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전 정 화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 연구

지도교수

김 병 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전 정 화
전정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정

창

우

(인)

부위원장

김

병

환

(인)

위

박

성

춘

(인)

원

【국문초록】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 연구
전 정 화

본 논문은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의 의미 및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된 연구 목표로 하고, 나아가 그 도덕교육적 함의를 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자』 「대종사」의 ‘진인 이후에 참된 앎이 있을 수 있다[且
有眞人而後有眞知]’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연구 동기에서 출발한다. 더
불어 장자가 진지(眞知)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도덕과 교육에서 장자학을
인식론적․윤리적 상대주의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한 배경적 작업으로써 Ⅱ부에서는 『장자』의 구성과 저자의
삶을 기술한다.
본격적으로 Ⅲ부에서 장자가 기존의 지식이 진지(眞知)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 검토한다. 언어의 유한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
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논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앎은 사물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지 못하고
부분에 치우친 앎에 해당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타인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용하
지 않으면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속단한다. 이와 같이 편협하고 고정된
인간의 인식은 인위적으로 성취해내려고 하는 성심(成心)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장자에 의하면 언어와 논변에 의한 지식, 분별적인 지식, 그리고
성심에 의한 지식은 진지(眞知)가 될 수 없다.
Ⅳ부에서는 장자가 지적한 인식에 대한 한계를 바탕으로 수양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장자는 내면에 대한 성찰을 통
해 도(道)와 일치하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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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장자가 진지(眞知)가 있기 이전 진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까닭이다. 내성(內聖)은 특정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비적인 경지
가 아니라 ‘발을 가진 사람이 언덕에 오르듯이[有足者至於丘也]’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자』는 자신의 본성인 덕(德)을 본래의 도와 합
일하기 위해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 등의 공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갖가지 외부 사물을 변별하는 것을 잊고 나아가 사물과 자신의 간극까지
도 잊게 되는 경지[喪我, 忘我, 無己]를 말하고 있다.
장자가 진인만이 진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장자에게 있어
진정한 앎이란 결코 인간의 삶과 유리될 수 없으며 인간이 속해 있는 현
실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된 앎은 인간과 동떨어져 외재
대상으로 존재하거나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적 차원의 앎
[knowledge]이 아니다. 진지란 인간의 부단한 수양을 통해 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높은 정신적 경지에서 발출되는 지혜[wisdom]와 같다. 덕이
충만한 인간만이 세상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고[萬物齊同], 이와
같이 체현되는 앎에 대해 장자는 밝음[明]으로 비유한다. 진인은 도의 관
점에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이후[以道觀之] 체득(體得)한 지혜를 현현
하는 것이므로, 도덕과 교육에서 장자의 사상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만
치우쳐 설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Ⅴ부에서는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의 의미 및 그 관계가 도덕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장자』는 도덕교육의 정당성을 명
확히 하는 동시에 도덕교사가 현장에서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한다. 장자의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도덕교과는 강요와 주입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감화(感化)를 통해 학생의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
키게 한다. 장자의 탈분별(脫分別)적 가르침은 외모지상주의나 배금주의
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좇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학생 스스
로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도덕교사가 학생
을 대면하기 전 먼저 성숙한 인격을 지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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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장자(莊子), 진인(眞人), 진지(眞知), 도가(道家)의 수양(修養),
도덕교육(道德敎育)
학번: 2015-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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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의 의미 및 그 관계를 연구하는 것
을 주된 목표로 하고, 나아가 그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자』 「대종사」의 “차유진인이후유진지(且有眞人而後有眞
知)”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것은 장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진인(眞人)’이 있고 나서
야 ‘참된 앎[眞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깨달음
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범인(凡人)의 입장에서 단번에 이해되지 않
는다. 깨닫지 못한 자가 진지(眞知)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깨달
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가?
장자가 말하는 진지(眞知)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난제
에 부딪히게 된다. 장자의 인식론은 흔히 상대주의로 이해되고 있으며
도덕과 교육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인식론적 상대주
의는 어떻게 진지(眞知)와 양립 가능할 수 있는가? 또한 상대주의적 세
계관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옳고 그름
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윤리적 회의주의 및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허무주의 및 염세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일부의 이해처럼 『장자』는
세상만물을 바라보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에서 극단적 회의주의로 연결되
는가? 그렇다면 장자학에서 과연 진지(眞知)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
가? 따라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앎과 모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연구자가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본문의 내용전개에
서 드러내고자 한다.
『장자』에서 기존에 지식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왜 진지(眞知)가 될
수 없는지, 또한 진지 이전에 진인(眞人)이 왜 먼저 존재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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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인 진인은 어떻게 묘사
되고 있으며, 진인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수양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자』에서 진인은 또 다른 이상 인격상인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과 본질적으로 구분이 없는 이상적 인간이다.1) 진
인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본성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함과 동시에 사
물과 본인의 경계를 잊는 경지에 든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곧 『장
자』의 인간관은 수양론과 연결된다.
『장자』가 지적한 인식론의 한계를 밝히고 인간의 수양론으로 초점을
전환시킨다면 장자학의 본의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윤리과 교
육과의 접목도 가능하게 된다. 때때로 장자학이 유학 사상과 달리 지나
치게 이상적이라거나 심지어 신비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장자』에는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 현실의 삶 속에서
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도덕과 교
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의 정당성
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또한 장자 사상에 기반한 도덕 교육
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며, 승자 독식의 천민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
로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동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자가 지적하는 인식론의
한계를 밝히고 이상적 인간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
격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양 방법을 구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장자의 인식론과 수양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덕·윤리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1)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의 대표로 진인(眞人) 개념을 선택한다. 이들
개념상에 구별되는 함의는 거의 없고 사실상 동일한 이상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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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위에 언급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
학(小學)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개념 분석 방법과 문헌 연구 방
법을 택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장자』가 줄 수 있는 도덕교육적 의미
를 밝히기 위해 선행해야 할 작업은 『장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
하여 필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장자』의 사상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학의 고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장자』 판본
에 대한 검토와 각 판본의 내용과 문자에 대한 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서양과 유사하게 동양의 고문헌은 오랜 시간을 거쳐 시대별, 장소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다양한 형태의 판본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어느 판본
을 근거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2) 이와 같은 문헌 연구
방법을 전통 용어로 ‘교감학(校勘學)’, ‘판본학(板本學)’이라고 한다. 동양
의 고문헌은 오늘날 볼 수 있는 종이책의 형태와 차이가 있는데, 점토,
죽간, 비단 등과 같은 매체에 기록되어 전승되거나 구술로써 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판본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판본을 엄
밀하게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대한어의 독법은 현대중국어의 그것과 구분되므로 문자의 형
태, 발음, 의미와 변천 과정 및 어법의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고대한어는 모양과 소리의 유사도에 따라 한 글자가 다른 자와 통용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
므로 문자의 의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한문의 문법 체계를 적용하여
문장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읽혀야 하는가에 따라 자구(字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동양학의 연구
2) 이강수, 『노자와 장자: 무위와 소요의 철학』, 강릉: 길, 2002, 20쪽. 덧붙여
정본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 이강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선진시
대의 전적(典籍)은 개인이 집필하여 완성한 것은 매우 적고 각 학파의 문도
(門徒)들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정본이 이루어진 경
우가 많다. 이 과정 중에 진본의 순서가 변경되기도 하였고 내용이 유실되었
거나 첨가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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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전통적으로 ‘소학(小學)적 연구 방법’이라 한다.3)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할 판본은 곽상(郭象)이 분류한 『장자주(莊子
注)』판본이다. 곽상의 『장자주』판본은 33편으로 구성된 『장자』의
표준 판본으로 본래의 저서에 가장 근접한 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자』 원전의 내편을 기본으로 삼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편, 잡편의
내용을 참고한다. 또한 『장자』 역본인 안동림의 『장자』, 이강수와 이
권 공역의 『장자 Ⅰ』, 오강남의 『장자』, 그리고 A. C. Graham의
Chuang-Tzu: The Inner Chapters를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Graham의 번역은 제목과 달리 내·외·잡편 내용의 대부분을 싣고 있는
데, 순서별·편명별이 아닌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어 단순한 번역을 넘어
장자학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최대한 장자 원전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장자 본연의 모
습에 충실히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원문에 대한 번역은 위에 언
급된 국역·영역본을 참고하되, 본의에 더욱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적절히
변용한다. 그리고 논문의 목적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2차 문헌의 분석
을 거치며 학적 연구의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덧붙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여섯 부로 진행한다. 본론은
『장자』의 사상적 배경, 인식론적 한계, 수양론으로의 전환, 도덕교육적
함의로 나누어 네 부로 구성할 것이다.
본론의 첫 번째 순서인 Ⅱ부는 『장자』에 드러난 사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먼저 현재의 『장자』 판본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장자』의 주요 저자인 장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한
다.
본격적으로 Ⅲ부에서 장자의 인식론에 대한 한계와 함의를 논한다.
3) 고대 중국에서 철학이나 사상 영역이 아닌 언어에 대한 학문은 소학(小學)
으로 불렸다. 한자의 모양[字形]을 연구하는 문자학(文字學), 한자의 소리[字
音]를 연구하는 성운학(聲韻學), 한자의 뜻[字意]을 연구하는 훈고학(訓詁學)
이 소학의 주요 연구 분야이다. Pulleyblank, E. G.,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er, 양세욱 옮김,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서울: 궁리출
판, 2005, 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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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인간이 전체적이지 않은 편협한 사유를 하게 된 까닭으로 인
언어에 대한 한계, 사물의 일면(一面)만을 보는 한계, 성심의 한계를 근
거로 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은 대상을 전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므
로 진정한 앎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한 부분은 곧 Ⅳ부의 『장자』에 드러난 이상적
인간론과 내면의 수양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장자의 이상적 인격은 진
인(眞人), 지인(至人), 성인(聖人), 신인(神人) 등으로 나타난다. 이상적
경지에 오른 인간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곧 수양의 방향과 연결된다. 장
자의 공부론은 본성을 회복하는 경지에서 더 나아가 본성을 잊는 경지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특히 Ⅳ부에서 진지가 진인이 있고난 후
에 가능한 이유를 논증하고,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밝히려고 한
다. 장자는 기존 사유의 공고한 틀을 깨기 위한 장치로써 상대주의적 입
장을 취한 것이지 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넘어
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분별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수양의 의미를 도출한 이후 본론
의 마지막인 Ⅴ부는『장자』가 도덕교육에 제공할 수 있는 의의를 언급
한다. 장자의 가르침은 지식의 습득에 급급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도덕
교과의 중요성과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장자
를 기반으로 한 도덕 교육은 편협한 분별 의식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수
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용할 수 있는 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리고 도덕 교사로서 학생의 본연적 자발성을 인정하고 계
발을 북돋는 자세를 취하여 자연스럽게 학생 스스로도 본연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덕과 수업을 통해 장자의 가르침
을 보임으로써 입시 위주의 치열한 학교 현장 속에서 정신적 편안함의
경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증의 과정을 거쳐 장자 인식론의 특징과 수양론의 관계
및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장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
를 본문에서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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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자 사상의 배경적 이해
선진시대 사상가의 이론을 밝히고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저서와 저자, 저자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당대 문제의식 등에 대한 전
반적인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4) Ⅱ부에서는 『장자』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또한 『장
자』의 저자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활동한 사람인지에 대한 배경적 이
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장자』의 구성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자』는 전국(戰國)시대에 활동한 장자 사
후 등장한 위진(魏晉)시대의 곽상(郭象)(252?∼312년)에 의한 것이다. 곽
상은 『장자』를 내편(內篇), 외편(外篇), 잡편(雜篇)으로 분류하고 원문
에 본인의 주석을 붙였다. 내편은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
論)」,

「양생주(養生主)」,

「인간세(人間世)」,

「덕충부(德充符)」,

「대종사(大宗師)」, 「응제왕(應帝王)」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
편은 「변무(駢拇)」, 「마제(馬蹄)」, 「거협(胠篋)」, 「재유(在宥)」,
「천지(天地)」, 「천도(天道)」, 「천운(天運)」, 「각의(刻意)」, 「선성
(繕性)」,

「추수(秋水)」,

「지락(至樂)」,

「달생(達生)」,

「산목(山

4) 김충열은 제자학의 연구가 원전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시대의 사회 상황, 정치 문제, 사람들
의 시대적 관심, 인생의 공통된 지향점 또는 염원 등을 알아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할 때야 그 인물이
당시에 차지했던 비중, 그가 속한 학파, 그가 주장했던 학설 및 그 당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한 사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저술 전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으며, 또 책
의 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노장철학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5, 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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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 「전자방(田子方)」, 「지북유(知北遊)」로 총 15편이다. 잡편은
「경상초(庚桑楚)」,

「서무귀(徐無鬼)」,

「즉양(則陽)」,

「외물(外物

)」, 「우언(寓言)」, 「양왕(讓王)」, 「도척(盜跖)」, 「설검(說劍)」,
「어부(漁父)」, 「열어구(列御寇)」, 「천하(天下)」로 총 11편이다. 곽
상의 분류에 따르면 『장자』는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편의
글자 수를 합하면 약 6만 5천 자이다.
하지만 곽상이 『장자』를 편집하던 위진시대는 장자가 생존하였던 전
국시대에서 진(秦), 한(漢)을 지나 약 600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온전
한 모습의『장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한대의 기록에는
곽상의 『장자』보다 편과 자의 수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후한(後漢)
반고(班固)(32∼92년)의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의하면 전
한(前漢) 유향(劉向)(기원전 77∼6년)의 기록을 인용하여 『장자』는 내
편 7편, 외편 28편, 잡편 14편, 해설 3편으로 총 52편이다. 사마천(司馬
遷)의 『사기(史記)』 「노장신한열전」에서는 『장자』가 약 10만 자라
고 말한다. 그러나 곽상이 분류하고 재정리한 『장자』 판본을 지금까지
신뢰하는 이유는 장자 본문에 대한 철저한 고증으로 당대 통용되던 『장
자』의 글 중에서 장자의 말이 아닌 것을 제외시키거나 재분류라는 작업
을 거쳤기 때문이다.
『사기』는 『장자』의 글자 수뿐만 아니라 『장자』의 문체, 편명, 글
의 의도에 대해서도 말한다.

10여만 자에 이르는 장자의 책은 대부분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 장자는
「어부」, 「도척」, 「거협」편을 지어서 공자의 무리를 비판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외루허 항상자 같은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이다.5)

『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편명은 「어부」, 「도척」, 「거협」이
5) 사마천, 『사기열전』, 김원중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2, 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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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세 편은 『장자』의 핵심적 요지를 보여주는 중요 작품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곽상은 「어부」, 「도척」을 잡편에, 「거협」을 외편에
넣었고, A. C. 그레이엄은 「어부」, 「도척」을 장자학파가 아닌 양주학
파의 문집으로 일컫는다. 그런데 서복관(徐復觀)은 다른 중요한 편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세 편을 인용한 것은 이 세 편이 공자를 가장
두드러지게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6)
『사기』의 ‘외루허와 항상자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외루허와 항상자는 현재의 『장자』에 존재
하고 있는 편명 및 인명이 아니다. 『사기』의 구절을 신뢰하여 ‘사실이
아닌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곽상이 편집 과정에서 제외시켰을 수 있다.
또는「경상초」편 가장 처음에 노담의 제자인 ‘경상초’가 ‘외루산’에 살았
다는 구절이 등장하므로 이름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상초」편으로 삽입
되기 전의 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사기』에서 말하듯이 장자의 글은 대부분 ‘우화’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외루허와 항상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
기’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장자의 문체에 관한 설명이
다. 장자의 문체는 「우언」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크게 우언
(寓言), 중언(重言), 치언(巵言)으로 분류된다.7) “『장자』에서 우언에 해
당하는 문체는 십 분의 구에 해당하고 중언은 십 분의 칠에 해당하며 치
언은 날마다 생겨나 자연에 따른다.”8) 우언과 중언, 치언에 대한 설명은
본문 Ⅲ부 1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곽상이 편집한 『장자』의 외편과 잡편은 장자 사후 장자의 후학이나
6) 徐復觀, 『中國人性論史: 先秦編』, 유일환 옮김, 『중국인성론사: 선진편:
도가·법가 인성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5, 95쪽.
7) 우언은 사람·사물에 의탁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 『장자』의 글이
대부분 이러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중언은 당시 사람들이 존중하던 사람
들에 의탁하여 자기 주장을 펴치는 문체를 말한다. 치언의 치는 술그릇의 이
름이다. 이 술그릇은 꽉 차면 기울고 텅 비면 치켜선다고 한다. 치언은 사람
과 사물과 때와 장소에 따라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니 ‘자연을 대변한 말’이
라고 할 수 있다. 『장자Ⅰ』, 이강수, 이권 옮김, 서울: 길, 2005, 14쪽.
8) 寓言十九，重言十七，卮言日出，和以天倪.「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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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파의 글이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편의 저
자는 장자에, 외·잡편은 다른 사람을 저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편과 잡편은 내편과 내용 및 주제가 번복되고 번잡하여 내
편이 보여주고 있는 장자 특유의 언변과 문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지 못
한다. 둘째, 내편의 편명(篇名)은 내편을 주제를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이
나, 외·잡편의 편명은 각 편의 초두(初頭)에 등장하는 두세 글자를 따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외·잡편에는 내편에 사
용된 핵심 개념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자세히 등장하고 내편의 핵심어를
합성어로 사용하므로 내편보다 후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내편은
장주(莊周)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장자(莊子)’로 존대하는 경우가 「소요
유」의 쓸모에 관한 혜시(惠施)와의 대화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하나, 외·
잡편은 여러 차례 등장한다. 다섯째, 내편에는 덕(德)이 성(性)의 의미를
포함하여 성이라는 개념어가 등장하지 않으나, 외·잡편에는 성이 단독적
인 개념으로 등장한다.9) 또한 내편에는 덕(德)이 많이 쓰이고 외·잡편에
는 도(道)가 많이 쓰인다.10) 마지막으로 내편의 장자는 공자(孔子)에 대
한 근본적인 존경심을 버린 적이 없으나 외편에서는 장자에게는 부차적
인물에 불과했던 노담(老聃)이 두드러지게 부상해서 공자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11) 당(唐)대 성현영(成玄英)은 장자의 내, 외, 잡편이
분류된 이유에 대해 “내편은 이치의 근본을 밝히고 외편은 그 사적(事
迹)을 말하고 잡편은 이치와 사적을 모두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한다.12)
한편 외편과 잡편이 장자의 사상을 계승한 장자 학파에 의해서만 지어
졌는가, 아니면 장자의 사상에서 분화되어 더 이상 장자학(莊子學)으로
간주될 수 없는 또 다른 학파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작업 또한 기
9) 구태여 성(性)과 덕(德)을 구분하여 말한다면, 사람과 물건 자체에 내재화한
도(道)가 추상적인 도(道)의 방면에 근접해서 말할 때는 덕이고, 구체적인 형
태의 방면에 근접해서 말할 때는 성인 것이다. 徐復觀, 앞의 책, 118쪽.
10) 김충열은 당군의의 지적이라고 밝힌다. 김충열, 앞의 책, 269쪽.
11) Chuang-Tzu: The Inner Chapters, translated by Graham, A. C.,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2001., 김경희 옮김, 『장자: 사유의 보폭을
넓히는 새로운 장자 읽기』, 서울: 이학사, 2014, 304쪽.
12) 內篇明於理本 外篇語其事迹 雜篇名於理事. 『莊子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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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A. C. 그레이엄은 외·잡편의 저자를 크
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외·잡편의
글을 편명에 관계없이 문체 분석 방법에 따라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장자
학파, 원시주의, 양주학파, 혼합주의로 구분하여 각 글을 배치시킨다.
그렇다고 외·잡편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자』를 읽는데 배
제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잡편의 몇몇 구절들은 내편
의 심오한 뜻과 치언과 같은 화술을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잡편은 선진 이후 장자학이 어떻게 분파하고 전개했
으며, 다른 제자학과 장자학의 관계 및 그들의 위치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13)
『장자』 정수(精髓)로 불리는 내편은 장자 본인이 저술한 것으로 정
평이 나 있다.14) 내편의 편명이 각 편의 주제를 대변하고, 각 편이 하나
의 주제에 맞게 일관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상적 경지에 오
른 인간이 달관적인 입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편의 7장을 간략하게 소개해보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소요유」
편은 『장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경계 없는 인간의 정신이 무
한히 소요하는 즐거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방동미(方東美)는 무
대소요(無待逍遙)하는 장자의 사고가 「소요유」에 집약되어 있다고 표
현하는데, 그는 “장자는 진일보해서 시인의 혜안으로 형이상학적 예견을
발휘하여 신묘한 생각을 교묘하게 운용하고, 질식될 것 같은 사람들의
수리 공간을 변화시켜 화가의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정신이 종횡으
13) 외·잡편 중 특히 중요한 편명을 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김충열은
외편의 「변무」, 「마제」, 「추수」, 「지락」, 「달생」, 「산목」, 「전자
방」, 「지북유」 8편과 잡편의 「경상초」, 「서무귀」, 「칙양」, 「외물」,
「우언」, 「열어구」, 「천하」 7편은 장자 또는 장학파의 저술로서 내편의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료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이강수는 「천하」,
「추수」, 「우언」, 「달생」, 「경상초」, 「지북유」, 「지락」을 언급하며
장자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14) 내편 내에서도 장자의 글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자료가 있으나, 이 글에
서는 장자 내편의 저작자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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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유롭게 내닫게 하고, 천부적인 총명함은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변
화무쌍한 경지에서 도의 묘용을 그 속에 쏟아부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으
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구름 덮인 하늘을 표연히 날아올라 요천일처에
이르게 되면, 우주의 진재에 합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15) 「제물
론」은 자유롭게 소요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한
다. 이 편은 사물과 대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치우쳐 바라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난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유도한다.
「양생주」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생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 무
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세」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 심재와 같은 본인의 내면 수양이 우선임을 설파한
다. 이후 세간을 이탈하여 혼자만의 즐거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않고, 사
신(使臣) 등 관직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 및 사물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장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덕충부」에서는 「인간
세」에서 수양의 첫 번째 순서로 제시한 내성을 강조한 부분이 나온다.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주인공이 등장하여 덕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신
체적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다. 「대종사」에는 진인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더불어 진인의 입장에서 생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등
장한다. 내편의 마지막 편인 「응제왕」은 자신의 본성을 덕과 일치시킨
자의 위치에서 외왕(外王)의 정수를 보임으로써 장자의 출출세간(出出世
間)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15) 方東美, 『原始儒家道家哲學』, 남상호 옮김, 『원시 유가 도가 철학』, 서
울: 서광사, 1999,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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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자』의 저자
앞 절에서 『장자』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외·잡편을 포괄한
『장자』는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장자』 내편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고 후대 외·잡편이 저술되는 데 있어 막대한 영향
을 미친 한 인물인 장자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사기』에 나타나 있는 장자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한다.16) 또한 『장
자』에 등장하는 장자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보며 장자라는 인물을 이해
하도록 한다.
사마천은 『사기』 「노장신한열전」에 장자의 생애를 이렇게 서술한
다.

장자는 몽(蒙) 지방 사람으로 이름은 주(周)이다. 그는 일찍이 몽 지방의 칠
원(漆園)이라는 곳에서 벼슬아치 노릇을 했다.17)

사마천이 말하듯이 장자의 이름은 주(周)였는데, 『장자』 내편 및
외․잡편에 장주라는 본인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 장주라는 본
명이 등장하는 곳은 내편의 「제물론」에서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
고 말을 하는 장면, 외편의 「산목」에서 장주가 조릉을 거닐며 이상하
16) 장자와 같이 선진 제자 사상가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기』를 근
거로 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김병환은 이렇게 지적한다. “오늘날 선진 사상
가들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많은 경우에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근거하
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마천이 유명한 역사학자라서 혹은 시기적으로 사마
천의 시대가 선진 사상가들에게 가까워서가 아니다. 『사기』의 기술 자체가
상당히 실증적 사관에 기초하여 객관 사료에 바탕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선진 제자 사상가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할 때 『사기』 열전편
은 상당히 매력적인 원전이다. … [사마천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는 대로
전하고, 의문 나는 것은 의문 나는 대로 전한다”라는 역사 서술 원칙을 따랐
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서울: 새문사, 2017, 79
쪽 및 95쪽.
17) 사마천, 앞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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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긴 까치를 활로 쏘려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까치와 자신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장면, 잡편 「외물」에서 가난한 장주가 감하후에
게 곡식을 빌리러 가는 장면, 그리고 「천하」편에서 다른 제자백가의
사상을 비판하며 장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곳이다.
장자가 살던 몽(蒙)이라는 곳은 전국시대 송나라에 위치하였다. 송나라
는 주나라에 정복당한 은나라 유민들의 나라로 나라가 망한 운명부터 비
참하였으며, 특히 여러 차례 전쟁의 중심터가 되었다.18) 특히 송나라는
토지가 비옥하여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위나라와 양나라로 편입되어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도 장자가 자유로운 생각
을 펼칠 수 있었던 계기는 장자가 활동하던 무대인 중국 남방 지역이 뛰
어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남방인 특유의 감수성이 풍부하였기 때문이
다.19) 장자가 풍부한 시적 환상과 직관, 그리고 초탈에 바탕을 둔 원융무
애(圓融無礙)한 정신세계를 개척하여 그 경지를 예술적으로 향유한 데에
는 본인이 살던 남방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20)
장자는 칠원(漆園)이라는 곳에서 벼슬아치의 노릇을 했다.21) 하지만
장자의 직위는 하급 관리에 속했을 것이고 그 벼슬자리도 오랫동안 유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기』에는 초나라 위왕은 초나라를 위해 장자
를 재상으로 삼고자 했으나, 재상이라는 직위가 겉보기에 번지르르해도
결국에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 죽임을 당하는 소와 다를 바 없다고
하며 장자는 거절한다.

초나라 위왕은 장주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많은 예물을
주고 재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장주는 웃으며 초나라 왕의 사신
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금이란 막대한 이익이고, 재상이란 벼슬은 높은 지
위지요. 그대는 교제(고대의 제왕이 해마다 동짓날에 도성의 남쪽 교외에서
18) 김백현,
19) 김충열,
20) 김충열,
21) 칠원이
말인지에

『중국철학사상사』, 서울: 차이나하우스, 2006, 68쪽.
앞의 책, 230쪽.
위의 책, 230쪽.
지역명인지, 관직의 이름인지, 아니면 귀족 소유의 동산을 일컫는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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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소?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여지다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결국 종묘로 끌려
들어가게 되오. 이 때 그 소가 몸집이 작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그렇게
될 수 있겠소?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오. 나
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노닐며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22)

초나라 위왕은 장자를 재상으로 삼고자 했으나 장자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노닐며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상 자리를 거절한다. 이 구절은 『장자』「열어구」편에도
유사하게 요약되어 등장한다. “어떤 사람이 장자를 초빙하려고 했다. 장
자는 그 사자에게 응대했다. ‘당신은 제사로 인해 희생되어야 하는 소를
보았을 것이오. 수를 놓은 비단옷을 입히고 풀과 콩을 먹이지만 막상 끌
려가 그 소가 태묘(太廟)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무리 자유로운 송아지
가 되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할 것 같소?”23)
장자가 벼슬자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은 「추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초왕의 뜻에 의해 보내진 두 사신이 낚시를 하고 있던 장자에게
찾아와 정치를 맡기고자 한다. 하지만 장자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던 낚시를 이어가며 자신의 상황을 거북에 빗대어 말한다. “죽은
지 이미 삼천 년이나 되어 신주에 모신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긴 채 귀
하게 받들어지기를 바랐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
니기를 바랐겠소?”24) 장자는 비단에 쌓여 신당에서 소중하게 취급되나
결국 죽음을 당해야 하는 거북보다 진흙이라는 열악한 곳이라고 해도 살

22) 사마천, 앞의 책, 52쪽.
23) 或聘於莊子，莊子應其使曰：「子見夫犧牛乎？衣以文繡，食以芻叔，及其牽
而入於太廟，雖欲為孤犢，其可得乎?」「열어구」
24) 莊子釣於濮水，楚王使大夫二人往先焉，曰：「願以境內累矣！」莊子持竿不
顧，曰：「吾聞楚有神龜，死已三千歲矣，王巾笥而藏之廟堂之上此龜者，寧其
死為留骨而貴乎，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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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거북이 낫다고 비유하며, 정치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곧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절한다. 물론 이외에도 『장자』
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자가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사마천은 장자가 “왕공이나 대인들에게 등
용되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장자 본인이 벼슬자리가 곧 자신을
해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다.25)
장자는 벼슬뿐만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외물」에서 가난한 장자는 곡식을 빌
리러 감하후에게 갔으나 먼 나중을 기약하는 감하후에게 당장 급박하게
물이 필요한 붕어를 예로 들면서 감하후를 꾸짖기도 한다.「열어구」에
서는 조상(曹商)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많은 수레를 받아와 장자에
게 자랑하자, 장자는 치질을 핥아주는 것과 같이 더러운 일을 할수록 부
귀를 얻는다는 예를 들며 조상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장자는 벼슬과 축재를 멀리 했으나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익히 많
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사마천은 장자가 ‘학문이 넓어 통하지 않
은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26) 박학했던 장자는 왕을 알현하기도 했고 국
정운영을 위해 여타 사신 및 제후와 접촉하기도 했다. 『사기』에는 단
지 “장자 학문의 요체는 노자의 말에서 시작하여 노자의 학설로 돌아간
다.”27)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장자는 양가(楊家) 및 도가(道家), 유가(儒
家), 명가(名家) 등의 당대 제자 이론을 두루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28)
25) 사마천, 앞의 책, 52쪽.
26) 사마천, 위의 책, 51쪽.
27) 사마천, 위의 책, 같은 쪽.
28) 方東美는 “장자에게 상당한 성취가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가 도가
뿐만 아니라 공맹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명가 진용의 혜시를 친
구로 삼은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장자를 단순히 노장학파의 연장선에
만 놓지 않는다. 방동미, 위의 책, 340쪽. 노자와 장자가 처음으로 묶여 ‘노
장’으로 불리게 된 것은 전국시대를 훨씬 지나 한대 초기의 『회남자』에서
비롯되었다. 『장자』 「천하」편에서는 노자의 이론을 존숭하고 있으나, 노
자와 장자의 이론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지는 않는다. 『장자』 내편 「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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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장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장
자』 여러 군데에서 혜시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혜시와
긴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혜시는 공손룡과 더불어
명가에 속한 인물이다. 혜시는 화려한 언변을 통해 궤변을 옳음으로 가
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장자는 혜시가 죽자 “나에게는 짝으로
둘 사람도,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구나.”라고 말하며 혜시의 죽
음을 슬퍼하기도 한다.29)
특히 장자는 죽음을 소재로 다룬 곳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듯이 혜시가 죽고 난 후 탄식하는 장면, 아내가 죽은 뒤에 북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장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혜시와의 대화, 장자
본인의 임종을 앞두고 후장을 지내려고 하자 제자들을 말리는 장면, 그
리고 장자의 꿈에서 백골과 대화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는 곳이다.
장자라는 인물이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는 초탈한 면모를 지녔음을 살필 수 있다. 물론 생사를 분별하지 않았던
장자의 특징적 사상은 장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의
저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장자』의 문체는 우언(寓言)과 중언(重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자』에 장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장자의 실제 모습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장자라는 인물 분석을 선행하는 이
유 또한 장자가 『장자』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를 밝히는 데에 있다.
장자의 사상은 장자라는 인물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장자』
의 다른 원문을 통해 계속하여 장자라는 인물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논
의하도록 한다.
장자의 생졸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전목(錢穆)은 장자의 생존연대를 기
부」에는 『도덕경』의 2장과 동일한 ‘불언지교(不言之敎)’가 등장하고 있으
나 이외에는 『도덕경』의 정수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거는 장자 사상에 노자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단순히 노자라는 한 인물의 연장선으로만 독해하는 단편
적 이해에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9) 吾無以為質矣，吾無與言之矣.「서무귀」

- 16 -

원전 365∼290년으로 추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근거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사마천에 따르면 장자는 양혜왕과 제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었
다.30) 양혜왕은 재위 기간이 기원전 370∼319년이었고, 제선왕은 기원전
319∼301년이었다. 또한 장자에게 재상의 자리를 권한 초위왕의 재위는
기원전 339∼329년이었다. 그리고 장자의 친구였던 혜시는 위나라 재상
자리에 올라 생졸 연대가 기원전 370∼319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자가 활동하던 시기인 전국(戰國)시대는 춘추(春秋)시대를 거쳐 더
욱 혼란스러운 지경에 도달한다.31) 전국시대는 춘추시대보다 전쟁의 규
모가 더욱 커지고 장기화되어 살상자가 증가하였으며 백성의 삶은 나날
이 곤궁하고 비참하였다. 당시 제자들은 각자의 문호를 폐쇄하고 남의
주장과 학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오히려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일
으킴으로써 국가 간의 전쟁 못지않게 학파 간에 다툼을 벌이는 폐단을
낳았다.32) 각 학파들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나름대로 쏟아냈다. “천하에는 도술을 배운 자가 많이 있다. 모두 각기
자기가 배운 도술에 덧붙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33)” 각각의 제자학파
는 자신의 학설을 따라야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로의 해결책은 상반되기도 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고수
하고 상대를 공격하기에 바빴다.

유가(儒家)와 묵가(墨家)는 시비(是非)를 따질 때 서로가 틀렸다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서로가 옳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한다.34)

30) 사마천, 앞의 책, 51쪽.
31) 장자 사상이 형성된 배경이 된 인생과 사회는 두려움과 억압으로 속박되
어 있었고, 장자는 이 안에서 정신적으로 철저한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했
다. 그는 전국시대에 있어서의 인생이란 것은 각종 속박과 억압을 받아 마치
새끼줄로 동여매거나 칼로 족쇄로 채운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徐復觀, 앞의 책, 147쪽.
32) 김충열, 앞의 책, 286쪽.
33) 天下之治方術者多矣，皆以其有為不可加矣.「천하」
34) 故有儒墨之是非，以是其所非，而非其所是.「제물론」

- 17 -

자기에게 가(可)하면 가하다고 하고, 자기에게 불가(不可)하면 불가하다고
한다.35)

전국시대의 혼란 가운데에서 장자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
며 어떠한 구세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가.36) 이를 논하기 위해 장자가
통찰하였던 인식론에 대한 한계를 다음 Ⅲ부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35) 可乎可，不可乎不可.「제물론」
36) 장자가 『장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춘추전국
시대에 활동한 사상가들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김병환은 제
자백가의 사상을 그가 생존하던 사회, 정치적 배경 및 영향과 유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장자 철학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화의 혼란은 개인은 물론 그 어느 조직·단체도 내일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국의 식자층이 이를 미증유의 위기로 의식하고 타파해야
겠다는 염원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등장한 선진 제
자학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발아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회·정치
철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겉으로만 보면 고리타분한 도덕주의자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유가윤리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을 신뢰
하기에 통치계급의 인심에 기초한 인정은 자연히 민심의 귀의를 가져와 왕
천하를 이룰 수 있다는 평난의 방법으로 제기된 것이다. 양주학파나 무위자
연을 주장하는 노장철학도 극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
이며, 난세를 사는 지식인의 처세를 설파하고 있다.” 김병환, 『생명공학과
유가윤리사상』, 「유가윤리에 대한 도전: 양주의 자연 생명사상」, 서울: 새
문사, 2017,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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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자의 인식론적 특징
서론의 문제의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인(眞人)이 있고난 이후에 진
지(眞知)가 있을 수 있다’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
요하다. 첫째, 왜 기존의 지식은 진지가 될 수 없다고 장자는 보았는가.
둘째, 왜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앎을 밝힐 수 있으며, 이 때 말하
는 진지란 무엇을 함의하는가. Ⅲ부는 첫 번째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기존의 통념적 지식은 언어의 한계, 구별의 한계, 성심(成心)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지일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살필 것
이다.

1. 언지(言智)․변지(辯智)의 한계
본 장에서는 기존이 지식이 진지(眞知)가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언어로
구사하려고 하는 지식, 변론을 통해 생겨난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논한
다. 그렇지만 장자는 언어의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언어를 버려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화법을 구사하여 언어를 사용하고 있
기도 하다.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장자가 ‘부득이(不得已)’하게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언어와 변론에 대한 한계를 알고 난 후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1) 언어(言語)의 한계
앞에서 장자가 살던 전국시대의 상황을 통해 제자학파들이 난세를 종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내세웠다는 점을 살펴보았다.37) 각 제자학파
37) 당 시대의 문제점 및 상황을 김충열은 이렇게 진단한다. “국부적인 것에
치우쳐 전체를 못하는 편견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사를 인간 중심으로 보
거나 국가를 모든 것의 척도로 보아 인위적인 가치 체계를 설정하며, 또 그
것으로 인간의 삶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나가기도 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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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란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내세웠으나 장자의 입장
에서 이러한 주장 모두에 한계가 있다.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위는 혼란
을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 이
유는 그들은 언어에 대한 한계를 모른 채 자신이 말하는 바가 옳고 타인
이 말하는 바는 그르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38)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세
워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
하지 못한다.

말은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과 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에는 말하려
는 내용이 있지만 말하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연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말을 안 한 것인가? 그것이 어린 새 소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또한
구별이 있는가, 구별이 없는가?39)

말을 해서 특정 소리가 나는 것은 바람이 불어 소리가 나는 것과 어린
새가 소리 내어 우는 것과 다르다. 말은 어떠한 의도를 내포하고 의도에
적합한 내용을 담아 말하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언어라는 그
적할 수 있는 당시의 철학적 과오이다. 이 때문에 자연의 진면목은 여러 가
지 가상으로 은폐되고, 그것들을 통해 생긴 ‘성심’들은 다시 인간을 보는 눈
이 되어 인간에게 갖가지 가식을 입힘으로써 본연의 순수성을 잃게 만들었
다. 게다가 그러한 가상과 가식을 실상으로 오인하면서 벌어진 시비 논쟁은
그 거짓에 더욱 두터운 위선의 옷을 입혔고, 그럼에 따라 자연의 진면목과
인간의 순수성도 그에 비례하여 더욱 은폐되고 파괴되어 갔다.” 김충열, 앞
의 책, 286-287쪽.
38) 장자는 상식 세계에서 뛰쳐나간 다음에, 상식 세계 이외의 여러 가지 가능
한 경지를 거쳐 온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냥 각종 경지를 대조·비교한 다음
상식 세계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들 잘못된 점은 상식 세계의
사람들은 자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장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찰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다. 그는 상식 세계 속의 각종 사물과, 심지어는 [상식
인이 가지고 있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각종 오류들까지도 모두 상식 세계의
웃음거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 方東美, 앞의 책, 351쪽.
39) 夫言非吹也. 言者有言，其所言者特未定也. 果有言邪, 其未嘗有言邪？其以為
異於鷇音，亦有辯乎，其無辯乎？「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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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에 모두 담을 수 없다. 도(道)는 언어라는 문자와 소리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질에 대해 언어라는 수단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것저
것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럴싸하게 말로 자신의
도만이 도라고 표현하고 세상의 난세를 자신의 도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언어에 대한 한계를 알고 언어를 사
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언어의 한계를 모르고 도를 언어로
모두 표현하려고 하며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장자는 말한다.

말을 잘한다고 으스대는 것은 성인(聖人)이 천하게 여긴다.40)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깨어있다고 여겨 환하게 안다고 자만한다.41)
중인(衆人)은 말로써 보여주려 하니 말하는 자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다.42)

『도덕경』 또한 언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장자가 노자로부
터 영향을 받아 노장(老莊)학파로 불리며 노장 철학의 연장선상에 놓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노자가 언어의 유한성에 대해 지적한 것을 따랐기 때
문이다. 말재간이 있다고 하여 유려함을 뽐내는 사람은 도리어 잘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에 해당한다.

말이 많으면 금방 궁해진다.43)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44)

40)
41)
42)
43)
44)

滑疑之耀，聖人之所圖也.「제물론」
愚者自以為覺，竊竊然知之.「제물론」
眾人辯之以相示也. 故曰：辯也者，有不見也.「제물론」
多言數窮. 『도덕경』5장
知者不言，言者不知.『도덕경』5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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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은 말로 따지지 않고 말로 따지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45)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관장하는 사람(또는 채권자)처럼 따진다.46)

계속해서 장자는 언어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미 하나[道]인데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47) 하나와 말이 합
쳐져 둘이 되고, 둘과 하나가 합쳐져 셋이 되며, 이 수는 계속해서 늘어
나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48) 말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나, 말 때문
에 구별이 있게 된다.49)
이외에도 언어의 약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 말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빠
지기도 한다. 말에 의해 청자와 화자의 마음은 바람과 물결같이 동요하
기 쉬우므로 상대방에게 쾌락을 일으키기도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말이란 바람과 물결과 같다. …… 바람과 물결은 흔들리기 쉽다. …… 분노
가 생기는 데에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는 말과 한
쪽으로 치우친 말 때문이다.50)
말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다. 두 화자(話者)가 모두 기뻐하거
나 모두 분노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에서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이 모
두 기뻐하게 하는 말은 반드시 좋은 점을 과장한 것이고, 상대방이 모두 분
노하게 하는 말은 반드시 나쁜 점을 과장하기 때문이다. 무릇 지나치게 보
탠 말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이가 없다. 믿는 이가 없으면 말을 전하는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51)
45) 善者不辯，辯者不善.『도덕경』81장
46) 無德司徹『도덕경』79장
47) 既已為一矣，且得有言乎？「제물론」
48) 一與言為二，二與一為三.自此以往，巧歷不能得.「제물론」
49) 言未始有常，為是而有畛也.「제물론」
50) 夫言者，風波也 …… 風波易以動 …… 故忿設無由，巧言偏辭.「인간세」
51) 言必或傳之.夫傳兩喜兩怒之言，天下之難者也.夫兩喜必多溢美之言，兩怒必
多溢惡之言. 凡溢之類妄，妄則其信之也莫，莫則傳言者殃.「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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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은 바람과 물결이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
서 사람의 마음 또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인의 말을 듣
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기뻐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
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보다 포장
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렇게 된다면 원의가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 그렇다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인간세」에서 공자와 안회가 ‘심재(心齋)’의 방법에 대해 논하기 직
전의 대화를 상기해보자. 안회는 위나라에 자신의 뜻을 펼치러 가기 위
해 공자에게 인사를 올리지만 공자는 그를 만류한다. 안회가 위나라 임
금에게 가서 간언한다면 위나라 임금은 반드시 변론을 통해 안회와 싸우
고자 할 것이고, 신임을 받지 못한 안회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는 근거를 든다.52) 이는 불로써 불을 끄려고 하고 물로써 물을 막으려고
드는 것과 같다.53) 이에 안회는 다시 본인이 직언하지 않고 옛말을 빌려
교훈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재차 묻지만, 공자는 이 방법 또한 위나
라 군주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방법이므로 그를 감화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54) 여기에 등장한 사례 또한 말에 의해 상대방의 기분을 좌지우
지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52) 若唯無詔，王公必將乘人而鬭其捷.「인간세」
53) 是以火救火，以水救水.「인간세」
54) 成而上比者，與古為徒. 其言雖教，讁之實也. 古之有也，非吾有也. …… 惡
可？大多政，法而不諜，雖固，亦无罪. 雖然，止是耳矣，夫胡可以及化！「인
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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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변(論辯)의 한계
장자는 제자학파들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내세우며 논쟁하는 출발
점부터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나와 당신이 논변한
다고 가정해보자. 논변을 통해 당신이 이기고 내가 진다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 진다면 내가 정말 옳고
당신이 정말 틀린 것인가? 아니면 당신과 나 중에서 어느 한쪽만 옳고
다른 쪽은 틀린 것인가? 아니면 너와 나 모두 옳으면서도 틀린 것인가
?”55)
우리는 논변의 중재를 위해 제삼자를 개입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
연 논변을 끝낼 수 있는가? 장자는 이에 회의적이다. 만일 그 제삼자가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이라면 나에게만 동조할 것이고, 당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만 동조할 것이다. “나와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판정하게 하면 될까? 이미 나와 당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인데 어
떻게 시비를 판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당신과 의견이 같은 사
람이 판정하게 하면 될까? 이미 나와 당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
게 시비를 판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당신 그리고 제 삼자 모
두 판정할 수 없으니, 누구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56)

부분적 앎이 생겨나는 것은 논쟁 때문이다.57)

『장자』「천하」편은 각 학파들이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말로
55) 既使我與若辯矣，若勝我，我不若勝，若果是也？我果非也邪？我勝若，若不
吾勝，我果是也？而果非也邪？其或是也，其或非也邪？其俱是也，其俱非也
邪？「제물론」
56) 使同乎若者正之，既與若同矣，惡能正之? 使同乎我者正之，既同乎我矣，惡
能正之? 使異乎我與若者正之，既異乎我與若矣，惡能正之? 使同乎我與若者正
之，既同乎我與若矣，惡能正之? 然則我與若與人俱不能相知也，而待彼也邪？
「제물론」
57) 而知之所為出乎哉？…… 知出乎爭.…… 知也者，爭之器也.「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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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내세움에 따라 결국 본질에서 멀어지고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
고 지적한다. 특히 말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 대표적인 학파
는 명가(名家)이다. 명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더
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다음처럼 변론한다.] 알에는 털이 있다. 닭은 다리가 세 개이다. 영
(郢, 초나라의 수도) 안에 천하가 들어있다. 개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말
[馬]은 알을 낳는다. 개구리에게 꼬리가 있다. 불은 뜨겁지 않다. 산에는 입
이 있다. 수레바퀴는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다. 눈은 볼 수 없다. …… 거
북은 뱀보다 길다. 곱자는 선을 긋지 못한다. 원을 그리는 도구는 원을 그
리지 못한다. 구멍에 꽂는 장부는 구멍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나는 새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빨리 가는 화살은 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때가 있다. 구(狗)와 견(犬)은 다르다. 노란 말과 검은 소는 합쳐서 셋이다.
흰 개는 검다. 어미가 없는 망아지는 지금까지 어미가 없었다. 한 자 길이
의 채찍도 매일 반씩 잘라 버린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58)

위와 같이 변자(辯者)들은 평소의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서 그것
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지어낸다. 말이 되지 않는 것
을 말로써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하고 결국은 궤변을 만들어 낸다.
인용문 마지막의 “한 자 길이의 채찍도 매일 반씩 잘라 버린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제논(Zenon, 기원전 490?∼기원전 430?)의
역설을 생각나게 한다.59)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할 수 있으
58) 卵有毛，雞三足，郢有天下，犬可以為羊，馬有卵，丁子有尾，火不熱，山出
口，輪不蹍地，目不見，指不至，至不絕，龜長於蛇，矩不方，規不可以為圓，
鑿不圍枘，飛鳥之景未嘗動也，鏃矢之疾而有不行不止之時，狗非犬黃馬驪牛
三，白狗黑，孤駒未嘗有母，一尺之捶，日取其半，萬世不竭.「천하」
59) 예를 들어 제논은 ‘화살의 역설(Arrow paradox)’을 언급하여 날아가는 화
살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화살이 출발점에
서 과녁으로 날아간다고 할 때, 중간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화살이 과녁을 향해 절반을 가고 다시 남은 거리의 절반을 가고 또 다시 남
은 거리의 반을 가는 현상이 무한히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그는
‘유한한 시간동안 화살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쳤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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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들이 응대하지 않는 것은 변자에게 설득당해서가 아니다.

[변자들은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쓸데없이 치장하게끔 하고, 또 사람
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말로 남에게 이길 수는 있
어도 남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60)

변자들 가운데 『장자』에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장자와 직접 논변을
펼치기도 하는 인물로 혜시가 있다.61) 혜시는 위혜왕 재위 재상의 위치
에 올랐으며 명가 학파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서두에 밝혔다. 혜시의 문
제도 변자의 그것과 같다. 후대 장학파는 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한다. 혜시는 날마다 그의 지식으로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일관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62) 혜시가 말하는 도는 잡다하게 섞여 있고 그가 말하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63)
혜시가 장자의 친구였음에도 위와 같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도 잊은 채 말의 목
적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논
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
는가,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서 이겨 타인보다 앞설 수 있는가, 이로 인해
명성을 얻고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가에 치중하였던 것이
다. 따라서 혜시와 같은 변자는 내면의 덕(德)을 기르는 데 약하고 바깥
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므로 그들이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
하다고 볼 수 있다.64) 이들은 가장 중요한 내성의 수양에 집중하지 못하
알려진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역설(Achilles and the tortoise paradox)도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60) 飾人之心，易人之意，能勝人之口，不能服人之心.「천하」
61) 내편의 「소요유」 및 「덕충부」에서 장자와 혜시는 두 차례 논쟁한다.
전자에서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에 대해, 후자에서는 사람의 감정[情]의 유
무(有無)에 대해 말한다.
62) 惠施日以其知，與人之辯.「천하」
63) 其道舛駁，其言也不中.「천하」
64) 弱於德，強於物，其塗隩矣.「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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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곳에 마음을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65)

혜시는 자신의 말을 가장 현명한 발언으로 여겨 자신의 변론이 천지에서
가장 장대하다고 말한다.66)
혜시는 남을 이기겠다는 데에 마음이 있지 술(術)은 없다. …… (누군가가
질문하자) 혜시는 사양하지 않고 응했고, 깊이 사려하지 않은 채 답변하였
다. 그는 만물을 두루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멈추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하
고 오히려 그것도 적다고 여겨 괴이한 말을 계속해서 덧붙였다. 혜시는 사
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참되다고 생각하고 논쟁으로 남에게 이겨서 명성을
쌓으려 한다.67)

위와 같이 혜시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러 말로써 타
인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리하여 천하의 명성
(名聲)을 얻고자 한다. 장자는 혜시를 비롯한 명가학파의 변론에 대해 내
편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변자들은 보통 사람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밝히려 하므로 견백
론(堅白論)과 같은 우매함으로써 끝내게 되었다.68)

65) 벤자민 슈워츠 또한 변자의 목적이 명예, 명성, 평판, 승리로 변질된다고
지적한다. “자신들의 시비관을 선전하는 사람들은 순전한 지성적, 도덕적 동
기가 아닌 다른 동기들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옳
음이나 지성적 무용(武勇)을 위한 명예와 명성이라는 의미의 “평판”이다. 고
정된 원리나 엄격한 대립에 관한 논쟁은 분명 도의 궁극적 불파지성(不破紙
性)을 획득할 수 없다. 지성적 논쟁의 목적은 승부에 있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항상 더 많은 변증 기술을 가진 사람의 차지이다.”
Schwartz, B. I., The World Thought in Ancient China,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 2004, 357-358쪽.
66) 然惠施之口談，自以為最賢，曰：「天地其壯乎！」「천하」
67) 施存雄而無術……惠施不辭而應，不慮而對，遍為萬物說. 說而不休，多而無
已，猶以為寡，益之以怪.以反人為實，而欲以勝人為名.「천하」
68) 非所明而明之，故以堅白之昧終.「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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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손가락이 사실은 참된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아닌 것으로 참된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 눈에 보이는 말
[馬]이 사실은 참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 아닌 것으로 참된 말 아니
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69)

변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증명하려 들려 하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상 변자의 말이 궁금하지 않다. 그들의 논리
에 따라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다’, ‘말[馬]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
지는 손가락과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 장자가 보기에 손가락이든 말이든 천지만물은 이미 동떨
어져 있지 않은 하나인데 여기에 언어를 덧붙이는 것부터 하나에서 멀어
지는 것이다.70) 그들은 천지가 하나의 손가락이며 만물이 하나의 말임을
모른다.71)
특히 비난, 조소, 시기, 질투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은 사실 아직 수양
의 과정이 더욱 요구되는 자들이다. 구만리 창천을 날아가는 대붕을 바
라보던 메추라기와 산비둘기, 그리고 매미가 그랬다. 아직 미진한 바가
없지 않은 송영자 또한 하나의 관직, 지역, 나라를 맡을만한 인물을 향해
비웃었다.72) 그림자의 그림자는 본 그림자를 기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
서도 그것을 모르고 본 그림자에게 독자적인 지조가 없이 아까는 앉았다
가 지금은 일어나느냐고 타박하지 않았던가!73)

69) 以指喻指之非指，不若以非指喻指之非指也. 以馬喻馬之非馬，不若以非馬喻
馬之非馬也.「제물론」
70) 既已謂之一矣，且得無言乎？「제물론」
71) 天地，一指也. 萬物，一馬也.「제물론」
72) 故夫知效一官，行比一鄉，德合一君而徵一國者，其自視也亦若此矣.而宋榮子
猶然笑之.「소요유」
73) 罔兩問景曰：「曩子行，今子止，曩子坐，今子起，何其無特操與？「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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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득이(不得已)’한 언변(言辯)
장자는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의 기능을 버리라고 주장한 것
이 아니다. 그 또한 어쩔 수 없이[不得已]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언어는 도를 설명하는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없으므로 언어
를 전혀 쓸모없다고 버려야 한다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
어떠한 의사소통도 불가할 것이다. 소를 해체시키는 포정 또한 자신의
득도(得道) 경지를 문혜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말로 풀어내고 있으며,
문혜군은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터득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가!74) 따라서 장자는 “이미 하나인데 또 말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뒤
에 한 마디를 덧붙인다.75) “이미 그것을 하나라고 하였는데 말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76)
장자가 ‘부득이(不得已)’한 언어 사용을 인정했음을 알기 위해 남백자
규와 여우가 득도의 단계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남백자규
는 여우에게 자신도 도(道)를 들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여우는 도
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언급한 후 남백자규는 그러한 도를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재질문한다. 여우는 도가 여러 단계를 거쳐 부묵
(副墨)의 아들에게 최종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말한다.77) 부묵이란 글을
쓰는 도구인 먹을 가리킨다. 또한 부묵의 아들은 낙송(洛誦)의 손자에게
서 도를 들었다. 낙송이란 반복해서 책을 읽는 것을 뜻한다. 여우의 대답
에 따라 도의 전승 과정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가장 근원적
지점인 의시(疑始)에 도달하게 된다.78) 의시는 시작이 있는 듯 하면서
74) 文惠君曰：「善哉！吾聞庖丁之言，得養生焉.」「양생주」
75) 既已為一矣，且得有言乎？「제물론」
76) 既已謂之一矣，且得無言乎？「제물론」
77) 南伯子葵曰：「子獨惡乎聞之？」曰：「聞諸副墨之子，副墨之子聞諸洛誦之
孫，洛誦之孫聞之瞻明，瞻明聞之聶許，聶許聞之需役，需役聞之於謳，於謳聞
之玄冥，玄冥聞之參寥，參寥聞之疑始.」「대종사」
78) 여우가 남백자규에게 대답한 도의 전승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시작인
듯 시작이 아닌 것 같은 의시에서 출발하여 삼료(參寥, 고요함)→현명(玄冥,
현묘하고 고요함)→오구(於謳,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이 찬탄함)→수역(需役,

- 29 -

시작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도의 전승이 분명 비언
어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할지
라도 이들의 대화는 문자의 한계와 동시에 단순하고 쉬운 방법인 문자의
쓰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덕경』또한 도(道)를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
고, 이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 그것을 글자로 나타내어 도라고 하고 억지로 이
름붙여 ‘크다’고 한다.79)
도는 ‘작다’고 칭할 수도 있다.80)
도가 입에서 나올 때에는 담박하여 어떠한 맛도 없다.81)

도는 크다고 이름붙일 수도 있고 작다고 이름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본디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언어로 개념화시킨 것이다. 도
가 입에서 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담박한 맛에 머물러야 하지 자극적인
맛이 느껴지게끔 치장되어서는 안 된다. 장자 또한 노자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한 한계를 알고 난 후 언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한다.

이제 여기에 어떤 말이 있다고 하자. 이것이 일반적인 말과 같은지, 아니면
종류가 다른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종류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함께 하여
같은 종류가 된다면 저들이 사용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비록 그렇지만
시험 삼아 말해보겠다.82)
행동으로 실천함)→섭허(聶許, 귓속말로 작게 알림)→첨명(瞻明, 환히 꿰뚫어
봄)→낙송의 손자(洛誦之孫)→부묵의 아들(副墨之子)이다. 여우의 말에 따르
면 분명 도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함에서 비롯되었으나 전승의 최후
단계에 있어 문자의 필요성을 함께 보이고 있다.
79) 吾不知其名，字之曰道，強為之名曰大.『도덕경』25장
80) 可名於小.『도덕경』34장
81) 道之出口，淡乎其無味.『도덕경』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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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기존에 사용되는 언어의 형태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하
고자 한다는 점을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이 하려는 말이 기존
의 말과 겉모습은 유사해 보일지라도 언어의 한계를 체득한 후 사용하고
자 하므로 기존의 말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한계성을 치밀하게
이해한 이후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언어의 한계를 모른 채 언어를 사
용하는 것은 다르다.83) 당대 언어분석철학도 존재(Being)나 진리 자체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말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이를 설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자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지점이 있
다.84)
사마천은 “장자는 빼어난 문장으로 세상일과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이
에 어울리는 비유를 들었다”, “당대의 학문이 무르익은 위대한 학자들도
장주의 공격을 벗어나진 못했다”, “그의 말은 거센 물결처럼 거침이 없
었다.”라고 평했지만 장자의 화술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
다.85) 「천하」편은 장자의 화법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장주는 ……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아득한 말, 황당한 말, 거침이 없는 말
을 쏟아냈다. 때로는 마음대로 말하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였
고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내보이지 않았다. 천하가 침체되고 혼탁하므로 장
82) 今且有言於此，不知其與是類乎？其與是不類乎？類與不類，相與為類，則與
彼無以異矣. 雖然，請嘗言之.「제물론」
83) 명가의 변증법과 논리를 이해할수록 장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장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지적 분석에 대한 혜시의 외관상의 심취를 불신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친구 혜시의 분석 틀은 그에게 가장 큰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일상경험을 기술하는 일상 언어가 우리가 살고 있
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혜시이다. Schwartz, B. I., 앞의 책, 344쪽.
84) 언어 분석철학자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
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또한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를 언
어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
윤리사상 강의』, 100-101쪽 참고.
85) 사마천, 앞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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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 …… 그의 책은 비록 구슬, 옥
과 같이 빙빙 돌아 이해하기 어렵지만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그의 말은 비
록 들쭉날쭉하지만 재미가 있다.86)

위의 평을 보면, 장자는 여러 가지 기법과 장치를 활용한 채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87) 장자가 사용한 화법은 『장자』 전반에
서술된 문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자의 문체는 「우언」편에
의거하여 우언(寓言), 중언(重言), 치언(巵言)으로 분류된다. 『장자』의
모든 문장이 문체 상 세 가지 분류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며, 당연히
어떤 문장은 우언인 동시에 치언일 수 있는 등 서로 겹칠 수도 있다. 우
언, 중언, 치언은 무엇인지, 장자는 왜 이러한 화법을 사용하려고 하였는
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자.
먼저 우언(寓言)은 『장자』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글의
형식이다.88) 우언은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빌려와서 장자 본인의 의도를
86) 莊周…以謬悠之說，荒唐之言，無端崖之辭. 時恣縱而不儻，不以觭見之也.
以天下為沈濁，不可與莊語……其書雖瑰瑋而連犿無傷也，其辭雖參差而諔詭可
觀. 彼其充實不可以已.「천하」
87) 장자가 위와 같은 세 가지 화술[우언, 중언, 치언]을 쓴 이유는 당시 철학
계의 시비 논쟁이 모두 언어가 지닌 약점에서 발단되었고, 또 언어의 폭력으
로 그러한 문제가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재빨리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하는 말처럼, 비
록 마지못해 위와 같은 세 가지 화술을 사용하면서도 장자는 자신의 궁극적
인 지향점을 ‘무언(無言)’ 나아가 ‘비언비묵(非言非默)’에 두었음을 독자는 인
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을 그대로 황당무계한
것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그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언어
너머에 숨어 있는 진의를 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충열, 앞의 책, 237쪽.
88) ‘우언’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나 상
징, 암시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어를 넘어서 있는
전달자의 전달 의도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화술이다. 예를 들어 달을 그릴 때
달을 직접 그리지 않고 주위의 구름을 그려 달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른바 동양화의 ‘홍운탁월법(烘雲托月法)’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 우언
도 이처럼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이른바 ‘역지사지’의 방법과 같다.
즉 자기의 진의를 말하지 않고도(어떤 경우는 말할 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해 상대방이 더욱 분병하고 심각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도록 무언
가에 그 뜻을 의탁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우언이다. 김충열, 앞의 책,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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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형식이다. 「우언」편은 우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언(寓言)은 『장자』 문체의 십 분의 구에 해당하는데, 다른 사물을 빌려
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중매를 서지 않는 까닭은 아버
지가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남이 칭찬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과 마찬가지이
다. 우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 죄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같으면 따르고 다르면 반대하며, 자기 생
각과 같으면 옳고 다르면 틀렸다고 한다.89)

아버지가 직접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식을 칭찬하는
것이 자식의 혼인이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장학파
는 장자가 우언을 사용하는 이유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대중에게
장자가 직설적으로 설명했을 때 자기와 다른 생각이면 장자의 사상을 틀
렸다고 쉽게 단정해 버리는 우매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내편에는
전면에 장자라는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말하지 않고 이야기의 주인공을
다른 사물과 타인으로 돌린다. 대붕(大鵬), 메추라기, 작은 비둘기, 매미
등과 같은 동물, 신체가 불편한 왕태, 신도가, 숙산무지, 인기지리무신 등
과 같은 장애인, 무명인, 허유, 백혼무인 등과 같은 은자(隱者)를 등장시
킨다.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 장자의 의도와 그의 깨달음의 경지를
독자는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장자는 암시, 비
유, 상징, 반문, 영탄, 반복, 과장 등의 여러 가지 언어의 수사법을 통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장자의 글은 때로 풍자적이며 해학적이
므로 문학적(文學的)이며 시적(詩的)이기도 하다.
장자의 문체 중 두 번째로 언급한 중언(重言)은 중요 인물이 이야기하
게 함으로써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는
쪽.
89) 寓言十九，藉外論之.親父不為其子媒.親父譽之，不若非其父者也. 非吾罪也，
人之罪也.與己同則應，不與己同則反，同於己為是之，異於己為非之.「우언」

- 33 -

방법이다.90) 「우언」편은 중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언(重言)은 『장자』 문체의 십 분의 칠에 해당하는데, 중언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이 있는 스승의 말이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만 먼저 들었지 경위(經緯)와 본말(本末)을 모르고 나이를 내세우는 자
는 참된 스승이 아니다. 나이가 앞서면서 덕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도가 없는 것이며, 도가 없는 자를 진부한 자(陳人)라 한다.91)

내편에는 유가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요·순임금, 공자와 그의 제자, 정
나라 자산과 같은 통치가 등 유명 인물을 등장시켜 독자의 시선을 사로
잡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장자는 중요 인물을 반드시 도와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자로 설정해놓지 않는다. 공자는 광인 접여에게 조롱을 당하
기도 하고 제자인 안회에게 역으로 깨우침을 얻는 위치에 있기도 하며
발이 잘린 숙산무지를 꾸짖다가 그보다 아직 수양이 덜 정진된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요임금은 은자인 허유에게 천하를 양위하려고 하나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자는 이렇게 곳곳에서 중인(重人)
들을 풍자하고 있다. 『장자』는 중언의 방법으로 권위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해서도 통쾌하게 보

90) ‘중언’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심복할 수 있는
권위자가 한 말인 양 꾸며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불교의 ‘성량’과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하나 다른 점은 『장
자』에는 가설적인 것이 더 많다는 점이다. 『장자』에서는 주로 황제, 노담,
공자 등과 같은 역사 인물에 기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역사상 실재하
지 않았던 인물까지 동원해서 변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럴 적마
다 장자 자신은 그 변론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자기 뜻에 맞게 연출하고 있
다. 결국 『장자』에는 논픽션과 픽션이 함께 등장하는 셈이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나 권위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방법이다. 이런 까닭에
장자 자신도 이런 것은 장중한 언어가 되지 못한다고 자책하면서 부득이 쓰
고 있으니 이런 고충을 이해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한다. 김충열, 앞의 책,
236-237쪽.
91) 重言十七，所以已言也，是為耆艾. 年先矣，而無經緯本末以期年耆者，是非
先也. 人而無以先人，無人道也. 人而無人道，是之謂陳人.「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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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언(巵言)은 시비를 초월하고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
에 노니는 깨달은 자가 내놓는 문체이다.92) 「우언」은 치언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치언(巵言)은 날마다 생겨나는데, 천연의 결[天倪]로써 만물을 조화롭게 만
들고, 넓고 깊음으로써 자연스러움에 처하여 천수를 누린다. 말하지 않음은
곧 고름[齊]이다. 고름과 말을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말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언의 가르침에 의해 말을 하면 종신토록 말을 한 셈
이고, 종신토록 불언의 가르침을 이행한다면 결국 하고자하는 말을 한 셈이
다.93)

치언의 ‘巵’는 내용물을 채웠을 때에는 옆으로 기울고 채우지 않았을
때에 바로 서는 술잔을 뜻한다. 즉 치언은 언어로 가득 채우지 않아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치언은 시비를 초월하여 언어적이고
이성적인 형태의 말이 아니므로 언뜻 보면 황당한 소리이며 터무니없는
말로 여겨질 수 있다. 범인(凡人)에게 치언은 그 말이 허황되게 크기만
하지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고, 앞으로 가서 돌아올 줄 모르고 은하수와
같이 끝없이 펼쳐지기만 하는 것 같아 어안이 벙벙하기만 하다.94) 혜시
92) ‘치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대로 흘려보내는 말로서 아무런 성
견도 갖지 않는 말이다. 장자에 따르면 이것은 아집과 성견을 버리고 자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통달된 경지에서 대자연을 대변하는, 이른바 ‘자연의
소리’이다. ……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잊어야 자연
과 내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 「칙양」편 끝부분에 있는, “능히 도를
언어 밖에서 구할 수 있다면 온종일 말한 것은 모두 도가 될 것이나, 언어를
잊고 뜻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는 온종일 말한 것이 모두 개별자인 물이 될
것이다. 도와 물의 최고 경지는 모두 언어와 침묵으로 포괄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언어도 아니요 침묵도 아닌 상태에서만이 논의의 극치를 이룬다.”는 말
도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김충열, 앞의 책, 237쪽.
93) 卮言日出，和以天倪，因以曼衍，所以窮年. 不言則齊，齊與言不齊，言與齊
不齊也，故曰無言. 言無言，終身言，未嘗言. 終身不言，未嘗不言.「우언」
94) 大而無當，往而不反.吾驚怖其言，猶河漢而無極也，大有逕庭，不近人情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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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자의 말에 대해 크기만 크지 쓸모가 없으니 대중들이 장자의 말에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조롱한다.95) 장자 특유의 화법에 대해 몇 가지 예
를 들어보자.

이제 나는 이미 말했으나 내가 말한 것이 과연 말한 것인지 아니면 말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96)
내가 시험 삼아 당신을 위하여 허튼소리를 해 볼 테니, 당신도 허튼소리로
여기고 들어보시오.97)

언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하는 치언은 위에 제시된 말뿐만이 아
니라 『장자』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위의 말을 이해
하기도 어렵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
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장자 또한 치언과 같은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
이 듣고서 터무니없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 또한 자신의 말이 범
인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98) 그러나 치언을
접하는 자의 수양 정도에 따라 깨달음이 달려 있지, 그의 언어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폄하할 일은 아니다. 「우언」에서 치언은 날마다 생
겨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매일의 수양에 따라 『장자』
어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은
뜻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뜻을 전하면 궁극적으로 언어는 잊어
야 한다.99)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누구나 옳다고 여기는 사물의 이치를
「소요유」
95) 今子之言，大而無用，眾所同去也.「소요유」
96) 今我則已有謂矣，而未知吾所謂之其果有謂乎，其果無謂乎？「제물론」
97) 予嘗為女妄言之，女以妄聽之「제물론」
98) 是其言也，其名為弔詭.「제물론」
99) 得意忘言.「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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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니까?” 왕예는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라고 답했다. 설결이 물었
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모른다는 것을 압니까?” 왕예가 말했다. “내가 어
찌 그것을 알겠는가?” (설결이 물었다.) “그렇다면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
는 말입니까?” 왕예가 말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시험 삼아 말해보겠다. 어찌 내가 안다고 했으나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겠
는가? 어찌 내가 모른다고 했으나 아는 것이 아님을 알겠는가?”100)

설결과 왕예의 대화는 「응제왕」 편에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설결은
왕예에게 네 차례 질문하였는데에도 왕예는 네 번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
여 설결은 깡충깡충 뛰며 크게 기뻐하였다.101) 장자는 위와 같이 어쩔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장자는 확실한 대답을 내어 놓는 대신 언어의 한계를 보여주며 말
을 전개해나가는 특별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왕예는 대화의 말미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대답하면서도 “비록 그렇지만 시
험 삼아 말해보겠다”를 덧붙이며 조심스럽게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
만 그 답변 또한 명확하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 결국 장자는
언어라는 수단으로 모든 것을 설명, 이해, 설득, 증명하려는 세상의 사람
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장자가 말의 한계를 알았다고 해서 말로써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사
람들을 비판만 하고 있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
자가 언어의 한계를 알았으면서도 ‘부득이(不得已)’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듯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부 틀렸다고 주
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자는 혜시와 몇 차례 논쟁을 했으나, 혜시가 죽
을 때까지 교우 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존중한 이유도 변자들이 하는 말
에는 부분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
100) 齧缺問乎王倪曰：「子知物之所同是乎？」曰：「吾惡乎知之?」「子知子之
所不知邪？」曰：「吾惡乎知之?」「然則物無知邪？」曰：「吾惡乎知之? 雖
然，嘗試言之.
庸詎知吾所謂知之非不知邪？庸詎知吾所謂不知之非知邪？」
「제물론」
101) 齧缺問於王倪，四問而四不知.齧缺因躍而大喜.「응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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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102) 『도덕경』 또한 “‘예’하고 대답하는 것과 ‘응’하고 대답하는
것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103) 장자가
보았을 때에 그들은 전체의 부분만을 보고 옳다고 여기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옳다고 논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단편적으로 분화된 도를 근거로 시비(是非)를 가르는 한계에 대해서
는 다음 2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102) 장자의 변견은 착오의 대명사가 아니며,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 문제의 한
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한 방면의 견해를 이룬 것이다. 이런 견해를, 우리
는 비록 전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
…… 문제의 변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자 모두 하나의 관점을 가질 때, 각
자의 관점은 또 모두 이 무궁한 진리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은 한 면이지만, 도추의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方東美, 앞의 책, 382-383쪽.
103) 唯之與阿，相去幾何？『도덕경』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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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별지(分別智)의 한계
분별이란 본디 하나였으나 구분하는 것이다. 세세하고 정밀하게 나누
어 분별된 결과는 온전하지 못하다. 장자가 보기에 당시의 천하의 학파
들이란 편파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쪽만을 알고 모
두를 안다고 부풀리고 다니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하
다. 각각의 제자학은 자신이 맞다고 여기는 기준만으로 모든 것에 전부
적용하려 든다. 따라서 「천하」는 각 제자학파의 주장을 이렇게 평한다.

천하의 학자 대부분은 도의 단면만을 얻었음에도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
고 있다.104)
제자백가는 자신의 주장만을 밀고 나갈 뿐 돌아올 줄 몰라 결코 화합할 수
없다.105)
제자학파를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목구비(耳目口鼻) 각자는 또렷이 제 기능
을 하지만 서로가 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물론 제자의 무리는 재주가 뛰
어나고 각기 장점이 있으며 때로는 쓸모가 있으나, 그들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두루 미치지 못하니 결국 그들은 일곡지사(一曲之士)인 셈이다.106)

분별은 겉모습에만 치중하여 사물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 길이, 쓸모, 형태 등을 통해 자신의 기준에 맞
춰 재단하고 호불호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자의 입장에서 이는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만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부분만을
알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104) 天下多得一察焉以自好.「천하」
105) 百家往而不反，必不合矣.「천하」
106) 譬如耳目鼻口，皆有所明，不能相通.猶百家眾技也，皆有所長，時有所用.雖
然，不該不遍，一曲之士也.「천하」

- 39 -

다. 이는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속 세상을 전 세상으로 간주하는 것, 강
의 신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지류만 보고 자신을 가장 넓고 깊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기
준, 유용과 무용을 구분하는 기준 모두 부분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인
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을 순서대로 논한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장자는 분별하여 얻게된 앎을 전혀
필요 없다고 배척해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모든 앎은 상대적
인 앎이니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론적 회의에 빠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자 또한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분이 필요하
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의 관점에 도달했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부분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관조한다.107) “사물은 이루어짐도 무너짐도 없으
니,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된다.”108)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과 쓸개의
위치가 초나라와 월나라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멀다고 볼 수 있지만, 같
다는 측면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109) 단, 이 장에서 지적하려
고 하는 것은 개물의 상대적 지식에 대한 관점을 절대적인 척도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이며, 불가지론으로 빠지게
되지 않은 이유는 Ⅳ부에서 후술된다.

107) 장자가 싫어하는 학문 태도는 한 군데만 추켜세우거나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을 전부인 양 고집하는 일곡지사(一曲之士)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학문은 모든 학설을 회통하는 것이었다. 장자가 제자의 학설을 비판했다고
하지만 그는 결코 그 학설들을 비판만 하고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들
을 비판을 통해 회통시켰던 것이다. …… 장자가 일곡지사를 싫어한 것도 그
러한 부분적 지식으로는 ‘전체대용’의 참된 이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
론 그렇다고 전체만 알고 부분을 모르면 그것 또한 불완전한 지식이다. 왜냐
하면 365일을, 즉 열두 달과 네 계절을 모두 모아 하나로 합쳐야 일 년이 되
는 것과 같이, 전체 또한 일체의 일체를 모아 유기적인 정체(整體)를 이루어
야 전체는 대용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충열, 앞의 책, 254쪽 및 259쪽.
108) 凡物無成與毀，復通為一.「제물론」
109) 自其異者視之，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萬物皆一也.「덕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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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비(是非)의 한계
앞장에서 명가(名家)는 논변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자기가 말하
는 바를 옳다고 증명하는 데 치중했다고 말했다. 장자가 활동하던 시대
의 제자백가(諸子百家)는 명가뿐 아니라 『장자』에 언급된 대표적 예로
유가(儒家), 묵가(墨家)가 있다. 유가는 인의예악(仁義禮樂)이라는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묵가 또한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를
내세웠다. 이 학파들은 자신의 이론만이 옳다고 보며 다른 이론은 틀렸
다고 말한다. 친소의 구분이 있는 유가 입장에서 겸상애라는 묵가의 이
론은 틀리게 되며, 묵가 입장에서는 이익을 의(義)로 보려 하지 않는 유
가 이론은 틀리게 된다.

유가(儒家)와 묵가(墨家)는 시비(是非)를 따질 때 서로가 틀렸다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서로가 옳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한다.110)
요(堯)를 칭송하고 걸(桀)을 비난하는 것은 양쪽을 모두 잊고서 도와 함께
변화하는 것만 못하다.111)

같은 것을 두고도 양자는 둘로 구분하여 첨예하게 대립한다. 천하의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방법을 두고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여긴다. 도가 어디로 숨어버렸기 때문
에 진위(眞僞)의 구별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112)
유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묵가는 불가하다고 할 것이며, 묵가가 불가하
다고 하면 유가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한쪽에 치우친 시비의
기준은 더욱 어지러움을 증가시킨다.

110) 故有儒墨之是非，以是其所非，而非其所是.「제물론」
111) 與其譽堯而非桀，不如兩忘而化其道.「대종사」
112) 道惡乎隱而有真偽？「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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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인의(仁義)의 단서와 시비(是非)의 길이 어지러운데 내가 어떻
게 그 구별을 알 수 있겠는가?”113)

옳음과 그름, 바름과 바르지 않음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계속해서 장자는 장소, 맛, 아름다움, 색깔이 바르고 바르지 않
음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생겨 반신불수로 죽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사람이 나무 위에 서 있게 되면 벌벌 떨며 무서워하지만 원숭이
도 그러한가? 셋 가운데 누가 바른 장소(正處)를 아는가?114)
사람은 짐승을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부엉이는
쥐를 달게 먹는다. 넷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맛(正味)을 아는가?115)
원숭이는 원숭이와 교미하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
와 노닌다. 모장(毛嬙)과 여희(麗姬)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
가 그들을 보면 깊이 숨어버리고 새가 그들을 보면 높이 달아나고 사슴이
그들을 보면 뒤도 보지 않고 도망을 간다. 넷 가운데 누가 천하의 바른 색
(正色)을 아는가?116)
아래에서 바라보면 하늘은 푸른 색깔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빛깔(正
色)인가?117)

사람들은 습기 없는 곳을 잠자기 좋은 장소라고 일컫고, 육식을 좋은
맛으로 칭하며, 모장과 여희를 아름답고 여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동
113) 自我觀之，仁義之端，是非之塗，樊然殽亂，吾惡能知其辯！「제물론」
114) 民溼寢則腰疾偏死，鰌然乎哉？木處則惴慄恂懼，猨猴然乎哉？三者孰知正
處？「제물론」
115) 民食芻豢，麋鹿食薦，蝍蛆甘帶，鴟鴉耆鼠，四者孰知正味？「제물론」
116) 猨猵狙以為雌，麋與鹿交，鰌與魚游. 毛嬙麗姬，人之所美也，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麋鹿見之決驟. 四者孰知天下之正色哉？「제물론」
117) 天之蒼蒼，其正色邪？「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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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입장에 선다면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는 습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부엉이는 쥐를 가장 맛있다고
여길 것이다. 미남미녀가 동물 앞에 서게 되면 동물은 달아나기에 바쁠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옳고 그르다고 분
별한다. 이는 제자학파가 자신의 관점에서 시비를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장자는 무엇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며, 무엇이 오래 사는 것이
고 무엇이 일찍 죽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에도 문제를 제기한
다. 「소요유」 첫 머리에 등장하는 대붕(大鵬)의 활개가 묘사된 곳으로
돌아가 보자. 대붕의 등허리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크고 날개
는 하늘을 덮은 구름과 같이 길다. 이 대붕은 구만리 상공을 올라가 북
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118) 이에 말매미와 작은 비둘기는 대
붕을 비웃으며 말한다. “나는 힘껏 올라야 느릅나무와 박달나무에 이를
수 있고, 때때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데, 저
대붕은 무엇 때문에 구만리를 올라 남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가?”119)
그러나 대붕과 말매미 및 작은 비둘기는 서로의 크기가 다르며 올라가
는 높이가 다를 뿐이다. 가까운 들판 나가는 사람과 먼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120) 곤충과 작은 새는 나
무에까지 날아오르는 것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대붕은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까지 오랫동안 이동해야 한다. 그러니 크기가 커야 하고 높이
날아야 하며 육 개월이라는 휴식 시간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말매미
와 대붕은 그들의 크기와 본성에 맞게 단지 준비해야 하는 양과 수고가
다를 뿐 사실 서로의 입장 중에서 누가 더 옳고 그른지를 논쟁할 필요가

118) 北冥有魚，其名為鯤.鯤之大，不知其幾千里也.化而為鳥，其名為鵬.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其翼若垂天之雲.是鳥也，海運則將徙於南冥.南冥者，
天池也.「소요유」
119) 蜩與學鳩笑之曰：「我決起而飛，槍榆枋，時則不至而控於地而已矣，奚以
之九萬里而南為？」「소요유」
120) 適莽蒼者三飡而反，腹猶果然, 適百里者宿舂糧, 適千里者三月聚糧.「소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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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를 따지고 드는 것은 어떠한가. 팽조(彭祖)라는
사람은 700년을 살았으니 오래 살았다고 쉽게 판정할 수 있는가? 팽조가
일찍 죽었다고 하면 틀렸는가? 장자는 팽조 이상으로 장수한 나무를 끌
어들이며 말한다. 명령(冥靈)이라는 나무는 오백 년 간 봄을 삼고 오백
년 간 가을을 삼고, 대춘(大椿)이라는 나무는 팔천 년 간 봄을 삼고 팔천
년 간 가을을 삼는다.121) 이렇게 몇 백 몇 천 년 간 장수하는 나무도 있
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에서 대년(大年)과 소년(小年)을 구분하여 팽
조를 장수했다고 여기며 부러워한다.122) 그렇다면 조균(朝菌)과 같은 하
루살이나 매미와 같은 일년살이도 짧게 살았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장자는 편파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드는 사람들에게 재차 묻
고 있다. 당신의 판단이 진정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한 판단
인가? 그들의 판단은 한쪽에 치우친 편견일 수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
뿐만 아니라 사물의 유용함과 유용하지 못함을 나누는 기준에는 한계가
없는지 다음 절에서 계속하여 살핀다.

121) 楚之南有冥靈者，以五百歲為春，五百歲為秋. 上古有大椿者，以八千歲為
春，八千歲為秋.「소요유」
122) 小知不及大知，小年不及大年.奚以知其然也？ …… 而彭祖乃今以久特聞，
眾人匹之，不亦悲乎！「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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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용(有用)의 한계
장자가 보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사물에 쓰임이 있다는 것과 쓰임이 없
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인 또는 사회가 규정한 기준에
서 무엇인가가 쓸모 있다고 여겨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쓸모가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어떤 송나라 사람이 모자 판매를 송나
라와 마찬가지로 월나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모자를 가지고
월나라로 간다. 그가 속한 송나라는 모자는 쓸모 있는 것으로 여겨 사람
들이 사용했으며, 그 또한 모자의 쓰임에 대한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깎아 머리에 문신을
했기 때문에 모자를 쓸 필요가 없었다.123)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연 모자
를 월나라에 가서 팔려고 하는 송나라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또한 사물에 대한 쓸모와 쓸모없음을 판단하는 순간 특정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쓸모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은 나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유용하면 취해야 하고 무용하면 버려야 한다. 심지어 자
신에게 유용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쓸모를 강요하기도 하고,
자신에게만 쓸모없는 물건을 타인이 사용하면 비난하기도 한다.
사물의 유용함과 무용함에 대해 혜시와 장자는 내편에서 두 차례 논변
한다. 그 대상은 ‘장자의 화법’이다. 장자의 치언과 같은 말투는 논리를
요구하는 혜시에게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혜시가 보기에 장자의 말은 크
기만 하고 쓸모는 없으므로 중인(衆人)은 장자의 말을 취하지 않고 버릴
뿐이다.124) 하지만 장자는 도대체 혜시가 말하는 그 쓸모가 무엇을 위한
쓸모인가 반문한다.
혜시는 장자의 말이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혜시는 위왕에게 큰 박씨를 받아 다섯 섬의 박을 얻었다. 그런
데 그 박에 물을 담으려 하니 너무 무거워 들어 올리지 못하고, 그 박을
쪼개어 바가지로 만드니 얕고 크기만 하여 물건을 담을 수도 없다. 이에
123) 宋人資章甫而適諸越，越人斷髮文身，無所用之.「소요유」
124) 今子之言，大而無用，眾所同去也.「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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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시는 박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부수어 버린다.125) 장자의 말도 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장자는 텅 비어 크기만 한 것을 쓸모없다
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가 묻는다. “오히려 그것으로 술통 모양의 배를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워 노니는 데 쓰고자 하면 어떠한가?”126) 장자는
왜 박을 무언가를 담는 도구로만 쓰려고 하고 또 다른 쓰임을 생각해보
지 않느냐고 혜시에게 대꾸한다.
덧붙여 장자는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송나라 사람의 예를 가져
와 든다. 어떤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을 바르고 솜을 빨지만 몇
금을 받는 데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기술을 백금에 사려
고 하여 송나라 사람과 그 친척은 기뻐하는 듯하다. 그런데 나그네는 손
트지 않는 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을 오나라 왕에게 파는데, 오
나라 사람들은 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아 수전(水戰)에서 승리하게 된다.
결국 나그네는 자신의 공적으로 봉지(封地)를 얻는다. 이렇듯 손 트지 않
은 약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 몇 금을 얻는데 쓰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
을 얻는데 쓰였다.127) 같은 약인데도 이렇게 쓸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혜시는 겨우 한쪽의 쓸모만을 강조하여 장자를 조롱하려고 했던 것이다.
혜시는 자기에게 있는 나무를 다시 예로 가져오며 한 번 더 장자의 화
법에 대해 공격한다. 이 나무는 크기만 컸지 쓸모가 없다. 줄기가 울퉁불
퉁하고 가지도 구불구불하여 재는 도구로 쓸 수 없다. 목수들 또한 그
나무가 길가에 서 있어도 쓸모가 없으니 쳐다보지 않는다.128) 이에 대해

125) 惠子謂莊子曰：「魏王貽我大瓠之種，我樹之成而實五石，以盛水漿，其堅
不能自舉也.剖之以為瓢，則瓠落無所容.非不呺然大也，吾為其無用而掊之.」
「소요유」
126) 今子有五石之瓠，何不慮以為大樽而浮乎江湖，而憂其瓠落無所容？「소요
유」
127) 宋人有善為不龜手之藥者，世世以洴澼絖為事.客聞之，請買其方百金.聚族而
謀曰：『我世世為洴澼絖，不過數金. 今一朝而鬻技百金，請與之.』客得之，以
說吳王. 越有難，吳王使之將. 冬，與越人水戰，大敗越人，裂地而封之. 能不龜
手一也，或以封，或不免於洴澼絖，則所用之異也.「소요유」
128) 惠子謂莊子曰：「吾有大樹，人謂之樗. 其大本擁腫而不中繩墨，其小枝卷曲
而不中規矩，立之塗，匠者不顧.」「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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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혜시의 큰 나무에 대해 다른 용도를 제안한다. “그 나무를 무하
유(無何有)라는 곳인 광활한 들판에 심어놓고 무위(無爲)하게 그 옆에서
소요(逍遙)하며 그 아래에 누워 잠들지 않는가.”129) 통쾌하게도 장자는
사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더 큰 사용가치를 말하며 혜시의 말
문을 막는다.
장자는 계속하여 쓸모없음의 진정한 쓸모로써 곧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혜시의 나무는 세상의 기준에 의
해 쓸모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도끼에 찍히는 것과 같은 해를 입지 않
았다.130) 이마가 흰 소, 코가 들린 돼지, 치질을 앓는 사람은 상서롭지
않게 여겨져 제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쓸모없는 듯하지만, 대신 그들은
제물이 되어 강에 던져지지 않는다.131) 지리소라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세상이 쓸모없게 여겨 군대에 징집되지 않고 천명을 다할 수 있
었다.132)
쓰임의 유무에 대한 분별은 이외에도 나무를 소재로 하여 「인간세」
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장석이라는 목수는 길을 가다가 크기가 매우
큰 상수리나무를 만나게 된다. 장석은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 않고 발길
도 멈추지 않은 채 곧장 지나친다. 장석의 제자가 장석이 그냥 지나친
이유에 대해 묻자 장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것은 성긴 나무이다.
그 나무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곽을 만들면 빨리 썩고 그릇을 만들
면 빨리 깨지고 문을 만들면 진물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슨다.
이러한 나무는 재목이 못 된다.”133) 장석은 이 나무가 크기만 할뿐이지
129) 今子有大樹，患其無用，何不樹之於無何有之鄉，廣莫之野，彷徨乎無為其
側，逍遙乎寢臥其下？「소요유」
130) 不夭斤斧，物無害者，無所可用，安所困苦哉！「소요유」
131)
故解之以牛之白顙者，與豚之亢鼻者，與人有痔病者，不可以適河.「인간
세」
132) 支離疏者，頤隱於臍，肩高於頂，會撮指天，五管在上，兩髀為脅。挫鍼治
繲，足以餬口；鼓筴播精，足以食十人。上徵武士，則支離攘臂而遊於其間；上
有大役，則支離以有常疾不受功；上與病者粟，則受三鐘與十束薪。夫支離其形
者，猶足以養其身，終其天年，又況支離其德者乎！」「인간세」
133)「散木也，以為舟則沈，以為棺槨則速腐，以為器則速毀，以為門戶則液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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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가 없으므로 유심히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장석의 꿈에 상수
리나무의 신이 나타나 말한다. “나무의 열매가 익게 되면 잡아 뜯기고
뜯기면 큰 가지는 꺾어지고 작은 가지는 당겨지므로 열매를 맺는 능력
때문에 삶이 괴롭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받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되어 세속에서 스스로 타격을 입는 것이다.”134) 즉 상수리
나무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목이라는 기준에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베이지 않고 자신의 수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무의 쓸모와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유사하게 등장한다. 남백자기는
길을 지나가다 ‘말 네 필이 끄는 수레 천 대를 매어 숨긴다면 나무 그늘
밑에서 가려질’ 정도로 큰 나무를 발견한다. 남백자기는 처음에는 크기가
큰 나무이니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 나무는 목재로써의
가치가 떨어져 어디에도 쓸 수 없다. “그 가지는 구불구불하여 마룻대와
들보로 삼을 수 없고, 머리를 숙여 그 굵은 뿌리 부분을 보면 나무의 속
이 갈라져 관곽을 삼을 수 없고, 그 잎을 핥으면 입이 데어 상처가 나게
되며, 냄새를 맡아보면 크게 취하여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한다.”135) 하
지만 후에 남백자기는 깨쳐 말한다.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구나.”136)
마찬가지로 한두 줌 되는 나무는 원숭이를 멜 말뚝을 구하는 사람이
베어버리고, 서너 아름 되는 나무는 높고 큰 기둥을 구하는 사람이 베어
버리고, 일고여덟 아름 되는 나무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사용할 관을 구하는 사람이 베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늘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베어 요절당하니 쓸모 있는 재목의 환난이다.137)
以為柱則蠹.是不材之木也.」「인간세」
134) 「夫柤梨橘柚果蓏之屬，實熟則剝，剝則辱，大枝折，小枝泄. 此以其能苦其
生者也，故不終其天年而中道夭，自掊擊於世俗者也.「인간세」
135)
南伯子綦遊乎商之丘，見大木焉有異，結駟千乘，隱將芘其所藾. 子綦曰：
「此何木也哉？此必有異材夫！」仰而視其細枝，則拳曲而不可以為棟梁. 俯而
見其大根，則軸解而不可為棺槨. 咶其葉，則口爛而為傷. 嗅之，則使人狂酲三
日而不已.「인간세」
136) 此果不材之木也 以至於此其大也.「인간세」
137) 其拱把而上者，求狙猴之杙者斬之. 三圍四圍，求高名之麗者斬之. 七圍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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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 속의 나무는 스스로 사서 베이는 셈이고 기름불은 스스로 사서
태워지는 셈이며, 계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에 칠나무는 쓸모가 있기에
베인다.138) 사람들은 쓸모 있다고 여기는 기존의 생각에 대해 문제제기
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데에도 마치 하나로 정해
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
을 모른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有用之用]만 알고 쓸모없음의 쓸모[無用
之用]는 알지 못한다.139)

『도덕경』은 유(有)가 이로운 이유에 대해 유와 상대되는 무(無)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이유, 그릇이 제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 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 모두는 비어 있는 공간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자의 유무(有無)의 상대적 가치는 장자의 무용(無
用)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모이니, 그 빈 공간[無]이 있기 때문에
수레의 쓰임이 있을 수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니, 그 빈 공간이 있
기 때문에 그릇의 쓰임이 있을 수 있다. 방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니,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의 쓰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有)가 이
로울 수 있는 까닭은 무(無)가 작용하기 때문이다.140)

다음으로 쓸모 있다고 여기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여 결국 죽음에 이
르게 되었다는 「응제왕」의 혼돈(混沌) 이야기도 주목해보자. 남해의 제
圍，貴人富商之家求樿傍者斬之. 故未終其天年，而中道已夭於斧斤，此材之患
也.「인간세」
138) 山木自寇也，膏火自煎也. 桂可食，故伐之. 漆可用，故割之.「인간세」
139) 人皆知有用之用，而莫知無用之用也.「인간세」
140)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 埏埴以為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
牖以為室，當其無，有室之用. 故有之以為利，無之以為用.『도덕경』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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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 숙과 북해의 제왕 홀이 중앙의 제왕 혼돈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 은덕을 갚기 위해 혼돈에게 구멍을 뚫어주기로 한다. “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만이 없으니 구멍
을 뚫어주자.”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으나 칠일 째 되는 날 혼돈은
죽는다.141) 타인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도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여 어처
구니없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도덕경』도 비슷하게 말한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면 죽을 때까지 수고롭지 않으나, 그 구멍
을 뚫고 일거리를 늘린다면 죽을 때까지 구해지지 못할 것이다.142) 이렇
듯 사람들은 기존 사물의 쓸모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그것이 진정한 쓸
모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되묻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범인들은 쓸모에 주목하고 장자는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쓸모의 반대편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판
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목」에서 장자가 그의 제자와 쓸모
없음에 대해 논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어떤 나무는 목재로써 쓸모가 없
어 천수를 누리지만 어떤 거위는 쓸모가 없어 사람에게 잡아먹힌다. 이
둘 모두 쓸모가 없으나 하나는 자신이 받은 삶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
는가에 대해 제자가 묻는다. 장자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 사이에 처하
겠다고 답하며 자신의 대답은 도와 비슷할 뿐이지 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143) 여기에서 장자는 사물의 쓸모와 쓸모없음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쓸모없음이 결국 장생할 수 있는 길이므로 더욱 유익하니 쓸
모없음의 쓸모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장자의 주장이라고 여긴다면, 장

141) 南海之帝為儵，北海之帝為忽，中央之帝為渾沌. 儵與忽時相與遇於渾沌之
地，渾沌待之甚善. 儵與忽謀報渾沌之德，曰：「人皆有七竅，以視聽食息，此
獨無有，嘗試鑿之.」日鑿一竅，七日而渾沌死.「응제왕」
142) 塞其兌，閉其門，終身不勤, 開其兌, 濟其事, 終身不救.『도덕경』52장
143) 明日，弟子問於莊子曰：「昨日山中之木，以不材得終其天年. 今主人之鴈，
以不材死. 先生將何處？」莊子笑曰：「周將處夫材與不材之間. 材與不材之
間，似之而非也，故未免乎累.「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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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상은 다시 특정한 편견 속에 빠지게 된다. 장자가 지적하고 싶었
던 부분은 사람들은 특정 사물을 바라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쓸모에만
주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사물의 한 면만을 보고 쓸모가 있는지 없
는지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에 의한 분별은 사실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
한 것임을 장자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판단한 쓸모로 인해 삶
이 단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을 진정한 쓸모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지, 짧게 살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길게 살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고 구분하여 장자를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
야 한다.
장자가 장수(長壽)를 가져다주는 무용(無用)의 용(用)만을 추구했다고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그의 생사관(生死觀)을 함께 살
핌으로써 알 수 있다. 장자는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것 또한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삶과 죽음을 다른
차원으로 파악하고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장자』에는 보
통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가령, 노담이 죽었을 때 나이든 사람은 그의 자식이 죽은 듯이 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의 부모가 죽은 것처럼 곡한다. 자래는 병으로 인해 죽
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와 자식이 둘러싸고 운다. 열자는 스승이
10일 안에 죽는다고 무당이 예언하자 슬픔을 표시하고, 다음번에는 스승
이 무당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 기뻐한다. 『장자』의 노
담, 자래, 열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대다수는 삶과 죽음을 단절된
것으로 여긴다.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여기므
로 슬피 우는 것이다. 하지만 사는 것은 진정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죽
는 것은 진정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장자는 비
판한다.

내가 어찌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이 아닌지 알겠는가? 내가 어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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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알겠는가? 여희(麗姬)는 애(艾) 땅 국경을 지키는 관리의 딸이었다.
진(晉)나라에 처음 여희가 끌려갔을 때 그녀는 슬프게 울어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하지만 여희가 왕의 처소에 이르러 왕과 침대에서 함께 자고 소와
돼지고기를 먹게 된 뒤에는 예전에 울었던 일을 후회했다. 내가 어찌 죽은
사람이 처음부터 삶을 바랐던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는가?144)

여희가 처음 타국에 끌려갔을 때에는 슬픔에 차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
에 왕의 후궁이 되어 호위호식하자 눈물을 흘리던 때를 후회했다. 마찬
가지로 처음에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죽은
이후에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했던 과거의 생각을 후회할지도 모
른다.
장자가 보기에 유용함과 무용함 중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는 것, 또한
삶과 죽음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좋다고 여기는 것은 사물에 대한 단편
적 지식만으로 사물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사물의 쓰임을 구분하여 유용함만이 유용하다고 간주하는 분별적
인 지식은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없다. 다음 장은 인간이 분별적인 지식
을 가지게 된 이유를 논한다.

144) 予惡乎知說生之非惑邪? 予惡乎知惡死之非弱喪而不知歸者邪? 麗之姬，艾
封人之子也. 晉國之始得之也，涕泣沾襟. 及其至於王所，與王同筐牀，食芻豢,
而後悔其泣也. 予惡乎知夫死者不悔其始之蘄生乎?「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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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심지(成心智)의 한계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은 옳고 타인의 주장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단
편적인 시각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앎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좁은 식견을 가지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이에 의한 지식은 어떠한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지를
논할 것이다.
1) 성심(成心)의 의미
마음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장자는 마음이 외재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즉 마음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마음에 의해 알 수 있다.145)

또한 마음은 대상의 인식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
할 수 있으므로, 마음은 여러 감정이 생겨나는 곳이자 발출의 기관이기
도 하다. 그런데 마음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지각하지 못
하여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할 수 있다. 마음은 외부
사물에 이끌려 그 원래의 위치를 떠나고 마침내 외부 사물을 좇아 질주
하여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그것의 본성을 함몰시키게 되는데, 이
때의 인간의 심(心)이야말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다.146)
장자가 마음이 기능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알
기 위해 장자의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당대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
어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보자. 장자가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해
145) 有知知者矣.「인간세」 여기에서 知者는 인식기관인 마음을 가리킨다.
146) 徐復觀, 앞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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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심을 가진다면 역으로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고통을 받았는
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장자』에는 천하를 어떻게 다스
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통치자, 높은 직위에 있거나 관
직에 올라 천하를 평정하려 하는 지식인이 왕왕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
들은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 높은 관직에 있다
가 자신의 몸이 상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마음이 위태롭다.
「인간세」에서 섭공자고는 제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두려운 나머지 속
에 불이 나는 듯하여 평소 찾지 않던 얼음을 먹으면서까지 몸에서 생기
는 열을 식히고자 하지 않은가.147)
또한 『장자』 곳곳에는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 것, 죽는 것이 주제로
등장한다. 당시 대규모 전투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운 좋
게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장애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다. 이것은 신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자신이 신체적 장애를 입게 되면 정신적인 괴로움이 가중될
수 있다. 본인 또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언제 팔다리를 잃을지 모르고, 어느 세월에 사회가 안정될 것인지 예상
할 수 없으므로 매사를 노심초사하며 보내게 된다.
이렇듯 장자는 직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주목한다. 장자가 보기에 위와 같이 생겨난 괴로운 마음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선입견에 의해서이다. 장자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모두 억지로 만들어낸 마음임을 깨닫게끔 유도한다.
장자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성심(成心)’이라고 칭한다. 성
심은 언뜻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사람
들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리고 노력의 결과로 성취의 열매를 맺게 되면 기뻐한다. 장자가 활동하
던 시기의 사람들에게 있어 목표 달성의 종류란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
르지 않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부귀를 얻는 것, 높은 지위에
147) 吾食也，執粗而不臧，爨無欲清之人.
「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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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吾朝受命而夕飲冰，我其內熱與！

오르는 것, 이로 인해 난세를 평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장자가 보기에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을 고달프
게 만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장자는 이룸, 성취함을 긍정적으로
만 보는 견해에 대해 반문한다.

도(道)란 작은 이룸[小成]에 의해 숨어버린다.148)
과연 이룸[成]과 이루지 못함[虧]이 있는가? 이룸과 이루지 못함이 없는가?
이룸과 이루지 못함이 있으므로 소씨[昭文]가 가야금을 친 셈이고, 이룸과
이루지 못함이 없으므로 소씨가 가야금을 치지 않은 셈이다. …… 소씨의
아들도 아버지의 가야금 연주를 이어 받아 마치게 되어 결국 이룬 것이 없
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데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비록 나라고 할지라고 이루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룸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사물과 나 또한 이룸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149)

작은 이룸이란 성심(成心)에 의한 것이며, 결국 도는 이루려고 하는 마
음에 의해 숨게 된다. 또한 장자는 이루려는 행위로 인해 결국 성취하였
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가야금 연주가로 유명한 소
문이 가야금을 아름답게 연주하면 그는 성취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
만 소문은 가야금으로 특정 음계를 소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음계를
소리 내지 못했으므로 이루지 못했다고 간주할 수 있지 않은가. 소문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의 기법을 평생 이어받아 연주했으나 이룸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성(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
나 장자는 이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며 성심의 왜곡된 의미를 지적한다.
성심(成心)을 스승삼아 본받으려 하고 성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어불성설에 불과하
148) 道隱於小成. 「제물론」
149) 果且有成與虧乎哉？果且無成與虧乎哉？有成與虧，故昭氏之鼓琴也. 無成與
虧，故昭氏之不鼓琴也. …… 而其子又以文之綸終，終身無成. 若是而可謂成
乎? 雖我亦成也. 若是而不可謂成乎，物與我無成也. 「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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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0) 많은 사람들이 성심이라는 스승이 있는 데에도 삶의 길에서 끊임
없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성심에 의하지 않고 시비를 분별하지 않는
다는 말은 오늘 월나라로 갔는데 어제 이르렀다는 궤변이다.151) 이를 통
해 성심은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잣대를 만들어내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성심(成心)은 무언가를 인위(人爲)적으로 분별하려는 마음이다. 「소요
유」의 송영자와 열자의 마음을 살펴보자. 송영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헐뜯는다고 해서 의
기소침하지 않았으나, 송영자에 대해 아직 미진하다고 칭한 까닭은 그에
게 마음의 내외 및 영욕(榮辱)의 경계를 분별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열자가 아직 미진한 까닭은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조
급하지는 않았으나 바람으로 비유된 행복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남아있었
기 있었기 때문이다.152)
정리하자면 장자의 관점에서 성심(成心)은 자신의 마음에 특정한 틀을
구축하려고 든다는 점에서 부자유스러운 마음이다. 달리 말하면 성심은
억지로 분별을 만들어내어 견고하게 만들어진 마음이요, 따라서 그 틀에
따라 기대려고 하고 얽매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마
음이다. 고정된 마음은 성견(成見)과 선입견을 낳는다. 장자는 이를 쑥
같은 마음으로 칭하기도 했다.153) 쑥은 짧고 구불구불하게 자라므로 마
음이 좁고 곧지 못함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여
겨지는 성심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성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
제를 자세히 파악하도록 한다.

150) 夫隨其成心而師之，誰獨且無師乎？「제물론」
151) 未成乎心而有是非，是今日適越而昔至也.「제물론」
152) 而宋榮子猶然笑之.且舉世而譽之而不加勸，舉世而非之而不加沮，定乎內外
之分，辯乎榮辱之竟，斯已矣. 彼其於世，未數數然也.雖然，猶有未樹也.夫列子
御風而行，泠然善也，旬有五日而後反.彼於致福者，未數數然也. 此雖免乎行，
猶有所待者也.「소요유」
153) 則夫子猶有蓬之心也夫！「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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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심(成心)의 한계
만물을 차별적으로 보게 하는 성심은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
는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 하는 위정자의 마음과 같다. 세상을 잘 통
치하기를 희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등장하는 곳을 몇 군데 살펴보자.
「응제왕」의 천근(天根)은 무명인(無名人)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는다. 그런데 무명인은 그 질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에 굴
하지 않고 천근은 한 번 더 질문한다. 하지만 무명인의 대답은 이와 같
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성심[私]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저절로 다스
려질 것이다.”154)
안회는 위나라로 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 하자 공자는 안회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며 만류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안회
의 성심에 주목해보자. 안회는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고도 위나라 임금
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 차례 제시한다.
그렇지만 공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안회
의 마음이 계속해서 위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인위(人爲)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155)
유가의 주장대로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군주가 먼저 법도에
맞게 행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떠할까? 백성 또한 군주의
행실을 모범삼아 법도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자가 보기에는 이것도 모두 덕(德)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연스
럽지 않은 통치에 해당한다. 통치자가 억지로 세상을 다스려보고자 도모
하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 강을 파려는 꼴이며 모기에게 산을 짊어지게
하는 꼴이다.156)
154) 天根遊於殷陽，至蓼水之上，適遭無名人而問焉，曰：「請問為天下.」無名
人曰：「去！汝鄙人也，何問之不豫也！……」又復問.無名人曰：「…… 而無
容私焉，而天下治矣.」「응제왕」
155) 猶師心者也.「인간세」
156) 肩吾見狂接輿. 狂接輿曰：「日中始何以語女？」肩吾曰：「告我：君人者，
以己出經式義度，人孰敢不聽而化諸！」狂接輿曰：「是欺德也.
其於治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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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심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
키게 되는지 살펴보자. 성심에 의거하면 모든 사물을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게 된다. 사물의 갖가지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의 기
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획일화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
자면 만물을 ‘나’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다
른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성심은 자신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할 것
이라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좋아할 것
이라고 짐작하여 좋아하게 여기게끔 만들려고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기준에서 만물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본인의 기준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예로 정나라 자산(子產)의 사
례를 보자. 재상이라는 관직에 있고 사지가 멀쩡한 자산의 입장에서 아
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다리가 불편한 신도가와 같은 곳에서 동문수학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자산은 신도가와 함께 다니지 않기 위해
자신이 먼저 밖을 나가게 되면 신도가는 안에서 기다리기를 바라고, 신
도가가 먼저 나가게 되면 자신은 조금 기다렸다가 움직이려고 한다. 하
지만 다음날에도 신도가는 자산과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다. 자산은 재
상을 보고서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신도가를 꾸짖는다. 신도가가
대꾸하자 이미 다리가 불편한 상태가 되어 있는 데에도 스스로를 반성하
지 않느냐고 그를 비난한다.157) 자산에게 있어 높은 지위와 온전한 신체
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을 우월한 곳에 위치시키는 잣대인 것이다. 즉
자산은 신도가의 내면을 보지 않은 채 신도가를 재단한 것이다.
「대종사」에서 물건을 어딘가에 숨기고 자만하는 사람의 예를 살펴보
也，猶涉海鑿河，而使蚉負山也.」「응제왕」
157) 申徒嘉，兀者也，而與鄭子產同師於伯昏無人.子產謂申徒嘉曰：「我先出，
則子止. 子先出，則我止.」其明日，又與合堂同席而坐. 子產謂申徒嘉曰：「我
先出，則子止. 子先出，則我止. 今我將出，子可以止乎，其未邪？且子見執政
而不違，子齊執政乎？」…… 子產曰：「子既若是矣，猶與堯爭善，計子之德
不足以自反邪？」「덕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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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는 배[周]를 산골짜기에 숨기고 그 산을 다시 호수에 숨겨 아무도
못 찾게 견고히 숨겼다고 여긴다. 그런데 밤중에 힘 센 사람이 통째로
짊어지고 달아난다. 당사자는 배를 도둑맞은 사실을 모른다.158) 그는 여
전히 자신이 잘 숨겼다고 흡족해 할 것이다. 자산이나 배를 숨긴 자 모
두 자신의 기준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선입견을 가지게 된 까닭은 외부에 의한 영향이기도 하다. 모
든 것을 나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만물을 타인과 사회가 만들
어 둔 가치관에 끼워 맞추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나의 평가 기준
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외부의 기준을 좇아가려고 하다 보면 본인은 타인과 끊임
없이 비교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장자에 의
하면 덕이 상실되는 원인은 명성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159) 임금
은 존귀하고 소치는 사람은 천하다고 하니, 소치는 사람보다 임금을 받
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160) 만일 제 뜻대로 되
지 않아 타인이 자신보다 앞서 나간다고 여기게 되면 심장은 빠르게 요
동칠 것이며 숨은 거칠게 쉴 것이다. 장자는 발뒤꿈치에서 깊이 숨을 쉬
는 진인(眞人)과 달리 일반인은 목구멍으로 잘고 얕게 숨을 쉰다고 표현
하는데, 굴복당한 사람은 그 목구멍이 멜 듯 씩씩거리기 때문이다.161)
이와 같이 부귀와 명예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외부에서 설정
된 가치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이기심에 따르는 행동을
낳는다. 지인(至人)은 그러하지 않으나 범인(凡人)은 자신의 이해관심에
만 치중되어 있다.162)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응제왕」의 계함이라는 무당의 언행을 통해 알 수 있다. 계함은 지인

158)
夫藏舟於壑，藏山於澤，謂之固矣.然而夜半有力者負之而走，昧者不知也.
「대종사」
159) 且若亦知夫德之所蕩 …… 德蕩乎名. 「인간세」
160) 君乎，牧乎，固哉！「제물론」
161) 真人之息以踵，眾人之息以喉.屈服者，其嗌言若哇.「대종사」
162)
齧缺曰：「子不知利害，則至人固不知利害乎？」王倪曰：「至人神矣
：……而況利害之端乎！」「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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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지에 있는 호자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호자가 10일 안에 죽을 것이
라고 성급히 예언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본인을 만난 덕분에 병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찬한다.163) 열자는 인간의 사생존망을 알 수 있는 능
력이 있는 무당을 스승 호자보다 도가 더 지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
나, 호자의 경지가 두려운 나머지 계함은 며칠 후 도망을 가버린다.164)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자는 특정 재주에 얽매여 몸을 수고롭
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165)
자기의 이익손해에 맞추어 꾀를 부리는 것은 곧 덕을 상실하는 것임에
도 사람들은 모른다. 「인간세」에서 안합이 위령공의 태자의 스승의 역
할을 맡아 위나라로 가야 할 때 그는 위령공의 태자를 일컬어 “그의 지
식은 남의 잘못을 알기에 충분할 뿐이며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166) 이는 비단 태자만이 아
니라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다수를 가리켜도 무방한 구절일 것이
다.
장자는 마음이 외부 대상의 목표물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마음을 ‘좌치
(坐馳)’라고 말한다.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이를 좌치(坐馳)라고 일컫는다.167)

이렇게 치닫는 마음은 고요히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치게 된
다. 잠을 잘 때나 깨어나 있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 모두 마음이 불안정
하여 이리저리 흔들린 채 보낸다. 마음이 바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얼
163)「嘻！子之先生死矣，弗活矣，不以旬數矣！吾見怪焉，見溼灰焉.」……「幸
矣！子之先生遇我也.」「응제왕」
164) 鄭有神巫曰季咸，知人之生死存亡，禍福壽夭，期以歲月旬日，若神. 鄭人見
之，皆棄而走. 列子見之而心醉，歸以告壺子，曰：「始吾以夫子之道為至矣，
則又有至焉者矣.」……明日，又與之見壺子.立未定，自失而走.「응제왕」
165) 胥易技係, 勞形怵心者也.「응제왕」
166) 其知適足以知人之過，而不知其所以過.「인간세」
167) 夫且不止，是之謂坐馳.「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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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괴로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절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잠잘 적에는 혼백이 만나 꿈을 꾸고, 깨어나면 육체가 활동하여 대상과 접
촉하니 날마다 마음으로 싸운다.168)
일생을 보내는 것이 치달리는 듯하여 멈추지 못하니 슬프지 않은가! 종신
토록 바쁘면서 그 공을 이룬 것을 보지 못하며 지쳐 돌아갈 곳을 모르니 슬
프지 않은가!169)
당신[혜시]은 마음을 밖으로 치달리게 하여 정력을 지치게 하여 나무에 기
대어 논변하면서 오동나무 책상에 의지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170)

성심(成心)은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본
인을 요동치게 만든다. 성심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하여 본인을 피
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옥죄어 나의 생을 갉아먹게 만든다. 그리
하여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수를 연명하지 못한 채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장자는 오히려 우매하지 않은가 한탄한다.171) 명예, 일, 임
무, 지식을 주된 목표로 삼지 않아야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점
을 사람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이들을 얻기 위해 바깥으로만 마음을 쓴
다.172)

천하에 도가 없을수록 성인은 삶을 중시하여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는
다.173)
당신은 저 사마귀를 모르는가? 그가 팔을 치켜들어 수레에 맞서는데 자기
168) 其寐也魂交，其覺也形開，與接為搆，日以心鬭.「제물론」
169) 其行盡如馳，而莫之能止，不亦悲乎！終身役役而不見其成功，苶然疲役而
不知其所歸，可不哀邪！「제물론」
170) 今子外乎子之神，勞乎子之精，倚樹而吟，據槁梧而瞑.「덕충부」
171) 人之生也，固若是芒乎！「제물론」
172) 無為名尸，無為謀府，無為事任，無為知主.「응제왕」
173) 天下無道，聖人生焉.「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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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니, 이는 자신의 재능이 대단하다고 뽐내다
가 봉변을 당하는 격이다.174)
화(禍)는 땅보다 무겁지만 그것을 피할 줄 모른다.175)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남 앞에서 덕을 가지고 뽐내는 일을!176)

호랑이와 표범의 무늬는 아름답기 때문에 그 가죽을 팔아 넘기고자 하
는 사냥꾼을 불러들이고, 민첩한 원숭이와 삵을 잡는 개 또한 자신의 재
주만을 믿다가 붙들리게 된다.177) 재능을 드러내는 일이 도리어 화를 입
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획일화된 잣
대에 따라 마음을 쓴다.
물론 인간의 성심(成心)이 좌우내외로 치닫고 있는 것만큼 판단준거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고정되지 않은 외부의 변화는 인간 마음이 분별적
인지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아래에서 말하는 ‘기
다린 바’란 곧 변화하는 외재 대상을 의미한다.

지각작용에는 기다린 바가 있은 뒤에야 마땅하니, 그 기다리는 바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178)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인지를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는 까닭은 인
간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태생적 한계란 인간의 마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을 포함한다. 인간
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굳이 알아도 되지 않
은 것에 계속하여 마음을 쏟는 것은 겸허하지 못한 자세이다.
174) 汝不知夫螳蜋乎？怒其臂以當車轍，不知其不勝任也，是其才之美者也.「인
간세」
175) 禍重乎地，莫之知避.「인간세」
176) 已乎已乎，臨人以德！「인간세」
177) 且也虎豹之文來田，猿狙之便執嫠之狗來藉.「응제왕」
178) 夫知有所待而後當，其所待者特未定也.「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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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눈앞에서 서로 교대하여 나타나는 데에도 인간의 지력으로 그 시
작을 알 수 없다.179)
나의 생명은 끝이 있으나 알아야 할 것은 끝이 없으니, 유한한 나의 생명으
로 무한한 앎을 좇으면 위험하다. 이미 이러한데도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뿐이다.180)

인간의 유한한 지력으로 태초의 시작과 끝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것
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유(儒), 불(佛), 도(道) 모두를 포괄
한 동양 사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은 동양의 사상이 모두 현
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Ⅲ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인식은 전체를 포통(包通)할 수 없어 제
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하였다. 인식 체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의 문제점, 마지
막으로 이와 같은 인식의 원인인 성심의 한계까지 지적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한계와 구속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장자가 닫아두고
있지는 않다. 장자가 언어에 한계가 있다고 모든 언어의 사용을 배척해
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분별적 지식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기관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다음의 Ⅳ부부터 인
간 인식의 제한문제를 장자는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79) 日夜相代乎前，而知不能規乎其始者也.「덕충부」
180) 吾生也有涯，而知也无涯.以有涯隨无涯，殆已. 已而為知者，殆而已矣.「양
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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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자의 수양론적 전환
지금까지 기존의 지식은 언어의 한계, 분별적 구분에 대한 한계, 성심
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하
였다. 이번 장은 왜 진인만이 진정한 앎을 밝힐 수 있으며, 이 때 말하는
진지란 무엇을 함의하는가를 논할 것이다.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은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자각하는 순간 장자학은 주체적 수양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이상적 경지에 오른 인간만이 결국
만물을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앎은 곧 밝음
[明]이라고 『장자』에서는 칭한다.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이론을
수양론으로 전환시킨 것이 장자철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1. 진인(眞人)의 체득(體得)
본장에서는 진정한 앎이 발현되기 위해 진인(眞人)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한다. 기존의 앎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므로, 인간의 수
양으로 초점을 변경하여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부단한 수
양이 필요함을 논한다. 인간의 수양은 곧 도(道)와의 일치, 덕(德)의 체
득(體得)을 위한 길을 의미하며, 수양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비움[虛]과
잊음[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래에서 밝힌다.
1) 수양(修養)의 필요성 : 관심의 전환
기존에 지식이라고 일컬어진 것들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면 참된 지
는 어떻게 가능한가? 왜 장자는 진지 이전에 진인의 존재에 대해 말을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진인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장자』에는 깨달음을 얻은 자의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이며 긍정적
인 태도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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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은] 장차 조물자와 벗 삼다가 싫증나면 또 저 큰 새를 타고 천지 바깥
으로 나가 무하유(無何有)의 곳에서 노닐다가 끝없이 넓은 들판에서 산
다.181)
[진인은] 자연의 본성을 타고 온갖 기운의 변화를 거느려 무궁의 세계에서
노니는데 무엇에 의지하겠는가!182)
막고야 산에 사는 신인(神人)은 ……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마시고 이슬
을 먹으며 구름을 타고 비룡을 거느려 사해 밖에서 노닌다.183)
[진인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몰아 사해 밖에서 노닌다.184)

장자는 깨달은 자를 진인(眞人),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으
로 일컫는다.185) 그들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몸을 뉘일 수 있고 그들의 행동은 자유자재하며 거리낌이 없다. 위와 같
은 구절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샘솟는 역동성과 생명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요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중인(衆人)이 보기에는 허풍에
불과하여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진인이 현
실에서 기상천외하고 신비한 요술을 부리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치언(巵言)의 용례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진인의 자유로운 마음이 곧 구름을 타고 새를 타며 용을 부리는 모습으
181) 予方將與造物者為人，厭則又乘夫莽眇之鳥，以出六極之外，而遊無何有之
鄉，以處壙埌之野.「응제왕」
182) 若夫乘天地之正，而御六氣之辯，以遊無窮者，彼且惡乎待哉！「소요유」
183) 藐姑射之山，有神人居焉……不食五穀，吸風飲露. 乘雲氣，御飛龍，而遊乎
四海之外.「소요유」
184) 若然者，乘雲氣，騎日月，而遊乎四海之外.「제물론」
185) 노자가 묘사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천진무구하여 아무런 목적의식도 갖지
않는 ‘갓난아이’였지만 장자는 다르다. 그는 지인이나 진인, 신인과 같은 최
대로 성취된 인간을 인간으로 내세웠다. 그러한 인간은 노자가 요구하는 자
연에 순종하는 종속적인 인간이 아니라, 조물자와 벗하고 천지 정신과 교류
하며 자연을 생명 향유의 장으로 삼는 인간이다. 김충열, 앞의 책,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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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유된 것이다. 특히 깨달음을 얻은 자는 외적인 면에 마음 쓰는 바
가 없으므로 무엇에 의해서도 다치지 않는다는 점이 아래에 잘 표현되어
있다.

[지인(至人)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다치지 않는다.186)
어떤 사물로 지인을 다치게 하지 못하여 홍수가 범람하여 하늘에 이르러도
그를 빠뜨리지 못하고 큰 가뭄에 쇠와 돌이 녹아 흐르고 땅과 산이 불타더
라도 뜨거워하지 않는다.187)
지인은 신과 같아 큰 못가의 숲이 불타올라도 그를 뜨겁게 하지 못하고 황
하와 한수가 얼어붙어도 그를 춥게 하지 못하고 사나운 천둥이 산을 깨고
바람이 바다를 흔들어대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188)
진인(眞人)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뜨거워하지 않는다.189)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진인은 근본을 잃지 않는다.190)

위와 같은 문구 또한 치언(巵言)의 용법을 상기시키며 해석해야 하지,
진인(眞人)이 실제로 깊은 물속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에도 아무
런 외상을 입지 않으며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단편적으로 이
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만큼 이들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에도 불구
하고 다른 곳에 일거수일투족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
령 다리를 하나 잃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그렇
게 되게끔 한 것이라고 진인은 담담하게 말한다.191)
186) 故能勝物而不傷.「응제왕」
187) 之人也，物莫之傷，大浸稽天而不溺，大旱金石流土山焦而不熱.「소요유」
188)
至人神矣：大澤焚而不能熱，河漢沍而不能寒，疾雷破山風振海而不能驚.
「제물론」
189) 若然者，登高不慄，入水不濡，入火不熱.「대종사」
190) 雖天地覆墜，亦將不與之遺.「덕충부」
191) 是何人也？惡乎介也？天與，其人與？ 曰 天也，非人也. 天之生是使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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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인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요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앞에서 지적한 듯이 인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고 한계를 돌파하여 다른 것에
의해 개인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지점에서 인식의 문제가 개체 인간의 수양에 대한 문제로 전환되어야 함
을 장자는 시사하고 있다. 인식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주체는 인간
이고, 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주체 또한 결국 인간이다. 전
국시대의 학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해결 방식으로만 전국
시대의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기 전
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과 수양을 통해 도와 일
치하는 참된 인간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곧 본인의 자각에서 시
작된다. 생명이 유래한 도로 되돌아가는 데에는 여전히 자각을 통해야
하며 자각에서 나온 공부를 통해서야 비로소 육체의 제한을 돌파하여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192) 개인의 인격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여 시비의 다툼마저 승화시키는 인격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어지
러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하면서도 본연적인 과제이다.193) 따라
서 인식에 대한 한계로 인해 인식론적 회의주의나, 나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윤리적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자 철학의
고유한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장자가 이상적 경지에 오른 인간을 계속하여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
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양의 최고의 단계에 오른 진인(眞人), 지인(至
人), 성인(聖人), 신인(神人)뿐만 아니라, 허유, 남곽자기, 왕예, 포정, 안
「양생주」
192) 徐復觀, 앞의 책, 127쪽.
193) 이강수는 수양의 방법을 ‘역추공부’로 일컫는다. “사람의 성품은 물질세계
에서 육신과 물질의 영향을 받아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구정물에 물들어
있다. 그러한 성품을 맑게 하여 본연의 성품을 되찾는 것을 성수반덕(性修反
德)이라고 한다. 성수반덕은 일종의 역추(逆推)공부이다. 그 공부는 형(形)→
성(性)→덕(德)의 환원과정을 거쳐야 하니, 이 과정은 천지만물의 근본인 도
로부터 사람과 만물이 기원하게 된 존재 순서를 역으로 돌이켜 가는 것이
다.” 이강수, 『노자와 장자: 무위와 소요의 철학』,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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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게 심재를 말하는 공자, 거백옥, 지리소, 왕태, 신도가, 여우, 호자 등
과 같은 인물 모두 내적 수양이 지극한 경지의 사람이다. 장자가 이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성심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 얼굴을 붉혀 가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논쟁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성숙한 인간
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는 도(道)를 자신의 몸에서 체득(體得)하여 그것을 구현한
인간이다. 즉 도를 궁극적 실체로 대상화하여 인식하려는 것도 아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지며 판별하는 것에 애를 쓰는
것도 아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내면의 갈고 닦아 도와 일치
하는 위치에 올라 인간과 도의 경계가 전혀 없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먼
저인 것이다.194) 다시 말해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절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으려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
이켜 마음이 충분히 닦여 있는지를 장자는 묻고 있는 것이다.
남을 통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도 내성(內聖)이 먼저이다.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이상적인가를 논쟁하기 이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
람일수록 본인의 내적 완성이 우선이다.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자는 외왕(外王) 이전
의 내성(內聖)을 중시한다.195) 내성은 자신의 마음이 도와 합일된 경지에
이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성해나가는 것에 해당한다. 아래의 글귀는
모두 내성이 먼저이고 외왕이 그 다음 순서임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194) 장자는 ‘진지’를 이룰 수 있는 선재적 조건을 지식론 차원에서 말하지 않
고 인격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 장자는 여기서 생명력의 구체적 실현
자인 ‘주체’의 성숙을 지식을 완성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 이 인
격적 성숙이 전제되어야만 지식의 상대적 분산을 자기 내적인 생명력과 갈
등을 빚지 않게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을 질적으로 고양시키고 자유로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진석, 『저것을 버리고 이것
을: 최진석의 노장 철학 독법』,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고양:
소나무, 2014, 73쪽-74쪽.
195)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道)’는 장자 「천하」편에 등장한다. 유가에서
더 자주 인용되는 ‘내성외왕’은 노장학과 유학 모두 모두 백성의 통치 이전
에 본인의 수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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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나서 중인(衆人)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196)
옛날의 지인(至人)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살핀 뒤에 남을 살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살핀 바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겨를에 포악한 사람의 소
행에 이를 수 있겠는가!197)
성인(聖人)의 다스림이 법으로 밖을 다스리는 것이겠는가? 자기를 바르게
한 뒤에 교화를 행하며,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정할 뿐이
다.198)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인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
치는 위치에 오를수록 자신의 내면 수양을 먼저 힘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용례는 장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으로 은둔하여 자신
의 내면 수양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인간세」 전반에서 깨달은 자가 현실 속의 중인들과 함께 하면서도 자
신의 덕을 그르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응
제왕」에서는 통치자는 외왕 이전에 내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장자가 속세를 완전히 떠난 공부만을 최선의 방법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장자』는 지식의 인식에서 인간의 내면적 수양으로 관심을
전환시켰다. 수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
을 요구한다.199) 어느 날 아침에 툭 터져 시비생사를 넘은 경지에 도달
196) 幸能正生，以正眾生.「덕충부」
197) 古之至人，先存諸己，而後存諸人. 所存於己者未定，何暇至於暴人之所行！
「인간세」
198) 夫聖人之治也，治外乎？正而後行，確乎能其事者而已矣.「응제왕」
199) 장자가 이상으로 하는 ‘지인’과 ‘진인’, ‘신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붕의 비
상과 같은] 성장과 전화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자기 확대를 꾀해야 하며, 또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과
속박이 따르므로 다시 이를 슬기롭게 풀어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최고의 정신 경지를 추구해 승화할 수 있으며, 그렇게 최고의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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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그 이전부터 일정 기간의 지속적인 수양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류 개체의 생명은 이런 무제한의 세계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여러 가지의 제한·속박과 질곡에 대해 준비해야, 비로소 이
런 무한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200)
『장자』에는 쉼 없는 내성(內聖)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사
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열자는 호자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후 삼 년
간 바깥에 나가지 않고 내공을 쌓는다.201) 포정은 소를 보지 않고 풀어
낼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 소를 보며 풀어내는 삼 년 간의 노력이
필요했다.202) 19년간 사용된 포정의 칼은 방금 숫돌에서 갈아낸 것처럼
예리하였으나, 여전히 포정은 소의 뼈가 얽힌 곳에 이를 때마다 어렵게
느껴 두려운 듯 경계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203) 공자는 배
움을 청한 숙산무지에게 신체가 이미 불구가 된 이후에 찾아와 무슨 소
용이 있겠느냐고 면박을 주었다가, 반대로 숙산무지에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공자는 “다리를 잃은 숙산무지는 배움에 힘써 이전 행동의
잘못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형체가 온전한 사람은 더욱 스스
로를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한다.204) 위의 열자, 포
정, 공자의 예는 내성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도달하기 위한 정신 경지가 지극히 높을수록 부단한 노력의 시간
을 공부에 쏟아야만 수양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음을 대붕의 사례를 통
해 알 수 있다. 배 아래에 물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는 것처럼, 바람이 대붕 밑에 두껍게 쌓이지 않으면 대붕을 실을 힘을
에 이른 뒤에 다시 그것을 무궁한 경지로 전화시켜 절대 정신의 향유를 누
릴 수 있다. 김충열, 앞의 책, 258쪽.
200) 方東美, 앞의 책, 345쪽.
201) 然後列子自以為未始學而歸，三年不出.「응제왕」
202) 始臣之解牛之時，所見無非牛者. 三年之後，未嘗見全牛也.「양생주」
203) 是以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雖然，每至於族，吾見其難為，怵然為戒，視
為止，行為遲.「양생주」
204) 孔子曰：「弟子勉之！夫無趾，兀者也，猶務學以復補前行之惡，而況全德
之人乎！」「덕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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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한다. 붕새가 구만리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래 구
만리 두께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205) 장자는 백릿길을 여행하는 사람
은 밤새워 방아 찧어 식량을 마련해야 하고, 천릿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석 달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206) 가까운 곳에
잠깐 다녀오는 사람은 미리 준비할 것이 많지 않으나, 먼 곳에 가야 하
는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물며 진인에 이르고자 하는
과정은 지난하고도 먼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곤에서 변화한 대붕이 북
명에서 남명으로 여섯 달을 내리 나는 것은 지속적인 내적 수양의 중요
성을 잘 보여준다.
지인(至人)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과정은 너무 성급하거나 조
급해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셈이고, 달걀을 보고
서 다 자란 닭을 구하려 드는 것이고, 탄알을 보고서 아직 잡히지도 않
은 올빼미를 구워 먹으려 드는 셈이다.207) 무당을 보고 넋이 나간 열자
는 무당이 스승 호자보다 높은 도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스승은 열자에
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도의 표면[文]만을 다해주고 아직 그 실
질[實]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는 이미 도를 터득했더냐?”208) 도의 실질
을 익히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서 성급히 도를 깨달았다고 자부하여
사물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해버리는 것 또한 아직 성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지인(至人)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내면의 공부는 결코 쉬운 과
정이 아니다. 사람에게 부려져 거짓을 꾸밀 수 있는 것은 쉽지만 하늘에
부려 거짓을 꾸미는 것은 어려우며, 날개가 있어 나는 것은 쉽지만 날개
없이 나는 것은 어렵고, 인식기관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쉬우나 인
식기관 없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렵다.209) 여기에서 ‘하늘에게 부림을 받
205) 風之積也不厚，則其負大翼也無力. 故九萬里則風斯在下矣.「소요유」
206) 適莽蒼者三飡而反，腹猶果然. 適百里者宿舂糧. 適千里者三月聚糧.「소요
유」
207) 且女亦大早計，見卵而求時夜，見彈而求鴞炙.「제물론」
208) 壺子曰：「吾與汝既其文，未既其實，而固得道與？」「응제왕」
209) 為人使，易以偽. 為天使，難以偽.聞以有翼飛者矣，未聞以無翼飛者也. 聞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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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날개 없이 나는 것’, ‘심지 없이 아는 것’은 모두 범인이 쉽게 달
성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사
람마다 모두 도달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지, 혼자서 독특하게 초월하
여 성취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인간이 아니다.210)

덕(德)으로써 사물의 본래적인 성향에 따른다는 것은 발을 가진 사람이 언
덕에 오르듯이 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참으로 고달프게 걸어야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211)

장자는 내적인 성숙에 집중하는 것을 사람이 언덕을 오르듯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덕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만물
에 통할 수 있으며, 단지 그 덕을 닦았느냐 닦지 않았느냐에 차이가 있
을 뿐이다.212) 열자는 무당을 좇은 자신을 뉘우친 후 삼 년 간 두문불출
하여 아내를 도와 밥을 짓고 돼지를 치는 데 사람을 기르듯이 한다.213)
수양이란 밥을 짓고 돼지를 치는 것처럼 일상생활과 결코 유리되어 있지
않으며, 인식의 한계에 대한 자각 이후의 내성적 수양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본 절에서 『장자』의 인식론적 한계는 곧 자신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
고 있는 개개인의 내적 수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앎이 가능하기 이전 왜 진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장자가 「대종사」에서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
이 이제 마련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장자는 개인의 내적 수양이란 구체
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계속된다.

有知知者矣，未聞以無知知者也.「인간세」
210) 方東美, 앞의 책, 364쪽 및 366쪽.
211) 以德為循者，言其與有足者至於丘也，而人真以為勤行者也.「덕충부」
212) 『장자Ⅰ』, 이강수, 이권 옮김, 288쪽.
213) 為其妻爨，食豕如食人.「응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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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양(修養)의 의미 : 도(道)와 덕(德)의 합일
장자에게 있어 내적 수양이란 곧 도(道)와 합일되는 경지를 위한 노력
이다.214) 도와 합일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부단한 수양을 통해 계속해
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
한 도와 완전히 합일되는 경지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분별을 낳
지도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논리대로 도를 세세하게 말로 설명하려 하
며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하려는 태도는 결국 도와 일치하지 못한 삶이라
고 볼 수 있다.
도와 합일된 상태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체득(體得)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흔히 중인은 ‘도란 무엇인가?’, ‘도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
214) 노자의 도(道) 개념이 각 제자학파들이 내세우는 최고 개념보다 한층 상
향시키면서도, 결국 그들이 주장한 최고 개념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하는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김충열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
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매달리고 의지하던 최고 개념을 파괴시키려면 그보다
상위에 위치할 수 있는, 더욱 큰 권위를 담은 개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자는 특별히 ‘도’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그것으로 모든 개념을 포괄하여
제압하거나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 그러면 노자의 도야말로 그 어떤
개념보다 절대적이요 주재적인 것이 아닌가? 지고유일한 신도, 만물 생성의
근원인 천지도 모두 도 아래에 위치한다면 그런 도야말로 더욱 권위 있는
신이요 근원이 되지 않겠는가? 신이니 천지니 하는 개념들이 사람들을 관념
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신과 천지 개념에서는 해방되었을지 모르나 이내 더 강력
한 도라는 개념에 속박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 즉 도의 횡포를 불식시
키기 위하여 노자는 최고 개념에 위치시켰던 도를 다시 최하위 개념으로 환
원시켰다. 그것이 ‘박(樸)’의 개념이다. 그리하여 도는 포괄자는 될지언정 절
대적인 유일자나 주재자 혹은 초월자는 되지 않는다.” 김충열, 앞의 책, 115
쪽. 『장자』 또한 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동곽자의 질문에 귀천을 불구하
고 오물더미와 같이 모든 곳에 도가 깃들어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위의
글을 참고할 만하다. 물론 김충열은 노자의 도와 장자의 도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자의 ‘도’와
‘자연’은 기계적이고 수리적이고 무목적적인 데 반해, 장자의 ‘도’와 ‘천(자
연)’은 생명이 솟아나는 광장으로 예술적이고 정신적이며 심지어 이성적이기
까지 하다. 그래서 장자의 ‘천’은 순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
고 그것과 노닐고 그것의 정신과 왕래하며 벗할 수 있는 생명 향유의 대상
이기도 하다”. 같은 책, 250-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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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의 질문을 쉽게 하기 마련이다. 「지북유」 첫 장에는 이와 유사한
물음을 던지는 의인화된 지(知)가 등장한다.

지(知)는 무위위(無爲謂)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소. 어
떻게 사려해야 도를 알 수 있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입어야 도에 편안
히 머무를 수 있소? 무엇을 따르고 어떤 방법이라야 도를 얻을 수 있소?”
지는 세 번 질문하였으나 무위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215)

지는 도를 쉽게 얻고자 하여 가장 간편한 방법인 언어로 묻고 언어로
대답해주기를 기대하는 범인과 흡사하다. 그러나 무무위는 대답하지 않
는데, 도의 전부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도를 말로 설명하여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편의
구절이다.

대도(大道)는 지칭할 수 없으며, 대변(大辯)은 말할 수 없다.216)
도(道)는 …… 억지로 함이 없고[無爲] 형태가 없다[無形]. 따라서 도를 전
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 없고 얻을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다.217)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란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설명할 수 없다. 도를 받거나 볼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귀나 눈과
같은 감각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도를 전하고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최종적으로는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
도록 노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215) 知謂無為謂曰：「予欲有問乎若. 何思何慮則知道？何處何服則安道？何從何
道則得道？」三問而無為謂不答也. 非不答，不知答也.「지북유」
216) 夫大道不稱，大辯不言. 「제물론」
217) 夫道，……無為無形. 可傳而不可受，可得而不可見.「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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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 또한 심오한 것을 다룰수록 함부로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
해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통행본 『도덕경』은 1장에서부터 언어가
도의 진면목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는 불완전한 수단임을 먼저 지적한
다.218) 언어의 유한성에 대해 『도덕경』는 이렇게 지적한다. 말로 표현
할 수 있는 도는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219) 따라서 도와 관계한 대변
(大辯)일수록 어눌해 보이는데,220) 그 이유는 말이 전부가 아닌 가르침이
기 때문이다.221)
도는 언어라는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를 명사와 같
은 개념어로 한정지을 수 없다. 길은 걸어 다녀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물
은 그렇게 일컬어져서 그렇게 불리는 것일 뿐이다.222) 마찬가지로 도 또
한 한시적인 이름이지 도에게 붙어져 있는 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따라
서 장자는 말한다. 이름은 실질의 손님에 불과하다.223) 도를 무엇이라고
이름붙일 수 없다.224) 『도덕경』 또한 말한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
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225) 도는 항상 그러한 이름이 없으며,226)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다.227)
깨달음의 극치에 있는 진인(眞人)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언어를 통
해 개념을 구사하는 것은 특정적으로 한정되므로 말을 아껴야 한다. 따
라서 성인은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228) 또한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218)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 강의』, 100쪽. 여기에서 통행본
『도덕경』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기존의 왕필본 이외에 『도덕경』의 판본
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73년 중국 장사 마왕퇴의
묘에서 출토된 백서본은 통행본 38장이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고, 마찬가지
로 한비자가 『도덕경』을 주해한 『한비자』의 「해로」 또한 통행본 38장
의 해설로 시작된다.
219) 道可道，非常道. 『도덕경』1장
220) 大辯若訥. 『도덕경』45장
221) 不言之教. 『도덕경』43장
222) 道行之而成，物謂之而然.「제물론」
223) 名者，實之賓也.「소요유」
224) 彼何人者邪？……無以命之.「대종사」 이 때의 命은 名으로 해석한다.
225) 名可名，非常名.『도덕경』1장
226) 道常無名.『도덕경』32장
227) 繩繩不可名.『도덕경』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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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지 않고 아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실정을 있
는 그대로 전하지 말로 과장하여 전하지 않으면 온전함에 거의 가깝
다.229)

천지의 밖에 대해서 성인(聖人)은 유보하고 기술하지 않으며, 천지의 안에
대해서 성인은 기술하지만 논의하지 않고, 역사책에서 경세(經世)에 관한
선왕의 뜻에 대해서 성인은 논의하지만 논쟁하지 않는다.230)
모르는 곳에서 멈출 줄 알면 지극하다. 누가 말하지 않는 논변과 말하지 않
는 도를 알겠는가?231)

이와 같이 도를 체득한 사람은 천지의 밖, 삶의 시종과 같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말로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내적 체험을 통해 자연
스럽게 우러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장자』에 등
장하는 애태타와 왕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애태타는 용모가 추악
하지만 남녀노소 그를 보면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왕 또한 그를 재상으로
삼고 싶어 한다.232) 애태타가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233)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
을 내세우지 않으며 그의 지식은 사방을 넘지 않지만 남녀가 그 앞에 모
여든다.234) 따라서 애태타는 말이 없는데도 신임을 받는다.235)
한편 왕태는 다리가 잘린 사람이지만 왕태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공자
228) 聖人無名.「소요유」
229) 其常情，無傳其溢言，則幾乎全.「인간세」
230) 六合之外，聖人存而不論. 六合之內，聖人論而不議. 春秋經世，先王之志，
聖人議而不辯.「제물론」
231) 故知止其所不知，至矣. 孰知不言之辯，不道之道？「제물론」
232) 衛有惡人焉，曰哀駘它. 丈夫與之處者，思而不能去也.婦人見之，請於父母
曰『與為人妻，寧為夫子妾』者，十數而未止也.……國無宰，寡人傳國焉.「덕
충부」
233) 未嘗有聞其唱者也，常和而已矣.「덕충부」
234) 和而不唱，知不出乎四域，且而雌雄合乎前.「덕충부」
235) 而寡人信之.「덕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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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리만큼 많고 공자는 그를 성인으로 추앙한다.236) 왕태는 서서 가르
치지 않고 앉아서 의논하지 않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가서 가득 채워 돌아온다.237) 그는 말 없는 가르침을 펴서 겉으로 보이
지 않지만 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준다.238) 이들의 사례를 통해 진인
은 말의 한계를 알고 무언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경』 또한 말없는 가르침을 보이는 성인에 대해 말한다. 성인은
무위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보인다.239) 따라서
『도덕경』은 이렇게 제안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에 부합한다.240)
또한 궁극적으로 도는 하나이나 그것을 도라고 언급하는 순간 도는 언
어로 지칭된 도와 구분되어 둘로 나뉘며, 그 둘에 다시 언어가 개입하면
다시 구분되어 셀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241) 도는 나뉘지 않은 전
체이며 전체는 만물을 포통(包通)하지 구분하지 않는다.242)

도는 경계가 있은 적이 없다.243)
도는 통하여 하나가 된다.244)
236) 魯有兀者王駘，從之遊者，與仲尼相若.……仲尼曰 夫子，聖人也.「덕충
부」
237) 立不教，坐不議，虛而往，實而歸.「덕충부」
238) 固有不言之教，無形而心成者邪？「덕충부」
239) 是以聖人處無為之事，行不言之教『도덕경』2장
240) 希言自然.『도덕경』23장
241) 既已為一矣，且得有言乎？既已謂之一矣，且得無言乎？一與言為二，二與
一為三. 自此以往，巧歷不能得，而況其凡乎！「제물론」
242) 1958년 모종삼, 서복관, 장군매, 당군의가 「중국문화선언(중국문화에 관
해 세계의 인사들에게 알리는 선언)」을 내보일 때 그들은 서양과 상대적으
로 비교될 수 있는 중국 문화 및 사상의 특성으로 ‘일원성(一原性)’ 또는 일
‘본성(一本性)’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곧 근본이 하나라는 도(道)와 맥
락이 연결되어 있다. 식물과 동물 등 유기체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
리 또는 원시세포에서 출발하듯이, 곁가지인 주변부보다 근본을 중시해야 한
다는 점은 중국 철학의 특질로 꼽을 수 있다. 이 글의 전문은 牟宗三, 『中
國哲學的特質』, 김병채 외 옮김, 『모종삼 교수의 중국철학 강의』, 서울:
예문서원, 2011, 부록을 확인하면 된다.
243) 夫道未始有封.「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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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경계가 있은 적이 없고 분별되지 않은 하나인데 나뉘게 된다면
근본에서 더욱 멀어져 사족을 덧붙이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조삼모사의
고사로 유명한 「제물론」의 구절을 살펴보자.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준다고 하자 원숭이는
화를 낸다. 그런데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준다고 하자 원숭이는 기
뻐한다. 전자와 후자의 도합은 일곱 개로 결국 같으나 원숭이와 같이 아
직 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는 같음을 모른다.245)
가는 풀줄기를 드는 것과 큰 기둥을 드는 것, 추악한 여인과 아름다운
서시(西施), 기이함과 괴상함은 겉으로 구분되어 보일지 모르나 도에 통
하면 결국 하나이다.246) 죽음과 삶, 가난함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비난과 칭찬,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또한 마찬가지로 도의 입장
에서 보았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247) 장자는 앞에 나열된 두 대립항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묻는다. 도라는 더 넓은 관점에
서 보았을 때에 사실 같은 것의 이면일 뿐이지만 범인들의 짧은 생각으
로 둘을 차별하여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취하려
고 애를 쓴다. 장자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은 도의 변화에 해당하지 개별
적으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248)
장자는 사물을 나누어보지 않는 도의 특성을 ‘도추(道樞)’와 ‘환중(環
中)’으로 표현한다.249) 도추는 도의 지도리이며 환중은 원의 가운데를 지
244) 道通為一.「제물론」
245) 勞神明為一，而不知其同也，謂之朝三. 何謂朝三？曰狙公賦芧，曰：「朝三
而莫四.」眾狙皆怒. 曰：「然則朝四而莫三.」眾狙皆悅.「제물론」
246) 故為是舉莛與楹，厲與西施，恢恑憰怪，道通為一.「제물론」
247) 死生存亡，窮達貧富，賢與不肖，毀譽饑渴寒暑，是事之變，命之行也.「덕
충부」
248) 이와 관련하여 도덕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Ⅴ. 장자의 도덕교육적
함의 - 2. 탈분별(脫分別)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249) 도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도추(道樞)는 일체 사
물과 사건의 중추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물들이 아무리 무궁하게
변할지라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수, 앞의 책,
161쪽. “도추(道樞)로서 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남이 없는 원만함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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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는데, 이는 도란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중심과 같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도는 시비(是非), 미추(美醜), 대소(大小), 장단(長短), 몽
각(夢覺), 생사(生死,) 시종(始終), 귀천(貴賤), 피차(彼此), 호오(好惡), 현
우(賢愚), 유용(有用)과 무용(無用) 등과 같이 사물을 특정 관점에서 구
분하려 하지 않는다. 즉 대립된 것 같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하나로 바
라볼 수 있다.

저것과 이것의 대립을 해소한 경지를 일러 도추(道樞)라고 하는데 도추를
얻게 되면 바로 환중(環中)이며 이로써 무궁한 변화에 응한다. 이것도 하나
의 무궁한 변화라면 저것도 하나의 무궁한 변화이다.250)

모든 것은 끝없는 변화임을 알아차리는 관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저것과 분별된 이것만이 아니며, 저것 또한 이것과 분별된 저것
만이 아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
에서는 이것이 되겠지만, 그 사물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것이 아니라 저것이 된다. 그 물건이 이것으로 불려야 옳은지 저것으로
불려야 옳은지 굳이 다툴 필요가 없다. 저것으로 불릴 수도, 이것으로 불
릴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물건은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것을 바라보는 사람 또한 다른 위치로 옮겨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것이 될 수도 저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 또한 이것이 될 수도 저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것과 저것의 구분을 모두 초
서 차별은 생기지 않고 무궁 그대로이다.” 류성태, 『동양의 수양론』, 서울:
학고방, 1996, 457쪽. “균(鈞)은 일종의 돌아가는 쟁반이다. 쟁반은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축이 ‘추(樞)’이다. 자연계와 사회적 제도는 변동 가
운데에 있어서 마치 하나의 ‘쟁반’과도 같으니 ‘천균(天鈞)’이라고 일컬었다.
이 ‘천균’의 축을 ‘도추(道樞)’라고 한다. ‘성인’은 ‘도추’의 입장에 서 있으므
로 피차의 시비를 따라 뱅뱅 돌지 않는다. 즉, ‘천균 속에서 쉰다’는 말이다.”
馮友蘭, 『중국철학사신편 Ⅱ』, 馮友蘭 저, 박성규 역,『중국철학사』, 서울:
까치, 1999, 374쪽에서 재인용.
250) 彼是莫得其偶，謂之道樞.樞始得其環中，以應無窮.是亦一無窮，非亦一無窮
也.「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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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해소할 수 있는 무궁한 경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사물을 나
누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통하는 것이다.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으며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저쪽에서 보면 이쪽
이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
고 이것은 저것에서 비롯된다. 저것과 이것은 동시에 생겨나는[方生] 말이
다.251)

진인은 양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인은 좋아하는 것도 하나이
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같은 하나이므로, 하나는 같은 하나이며 하나가
아니라고 해도 같은 하나이다.252) 이렇듯 평행선을 달려 결코 만나지 않
는 듯 대립되어 보이는 양쪽을 모두 조화시키는 것을 장자는 ‘양행(兩
行)’이라 일컫는다.

성인은 시비를 조화하여 하늘의 고름[天鈞]에서 쉬니 이를 일러 양행(兩行)
이라고 한다.253)

포정은 소를 갈라낼 때 19년 동안 한 칼을 사용했으나 그 칼은 숫돌에
서 방금 갈아 나온 듯 예리하다. 그러나 다른 소잡이는 그렇지 않다. 솜
씨 좋은 백정은 일 년에 한 번 칼을 바꾸고 보통의 백정은 매달 칼을 바
꾼다. 그들은 살을 당겨 자르는 방법 및 뼈를 쪼개어 꺾는 방법 등 소를
구성하는 부분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쓰기 때문이다.254) 하지만 포정은
소를 전체로 바라보아 틈새 사이에 칼을 놀려 소를 해체시킨다. 포정이

251) 物無非彼，物無非是. 自彼則不見，自知則知之.故曰：彼出於是，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제물론」
252) 故其好之也一，其弗好之也一. 其一也一，其不一也一.「대종사」
253) 是以聖人和之以是非，而休乎天鈞，是之謂兩行.「제물론」
254) 良庖歲更刀，割也. 族庖月更刀，折也. 今臣之刀十九年矣，所解數千牛矣，
而刀刃若新發於硎.「양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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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가르는 것은 도에 따른 것이므로 기술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다.255)
한편, 장자는 도의 관점뿐만 아니라 도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
간의 경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도를
얻은 인간은 덕(德)이 충만한 자이다. 덕이란 만물에 내재하는 도이며 만
물의 본성에 해당한다. 만물의 입장에서는 도를 부여 받았으므로[得] 덕
(德)으로도 불릴 수 있다.256)

오직 통달한 사람이라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안다. …… 통한다는
것은 곧 얻음이니 얻음에 이르면 거의 가까워진다.257)

만물의 본성으로 대변되는 덕(德)은 도(道)와 질적인 차이가 없다. 성
심에 의해 잠시 어그러진 인간의 마음은 애초의 도와 동일시되도록 하는
내적 수양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체득(體得)이며 덕(德)의
체화(體化)이다. 곧 진인은 인간과 도의 하나됨, 즉 도와 동화되는 경지
인 것이다. 즉 도를 득하는 것이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화·평정시켜주
고, 자기가 하는 일에 능통해지는 실질적 삶의 길을 닦는 것이다.258)
한편 장자는 도를 천(天) 또는 자연(自然)으로 가리켜 말하기도 한
다.259)
255) 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양생주」
256) 장자의 도(道)와 덕(德), 성(性)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덕은
바로 얻음[德]이니 도가 사물에 깃든 생명력이다. 도는 덕의 근본이고 우리
이 삶은 덕의 표현이며, 성은 삶의 바탕을 이룬다. 장자의 경우 본성에 해당
하는 개념으로 ‘덕(德)’과 ‘성(性)이라는 두 개념을 갖고 있다. 구체적 형체가
아직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덕이라 하고, 형체가 생겨 형체의 법칙이 되는
것을 본성이라 한다. …… 만물을 만물이게끔 하는 것이 도이며 만물에 깃들
어 개체 차원에서 각 개체를 개체이게 하는 것이 덕이고, 이미 존재하여 구
체적 생명의 형태를 지닌 다음에는 본성[性]이라 한다. 사물이 도에서 받아
가지고 태어난 힘이 덕이며 모든 사물은 이 덕을 받아서 생겨난다. 이 덕이
개체 내에 내재하면 이를 본성[性]이라 부른다.” 김병환, 앞의 책, 120쪽.
257) 唯達者知通為一，為是不用而寓諸庸.……通也者，得也. 適得而幾矣.「제물
론」
258) 김충열, 앞의 책,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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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自然)은 나의 형체를 이루어주었다.260)
도(道)가 얼굴의 모습을 갖춰주고 천(天)이 형체를 주었다.261)

따라서 『장자』에서 도(道), 덕(德), 천(天)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장자는 주로 인생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문제들
을 말하여 도, 천을 모두 인생의 정신 경지로 변화시켜 성취하였으며, 따
라서 삼자(三者)는 항상 하나의 계에 속하여 서로 호용 관계에 있는 명
사이다.262) 인간의 형체와 같은 겉모습은 다른 것처럼 보이나 모두 덕으
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형은 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이
런 맥락에서 우리의 몸은 덕의 표현이다. ‘얼굴빛에 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고정관념에 갇혀 성심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이 도의 파생으로 생각하
지 않고 구분하려고 애를 쓴다. 많은 사람들은 덕과 형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파생된 것처럼 이해하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분
하는 시각을 보인다. 등이 굽든 다리 하나를 잃었든 손가락이 여섯 개이
든 간에 덕(德)에 의해 형성된 형(形)이므로 장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
다. 덕이 뛰어나면 형체에 대해서는 잊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잊을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는데, 이것이 정말로 잊는 것이다.263)
잊지 말아야 할 바란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든 덕을 통해 하나로 통한
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의 형체는 셀 수
없이 변화하여 끝이 있었던 적이 없다.264)
259) 장자는 늘 ‘천(天)’이라는 글자로써 원래의 ‘도(道)’자의 의미를 대신하였
다. 徐復觀, 앞의 책, 110쪽.
260) 夫大塊載我以形.「대종사」 성현영은 大塊를 자연(自然)으로 해석하므로
이를 따른다.
261) 道與之貌，天與之形.「덕충부」
262) 徐復觀, 앞의 책, 115쪽.
263) 故德有所長，而形有所忘，人不忘其所忘，而忘其所不忘，此謂誠忘.「덕충부」
264) 若人之形者，萬化而未始有極也.「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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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는 얻는[德] 것이고 얻음은 곧 덕(德)이다. 아래의 구절에 ‘그것
을 얻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말은 도이고 도는 곧
얻음이며 얻음은 곧 덕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희위씨가 그것을 얻어 천지를 열었다. 복희씨가 그것을 얻어 만물 생성의
근원과 하나가 되었다. 북두칠성이 그것을 얻어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다.
해와 달이 그것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았다. ……265)

그런데 여기에서 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외재 대상을 배워 익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Ⅲ부에서 인식의 한계를 논할 때
지적하였다. 「대종사」에 나오는 남백자규는 나이가 많은데 에도 얼굴
빛이 어린아이와 같은 여우에게 도를 배울 수 있느냐고 묻지만 여우는
“어찌 가능한가?”하고 대답한다.266) 학문을 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올리
는 것이지만 도를 얻는 것은 덜어내는 것이다.267) 「지북유」 또한 생각
함이 없어야 도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은가.268) 그렇다면 얻음은 구체
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절에서는 개인의 자각적 깨우침과 내성(內聖)에 대한 관심이 필
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내성은 결국 도(道)와 덕(德)이 일치된 삶을
위한 내면의 수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 절은 도를 터득
하여 덕이 충만한 인간의 수양이란 어떠한 방법과 단계를 취하는지 살펴
본다.

265) 豨韋氏得之，以挈天地. 伏犧氏得之，以襲氣母. 維斗得之，終古不忒. 日月
得之，終古不息. ……「대종사」
266) 南伯子葵問乎女偊曰：「子之年長矣，而色若孺子，何也？」曰：「吾聞道
矣.」南伯子葵曰：「道可得學邪？」曰：「惡！惡可！」「대종사」
267) 爲學日益 爲道日損.『도덕경』
268) 無思無慮如知道. 「지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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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양(修養)의 방법 : 비움[虛]과 잊음[忘]
기존의 지식은 도의 관점에서 제한적이고 분별적이다. 외부에서 일어
난 사건을 두고 옳고 그름을 변별한 후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상대방
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장자에게 있어서는 내성에 집중하여 본인의 정신
적 경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외물은 끊임없이 변하며 외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계속해서 변화한다. 도를 터득하기 위해 우
리는 외부를 향해 좇으려는 습성을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내구(內求)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장자는 다시 인간의 ‘마음’으
로 눈을 돌린다.269) 시각장애인이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없고 청각장애
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없는 것처럼, 마음도 제 기능을 하
지 못하면 제대로 알 수 없다.270)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오염된 마음을
본래의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래의 인용문을 살
펴보자.

마음을 비우고 갔다가 가득 채워서 돌아온다.

271)

저기 텅 빈 곳을 보면 빈 마음에 도가 생겨 환해지니 좋은 복이 거기에 머
무르게 된다.272)
269) 장자는 성심(成心)과 같은 인간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마음의
모든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方東美는 장자의 입장에서 마음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는 비록 신체적·감관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신체적 구조는 오히려 독특한 기구 즉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
으로 말미암아 신경 대뇌의 작용을 발생시키고, 사상을 창조하며, 다시 사상
의 사상과 여러 가지 가능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方東美, 앞의 책, 349쪽.
마음을 닦는 수양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인 마음의 수양 방법에 대해서는 곧 후술될 것이다. 물론 마음
을 닦는 것을 수양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맞으나, 마음에서 비롯된 수양을
최종 목표로 두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 뒤에 함께 소개될 것이다.
270) 瞽者無以與乎文章之觀，聾者無以與乎鍾鼓之聲. 豈唯形骸有聾盲哉？夫知亦
有之.「소요유」
271) 虛而往，實而歸.「덕충부」
272) 瞻彼闋者，虛室生白，吉祥止止.「인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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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와 합일된 인간은 곧 덕(德)이 충만한 인간이며 이는 곧 진인(眞
人)의 마음처럼 비웠을 때[虛] 가능하다. 개인의 마음이 성심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때에는 도에 동참할 수 없으나, 인간의 마음을 비우는 수양은
도(道)와 일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장자가 도를 ‘얻는다’고 말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
으며, 위에 인용된 것처럼 ‘비움[虛]’으로써 얻는 것이다. 앞 절에서 도는
학습과 채움을 통해 배울 수 없으므로 편파적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얻
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를 얻는 방법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각종의 분별
을 잊는[忘] 것이다. 따라서 비움의 수양은 곧 잊음의 수양과 다르지 않
다. 이것이 바로 호자가 열자를 꾸짖을 때 말했던, 도의 표면이 아닌 도
의 실질을 익히게 하는 방법이다.273) 물론 심신을 허정(虛靜)하게 하는
수양적 차원은 내구(內求)를 위한 반복적인 노력의 과정이므로 단순히
소극적인 공부 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274)
여기에서 잊음[忘]에 대한 수양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
다. 첫 번째는 외부 대상을 인식해서 갖가지 사물을 분별하려는 자세를
잊어야 하는 것이다. 도란 시청각기관과 같은 감각적 인식기관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으며 맛을 보고 음악을 들어 소리를 알아채
는 방법으로 도를 터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진인은 먹을
때 맛없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75) 진인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으나 바
깥의 모습과 소리에 개의치 않아 보거나 듣지 않게 된다.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외면하면 귀신도 찾아
와서 살 것인데 하물며 사람도 그러하지 않겠는가!276)
273)
274)
는
275)
276)

吾與汝既其文，未既其實，而固得道與？「응제왕」
류성태, 앞의 책, 439-440쪽. 아울러 그는 “심재와 좌망을 소극적으로 있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처세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古之真人……其食不甘.「대종사」
夫徇耳目內通而外於心知，鬼神將來舍，而況人乎！「인간세」

- 85 -

위 구절에서 장자는 바깥의 것을 좇으려 하는 이목(耳目)을 안으로 통
하게 하고, 분별적 인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외면하게 하는 수양 방법
을 제시한다. 이것은 감각기관과 마음이 외부적 사물을 변별하여 받아들
이는 작용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각종 외부의 것들에 대한 인식을 멈추어야 한다는 장자의 수양론은 포
정이 삼 년 후 소의 몸체가 보이지 않아도 소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내
용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지에 도달한 포정은 눈으로 소를 보
고 소를 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수양 이후에 감관과
지각 작용은 멈추었으나 포정은 소를 풀어낸다.277) 이렇게 포정의 해우
(解牛)는 단순히 감관을 가지고 연마하는 기술의 갈고 닦음에서 비롯되
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비움 또는 잊음은 단순히 감각적 작용을 끊어내는 데에서 그치
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마늘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극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이는 제사를 지낼 때의 재계에 해당
하지 마음의 재계가 아니라고 말한다.278) 공자는 ‘심재(心齋)’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79)

너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
고 기(氣)로 들어라. 귀는 듣는 데서 멈추고 마음은 외부 사물과 접촉하는
것에서 멈출 뿐이다. 그러나 기는 허(虛)하므로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

277) 三年之後，未嘗見全牛也. 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止而神欲
行.「양생주」
278) 顏回曰：「回之家貧，唯不飲酒不茹葷者數月矣. 若此，則可以為齋乎？」
曰：「是祭祀之齋，非心齋也.」「인간세」
279) 심재는 마음 속의 욕념을 씻어내어 허령불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마음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물든 성향을 씻어내려 버리
면 마음이 텅 비게 되고, 마음이 텅 비게 되면 곧 허령해진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나와 대상 사이의 간격이 없어지고, 나와
물을 모두 잊어버리는 물아양망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강수, 『노
자와 장자: 무위와 소요의 철학』,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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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道)만이 허에 모이니, 비우는 것이 곧 심재(心齋)이다.280)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을 멈추고, 마음으로 외부 사물과 접촉하려는 생
각조차 잊어 결국 마음과 기(氣)가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마음은
곧 텅 비게 된다. 도에 어긋나는 것을 비움으로써 결국 도는 가득 찰 수
있다. 인용문에서 ‘기로 들어야 한다’의 의미는 기와 마음을 동일하게 하
여 외부의 사물, 마음, 기의 분간이 일절 없는 상태로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 대상의 구분이 수양의 완성은 아니다. 아래 안회
와 공자의 대화에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회가 말했다. “저는 나아졌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뜻인가?” 안회
가 말했다. “저는 인의(仁義)를 잊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괜찮기는 하
지만 아직 덜 되었다.” 다른 날 안회는 공자를 다시 뵙고 말했다. “저는 나
아졌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뜻인가?” 안회가 말했다. “저는 예악(禮
樂)을 잊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괜찮기는 하지만 아직 덜 되었다.”281)

안회는 유가에서 말하는 판단 기준인 인의예악(仁義禮樂)의 분별을 잊
었다고 공자에게 말한다.282) 공자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덧붙여 아직 미
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즉 인의예악이라는 외부 사물을 잊는 경지에서
멈추는 것은 아직 지극하지 않다. 안회가 인의예악을 잊었음에도 공자가
덜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결국 외물의 분별을 잊는 것에서 그쳐서는
280) 「若一志，無聽之以耳而聽之以心，無聽之以心而聽之以氣. 聽止於耳，心止
於符. 氣也者，虛而待物者也. 唯道集虛. 虛者，心齋也.」「인간세」
281)
顏回曰：「回益矣.」仲尼曰：「何謂也？」曰：「回忘仁義矣.」曰：「可
矣，猶未也.」他日復見，曰：「回益矣.」曰：「何謂也？」曰：「回忘禮樂
矣.」曰：「可矣，猶未也.」「대종사」
282) 원문에서는 안회는 먼저 인의를 잊고 이후 예악을 잊으나, 陳鼓應은 망
(忘)의 순서를 쉬운 것부터 나열하면 예악이 먼저이고 인의가 이후여야 한다
고 본다. 그 이유는 예악은 형체가 있으나 인의는 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
다. 류성태, 앞의 책, 22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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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의 잊음[忘]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외부 사물과 외
부의 잣대를 잊는 것을 넘어 ‘나’를 잊는 경지에까지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포정은 소의 형태를 잊는 경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인의 존재를
잊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와 포정이 합일된 경지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흙덩이가 바닥에 떨어지듯이 소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장자』에
는 진인의 경지에 오른 자가 자신을 잊는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됨을 몇
차례 보여주는데, 내편의 「소요유」에서 지인(至人)은 무기(無己)하고,
「제물론」에서는 상아(喪我), 「대종사」에서는 외생(外生)한다. 무기,
상아, 외생은 모두 자신을 잊는 경지 또는 삶을 잊는 경지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
니라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과 자신의 구별을 잊
고 자기가 여기에 있어 무엇을 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의
미이다.283)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자신을 잊는 경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자.
「대종사」에서 외생(外生)이 등장하는 곳은 여우(女偊)가 깨침의 단
계를 말하면서이다. 여기에서 외(外)는 잊음[忘]과 같은 의미이다. 성인의
도를 갖춘 여우는 성인이 될 재질이 있는 복량의(卜梁倚)라는 자에게 도
를 전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복량의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하고 있
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283) 이에 대한 쉬운 예는 스포츠 경기의 출전 선수, 공연의 무용수, 음악회의
연주자 등이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였을 때를 들 수 있다.
특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사람일수록 그 당시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
청중 및 주변 사람의 존재를 잊었고, 멋지게 해내려고 하거나 상대를 이기려
는 마음 또한 잊었으며, 본인이 이곳에서 경기나 경연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잊었다고 고백한다. 일반적인 사람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
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하
고 있었는지를 잊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자는 일반인
들이 쉽게 현혹되는 쾌락적 탐닉과 같은 감각적 몰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잡다한 모든 생각을 것을
잊어 흔들림 없이 고양된 정신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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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후에 그는 천하를 잊게 되었다[外天下]. 천하를 잊게 되었으므로 나는
또 신중하게 지켰다. 칠일 후에 그는 사물을 잊게 되었다[外物]. 사물을 잊
게 되었으므로 나는 또 신중하게 지켰다. 구일 후에 그는 생을 잊게 되었다
[外生]. 자신의 삶을 잊은 뒤 어느 날 아침에 동이 터 오르듯 환해져[朝徹]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見獨]. 그 이후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없어지고[無古
今],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없어지니 죽지도 살지도 않은 경지[不死不生]에
이르게 된다.284)

여기에서도 도를 터득하기 위한 수양의 두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여우는 복량의에게 도를 전함으로써 복량의는 천하와 사물을 잊는 지
경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생까지 잊는다.
삶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자 시간의 구분과 생사의 구분을 잊어 주객의
간극이 없어지는 위치에 이른다.
본인의 삶을 잊는 경지를 부연하기 위해 다시 공자가 안회에게 심재의
가르침을 전하는 상황을 상기해보자. 안회는 공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심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스스로를 안회라고 여겼는데, 가
르침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있은 적이 없으므로 허(虛)라고 할 수 있습
니까?” 하고 묻는다.285) 비로소 공자는 되었다[盡]고 말했다. 여기에서도
안회 또한 자신을 잊는 경지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한편 「대종사」에서는 안회가 ‘좌망(坐忘)’함으로써 공자보다 안회가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안회는 좌망을 통해 자신을 잊어
결국 도와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한다.

안회가 말했다. “저는 좌망(坐忘) 하였습니다.” 공자가 깜짝 놀라 말했다.
284) 吾猶守而告之，參日而後能外天下. 已外天下矣，吾又守之，七日而後能外
物. 已外物矣，吾又守之，九日而後能外生. 已外生矣，而後能朝徹. 朝徹，而後
能見獨. 見獨，而後能無古今. 無古今，而後能入於不死不生.「대종사」
285) 顏回曰：「回之未始得使，實自回也, 得使之也，未始有回也. 可謂虛乎？」
「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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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좌망이라고 하는가?” 안회가 말했다. “몸을 무너뜨리고 총명함을
물리치면, 즉 형체를 흩뜨려트리고 지식을 버리면 크게 통하여 하나가 됩니
다. 이를 일러 좌망이라고 합니다.”286)

이와 같이 좌망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앉아서 잊는 것이다. 물론 여
기에서 좌망은 반드시 앉아야만 하는 행동을 강조한다기 보다 좌망을 통
하여 궁극적으로 무엇까지 잊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다.287) 앉아서 잊게 되는 대상은 외부의 것들을 비롯하여 나의 몸까지도
포함된다.
「제물론」의 첫 장에 등장하는 남곽자기(南郭子綦) 또한 자신을 잊어
버렸다[喪我]는 표현을 쓴다. 제자는 과거의 선생과 지금의 선생의 모습
이 달라져 있음을 체감한다. 물론 여기에서 제자가 스승의 달라진 모습
을 느꼈다는 말은 스승의 겉모습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
으며, 설명하기 어렵지만 지극한 어떤 상태로 스승이 도달했음을 제자가
알아차렸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고 앉아 하늘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니 죽은 듯
하여, 자신을 잊은 것 같았다. 제자 안성자유가 서서 그를 모시다 앞에 나
가 물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몸은 본래 고목과 같게 할 수 있으며, 마음은
본래 죽은 재와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는 분은 예전에 책
상에 기대었던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오늘 나는 나를 잊었다.”288)

남곽자기의 제자는 과거의 남곽자기와 지금의 그는 다른 사람인 것 같
이 보인다고 말한다. 즉 자신을 잊는 경지에 진입한 후에는 자신을 자신
286) 「回坐忘矣.」仲尼蹴然曰：「何謂坐忘？」顏回曰：「墮肢體，黜聰明，離
形去知，同於大通，此謂坐忘.」「대종사」
287) 류성태, 앞의 책, 447쪽.
288) 南郭子綦隱几而坐，仰天而噓，荅焉似喪其耦.顏成子游立侍乎前，曰：「何
居乎？形固可使如槁木，而心固可使如死灰乎？今之隱几者，非昔之隱几者也.」
子綦曰：「……今者吾喪我. 」「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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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했던 이전과 차이가 나게 되며 비로소 도와 완전히 일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허정(虛靜)은 바로 선입견과 욕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해탈의 공부이며, 또 해탈한 이후에 심(心)에 나타난 일종의 상
태, 즉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드러나는 정신 경지인 것이다.289)
이처럼 외부 사물의 어떠한 자극에도 개의치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자
신까지 잊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진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자에게 있어 도를 얻음이란 곧 마음을 비우는 수양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양은 인간이 체득하고 체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다.

289) 徐復觀, 앞의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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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지(眞知)의 의미
진지(眞知)란 서양철학에서와 같이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고 개인의 내적 수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본 절은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밝힐 수 있는 진지란 무엇을 함의
하고 있는지 밝힌다. 결국 진지란 이상적 경지의 인간이 모든 사물을 평
등하게 바라보는 시각[萬物齊同]으로서 만물을 동등하게 비추는 밝은 빛
[明]과 같은 의미라는 점을 논할 것이다.
1) 명(明)
이미 설명하였듯이 자신이 속한 학파의 기준만이 옳다고 내세우는 지
식은 도의 특정 부분만을 담지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앎이라고 보기 어렵
다. 스스로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 범인
들에게 마음을 비우는 수양이 우선임을 장자는 알려준다. 그 수양의 과
정은 허심(虛心)을 통해 외물을 잊는 경지에서 나아가 무아의 지경에 도
달하는 좌망(坐忘)과 심재(心齋)의 수양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해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왜 참
된 지가 진인 이전 인간 외부에 존재하면 안 되고 진인의 경지에서 진지
가 구현된다고 장자는 주장하는가. 장자에 의하면 인간만이 인간이 도로
부터 받은 고유한 본성조차 잊을 수 있는 정신적 경지에 진입할 수 있
다. 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은 도와 질적으로 같으나, 개물
의 입장에서는 고유한 형태와 습성 및 욕구를 지니며 인간 또한 마찬가
지이므로 유한(有限)하다고 볼 수 있다. 장자가 보았을 때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체득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은 이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까지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자각적 깨달음을 얻은 인간은 인간 고유의 욕구와 본능까지도 잊
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는 마음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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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비롯된다. 마음은 편견적 인지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있기 때
문에 비움으로써 도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다. 즉 수양이 없
다면 성심(成心)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나, 자신의 성견성심을 타파하고
무궁한 도와 일치시키게 할 수 있는 내적 수양 또한 결국 마음의 문제에
서 비롯된다.
‘심재(心齋)’를 다시 떠올려보자. 장자는 심재를 이야기할 때 먼저 감각
기관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마
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내성의 자
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본인의 마음을 출발 요건으로 삼되, 궁극적
으로는 마음의 작용까지 비우고 털어내야 결국 도와 완전히 합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 사물이든 인간의 욕구이든 간에 모든 질곡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를 뜻한다. 이러한 진인
은 유한한 인간의 위치에서 무궁한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정신적 경지
에 오르게 되어 도와 완전한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마음
이 덕(德)과 도(道)와 모두 대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인만이 특
정 사물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든 간에 이것을 사심 없이 바라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만물을 대하는 진인의 시각은 심미적이며 관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인(眞人) 이후의 진지(眞知)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
까? 진지란 인식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었다. 장
자에게 있어 본인의 사유와 인식이 객관적으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논
리적인 사유 속에서 논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즉 장자는 순수한 이
성적 인식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분석적 사고를 끊임
없이 발휘해야 하며, 개념을 정의해야 하고, 대상 사물을 범주화시켜 계
속해서 구분하고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참된 지가 인간의 심성 바깥
에 절대지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서양적 세계관에서 보면 진지는 인
간과 구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양적 세계관에 비해 서양은 현상의 배
후를 좌우하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실재(實在)로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
이 농후하다. 따라서 서양철학에서는 개인 및 인간의 실존과 유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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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가능하며, ‘객관적 우주의 궁극 실재’를 제대로 인식하는 과정에 대
한 탐구는 윤리학과 반드시 함께 논의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서양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동양철학은 인식론과 논리학이 불충분할 수 있으나,
동양적 사유가 이와 같이 전개된 까닭은 세세히 따져 논한다면 삶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한 까닭이었다.
동양적 사유에서의 지식은 인간, 인간의 삶, 인간이 몸담고 있는 현실
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장자뿐만 아니라 중국철학에서 지식을 논
하는 데 있어 공통적인 시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절대적으로 실체
하는 외재 대상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에서의 ‘앎’이란 스스
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결되는 앎이며, 앎은 단순히 지
식[knowledge]으로 번역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앎이다.
그러므로 동양철학에 있어서 ‘앎’이란 인간과 분리되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앎’에 대한 인식이 삶과 떨어져 성립될 수도 없다. 동양학은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
연의 이치로부터 삶의 진리를 체득하여 그 진리를 온전히 현실에서 실현
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장자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 또한 현실 및 인간과 관련이 있
는 삶이자, 최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앎이다. 따라서 주변의 상황, 환
경, 자연, 현실의 모습,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앎을 지각할 수 있는 문제
는 전국시대의 모순을 해결해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변적 인지의 문
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장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앎을 논의하기 위해
보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느냐이다. 결국 장자는 본인의 내성적 수양
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정신 경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해답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이 도를 터득한 진인은 결국 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힘[德]
발휘하여 일반적 편견에 사로잡힌 대중을 감화시킬 수 있고, 그들 또한
내성적 성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난세가 평
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290)
따라서 진지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지식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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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1) 진지란 지식적 해석을 초월하여 도의 심오한 합일을 통해 얻은
인생의 경지에서 말하는 지혜[wisdom]인 것이다.292) 아래 인용문처럼 복
희씨는 아는 것이 없는 듯 하였음에도 그의 앎은 참으로 진실하다. 전자
의 앎은 인식을 통해 얻게 된 제한적인 앎이며, 후자의 앎은 지극한 정
신적 경지에 도달한 이후의 앎이다. 곧 후자의 앎은 자연에 따른 앎이며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아는 앎이다. 인간의 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억지로 말하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앎이다.

복희씨는 잠을 잘 때 편안하고 깨어나면 아는 것이 없는 듯 했다. 자신을
말이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개의치 않으므로 그의 앎은 신뢰할 수 있고 그
의 덕은 매우 참되다.293)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알면 지극하다. 하늘이 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자연에 따라 살아가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앎이 아는 것으로써 알 수 없는 것을 길러 천수를 누리고 중도에 요절하지
않으니, 이것이 앎의 성대함이다.294)

290) 김충열은 서양의 지식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양의 ‘앎’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앎이란 앎이라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 얻게 된 앎, 그리고
그 앎을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앎, 또한 실천을 통해 다시 얻은 앎, 즉
덕성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Ⅰ』,
서울: 예문서원, 1994, 50쪽.
291) 영부·영대로부터 직접 발출되는 지(智)는, 곧 도덕의 광휘이고, 인생의 정
신 생활의 현현이어서 매우 보배로울 수 있다. 이러한 지는 보통의 분석적
지의 지가 아니라 후에 선종에서 말한 “진리의 빛이 사방을 비춘다”는 비춤
과 같다. 方東美, 앞의 책, 360쪽.
292) 徐復觀, 앞의 책, 108쪽.
293) 泰氏，其臥徐徐，其覺于于，一以己為馬，一以己為牛，其知情信，其德甚
真.「응제왕」
294) 知天之所為，知人之所為者，至矣. 知天之所為者，天而生也. 知人之所為
者，以其知之所知，以養其知之所不知，終其天年而不中道夭者，是知之盛也.
「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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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眞人)이 제각각의 만물의 가치를 우열로 두지 않고 관조할 때, 그
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만물을 평등하게 비추는 태양의 빛과 유사하
다는 점에서 진지(眞知)와 같다. 「대종사」의 조철과 견독을 다시 상기
하며 새벽에 해돋이를 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295)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듯하더니 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솟아올라 특정한 부분만이 아
니라 모든 만물을 환하게 비춘다. 따라서 장자는 진지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밝음[明], 빛[光], 태양[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상대가 틀렸다 옳다 하고 그가 옳다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니 밝음[明]만
못하다.296)
옳음도 역시 하나의 무궁이라면 그름도 역시 하나의 무궁이니 밝음[明]만
못하다.297)
부어도 가득차지 않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으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지 못하니 이를 일러 드러나는 빛[光]이라고 한다.298)

295) 김충열은 조철과 견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장자는 대종사편에서
‘독’을 아침 햇빛에 비유해서 아침 해가 비친 뒤에 독이 나타난다고 하였는
데, 이는 아침 해가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면서 적막과 무명에 감추어졌던 삼
라만상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독’을 바로 지혜의
광망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충열, 앞의 책, 298쪽. 또한 이강수의 조철
과 견독에 대한 해석을 싣는다. “조철을 필자는 ‘어느날 아침 툭 터지는 것’
으로 해석하였고, 견독은 ‘절대의 도를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 때 절
대는 대비를 이루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에서 초탈하는 것을 뜻한다. 어
느 날 아침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세계가 환히 열리게 되어 밝은 태양
아래서 만물을 보듯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세계가 툭 터져, 대비를 이루며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벗어난 독자적 실체와 간격 없이 만나는 것을
견독이라고 한다. 오도한 선승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아의 본성인 덕과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만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인간이 천지만물을 존재하고 움직이게 하는
도와 통하게 된다.” 이강수, 앞의 책, 159쪽.
296) 欲是其所非而非其所是，則莫若以明.「제물론」
297) 是亦一無窮，非亦一無窮也. 故曰莫若以明.「제물론」
298) 注焉而不滿，酌焉而不竭，而不知其所由來，此之謂葆光.「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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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열 개의 태앙[日]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만물을 모두 비춘[照] 적이
있는데, 하물며 덕이 태양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면 더 말할 바가 있겠습니
까?299)

따라서 진인이 발휘한 진지만이 진정한 앎이 될 수 있으며 만물을 평
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빛처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무
차별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상대주의적 오류로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자분자족을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위치에서 만족하라는 순응주의로 귀
결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면적 수양을 통해 스스로의 정신적
경지를 절대적이고 최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자신의 본성이 도와 통일
된 지인만이 만물제동(萬物齊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도의 관
점을 얻게 된 진인은 만물을 무차별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 각 개물의
어떠한 삶의 모습도 관조하며 그들 스스로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주의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만물의 입장에서는 모두 같
은 도를 품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물은 각각 나름의 측면에서 가치
가 있으므로 상대주의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以物觀之]. 그러나 놓
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지극한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인간의 입장에서
도의 관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以道觀之]. 따라서 장자의 사상을
단순히 상대주의에만 함몰시켜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의
의미를 왜곡하여 서양의 사고관처럼 도를 객관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는 진인의 경지에서 세상만물과 만
사를 평등하게 대할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299) 昔者十日並出，萬物皆照，而況德之進乎日者乎！「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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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물제동(萬物齊同)
내적 수양의 극치에 도달한 진인의 마음은 어떠한가. 『장자』에서는
진인의 마음을 깨끗한 거울과 잔잔한 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
울과 물은 사물을 왜곡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내보낸다.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따라 나가 보내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 맞이
하지도 않으며 응하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300)
물이 수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평정한 상태이다. 이것을 준칙으로 삼을 수
있는데 안은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겉은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이다.301)

호자의 마음 또한 위와 같이 평평한 물과 같았다. 열자는 무당 계함을
스승보다 더 높은 위치에 도달한 자로 보았으나, 막상 계함은 호자를 네
번째 만났을 때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다. 호자는 무당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했으나 열자는 무당을 잡는 데 실패한다. 호자는 계
함에게 어떠한 마음의 경지를 보여주었기에 세 번째 만남까지 득의양양
했던 계함을 꼼짝없이 만들었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나는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던 나의 근본을 보여주었다. 나는 마음을 비워
그를 따랐으니,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풀이 바람에 따르듯
파도가 흐르듯 그를 순순히 따랐을 뿐이다.302)

호자 또한 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보였다. 이
러한 호자의 심적 내공은 타인의 생사존망까지도 자신이 개입하여 바꿀

300) 至人之用心若鏡，不將不迎，應而不藏.「응제왕」
301) 平者，水停之盛也. 其可以為法也，內保之而外不蕩也.「덕충부」
302) 鄉吾示之以未始出吾宗. 吾與之虛而委蛇，不知其誰何，因以為弟靡，因以為
波流.「응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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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여겨 제 능력을 뽐낸 계함의 경지보다 더 깊음을 보여준다.
지인은 마음이 죽은 재와 같지만 마음이 죽은 적은 없다.303) 초월적 경
지에 도달한 진인은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
에 만물을 동등한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사물의 자신의 의도
에 맞게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사물들의 차이와 다
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물은 자족(自足)할 수 있다.

사물과 서로 잘 화합한다.304)
만물을 감싸 안는다.305)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정할 뿐이다.306)
덕으로써 사물의 본성에 따른다.307)

같다는 면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308) 진인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형태를 가진 사물이든 편견 없이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여길 수 있다. 초월적 경지에 도달한 진인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또한 만물 제각각은 각자의 본성을 가졌으므
로 결국 도와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 모두를 무차별
하게 품을 수 있다.
따라서 진인은 마음으로써 도를 버리지 않으며 인위로써 자연을 조장
하지 않는다.309) 진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진인이 숨쉬는 것은 깊고 깊어 진인의 숨쉬기는 발뒤꿈치에서 시작한
다.310) 이와 같은 진인은 본인의 마음과 정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만물
303)
304)
305)
306)
307)
308)
309)

而心固可使如死灰乎？「제물론」 而心未嘗死者乎！「덕충부」
與物有宜.「대종사」
府萬物.「덕충부」
確乎能其事者而已矣.「응제왕」
以德為循者.「대종사」
萬物皆一也.「덕충부」
是之謂不以心捐道，不以人助天.「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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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걸림이 없는 마음은 곧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거나 세상을 평정해야 한다는 욕심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뱁새와 두더지, 요임금과 순임금, 쭉정이와 겨를 차별하지 않는다.

뱁새는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 때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다. 두더지는 강
물을 마실 때 배를 채울 물이면 충분하다.311)
먼지와 때, 쭉정이와 겨로 장차 요순과 같은 성인을 만들어낸다.312)

진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이 비출 뿐인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주변에 모
여든다.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으로 항상한 마음을 얻을 뿐인데 어찌 외물이 모여듭니까?”313)라는
질문에 대해 진인은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 가까이에 두려고 도모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수 있다. 전국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만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야 겠다는 의
도부터 이미 자연스럽지 못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천하를 잘
다스리고 싶은 위정자의 욕심이 개입된다. 위정자는 자신의 영토에 백성
이 많이 모여 살고 힘이 강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정
자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백성이 통치자의 말에 어떻게 하면
귀 기울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품지 않는다.

요임금이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고 세상의 정치를 평온하게 하고자 막고야
산으로 네 명의 진인을 만나러 갔다. 요임금은 분수의 북쪽 도읍으로 오자
마자 망연하여 천하 다스릴 일을 잊어버렸다.314)
310)
311)
312)
313)
314)

其息深深 真人之息以踵.「대종사」
鷦鷯巢於深林，不過一枝. 偃鼠飲河，不過滿腹.「소요유」
是其塵垢粃糠，將猶陶鑄堯舜者也.「소요유」
彼為己，以其知得其心，以其心得其常心，物何為最之哉？「덕충부」
堯治天下之民，平海內之政，往見四子藐姑射之山，汾水之陽，窅然喪其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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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이 없어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
진인은 사물이 변한다고 하여 그것과 함께 변하지 않고 사물의 변화를
따르면서도 그 근본을 지키는 사람이다.315)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잔잔한 물을 거울삼는다. 오직 잔잔
한 물만이 발걸음을 멈춘 모든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316)
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317)

그들은 다른 사물이나 자신에게도 기댐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
또한 부득이하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지인의 마음은 탁
트인 마음, 기대지 않는 마음, 무궁한 마음, 끝없는 마음, 노니는 마음,
거울 같은 마음, 빈 마음, 인시(因是)와 같은 마음, 조화로운 마음, 자연
스러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진인은 사물을 차별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앎을
발휘하는 것이다.
도의 운용은 본질이 아닌 표면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인은 사람
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사물을 달리 평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의 외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덕충부」의 곳곳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통해 진인은 외형이라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도가는 발뒤꿈치 자르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동문수학하는 자
산은 이러한 형벌을 받아 몸이 불편한 사람과 같은 문하에서 배운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다. 신도가는 자산에게 이렇게 꾸
下焉.「소요유」
315) 而不與物遷，命物之化，而守其宗也.「덕충부」
316) 人莫鑑於流水，而鑑於止水，唯止能止眾止.「덕충부」
317) 德不形者，物不能離也.「덕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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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는다. “지금 당신과 나는 형체가 아니라 내면[德]으로 사귀어야 하는데
도 내 외모를 찾고 있으니 잘못이 아닌가. 우리의 스승인 백혼무인은 19
년을 같이 지냈는데에도 내가 발이 잘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지 못
한다.”318) 다리가 잘린 숙산무지는 공자에게 가르침을 구하고자 했으나
외모로 인해 핀잔을 듣자, 무지는 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그 귀한
것을 온전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실망스럽게 말한다.319) 또한 외형
이 흉한 애태타가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 공자는 다음과 같이 비유한
다. 새끼돼지들이 어미를 사랑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것을 주재하는
덕 때문이다.320) 덕은 형체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덕충부」편뿐만 아니라 외형에 관계없이 덕으로 맺어진 벗은 「대종
사」편에도 등장한다. 자사(子祀), 자여(子輿), 자리(子犁), 자래(子來) 네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으며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 마침내 벗이
되었다.321) 그런데 얼마 안가 자여에게 병이 생긴다. 그는 몸을 오그라지
게 하는 병을 앓는데 병세로 인한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등은 굽어 튀어나오고 오장은 위로 향하고 턱은 배꼽에 숨고 어깨는 정
수리보다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킨다.322) 자여는 자신의 몸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 달관하는 경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병을 온 자
사가 이렇게 변화하는 신체로 인해 싫으냐고 묻자 자여는 해학적으로 대
답한다. “내 왼팔을 닭이 되게 변화시켜 내친김에 새벽을 알리려 하고,
내 오른팔을 활로 변화시켜 내친김에 구운 솔개 고기를 구할 것이고, 내
꼬리뼈를 변화시켜 수레가 되게 하고, 내 마음을 말이 되게 변화하여 내
친김에 그것을 타고 달릴 것이다.”323) 이와 같은 사례는 병을 앓아 신체
318) 吾與夫子遊十九年矣，而未嘗知吾兀者也. 今子與我遊於形骸之內，而子索我
於形骸之外，不亦過乎！「덕충부」
319) 猶有尊足者存，吾是以務全之也.「덕충부」
320) 無為愛之，皆無其本矣. 「덕충부」
321)子祀子輿子犁子來四人……四人相視而笑，莫逆於心，遂相與為友.「덕충부」
322) 俄而子輿有病，子祀往問之……將以予為此拘拘也！曲僂發背，上有五管，
頤隱於齊，肩高於頂，句贅指天.「덕충부」
323) 浸假而化予之左臂以為雞，予因以求時夜. 浸假而化予之右臂以為彈，予因以
求鴞炙.浸假而化予之尻以為輪，以神為馬，予因以乘之，豈更駕哉！「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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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324)
한편, 진인은 만물을 평등하게 봄에 따라 타인 및 본인의 생사(生死)
또한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생(生)과 사(死)는 결국 도의 변화에 해당하
며 하나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함께 생긴다.325)
삶과 죽음, 있음과 없어짐은 일의 변화이며 천명의 운행이다.326)
생사존망(生死存亡)을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과 나는 벗으로 삼는다.327)
삶으로써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편안하게 하고 죽음으로써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다.328)

장자는 자신이 죽으려고 할 때에도 후장을 지내려고 하는 제자에게 이
와 같이 말한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쌍의 옥으
로 알며 별을 구슬로 삼고 만물을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
다. 내 장례식을 위한 도구는 갖추어지지 않은 게 없는데 무엇을 더한다
는 말인가?” 제자들은 장자를 아무렇게나 매장하면 까마귀나 솔개가 스
승을 파먹을 일이 염려된다고 말한다. 장자는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밑에 있으면 땅강아지나 개미의 밥이 된다. 그것을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다니 어찌 편견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
한다.329)
324) 其心閒而無事「대종사」
325) 方生方死，方死方生. 「제물론」
326) 死生存亡……是事之變，命之行也.「덕충부」
327) 孰知生死存亡之一體者，吾與之友矣.「대종사」
328) 勞我以生，佚我以老，息我以死. 故善吾生者，乃所以善吾死也.「대종사」
329) 莊子將死，弟子欲厚葬之. 莊子曰：「吾以天地為棺槨，以日月為連璧，星辰
為珠璣，萬物為齎送. 吾葬具豈不備邪？何以加此！」弟子曰：「吾恐烏鳶之食
夫子也.」莊子曰：「在上為烏鳶食，在下為螻蟻食，奪彼與此，何其偏也！」
「열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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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를 발휘하는 자들은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않고 이에 대해 슬프거
나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타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덤덤하게 여길 수 있다. 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든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희노애락(喜怒哀樂)과 같은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

삶이란 때에 맞춰 오는 것이고 죽음이란 순리에 맞게 가는 것이다. 때맞음
을 편히 여기고 순리를 따르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오지 못한다.330)
진인은 삶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 모른다. 그는 태어난 것
을 기뻐하지도 않으며 죽는 것을 저항하지도 않는다.331)

따라서 진인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반대로 죽음을
좋아하고 삶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삶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죽음이 다가오면 겸허히 받아들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혜시는 장자에
게 반론을 편다. “어떻게 인간에게 감정이 없을 수 있는가?”332) 장자는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는 말은 곧 진인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이므
로 어떤 상황에서든 인위적인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을 해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내가 감정이 없다고 말한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고 언제나 자연에 따르며 삶을 더 보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333)

330) 適來，夫子時也. 適去，夫子順也. 安時而處順，哀樂不能入也.「양생주」
331) 古之真人，不知說生，不知惡死. 其出不訢，其入不距. 翛然而往，翛然而來
而已矣.「대종사」
332) 惠子曰 旣謂之人 惡得無情.「덕충부」
333) 是非吾所謂情也. 吾所謂無情者，言人之不以好惡內傷其身，常因自然而不益
生也.「덕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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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친구가 죽었을 때에도 진인은 가야금을 켤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는 두 다리
를 뻗고 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
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으면 반드시 슬퍼해야 하
는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장자는 되묻는 것이다.
진인과 같이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자는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감정이
억지로 생겨나지 않는다. 생사(生死)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지인은 죽
음 앞에서도 마음을 졸이지 않으며 편안한 자세를 얻게 된다.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 모두 좋게 여긴다.334)

이번 장에서는 장자의 진지(眞知)란 결국 내적 수양이 극치에 도달한
인간이 사물을 사심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만물제동(萬物齊同)과 같다는
것, 그리고 진지(眞知)를 발휘하는 진인(眞人)의 모습이 마치 만물을 고
루 비추는 환한 빛과 같다는 점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외적 모
습의 변형 및 죽음까지도 달관할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이상적 인간의 모
습까지도 살펴보았다.

334) 善妖善老，善始善終.「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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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자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무언(無言)의 가르침
교사는 많은 말을 쏟아낸다. 목소리가 크고 목이 잘 쉬지 않는 체질을
타고 난 교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이라는 이유로 각종 기관지 관련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교사의 목소
리는 조용한 교실 공간에서 정적을 깨지만, 학생은 교사의 말을 집중하
여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공상에 빠
져 교사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기도 한다.
『장자』의 가르침은 교사의 내용 전달적 발언이 수업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 교육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즉 도덕 교과는 내성
적인 경험과 통찰, 정의적인 차원의 학습을 자체 목적으로 삼는 교과목
이라는 점에서 교과의 정당성을 얻는다.335)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
는 다수의 교육이 이론과 지식의 재생산에 경도되어 있지는 않은가 고민
해야 함을 『장자』는 보여준다. 장자는 외부적 지식을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깨우침
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들과 의미 있
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군더더기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한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 미소, 손길과 격려가 학생의 심금을 더욱 울
릴 수 있다.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것들
이 있고 학교에서의 일과가 끝나도 마찬가지인데, 도덕 교육에 적용된
불언지교(不言之敎)는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자연스
럽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진정한 가르침은
학생과 마음과 마음의 자유로운 소통에서 기반하는 것이지, 교사라는 지
위를 이용하여 혼자 내용 전달을 하며 그들을 지적 능력으로 장악하는
335)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도덕과의 정당성 및 정체성」,
서울: 울력, 2013,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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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자의 가르침은 도구적 교과의 역할
을 넘어선 도덕 교육의 실제적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도덕 교사일수록 교사가 주가 아닌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수업을 희망한다. 이는 무위(無爲)에 의해 만물의 자발성을 길러주
도록 하는 『장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도덕과에서는 교사
의 언어 전달이 주가 아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수업의 기법에 관한 성과물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성을 북돋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의 일상과 수업을 긴밀히 연관할 수
있는 수업 주제는 이미 도덕과에서 수업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급
친구, 학급 및 학교의 규칙, 학교의 여러 구성원, 학교 급식 및 매점의
메뉴, 운동장 등과 같이 학생의 삶 주변의 모든 것이 도덕 교육에서 이
미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과의 노력은 결국 학
생의 자발성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이는 『장자』가 중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도덕 교과는 언어의 사용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
고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도덕 교육에서 도덕적 딜레마 토론, 논쟁,
내러티브 기법과 같은 언어적 방법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의 참여도를 높
이 끌어올릴 수 있다. 장자 또한 우언, 중언, 치언의 기법을 활용하여 말
로 전달하고 있으며, 혜시와의 대화에서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논쟁의 형
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다만 논쟁이나 토론의 목적이 나와 다른 생
각을 들으며 자신의 사고가 편협하게 치우쳐 있다는 반성을 위한 논쟁으
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말솜씨가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타인을 꺾고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장자는 알려주고 있다.
또한 도덕 교사가 무언의 가르침을 펴는 것은 곧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덕 교사는 어떤 말이든
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도덕 수업 시간에 제공하여 학생에
게 발언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
다. 학생은 교사의 지시적이고 세련된 말보다, 두서없고 정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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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을 때로는 흥미롭게 여긴다. 학생의 경험담이
소재가 되어 도덕 수업의 주제와 연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도덕 교
과의 특별한 장점이다. 학생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 전달식 수업의 문제
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현실에서 불언지교를 함께 강조하는 도
덕 교육의 역할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언제 끝날까 시계
만 쳐다보는 수업이 아니라, 수업 시작을 기대하고 수업의 끝을 아쉬워
할 수 있는 수업은 곧 학생의 자발성을 살려주는 데에서 시작된다.
도덕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감화하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압박
감을 끊임없이 받는다. 도덕 수업은 곧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의 수업 방식과 달라야 하지만, 이와 같은 당위는 곧
도덕 수업은 다른 주지 교과와 달라야 한다는 도덕 교사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도덕적 가르침이 특정 가
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내면적 검열을
생산하기도 한다. 너무나도 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사회이다 보니 현장에
서 만난 성적이 우수한 몇 학생은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수업을 때때로
환영하지 않기도 한다. 입시라는 큰 산 앞에서 스스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중등학교 도덕 교사는 때로는 언어 전달이 가장 간편
하면서도 체계적인 가르침이라는 유혹, 판서식, 교과서 내용 전달식, 프
린트에 빈 칸을 채워가는 형식, 문제풀이식 수업의 유혹을 받는다.
이럴수록 도덕 교사는 지시적 언사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장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자』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속세와 단절하여 혼자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
는다. 세상의 잣대를 초월한 정신 경지로 끌어올린 후에도 현실 세상 속
에서 계속하여 머무르며 타인을 감화한다. 개물마다 각자의 위치가 있듯
이 깨달은 자 또한 현실에서 발휘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 교
사의 위치에서 무언의 가르침의 힘을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대해 장자는 도덕교사로서 취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계속하여 격려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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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분별(脫分別)의 가르침
도덕 교과는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기존의 지식 체계를 새로운 관점에
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과이다.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능력·외모·학
력·성공지상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도덕 교과
는 이들의 반면을 생각해보게끔 유도한다. 도덕 교과는 물질 만능적 현
대 사회의 기준에 대해 브레이크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이면서 기존의
현상에 색다른 관점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끔 한다. 이 또한 『장
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 교육에서 위와 같이 외물을 중시하는 현상, 바깥의 것에
만 치닫는 사회적 가치를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출발하는 접근은 오히
려 학생의 흥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중등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학생의 수만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학생들
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외적인 미가 특별히 강조
되는 의류 모델이나 TV에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를 꿈꾸는 학생에
게는 눈에 보이는 외모, 의상, 브랜드 물품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
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부자가
장래희망일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은 외물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사회는 외물을 중시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 본인 또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들은 기성세대에 의한 사회의 잣대에 대해 많은 불평을 하곤 하지만, 본
인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틀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한다. 외물이 중요한지 아닌지 평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도 있다. 정말 극소수의 학생만이 외부적 잣대는 전혀 중
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가진 학생이 모여 한 학
급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치 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
은 학생의 참여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본인의 타고난 기질, 주변 환경 및 부모, 교우의 영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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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세계관을 일정부분 구축한 상태이기도 하다. 외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등은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도덕 수업에서 애초에 드러내
고 시작하는 것은 도리어 학생에게 본의 아닌 강요로 다가갈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 교과는 ‘뻔한 것을 배우는’ 교과, ‘선함을 주입하는’ 교과,
‘착해 보이는 답안지를 선택하면 지필형 형가에서 다 맞을 수 있는’ 교과
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덕과 학습목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에게 성급하게 면박을 주게 되면 역설적으로 학생은 스스로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장자』는 매번의 도덕 수업 초반부마다 도덕 교사가 학생들에게 옳
고 그름의 기준을 뚜렷이 구분하고 제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알려준
다. 학생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강요되고 있으며, 또 그 강요된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적용하여 또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점을 스스
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탈분별(脫分別)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덕 교사의 편견 없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학생은 모든 주
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일단 접해보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도덕적 주
제에 대해 왜 선악이라고 나누며 시비라고 분별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본인의 사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아니면 제 삼의 생각을 가지고 있든 모든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충분하게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학생
들은 문득 자신의 말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
의 의견을 들어보며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도덕수업으로 학생의 성견을 모두 전환시킨다는 것은
과다한 요구이지만, 도덕 수업이 끝난 이후 학생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업 당시에 했던 본인의 발언과 생각에 대해 문득 돌이켜볼 수도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가 표출된 후부터 도덕 교사는 장자로 변신하여
장자가 들었던 우언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특정 정
답을 제공하려는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학생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자 특유의 화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장자』는 덕이란 어떠
한 외형적 형태를 지녔든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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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만 치우치지 않은 무용의 용이 쓸모없어 보여도 천수를 누릴 수 있
음을 말하고 있고, 명예, 지식, 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보다 덕을 기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둠으로써 성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마음의 고통
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겉모습을 필히 중시해야 하는 연예인 지망 학생
에게도, 외모 콤플렉스에 허덕이는 학생에게도, 또한 다음 번 시험 점수
에 전전긍긍하는 최상위권 학생에게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심적으
로 큰 괴로움을 안고 있는 학생 모두에게 장자의 무차별적 가르침은 결
국 분별적 가치란 자신의 성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껏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진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학생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에 고통스
러워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발생 원인은 곧 자연스럽지 않았던 나의 마
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
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장자』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덕 교사의 역
할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한편 탈분별적 가르침에 의거한 『장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정면
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물론 도덕과는 이미 교
육과정에서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 중학교 도덕-자연·초월과의 관계 영
역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평정심을 추구하며 자
신의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336) 또
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생명과 윤리 영역의 성취 기준으로는 ‘삶과 죽
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
을 비교·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
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337) 위와 같은
성취기준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보이는 장을 인용하여 달성
할 수 있다. 『장자』에는 내·외·잡편 골고루 죽음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
는지에 대한 입장이 설명되어 있다. 『장자』를 통해 어떤 존재든지 누
336) 교육부,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6],
서울: 교육부, 2015, 23-24쪽.
337) 교육부, 위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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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죽기 때문에 역으로 현재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지인의
경지에서 죽음과 삶을 대처하는 자세를 맛볼 수 있다. 장자의 죽음관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장자가 죽음을 유도하고 삶을 부질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곡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쉬
쉬하거나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현재 학교 현장의
실정에서 도덕 교육을 통한 『장자』는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도리
어 죽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씻어준다. 『장자』의 생사관
은 모두가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본인의 삶 자체에
대해 직면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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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성(內聖)의 가르침
동양 교육 전통의 맥락에서 공부나 수양은 진리를 이해하고 체화해가
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본질을 밝히고 실현해 가는 과정이며, 동양
사상 전통에서의 주된 교육적 문제는 바로 개개인의 자기 수양 혹은 공
부를 통한 자기완성 문제라는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338) 도덕과는 동양
교육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지향한다. 특히
『장자』는 여러 동양 사상의 전통 중에서도 내성의 가르침을 보다 중시
하고 있으며, 내면적 성찰을 위한 명상이 일정 시간 제공될 필요가 있다
는 메시지를 준다. 성찰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아무런 편견 없이 들여
다보거나 순간순간 마음(혹은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
면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지나친 탐욕, 잘못된 정서표현(특히 분노) 등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우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나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장자는 지지한다.339)
그렇다면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을 이상적인 인간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도덕 교사는 이미 지인의 위치에 올라 있어야만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 도덕교사가 먼저 깨달음을 체득
하여 매 상황마다 체득한 도를 실현할 수 있으면 환영할 일이긴 하다.
하지만 교사 또한 자신의 가치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의
심을 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이다.340) 도덕 교사
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해 부단히 수양해야 하는
동반자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위치에 대해 『장자』는 도덕 교사가 이미
도덕적으로 완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
고 계속해서 수양에 힘쓸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한다. 배움을 일으키는

338) 정창우, 앞의 책, 23쪽.
339) 정창우,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 방안」,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25,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6, 212-213
쪽.
340) 정창우, 위의 논문, 214쪽.

- 113 -

가장 좋은 방법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
는 도덕 교사 또한 계속해서 수양을 해 나가는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
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장자는 통쾌하게 자신을 먼저 다스리
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되묻는다. 학생
을 가르치고 대면하기 전에 도덕교사 본인의 내면적 수양에 힘써야 한다
는 바를 『장자』는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장자의 가르침을 통한 도덕 교사의 수양과 노력은 다른 과목을 담당하
고 있는 교사 앞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선 학교의 교
사는 수업 준비, 행정 업무, 학급 담임으로서의 갖가지 업무 등 과중화된
부담으로 인해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고 수업에 급급하게 임하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반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
라 교사들은 특정 반을 선호하거나 싫어하기도 하는데, 보통 선호되는
반은 몇몇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사의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고, 그렇지
않은 반은 소란스럽고 각자의 활동이 너무나도 다양하여 통제되지 않는
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오죽하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조용히 하세요!”
만 수 십 번 외치다가 수업이 마무리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
가. 바쁜 교직 사회는 교사를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흘러가면 수업이 잘
되었다고 자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의 잘못을 학생의 과실로 전가하
도록 만들기도 한다.
수업은 모든 학생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미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의도는 의도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 도덕 교사는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없다는 장자의 ‘부득이(不得
已)’를 기억하고, 동시에 거울과 같이 맑은 마음을 가져 각 반의 구성원
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하는 가르침을
펼침으로써 여타 교사의 내성적 깨우침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덕 교과의 목표는 결국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이
는 범 교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
덕적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학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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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 치우쳐 종종 잊기 마련이다. 각 교과목의 세부적 목표라는 분
화된 것들에 치중되어 인간을 대면하고 있다는 목표가 때로는 유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덕 교사는 끊임없이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장자』는 눈앞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사람들에게 전체적이고 통합
적인 도의 경지에서 유유하게 노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체
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내면을 충실히 닦은 사람일수록 매 순간
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준다. 장자는 도와 일치되는
삶이란 곧 내 마음의 수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도덕 교
육의 가치 및 도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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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은 『장자』「대종사」편의 ‘진인(眞人)이 있고난 이후에 진지
(眞知)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육 현장에서 장
자의 사상을 상대주의로만 가르치고 있어, 장자학에서 인식론적·윤리적
상대주의라는 설명이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착수되었다.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배경적 작업으로써 Ⅱ부에는

『장자』

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자인 장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
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장자』는 내·외·잡편 총 33편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이는 위진(魏晉)의 곽상(郭象)에 의한 분류이고, 이 중 내편이 장자
본인의 저서로 인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전국(戰國) 시대를 살
아가며 높은 관리로 출세하며 세속의 삶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달관한 인물이었음을 설명하였다.
본격적으로 Ⅲ부에서는 기존의 지식은 왜 진정한 앎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였다. 장자는 『장자』 전반에서 기존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
으므로 언어에 의해 표출된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변자들이 변론
을 펼침으로써 타인을 이기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들어 논점이 흐려지
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장자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 얻은 대부분
의 지식은 전체가 아닌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옳으면
옳다고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하면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성
견(成見)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획득한 지식이 한계에 봉착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간의 성심(成心)을 들었다. 성심은 선입견을 낳
아 사물과 타인을 본인의 기준에서 평가하려고 하며, 이러한 성심은 아
무런 비판의식 없이 부귀영화를 달성하고자 추구하여 계속해서 바깥으로
마음을 치닫도록 만들어[外馳]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장자는 회의하고 있
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와 변론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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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지식, 편파적인 지식, 성심에 의한 지식은 본문에서 설명하였듯이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앎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자가 말한 대로 진지(眞知)가 있을 수 있는가? 다
시 「대종사」의 구절을 떠올려보자. 진지가 있기 위해서는 ‘진인(眞人)’
이 먼저 있어야 한다. Ⅳ부에서는 인식에 대한 관심을 진인의 수양에 대
한 관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진인뿐만 아니라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등과 같이 최고의 깨달음의 위치에 오른 인간은
내성(內聖)을 중시하여 도(道)와 합일된 사람이다. 진인은 도의 다른 이
름인 덕(德)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도와 완전히 통하는 자이다. 도를 체
득(體得)하는 것은 분별적이고 편파적인 지식을 쌓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움[虛]과 잊음[忘]이라는 마음의 수양 과정을 통해 비로소 얻
는 것이다. 특히 장자는 좌망(坐忘), 심재(心齋) 등의 수양 방법을 제시
함으로써, 외부 사물의 분별을 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외부의 간극까
지 모두 잊어 내외합일(內外合一), 물아양망(物我兩忘), 무기(無己)의 경
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게 된 진인(眞人)이 발휘하게 되는
진지(眞知)란 무엇인가? 내면의 수양을 통해 고도로 성숙한 인격을 지니
게 된 인간은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발휘할 수 있다[萬物齊
同]. 그리고 진인이 세상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밝음[明]으로도 비유된다. 따라서 진인의 앎은 이상적 경지[以道觀
之]에 도달한 이후 표현되는 앎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앎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진인의 위치에 올라선 자는 각 개물의 형태적 차이로
인해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사물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以物觀之]에
도 만물 및 그들의 행동은 모두 도(道)와 별개가 아니므로 상대주의적
관점을 장자가 견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에
서 장자의 인식론 및 윤리관을 상대주의로만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지(眞知)란 지금 여기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인간
이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지혜(wisdom)라고도 말
할 수 있는데, 이는 지혜와 인간 삶의 구현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지

- 117 -

않는 동양적 세계관의 특성임을 지적하였다.
기존 인식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성적 인간에 오르기 위해 인간의 내
면을 먼저 닦아야 함을 주장한 장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Ⅴ부에는 장자가
주는 도덕교육에 대한 함의를 논하였다. 장자가 말하는 무언(無言)의 가
르침, 탈분별(脫分別)의 가르침, 내성(內聖)의 가르침은 모두 학교 교육에
서의 도덕과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와
같은 장자의 가르침은 도덕 교사가 학교 현장의 수업에서 학생들과 진정
성 있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발성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장자는 진인이 되기 위한 내면적 수양 과정을 쉽다고 여기지 않으나
사람이 언덕을 오르듯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자
는 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사회를 벗어나 자연 속에 은둔하
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깨달은 사람일수록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속세에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을 보
여준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장자』를 통한 도덕교
육으로 사회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 된
다는 용기를 얻는 동시에 본인의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
을 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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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Zhuangzi’s Theory of
Knowledge and Self-cultivation
Jeon, Jeonghwa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mainly to examine the meaning of and
the relationship with

Zhuangzi[莊子]’s

theory of knowledge

and

self-cultivation, and also to figure out the implications of moral
education.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starts to clarify this sentence,
"There can be True-knowledge[眞知] only after there is a True-man
[眞人]" from The Teacher Who is the Ultimate Ancestor[大宗師],
Zhuangzi. Furthermore, I would like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Zhuangzi’s true knowledge in his book and his thought
which is taught just as epistemological and ethical relativism in moral
education of secondary school in Korea. Before attaining these
purposes, I describe how the text Zhuangzi is organized and who the
writer Zhuangzi was in Chapter Ⅱ.
In the next Chapter Ⅲ, I examine why Zhuangzi thought that
existing knowledge cannot be the True-knowledge. First of all,
knowledge from language and arguments is not sincere becaus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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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use words and speech while they do not recognize the
limitation of them. Secondly, people intend to make judgements only
on their viewpoints, when it comes to rightness[是] and wrongness
[非]

or

usefulness[有用]

and

unusefulness[無用].

In

addition,

knowledge by achieving mind[成心], which makes people always be
obsessed with accomplishments, leads them to be too partial to see
all things.
In chapter Ⅳ, I argue that we need to change our attention
from epistemology to self-cultivation, according to Zhuangzi. He
claims that everyone should be a True-man at first who is totally
equal to Way[道]. This is why "There can be True-knowledge only
after there is a True-man." All can be concerned with their
mind/heart[心] by earnest efforts as if they can ascend hills with
their legs. This cultivation is not only for a special or unique person.
Zhuangzi refers to some ways to be the Real-man, which are called
‘just sit

and

forget[坐忘]’

and

‘mindfulness[心齋]’. Moreover,

he

mentions some stages when the Real-man forget differentiation
among the things and even forget themselves.
The reason Zhuangzi maintains that only the True-man know
the True knowledge is that the true knowledge can never be
separated from human beings and their current lives. This is not
epistemological knowledge, remote from humans or existing on its
own. The Real-knowledge is compared to wisdom, or brightness[明],
breaking through the light from the people who constantly cultivate
their mind/heart. This person who has Power[德], equated with Way
[道], is able to see all things unbiased[萬物齊同]. This man is already
arrived at the ideal stage[以道觀之], therefore, teaching Zhuangzi’s
thoughts in ethics education weighted towards relative perspective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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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V, I propose the implications of moral education,
based on the meaning of Zhuangzi’s theory of knowledge and
self-cultivation. Zhuangzi especially provides both justification of
moral education and attitudes of moral teachers every time at school.
Moral education, emphasized on Zhuangzi’s unspoken teachings[不言之
敎], makes students voluntarily change under Way and Power.
Moreover,

Zhuangzi’s

teaching

of

non-discretion[脫分別]

gives

opportunities for the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lives on mammonism
and appearance-orientation. Finally, Zhuangzi suggests that moral
teachers have to make unceasing efforts to become the Real-person
before they meet the students in each class.
Keywords:

Zhuangzi,

True-man[眞人],

True-Knowledge[眞知],

Self-cultivation of Daoism, Moral Education
Student Number: 2015-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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