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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는 말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말에서 ‘마음(心)’이라는 용어는 종종 ’몸(身)’과 대비되어 샤용 

되며t 영어로는 mind-body에 정확히 대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중 

국 고대 문헌에서 心은 身과 대립항을 이루기보다는 身의 일부로서， 질적으 

로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다른 기능，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중요 

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되었다. 기본적으로 심장 혹은 심장이 있 

는 곳을 의미하는 이 心은 중국 고대의 문헌에서 그것 자체로 ’냐’랴는 주 

체를 뜻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롤 내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도 이 心에는 情感이라는 정서적인 기능 뿐 야니라 思뺑、랴는 인식적인 기 

능이 있다고 이해되어 왔다 1) 이 점은 오히려 현대의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낳설계 되어 버렸지만， 뺑明 시기 에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의 샤인들과 함께 

서양 서적들을 번역할 때 규정된 용어들 중 ’腦훌'01랴는 용어가 ’心’을 대 

• 이 논문은 본래 2011 년도 가올 한국종교학회에서 〈종교와 마음〉이랴는 분과에서 발 
표했던 「한대 유교에서 보이는 마음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올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이 때문에 영어권 학자들이 心의 인식적 측면을 mind에， 정강적 측면을 heartOlI 담 
야서 心을 ’mind-heart’ 혹은 'mind/heart’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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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의식 및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샤려하는 기관 

은 心이라 여겨졌던 것이다.2) 많은 중국철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心이 유교 

뿐 야니라 중국 전통철학의 범주들 중 가장 보면적이고 기본적인 범주라는 

데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3) 또， 유교의 핵심을 심성론에서 찾는 많은 

연구자들은 훌代의 유자들이 공맹 유학의 핵심인 심성론을 변질시켰다는 

평가를 하곤 한다. 에컨대 랴오스광(勞思光)은 맹자가 말하는 ’性善’이란 가 

치와 덕성의 근원이 인간 주체의 자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훌代의 

유자들은 유가 본혜의 가치의 문제를 천인상웅의 문제로 대체하였고， 자각 

심에 토대툴 둔 인성의 문제를 타고난 바의 인성(텀然Z性)의 문제로 전확 

시켰다고 말한다.4) 멍메이위안(훌培元)도 兩훌의 심성론은 우주생성론으로 

인성의 근원과 내용을 설명합a로써 형이하학적인 샤고노선으로 되돌아갔 

고， 내재적인 도덕률이 아니랴 외재적인 자연규율을 중시할 뿐이었으며 心

의 초월적 의미가 야니라 인식적 의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5) 

;J뿜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적 서술의 초점에는 한대의 대표적인 유자인 

동중서가 있으며， 그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r춘추번로」어l는6) 과연 위 

2) 演天쩔， 「曉明西훌짧§러的文化빼휠意훌훌: 以”腦훌”、 ‘幾何’、 ‘i웹~"、 ‘찢ftJID中園”篇 

例J， r武훌大훌훌報(A文科훌版)"， 第56卷 第6期 (2003年 11 텀 ) pp. 657-659툴 참 
조할 것. 조선의 경우， 18세기에 성호 이익이 서학을 이단시하는 비판에 대한 반비 
판의 입장에서 객관적 죠聊뻐롤 고구하려는 의도툴 가지게 되었고， 이 때 정신의 자 
리가 투뇌라는 뇌낭셜올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병수， 「성호 이익과 하빈 신후당 
의 서학담론J， (r한국실학연구」져16호， 2003.) pp.29-30. 랬짧年은 다g댄r 심성른들을 
소개한 후에 「心Z뚫짧JOI랴는 장올 덧불였는뎌1. 그 마지막 대목에서 心에 인식작용 
이 있다는 사실은 중국철학자들이 대체로 모우 승인하는 바이며， 이야말로 중국철학 
에서 心에 관한 학설의 중심적인 관념이랴고 지적하였다 r中탬哲훌大뼈"， p.249. 

3) 예컨대， 훌t홉元 r中園心性論"， p.1 : 張立文 r中園哲뿔iëBl'룹뼈훌훌-心"， p.1 

4) 勞思7é， r新짧中團哲뿔史(二)，，(훌北: 三民톰局， 1981, 제1판 : 1990, 앨訂五版)， 
pp.10-11. 

5) 훌培元， r中團心性없，，(톨~t: 훌生톨局， 199이， p.13. 

6) r훈추번로」가 결코 동중서 개인의 저작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서지 
학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r훌훌"r훌#합톨」에 실린 소위 ’天A三策’ 전체가 
모두 다 무져|의 조책에 대한 동중서의 답문일 수 없다는 치밀한 연구가 있다. 전자 
에 대해서는 Sarah Queen, 감"Om Chronic/e to Can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6)의 Part 1. Three perspectives in the authenticity 
of the Ch'un-chïu fan-Iu톨， 후자에 대해서는 福井I雅， 「훌代{홈敎@史的R究，，(훌 

京 : ~.及古톨院， 2005)의 第2聊 「훌#혐O)ijl究」톨 각각 참조할 것. 따랴서 「춘추번 

로」는 동중서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동중서 및 그의 후학 집단의 사상이 집대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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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를 뒷받침해줄 만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띨자는 훌뿜 전반에 대한 

기존의 이해툴 염두에 투면서 F춘추번로a어| 냐탁냐는 마음에 대하여 ’心t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그런데 비단 동종서의 경우뿐 야니락 유교 

툴 포함한 중국샤상샤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t ’마음’을 연구하려면 

心이라는 글자에만 집중해서는 그 전모가 밝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 

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용어로는 心 뿐 아니라 性， 情，

意， 志， 知t 思 등의 많은 개념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心의 개념에 초접을 맞추어 동중서의 마음의 문제를 다롤 것이다. 띨자는 

좋뽑들에게 공통적으로 냐탁나는 천인상관적 샤고 및 자연지성으로 인성의 

근원과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을 심성론의 변질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心에 

우주론적 의미를 부여해준 것으로 이해한다.기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F춘 

추번로a에서 心이 어떻게 우주론적인 맥락에서 위치 지워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 이어서 마음과 몸의 관계 양상을 고찰해보겠다. 마지막으로 F춘추 

번로」에 나타냐는 덕의 문제롤 검토하고， 동중서에게서 최초로 나타난다고 

평가되어왔던 仁 · 義 . I홈 · 智 · 信이라는 다섯 덕목의 문제를 유가 오행 

설의 흐름에서 살펴보려 한다. 

2. 心의 우주론적 맥락 

F춘추번로」의 제35편 「深察名號」에는 샤물의 名(명명， 큐범)과 號(호칭) 

란 그 자체로 하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하늘은 직접 명령을 내리 

지 않지만 언어툴 통하여 인간 샤회를 규제하고 질서확한다는 샤고방식이 

나타난다"이치에 여긋나는지 혹은 따르는지의 판단은 名과 號에서 취하는 

것이고， 名과 號의 올바름은 천지로부터 취하는 것이다.“8)라는 말로부터 동중 

서는 名號가 천지자연과 관련되어 있고 天意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라 여기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동중서 ’락는 말올 편의상 사용할 때에도 그 

것은 동중서 개인이라기보다는 동증서와 그의 사상을 계승， 정리했던 ’동중서 학파’ 
롤의미한다. 

7) 졸문 r동중서의 인성론 : 未홈의 인성J(r중국학보」저143집) , p.485. 

8) ‘遠順之正， 取之名號， 名號Z正， 取之天地.’ 「深흉名號J(r춘추번로」의 경우， 편영만 표 
시함) [ 1은 체字툴 돗함. 본고에서 r훈추번로」의 원문올 인용할 때 원문은 흙興의 
「훌秋훌뚫훌짧」을 위주로 하였고， 그 번역은 신정근 역 r춘추-역샤âH석학.1(2006， 
태학샤)올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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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에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샤려|툴 들자 

연 다음과 같다. 즉， 王이 라는 호칭에는 훌(바르다)， 方(단정하다)， 흩(바로잡 

다， 보편적이다)， 賣(아름답다， 존귀하다)， 往(오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하며， 君이라는 칭호에는 元(기원， 혹은 기원이 되다)， 原(근원， 혹은 근원이 

되 다)， 樓(융통성을 발휘하다)， 溫(따듯하게 하다)， 群(무리롤 이루다)이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급으로서는 이 글자들이 당시에 각각 어떻게 발음되 

었는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王은 훌t 方， 흩， 홉， 往과 유샤한 

운부롤 가지고 있었고， 君은 元， 原， *훌， 溫， 群과 유샤한 운부를 가지고 있 

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이 대목에서는 한 글자가 

발음되는 방식에 이미 하늘이 정해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聲힘"을 이용하여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또 다른 사례로서 동중서 

는 心과 身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악을 막아 겉으로 드러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心이다. 그 

러므로 心이라늑 맘틀 바로 막늑다(格}늑 뜬음 카지고 잉다. 샤람이 기률 받음에 

있어 만약 냐쁜 것이 없다면 心이 무엇을 막겠는가? 나는 心이라는 말이 샤람의 

실정을얻은것이라고생각한다. (a)사람의 참된 사정에는탐욕스러움과자애로움 

이 있고， 이 두 가지의 기가 모두 사람의 몸에 있다. 身이라늑 맘유 天으로부터 취 

할강와단. (b)天에 음양이 락는 두 각지의 베끓이 있듯이 샤람의 몸에도 자애로움 

과 탐욕스러용이라는 두 가지 바탕(性)이 있다. (c)룻에 음이 었으나 제재률 받는 

것처럼， 샤람의 몸에도 정욕이 있으나 져|어되어야 하는 것은 天遺와 마찬가지다.9) 

이 인용문에 따르면， 하늘의 뜻이 반영된 心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막는 

다(빠r는 것이므로 샤람의 몸에는 心이 막아야 할 어떤 냐쁜 것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몸(身)이락는 말은 하늘(天)로부터 취한 것이므로 하늘의 속성을 

공유하는데， 하늘에도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샤람의 몸에도 자애로움과 탐 

욕스러움이 있으며 ， 하늘의 음기가 제어되어야 하듯이 몸 안의 탐욕스러움 

도 제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心과 빠， 身과 天에도 각각 운부상의 공통점 

이 있다.10) 그런데 (a)에서 자애로움과 탐욕스러움은 곧바로 자애로운 氣와 

9} ’빠쫓惡於內， 했使得發於外者， 心也， 故心之웹名. fff也.ÁZ受氣휩無惡者， 心何格훨? 
홈以心Z名得ÁZ짧， (a)ÁZ짧有훌有仁. 仁홉之혔兩훈於홉. 身之名取諸天， 天兩， 有

陰陽之施. (b)身亦兩. 有.t:之性 ; 天有陰[陽]禁， (c)흘촬뺀짧班‘ 與天遺-也.‘

10) 띨자는 이같은 내용을 「동중서의 인성론 : 未홈의 인성」에서는 동중서가 인성론을 
전개하는 논리방식의 특성으로서 ’字源과 훌림11’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하였으나， 양자 
롤 냐눌 띨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훌힘11이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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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러운 氣라고 표현되어 있고I (b)에서 샤람의 몸에는 자애로움과 탐옥 

스러옵의 바탕(性)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I (c)에서는 양과 음에 각각 비 

유되었던 자애로움과 탐옥스러움 가운데 제어되어야 할 陰에 해당하는 탐 

욕스러움이 곧바로 情欲으로 나타나 있다. 이어지는 대목에는 (d)"사람의 

몸에 성과 정이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음과 양이 있는 것과 같다(身Z有 

性情也， 若天之有陰陽也r는 내용이 있다. (a)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샤실은 

心이란 氣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천지 샤 

이가 음양의 氣로 꽉 차 있고 그것은 마치 물이 물고기를 적시고 있듯이 

샤람을 항상 침윤하고 있다고 여기는11) 동중서로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 

다. (b)와 (이를 견주어보면， 탐욕스러움이 곧 정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b)와 (d)를 견주어보면 일관된 이해가 어려워진다. (b)에서는 자 

애로움과 탐옥스러움의 바탕이 性이라고 했지만 (d)에서는 자애로움과 탐욕 

스러움이 각각 샤람의 性과 情에 배당되어 있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중서의 성은 광의의 성과 협의의 성으로 냐누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생 

긴다. 아래의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자 12) 

<b>+<c> 性(未)늑身→광의의 性 <b>+<d>身→광의의 性

情=홉性 

陰 _ ...... 셔 ‘_ ... -.. 陽

협의의 性 性=仁性 →/궐의의 性

<b>+<c>의 그럼에서 큰 탁원형이 광의의 性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타원형이 性으로부터 이루어질 홈이며， 이 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情이다. 동중서는 성과 정에 대하여 실(絲)과 고치(爾) 혹은 계란(~ß)과 병아 

11 ) ‘天地Z댐， 有陰陽Z氣， 常뼈A者， 若水常빠魚也. 所以異於水者， 可見與不可見耳 ...... 
是天地之뻐， 홈虛而 •. ^常;;tJi是i홈i톨之中， 而以治홈L之氣與之流通相앓也 .. r天地陰

陽」

12) 줄고， 「훌f뿌혐의 人性論 : 末홈의 人性.J. p.481. 이 글에서도 필자는 이와 비슷한 그 
림을 그러서 동중서의 인성론을 설명했지만， 본고에서는 그것의 오류룰 수정하고 설 
영을 덧불였다. 



6 종교와 문화 

리(離)， 벼(未)와 쌀(米)의 비유 등 자연 현상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 13) 

<b>+<c>의 모델은 성(未) 안에 있는 홈과 情에 각각 자애로움(米)과 탐욕 

스러움(樓)을 대응시킨 것으로서， 心이란 바로 性에서 ↑홉， 즉 탐욕스러움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왕의 교학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왕교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t 왕이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하늘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존재이다. 따랴서 오롯한 홈 

을 이룬 性이란 이상적인 모델이며，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다시 말 

하면 실제적인 상황에서 작은 탁원형은 결코 완성된 홈이 아니라 야직 선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未홈의 상태다. 왜냐하면 동중서 자신도 말했듯이 그 

의 인성론에서 말하는 性이란 ’聖人의 성’이나 ’斗管의 성’이 아니라 ’中民

의 성 t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b>+<d>의 그림에는 벼(未)와 격(積)와 

쌀(米)의 비유롤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천지 안에서의 음과 양을 탐 

욕스러움과 자애로움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양의 우주론을 생각해본다 

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동중서는 性을 태어나 저절로 그러한 자질과 같은 것， 즉 바탕(質)이라고 

하며 14) 이 性에는 情이 섞여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情을 포함하는 性

전체는 그 자체로 왕전해질 가능성은 있으냐 결코 완전한 것일 수가 없고 

왕의 교화를 기다려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동중서 

의 인성론을 필자는 ’末홈의 인성론’이라고 하였다.15) ’末홈’이란 홈을 전제 

로 하는 말이다. 이 때 그는 하늘이 하는 일은 어느 지점까지 이르러 멈추 

는 바가 있는데， 그 멈추는 경계선 안의 것(內)을 天性 혹은 天이락고 하고 

그 밖의 것(外)을 人훌 혹은 王敎랴고 하였다 16) 반복하여 ι內 · 外’랴는 용 

어를 샤용하면서 동중서는 선한 性의 완성이 이미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 

안에 강추어진 것이 야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맹자가 말한 성선설을 

논파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연스럽게 왕의 교화를 요청하는 末홈의 인 

13) 제35펀「深흉名號」와 제36편r.性」에서 각각 두 세 차려|씩 이러한 비유들을 가지고 

성선설을 비판한다. 

14) ‘如其生之엄然之홉， 흠.2.性. 性者， 質也.’ 「深蔡名號」

15) 필자는 동중서의 인성론올 다룬 논문의 제목에서 ’末홈의 인성론’이랴는 용어툴 샤 
용하였다. 

16) ‘天Z所篇， 有所至而止. 止之內랩Z天性， 止之外謂人훌， 훌在性外， 而性不得不成德.‘
「深蔡名號J' ‘天所흙， 有所至而止， 止Z內謂之天， 止Z外謂之王敎， 王敎在性外， 而性
不得不逢， 故日， 性有홈質， 而末能펌흉也.’「를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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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론으로 이어지는 동중서의 인성론에 대한 서술에서 띨자의 주의롤 끄는 

것은 心과의 관련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그는 性을 타고난 바탕 

이랴고 하며 샤람 그 자체(身)의 실상과 관련지어 논의할 뿐t 心의 본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하는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 

다. 순자도 心이 악한 것이 야니라 性이 악하다고 하였으며， 본래 샤람이 

타고난 본혜 그대로의 성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위의 결 

과라고 하였다 1끼 다만 순자의 경우 탁고난 본혜적인 인성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성인이 제정한 예악이랴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들 인성론의 구조에서 心이 배제되어 있는 이유는 양자 모두 心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도 야니고t 선악의 가능성을 품은 것도 아니며， 다 

만 身 전체에 대한 통져| 혹은 관리라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고 여기기 때 

문이다. 이 점이 본성의 선함을 心에서 발견했던 맹자와는 다른 것이다. 

「深寢名號」에 이어 본격적으로 인성 문제를 다루는 「톨性」편에서도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는 거듭 비판하지만，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비판은 찾야볼 

수 없다. 물론 순자의 성악설에 완전히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未善의 인성 

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性과 홈에 대한 기본적인 샤고방식은 순자와 일치하 

므로 따로 비판을 가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야니다 18) 그러냐 

양자의 인성론에 있어 한 가지 차이접을 지적하자면， 동풍서의 경우 샤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바탕인 性은 바뀔 수 없다고 여긴다는 접이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변확하여 선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化性起 

휩L 동중서는 “본성은 기를 수 있긴 하지만 바꿀 수 없고， 억제할 수는 있 

으나 완전히 벼렬 수는 없는데， 이는 마치 형체가 살찌거나 마롤 수는 있지 

만 왈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과 같다" 19)고 하였다. 일반 인민들의 본성이 

완전히 선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王과 王敎의 띨요성이 샤락지게 되므로， 

본성의 완전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7) ι^~性惡， 其홈者홉it!，.’ r흡子，，r性惡」 

18) 필자는 「훌#혐의 A性論 : 末홈의 人性」에서 동중서의 인성론이 告子， 효子， 흡子 
의 인성에 관한 학설을 비판적으로 계승，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전적 
으로 툴리지는 않지만 세 요소률 골고루 흩수했다지보다는 고자와 순자의 인성론에 

서 더 많은 영흥k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에서는 홈이라는 말 정 
도를 취하여， 未홈이라는 인성론을 제시했다는 정도이며， 양자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르다. 

19) .人受命於天， 有홈톨惡惡Z性， 可훌而不可改， 可樣而不可去， 若形H~可ßEt빛而不可 
f훌훌it!，.’ 「玉杯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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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문제톨 주로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선진 시대의 유 

자들과 달리 F훈추번로」어|서는 인간을 천지의 일부이자 우주 내적 존재로 

정위시킴으로써 샤람의 몸 뿐 야니락 마음도 역시 천지 샤이에 두고 조명 

한다. 이 과정에서 명칭 자체에 하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f훈추번로』 

에서는 훌힘11의 방식을 통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나야가 사람의 마음에 냐타 

나는 슬프고 즐겁고 기뾰고 성내는 양상을 천지간의 다양한 氣들이 내보이 

는 양상과 같은 종류라고 보았고2이， 또 마음에 계산하고 샤려하는 작용이 

있는 것은 천지 운행에 도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랴고 하였다21) 냐야가 

이렇듯 마음에 희노애략의 감정 변확가 있다는 것과 천지에 생장과 조략 

등의 양상이 었다는 것은 천지와 인간이 동류률 이루기 때문이며， 이러한 

샤실은 그 자체로 천지와 인간이 하냐의 원리로 형성， 유지된다는 것을 입 

증한다고 주장한다，22) 이러한 논의는 마음의 다양한 양상이나 기능 역시 

단지 인간의 정서나 능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양상과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 뿐 아니라 그 안의 마음까지도 우주론의 맥 

략 안으로 끌어들여 그 안에 위치 지워준다는 의미가 있다. 

3. 心과 身의 관계 S*상 

F춘추번로』어| 보이는 인성론이 순자의 성악설과는 다르지만 그 샤고노선 

이 순자와 거의 같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心에 대한 이해 때문임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동중서의 心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순자 心論의 계승 

이랴는 측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지적할 샤실이 있다 rr춘추번로」어|서 心과 

身의 관계는 r순자』에서의 天君(=心)과 天官(=感官)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후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첫째， 순자가 心을 天

君이라고 할 때의 ’天’이란 태생적으로 그러하다는 뜻일 뿐이나， 동중서는 

心이라는 말 자체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된 명명이라고 선언하면서 心은 ’막 

는다(뺨)’라는 뜻으로 무언가툴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중서 

2이 ·心有훌樂홈뺑、， 神氣Z類也:rA훌IJ天훌」 

21) ‘心有計빼‘’ 훌IJ度훌也.’ 「人副天數」

22) “天亦有홈짧Z혔， 哀뿔之心， 與人相副， 以했合之， 天人-也.‘ 「陰陽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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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心을 인성론에 직접 끌어들이지는 않지만 하늘이 인민들에게 부여한 性

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며， 만약 이미 완전하다면 왕의 소임이 없을 테니 이 

는 하늘의 의지를 놓치는 것으로서 올바른 주장이 야니라고 말한다. 둘째， 

순자는 心과 여탁 감각기관에 대해서 각각 ’天君·과 ’天官’이랴는 정치적인 

합의가 있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동중서는 그 정치적인 의미 맥략을 수용하 

여 이롤 국가와 군주， 군주와 인민의 관계 설정에 유비로 샤용함으로써 왕 

권의 정당성을 강확하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에컨대 “몸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며， 나랴는 군주를 주인으로 한다(身以心흙本， 國以君옳主.)"23) 

거나 ”군주는 인민의 심장이며， 인민은 군주의 몸이다(君者， 民之心也t 民

者， 君之體也.)"24)라는 표현은 심장 없는 샤람을 생각할 수 없듯이 나라에 

서 군주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 의미를 강조해준다. 

한 나락의 군주는 옴에서의 심장과 같다. 군주가 갚은 궁궐에 은밀히 거하는 것은 

마치 심장이 가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군주가 지극히 귀한 것이 대적할 바가 없는 

것은마치 마음의 신묘합이 견줄바가없는것과같다 ... …군주가명민하면 신하가 

그 공을 입듯이 마음이 신요하게 움직이면 몸이 온전함을 얻게 된다. 반면， 신하가 

현능하면 군주가그은혜를입듯이 몸이 평안해지면 마음이 그로써 안정될을얻게 

된다 ...... 따라서 군신 샤이의 예절은 마치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 마음은 굳지 

못하면 안되고군주는현능하지 못하면 안되며，몸은마음을따르지 않으면 안되 

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온전할 수 있는 까닭은 몸의 

힘 덕분이고. 군주가 편안한 까닭은 신하들의 공 덕분이다.25) 

위의 인용문에서 하나의 나라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묘사되어 

있으며， 한 샤람의 몸에서 심장 및 그것이 담당하는 마음의 신요하고도 영 

민한 기능은 군주가 한 나락에서 담당하는 지위와 가능에 비유되고 있다.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역시 마음은 몸에 속하면서도 

몸의 여탁 기관들과는 다른 지위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동중서는 

샤람의 옴(身) 가운데 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함으로써 신체 기관으로 

서의 심장과 그 기능을 언급하면서도 형체로서의 몸(體)을 기르는 방법과 

23) r遺園身」

24) r뽑A者天」 

25) ‘-國之君， 其홈-體之心也 : 隱居深宮， 쯤心之홉썼뼈 ; 至.無與敵， 쯤心之神無與홈 
也 ...... 君明.~훌其功， 若心Z神.H傳以全 ;êJl. 君훌其恩， 쯤形빼之靜， 而心得以
安 ...... 是故君똥Z禮， 若心Z與빼 ; 心不可以不훌， 君不可以不Jl ; 빼不可以不順， 폼 

不可以不뿐、 ; 心所以全者， 햄之力也 ; 君所以安者， 똥之rtJib.: r풋地之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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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心)을 기르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하늘은 샤람을 낳으니， 샤람으로 하여금 의로움과 이로용율 가지고 살게 한다. 사 

람은 재학의 이로움율 가지고 그 몸(빼)을 기르며 의로웅올 가지고 그 마음을 기른 

다. 마음이 의로옴을 누려지 못하면 즐거울 수 없으며， 몸(빼)이 이로웅을 얻지 못 

하면 편안할 수 없다. 의로용은 마음을 길려주는 것이며， 이로움은 옴(빼)을 길러 

주는 것이다. 몸(빼) 가운데 마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므로， 기르는 더|에 있어서 

는 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의로움이 샤함훌 김러추손; 건유 이로욱이 샤 

함음 김러주혼; 건보다 더 춧요하다.찌 

인용문에서 ’몸(빼)’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마음(心)과 대비되어 나타냐며， 

이 인용문이 실린 편의 제목인 「身之훌{莫}훌於훌」톨 통해서 짐작해보자연， 

몸(身)은 형체로서의 몸(빼)과 마음(心)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위의 인용 

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샤람(人)’에 해당된다 2기 r훈추번로」에서 몸을 다스 

리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대비시켜 말할 때에도 治園과 대비되는 

것은 ’治體t가 아니라 ’治身'01 다.28)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재화의 이로웅이 띨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의로움이 더 중요하 

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샤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샤물의 

이치에 어둡기 때문이며29). 성인은 의로움을 밝힘으로써 샤리에 어두운 이 

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3이 이것을 간단히 말 

하자면 공맹의 의릭론올 양생론에 적용한 것으로서， 맹자의 용어로는 소체 

와 대채， 즉 헝처|로서의 옴(體)과 마음(心)의 수양에 각각 利와 義가 작용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형게 각각 다른 원리률 가지고 길러지는 마음과 몸 샤이에는 

어떠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마음은 어떻게 옴에 영향을 끼치고 

몸은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미 앞 절에서 인용한 「天地

26) ’天之生A也. 1훗A生훌與￥1). ￥1)以훌其뼈， 훌훌以훌其心， 心不짜훌， 不能業， ft不得￥1)，
不能安， 훌者、 心之톨也， 힘l者、 빼之훌也.11윷.於心， 故훌훌흩於훌， 훌훌之훌生A大 

於利. r身之훌{윷}]톨於훌J. 온고애서 { }의 표시는 마g냉| 들어가야 하는데 없는 글 
자를 보충한다는 뭇이다. 

27) 줄고， 「동중서 : 옴양의 조절론자J(r대동문화연구 .. ].1158집). p.462. 
28) .治身者以빼빼원 •• 治園훌以llR옳道. 身以心옳本， 園以君옮초 . r遍園身」

29) ‘熱怪民Z홉짧利而不빼훌112.， 固其所뼈112..’ 「身之훌{莫}톨於훌」 

3이 ’뿔人훌明훌以照밸其所뼈， 故民不뼈. r身之훌{훌}훌於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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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行」의 문장에서 ”몸은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마음이 온전 

할 수 있는 까닭은 몸의 힘 덕분”이랴는 내용만 보더랴도， 양자가 상호 영 

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몸을 기르든 마음을 기르든， 무언가 

가 길러진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변확’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변화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혔 때문이다. 주로 개인적 차원의 양생법 

을 논하는 「偏天之道」편에서는 기를 매개로 하여 형체로서의 몸(體)과 마음 

(心)이 상호 웹化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군자가 기률 꿀어들이게 되면 기는 높이 승확하게 된다. 무릇 기는 마옴 

을 따르게 되니， 마음이란 기의 군주인더| 어찌 기가 마음에 따르지 않겠는가? 그 

러므로 천하에서 양생의 도률 수양하는 샤람들은 모두 내심이 수양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애로운 샤람이 대개 장수하는 것은 밖으로 외물에 탐하지 않 

고 안으로 청정함을 유지하여 마음이 평화롭고 중정함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3 1) 

위의 내용을 보면 마음을 기르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氣의 작용이며， 기의 

승화 혹은 전화 과정을 통하여 자애로움의 덕을 기르고 나아가 자애로운 

샤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t수양'01 며， 달리 표현하자면 ’양생’의 

한 측면이다. 양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냐면서 받은 선천적인 하늘의 

기를 아끼는 것인데32)， 이 하늘의 기가 고갈되면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 

이 그낭 죽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를 야낄 수 있을까? 

양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혔롤 야끼는 것이다. 氣는 정신에 따라 형성되고 정신 

은의지를따락생격 냐온다.마음이 가는바롤의지락고하는더L 의지가수고로우 

면 정신이 어지럽고 정신이 어지러우면 기가 적어질 것이니， 기가 적은 자는 오래 

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샤악함을 막아서 의지를 

평온하게 학며 의지를 명온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고요하게 하고 정신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기를기르니 지각많아지면 몸이 잘다스러지므로이렇게 하면 몸을보 

양하는 요령을 얻은 셈이다，33) 

31) “故君子遺至氣~IJ華而소， 凡氣從心， 心， 氣之君也t 何없而氣不뼈~， 是以天下之違者，

皆言內心其本也. 故仁ÂL所以多를者， 外無윷而內淸i爭， 心和平而不失中正.‘ 「個天
z道」

32) ‘故훌生Z大者， 乃在愛氣.’ 「彼天之道」

33} ‘故흩生之大者， 乃在愛氣. 혔從神而成， 神從意而出， 心之所之謂意，~勞者神擾， 神홈 
者氣少， 氣少者難久윷. 故君子閔欲止惡而平흘‘， 쭈意而靜神， 톰훌神而톨혔， 혔多而治， 
~IJ흩身Z大者得윷.“ 「彼天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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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면， 마음은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데 그 의지가 어지러우 

면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정신이 어지러우면 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니， 이는 ‘마음이 기를 이끈다”고 했던 앞의 예문과 일맥상통한다. 마음과 

의지(心-意)， 의지와 정신(意-神)， 정신과 기(神-氣)， 기와 마옴(氣-心)은 모 

두 연쇄적인 고리처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고 있 

다.34) 앞에서 확인했듯이 동중서는 「身之훌{莫}重於義」편에서 형체로서의 

몸을 기르는 것보다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個天Z

道」편에서는 오로지 전자에 초접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지， 의지를 평온하게 

하고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기를 보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의지(意)란 마음이 가는 바라고 하였으므로 F맹자~에서 志、라고 표현 

된 것과 완전히 같은데， 이 의지의 안정이 몸을 기르는 것(훌身)에서 관건 

이 되는 초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접 마음(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 

음이 어디를 어떻게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것이 기를 야끼고 보존하여 풍부 

하게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 마음은 기를 통하여 

신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기는 양생에서 가장 정미한 것이기 

때문에 춘하추동의 때에 따랴 알맞은 조건을 적절히 신체에 제공함으로써 

기의 조화로움을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35) 필자가 마음과 몸의 상호 轉化

가능성을 氣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기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샤 

악함을 막아서 의지툴 평온하게 하며， 의지를 평온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고 

요하계 하고， 정신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기를 기르는 것이락고 한다. 이리 

하여 기가 많으면 몸이 잘 다스러지므로 이렇게 하면 몸을 보양하는 요령 

을 얻은 것이랴고 말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는 기를 야끼고(愛氣) 충분하 

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양생이며， 따랴서 최선의 양생으로 도달할 수 있 

는 목표는 탁고난 명을 다하는 것이다. 

中고t~의 원리로써 천하툴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그 덕이 크게 성하게 된다. 중과 

학의 원리로써 그 몸을 기툴 수 있는 자는 그 흙가 命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36) 

34) 즐고， 「동중서 : 음양의 조절론자J， p.464. 

35) ‘凡톨生홈， 莫*홉於氣， 是故春훌훌， 훌居密陰， 秋避殺風， 쏟避훌漂， 就其和也 .. r彼天
Z道」

36) .. 是故能以中和理天下者， 其德大盛， 能以中和훌其身者， 其톨極命.‘ 「個天zj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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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和는 동중서가 우주의 운행 원리로부터 채택한 것으로써， 中이란 동지 

와 하지에 음기와 양기가 만냐는 시접율 말하고 和란 훈분과 추분이랴는 

음양 이기의 균형의 시접을 말한다. 그런데 中과 和라는 천지의 운행의 투 

원리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덕이 크게 성대해질 것이며， 이 두 가지 원리로 

자신의 몸을 기르면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랴고 한다 3기 중과 확라는 두 

가지 원리가 곧 治園과 훌身의 가장 핵심적 원리랴는 것이다. 그러냐 中和

의 원리로써 앙신하는 최선의 효과 역시 수명을 다한다는 것이지， 그 이상 

은 아니다 r個天之道」에서는 분명 군자의 훌身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위 

의 예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신의 원리는 곧바로 治國의 원리가 된 

다 38) 양신의 원리가 치국의 원리로 웅용되어 있는 『춘추번로」 중의 소위 

황로학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편들에는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원리에 따락 

냐랴롤 다스리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39) 이때 군주악 나락는 心과 體의 

관계이므로 心의 양태가 體로 전화되는 양상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衝과 五行의 문져| 

F춘추번로a의 전체를 통해 德은 약 150번 가량 보이는데， 그 중에는 德

이 수식어로 샤용되는 경우도 있고(德音， 德行 등)， 특정 수식어를 동반하거 

냐(文德， 陽德， 陰德， 土德， 股德， 周德 등) 복합어로 샤용되는 경우(功德)도 

있으며， 특정 용어와 짝을 이루어 냐탁냐는 경우도 있다(德-威， 德-升IJ 등).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德이 국가， 성인， 군주 혹은 관직 등과 

37) r偏룻Z道」의 첫 문단부터 천지 음양의 운행 원리로서 中과 ~에 대한 내용이 나오 
며， 이어서 남녀의 성교는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가하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데， 이는 남녀의 성교와 천지에서 음양의 투 기가 합해지는 때인 ’中’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띨자는 다른 글에서 소우주인 신체의 음양 
이기률 조절하는 앙생법이 中~O랴는 원리툴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중복하지 않는다. 졸고 r동중서 : 음양의 조절론자J. pp. 465-468. 

38) 필자는 동중서가 국가의 구조와 기능은 인체와 같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이런 샤고 
속에서는 治身의 방법이 治園에 그대로 응용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려운 발상이었 
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줄고， 「동중서 : 음양의 조절론자J. pp.473-474. 

39) 보통 「춘추번로」이|서 황로학과 관련된 훌으로 「짧슴根」.「立元神」.「保位樓」을 들지 
만. Sarah Queen은「考功名」，「通園身」，「彼天之道」，「天地Z行」 등을 포합시켰다. 
Sarah Queen. op.cit.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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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으며， 治t효， 治國， 治民 둥 정치와 관련되는 맥락에서 

샤용된다는 샤실이다. 이는 본래 德이랴는 글자가 초기 갑골문에서 거의 항 

상 통치자와 연관된 문맥에서 섣야며， 훌륭한 통치자의 특유한 덕， 곧 王德

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샤실，40) 그리고 갑골문에서 뿐 아니라 청동기 명문 

을 비롯하여 F좌전」，『국어 a 등 전국시대 이전의 거의 모든 기록에서 국운의 

흐름이냐 개별적 정치 행위， 위정자의 자질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 등장한다 

는 샤실41)과 일맥상통한다. 그 이유는 동중서가 r춘추공양전」어| 기록된 기 

샤들을 해석하면서 춘추시대의 덕 개념을 주로 논했기 때문이다"드러냐지 

만 바뀌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形而不易者， 德也)"42)라는 덕의 개념 

규정을 보면， 이 때의 덕이란 한 씨족이냐 가족을 다른 씨족이나 가족과 구 

별시키는 그 무엇으로서 관상에서 표현되는 내적인 힘43)과 유샤하다고 생 

각된다.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장인 「觀德篇」에서는 F춘추」어| 언급된 

유덕자의 샤례를 열거하기도 하고， 춘추띨법에서 덕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롤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편에서 언급되는 덕 역시 

개인적인 품성이나 덕성과 연관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맥락이냐 종 

법적 샤회 질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μ) "나라가 나라 되는 까닭은 덕 때 

문이고， 군주가 군주 되는 까닭은 위엄 때문이다(國之所以옳園者， 德也， 君

Z所以뚫君者， 威也r라고 하연서 ”군주 된 자는 그 덕을 굳건히 지쳐야 한 

다(훌故없人君者t 固守其德)’고 하는 「保位홉」의 내용에서도 덕은 개인의 

도덕적 성품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덕의 개념은 추연의 오덕종시설에서 

수 · 확 · 목 · 금 · 토가 각각 하나의 왕조의 덕을 의미하는 것과 유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r춘추번로」어|서 德이락고 일컬여지지는 않으면셔 실 

제로는 유가의 중요한 덕목에 해당하는 仁 · 義 · 智 등이 빈번히 나탁난 

다. 또 동중서에 의하여 최초로 언급된다고 일컬어지는 仁 · 義 · 禮 · 智 · 

40) r유학， 우리 삶의 철학.1， 필립 아이반호 지음， 신정근 역， 동아시아출판샤， 2008, 
pp.26-27. 

41) 장원태， r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 2005. 서울대학교 절학과 
박샤학위논문， p.30. 

42) 이 구절이 포함된 문단 전제가 사물(物)과 그 이름(名)을 논하고 있으며， 명가의 성 
격율 띠고 있는 서술이다. ‘故B: 홉깨動而不形者， 意1!2.， 形而不易者， 德也， 樂而不
홉L， 復而不厭者， 遺1!2..H r天遺施」

43) 샤라 알렌 지음， 오만종 옮김， r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에문 
서원. 1999. pp.162-163. 

44) 신정근 r춘추-역샤해석학ι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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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이라는 덕목들은 마음 안에서 드러나거나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45) 

넓은 의미에서의 마음에 관한 논의에 포함되며， 본고에서는 이를 유가 오행 

설의 흐름에서 이해해보려고 한다. 

무룻인 · 의 ·에 · 지 ·신이라는오상의 도는저|왕이 마땅히 갈고닦아야하는바입 

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닦기 때문에 하늘의 복올 받게 되고 귀신의 신렁함을 누리게 

되며‘ 덕이 샤방의 밖으로까지 베풀어지고 뭇 생물들에게까지 걸리 미치게 될 것 

입니다.461 

F한서 ，jr동중서전」어| 실린 이 문장에서 분명히 t오상’으로 묶여 나탁나는 

仁 · 義 · 띔 · 智 · 信의 그룹은 아직은 문헌적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 

다 4기 그런데 F춘추번로」어|서는 제왕이 닦아야 하는 덕목으로서의 오상의 

그룹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f춘추번로』어|는 t三網五紀’라는 용 

어가 한 차례 보이는데，48) 앞뒤 맥락이 없이 나온 말이므로 이 五紀가 무 

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五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랴 생각된다Ii'맹자」에 

는 仁 · 養 · 禮 · 智 · 信이 아니라 仁 · 옳 · 빼 · 智 · 聖이라는 덕목의 

그룹이 보인다.49) 바로 이 仁 · 義 · 禮 · 智 · 聖이야말로 바로 F순자，jr非 

45) .덕과 행은 안팎을 냐누어 말하는 것이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밖으 
로 베풀어지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德行， 內外Z稍， 在心웹德， 施之행行.)"랴는 구절 
은 r주려IJ의 ’師~’에 대한 정현의 주에 보이는 말이다. 이 말을 오행이나 오덕의 관 
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대 유자들의 일반적인 덕 개념을 이해하는 더| 
에는 유용하리락 생각된다. 이렇계 판단하는 이유는 아래의 주해 50번에서 인용한 

백서「오행」편의 經 1장에서 같은 덕목이라고 해도 ’形於內’의 경우를 t덕의 행'0 1 라 
고 하고 ’不形於內’의 경우는 ’행t이라고 한다는 구문에서도 유샤한 샤고방식이 발견 

되기 때문이다. 

46) “夫仁誼禮知信五常之道， 王者所當fl홉뼈也. 五者個節， 故受天之祐， 而享鬼神之靈， 德
施千方外， 延及群生fu.’

47) 본고의 추해 6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한서Jr동중서전」어| 실린 소위 천인삼책 역 
시 모투 동중서 자신의 발언이락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r한서J는 후한대에 스스인 것 
이므로 이 구절이 시간적으로 전한 무제기에 속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48) .彼三網五紀， 通八端之理， 忠{름而1흉愛， 敎E흥而好禮， 乃可謂홈l 此聖AZ홈也.’ r深짤 

名號」

49) “효子日t 口之於味也， 텀之於色也， 耳之於훨也， .Z於윷fu. 四股於安f훗也， 性1!?. 有
命꿇. 君子不調性也. 仁之於父子也， 義Z於君토也， 禮之於훌主1!?， 智Z於훌효fu. 뿔 
스Z於天遺也， 命也， 有性흙. 君子不謂命fu.‘ r맹자Jr진심(하)J 추회는 밑줄 친 ’聖
A’에서 ’A’을 짜字라고 하는 샤람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상세히 살떠볼 것올 측구 
하였다 : ‘或B’者’훌作’否’人’체字， 更詳之.’ F四톨훌句훌注J(北京， 中華톨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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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子」에서 M옛 일에 의거하여 말을 만들어내어 오행이라고 한다(案往훌 

造說， 謂之五行r고 비판했던 子思와 효子의 ’오행’이라는 샤실이 1973년 

長沙 馬王堆에서 백서본 「오행」편이 출토되자 비로소 분명해졌다. 仁 · 義

· 禮 · 智 · 뿔이랴는 덕목이 바로 백서「오행」편의 經 1장에 냐오는 ’오행’ 

과 같다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었다.5이 그런데 仁 · 義 · 禮 · 뿔 · 聖이랴 

는 자샤와 맹자의 오행은 동중서에게서 仁 · 義 · 禮 · 智 · 信이라는 다섯 

덕목으로 바뀌어 있으며， 더구냐 그는 이를 오행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한편， F한서 "r동중서전」어|는 단 한 번도 냐탁냐지 않던 ‘오행’이라는 용어 

가 『춘추번로」의 일부 팬들에서 다수 발견된다Ir춘추번로」이|는 ’五行’이랴 

는 명칭을 포함한 아홉 편이 있는데.51) 그 안에서 오행이란 예외 없이 모 

두 水 · 火 · 木 · 金 · 土롤 가리키며， 또한 에외 없이 人훌 혹은 政훌와 

관련되어 나탁난다.52) li"춘추번로」에 등장하는 오행 관련 편들이 동중서 자 

신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53) 본고에 

서는 F훈추번로」툴 동중서의 샤상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단 저작 모음집이 

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이 저작에 담긴 오행설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려 한다. 

띨자가 주목하는 인 · 의 · 에 · 지 · 신이라는 덕목이 함께 냐탁나는 「오행 

상생」편에서는 다섯 방위와 짝 지워진 오행 각각이 천지자연의 운행을 주 

1983J. p.370. 여기에서 ’者’와 ‘A’은 앞의 주해에 인용된 r맹자」 원문에서 밑줄 친 
곳을 가리킨다. 

5미 ‘仁形於內， 謂之德Z行 ; 不形於內. ~I!IZ行. 智形於內， 謂Z德Z行 ; 不形於內， 햄之 
行. 훌形於內， 謂Z德之行 ; 不形於內. ~az行. 禮形於內. !홈之德Z行 ; 不形於內， 謂
之行. 聖形於內.!I之챈之行 ; 不形於內.~之行. 德之行五， ￥0랩之德 ; 四行쭈O. 빼之 

홈. 홈、 人찮也 ; 챈、 天遺也.’ 鷹朴， F멈톨五行篇~究.1(5휴南: 齊률톨社. 1980 져1 1 판: 
1988 제2판). p.44. 이와 관련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은 졸고 rr홈짧新훌」어| 나탁난 
새로운 제국 질서의 샤상적 기초J(r철학사상 .... 제31. 2009)의 져12절을 참죠할 것. 

51) 제38펀「五行對J. 저142편「표行Z훌J. 제58펀「五行相生J. 제59펀「五行相勝J. 제60편 
「五行順않J. 제61펀「治順五行J. 제62펀「治홈L五行J. 제63편「五行變救J. 제64편「五行 
五훌」 이렇게 총 9장이다. 

52) ^1164펀「五行표훌」에서의 五行은 바로 표훌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의 에외가 있지만 
이 장에서도 역시 오사는 또다시 수 · 학 · 옥 · 금 · 토의 오행과 일대일로 대응된 
다. 

53) 훌君仁이 r.~뿌혐不짧五行考J(1968. r園立中央圓를館館뀌J .. 저12권 지12기에 발표되었 
으며， 후에 r悔園論훌훌」어| 실렸다.)랴는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한 이래 많은 이 
들이 찬반의 태도로 나뉘었으나 이런 주장에는 강력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냐는 

F한서 .. r오행지」어| 남야 있는 동중서의 수많은 재이 관련 기록에 오행이락는 관념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r한서 .. r동중서전」어| 보이는 우주론 
은 옴~;을 언급할 뿐 오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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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때 각각 실시해야 할 政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다섯 덕목이 언굽 

된 다. 즉， ’동방-木-샤농(司農)이 仁을 숭상함‘， ’남방-火-샤마(司馬)가 智를 

숭상함’， ’중앙-土-샤영(司營)이 信을 숭상함’， ’서방-金-샤도(司徒)가 義를 

숭상함’， ’북방-水-샤구(司끓)가 에롤 숭상함t이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Ii'춘추번로』 전체에서 인 · 의 · 예 · 지 · 신이 같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 한 군데 뿐인데， 이 덕목들은 특정 직무툴 맡은 자들이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각각 배당되어 었다. 인 · 의 · 예 · 지 · 신이라는 덕목이 오 

행과 관련되어 F춘추번로」어| 냐타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五行을 五훌와 

일대일 대응시키는 샤고 노선을 휘했지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 r五行五 

훌」편에 의하면 五行이란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샤항으로서 

태도(짧}， 말(를}， 보는 것(視}， 듣는 것(聽}， 생각(思)을 가리키는데， 이는 다 

름 아닌 f상서.ßr홍범」편에 보이는 五훌와 같다 r홍범」편에 나열된 아홉 

가지 큐범 가운데 오행과 오샤는 각각 하나의 범주로서 상호 관련되어 있 

지 않고， 다만 ’태도(鏡}-공손함-엄숙하게 함’， t말(言}-이치를 따름-조리있게 

함’， ‘보는 것(視}-밝음-지혜롭게 함’， ‘듣는 것(聽}-분명함-지모가 있게 함’t 

’생각(思}-슬기로움-성인과 같이 함’이라는 형태로 오샤에서 요구되는 덕목 

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54) 그런데 「오행오샤」펀에서 이들 五훌는 왕이 

정샤를 베풀 때 취해야 하는 샤항a로서 四時와 그 각각의 物候 및 五行，

五音 등과 짝지어져 있을 뿐 아니라， 때에 맞는 정샤를 베풀지 않으면 자연 

현상으로서 어떤 재이가 냐탁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F여171 .l월령 」편과 유샤하다. 이 가운데 오샤악 오행， 그러고 인 · 의 · 에 · 

지 · 신의 배합은 각각 태도(銀)-木-仁’， ’말(言)-金-義’， ’보는 것(視)-火

智’， ’듣는 것(聽}-水-禮’， ’생각(思}-土-信’로 되어 있다. 이러한 덕목들이 한 

개인의 수양이라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관직을 맡은 자 

들이 각각 중시해야 하는 덕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火와 智툴， 

水와 禮툴 짝지었지만 후한 시대의 鄭玄은 『여1 7 1 .l중용」어| 주해를 하면서 

”木神則仁， 金神則義， 火神則禮， 水神則知， 土神則f言"55)이 라고 하여 , 火와 

水라는 두 행과 짝을 이루는 덕목이 바뀌어 있다. 후대에는 정현이 제시한 

방식과 같은 오행과 오상의 배합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었다. 

54) ‘五훌， -8짧-日言， 三日親， 四B앓， 五B思， 혔덤~， 言B從， 視日明， 앓B뼈， 思
日훌，11&作빼， 從作:x.， 明作홈， 뼈作짧， 훌作聖" 

55) 이 구절은 십삼경주소본r여|기정의Jr중용」 지11장(r중용장구집주J본의 지11장올 말함) 
에 대한 추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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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춘추번로』 가운데 오행과 무관한 콧에서도 仁， 義， 뽑 등이 중요하게 언 

급되어 있고 信과 禮라는 관념 역시 여러 차려| 둥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r춘추공양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나 사람 

됨의 도리로 묘샤된다. 五훌에서는 샤려하는 心이 土에 배당되고， 오상의 

덕에서는 의로움(義)이 金에 배당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로움으 

로 體롤 기르고 의로움(義)으로써 心을 기른다.’라는 문장에서 샤용된 의로 

움(義)은 오행의 義와는 무관하게 ~IJ와의 상대 개념으로 샤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仁義法」에서 仁은 다른 샤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참 

된 자애로움인 반면， 義는 자신을 규제하는 도리로서 각각 적용해야 할 영 

역이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r必仁且智」에서는 “자애롭기만 하고 지혜롭 

지 못하면 남들을 배려하지만 분별력이 없다. 지혜롭기만 하고 자애롭지 못 

하면 분별력은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 자애로움은 샤람들을 샤랑하 

는 것이고， 지혜로움은 그들의 재해를 국복하는 것이다."56)라고 하여， 仁과 

智는 국가를 다스리는 자에게 반드시 띨요한 덕목이라고 말한다Ii"춘추공앙 

전」 자체에서 신뢰(信)를 귀하게 여기고 예(빼)를 아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 

에 r춘추번로』 가운데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r춘추공양전a의 해석과 관 

련된 편들에서도 信과 禮는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렇게 따로 등장하는 인 

· 의 · 예 · 지 · 신은 오행과는 무관하게 샤용되고 있다. 

전한 초에 이르기까지도 인 · 의 · 예 · 지 · 성이락는 오행의 그룹이 일 

반적이었으리라는 것은 F륨誼新를JJr六術」펀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동해서 

알수있다. 

샤람에게는인 . 의 . 예 . 지 . 성이라는행이 있다.이 다섯 가지 행이 조화되면 즐 

거움이 일어나고，즐거움이 일어나면 여섯 가지가되는셈이니， 이롤일러 육행이 

랴고한다.5기 

그렇다면 f춘추번로a어|서는 어떤 계기로 聖이라는 덕목이 信으로 바뀌게 

56) ’仁而不智， 則愛而不었IJ也 ; 智而不仁， 則知而不뚫也. 故t者所愛A했i!?. 智者所以除
其훌i!?." r必仁且智」

57) ’A有仁옳짧쩔’뿔之行. 行￥11則樂興. 聚興則六， 此之調六行.’「新톨校注.A. p. 316. 번 
역은 박미락 역 r신서J툴 참조하였다.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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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일까? 그 계기가 분명하게 드러냐지는 않지만t 「오행상생」편에서 

/중앙-土-샤영(司뿔)이 信을 숭상함께 대해 서술하면서 덧붙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실마리를 지적할 수는 었다. “지극히 충직하고 신뢰감을 돈독하게 

하여 그 군주를 섬기며， 의로움에 의거하여 샤샤로운 은혜를 끊어버린다 

."58)는 대목에서 신뢰감이 강죠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왕이 갖추 

어야 하는 다양한 덕목들을 제시하는 「오행오샤」편에서는 「흥범」편의 五훌 

인 태도 · 말 · 보는 것 · 듣는 것 · 생각을 각각 부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의 생각(思)을 心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왕의 마음이 모든 것을 포용하지 못하면 농작물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고 가을에 

우뢰가 많다. 우뢰는 토의 기운이다. 그 음은 궁음이므로 우뢰가 그것에 응한다.59) 

관용하면 성인과 같이 통달하는데6이， 성인과 같이 통달한다는 것은 베풀어 띨쳐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왕의 마음이 너그럽고 커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성인과 같이 통달하여 무엇이든 베풀어 펼쳐나가며 만사가 그 적절함을 얻게 된 
다.61) 

이 문장에서는 ‘聖’이라는 말을 ’設’(베풀어 펼치다)로 풀이하면서 왕의 

마음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을 대지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미지와 서 

로 통하는 것으로 묘샤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신뢰，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을 지닌 ’信’과의 배합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r춘추번로」어|서는 오샤와 

오행을 오상고t 배합하는 것에 대해서 멸연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지만l 

「五行相生」에서 보이는 土싹 信의 연결고리 및 「五行五훌」에서 보이는 思

(心)와 土의 연결고럭툴 통하여 격우 납득할 만한 정도의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중서가 「표行五훌」편에서 배합했던 五常의 연원 

은 어떤 것일까? 

58) ‘至忠l를信， 以훌其君. II훌훌훌l恩.’ 「五行相生」

59) ι王者心不能容， l'! IJ隊播不成， 而秋多雷， 雷者， 土氣1P.. 其훌宮1P.. 故應之以짧" r五行
五훌」 

6이 이 문장에서 ’뿔’이락는 글자를 정인과 같이 통달한다고 풀이하였는뎌1. 이는 r白흙 

i훌훌훌.l뿔人」의 ‘聖人者何? 聖者， i흉1P.， 遺1P.. 훌1P..’라는 구절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千首쫓， 周桂細. t훌훌빼 교석 r春秋쫓활校흉". p.719. 재인용. 

61) ‘容作뿔t 聖者， 짧也. 王者心寬大無不容. ltlJ뿔能施設 •• 各得其宜也.‘ 「五行五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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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푸(廣朴)는 일찍이 r멈톨五行篇빠究」라는 저서어|서 「중용」의 한 대목 

이62) 이미 유가 오행설의 관접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오 

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어야 비로소 갖출 수 있다고 하며 나열되어 있는 

덕목들을 각각 ’총명하고 에지로움(뼈明훌知)-聖’， ’너그럽고 녁넉하고 온화 

하고 부드러움(寬格溫柔)-仁’， 떨쳐 일어나고 강하고 굳세고 굳셉(發꿇剛 

敎)-義t ， ’삼가고 씩씩하며 중심이 있고 바름(齊莊中正)-禮t， ’문식이 있고 조 

리 있고 치밀하고 잘 살펌(文理密蔡)-智 ·로 짝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63) 리쉐친(李學動)은 팡푸의 발견을 높이 평가하면서 본인은 더 나 

아가 子思가 오행설을 창설할 때 의거했던 샤상적 자료는 바로 F상서.Jf홍 

범」편이라고 하였다.64) 다시 말하자면， 백서 「오행」편이 출토됨으로써 仁 · 

義 · 禮 · 智 · 聖이 유가의 五行이락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r여1 7 1 .11 

「풍용」에 묘샤되어 있는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가질 수 있다는 다섯 가 

지 성품에 대한 요샤도 비로소 유가의 오행설을 어느 정도 내포하는 것으 

로 독해되었고， 나아가 F상서 "f홍범」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五훌의 셰부적인 

내용 역시 유가 오행설과 관련지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샤실을 미 

루어보자면， 전국시대에는 水 · 火 · 木 · 金 · 土롤 표行이라고 했던 흐름 

외에 仁 · 義 · 禮 · 智 · 聖을 五行이라고 하는 샤맹학파의 오행설도 있었 

으며， 이러한 오행에 관한 논의는 선진시대 이래 통치자가 갚추어야 할 덕 

목틀을 다섯 가지로 나열하는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F한서"f동중서전 」과 F춘추번로」의 「오행오샤」편에 등장하는 인 . 

의 · 에 · 지 · 신이라는 덕목이 갑자기 출현한 것도 야니며 ， 동중서와 관련 

된 위의 문헌들에계셔 죄초로 냐탁난다는 샤실이 강촉될 필요도 없는 것이 

다. 또， F춘추번로」어|서 오행과 오샤롤 인 · 의 · 에 · 지 · 신과 각각 배합 

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샤맹학파의 오행설을 수용하여 변형한 결과랴고 

단언할 수도 없다. 백서「오행」편에서 말하는 인 · 의 · 에 · 지 · 성이라는 

그룹보다 인 · 의 · 예 · 지 · 신이라는 그룹이 후대에 정착되어갔던 것은 

62) ‘唯天下至聖， 웹能Q.!明1흩知， 足以有臨也. 寬*§i옮柔， 足以有容也. 發꿇뼈1)했， 足以有執
也.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文理密흉， 足以有ZIJ1l2: 주회의 r중용장구」본으로 제31장 
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63) 훌朴， r멈톨五行篇Ð1f究~， p.141 : 李뿔fJJ， r멈톨〈五行〉與<<尙톨 · 洪範>>.J(훌北， 
1994, r햄멈f失짧與훌術史」어| 수록됨)， p.290 재인용. 李學l1J의 논문은 본혜 J:海에 
서 출간된 r學術月귀)~(1986， 제 1 1 期)에 실린 글이었으나 후에 위의 책에 수록되었 

다. 

64) 李學없 上同，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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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오행」편의 오행 가운데 聖이라는 덕이 오행의 하냐이면서도 냐머지 

四行과 동일한 층차에 속하기보다는 한 차원 상위에 속한다는 문제점이 하 

나의 이유가 되었으리락 추측한다. 

5. 마치는 말 

본고에서는 한대 유교 평가의 핵심에 놓이는 동중서 및 r춘추번로」어| 나 

탁난 마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r춘추번로a어|서 마음에 대한 

논의는 선진시대 유가들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보다는 천지 안의 

샤람 및 그러한 샤람의 몸과 마음이라는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Ii"춘추번로」에서는 聲힘1 1의 흔고방식을 근거로 명칭 그 자체에 하늘 

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心과 身이랴는 말에 이를 적용한다. 

身이란 말은 天으로부터 취한 것이니 하늘의 존재양상을 우리 몸도 그대로 

취하고 있으며， 心이란 빠， 즉 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의 본성에 

는 무언가 막아야만 할 선하지 않은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 

자는 동중서가 이러한 心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未홈의 인성론을 전 

개했으며， 우주론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던 마음에 대한 논의는 제국의 정당 

성 확보라는 정치적 맥락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투 번째로는 마 

음에 대한 논의가 유교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구체적인 공부의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인데， 그 공부의 과정이 F춘추번로」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Ir춘추번로』에서는 형체로서의 몸(體)을 기르는 것과 마음(心)을 

기르는 것이 각각 다른 기반 위에 불여있다고 구별하며 양자 가운데 후자 

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결코 전자의 의미가 간과되지 않았다. 양자의 간 

극을 메워주는 것은 바로 氣랴는 요소로서， 바로 이 氣롤 통해서 몸과 마음 

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轉化될 수 있다는 접을 설명하였다. 셋째， 동 

중서가 덕이라고 일걷지는 않았지만 r춘추번로a어l는 동중서가 ’오상의 도’ 

라고 했던 인 · 의 · 에 · 지 · 신이라는 다섯 덕목이 수 · 화 · 목 · 금 · 
토랴는 오행과 배합되어 냐타난다. 동중서가 인 · 의 · 예 · 지 · 신이랴는 

다섯 덕목을 제시했던 것은 선진시대 이혜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다 

섯 가지로 설명하는 유가 오행설의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동중서는 제 

왕이나 특정 관리가 강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 · 의 · 에 · 지 · 신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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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다섯 덕목들을 음양오행의 우주론과 결합시킴으로써 제국의 정 

치 역시 우주의 질서와 조응하는 것으로 요샤하였다. 동중서의 샤상에서 하 

늘(天)은 중요한 토대를 이루지만， 마음에 대한 논의에서는 직접적으로 하 

늘의 마음(天心)이 중요하게 논의되지는 않는다.65) 그러나 형체로서의 몸과 

대비하여 마음의 수양을 통하여 양생을 말할 때， 또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덕성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언급할 때 대우주， 혹은 자연 세계 그 자체롤 의 

미하는 ‘천(天)이라는 용어는 항상 논의의 준거툴이 된다. 동중서는 인간 혹 

은 인간 샤회만을 염투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우주론을 배경으로 

천지만물 중의 한 존재로서 인간을 조명한다. 동중서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천지라는 공간 안에서， 또 F춘추공양전」어| 대한 해석학이라는 경학 전통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마음(心)， 몸(身/體)， 동중서 ， F춘추번로.!I， 덕， 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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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天心’이라는 용어는 「兪序」편의 ‘仁， 天心， 故次之以天心"이라는 곳 외에는 더 이 
상 찾아볼 수 없으며， 대신 ’天意’라는 용어는 15차례 가량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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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ind-heart(心) of Dong 

Zhongshu 

Lee Younseung(Seoul National University) 

Xin(心 ), often translated into 'mind-heart’ is a major 

problematique in traditional Confucian discourses. In this paper, 1 

tried to examine Oong Zhongshu’5 usage of Xin(心 ). Fîrstly, 1 explain 

that Oong Zhongshu, the typical Han Confucian scholar discussed 

the mind-heart(心 ) in the context of cosmology. Secondly, 1 pointed 

。ut that in Oong’5 theory of self cultivation, the mind-heart and the 

body could be transformed into each other. Oong said that there 

were two ways of self cultivation : cultivating the mind-heart(흩心 ) 

and caring the body(흩體)， and he thought that the two could 

influence each other through the qi(氣). 1 also examine the usage of 

Oe(德) in Chunqiufanlu, and the five cardinal virtues(五常)，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and sincerity in the 

context of the Confucian theories on Wuxing(五行).

Key words: mind-heart(心)， body(身/體)， Oong Zhongshu(훌#합). 

Chunqiufanl，이春秋緊露)， virtue(德)， cosm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