란 형체와 정신으로 별되며,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형체 속에 담긴 정신 역시 흩어지게 된다고 주

장한다.따라서 사후에는 육체와 정신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귀신이란

독립 실체(entity)를 가정하기 어렵다고 지 한다.물론 육체가 아닌 오

직 ‘정신’만으로도 그 귀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겠으나,왕충은 “어 썩

어 없어진 형체에 의지해 다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342)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존재는 인간에 의해 피지각된 것인데,이 의미는 귀신

은 반드시 가시 인 형태로서 지각될 수 있어야 함을 함의한다.그런데 육

체가 없어졌으니 그 정신이 드러날 방도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 역시 논리 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왕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힘을 사용하기 해서는 근육과 가 강해야 하고,근육과 가 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그러나 맹분(孟賁)이나 하육(夏育)같은 용

사의 힘처럼 숨이 부딪치더라도,기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343)

왕충이 귀신이 사람을 해친다는 주장에 해서,만약 귀신이 혼백과 같

이 정신 속성[氣]만을 가지고 있다면 논리 으로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사람을 해치기 해서는 일련의 힘이 필요하고,이러한

힘은 근력에 비롯되어야 한다.그런데 그러한 근력은 근육과 라는 형체

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형체가 불분명한 귀신에게서 가능할 리가 없

340)『論衡』, 「論死」,  “死人不為鬼 無知 不能害人”

341)  , “人之精神 藏於形體之內 猶粟米在囊橐之中也 死而形體朽 精氣散 猶囊橐穿敗 粟米棄出

也 粟米棄出 囊橐無復有形 精氣散亡 何能復有體 而人得見之乎”

342)  , “神安能復假此形而以行見乎”

343)  , “用力須䈥骨而彊 彊則能害人 (……) 雖勇如賁育 氣不害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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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기 역시 더할 나 없이 약해지는 사실을 받아

들인다면,마땅히 “흐물흐물해진 기가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겠는가

?”344)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 다면 어떻게 귀신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왕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과 념 때문에 래했다. 래된 까닭은 무엇인가?질병으

로부터 래된 것이다.사람이 병이 들면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고,근심과 두

려움으로부터 귀신이 생겨난다.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다.그러므

로 병이 들어 침상에 눕게 되면,두려움으로 귀신이 생겨난다.두려우면 생각

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헛것이 보이게 된다.345)

왕충은 귀신 개념을 심리학 인 근 방식을 통해 풀이하는데346),그의

설명에 따르면 귀신은 실제 세계에서 실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공간에서나 있는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생각과 념 때문에 래된

‘귀신’의 존재는,심신이 허약한 인간에게서 보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왕충은 「訂鬼」편에서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있는 이유를 7가지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 워있으면 시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347)

․ 병(病)의 기운 때문이다.348)

․ 늙은 물건 정미한 것이다.349)

․ 본래 사람으로 태어났다.350)

․ 특별한 행태의 기이다.351)

344)  , “猶澒溶之時 澒溶之氣安能害人”

345)  책, 「訂鬼」, “凡天地之間有鬼 非人死精神為之也 皆人思念存想之所致也 致之何由 由於疾

病 人病則憂懼 憂懼見鬼出 凡人不病則不畏懼 故得病寢衽 畏懼鬼至 畏懼則存想 存想則目虛見”

346) 羅光(1978), 『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臺北: 臺灣學生書局. 

347) 『論衡』, 「四諱」, “一曰 人之見鬼 目光與臥亂也”

348)  , “一曰 鬼者 人所見得病之氣也”

349)  , “一曰 鬼者 老物精也”

350)  , “一曰 鬼者 本生於人 時不成人 變化而去”

351)  , “一曰 鬼者 甲乙之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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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의 일종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352)

․ 괴이한 형상 하나이다.353)

그는 귀신에 해 실체로 인정하기 보다는,사람이 가끔씩 겪는 허상이

라거나 사람이 느끼기에 괴이한 상 일부라고 이해한다.다만 구체

으로 괴이한 상으로 느껴질 때에는 그것은 “모두 극에 이른 왕성한 양기

로 이루어진 것”354)이며,오직 “골육은 없고 정신만 있으므로 한번 어렴풋

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질 뿐이다.”355)라고 설명한다.이 게 귀신에 해

그 실체를 부정하는 은 이후에 왕충이 무신론자로서 평가되는 좋은 논거

가 되었다.

이러한 세속 미신에 한 왕충의 비 은,왕충의 합리주의 정신이 자

연스럽게 구 된 것이다.왕충은 세속에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떠한

효험과 유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왕충은 그것들은 미신(迷信)에 불과

하다고 확증한다.왕충은 세속에 등장하는 미신이나 귀신 념을 비 하는

동시에,더 나아가서 변화되어 있던 여러 미신들도 더불어 공박하게 된

다.이는 다음 ‘신학 미신’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신학 미신

여기에서 말하는 신학 미신은 한 시기에 유행했던 ‘천인감응론’을

일컫는다.추연(鄒衍)은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데 (하늘과 사람 간의)‘상

응성’에 심을 두었다면 동 서를 비롯한 유자들은 도덕 ․정치 사태

들을 탐구하는데 심을 두었다.356)즉 유가에서 말하는 천인감응론은 인

간의 선행에 감복해서 하늘이 상을 내릴 수도,악행에 하늘이 분노해서 벌

을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357)동 서를 비롯한 유가의 ‘천인상

352)  , “一曰 鬼者 物也 與人無異”

353)  , “一曰 人且吉凶 妖祥先見 人之且死 見百怪 鬼在百怪之中”

354)  , “故凡世間所謂妖祥 所謂鬼神者 皆太陽之氣為之也”

355)  , “無骨肉 有精氣 故一見恍惚 輒復滅亡也”

356) Benjamin Schwartz(1985),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역(2004), 『  고 사상  계』, 울: 살림, 497쪽.

357) 『春秋繁露』, 「必仁且知」, “災者 天之譴也 異者 天之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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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설(天人相應說)’은 어떤 윤리 불규칙성이 우주의 불규칙성을 야기하는

원인이라 제한다.358)이러한 천인감응론은 한 시기에 이재설과 참

설로 발 하게 되면서 차 ‘변철학’으로 성장했다.왕충은 이러한 형태

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화가 오며,화복을 받는 것은 모두 하늘 때문이며 사람이 행하면 하늘은 반드

시 감응한다고 한다.은혜를 드러나게 베풀면 인군(人君)이 그 행동에 해

상을 것이나,은혜를 드러나지 않게 베풀면 천지가 그 덕에 보답할 것이

다.359)

하늘은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喜怒哀樂]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가

지고 있다.360) 한 이러한 감정은 시의에 따라 자신을 표 하게 되는

데361),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인간사에서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왜냐하면 “화복의 응답은 모두 하늘

에 의한 것이며 사람이 선악을 행하면 하늘은 이에 응하기 때문이다.”362)

이러한 하늘 [天觀]은 인격천과 주재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하늘이 의

지 이며 목 인 존재임을 제로 한다.다음의 사례 역시 목 론 천

인상응설에 근거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하늘이 순과 우에게 보답을 주기 해 새와 코끼리를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한다.363)

358) Joseph Needham(1969),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Ⅱ, Cambridge Univ. 

Press.   역(1994), 『  과학과  Ⅱ』, 울: 사, 42쪽.

359)  책, 「福虛」, “世論行善者福至 為惡者禍來 福禍之應 皆天也 人為之 天應之 陽恩 人君賞其

行 陰惠 天地報其德”

360)  春秋繁露 , 「陰陽義」, “天亦有喜怒之氣 哀樂之心 與人相副 以類合之 天人一也 春喜氣也 故生 

秋 怒氣也 故殺 夏 樂氣也 故養 冬 哀氣也 故藏 四者天人同有之 有其理而一用之”; 『論衡』, 「譴

告」, “天神譴告人君 猶人君責怒臣下也”

361) Benjamin Schwartz(1985),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역(2004), 『  고 사상  계』, 울: 살림, 504쪽.

362)  論衡 , 「福虛」, “福禍之應 皆天也 人為之 天應之”

363)  책, 「書虛」, “夫天報舜禹 使鳥田象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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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집을 무 뜨리는 것은 하늘이 용을 데려

가기 함이며,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몰래 범한 죄가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더러운 음식을 사람에게 먹이면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쳐서

죽인다.우르르하는 소리는 하늘이 노여워하는 소리로 사람이 노하여 부르는

소리와 같다.364)

『傳書』에서 말하길 탕 임 이 칠년의 가뭄을 만나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뽕나무 밭에서 자신의 여섯 가지 잘못으로 자신을 책망하며 기도하니

하늘이 곧 비를 내렸다.365)

왕충은 이러한 속설을 “세간의 어리석고 명한 사람을 막론하고 그 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366)고 지 한다.그러나 그러한 속설은 “인

간의 도리에서 따지자면 허망(虛妄)한 말 뿐이다.”367)하늘이 의지를 갖고

사람을 꾸짖거나 보은을 하는 것은 궁극 으로 하늘이 일련의 감정을 갖고

사리 단을 한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정치 역까지 확

장되는데,그것은 이재설로 표 된다.

이재론자368)들은 이 게 말한다.“옛 임 의 정치가 법도를 잃게 되면,하늘

이 꾸짖고 나무란다.(……)임 이 벌을 때 시세에 맞지 않으면 추 가

오고,상을 때 시세에 맞지 않으면 더 가 온다.천신(天神)이 인군(人君)

을 꾸짖는 것은 인군이 신하를 책망하여 노여워하는 것과 같다.”369)

유자는 이 게 말한다.“인군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이변을 나타내

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며 그래도 고쳐지지 않

으면 재앙을 자신의 몸에 내린다.이는 먼 이변을 내리고 나 이 재앙을 내

364)  책, 「雷虛」, “世俗以為 擊折樹木 壞敗室屋者 天取龍 其犯殺人也 謂之陰過 飲食人以不潔

淨 天怒 擊而殺之 隆隆之聲 天怒之音 若人之呴吁矣”

365)  책, 「感虛」, “傳書言 湯遭七年旱 以身禱於桑林 自責以六過，天乃雨”

366)  책, 「雷虛」, “世無愚智 莫謂不然”

367)  책,  , “推人道以論之 虛妄之言也”

368) 본  2  1  ‘후한  지  지 도’  ‘ 재 (異災說)  참 (讖緯說)’  참고하라.

369)  論衡 , 「譴告」, “論災異 謂古之人君為政失道 天用災異譴告之也 (……) 人君用刑非時則寒 施

賞違節則溫 天神譴告人君 猶人君責怒臣下也”



- 98 -

리는 것으로 먼 가르친 뒤에 벌을 다는 뜻이다.”370)

이러한 주장은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게 된다는 천인감응론에서 근

거한 것으로 왕충은 이러한 속설을 허망하다고 배격한다.‘왕충의 세계 ’

을 살펴보았듯이,왕충의 ‘무 자연’개념을 통해 의지 이며 목 인 천

개념을 배격한다.

하늘의 뜻은 스스로 그러함[自然]이고 곧 인 이지 않음[無爲]이다.만약

사람을 꾸짖고 나무른다면 그것은 인 이며,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다.371)

왕충이 생각한 천 개념은 그 자체로 스스로 그러한[無爲]성격임을 주장

한다.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그러하며 인 이지 않음[無爲自然]이란

통 인 도가 철학의 핵심으로 ‘담박하고 깨끗하여 무욕한 것372)’을 일컫는

다.왕충은 동 서의 신학 천인감응론을 배격하기 해 도가의 철학을

비 으로 흡수하여 하늘을 신비화하는 을 공박하고자 하 다.373)이

를 통해 왕충은 하늘이 의지를 가지지 못한 일반 인 자연물[體]에 불과하

며374),곧 사람과 감응하지 못함을 주장하려 하 다.375) 를 들자면 공자

를 사수(泗水)와 마주해서 장사를 지냈는데,사수는 그를 해서 거꾸로 흘

다고 하는 미신376)에 해서 다음과 같이 공박한다.

사수(泗水)는 의도가 없다.(……)이는 아마도 강물이 공교롭게 그냥 비켜

흘 을 뿐이다.강물에는 돌아가는 곳이 있고 하천에도 물길이 바뀔 때가 있

어서 비켜 흐르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그러므로 사수가 비켜 흐르는 것은

370)  책,  , “儒者之說又言 人君失政 天為異 不改 災其人民 不改 乃災其身也 先異後災 先

教後誅之義也”

371)  책, 「譴告」, “夫天道 自然也 無為 如譴告人 是有為 非自然也”

372)  책, 「自然」, “謂天自然無為者何 氣也 恬澹無欲 無為無事者也 老聃得以壽矣”

373) 北京大學哲學系中國哲學史敎硏室(1980), 『中國哲學史』, 北京: 中華書局,  역(2005), 

『 철학사 II 한․ 당편』, 울: 간 원, 107~108쪽.

374) 본  2  1  ‘ 연 ’에  감각  재  근거  하여 하늘  지  재

 미 한  다.

375) 羅光(1978), 『中國哲學思想史 兩漢, 南北朝篇』, 臺北: 臺灣學生書局, 269쪽.

376)   論衡 , 「書虛」, “孔子當泗水之葬 泗水為之卻流 此言孔子之德 能使水卻 不湍其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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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사건이 못된다.377)

천지는 의지를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을 수용한다면 강물이 공자를

해 방향을 바꾸었다는 논리는 정되지 못한다.왕충은 사실 강물이 방향

을 바꾸었다는 것은 흔하게 있는 것이며,이는 공자의 장례시기와 우연

으로 겹친 것이지 일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이를 통해

왕충은 천지가 무의지 존재임을 논구하는 동시에 하늘과 인간이 서로 다

른 존재이므로 감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주장한다.

네 오랑캐[四夷]가 원에 들어오면 통역자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형

체가 같고 기 역시 동일하게 받았지만 언어가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삼황 오

제라 해도 통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네 오랑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하물

며 하늘은 사람과 다른 존재로 사람의 소리와 다르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

는가?사람은 하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 하늘이 사람의 행동

을 알 수 있겠는가?378)

왕충은 각 민족의 언어가 달라서 서로에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

고,마찬가지로 하늘과 사람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구사하는 언행

방식 역시 다르다고 주장한다.따라서 하늘과 사람이 서로 다른 질 차이

를 보이는 것을 인정한다면,우리는 “천지에 다른 종류끼리 교 하는 일은

없다.”379)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할 것이다.그 기에 하늘과 사람 사이

의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그래서 왕충이 말

하길 “무릇 사람은 행동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고,하늘 역시 그 행동

에 부응하여 사람과 감응할 수 없는 법이다.”380)라고 한다.그 기에 인군

(人君)의 선의지에 따라 하늘이 감복하여 상을 내릴 수도 없으며,하늘의

뜻을 사람이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그 기에 성왕의 시 에 하늘 역시

377)  책,  , “泗水無知 (……) 是蓋水偶自卻流 江河之流 有回復之處 百川之行 或易道更路 

與卻流無以異 則泗水卻流 不為神怪也”

378)  책, 「變虛」, “四夷入諸夏 因譯而通 同形均氣 語不相曉 雖五帝三王 不能去譯獨曉四夷 況

天與人異體 音與人殊乎 人不曉天所為 天安能知人所行”

379)  책, 「奇怪」, “異類之物相與交接 未之有也”

380)  책, 「明雩」, “夫人不能以行感天 天亦不隨行而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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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복하여 태평성 (太平聖代)를 이루었다는 이야기 역시 왕충에게는 허구

로 지 된다.

세상이 상서롭고 인군 역시 성스러울 때 그것은 서로 우연에 불과할 뿐이

다.상서로운 시기는 길고도 길어 (세상이 평화로울 때와 임 이 성군일 때

는)서로 우연 인 것에 불과하다.(……)성왕이 우연히 상서로운 상과 마

주치는 것은 다만 길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 운수가 좋을 따름이고,그것은

본디 우연이지 인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381)

왕충은 성군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그 세상이 태평스러운 것도 아

니며,만약 요순시 처럼 그 세상 역시 평안한 것은 ‘우연’에 불과할 따름

이라고 지 한다.즉 성왕의 시 에서 상서로운 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 상의 일종이기에 어떠한 특수 의미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고 왕충은 주장한다.382)고로 인간 세계의 정사(政事)는 하늘의 작용과 별

개이며,이 둘이 모두 공교롭게 상서롭다면 이는 ‘우연’이외에 설명할 방

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이재설 역시 상서로운 상과 마찬가지로

‘우연’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처리될 뿐이다.

왕망의 신(新)왕조 이후로 이재설을 빌미로 정권이 여러 번 복되고,

한 이재를 없애기 해 각종 제사를 거행한 자들이 변복지가(變復之家)

라는 직업을 얻었을 정도이니383)왕충이 살았던 시기에는 천인감응설은 단

순한 미신(迷信)을 넘어 일련의 권 를 획득한 정설에 가까웠다.그러나 천

인감응설이란 신학 미신에 한 왕충의 날카로운 공박은,주 화․신비

화된 하늘을 객 이며 합리 인 개념으로 탈바꿈시켜 비합리 인 미신을

내쫓고자 하 다.즉 왕충의 이러한 비 은 ‘불명료한 신탁’이란 정치 도

그마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합리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함이었다.

381)  책, 「指瑞」, “物生為瑞 人生為聖 同時俱然 時其長大 相逢遇矣 (……) 聖王遭 見聖物 猶

吉命之人逢吉祥之類也 其實相遇 非相為出也”

382) 李维武(2001), 『王充與中国文化』, 贵州: 贵州人民出版社, 64쪽.

383) 강수(1989), 「  철학사상」, 『 학보』, 한 학 , 29,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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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 지설(聖賢之說)비

왕충은 “성 의 을 살펴보면 아래가 어 난 곳이 많고,앞뒤의 문장

이 모순된 곳이 많은데도 세상의 학자들은 그것을 모른다.”384)라고 지 한

다.왕충은 ‘권 에 호소’하기보다 그 담론 자체에서 그 사상가의 행 을

토 로 단하길 요구하면서,『論衡』 세 편385)을 할애하여 당시에 성

으로 추앙받았던 공자,맹자,한비자에게 질문 혹은 비 을 가하고 있

다.386)본 에서는 왕충이 공자,맹자,한비자387)에게 어떤 식으로 공박을

가했는지 차례 로 살펴보기로 한다.

(1)공자에게 질문함[問孔]

왕충은 「問孔」편에서 공자와 자유(子游)의 담을 인용하고 있다.이는

다음과 같다.

공자가 자유(子游)가 다스리는 곳에 갔을 때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는 소리

를 듣고 비웃었다.그러자 자유는 에 공자가 한 말을 인용해 공자에게 반론

했다.지 『論語』를 살펴보면 공자의 말 가운데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는

것을 비웃는 말 같은 것은 많다.그런데 제자의 말 가운데 자유와 같이 논박

하는 은 다.그래서 공자의 말은 끝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칠십

명의 제자들이 반박할 수 없었기에 오늘날의 유생들도 사실 로 시비를 밝히

지 못하는 것이다.388)

왕충은 성 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공자 역시 자유와의 담에서 볼 수

384)   論衡 , 「問孔」, “案賢聖之言 上下多相違 其文 前後多相伐者 世之學者 不能知也”

385) 「問孔」, 「刺孟」,「非韓」편 다.

386)   하  에 한한  가  계승할 필 가 지만, 다만 

그것  비  숭하는 경우는 허  수 없다고 주 하  했다. 

387) 실  『論衡』에는 「問孔」, 「非韓」,「刺孟」순  열 어 지만, 본 에 는 사상  

 고 하여 「問孔」, 「非韓」, 「刺孟」순  살펴보  한다.

388) 『論衡』, 「問孔」, “孔子笑子游之絃歌 子游引前言以距孔子 自今案論語之文 孔子之言 多若笑弦

歌之辭 弟子寡若子游之難 故孔子之言遂結不解 以七十子不能難 世之儒生 不能實道是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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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언행 왕충의 질문

1

공자는 맹의자에게 효

(孝)에 해 “어기지 말라”

라고 답하는데,번지가

묻자 “살아 계실 때는 의

에 따라 섬기며,돌아가시

면 의에 따라 장사 지내

고 의에 따라 제사 지내

는 것이다.”라고 했다.389)

공자는 단순히 “어기지 말라”라고만 했는

데,이는 무 압축 이어서 맹의자가 오해

했을 수 있다.번지가 따져 묻지 않았다면

“어기지 말라”는 뜻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재능이 작은 사람에게는 상세히 설명해주

고,재능이 큰 사람에게는 략 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그런데 번지는 재주가 큼에도

공자가 상세히 말했고 맹의자는 재능이

음에도 도리어 간략히 고해주었다.390)

2

공자는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

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391)

“빈천을 얻는다[得].”라 했는데 부귀의 경

우는 ‘얻는다’란 표 이 옳지만,빈천을 벗

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빈천을

떠난다.”라 해야 한다.공자는 상세하고 명

백하게 표 하지 못한 것이다.392)

3

공자는 “공야장은 사

삼을 만하다.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죄가 아니

다.”라고 하여 자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393)

공자의 말 로라면 공자는 공야장이 인

이라 사 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무고하

다 생각해서 사 를 삼은 것에 불과하

다.394)

있듯이 온당치 못한 언행을 한다는 것을 지 하고자 하 다.이를 통해서

성 의 말이라 하여,그것이 비 의 성역으로 자리 잡는 것은 치 못하

며 오히려 시비를 제 로 확인해서 도의를 온당하게 밝 내야 한다고 주장

하 다.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왕충은 「問孔」편에서 공자에게 미

심쩍은 것들에 해 물음을 던지는데,그것은 19가지로 정리된다.다음의

표 3은 왕충이 공자의 언행에 해 따져 묻는 것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

다.

389)  , “孟懿子問孝 子曰 毋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毋違 樊遲曰 何謂也 子

曰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390)  , "問曰 孔子之言 毋違 毋違者禮也 孝子亦當先意承志 不當違親之欲 孔子言 毋違 不言違

禮 懿子聽孔子之言 獨不為嫌於無違志乎 樊遲問何謂 孔子乃言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使

樊遲不問 毋違之說 遂不可知也 懿子之才 不過樊遲 故論語篇中 不見言行 樊遲不曉 懿子必能曉哉 

(……) 周公告小才勑 大材略 子游之 大材也 孔子告之勑 懿子小才也 告之反略 違周公之志 攻懿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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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자는 자공에게 “ 와

안회 에 가 더 낫냐?”

고 물었는데,자공은 안회

가 자기보다 낫다고 말했

다.그러자 공자는 “자신과

자공 모두 안회보다 못하

다.”라고 말한다.395)

자공은 사양하는 말을 한 것이며,유독

자공과 비해서 안연을 칭찬한 것을 이해

하기 어렵다.설령 자공이 교만에 빠질까

그랬을지라도,그것을 스스로 승복했기 때

문에 그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었다.396)

5
공자는 재아가 낮잠을

자는 것을 책망했다.397)

『春秋』에서는 작은 잘못은 큰 잘못으로

책망치 않았는데,재아를 질책할 때는 미세

한 악을 과 하게 책망했다.398)

6

공자는 에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행동을 믿

었지만,재아 때문에 사람

을 볼 때는 말을 들으면

그 행동을 살펴보게 되었

다.399)

재아가 단순히 낮잠을 잔 것만으로 그 사

람의 품행을 훼손할만한 일은 아니다. 한

재아는 힘써 실천하지 않았지만 언어의 성

취는 있었다.그 다면 “한 사람에게서 완

비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400)

7

공자는 자문(子文)이 충

실하긴 하지만,지혜롭지

못하기에 어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지 하 다.401)

지혜롭지 못하다하여 어진 행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오상의 도리는 인․의․ ․

지․신인데,이는 제각기 구별되어 서로 의

지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한 충실한

사람은 그럽고, 그러운 사람은 어진데,

공자가 충실하지만 어질지 않다 한 것은 바

로 부모는 양친이 아니며 배필은 부부가 아

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402)

8

공자는 애공(哀公)에게

안회(顔回)에 해 “안회라

는 제자는 남에게 화를 옮

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범하지 않았는데 불행

히도 일 죽었습니다.”라

고 설명했다.403)

공자가 백우가 악질에 걸려 죽을 때는

“온 한 명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답했

는데,마찬가지로 안연 역시 “온 한 명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다.

공자의 답은 애공이 화를 잘 내고 같

은 잘못을 거듭하는 것을 아울러 질책하고

자 함이었다.그런데 강자(康子)역시 안연

에 해 물었는데 왜 공자는 강자의 단 인

재물을 탐내는 것을 질책하지 않았는가?404)

短 失道理之宜 弟子不難 何哉"

391)  , “孔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居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

之 不去也”

392)  , “則所得富貴 不得貧賤也 貧賤何故當言得之 顧當言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去之 

則不去也 當言去 不當言得 得者 施於得之也 今去之 安得言得乎 獨富貴當言得耳 何者 得富貴 乃去

貧賤也 (……) 使此言意不解 而文不分 是謂孔子不能吐辭也 使此言意結 文又不解 是孔子相示未形悉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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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자는 음란하기로 소문

난 남자(南子)와 만나는 것

을 재아가 불쾌했는데,공

자는 “내가 비루한 짓을 했

다면 하늘이 나를 러 죽

일 것이다.”라 해명했다.405)

세상에 하늘이 러 죽인 이 없는데,

공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들먹이며 맹세를

했으니 자로의 오해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

이다.406)

10

공자는 “ 황이 출 하지

않고 황하에서 그림이 나

오지 않으니 나는 끝났다.”

라 했는데,이는 자신이 왕

이 될 수 없기에 상심한

것이다.407)

황은 태평성 에 반드시 출 하는 상서

로운 징조가 아니다.공자 같은 성인이 필

연 이지 않은 일을 생각해 상심했는데 이

는 결코 증험될 수 없다.물론 공자가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을 상심한 것이 아니라 명

한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등용되지 못함을

상심하 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이 역시 길

조의 출 으로 명한 왕이 출 했는지 여

부를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408)

11

공자가 구이(九夷)에 가

려할 때,“군자의 도를 가

지고 머물러서 교화시킨다

면 그곳이 왜 추하겠냐.”

라 말했다.409)

국에서도 도를 실행하지 못했는데,어

오랑캐 땅에서 실행할 수 있겠는가?마

찬가지로 군자의 도를 닦아서 스스로 편안

해지는 것은 국에서도 가능한데 왜 하필

오랑캐 나라로 가려 하겠으며,군자의 도로

써 교화한다고 어 오랑캐를 교화시킬 수

있겠는가?410)

12

공자는 “자사(子賜)가 명

(命)을 받지 않았지만 장사

를 하면 가끔 들어맞았다.”

라 했는데.여기에서 말하

는 명의 뜻은 부자가 될

명을 말한다.411)

공자는 부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천명

에 달린 것이라 했는데,자사가 부명은 받

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혜와 기술로 부를

얻었다고 한 것은 말과 행동이 틀린 것이

다.412)

13

공자는 안연이 죽자 “아!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했다.413)

안연의 짧은 명은 본디 명이 짧아서 자연

스럽게 죽은 것이며,만약 안연이 오래 살

았더라도 반드시 공자의 보필이 된다는 보

장은 없다. 한 (공자의)천신(天神)에

한 논의는 잘못 고 상세하지 않다.414)

393)  , “孔子曰 公冶長可妻也 雖在縲紲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394)  , “必以非辜為孔子所妻 則是孔子不妻賢 妻冤也”

395)  , “子謂子貢曰 汝與回也孰愈 曰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

也 吾與汝俱不如也 是賢顏淵 試以問子貢也”

396)  , “非失對欺師 禮讓之言 宜謙卑也 (……) 三章皆直稱 不以他人激 至是一章 獨以子貢激之 

何哉 (……) 使顏淵才在己上 己自服之 不須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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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자는 나라에 갔을

때 옛날에 알던 여 리

인에게는 말을 주어 부조

하게 했는데,정작 안연이

죽으니 마차를 팔아서 안

연의 곽을 만들자는 청을

거 했다.(자신의)아들인

공리(孔鯉)가 죽었을 때도

걷지 않기 해 곽을 마련

해 주지 않았다.415)

인의 죽음[여 리]에 해서는 와

정이 통했으나,안연의 죽음에 해서는 은

애의 정과 도의가 상응하지 않았으니 공자

의 를 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공자는 옛 친구의 정에는 후하게 부조했

지만 아들의 장례에 지켜야 할 는 가볍게

폐기했다.이것은 타인에게는 법에 맞게

했으나 자식에게는 법을 잃은 것이다.

(공자)스스로 “군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라 했으면서도 왜 부의 지

를 버려서 를 이루지 못하는가?416)

15

정치에 해 물은 자공

(子貢)에게 공자는 먹을

것,군비,백성의 신임이

요하고 부득이 버릴 경

우 군비,양식 순으로 버리

라 하 다.417)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이지만 굶주리면 믿음을 버리고 자식을

먹기도 한다.믿음을 버리고 식량을 보존하

면 믿고 싶지 않겠지만 믿음이 로 생긴

다.식량을 버리고 믿음만을 세운다면 믿으

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418)

16

공자는 염자(冉子)에게

인구가 많아지면 부유하게

하고,사람들이 부유해지면

가르치라 하 다.그런데

자공에겐 식량을 버리고

신의를 세우라 하 다.419)

식량과 부유함에는 차이가 없을뿐더러,

신의와 가르침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두 사람에 한 가르침이 서로 다르고 인도

한 내용이 다르니 공자의 정견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420)

17

공자가 거백옥(遽伯玉)의

심부름꾼에게 안부를 묻자,

심부름꾼은 “거백옥이 허물

을 이려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자 공자는

그가 나가자 “심부름꾼이로

구나,심부름꾼이야!”라고

질책했다.421)

비난한 내용은 한가지일 것인데 그의 잘

못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질책한 것은 후세

사람들을 의혹하게 하고 심부름꾼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한 것이다.

가령 공자가 거백옥을 해 (잘못을)들

추지 않았다면 침묵을 지켰으면 되었는데,

“심부름꾼이로구나,심부름꾼이야!”라고 말

을 했으니 모두가 그를 질책하고 있음을 알

게 되었다.422)

397)  , “宰我晝寢 子曰 朽木不可彫也 糞土之墻不可杇也 於予 予何誅 是惡宰予之晝寢”

398)  , “孔子作春秋 不貶小以大 其非宰予也 以大惡細 文語相違 服人如何”

399)  ,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 予改是 蓋起宰予

晝寢 更知人之術也”

400)  , “人之晝寢 安足以毀行 (……) 今宰予雖無力行 有言語 (……) 。「毋求備於一人」之義

何所施”

401)  , “子張問 令尹子文三仕為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慍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子

曰 忠矣曰 仁矣乎 曰 未知 焉得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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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자는 (모반을 지른

이 있는)필힐(佛肹)이

부르자 그에게 가려했는데,

자로는 공자가 “군자는 몸

소 나쁜 짓을 한 자에게

가지 않는다.”라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그를 만류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견고

한 것은 갈아도 닳지 않으

며 깨끗한 것은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 조롱박과 같은

것이겠는가?어 매달려

만 있고 먹지 못하겠는

가?”라 반문했다.423)

자로가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간해서 공

자를 깨닫게 했는데,“ 에 한 말을 농담이

며,그 말은 잘못된 것이며 실행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라 말하지 않고 “그 게 말

한 이 있다.”고 하 으니 확실히 이런 말

을 했다면 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자의 (나 )말 로라면 견실하고 깨끗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자에게 갈 수 있다

고 한다.그러면 군자의 행실은 여려서 쉽

게 물들기에 군자만 갈 수 없다는 것인가?

공자는 도천의 물을 마시지 않았고 증자

는 승모라는 이름의 마을 문에 들어서지 않

았으니 의에 맞지 않아 명성을 더럽힐 까

그랬다.도천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면 필힐을 만나려 하는 것도 잘못이다.

공자의 조롱박에 한 비유는 벼슬을 하

는 것은 녹을 먹기 함인데,공자의 말이

어 그리 비루한가?군자라면 그 게 말해

서는 안 된다.424)

19

공산불요(公山佛擾)가 반

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부

르니 그는 가려 했다.공자

는 자기 자신을 쓰면 아마

동주(東周)시 를 회복할

것이라 말했다.425)

공산과 필힐은 모두 반란을 일으킨 자인데

공산에서 도를 펴려 하고 필힐에게서 녹을

구하려 하니 공자의 말에 일정한 방향이 없

다.양화(陽貨)가 공자를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않았는데,왜 공산불요와 필힐이 부

르면 가려했는가?426)

표 3. 공자에 한 충의 질문들

402)  , “有不知之性 何妨為仁之行 五常之道 仁義禮智信也 五者各別 不相須而成 (……) 且忠者 

厚也 厚人 仁矣 (……) 孔子謂忠非仁 是謂父母非二親 配疋非夫婦也”

403)  , “哀公問 弟子孰謂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

好學者也”

404)  , “令自以短命 猶伯牛之有疾也 人生受命 皆全當潔 今有惡疾 故曰無命 人生皆當受天長命 

今得短命 亦宜曰無命 (……) 曰 并攻哀公之性遷怒 貳過故也 因其問 則并以對之 兼以攻上之短 不犯

其罰 (……) 康子患盜  (……) 由此言之 康子以欲為短也 不攻 何哉”

405)  , “孔子見南子 子路不悅 子曰 予所鄙者 天厭之 天厭之”

406)  , “使世人有鄙陋之行 天曾厭殺之 可引以誓 子路聞之 可信以解 (……) 事非實 孔子以誓 

子路必不解矣” 

407)  , “孔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夫子自傷不王也 己王致太平 太平則鳳鳥至 河出

圖矣 今不得王 故瑞應不至 悲心自傷 故曰 吾已矣夫”

408)  , “於太平 鳳皇為未必然之應 孔子 聖人也 思未必然以自傷 終不應矣 (……) 或曰 孔子不

自傷不得王也 傷時無明王 故己不用也 (……) 治有未定 物有不至 以至而效明王 必失之矣”



- 107 -

공자에 한 왕충의 질문들을 살펴보면,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첫

째는 공자의 말이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자 하 다. 를 들면 공자가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

는 것이지만,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버리지 않겠다.”427)라 말하

409)  , “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孔子疾道不行於中國 志恨失意 

故欲之九夷也 或人難之曰 夷狄之鄙陋無禮義 如之何 孔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言以君子之道 居而

教之 何為陋乎”

410)  , “夫中國且不行 安能行於夷狄 (……) 如脩君子之道苟自容 中國亦可 何必之夷狄 如以君

子之道教之 夷狄安可教乎”

411)  , “孔子曰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何謂不受命乎 說曰 受當富之命 自以術知 數億中

時也”

412)  , “夫人富貴 在天命乎 在人知也 如在天命 知術求之不能得 如在人 孔子何為言 死生有命 

富貴在天 夫謂富不受命 而自知術得之 貴亦可不受命 而自以努力求之 世無不受貴命而自得貴 亦知無

不受富命而自得富者”

413)  , “顏淵死 子曰 噫天喪予”

414)  , “夫顏淵之短命 猶杖之短度也 (……) 案賢者在世 未必為輔也 (……) 天神論議 誤不諦

也”

415)  , “孔子之衛 遇舊館人之喪 入而哭之 出 使子貢脫驂而賻之 (……) 死有棺無槨 顏路請車以

為之槨 孔子不予 為大夫不可以徒行也 (……) 孔子曰 鯉也死 有棺無槨 吾不徒行以為之槨”

416)  , “於彼則禮情相副 於此則恩義不稱 未曉孔子為禮之意 (……) 孔子重賻舊人之恩 輕廢葬子

之禮 此禮得於他人 制失親子也 (……) 而自云 君子殺身以成仁 何難退位以成禮”

417)  ,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曰 必不

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信最重也”

418)  , “夫父子之恩 信矣 饑餓棄信 以子為食 (……) 夫去信存食 雖不欲信 信自生矣 去食存信 

雖欲為信 信不立矣”

419)  , “語冉子先富而后教之 教子貢去食而存信”

420)  , “食與富何別 信與教何異 二子殊教 所尚不同 孔子為國 意何定哉”

421)  , “蘧伯玉使人於孔子 孔子曰 夫子何為乎 對曰 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 使者出 孔子曰  使

乎 使乎 非之也 說論語者曰 非之者 非其代人謙也”

422)  , “所非猶有一實 不明其過 而徒云 使乎使乎 後世疑惑 不知使者所以為過 (……) 使孔子為

伯玉諱 宜默而已 揚言曰 使乎 使乎 時人皆知孔子之非也”

423)  , “佛肸召 子欲往 子路不說 曰 昔者 由也聞諸夫子曰 親於其身為不善者 君子不入也 佛肸

以中牟畔 子之往也 如之何 子曰 有是也 不曰 堅乎磨而不磷 不曰 白乎涅而不淄 吾豈匏瓜也哉 焉能

繫而不食也”

424)  , “子路引之以諫 孔子曉之 不曰 前言戲 若非而不可行 而曰 有是言者 審有 當行之也 

(……) 如孔子之言 有堅白之行者 可以入之  君子之行 軟而易汙邪 何以獨 不入也 (……) 孔子不飲

盜泉之水 曾子不入勝母之閭 避惡去汙 不以義 恥辱名也 (……) 不飲盜泉是 則欲對佛肸非矣 (……) 

孔子自比匏瓜 孔子欲安食也 且孔子之言 何其鄙也 何彼仕為食哉 君子不宜言也”

425)  , “公山弗擾以費畔 召 子欲往 子路曰 末如也已 何必公山氏之之也 子曰 夫召我者 而豈徒

哉 如用我 吾其為東周乎”

426)  , “公山佛肸俱畔者 行道於公山 求食於佛肸 孔子之言 無定趨 (……) 二人同惡 呼召禮等 

獨對公山 不見陽虎 豈公山尚可 陽虎不可乎”



- 108 -

다.그것이 오자(誤字)가 아니라면 빈천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得]

이 아니라,떠나고 싶어 하는 것[去]이므로 왕충의 지 이 온당하다.428)왕

충에게 있어서 이러한 표 들은 “공자가 상세하고 명백하게 표 하지 못한

것”429)이다.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고 세속에서 논박하지 않은 것은 무

엇 때문인가?”430)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왕충은 이러한 내용을 바로잡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 다.

둘째,공자의 언행이 모순된 부분에 해 왕충은 논박하고자 하 다.

를 들면 공자가 모반을 지른 필힐을 만나려고 할 때,자로는 “군자는 몸

소 나쁜 짓을 한 자에게 가지 않는다.”431)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논박했

다.그러나 공자는 “견고한 것은 갈아도 닳지 않으며 깨끗한 것은 검은 물

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내가 어 조롱박과 같은 것이겠는가?어

매달려만 있고 먹지 못하겠는가?”432)라고 해명했다.이는 왕충의 말 로

공자 스스로 모순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분명 군자는 견고

하며 깨끗한 인물이므로 공자가 해명하려 했던 인물 역시 자기가 이 에

말했던 군자의 군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그 다면 공자가 해명하

려 했던 것은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말했던 말과 상충되게 된다.이 게

본다면 왕충의 공자에 한 지 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공자는 안회는 물론 자신의 아들인 공리가 죽었을 때,공자

는 자신의 마차를 내어서 곽(槨)을 만들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33)

그러나 궁극 으로 장례가 갖는 본의와 법 모두를 고려하더라도,과연

부라는 지 를 돋보기 한 마차를 버릴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따라서 자기 일정 부분 희생을 감수하는 도덕 인품을 기 하

427)  ,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居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

也”

428)   , “則所得富貴 不得貧賤也 貧賤何故當言得之 顧當言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去

之 則不去也 當言去 不當言得 得者 施於得之也 今去之 安得言得乎 獨富貴當言得耳 何者 得富貴 

乃去貧賤也”

429)  , “孔子不能吐辭也 使此言意結 文又不解 是孔子相示未形悉也”

430)  , “弟子不問 世俗不難 何哉”

431)  , “親於其身為不善者 君子不入也”

432)  , “有是也 不曰 堅乎磨而不磷 不曰 白乎涅而不淄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也”

433)  , “孔子之衛 遇舊館人之喪 入而哭之 出 使子貢脫驂而賻之 (……) 死有棺無槨 顏路請車以

為之槨 孔子不予 為大夫不可以徒行也 (……) 孔子曰 鯉也死 有棺無槨 吾不徒行以為之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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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에게 부의 지 를 보이려 그 청을 거 한 공자의 모습은434),

왕충의 비 을 면해가기 어려웠다.왕충은 “군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435)라고 하 던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결국 공자 스스로 군자의

덕행을 스스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왕충이 공자에게 던진 질문들이 지나치게 지엽 이거나 비루

한 측면이 없지 않다.그 원인에는 왕충이 공자 사상에 한 이해도가 낮

을 수도 있겠으며,그를 비 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사소한 것도 지 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컨 공자는 자문이 충실하긴 하나,지혜롭지 않기에

어진436)사람이 될 수 없다 했는데437),이에 해 왕충은 지혜롭지 않더라

도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에 따르면 오상(五常)은 인․

의․ ․지․신인데,이는 제각기 구별되므로 서로 의지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38)이는 오상의 각 덕목을 각기 유리된 원소(element)로

본 셈이다.439)그러나 공자는 인이란 덕목을 다른 덕목들의 보편 토 로

보았기에,다른 덕목들을 포 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440)실제로 공자의 인

개념은 효(孝)․지(智)․의(義)․용(勇)․충(忠)개념을 포 하므로441) 인

개념은 오상의 다른 덕목을 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왕충은 공자의 인(仁)개념을 지나치게 편 하게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이러한 을 살펴볼 때 “(왕충이)선진제자의 깊은 곳에 해서는 모두

434) 계  담  공  『論語』  한 趙紀彬(1974) 『論語新探』  참고할 필 가 

다.

435) 『論衡』, 「問孔」, “而自云 君子殺身以成仁 何難退位以成禮”

436) 다만 (仁)  ‘어질다’ 신에 ‘사람답다’라 역하는 것  란  다   포 할 

수 다는 공  본  살리는  합할 것 다. 그러     체  보다는 

편  보 므 , 여 에 는 ‘어질다’라는  사 하고  한다.

437) 『論衡』, 「問孔」,  “子張問 令尹子文三仕為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慍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

令尹 何如 子曰 忠矣曰 仁矣乎 曰 未知 焉得仁”

438)  , “有不知之性 何妨為仁之行 五常之道 仁義禮智信也 五者各別 不相須而成 (……) 且忠者 

厚也 厚人 仁矣 (……) 孔子謂忠非仁 是謂父母非二親 配疋非夫婦也”

439) 그런   상  한  동 에게  립  것 니, 사실 공  비 하  한 거  

하 에는 하지  것 다. 

440) 馮友蘭(1968), 『中國哲學史 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규 역(2013),『 철학사 상』, 

울: , 123쪽.

441) Wing-Tsit Chan(1955), “The Evolution of the Confucian Concept Jên”, Philosophy East 
and West, University of Hawaii Press, 4(4), pp. 297~298. 특   에 는 『論語』에  

는 (仁)  가 시 어 는 , 는  개  매우 다 한   포 할 

수  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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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언행 왕충의 비판

1

양혜왕은 맹자에게 “어른

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

시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희 나라에 이롭겠습니

까?”라고 물었다.이 때 맹

자는 “인의면 되는데 어

이로움을 말 하십니까?”

라 답했다.444)

이익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재화의 이익

이 있고 평안하고 길하게 하는 이익이 있

다.(양혜왕이)평안함과 길상의 이익에

해 물었는데 맹자가 재물의 이익으로 듣고

답했다면 군주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한 것이며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

다.445)

깊은 이해가 없었다.”442)는 勞思光의 지 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2)맹자를 비 함[刺孟]

왕충은 공자에 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 이어,공자의 사상을 제 로 계

승했다고 평가되던 맹자에 해서도 비 하 다.이는 「刺孟」편에서 집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왕충은 다음과 같이 맹자의 말이 허망하며

성 으로 추앙받기에 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을 논할 때 구체 인 일을 들어 증험하지 않고 근거 없는 말을 믿으며,

군주와 뜻이 맞지 않아 제나라를 떠날 때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인 것은,맹자

가 명하다는 증거가 안 되며 속유(俗儒)와 다르다고 할 증거가 없다.443)

왕충은 맹자의 지성 치를 성 에서 속유로 격하시킨다.그리고 그

원인을 그가 허망한 논리를 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있어서도 모

범 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따라서 왕충은 「刺孟」편에서 10가

지 이유를 들어 맹자를 비 하고 있다.다음의 표 4는 왕충이 맹자의 언행

에 해 따져 묻는 것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442) 勞思光(1984), 『新編 中國哲學史』, 臺北: 三民書局, 재 역(1987), 『 철학사 한당편』, 

울: 탐 당, 155쪽.

443) 『論衡』, 「刺孟」,  “論不實事考驗 信浮淫之語 不遇去齊 有不豫之色 非孟子之賢效 與俗儒無殊

之驗也”

444)  ,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 不遠千里而來 將何以利吾國乎 孟子曰 仁義而已 何必曰利”

445)  , “夫利有二 有貨財之利 有安吉之利 (……) 如問安吉之利 而孟子荅以貨財之利 失對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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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자는 일 에 (왕으로부

터)십만 종을 거 하고 만

종의 녹을 받았다.446)

왜 자신이 부귀를 탐하지 않는 이유로 받

아야 할 하사품을 거 하는가? 에 받

아야 했던 십만 종이 많았다는 것이 만 종

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447)

3

팽경(彭更)이 맹자가 제

후에게 유세해 공양 받는

것이 지나치지 않냐 하자,

맹자는 “도리에 맞는다면

순이 요에게 천하를 받은

일도 지나치다 생각하지

않는다.”라 하 다.448)

“십만 종을 받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

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부귀를 탐하

지 않는다.”라 말하는 것은 겸양의 도리에

배된다.어 모범이 될 수 있겠는가?449)

4

맹자는 제나라의 한

부에게 연나라를 치는 것

은 “괜찮다.”라 했다.제나

라가 연나라를 공격한 후

어떤 사람이 이를 묻자,자

신은 연나라를 치라고 권

한 이 없다고 답했다.450)

(제나라 사람의)사사로운 뜻이 있음을

모르고 섣불리 응하여 그의 말을 살펴보지

않았으니,이는 남의 말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맹자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라 했는데,그가 묻는 말을 들으면 그가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의도를 안다면

래하게 될 해도 알아야 했다.451)

5

맹자는 “백성들이 모두

평안해질 것이다.(제나라)

왕이 혹 마음을 바꾸게 될

까?나는 날마다 고 하고

있다.”라 했다.452)

맹자가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왕은 아마

이 에 (자신이)조회하지 않으려던 왕이다.

같은 왕이라면 에는 그리 경시하더니 나

에는 왜 그를 시하는가?같은 왕이 아

니라면 나 왕의 경우 떠나려다가 삼일을

더 머물 으며,그다지 나쁘지 않은 왕의

경우 경추씨(景丑氏)집에 머물려 만나려

하지 않았다.맹자의 행실은 어째서 앞뒤가

다르며 왕을 하는 것이 시종 한결 같지

않은가?

맹자가 노나라에 있을 때 노나라 제후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하늘의 뜻이라 했는데,

의 노나라와 후의 제나라에서 등용 받지

못한 것은 다를 게 없다.그런데 에는 하

늘에 돌리고 이제 왕을 탓한다면 맹자의 논

술을 결국 무엇을 기 으로 한 것인가?453)

指 違道理之實也”

446)  , “孟子曰 夫時子惡知其不可也 如使予欲富 辭十萬而受萬 是為欲富乎”

447)  , “豈以己不貪富貴之故 而以距逆宜當受之賜乎 (……) 前當受十萬之多 安得辭之”

448)  , “彭更問曰 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 以傳食於諸侯 不亦泰乎 孟子曰 非其道 則一 簞食而

不可受於人 如其道 則舜受堯之天下 不以為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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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맹자는 “오백 년마다 성

왕이 흥기한다.”라 했다.454)

우에서 탕까지 천 년이며,탕에서 주

한 그 다.주에서 맹자에 이르기까지

칠백 년이 지났으나 왕이 된 자는 없다.

“오백 년에 반드시 왕이 출 한다.”는 증험

은 어느 세상에 있는가? 그 말은 가

말했는가?

맹자는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이

름을 날리는 자가 있다.”하니,여기서 말하

는 세상에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성왕이 같

은가,다른가?같다면 복해서 말한 것이

다.다르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공자

가 나왔고 맹자 자신도 이미 나왔다.가

령 성신(聖臣)을 말하는가?그 다면 성왕

과 같은 시기여야 한다.455)

7

“하늘은 아직 천하가 평

화롭게 다스려지기를 바라

지 않는다.천하를 잘 다스

리고자 한다면 나 외에

가 있겠는가?”란 (맹자의)

말은 스스로 왕이 될 거라

생각하거나 성왕의 신하가

되리라는 것이다.456)

왕이 되고 신하가 되는 것은 모두 천명으

로 결정된다.천하를 바로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명이 아닌데도 제나라에서는 흔쾌히

편하지 못하고,원망하고 좋지 못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천명에 한 과

배된다.457)

8

팽경은 맹자에게 “(먹고

사는)뜻을 보고 먹여 살립

니다.”라 하자 맹자는 “여

기에 혹자가 기와를 부수

고 벽에 낙서를 했는데 먹

고 살기 해서라면 그

는 그를 먹여 살리겠는

가?”라 물었다.이어 맹자

는 “뜻을 보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

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라

했다.458)

기와를 부수고 벽에 낙서하는 것을 인용

한 것은 팽경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이제 기와를 부수고 벽에 낙서를 하

는 것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없는데 무슨 동

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돌을 던지고 멀리

달아나는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하려는 목

에서인가?팽경이 맹자의 말을 따랐다면 맹

자는 “임기응변으로 남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다.459)

449)  , “今不曰 受十萬非其道 而曰 己不貪富貴 失謙讓也 安可以為戒乎”

450)  , “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孟子曰 可 (……) 齊人伐燕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 曰 未也 

沈同曰 燕可伐與 吾應之曰 可 彼然而伐之 如曰 孰可以伐之 則應之曰 為天吏則可以伐之”

451)  , “不知有此私意而徑應之 不省其語 是不知言也 (……) 孟子 知言者也 (……) 見彼之問 

則知其措辭所欲之矣 知其所之 則知其極所當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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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맹자는 “ 자(仲子)가 어

청렴할 수 있는가?

자가 사는 집은 백이(伯夷)

가 지은 것인가,아니면

(큰 도 인)도척(盜跖)이

지은 것인가?먹는 곡식은

백이가 심은 것인가,아니

면 도척이 심은 것인가?

이는 알 수가 없다.”라 하

다.

자는 자신의 형이 받

는 녹을 의롭지 못하다 여

겨,형을 피해 살았다.형

에게서 산 거 를 모친이

죽여 그에게 먹도록 했는

데,그의 형이 밖에 돌아와

서 “이것은 꺽꺽 울던 고기

다.”라니 나가서 토해 버렸

다.이에 해 맹자는 “모

친이 주면 먹지 않고 처가

주면 먹었고,형의 집에서

는 살지 않고 오릉에서는

살았다.이는 자신의 지조

를 모든 일에 확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는가? 자

같은 사람은 지 이가 된

후에야 그의 그런 지조를

철할 수 있다.”라 말했

다.460)

맹자가 자를 비난한 것은 자의 진정

한 단 을 악하지 못한 것이다. 자가

거 를 싫어하여 토해 버린 것이 어 ‘모

친이 주면 먹지 않는 것’이겠는가? 자가

거 를 토한 것은 (자신이 거 를 싫어한다

는)뜻과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은 것을 부끄

러워 생각했기 때문이지, 육의 사랑을

버리고 모친이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혹 도척이 심은 곡식을 먹고 도척이 지은

집에 살면 청렴한 행동을 더럽혔다 해서,

이런 이유로 자를 비난하면 더욱 정확치

않다.집은 사람이 지은 옛 건축물을 이어

사용했고,곡식은 직 만든 신발과 삼베로

바꾼 것이므로,바로 도척이 심고 지은 것

이라고 해도 자신은 알 수 없다. 자가 사

는 곳은 도척이 지었는데 자가 모르고 사

는 것일 수도 있다. 자의 지조를 철하

고 맹자의 논의를 만족시키려면 물고기가

된 뒤에야 가능하다.물고기는 강과 바다

속에 살고 강과 바다의 흙을 먹으니,바다

는 도척이 것이 아니고 그곳의 흙은 도

척이 모은 것이 아니다.

그 다면 자에게 큰 착오가 있었으나

맹자가 정확하게 비난하지 못했다.(그가)

형의 집에 살지 않고 형의 녹을 먹지 않는

것은 아주 청렴한 것이다.그 다면 그가

오릉으로 옮겨갔다가 모친에게 문후 왔다면

본인이 직 음식을 가지고 와야 한다.모

친이 만든 음식은 녹으로 만든 것이고,

자는 형의 녹을 먹었다. 자의 행실은 사

람들 에서도 백이만 못하다.461)

452)  , “孟子有云 民舉安 王庶幾改諸 予日望之”

453)  , “孟子所去之王 豈前所不朝之王哉 而是 何其前輕之疾 而後重之甚也 如非是前王 (……) 

而去 三日宿 於前不甚 不朝而宿於景丑氏 何孟子之操 前後不同 所以為王 終始不一也 (……) 前不遇

於魯 後不遇於齊 無以異也 前歸之天 今則歸之於王 孟子論稱 竟何定哉”

454)  , “五百年必有王者興” 

455)  , “禹至湯且千歲 湯至周亦然 (……) 由周至孟子之時 又七百歲而無王者 五百歲必有王者之

驗 在何世乎 云 五百歲必有王者 誰所言乎 (……) 又言 其間必有名世 與王者 同乎 異也 如同 為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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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맹자는 “하늘의 명이 아

닌 것이 없어 공손히 그

명을 받들어야 한다.그러

므로 명을 아는 자는 높은

담 아래 서지 않는다.도리

를 다하고 죽는 것이 바른

명이며 구 돼 죽는 것은

바른 명이 아니다.”라 하

다.462)

맹자의 말은 사람에게 기치 못한 사고

로 죽는 명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 려

죽을 명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담 아래 서게

된다.463)

표 4. 맹자에 한 충의 비판들

맹자에 한 왕충의 비 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

다.첫째는 맹자의 허망하고 잘못된 설을 질타하는 것이다. 를 들자면 맹

자가 “오백 년마다 성왕이 흥기한다.”464)라 주장한 것이다.이 ‘오백년주기

설’은 왕충 이 에 사실 이미 한비자가 강하게 비 한 것이었다.465)맹자가

言之 如異 名世者 謂何等也 (……) 已有孔子 己又以生矣 如謂聖臣乎 當與聖同時 聖王出 聖臣見矣”

456)  , “夫天未欲平治天下也 如欲治天下 舍予而誰也 言若此者 不自謂當為王者 有王者 若為王

臣矣”

457)  , “為王者臣 皆天也 己命不當平治天下 不浩然安之於齊 懷恨有不豫之色 失之矣”

458)  , “曰 食志 曰 有人於此 毀瓦畫墁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 (……) 曰 然則子非食志，

食功也”

459)  , “引毀瓦畫墁 非所以詰彭更也 (……) 今毀瓦畫墁 無利於人 何志之有 (……) 投石超距之

人 其志有求食者乎 然則孟子之詰彭更也 未為盡之也 如彭更以孟子之言 可謂 禦人以口給 矣”

460)  , “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 (……) 仲子之所居室 伯夷之所築與 抑亦盜跖之所築與 所

食之粟 伯夷之所樹與 抑亦盜跖之所樹與 是未可知也 (……) 曰 仲子 齊之世家 兄戴 蓋祿萬鍾 以兄

之祿為不義之祿 而不食也 以兄之室為不義之室 而弗居也 辟兄離母 處於於陵 他日歸 則有饋其兄生

鵝者也 己頻蹙曰 惡用是鶂鶂者為哉 他日 其母殺是鵝也 與之食之 其兄自外至 曰 是鶂鶂之肉也 出

而吐之 以母則不食 以妻則食之 以兄之室則不居 以於陵則居之 是尚能為充其類也乎 若仲子者 蚓而

後充其操者也”

461)  , “夫孟子之非仲子也 不得仲子之短矣 仲子之怪鵝如吐之者 豈為在母不食乎 (……) 今既食

之 知其為鵝 怪而吐之 故仲子之吐鵝也 恥食不合己志之物也 非負親親之恩 而欲勿母食也 (……) 或

時食盜跖之所樹粟 居盜跖之所築室 汙廉潔之行矣 用此非仲子 亦復失之 室因人故 粟以屨纑易之 正

使盜之所樹築 己不聞知 (……) 仲子所居 或時盜之所築 仲子不知而居之 謂之不充其操 唯蚓然後可者

也 (……) 在仲子之操 滿孟子之議 魚然後乃可 夫魚處江海之中 食江海之土 海非盜所鑿 土非盜所聚

也 然則仲子有大非 孟子非之 不能得也 (……) 故不處不食 廉潔之至也 然則其徙於陵歸候母也 宜自

齎食而行 (……) 母之所為飯者 兄之祿也 母不自有私粟以食仲子 明矣 仲子食兄祿也 (……) 仲子之

操 近不若伯夷”

462)  , “孟子曰 莫非天命也 順受其正 是故知命者 不立乎巖牆之下 盡其道而死者 為正命也 桎

梏而死者 非正命也”

463)  , “夫孟子之言 是謂人無觸值之命也 (……) 命當壓 猶或使之立於墻下”

464)  , “五百年必有王者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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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한 오백년주기설은,맹자가 의도했건 그러지 않았건 후 에 상당한

향력을 발휘했다.이런 측면에서 왕충은 과거 왕조사를 살펴보면서 맹자의

주장에 한 반례를 제시한다.왕충은 우와 탕,탕과 주에 이르는 왕권 교

체는 오백 년 주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맹자의 주장이 유증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 후 의 입장에서 볼 때도,이미 맹자의 그 주

장을 신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백년이 여러 번 바 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둘째는 맹자의 모순된 언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를 들면 맹자

는 스스로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466)라거나 “나의

진퇴가 어 작작하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467)라 하 다.그런데 왕충

은 그가 제나라를 떠나면서 미련을 남긴 것을 지 한다.왕충은 맹자가 ‘자

신의 명이 아닌데도 제나라에서는 흔쾌히 편하지 못하고,원망하고 좋지

못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468)을 거론한다.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보인

미련은 스스로 말한 호연지기와 상충된다.이를 통해 왕충은 궁극 으로

맹자가 성 이 아닌 속유에 불과함을 지 하 다.469)

(3)한비자를 반 함[非韓]

왕충은 공맹사상에 해 비 을 던지면서,마찬가지로 성 으로 추앙받

던 한비자에 해서도 비 한다.이는 「非韓」편에서 집 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왕충은 「刺孟」편에서 5가지 이유로 한비자를 비 하고 있

다.다음의 표 5는 왕충이 한비자의 언행에 해 따져 묻는 것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465)  한   사상  지 도  언 할  학 (齊學派)  학 (魯學派)  별

한다.  학 는 맹 , 동  등  신비주  경향  강하  후  학 는 순 , 

 등  합리주  경향  강하다. 에 해 는 馮友蘭(1968, 규 역, 2013:210~213; 

585~596)과 李澤厚(1985, 병  역, 2005:256~260)  참고하라.

466) 『孟子』, 「公孫丑上」, “我善養吾浩然之氣”

467)  책, 「公孫丑下」,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468) 『論衡』, 「刺孟」, “為王者臣 皆天也 己命不當平治天下 不浩然安之於齊 懷恨有不豫之色”

469)  , “非孟子之賢效 與俗儒無殊之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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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언행 왕충의 비판

1

명하지만 나라에 보탬

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고,

명하지 못해도 통치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벌을

주지 않아야 한다.공로를

따져 상을 후하게 주고 형

벌을 사용해 징벌한다.따

라서 그는 유자를 논할 때

“농사를 짓지 않고 밥을 먹

는다.”고 하여 한 마리의

좀벌 에 비유했다.470)

농사와 쟁을 귀하게 여기고 유생을 천

시하는 것은 의를 버리고 음식을 구하는

것이다. 의를 폐기하면 기강이 무 지고,

아래가 어지러워지며,음양이 얽힌다.이

게 되면 홍수와 가뭄이 때를 잃어 오곡을

수확치 못하고 온 백성이 죽으니,농사를

지을 수 없고 병사들은 싸울 수 없다.유자

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부터 의를 지킨

다.있다고 해서 도움은 안 되지만 없으면

해가 생긴다.471)

2

단간목(段刊木)은 은거하

며 벼슬을 하지 않았고,

문은 그 단간목에게 경의

를 표했다.진나라 군 는

이 소식을 듣고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제나라의 휼과 화사라

는 개 높은 (벼슬을 않는

)선비가 있었는데,태공은

제나라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주를 해

일하지 않는 선례를 만든

다 하여 그들을 한꺼번에

죽 다.한비자는 이를 칭

찬하며 두 사람은 쓸모가

없고 해만 끼친 것으로 여

겼다.472)

휼과 화사는 단간목과 같은 부류이다.

태공은 그들을 죽여서 없앤 것도 없고,얻

은 것도 없다.그 지만 문은 경의를 표

시하여 강한 진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보 했으니 (태공과 문 ) 구의 공이

더 큰가?만약 한비자가 단간목이 문을 닫

아걸고 은거한 높은 개를 칭찬하고, 문

이 그를 존 해 경의를 표한 것을 칭찬했다

하자.그러면 휼과 화사의 l행실은 단간목

과 마찬가지이기에 태공이 그들을 죽인 것

을 찬성한 것은 옳지 않다.

공로가 없는 곳에 상을 주고 무고한 사람

을 죽이는 것을 한비자는 비난했다.그런데

태공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한비자는 이

를 찬동했으니,그 다면 한비자의 방법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그리고)태

공의 방법은 시해를 일으키는 방법이고 한

비자는 이를 칭찬했으니 한비자의 방법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473)

3
한비자는 형벌만을 사용

하여 세상을 다스렸다.474)

(한비자는)세상사가 쇠퇴하고 변모하여

형벌만을 시하 다.(그러나)천지는 세월

이 어지럽다 하여 을 없애지 않고,군주

는 세상이 쇠락했다 해서 덕을 버리지 않는

다.475)

470)  책, 「非韓」, “賢無益於國不加賞 不肖無害於治不施罰 責功重賞 任刑用誅 故其論儒也 謂之

不耕而食 比之於一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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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나라 군주가 자사에게

방한씨(龐撊氏)가 효성스럽

지 않다 들어 그 행 에

해 묻자,자사는 잘못된

행실은 소인들이나 기억하

는 것이라 했다.자복려백

(子服厲伯)은 그 과실을 고

했다.이후 군주는 자사를

존 하고 자복려백을 천시

했다.

한비자가 이를 듣는다면

목공을 비난할 것이다.그

는 명한 군주는 나쁜 사

람을 찾아 죽여야 하는데,

자사는 나쁜 짓에 해 보

고하지 않고 여백은 나쁜

짓을 들어 답했으니 여

백은 존 되고 자사는 천

시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

이다.476)

다만 (한비자는)선한 일을 들으면 반드

시 조사하고 악한 일을 들으면 반드시 살펴

본다.조사해서 공이 있어야 상을 주고 살

펴서 증거가 있어야 벌을 다.보고 들은

것이 허황되고 실제로 조사해 서 확실치

않으면 상과 벌을 가하지 않는다.확실치

못한 일은 방법이 있어야 확정된다.그 다

면 귀로만 듣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악한 자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범하는 백성이 있

기 때문이다.법을 분명히 하는데 심하지

않고 사악한 자를 찾는데 심하라고 말하

면,한비자의 말은 자신의 주장과 어 난다.

사악함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모

른다고만 비난하는 것은,물에 빠지는 것만

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물에 빠져 죽는 것

을 방비하기 해서는 물의 근원을 막지 않

고,찬탈을 방지하기 해서는 신하의 사악

한 짓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비자 스

스로 알아야 한다.군주 역시 신하의 죄를

찾아서는 안 된다.477)

표 5. 한비자에 한 충의 비판들

471)  , “貴耕戰而賤儒生 是棄禮義求飲食也 使禮義廢 綱紀敗 上下亂而陰陽繆 水旱失時 五穀不

登 萬民饑死 農不得耕 士不得戰也 (……) 儒者之在世 禮義之舊防也 有之無益 無之有損”

472)  , “叚干木闔門不出 魏文敬之 表式其閭 秦軍聞之 卒不攻魏 (……) 齊有高節之士曰狂譎 華

士 (……) 太公封於齊 以此二子解沮齊眾 開不為上用之路 同時誅之 韓子善之 以為二子無益而有損

也”

473)  , “夫狂譎 華士 叚干木之類也 太公誅之 無所郤到 魏文侯式之 郤彊秦而全魏 功孰大者 使

韓子善干木闔門高節 魏文式之是也 狂譎華士之操 干木之節也 善太公誅之 非也 (……) 賞無功 殺無

辜 韓子所非也 太公殺無辜 韓子是之 以韓子之術殺無辜也 (……) 太公之術 致劫殺之法也 韓子善之 

是韓子之術亦危亡也”

474)  , “韓子任刑 獨以治世”

475)  , “以為世衰事變 民心靡薄 故作法術 專意於刑也 (……) 天地不為亂歲去春 人君不以衰世

屏德”

476)  , “魯繆公問於子思曰 吾聞龐 是子不孝 不孝 其行奚如 子思對曰 君子尊賢以崇德 舉善以

勸民 若夫過行 是細人之所識也 臣不知也 子思出 子服厲伯見 君問龐 是子 子服厲伯對以其過 皆君

子所未曾聞 自是之後 君貴子思而賤子服厲伯 韓子聞之 以非繆公 以為明君求姦而誅之 子思不以姦聞 

而厲伯以姦對 厲伯宜貴 子思宜賤 (……) 言求姦 是法不峻 民或犯之也 世不專意於明法 而專心求姦 

韓子之言 與法相違 (……) 不教所以防姦，而非其不聞知，是猶不備水之具，而徒欲早知水之溺人也 

(……) 備溺不閼水源，防劫不求臣姦，韓子所宜用教己也 (……) 夫君猶火也 臣猶水也 法度釜也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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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한비자는 법(法)․세(勢)․술(術)의 법가의 세 를 종

합478)하고,상벌을 엄하게 할 것을 주장하 다.강력한 법치 질서를 주장한

한비자의 주장은 유가와 도가 계열의 학자들로부터 상당한 비 을 받았다.

왕충 역시 한비자가 지나치게 법도를 강조하며,덕성의 문제를 외면하는

에 해 비 한다. 를 들면 “(한비자는)세상사가 쇠퇴하고 변모하여

형벌만을 시하 다.(그러나)천지는 세월이 어지럽다 하여 을 없애지

않고,군주는 세상이 쇠락했다 해서 덕을 버리지 않는다.”479)라 하 다.왕

충의 이 지 은,혼란한 실을 감안하여 덕치 신 법치를 강조하는 법가

가 논리 오류를 범했음을 지 한다.다시 말해서 흄(D.Hume)이 사실명

제에서 도덕명제로 도출할 때 건 한 논증과정을 요구했듯480)왕충 역시

세상이 혼란하다 하여 도덕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덕(德)’을 격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한 왕충은 덕으로써 충분히 백성을 교

화시킬 수 있다는 논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유자의 입장를 수궁하고 있다.

그래서 왕충은 “(유자가)있다고 해서 도움은 안 되지만 없으면 해가 생긴

다.481)라 하여 한비자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에서 공자,맹자,한비자에 한 왕충의 비 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왕충의 비 은 해당 사상가에 한 독창 인 입장을 개하는 것

은 아니다. 한 일부 비 은 지나치게 지엽 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거나,

비 의 과정에 있어서도 왕충의 자의 단이 개입된 것 역시 분명히 있

다.그러한 이유로 MarcelGranet은 그의 비 을 두고 “(왕충은)그의 상

상력을 주해에 주해를 덧입히는 데 동원했다.”482)라 품평한다.그럼에도 불

不求水之姦 君亦不宜求臣之罪也”

477)  , “ 聞善必試之 聞惡必考之 試有功乃加賞 考有驗乃加罰 虛聞空見 實試未立 賞罰未加 賞

罰未加 善惡未定 未定之事 須術乃立 則欲耳聞之 非也”

478) 가  가  상 , 신 해, 신도는 각각 (法)․ (勢)․술(術)에 하여   펼

쳐 갔다.

479) 『論衡』, 「非韓」, “以為世衰事變 民心靡薄 故作法術 專意於刑也 (……) 天地不為亂歲去春 人

君不以衰世屏德”

480) 과 어(Moore)가 천착한 ‘사실과 당 ’ 에 해 는 Elliot Sober(2000, 402~409)  

참고하라.

481) 『論衡』, 「非韓」, “有之無益 無之有損”

482) Marcel Granet(1934), La Pensée chinoise, Paris : La Renaissance du livre, 병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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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본 연구자는 왕충의 성 에 한 비 은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다

고 사료한다.

첫 번째로 왕충의 비 정신은 학문 주체가 가져야 할 비 ․회의주

의 시각에 한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었다.왕충은 『論衡』을 짓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세월이 흐름에 따라 옛날 일에 한 것

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속 깊이 믿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에 『論衡』을 지었다.”483)왕충의 비 정신은 분명 주지주의 특성 아래

인간의 비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우리는 담론을 습득․평가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며,근거가 없는 허 의 말

[虛偽之語]을 정정해야 한다.그리고 학문 주체 스스로 자신의 이성에 근

거하여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탐색할 것을 강조한다.이러한 은 결국 인

간 이성에 한 신뢰와 더불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진작시키

고 있다.물론 왕충의 경우 이러한 비 정신이 ‘다른 이’를 향하고 있는 경

향이 강하지만,“나의 은 완 히 좋을 수는 없다.”484)라고 스스로 고백했

던 것과 같이 자신의 인식․ 단과정을 성찰하는 것을 포 해야 하여야만

‘참된 비 정신’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왕충의 비 정신은 학문 다양성의 필요성을 되돌아보게 한

다.우리는 『論衡』에서는 왕충이 공자,맹자,한비자의 언행을 비 한 것

을 살펴보았다.이외에도 왕충은 「道虛」편을 통해서 도가의 양생술(養生

術)을 비 하고 있다.이러한 비 은 단순히 왕충이 그 스스로 독단 으

로 단했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왕충은 그들 사상에

해 비 하면서도,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는 ‘비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 왕충은 유가의 천인상감설을 비 하기 해

도가의 무 자연론을 원용하며,한비자의 법가 시의 담론을 비 하기

해 공맹 사상에서 말하는 덕치 개념을 원용한다.‘완벽하게 독립 인 사상

가’485)로써 그는 다양한 학문 담론을 학습하면서 비 으로 수용하는

(2010), 『 사 』, 울: 한 사, 587쪽.

483) 『論衡』, 「自紀」, “歷日彌久 以為昔古之事 所言近是 信之入骨 不可自解 故作實論”

484)  , “充書不能純美”

485) Wing-Tsit Chan(1969),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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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 다.이러한 모습은 학문 주체로서 어느 학 의 담론에만 경

도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담론을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왕충의 비 정신은 사상사 으로 당시 쉽사리 비 할 수 없

는 성역을 없애려 한 에서 상징 인 의미를 갖는다.왕충은 당시 변화

되어 상당히 높은 치에 있는 공맹 사상을 비 하 다.동 서 이후의 한

유가사상은 제국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성장하 고,공맹(孔孟)은

성 으로 추앙받았다.마찬가지로 당시 후한시기에는 한비자 역시 제자(諸

子) 핵심 인 성 으로 취 되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왕충은 가 그

주장을 개했는지에 한 논의의 외 요소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담론’

을 비 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 이다.왕충의 성 에 한

비 은,담론 공간의 어떠한 비평형 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구나 자유롭게 성 의 말에 해 평가를 내

릴 수 있게 된다.이 은 후 국 사상사에서 학문 폐쇄성을 증 시

켰던 도통(道統)과 반면교사할 수 있는 것으로,우리로 하여 학문 인

역에서 ‘민주성’의 의미를 성찰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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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왕충 사상의 도덕교육 함의

1.변화 가능성에 한 신뢰

‘교육(敎育)’이란 무엇인가?학자나 교사에 따라 그 답은 다를 수 있겠

지만, 으로 ‘인간행동의 계획 변화’486)라는 정의가 알려져 있다.487)

이 정의는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본의488)가 담겨

져 있다.489)도덕과 역시 이러한 은 마찬가지로 2009도덕과 개정 교육

과정은 교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과 우리․타인,사회․국가․지구공동체,자연․ 월 존재와의 계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을 익히며,

삶의 다양한 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

사고력과 단력,도덕 정서,실천 의지 능력을 함양하며 자율 이고 통

합 인 인격을 형성한다.490)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언 되는 ‘익히며’,‘기르고’,‘함양하며’,‘인격을 형

성’한다는 동사는,공통 으로 인간의 도덕 념이나 행동양식 등에 변화를

제한다.학습자가 도덕규범과 을 습득하고 도덕 민감성․도덕

486) (1976), 『 과 학』, 울: 사, 16쪽.

487) ‘ 간행동  계  변 ’라는 개 , 여 그 개  간   상  삼고 는 행동

주  수학습 에 근거한다는 심에  울 수 없  것 다. ‘행동’만  하는 그

 는 간   에 천착하 , ‘계 ’ 란 개  재  과 (Latent 

Curriculum)   과 (Null Curriculum)  개  포 할 수 없는 단  다. 그러  

그러한  본  핵심  내  니 , 단지 에 어 ‘변 ’   하고

 한다. 

488) 『說文解字注』에  (敎)는 에  어  래에  그것  본 는 것 [“上所施 

下所效”], (育)  사람  러내어 하게 한다[“養子使作善也”]는 뜻 다.  란 보다 

 간  다는 식  가지고 그것  향해 사람  러내는 것  컫는다.

489) 마찬가지  우리 라 『 본 』  2 에는 “ 든 민  하여  격  도 (陶冶)하

고…”란  는 , 여 에  말하는 도  미는 곧 사가 [陶工]  [冶

工]  같  학습  질․능  계 하여 그들  람직한 간  어  함  미한다. 

490) 과학 술 (2011), 『도 과 과  해 』, 울: 과학 술 , 4쪽.



- 122 -

사고력․도덕 단력․도덕 정서․도덕 실천 의지 능력을 강화하

는 최종 인 목 은 ‘자율 이며 통합 인 인격의 형성’으로,곧 도덕교육

은 그 인격성의 완성을 한 부단한 변화의 과정이다.이러한 을 살펴볼

때 도덕교육은 ‘인간의 도덕성 계발(啓發)을 한 유목목 활동’이라 정의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정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도덕성이 충분히 변화 가능한 지에 한 여부를 검토

는 작업이다.만약 인간의 도덕성이 고정불변한 속성이라 제해버리면,우

리는 ‘도덕교육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 도덕교육의 필요성

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상당수 학자들은 후천 노력으로도

도덕성의 변화(발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한다.491) 한 우리가 ‘왕충의

교화론’에서 살펴보았듯이,왕충 역시 인간의 본성[도덕성]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제한다.

사람의 본성을 논하자면 본래 유선유악하다.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해

진 것이며,악한 사람은 교화와 계고(戒告),인도와 노력을 통하면 선해질 수

있다.(……)선하다면 길러주고 힘껏 이끌어주어서 악을 가까이하지 않게 하

며,악하다면 단속하고 도와주어서 선해지도록 해야 한다.492)

왕충의 논리에 따르면 본래 인간의 품성은 개성이 있지만,그 본래의 것

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유지하기 해서 노력하여야 하며,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면 교화 노력[敎告率勉]을 통해 선한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따라서 왕충은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후천 인 학습을

통해서 도덕 품성을 계발해야 한다고 보았다.왕충은 사람을 토지(土地)

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491) 컨  간  격과 도  달 가능하다고 지 했  프 드에 맞   도  

달  립한 그(Kohlberg)  본주  개  펼  스(Rogers)  리가 그러할 

것 다. 

492) 『論衡』, 「率性」, “論人之性 定有善有惡 其善者 固自善矣 其惡者 故可教告率勉 使之為善 

(……) 善則養育勸率 無令近惡 近惡則輔保禁防 令漸於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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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옥하고 척박한 것은 토지의 본성이다.비옥한 땅은 본래 훌륭하며 나무를

심으면 풍성하게 자라난다.척박한 땅은 본래 열악하지만 깊이 갈고,자주 김

매주며,비료를 충분히 주는 등 사람의 노력을 들여 지력을 돋운 뒤에 그곳에

농사를 짓는다면,본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결과와 마찬가지 일 것이다.땅

의 높이도 이와 같다.괭이나 삽으로 땅을 서 높은 곳의 흙은 낮은 곳에 쌓

으면 낮은 곳과 높은 곳은 같아진다.다시 괭이질과 삽질을 하면 같아질 뿐만

아니라,도리어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은 곳은 낮아진다.사람의 성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 땅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자.그 다면

잘 교화되도록 노력하면 선을 타고난 자와 같아질 것이다.선한 성품이 돈

독해졌는데 가르침을 따라 길러나가면 더욱 선하게 된다.그러면 원래 선

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보다 더욱 선해지게 된다.그러면 원래 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보다 더 선해질 것이니,마치 낮은 땅에 괭이질과 삽질을 더해 낮

은 곳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493)

왕충을 인간의 본성을 토지에 비유하면서,낮은 땅도 인 노력을 가

한다면 본디 높았던 땅보다 오히려 더 높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 역시 본래 성품이 어 되었던 간에 구에게나 교육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비옥한 땅 역시 가꾸어야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듯이,본성이 선한 사람도 교육을 통해야 그 선함이 배가될 수 있기 때

문이다.더군다나 우리는 쉽게 각자가 가진 본성의 좋고 나쁨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을 충분히 고려할 때,선한 방향으로 정진한다는 것은 자신의

품성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에서 당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선악은 가르침에 달렸지 본성에 달린 것이 아

니다.”494)왕충이 인간의 품성이 변할 수 있으며,마땅히 선한 방향으로 학

습자의 품성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 ‘도덕교육’의 정당성

을 확립시킬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품성

493)  , “夫肥沃墝埆 土地之本性也 肥而沃者性美 樹稼豐茂 墝而埆者性惡 深耕細鋤 厚加糞壤 

勉致人功 以助地力 其樹稼與彼肥沃者相似類也 地之高下 亦如此焉 以钁鍤鑿地 以埤增下 則其下與

高者齊 如復增钁鍤 則夫下者不徒齊者也 反更為高 而其高者反為下 使人之性有善有惡 彼地有高有下 

勉致其教令 之善則將善者同之矣 善以化渥 釀其教令 變更為善 善則且更宜反過於往善 猶下地增加钁

鍤 更崇於高地也”

494)  , “由此言之 亦在於教 不獨在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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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할 수 있다는 학문 논의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사실 왕충 역시 각 개개인들의 교화가 성공 으로 이루어질

지에 해 고민을 한 흔 이 보인다.

(그 사람을)교화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할 일이지,사람의 성품을 인도하기

어렵다고 걱정할 것은 없다.495)

왕충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람의 성품을 인

도하는 수단 방법이 난이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화 수단이

개별 학습자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한 문제라 말한다.왜냐하면 다수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한 귀인을 통제불가능 요인으로 회피하는 경향496)

을 보이는 등 쉽게 자기 스스로 자기합리화를 하곤 한다.이에 해 왕충

은 “성품이 악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성인의 교화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자부하며 화를 일으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497)라고 지

한다.이 의미는 왕충은 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히 천명했지만,우

리들에게 한 구체 사례로 들어가 교화가 이루어지기 해선 세심한 주의

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개별 학생에 해 갖는 회의감과 무기력감을 벗어던지

고,교사 스스로 각 학습자가 충분히 선한 방향으로 진 될 수 있다는 신

뢰를 가져야 한다.즉 교사는 학습자의 발 가능성에 해 으로 존

하고 신뢰해야 한다.이와 련하여 왕충은 공자의 제자들을 언 하면서

평범하고 특이할 것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지혜와 재능이 계발될 수 있음

을 지 하고 있다.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 재질을 갈고 닦음으로써 지혜와 재능이 남보

다 열 배나 뛰어났으니,가르침의 효과이며 진 인 변화의 힘이다.공자의

문하에 들어가기 에는 모두 마을에서 평범하고 특이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

다.498)

495)  , “患不能化 不患人性之難率也”

496) 는 드 (Bernard Weiner)  귀 (attribution theory)  염  한 것 다.

497) 『論衡』, 「率性」, “不患性惡 患其不服聖教 自遇而以生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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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칠십 명에 달하는 제자들은 모두 재상에 임용될 만한 능력을 가

지고 있지만”499),사실 공자의 문도에 들어가기 에는 모두 평범하고 특

출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 본래 있던 자

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이는 으로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

인데,만약 공자가 그들의 잠재성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훌륭한 사

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그러면서 왕충은 ‘진 인 변화의 힘’이

이야말로 그들을 성장하게 한 기제라 지 하는데,이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역량에 한 끊임없는 신뢰임은 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도덕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건 간에,그것은 인간의 유덕한

인격을 형성하기 한 유목목 활동일 것이다.그런데 만약 교사가 도덕

교육을 실천하면서 학습자가 결코 유덕한 인격을 가지 못할 것이라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도덕교육의 목 성이 흐려지고,부단 없이 진행되어

야 할 인격형성의 여정은 쉽게 도태될 것이다.왕충이 『率性』편에서 부

단하게 인간 본성의 개변성을 주장하는 것은,우리들 스스로가 충분히 인

격 존재로 나갈 수 있는 당 성과 추동력을 제공하기 함이다.우리는

왕충의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도덕교육의 본질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덕성 함양과 도덕교육

왕충은 자신의 교화론을 개하면서 ‘덕성 함양’에 을 두어 상술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그가 언 한 덕성함양론 ‘성 지교(聖賢之敎)’와

‘소염(所染)과 악(禮 )’을 각각 ‘사제(師弟)의 도덕교감’과 ‘환경의 요

성’으로 별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498)  , “被服聖教 文才雕琢 知能十倍 教訓之功而漸漬之力也 未入孔子之門時 閭巷常庸無奇”

499)  , “孔門弟子七十之徒 皆任卿相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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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제(師弟)의 도덕교감

왕충은 「率性」편에서 ‘도덕 배움의 계’를 상당히 요시여기고 있

다.그것은 성 과 제자,군주와 신하,아비와 자식의 계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그들 모두 서로 도덕 인 인격 향상을 해 수양한다는 공통 이

있다. 컨 왕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그(자로)를 공자가 인도하고 가르쳐서 연마하게 하고 깨우쳐서 이끌어

주니 그의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고 교만한 행동이 꺾여서 마침내 정치를 할

수 있었고 사과(四科) 하나에 올랐다.500)

왕법(王法)은 학교의 리와 사법의 리를 없애지 않아서 일반 민 이

의와 가르침을 받게 했다.학교는 앞으로 나아가게 힘쓰게 하고 법은 뒤로 내

걸음 치는 것을 막게 하기에 단주(丹朱)와 같은 마음이라도 힘쓰게 할 수 있

다.501)

에서 왕충은 도덕 인 인품을 갖추기 해서는 그것을 이끌어 인물

이 필요함을 제로 한다. 컨 성 ․군주․아비는 모두 학습자보다 도

덕 수 이 높은 인물들이다.학습자는 도덕 수 이 높은 인물들과 상

호 교감하면서,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 도식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

할 기회를 갖게 된다.왕충의 논지와 유사하게 훨씬 후 의 도덕심리학자

인 콜버그(Kohlberg)역시 학습자들은 자신보다 높은 도덕 추리와 동화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따라서 학습자들은 상 의 도덕발달수 놓인 자들

이 상호교류하면 도덕 진보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지 한 바 있다.502)

그 다면 왕충은 도덕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까?왕충은

논리 으로 도덕 배움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00)  , “孔子引而教之 漸漬磨礪 闔導牖進 猛氣消損 驕節屈折 卒能政事 序在四科”

501)  , “是故王法不廢學校之官 不除獄理之吏 欲令凡眾見禮義之教 學校勉其前 法禁防其後 使

丹朱之志 亦將可勉”

502) Kohlberg, Lawrence(1984),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민  역(2000), 『도 달  심리학』, 울: 과학사,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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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① 찰의 단계 ② 고솔면(敎告率勉)의 단계 ③양육(養育)의 단계

인용

“모든 군주와 아비 되

는 이들은 신하와 자

식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서”

“악하다면 단속하고 도와주어

서 선해지도록 해야 한

다.”

“선하다면 길러주고

힘껏 이끌어 주어서

악을 가까이하지 않게

하며”

내용

도덕 성품을 살펴

으로 학습자의

상태를 진단하고,필요

한 교육 방법을 강

구하는 단계

도덕 규범을 가르치고[敎],

비도덕 상황이 갖는 험성

을 경고하며[告],도덕 수양

을 독려[率]하여,학습자가 스

스로 도덕 훈련[勉]을 하는

단계임

유덕한 인격을 가진

단계이나 그 단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

려하는 단계

표 6. 충의 육 단계론

모든 군주와 아비 되는 이들은 신하와 자식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서,선하

다면 길러주고 힘껏 이끌어 주어서 악을 가까이하지 않게 하며,악하다면 단

속하고 도와주어서 선해지도록 해야 한다.503)

악한 사람은 교화와 계고(戒告),인도와 노력을 통하면 선해질 수 있다.504)

왕충의 와 같은 언명들은 도덕 배움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론과 단

계를 함의하고 있다.그에 따르면 성품을 명확하게 살핀 이후,(학습자의

성품이)선하면 길러주고 악하다면 교화나 계고,인도와 노력을 통해 유덕

한 인격으로 형성할 것을 구한다.이러한 논지를 연구자가 모식화해 설

명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첫째 단계(①)는 ‘찰의 단계’로,왕충은 도덕 배움의 계를 시작하기

에 앞서 왕충은 학습자의 도덕 수 을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

다.이 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 ․외 구조를 살피

503)  , “凡人君父 審觀臣子之性 善則養育勸率 無令近惡 近惡則輔保禁防 令漸於善”

504)  , “其惡者 故可教告率勉 使之為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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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체 으로 어떤 교화 노력이 필요한지 처하여야 한다.이 단계는

도덕 수 의 상 자가 학습자와 첫 교감을 하는 지 으로,학습자가 본

격 으로 도덕 수양을 하게 되는 기 이 된다.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찰 여하에 따라 둘째 단계(②)나 셋째 단계(③)로 교육내용이 진 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교고솔면(敎告率勉)의 단계’로 아직 선한 품성을 가지지 않

은 학습자에게 합한 단계이다.도덕 수 의 상 자가 학습자의 수 만

인식하는데 머무른다면 결국 학습자가 유덕한 인격을 갖추는데 어떠한 도

움이 되지 못한다.505)왕충은 선한 품성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4가지의 교

감방식을 언 하는데,교(敎)․고(告)․솔(率)․면(勉)이 바로 그것이다.여

기에서 말하는 ‘교(敎)’란 도덕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단계로,학습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을 하게끔 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고

(告)’란 학습자의 잘잘못을 되짚어보고 부도덕한 인식․행동이 갖는 험성

을 지 하여,학습자의 도덕 도식을 수정하고자 한다.솔(率)은 학습자가

도덕 수양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말하며,면(勉)은 학습자 스

스로 도덕 훈련을 거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여기에서 말하는 솔면

(率勉)은 학습자의 지행 괴리 상을 막고,학습자가 ‘도덕 실천주체’로 성

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506)

마지막 단계는 ‘양육(養育)’의 단계로 도덕교육의 최종 지향 으로 상

정된다.그러나 이 때 ‘최종’의 의미는 어떠한 도덕 수양이 더 이상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왕충은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더라

도 최 한 그 품성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한 악에 근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언명은 왕충이 도덕 수

양이 삶과 연계된 ‘끊임없는 여정’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 까지 왕충이 어떻게 도덕 교감의 형태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하는

505)  그래  게 말한다. “단지 병 만  뿐,  보고만 다  어찌 다  원

라고 할 수 겠는가!(『論衡』, 「率性」, “如徒知病之名而坐觀之 何以為奇”)”

506)  “본 탕  상하거  리  다시는 꿀 수 없다.(『論衡』, 「率性」, ”蓋傷離本 不

可復變也“)”라 말하는 , 는 도  달에 어 ‘결  시 (critical period)’ 개 과 맥상통

한다.   한  해 가는 과 에 어 한 시  지  한다고 

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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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았다.왕충은 도덕 수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끌어주어 선

한 품성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언명하 다.이러한 왕충의 담론에 따른다

면 우리는 오늘날 도덕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도덕교육에 있어 ‘도덕성 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일상

인 도덕과 학습 지도의 경우 체로 학 구성원 모두를 교수하는 방식(

체 교수)을 띠고 있다.그러나 한 인간의 도덕 특성이 다른 만큼,교사는

각 개인이 갖는 도덕 성품의 재 치를 명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

다.학생들의 개별 도덕성 진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개별화된 도덕

과 교수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도덕과 교수학습방법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왕충은

교(敎)․고(告)․솔(率)․면(勉)과 같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방법론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직 실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종국 으로 학생 스스로 도덕

훈련[勉]을 거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행 도덕과 교수학습방법론

역시 보다 구체화․체계화되어,학생들의 성품․상황 등에 맞는 교육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도덕교사는 도덕 사표(師表)가 되어야 한다.왕충이 말하

는 성 (聖賢)은 도덕 으로 완비된 인격 소유자이다.학생을 인도하고 연

마하며 깨우치도록 하기 해서는 단순히 학생에게 도덕 지식만을 달

해서는 안 된다.교사 스스로 학생 보다 높은 도덕 수 을 담지하면서,

학생들에게 도덕 모범[prototype]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환경의 요성

왕충은 도덕 교화에 있어 환경의 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왕

충은 인간이 주 환경의 향을 받는다는 논지를 개하면서 결국 악

(禮 )이라 하여 사회 구조 내의 도덕 문화 토 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컨 왕충은 「率性」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쑥이나 흰 비단과 같아서 선이나 악으로 물들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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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07)

왕충은 인간의 본성이 주변의 선과 악으로부터 물들 수 있음을 인정했는

데,이는 당시 소염론(所染論)으로 표되는 인성론 담론을 수 한 것이

다.그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 선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 인간의

품성 역시 선해지고,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 인간의 품성도 악

해진다.이러한 언명은 교육과정 이론 ‘잠재 교육과정(

ImplicitCurriculum)’과 매우 일맥상통한다.잠재 교육과정에 해 교육

학자 아이즈 (Eisner)는 문화 구조인 학교공간에서 다양한 역할 기 와

규칙들이 여기 기 도처에서 (학습자들에게)스며드는 구조라 정의한다.508)

이러한 주장은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의 요성을 강조한다.

왕충은 “군자에 가까워지고 자주 사람다움의 도리에 향을 받는 것은

맹자의 모친이 집을 옮겨 다닌 실례로 증명할 수 있다.”509)라고 하여 사람

이 주 환경에 상당한 향을 받는다는 을 정당화하고 있다.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학교 인

근에 비도덕 이며 불쾌한 시설을 근 하지 못하게 하여,청소년들이 쾌

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논리에 따라 우리나라도 행

『학교보건법』 제 5조를 통해 ‘학교환경 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한 왕충은 그 환경의 역을 보다 넓히고 있는데,바로 국가 단 까

지도 포함된다.그는 국가 단 의 문화도 충분히 인간의 품성 변화에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제나라 장(莊)과 악(岳)거리에 머무니,세월이

감에 따라 온화하게 변한 것은 제나라 풍속에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러

므로 제나라는 온화하고,진나라는 오만하고, 나라는 조 하고,연나라는 어

리석다고 한다. 나라와 월나라 백성들이 장과 악 거리에 살아서 그들의 성

507) 『論衡』, 「率性」, “夫人之性猶蓬紗也 在所漸染而善惡變矣”

508) Eisner, Elliot W.(1985),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 107.

509) 『論衡』, 「率性」, “迫近君子 而仁義之道數加於身 孟母之徙宅 蓋得其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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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바 로 본다면,네 나라 백성이 서로 넘나들며 오랫동안 타국에 살게

된다면 반드시 성품이 변하게 될 것이다.510)

왕충은 각 나라의 문화가 서로 상이하다고 제하면서,결국 요순의

향력이 컸던 제나라의 풍속에 따른다면 백성들의 성품이 온화해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이러한 논지는 용어인 ‘국민성(nationality)’와 매우 유

사한 데511)결국 인간의 성품은 크게 국가 단 512)까지도 향을 받는다

는 을 말해주고 있다.교육학자 론펜 (J.Bronfenbrenner)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발달에 있어 환경 맥락(environmentalcontexts)을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학교,놀이터[미시체계]에서부터 문화 환경

[거시체계]․개인의 일생의 변화[시간체계]란 다양한 유형의 환경이 학습자

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513)

왕충의 학습 환경에 한 이러한 논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덕교육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첫째,학습자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해 조직화․정련화가 필요하다.우리는 도덕교육에 한 포 인 기본 틀

을 기획․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514)이 기획에는 단순히 학교공간만을

국한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 의 여러 요인을 검․확인하면서 도덕

성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도덕교육에 향을 수 있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극 력이 필요하다.여러 환경 제 요인이 학생의 도덕성에 미친다는

것을 정한 이상,우리는 여러 역의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력할

필요가 있다.청소년의 도덕성 진작을 해 지역사회의 력체를 조직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도덕성에 향을 미치는 잠재 교육과정에 한

510)  , “楚越之人 處莊嶽之間 經歷歲月 變為舒緩 風俗侈也 故曰 齊舒緩 秦慢易 楚促急 燕戇

投 以莊嶽言之 四國之民 更相出入 久居單處 性必變易”

511) ‘ 민 과 도 ’에 해 는 병 ․ (2013)  참고하라.

512)  간  가  단  경과 상 할 수  것 다.

513) Bronfenbrenner, Urie(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or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09~291.

514) 특  창우(2013:94)는 ‘   포  근 ’  시하여, 학 , 가 , 공동체, 매

체 역에 한  도   필 함  주 하 다. 



- 132 -

반 연구가 필요하다. 래 집단과 상호작용에서부터 매스미디어의 향

까지 아우르는 여러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어떠한 작용을 거쳐,어느

정도나 청소년들에게 도덕 향을 미치는 지 일련의 횡단․종단 연구가

필요하다.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도덕교육에 한 환류(feedback)작용을

함으로 보다 나은 도덕교육을 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3.합리성 함양과 도덕교육

왕충은 자신의 논지를 개하면서 합리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는

데,그는 자신의 교화론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매우 강조하 다.본 논문에

서는 왕충의 ‘박통(博通)과 견문(見聞)’이 학습자의 도덕 지식을 확충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논구하려 한다. 한 왕충의 ‘효험(效驗)과 유증(有

証)’그리고 ‘감우거사(敢于距師)’개념은 학습자의 합리성과 비 성을 진작

시킬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

(1)앎의 확충

피터 드러커(PeterF.Drucker)는 지식이 산업의 생산수단이 되는 ‘지식

사회’를 고했지만515),이러한 지식 은 ‘배움’과 ‘지식’을 인간의 기능

역에만 천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입시와 취업 선으로 상징되는 한

국 사회 속에서 지식은 인격 수양의 발로로 상정되기보다,입신양명(立身

揚名)을 한 기능 상물로 여겨지고 있다.이 시 에서 우리는 왜 인

간이 ‘앎’을 추구하려는 지에 한 본질 고찰이 진지하게 필요하다.왕충

은 인간의 본성과 ‘앎’의 문제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 오상(五常)의 본성을 받아 도리를 좋아하고 배움을 즐기

므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그런데 오늘은 그 지 않으니,배부르게 먹고 마

515) Peter F. Druker(1993)  지식사 에 해 는 "The rise of the knowledge society"  참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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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조 만 생각을 해도 자고 싶어하며 술과 음식으로 뱃속만 채운다면 이

는 바로 동물이나 마찬가지다.동물은 삼백 종인데 그 사람이 으뜸이다.

천지간의 생명체 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데,그 귀함은 지식을 추구할 알

기 때문이다.오늘날 무지하고 우매하여 (도리를)좋아하고 (배움을)바라는

것이 없다면 삼백 종의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으며,동물의 으뜸으로 존귀하다

할 수 있는가?516)

지식을 탐구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단한 배움의 여정은,인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격 수양을 목 으로 한다.왕충은 학습의 당 성을 자연화

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인간과 수의 차별성은 바로 호학할 수 있는 능력

과 심에 있다고 언명한다.인간은 배움을 즐기지만 동물은 그 지 못하

기 때문에,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척도는 ‘향학’의 문제라 할 수 있다.그

런데,왕충은 배움에 한 간단한 본성론 확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 차원에서도 인간은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왜냐

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해서는 ‘앎’이야말로 그 본질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그래서 왕충은 “(공부한 이 없는 사람은)귀와 이 있으나 듣

고 보지 못하는 나무 인형과 같다.”517)라 하 는데,여기에서 ‘앎’은 인간의

본질이며 ‘앎’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 다.

왕충은 「別通」편에서 바람직한 인재상을 언 하고 있다.그는 “부자는

유생만 못하고,유생은 통인(通人)보다 못하다.”고 지 하면서 사람이 넓게

알지 않는 것에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 하고,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농인

이라 하고,냄새를 못 맡는 사람을 옹인이라 한다.옹인,농인,맹인은 완 한

사람이 아니다.사람이 넓게 독서하기 않아서 고 의 일을 알지 못하고,각종

사물과 사건을 식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면 이 멀고 귀가 멀고

코가 막힌 자와 마찬가지다.유생도 두루 책을 읽지 않아 좀 막힌 편인데 심

지어 공부한 이 없는 보통 사람은 어떻겠는가?시비를 가리지 못해 아주

516)  , “人生稟五常之性 好道樂學 故辨於物 今則不然 飽食快飲 慮深求臥 腹為飯坑 腸為酒囊 

是則物也 倮蟲三百 人為之長 天地之性人為貴 貴其識知也 今閉闇脂塞 無所好欲 與三百倮蟲何以異 

而謂之為長而貴之乎”

517) 『論衡』, 「別通」, “此則土木之人 耳目俱足 無聞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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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을 것이다.이들은 바로 귀와 이 있으나 듣고 보지 못하는 나무 인형

과 같다.얕은 물을 건 는 자는 새우를 보고,조 깊은 곳이면 물고기를 살

필 수 있고,더욱 깊은 곳에서는 교룡(蛟龍)을 본다.이는 곳이 다르므로 보이

는 사물이 다르다.518)

왕충은 독서하지 않으면 곧 옳고 그름을 별할 수 없게 되며,이러한

사람은 곧 감각기 이 먼 사람과 같다고 비유한다.따라서 왕충은 우리로

하여 합리성을 갖추기 해 많은 공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왕충

은 특히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의 담론에 치우쳐 편 된 학습을 하기보다,

어느 담론이냐를 상 하지 않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에 따르

면 유생(儒生)은 오로지 유가의 경 에만 편향되어 있어,고 을 두루 알지

못하고 사실에 의거해 일을 논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519)

이러한 왕충의 논지는 도덕 지식과 이해를 보다 확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지식의 이해를 확충하는 것은,도(道)를 실천하는 삶과 행동을

안내하며 그것이 왜 합당한지에 한 정당화 근거를 제공한다.따라서 왕

충은 ‘더 많이 아는 기이함’을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도(道)에 들어간 깊고 얕은 정도도 이와 마찬가지다.도의 경지가 얕으면

인 이나 소설류를 보고,깊이 들어간 자는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 보기 힘

든 정심한 책을 읽는다.즉 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큰 것을 본다.사람

이 놀러 나가면 반드시 도성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도성에 기이한

구경거리가 많기 때문이다.도성에 들어가면 필히 시장을 보려 하는데,시장에

는 기이한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백가(百家)의 이론이나 고 의 일이 지니는

기이함은 도읍의 큰 시장 정도가 아니다.도읍에 놀러간 자는 만족해하고 시

장을 본 자도 만족해하는데,하물며 도리가 실린 경 을 유람할 때는 어떻겠

는가?520)

518)  , “人目不見青黃曰盲 耳不聞宮商曰聾 鼻不知香臭曰癰 癰聾與盲 不成人者也 人不博覽者 

不聞古今 不見事類 不知然否 猶目盲耳聾鼻癰者也 儒生不覽 猶為閉闇 況庸人無篇章之業 不知是非 

其為閉闇 甚矣 此則土木之人 耳目俱足 無聞見也 涉淺水者見蝦 其頗深者察魚鱉 其尤甚者觀蛟龍。

足行跡殊，故所見之物異也”

519)  , “章句之生 不覽古今 論事不實”

520)  , “入道淺深 其猶此也 淺者則見傳記諧文 深者入聖室觀祕書 故入道彌深 所見彌大 人之遊

也 必欲入都 都多奇觀也 入都必欲見市 市多異貨也 百家之言 古今行事 其為奇異 非徒都邑大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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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충은 경서를 읽어 도를 궁구하여 얻을 수 있는 기이함이 도읍의 큰 시

장을 유람하여 얻을 수 있는 기이함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다.즉 경서를

많이 읽거나 정심한 책을 읽을수록,보다 더 많은 도리를 알게 되고,그 도

리를 많이 알수록 도의 본모습에 더욱 근 할 수 있다고 언 한다.이 때

박학과 견문은 학습자의 개별 지식을 확충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그리

고 이러한 지식 확충은 단순히 도구 활동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

왕충이 상정하고 있는 인격 수양의 끊임없는 여정은,지식을 통해 인간이

세속 가치를 성취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인간의 본질성을 회

복하기 한 유일한 방도이다.

‘앎’에 한 왕충의 논지는 도덕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는,‘도덕 앎’은 인간의 인성을 담보하는 요한 요소 하나이다.

근래에 ‘꼬마 도덕철학자 모형’으로 표되는 콜버그의 인지발달론 모형

에 한 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최근의 도덕심리학의 성과물은

도덕 행동이 의식 ․명시 인 문제가 아님을 언명하고 있기 때문에521),

도덕 행동에 있어 ‘앎’[합리성]의 요성을 옹호하기 어렵게 되었다.그러

나 정서주의 도덕심리학이 득세하더라도 그 담론 안에서도 인간의 이성

은 참과 거짓을 발견하고 정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표지한다는 522)

에서 그리고 도덕 숙고에 의한 도덕 추론 역시 간헐 으로 일어난다는

을 인정하는 523)에서 ‘앎’에 한 요성이 결코 격하되지 않는다.

둘째는,도덕교육에 한 내재 본 론에 해 명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정창우는 “도덕과교육의 목 은 곧 인격 완성이며,이것은 이미

동서고 을 막론하고 ‘교육’의 목 혹은 본질 속에 붙박여 잇는 것이다.”

라고 언명한 바 있다.524)도덕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은 다른 도

구교과에서 행하는 ‘지식’과 그 층차가 엄연히 다르다.‘도덕 앎’은 학습

遊於都邑者心厭 觀於大市者意飽 況遊於道藝之際哉”

521) 근 도 심리학  경향에 해 는 창우(2013)  『도 과  과 쟁 』  5 ~

 9  참고하라.

522) David Hume(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Of mora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역(1998), 『도 에 하여 : 실험    도  주 들에 도

하  한 하  시도』, 울: 사, 28쪽.

523) 창우(2013), 『도 과  과 쟁 』, 울: 도  울 , 220~230쪽.

524) 창우(2013), 『도 과  과 쟁 』, 울: 도  울 ,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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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삶과 분리된 외재 상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학습자의 인격성

을 도야하기 한 본질 문제를 함의한다.이러한 논의는 “도덕교육을 왜

행하는지”에 한 질문에 한,메타-도덕교육 (meta-moraleducation)

시각의 좋은 답변으로 역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도덕교육의 내용선정․기술에 있어 포 원칙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왕충은 박학(博學)이라는 을 통해서 하나의 담론에 천착

되는 것을 경시했다.이러한 왕충의 의지는 어떠한 편견 없이 다양한 의론

을 학습할 것을 우리로 하여 요구한다.왕충은 우리들로 하여 하나의

의론에 해 존숭하는 교조주의 태도를 버리고 체 맥락 속에서 견주

어 볼 것을 권고한다.왕충의 백가(百家)사상에 한 섭렵은 다양한 사상

을 이해하고 다룬다는 에서 다문화교육이나 학제 과 상통하고 있

는 지 이 분명 있다.다양한 문화 요소에 한 이해증진과 학문 역

을 뛰어넘는 교과 편제원칙은 학습자들로 폭넓은 인지구조를 갖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525)

(2)합리성과 비 성

왕충의 서 『論衡』의 책 이름은 “논의를 정리하는 것”526)이며,왕충은

이 책에서 논리성과 합리성이 겸비된 비 을 통해 허무하고 망령된 말들을

질타했다[疾虛妄].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왕충의 합리성과 비 성이 도덕교

육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왕충은 『論衡』에서 세상 사

람들이 허망한 을 믿는 실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괴한)일을 진실로 믿으며 옳다고 생각한다.성인은

가볍게 의심하지 않으므로 다시 고치지 않았다.지식인들의 견식은 천박하여

더 이상 논변하지 못했다.유생(儒生)은 옛것이라면 숭상하여 그런 설을 만들

어냈다.527)

525) 어 과거 주   시  한  도  공  향   가주

․ 공주  향  갖 었다는 지  없지 는 ,   격할 것  하는 

 학 개  우리에게 시사하는   다.

526) 『論衡』, 「自紀」, “論衡者 論之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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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을 믿는다.그들은 죽간이나 비단에 쓰여져 있는

것은 모두 성 이 한 것으로서 다 옳다고 생각한다.따라서 그것을 믿고 옳

다고 여겨서,읽고 암송한다.528)

왕충은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을 어떠한 비 없이 수용하는 것을 보

면서 한탄한다.하물며 지식인도 옛 일이나 성 의 말이라면,그 권 에 의

탁하여 그 의론이 옳다고 여긴다.그러나 왕충은 「知實」편에서 “무릇 논

사에 있어 실제 그 효험(效驗)이 없으면 곧 듣기에만 좋은 번잡한 말이기

에 백성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529)라 주장한다.이러한 왕충의 언명은 의

론을 수용함에 있어 합리 정신을 제고한다.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

함은 의론 속에서 담겨있는 증거를 명백히 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效驗]을

말한다.

왕충은 우리가 의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3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의론이 합당한지를 단할 것을 강조한다.530)첫째는 오성을 통한 단

으로, 에 귀에 의지해서 그 의론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531)둘째

는 찰을 통한 단으로,사건과 사물로써 그 의론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다.532)마지막으로 논리 고찰을 통한 단은 상황의 후를 살피고

서로 상치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533)이러한 왕충의 합

리성 단 과정은 왕충의 이성주의 이며 과학주의 인 면모를 명확히 드

러내고 있다.

만약 의론이 미심쩍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 때 요청

되는 것이 바로 ‘비 정신’이다.왕충은 『問孔』 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527)  책, 「奇怪」, “世間誠信 因以為然 聖人重疑 因不復定 世士淺論 因不復辨 儒生是古 因生其

說”

528)  책, 「書虛」, “世信虛妄之書 以為載於竹帛上者 皆賢聖所傳 無不然之事 故信而是之”

529)  책, 「知實」, “凡論事者 違實不引效驗 則雖甘義繁說 眾不見信”

530) 에 해 는 본   5  3  ‘합리  함 ’  살펴보라.

531) 『論衡』, 「實知」, “須任耳目以定情實”

532)  책, 「自然」,  “引物事以驗其言行”

533)  책, 「語證」, “考察前後 (……) 不得二全 則必一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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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을 반박하여 도의를 제 로 밝히며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534)

성인의 말은 완 히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도의를 말한 뜻이 바로 드러나

지 않는다.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 명확히 해야 하고,모두 이해할

수 없다면 논박해서 투철하게 밝 내야 한다.535)

왕충은 스승이라 할지라도,성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론 가운데 오

류가 있거나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능히 질문을 던지고 논박을 해야 한다

고 말한다.이러한 정신은 사제 계를 시하는 국에서 격 인 주장

으로,왕충은 그 정도로 비 성을 시했다.이를 통해 왕충의 이론 논리는

궁극 진리를 궁구한다면 학문 테두리 혹은 통 테두리에서 벗어나

서 자신의 주체 이성 단 아래 의론을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다시

말해 왕충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따른 숙고와 비 성찰을 강조하고,

이를 배가하기 해 그 이성 단을 해하는 일련의 외부 요소들을

배격하 다.

왕충이 인습 수 의 의론들을 비 하고 개인의 주체 단에 의해 수

용한다는 주장은 피터즈(Peters)의 ‘합리 이성’이나 콜버그(Kohlberg)의

‘도덕 자율성’개념과 매우 상통한다.피터즈는 자아 심 단계에서 자

율성 성취의 단계로 나아가는 도덕발달이론을 제시했는데,여기에서 그는

도덕 규범을 합리 근거 에서 반성 인 검토를 하여 수용하는 ‘합리

이성’을 강조하 다.536) 한 콜버그도 인습․그 이 과 이후를 구별하

여 후인습단계를 가장 상 의 단계로 상정하는데,여기에서 콜버그는 인습

을 뛰어넘는 개인 양심의 발로에서 입법된 보편타당한 윤리를 지향한

다.537)

왕충이 말하는 합리성과 비 성은 궁극 으로 인간의 합리 이성을

534)  , “距師 核道實義 證定是非也”

535)  책, 「問孔」, “聖人之言 不能盡解 說道陳義 不能輒形 不能輒形 宜問以發之 不能盡解 宜難

以極之”

536) Peters, R. S.(1966),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우 

 역(2003), 『 리학과 』, 울: 과학사, 275~279쪽.

537) Kohlberg, Lawrence(1984),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민  역(2000), 『도 달  심리학』, 울: 과학사, 166~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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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다양한 입장들을 반성 으로 성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그

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외재 도덕 습이나 의론들은 무조건 으로

수용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성과 자유의지에 따라 도덕 규범을

반성 으로 성찰하고 수용해야 한다.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왕충의 합리

성과 비 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도덕교육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도덕 교과 내에서 ‘합리성’과 ‘비 성’에 한 질 ․양 내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본질 으로 도덕과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유덕한 인

격’인데,이 유덕한 인격에서 도리에 합당한지 단하고,잘못된 것이 있으

면 비 할 수 있는 정신은 도외시되면 안 될 것이다.그러나 그간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도덕 사고력과 단력’을 강조해왔으면서도,주요 내용

체계표538)를 살펴보면 련된 가치․덕목과 내용요소가 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539)도덕과가 수동 치에서

사회 규범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도덕과 스스로 ‘사회불평등’이나

‘사회정의’에 한 자체 입장을 정리하고 극 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

다.

둘째,도덕 교과에서 학생 스스로 도덕규범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탐구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재 도덕 교과서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

는 형식이며 부분의 발문형태들이 ‘덕목 보따리’를 일방 으로 학습자에

게 제기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일방 인 도덕주의 ․교육주의 언명은

학습자에게 도덕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사례에 머무르게

한다.따라서 우리는 도덕 문제를 학습자 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그

리고 막연히 도덕 당 성을 주입하려하기 보다 다양한 토론과 발문의 형

식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도덕규범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도덕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수평 계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왕충이 말한 감우거사 개념은,스승의 말에도 충분히 오류가 있

을 수 있으며 제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를 비 할 수 있어야 함을 함의한

538) 과학 술 (2011), 『도 과 과  해 』, 울: 과학 술 , 5~6쪽.

539) 한  도 실에  ‘비 ’  간과 고 다는 주 에 해 는 우 (2011)  「비

 사 철학과 도 」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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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의미에 따르면 우리는 도덕 교실 공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허용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서 교사(혹은 교

과서)의 언명이 인 규범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540),학습자의 도

덕 언명 개진을 자유롭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의 발로에 따라

도덕 언명을 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0) 실 공간 내에   (indoctrination)  험  하고  한 것 지, 도 규  

상 주 라는 것  말하고  함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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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결론

본 논문에서는 ‘왕충의 도덕철학 연구’라는 논지 아래 도덕철학의 세부요

소라 할 수 있는 세계 ․인성론․교화론․비 정신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종국 으로 왕충 사상이 갖는 도덕교육 함의

를 추출하고 이를 개략 으로 논의하 다.이 때 연구자가 악하기에 왕

충의 도덕철학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왕충의 도덕철학은 합리

․비 ․종합 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 왕충 사상은 합리 사상이 분명하다.왕충은 다양한 논리 ․과학

방법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을 설명하려 했다.그가 효험(效驗)과 유증

(有証)을 제시한 은,오로지 의론을 평가함에 있어 사건과 사물의 객

속성에 을 두기 함이다.그는 통이나 성 의 말이라 하여 교조화

되는 것에 결연히 반 했으며,오로지 인간의 이성 단 아래 주체

단을 할 것을 강조했다. 한 그가 유선유악 인성론을 편 것 역시 기존

의 인성론을 종합하여 보다 실과 부합되고자 함이었다.왕충에게 있어

성선설,성악선,성무선악선은 모두 어느 일방에 편향된 의론이었기 때문에

왕충은 이러한 인성론을 변증법 으로 종합하 다.이를 통해 그는 인간

본성의 문제를 ‘우연성’이라는 가능성의 문제로 환원하여 보다 합리 인

입장을 개하 다.

둘째,왕충 사상은 비 사상이 분명하다.본래 『論衡』을 술하려

한 왕충의 뜻은 허망한 말들을 질타하기 해서 다[疾虛妄].그는 무 자

연론을 통해 목 론 천론과 천인상감설을 공박했다. 한 보다 종합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선유악 인성론을 통해 기존의 인성론이 부분에 천

착하고 있다고 비 했다. 한 왕충의 명론은 인간 부귀의 문제를 도덕

평가의 문제로 산입 하려는 실을 비 하려 했다.더군다나 스승이라 할

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논박하라는 왕충의 감우거사 개념은,

왕충의 비 정신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왕충은 『論衡』에서 여러 미

신들과 성 지설들을 비 함으로 자신의 비 정신을 유감 없이 드러내었

다.



- 142 -

셋째,왕충 사상은 종합 사상이라 할 것이다.왕충의 사상을 가지고 어

느 학 의 지류(支流)라 단하기 어려운데,그는 다양한 의론들을 어떠한

편견 없이 비 으로 수용하여 종합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단 으로

왕충의 인성론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인성론을 일거에 자신의 이론 속으

로 종합시켜 버렸다.왕충의 인성론으로 설명하지 못할 사례와 이론이 없

어지게 된 것이다. 한 왕충은 자신의 세계 을 설명하기 해 도가 논

리인 무 자연론을 수용하다가도,도가의 양생술에 해서는 냉정하게 비

하기도 한다.그리고 왕충은 공맹 사상이 갖고 있는 허 을 공박하고 몇

몇 신비주의 요소를 비 하기도 하지만,그는 자신의 덕성함양론을 개진

하면서 충분히 유가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이런 은 왕충이 으로

‘독립 ’인 치에서 백가(百家)의 의견을 비 견지아래 종합하려 했던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동시에 연구자는 왕충 사상에서 보이는 여러 결 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간략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첫째는,왕충이 기

존의 담론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컨

왕충은 당시의 인성론을 개진하면서 그들의 이론을 쉽게 단순화하고 있

다. 를 들자면 고자에게 있어 선악의 문제는,후천 개념으로 인간 본성

의 문제와 거리가 있다.그러나 왕충은 고자의 선악 개념을 본성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을 악할 때도 반복되

어,왕충은 인성론을 단순히 “모든 인간이 태 에는 선하다 혹은 악하다”

는 명제로 근한다.그러나 맹자나 순자가 말하고자 하는 인성론의 본지

는,선함 혹은 악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한 문제에 있다.

둘째,자신의 의론을 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모순 을 드러낸다는 것

이다. 컨 왕충은 인간의 명(命)을 품수할 때는 우연 이고,따라서 알

기란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런데 그는 골상(骨相)이 명을 표지할 수 있다면

서 인 신뢰를 표하고 있으니,어 모순되지 않겠는가. 한 왕충은

「率性」 편에서 “자공(子貢)은 본래 하늘이 내린 부유한 명운을 받지 못

했으나,재화를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은 재물을 불리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

문이다.”541)라 말한다.그런데 이 왕충의 말은 인간의 탄생할 때 명을 품수

하고 그것은 변하지 못한다는 그의 명론과 역시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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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신이 비 을 행할 때,그 칼은 자못 정확했기도 했지만 지

나치게 지엽 인 문제를 공박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비

한 경우도 있었다. 컨 勞思光이 왕충의 비 을 두고 “한더미의 비평

의견 질의하는 말로서 볼 수 있을 뿐이다.”542)라고 지 한 바 있다.이

는 공자,맹자,한비를 공박할 때 나름의 체계를 두어서 비 을 하는 것이

아니라,언행의 일부를 천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몇몇

비 을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비 을 해보겠다는 의지 속에

서 얽매여,냉정하게 성 의 귀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

여 가상의 문제 을 창안해 그것을 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결 은 왕충 사상의 본질 측면이 아니라 부분

문제에 불과함을 지 하고자 한다.따라서 이러한 내재 ․부분 문제

는 우리들의 성찰 ․해석학 지평을 통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

다.그 기 때문에 왕충 사상이 가지고 있는 부분 문제 을 이유로 왕충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 ․비 ․종합 특징을 강조하는데 주 할 필

요가 없다.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왕충 사상을 재음미할 필

요가 있다.

그간 오리엔탈리즘을 견지하여 동양사상에 실증성이나 비 성이 결여되

어 있다는 주장543)은 근본 으로 잘못된 측면이 있다.JosephNeedham이

주장하고 있듯544)청(淸) 이 만 하더라도 과학기술문명의 본산이 동아

시아 다는 간명한 사실이 그러하다.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왕충

의 사상 은 동양 사상에서 객 성이나 실증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논거로 작용한다.왕충 사상에 경험주의 과학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객 성,실증성,비 성을 충분히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충 사상은 어느 사상보다도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로 철된 오

541) 『論衡』, 「率性」, “賜本不受天之富命 所加貨財積聚 為世富人者 得貨殖之術也”

542) 勞思光(1984), 『新編 中國哲學史』, 臺北: 三民書局, 재 역(1987), 『 철학사 한당편』, 

울: 탐 당, 155쪽.

543) 각주 2  참고.

544) Needham, Joseph(1969),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Ⅱ, Cambridge Univ. 

Press.   역(1994), 『  과학과  Ⅲ』, 울: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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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의 과학사회 속에서 히 조응한다.기원후 1세기의 왕충이 말하고

자 했던 이성주의․합리주의 정신은 교조 자세를 비 하고 과학 ․객

자세를 시한 모더니즘(modernism) 사조와 매우 동일한 측면이

있다.기존의 구연한 습을 타 하고 자신의 주체 이성을 통해서 합리

원칙을 구 하려 했던 왕충의 모습은,20세기 이후의 근 시 공간

에서 재 되고 있다.21세기의 사회가 비록 모더니즘을 넘어 포스트모더니

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는 하나,21세기에도 여 히 ‘이성’과 ‘비 ’이 갖

는 의미와 역할은 결코 훼손되지 않고 ‘시 의 운 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시 에서 우리는 왕충의 사상을 통해 합리성과 비 성이 갖는 지

평을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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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Wangchong'sMoralPhilosophy

Jeong,Hwanhui

DepartmentofEth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thesistitled‘A studyonWangchong’smoralphilosophy’dwellson

Wangchong’sview oftheworld,ethology,theory ofedification and

criticalmind,and based on them,looks into the implications of

Wangchong’sideaonmoraleducation.Forthispurpose,thisthesisfirst

dealswiththeideologicalcurrentinpost-HanperiodandWangchong’s

life,andthendescribesdiverseareasofWangchong’smoralphilosophy

oneafteranother.

In post-Han period,Taoism took the form ofHuanglao School

representedby Shenxian(alegendary hermitwith miraculouspowers)

andHuangdi(emperor).Confucianism inHanperiodbecameanideology

to sustain the emperor’s authority through the active process of

formalizationwithfurtherabstraction.Inthissetting,thereappearedan

argumentthatHeaven rendered prize and punishmentto humans,

exerting tremendous influence on secular and political space.

Wangchong,whohadfailedtobeappointedtoahighgovernmentpost

inthisideologicalcurrent,insistedthattheideasatthattimewere

futileandabsurd.

Wangchong tried explaining the heaven through Wuwei-ziran(non

action and selfso),a conceptproposed by taoists.Heinsists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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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sworkisnotpremisedbyanypurposefulwillandnomeaning

canbeofferedtotheoriginalroleofnature.Hefurthermaintainsthat

thebirthprocessofallthingsconsistsofqi(vitalenergy)’smovement

whileqideterminesthebirth andattributesofallthings.However,

someunderstandWangchong’sideaofqionly asmaterial,orargue

thathis discourse on qiis monism ofqi,which are misleading

Wangchong’sideaofqi.

Wangchongclarifiesthathumannatureismadeaccidentallyatthe

same time ofreceiving qi.Such accidentalelementcauses human

naturetobegoodorevilbynature.Healsoinsistedthatreviewingthe

existing ethology,humannatureisactually dividedintothreelevels.

Suchinsistencecanbeamorerealisticexplanationonhumannaturein

synthesizing theexisting ethology.Besides,by differentiating human

naturefrom destiny,Wangchong triedtolay moreemphasison the

problem ofmoralattributes.Healsoasserted‘thevariabilityoflife’by

referringtodiverseaccidentalelementsinhumanlives.However,he

partially damaged his rationality by believing that physiognomy

representsdestiny.

Wangchong insists that human nature can be changed through

education.Hebroughtuptheimportanceofmoralcultureaswellasof

encouragingonetogrow upintoagoodhumanbeingthroughlessons

ofateacher.Herequiredthatpeopleexpandtheirvaluesthroughthe

processoflearning more.Toseek fortherightknowledgethrough

verification,heurgedanabsolutesecurityofone’sobjectiveandlogical

character.Healsoemphasizedthefosteringofthehuman’scriticalmind

saying thatoneshould even ask aboutand rebutthepointsofa

teacher.

Wangchongattemptedtocriticizefutileandabsurdarguments.Sohe

rejected theidea ofa ghostorcriticized theinsistenceofHeaven

givingprizeorpunishment,opposingmultifarioussuperstitious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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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hetried challenging theauthority ofthesagesby raising

questionsandmakingmanycriticismsonKongzi,MengziandHanfei.

SuchwasWangchong’sspiritofcriticism thatemphasizestheskeptic

attitudeindispensableinthesubjectoflearningandremindsoneofthe

significanceofdiversityanddemocracyinacademiccircles.

InlightofWangchong’sideas,ateacherofmoralsmustbelievethat

the learner can be turned into a moralperson.Then,attaching

importancetothemoralrapportbetweenteacherandstudent,hemust

providethelearnerwith apropermoralenvironment.In addition,a

teacherofmoralsmustmakeeveryefforttoexpandthelearner’smoral

knowledgeandleadthem todeveloprationalityandcriticalmind.

When Wangchong evolves his points,itis true thatthere are

contradictionsandpartoflackingunderstandingofsomethoughts.Still,

Wangchong’smoralphilosophyischaracterizedbyrationality,criticism

and synthesis. The horizon of Wangchong’s ideas with such

characteristics corresponds properly to the principles of modern

empiricism orrationalism afterall.Itisbythisaspectthatwenow

needtoreassessWangchong’sideas.

Keyword :Wangchong,worldview,human nature,edification,critical

thinking,moraleducation

Studentnumber:2012-21408


	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Ⅱ. 왕충과 『論衡』
	1. 후한의 지적 지형도
	1) 황로도가(黃老道家)
	2) 유학(儒學)
	3) 이재설(異災說)과 참위설(讖緯說)

	2. 왕충의 생애와『論衡』

	Ⅲ. 왕충의 세계관
	1. 무위자연(無爲自然)론
	2. 기론적 세계관
	1) 기(氣)
	2) 왕충의 기 담론에 대한 오해


	Ⅳ. 왕충의 인성론
	1. 유선유악적 인성론
	1) 기의 품수
	2) 유선유악적 성(性)
	3) 왕충의 기존 인성론에 대한 평가
	4) 성 삼품론

	2. 왕충의 명론
	1) 명(命)
	2) 운명과 본성과의 관계
	3) 운명과 우연성과의 관계
	4) 운명과 골상(骨相)과의 관계


	Ⅴ. 왕충의 교화론
	1. 성품 변화론
	2. 덕성 함양[德成]
	1) 성현지교(聖賢之敎)
	2) 소염(所染)과 예악(禮樂)

	3. 합리성 함양[材盡]
	1) 견문(見聞)과 박통(博通)
	2) 효험(效驗)과 유증(有?)
	3) 스승에게 질문하고 논박함[敢于距師]


	Ⅵ. 왕충의 비판정신
	1. 질허망(疾虛妄)
	1) 세속적 미신
	2) 신학적 미신

	2. 성현지설(聖賢之說) 비판
	1) 공자에게 질문함[問孔]
	2) 맹자를 비판함[刺孟]
	3) 한비를 반대함[非韓]


	Ⅶ. 왕충 사상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
	2. 덕성 함양과 도덕교육
	1) 사제(師弟)의 도덕교감
	2) 환경의 중요성

	3. 합리성 함양과 도덕교육
	1) 앎의 확충
	2) 합리성과 비판성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