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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문에서는 당시의 언어 현상에 근거하고, 철저한 ‘以經解經’의 방법으로 《老子》

의 문맥 속에서 《老子》의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老子》의 ‘有’와 ‘無’에 대

해 살펴보고 나아가 ‘道’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道는 보이지 않는 기체(精 혹은 

氣)로 차 있어 육안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 ‘無’의 상태이다. 이러한 기체는 끊임없

이 운동하며, 운동의 작용(기체의 응집상태)으로 인해 우리 육안으로 관찰되어 ‘有’

가 된다. 즉 ‘有’, ‘無’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근거한 道의 두 모습일 뿐, 道는 그냥 

생명력을 가진 기체가 혼잡하게 뒤섞여 응집과 해제를 반복할 뿐이다. 

I. 서론

《老子》는 춘추시대의 저작으로, 당시의 정확한 《老子》 경문은 볼 수 없다. 현재 

우리가 《老子》 원문을 접하는 경로는 出土本인 郭店 楚簡本, 馬王  帛書甲乙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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敦煌本 등과 河上公本, 想爾本, 王弼本, 傅奕本 등의 傳世本을 통해서이다. 이들 

판본의 字句 차이와 경문 내용의 심원함으로 인해, 《老子》는 출현 시점인 춘추시기

부터 현재까지 아마도 가장 많은 주해서를 보유한 스테디셀러임이 분명하다. 현재

까지의 주석서 가운데 가장 이른 河上公注(대략 西漢末東漢初1)), 想爾注(대략 東

漢), 王弼注(魏)를 흔희 《老子》 三家注라 칭하는데, 이들은 《老子》를 상당히 다르

게 이해하고 있다. 王弼注와 想爾注가 철학적 ‘도가’와 신학적 ‘도교’의 양 극점이라

면, 河上公注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각 판본에서 경문

의 字句 선택이라든지 어조사의 사용 등을 보면, 단순한 착간이나 오탈이 아니라 

각자의 의미 인식 차에서 비롯된 의도적 사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老子》 오천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춘추시대 《老

子》가 출현한 뒤로 戰國, 秦, 兩漢, 魏를 거치면서 시대별, 유파별 도가의 특징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 개인적 성향이 어우러져 제각기의 목소리로 나왔기 때문이

다. 사실, 현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도가류의 베스트셀러 또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랐다. 남북조시기를 거치면서 도가와 도교가 합류하여 불교의 교리를 강하게 수

용하면서 重玄學으로 발전하게 되고, 당대에 접어들어 이러한 도가류는 국교로 인

정되면서 사상의 정수로 도약한다.3) 河上公注를 기초로 한 成玄英의 《老子義疏》

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특히 河上公注는 당, 송대 성리학이 중국학

술계를 장악하기 전까지 도가류의 필독서였다.4) 이후 도가는 재야로 들어가면서 

시들해지다가, 청대 이후에 학술적으로 접근하면서 《老子》의 王弼注가 그 지위를 

계승하게 된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老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문명의 목소리

에 힘입어 더욱더 개인적인 성향, 배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시대별 《老子》 주석서의 선호는 그 시대의 환경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질 뿐, 경

문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老子》의 성서 의도는 비교

 1) 河上公注와 想爾注의 성서시기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지만 본문에서는 오상무의 고증을 

따르기로 한다. (吳相武, 《老子河上公, 想爾, 王弼三家注比 硏究》(北京, 北京大學

博士論文, 1996) 참고.)

 2) 吳相武, 《老子河上公, 想爾, 王弼三家注比 硏究》(北京, 北京大學博士論文, 1996)

참고.

 3) 羅佑權, 《成玄英의 <老子義疏> 硏究》(서울, 고려대학교박사논문, 2011) 12-17쪽 참고.

 4) 김재용, 《<老子河上公注> 硏究》(서울, 서강대학교석사논문, 2001) 1-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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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명하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無爲’정치에 대한 구현이며, 내면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경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의식으로 쌓아 올려 진 지식, 관습, 

문명의 덩어리들을 해체하는 논리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

제들은, 많은 판본과 주석서가 말해주듯이, 그 차이가 비교적 크고 다양하다. 본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당시의 언어 현상에 근거하고, 철저한 ‘以經

解經’의 방법으로 《老子》의 문맥 속에서 《老子》의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老子》의 ‘有’와 ‘無’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道’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老

子》에서 ‘無’와 ‘有’가 관련 의미의 대구로 출현하는 곳은 모두 4곳이다. 1장, 2장, 

11장, 40장인데, 40장은 짧은 길이와 2장과의 내용 관련성으로 인해 2장에서 함

께 다루기로 하여, 본문에서는 1장, 2장, 11장의 세 장을 분석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관련 장과 내용은 이 틀 안에서 연관 지어 다루기로 한다. 字句 고증은 기존

의 연구 성과를 주로 참고하고, 논지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 고증하

기로 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경문의 판본은 《老子》의 王弼注를 토대로 하되, 논란

이 있는 字句는 출토본과 그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분석하여 변용하기로 한다. 서

명은 王弼注의 편집 순서와 현재 통용되는 명칭에 근거하여, 《老子》, 《道德經》, 

《老子道德經》을 혼용하기로 한다.

Ⅱ. 《老子》 1장

《老子》 1장은 소위 ‘道可道’장으로, 道의 ‘不可道’, ‘不可名’한 특성과 만물의 창

조와 성장에 관여하는 ‘無’와 ‘有’에 관해 논하고 있다.

道可道, 非常道 道가 道라고 여겨질 수 있으면, 진정한 道가 아니다.

名可名, 非常名 이름이 지어질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세 차례의 ‘道’字와 ‘名’字가 출현하는데, ‘道’, ‘名’의 한 글자만 가지고 보면, 모

두 우리가 흔히 ‘道’, ‘名(이름)’이라고 일컫는, 혹은 이름 지어진 포괄적 범위의 일

반 명사이다. 대부분의 《老子》 주석에 의하면, 두 번째 ‘道’를 서술어의 위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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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서 ‘말하다’의 동사의미로 풀고 있다. 하지만 《道德經》의 기타 부분에서 ‘말

하다’의 의미는 ‘ ’자로 나타내며, ‘道’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운문적이고 

대구를 많이 사용하는 《老子》 필법을 고려할 때, ‘道可道’와 ‘名可名’에서 ‘道’와 ‘名’

은 비록 서술어 위치이지만 여전히 명사로 보는 것이 훨씬 생동감과 여운, 강렬함

을 준다.

 1) 君君, 臣臣, 父父, 子子(《論語⋅顔淵》)

(군은 군주답고, 신은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2) 我可以不夫人之乎(《谷梁傳⋅僖公八年》)

(나는 그를 부인으로 삼을 수 없다)

예문 1)에서 두 번째의 ‘君’, ‘臣’, ‘父’, ‘子’는 모두 명사이지만 서술어위치에서 

동사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주답다’, ‘신하답다’, ‘아버지답다’, ‘아들답다’의 

의미로, 대구와 글자 수의 운용에 있어 짧고 강렬한 의미 전달과 생동감을 준다. 

예문 2)의 ‘夫人’ 역시 ‘부인으로 여기다’의 의미로 동사화 하였다. 고대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용례는 상당히 보편적이며, 문언문법에서는 이를 명사의 ‘意動’용법5)으

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러한 보편적 언어 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내의 동일한 글자에 대해 다른 품사와 의미로 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

인다. ‘可道’는 바로 ‘道라고 여기다’의 의미가 된다. 최진석은 ‘可道(道라 할 수 있

는 道)’, ‘可名(이름 지어질 있는 이름)’에 대해 하나의 범주로, ‘常道’, ‘常名’에 상

반되는 人道의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6) 경문의 ‘可道’에 비추어 볼 때, ‘常道’

의 의미는 인간의 의식으로 규정짓고 표현할 수 없는, 존재하는 그대로의 道를 말

한다. 《道德經》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경계한다. ‘道라고 여기는 것(可道)’은 사실상 

이름을 짓고 개념화 하는 것으로,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의 오감을 통한 인식을 거

쳐 행해지는 인간들끼리의 약속에 불과하다. 진정한 道는 사람의 의식으로 “이러한 

것이 道이다”라고 규정하고, 이름 지을 수 없다.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5) 楊伯俊, 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 語文出版社, 2001) 541쪽.

 6)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경기, 소나무, 2001) 25쪽. 하지만 최진석은 

23쪽에 ‘道可道’의 경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道’를 ‘말하다’, ‘정의내리다’라고 

풀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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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동물, 곤충 등에 대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존재

하고 발전하는 그 자체의 행위나 사물에 대해 인간의 의식작용으로 테두리를 지워 

가두고 고정화 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無, 名天地之始7) ‘無’는 천지의 시작이라 이름하고 

有, 名萬物之母 ‘有’는 만물의 어미이라 일컬어진다. 

故常無, 欲以觀其妙8) 고로 항상 ‘無’로써 오묘함을 나타내고 

常有, 欲以觀其徼 항상 ‘有’로써 구체적인 영역을 나타내고자 한다. 

此兩 , 同出而異名 이 둘은 같은 출신이지만 이름이 다르다.

同 之玄 (둘이)같음을 현묘하다고 하니 

玄之又玄, 衆妙之門 현묘하고 또 현묘하구나. 만물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無’와 ‘有’가 처음으로 출현하는데, 내용 논의에 앞서 논란이 많은 글자인 ‘徼’자

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徼’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

펴보면, 《說文解字》에 ‘循也(순회하다)’라 함을 비롯하여, 《韻 》에 ‘游徼(순찰하

다)’, 《玉篇》에 ‘邊徼也(변두리, 경계)’, ‘要也(요구하다)’, 《廣韻》에 ‘ 道也(작은 

길)’, ‘抄也(훔치다, 베끼다)’9) 등의 의미로 풀고 있다. 이 외에도 王弼은 ‘歸終(귀

 7) 王弼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無名’, ‘有名’, 그리고 다음 구절의 ‘無欲’, ‘有欲’을 주어

로 끊어 읽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몇 가지 문맥상의 이유로 따르지 않는다. 먼저 다음 

구절에서 ‘此兩 ’는 분명 ‘無’와 ‘有’를 가리키고 있어, ‘無’와 ‘有’를 주어로 끊음이 타당

해 보인다. 둘째 최진석이 지적한바, 《道德經》 내에서 ‘無名’과 ‘有名’, ‘無欲’과 ‘有欲’은 

하나의 추상명사로서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1장에

서 갑자기 명사로 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설령 帛書本에 따라 德經과 道

經을 전후로 두더라도 德經에서는 ‘無名’만 단 1회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 모두 

道經에 출현하고 있다. 셋째, 여기서의 ‘無’와 ‘有’는 모두 ‘道’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경문에서 ‘無名’과 ‘有名’의 의미를 보면, 먼저 ‘無名’은 ‘道常無名(32장)’, ‘無名

之樸(37장 2회)’, ‘道隱無名(41장)’으로 4회 출현하는데, 모두 도의 특징에 해당한다. 

하지만 ‘有名’은 32장의 ‘始制有名’에서 단 1회 출현하는데, 그 의미는 ‘道’로서의 자연

그대로의 특징이 아닌 현실세계의 가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1장의 ‘有名’과는 상반

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無’, ‘有’를 주어로, ‘名(이름 하다, 일컫

다)’을 서술어로 보기로 한다.

 8) 王弼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無欲’, ‘有欲’을 주어로 끊었다. 주6)과 동일한 이유로 

따르지 않으며, 특히 ‘有欲’은 여기 외는 보이지 않는다.

 9) 《康熙字典》(漢典网 http://www.zdic.net/z/19/kx/5FBC.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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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다)’의 의미로10), 朱謙之는 돈황본에 의거하여 ‘曒(빛나다)’11)로 풀이하고 있

다. 《說文解字注》에 의하면 ‘순회하고’, ‘순찰하다’라는 본의는 ‘요구하다’, ‘변두리’라

는 의미와 파생관계에 있다.12) 이렇게 볼 때 ‘작은 길’이나 ‘훔치다’의 의미는 ‘徼’의 

본의와 관련이 멀며, 본장의 의미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王弼이 ‘歸終’이라

고 함도 근거가 부족하다. 대구가 되는 글자인 ‘妙’와 함께 살펴보면, ‘妙’는 미묘하

여 알 수 없음의 의미로 ‘無’의 특성이 되고 있다. 이와 대조해보면, ‘有’의 특성인 

‘徼’의 의미는 ‘변두리(邊)’ 혹은 ‘빛나다(曒)’ 두 가지 의미로 좁혀질 수 있다. 그런

데 ‘빛나다’의 의미는 사실 ‘妙’와 대조될 수는 있지만 《道德經》에서 ‘有’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돈황본을 제외한 郭店 竹簡本이나 帛書甲乙本, 王弼本에 모

두 예외 없이 ‘徼’라고 되어 있어, 돈황본의 ‘曒’자를 오히려 ‘徼’자의 오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기서 ‘徼’의 의미는 ‘변두리’, ‘테두리’의 의미로, 《道德經》에서 

‘其中有象’이라고 했듯이, 물체가 ‘形’이 되기 전에 ‘象’으로 테두리 지워짐을 의미한

다. 즉 ‘有’의 세계에서 만물이 서서히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無’와 ‘有’는 《道德經》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道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無’가 천지의 시작이라 함은 곧 만물 창조의 근원, 바탕임을 의미하며, ‘有’가 만물

의 어머니라는 것은 창조된 만물을 길러주고, 배양하고, 형태를 갖추어주고, 이루어 

줌13)이니, 즉 만물 존재의 근원으로, 사실상 道가 만물에 깃들여 있는 것14)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始’는 ‘無’의 영역으로, ‘母’를 ‘有’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아래에 “同出而異名”이라고 했듯이, 이 둘은 이름만 다를 뿐 다르지 않다. 이는 《道

德經》 내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5장을 보면: 

有物混成, 뒤섞여 이루어진 物이 있었으니,

先天地生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다. 

10) 임채우, 《王弼의 노자주》(경기도, 한길사, 2005) 51쪽.

11) 朱謙之, 《老子校釋》(北京, 中華書局, 1984) 6쪽.

12) 段玉才, 《說文解字注》: “按引伸爲徼求､ 爲邊徼”

(漢典网 http://www.zdic.net/z/19/sw/5FBC.htm 참고)

13) 王弼, 《老子注》: ｢及其有形有名之時, 則長之育之亭之毒之, 為其母也｣(임채우, 《王弼

의 노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50쪽.

14) 吳相武, 《老子河上公, 想爾, 王弼三家注比 硏究》(北京, 北京大學博士論文, 1996)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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寂兮寥兮,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獨立不改 홀로 우뚝 서서 바꾸지 아니하며

周行而不殆, 두루 움직여 끝이 없으니,

可以爲天下母 세상의 어머니라 하겠다.

吾不知其名, 나는 그 이름을 모르니, 

字之曰道 그저 <道>라 부른다. (25장)

여기서의 ‘物’은 천지보다 먼저 있다고 했기 때문에 ‘天地之始’로서의 ‘無’이다. 

‘寂’, ‘寥’, ‘獨立不改’는 모두 ‘無’로서의 道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 아래 구절에서 

‘천하의 어미’가 된다고 하였으니, 소위 ‘萬物之母’로서의 ‘有’이다. 이것을 억지로 

이름 하여 ‘道’라고 하였으니, ‘無’와 ‘有’를 뭉뚱그려서 모두 道와 동일하게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장을 보면, 

天下有始, 천하에 始(시작)가 있는데, 

以爲天下母 천하의 母(어미)로 삼을 만 하다.

旣得其母, 어미를 알면,

以知其子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旣知其子, 그 자식을 알고

復守其母 그 어미를 잘 모시면 

沒身不殆 몸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로울 것이 없다 (52장)

첫 구절에서, ‘始’를 천하의 ‘母’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始’와 ‘母’를 완전히 동일

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서 ‘始’와 ‘母’는 모두 道이며, ‘子’는 만물을 가리킴이 분명

하다. 어미를 알면 그 자식을 안다고 함은 ‘道’를 알면 모든 만물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道’와 만물이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道의 유전자가 만물에 깃들여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無’와 ‘有’는 모두 道인데, 그 차이는 ‘無’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有’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즉 ‘無’

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有’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無’와 ‘有’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1장에 의하면 ‘無’

가 만물을 탄생키시고 ‘有’가 만물을 기르는 것으로, 마치 ‘無’가 먼저이고 ‘有’가 나

중인 것으로 인식된다. 40장에서도 비슷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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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下萬物生於有 천하 만물은 ‘有’에서 생겨나고

有生於無 ‘有’는 ‘無’에서 생겨났다.(40장)

1장과 40장의 두 구절이 나타내는 바는 ‘無’에서 ‘有’(천지, 만물)의 순으로 창조

되었음을 나타내는 창조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순서는 

馮友蘭이 지적했듯이,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이 아닌 단순한 논리적 순서15)이다. 즉 

‘無’가 있은 뒤에 ‘有’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의 “有無相生”처럼 ‘有’가 있기 위해

서는 ‘無’가 확보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

로 한다.

다음 구절에서 ‘有’, ‘無’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同出而異名”에서 

‘同’을 ‘같은 곳’ 혹은 ‘같은 시간’ 등으로 풀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같이 말미암

아 나온 곳 혹은 때가 ‘道’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道德經》에서 ‘無’와 ‘有’는 

道와 동일시되고 있어, ‘無’, ‘有’와 道가 시간적 혹은 공간적 선후가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出’자를 쓴 의도는 4장에서 道에 대해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누구의 

아들인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음이 틀림없다)”이라고 의인화하여 

마치 道가 누구로 인해 말미암아 나온 것처럼 표현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따라

서 이 구절은 “ ‘無’와 ‘有’가 동일하지만 이름만 다르며, 모두 道이다”의 의미로, ‘無’

와 ‘有’가 시간의 선후와 관계없는 道의 양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有’와 ‘無’

는 인식상 정 반대의 개념이지만 이 둘이 이름만 다를 뿐 같으니, 현묘하다(同 之

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有’와 ‘無’가 정 반대의 모습이지만 같음(同)에 대해 현묘하다고 하는데, 과연 道

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다음 장을 통해서 또 다른 道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老子》 2장 

《道德經》 2장은 내용상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5) 馮友蘭, 《中國哲學簡史》(北京, 新世界出版社, 2004)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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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下皆知美之爲美 천하가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인식함은 

斯惡已 이는 추함 때문이다. 

皆知善之爲善 선한 것을 선하다고 인식함은 

斯不善已 불선함 때문이다.

먼저 판본상의 異同을 살펴보면, 초간본에 이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후반

부가 “皆知善, 此斯不善이”라 되어 있으며, 帛書甲본에는 “美之爲美”에서 ‘之’가 빠

져 있다. 帛書甲과 乙본에서 모두 “皆知善之爲善”을 “皆知善”으로 축약을 해 놓고, 

‘已’를 ‘矣’로 표기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의미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구절은 “斯惡已”와 “斯不善已”에 대한 해석인데, 다양한 의

견이 있지만, 귀납하면 아래 4가지의 의미가 주를 이룬다.

a. 이(前句)는 나쁘다/불선하다: 河上公, 成玄英, 이기동, 최진석 등

a`. 이(美/善)는 추함/불선함이다: 김용옥

b. 이는 추함/불선함 때문이다: 王弼, 許抗生, 복단대 등 

c. 추함/불선(에 대한 관념)도 생겨난다: 陳鼓應, 林語 , 範應元, 林希逸 등

a와 a`는 동일한 의미구조지만 지시대명사 ‘斯’의 지시대상이 다르다. a에서 ‘斯’

는 앞 구절 전체를 가리켜, 그러한 행위가 ‘나쁘며(惡)’, ‘좋지 않다(不善)’라는 의미

이며, a`에서 ‘斯’는 앞 구절에서 언급한 ‘美’와 ‘善’을 가리켜 이것이 곧 그 대립 항

인 ‘추함(惡)’이고 ‘불선함(不善)’16)임을 나타내고 있다.

의미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먼저, 연결구절인 “天下皆知美之爲美”의 의미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천하 사람들이 美가 美 됨을 안다”라는 의미인데, 여

기서 동사 ‘知’가 문장의 핵심 서술어이자 핵심 의미이다. 주지하듯이, 《老子道德

16) 여기서 ‘惡’의 음과 의미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a식 대로라면 음이 ‘악’이 

되어 ‘善-惡’의 대립항이 형성되며, 나머지는 모두 ‘싫어하다’의 의미인 ‘오’로 읽힌다. 

여기서 ‘美-惡(오)’의 대립항이 형성되는 이유는, 왕필이 언급한 것처럼, ‘美’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 좋아하는 것이고, ‘惡’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

는 것으로, ‘美-惡’는 ‘喜-怒(좋아하고 화내는 것)’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王弼 

《老子注》: ｢美 , 人心之所進樂也; 惡 , 人心之所惡疾也. 美惡猶喜怒也.｣(임채우, 

《王弼의 노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5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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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에서 ‘知’는 ‘明’과 분명히 대조되는 글자로, 사람들이 학업과 경험을 통해 세상

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일종의 정보 습득 과정으로, 《老子》가 경계하는 행위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안다(天下皆知)”라고 함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美에 대한 

구분, 개념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다음 구절인 ‘斯惡已’구를 보면, 고대중국어에서 ‘斯’는 보통 지시대명사로 

쓰인다. 접속사 ‘則’의 기능도 있지만 일부 문헌에 국한된 방언현상으로,17) 여기서

는 거리가 멀다. 이 구절은 ‘斯’가 앞의 문장 혹은 단어를 지시하여 전체가 판단문

의 형식이 되며, 선행구나 선행사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를 하고 있다.18) 구조적

으로 볼 때, a, a`, b 식의 풀이가 모두 타당하다. 그런데 a, a`식은 문제가 있다. 

두 문장의 전, 후구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 각각 ‘美-惡’, ‘善-不善’의 반대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추하다’, ‘불선하다’라고 판단 혹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름답다’, ‘선하다’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a식 대로라면, 각 문장 전

구의 핵심동사는 동일하게 (‘美之爲美’/ ‘善之爲善’을) ‘인식하는 것(知)’이고, 그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동일하게 나쁘다는 것이다. 나쁘다는 의미로 각각 다르게 ‘악함

(惡)’이나 ‘불선(不善)’함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대개념으로 쌍이 

되는 ‘美’, ‘善’이 분명히 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진석은 “노자가 아무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한다고 해도 선과 악까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19)

라고 하여 a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최진석이 道의 상호 관계설을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도 절대선과 절대악에 대해서는 예외로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老子道德經》

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도 상호 의존적이며 절대선과 절대악을 분명하게 배제해 놓

았다.

絶學無憂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唯之 阿, ‘예’라는 대답과 ‘응’이라는 대답

相去幾何 그 차이가 얼마이겠는가?

17) 楊伯俊, 何樂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 語文出版社, 2001) 960쪽.

18) 여기서의 판단문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이러한 판단문의 특징은 일반적

으로 형용사가 술어로 자주 나타나며, 어기사는 ‘也’가 아닌 ‘矣’, ‘焉’, ‘而已’, ‘耳’ 등이 

온다. (李佐豊, 《古代漢語語法學》(北京, 商務印書館, 2005) 393-397쪽 참고)

19)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경기, 소나무, 200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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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之 惡, 선과 악,

相去若何 그 차이가 얼마이겠는가? (20장)

‘唯’와 ‘阿’는 상대방의 부름에 응할 때, 공손하고 건방진 태도의 차이를 말한다. 

‘唯’와 ‘阿’가 생겨나고 ‘善’과 ‘惡’이 생겨나는 것은 배움을 통한 인식에 의해서인데, 

공손함과 善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건방짐이나 惡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

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a식 풀이의 가장 큰 문제는 《道德經》의 필법과 어울리

지 않는다는 것이다. 《道德經》에서 가장 경계하는 행위가 의식에 의한 인위적 대상

화와 개념화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추하다’ 혹

은 ‘불선하다’는 표현으로 대상화하고 구분화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실제로 《道

德經》의 기술 형태를 보면, 구체적인 일이나 예시의 형태로 현세의 문제와 道의 이

상 세계를 서술해 나갈 뿐,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좋다’, ‘좋지 않다’라고 직접적

으로 가치 기준을 부여하지 않았다. a`식의 풀이 역시 이런 문제가 내재한다. ‘斯’

의 지시대상을 ‘美’와 ‘善’에 국한시켜 대립항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한 것은 타

당하지만, 《老子》의 운문체적 여운을 감안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美’가 추함일 수

는 없고, ‘善’이 불선함일 수는 없다.

b, c는 사실 문장의 구조적인 차이일 뿐 의미는 다르지 않다. 즉 b는 판단문의 

형태이고, c는 서술문의 형태지만, 모두 ‘美-惡’, ‘善-不善’의 반대 개념이 상호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의미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b는 선행구인 ‘美之爲美’의 

인식에 대한 원인이 후속구인 추함 때문으로 연결되며, c는 선행구인 ‘美之爲美’의 

인식에 대한 결과로 후속구인 추함이 생겨나게 되는 구조이다. 먼저, 고대중국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판단문의 형태인 b의 풀이가 옳을 듯하다. “천하 사람들이 

‘美之爲美’의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추함 때문이다”라는 의미는 결과-원인을 나타내

는 전형적인 판단문 형식이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以’자는 고대중국어

의 보편적인 생략에 따른 것이다. c와 같이 후구를 “추함/불선도 생겨나게 될 것이

다”라고 풀이하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미의 비약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역화 되었음을 면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서술을 전개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단락의 첫 구인 ‘有無相生’은 

“ ‘有無’가 서로 생겨난다”는 말인데, 이는 ‘有’는 ‘無’에 의해서, 혹은 인해서, ‘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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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에 의해서, 혹은 인해서 생겨남을 의미하여, 전자와 후자가 결과-원인의 관계를 

형성한다. ‘有’가 생겨나면 ‘無’도 생겨난다와 같은 원인-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그 

다음의 다섯 구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당시의 언어현상과 문맥적 의미구조 볼 

때, b설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에 근거하면,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본보기식 서술로, ‘美-惡’, 

‘善-不善’의 대립항을 가지고 이들의 생성과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이러한 설명을 생략하고 같은 의미로 6쌍의 대립항들을 4

글자로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故有無相生 그러므로 ‘有’와 ‘無’는 서로 생겨나게 하고

難易相成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어 주며 

長短相形 길고 짧음은 서로 드러나게 하고 

高下相傾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게 하며

音聲相和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前後相隨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먼저 판본에 따른 자구의 異同을 살펴보면, ‘形’은 簡甲本, 帛書甲乙本, 河上公

本에는 ‘形’으로 되어 있지만, 王弼본에 ‘ ’로 되어 있다. 朱謙之의 고증20)에 따라 

‘形’자를 따르기로 한다. ‘傾’은 簡甲本에는 ‘呈’으로, 帛書甲乙本에는 ‘盈’으로, 河上

公, 王弼본에는 ‘傾’으로 되어 있다. ‘盈’과 ‘呈’은 고대에 통가자 관계인데, 같은 의

미로 위의 ‘形’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21) ‘盈’이든, ‘傾’이든 의미는 별 차이

가 없지만, 바로 위 구의 ‘形’자와 중복을 피하고, ‘高下’의 의미에 맞추면 통행본의 

‘傾’자가 타당하다. ‘音’과 ‘聲’은 《說文解字》에 근거하면, ‘音’은 음가와 관계없이 여

러 가지 악기 및 도구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를 말하며, ‘聲’은 도구와 관계없이 궁, 

상, 각, 치, 우와 같은 음가가 있는 소리를 말한다.22) ‘前’, ‘後’는 고대중국어에서 

20) 朱謙之, 《老子校釋》: ｢故無 字, 本文以形 傾為韻, 不應用 又明矣.(고대에 ‘ ’자

가 없었으며 본문에는 ‘形’과 ‘傾’이 압운이 되니 교를 사용함이 마땅하지 않다)｣(北京, 

中華書局, 1984), 9쪽. 

21) 陳鼓應, 《老子今注今譯》(北京, 商務印書館, 2003) 81쪽.

22) 許愼, 《說文解字》: ｢宮商角徵羽, 聲. 絲竹金石匏土革木, 音也.｣
(漢典网 http://www.zdic.net/z/27/sw/97F3.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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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위치를 표현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相生’, ‘相成’, ‘相形’, ‘相傾’, ‘相和’, ‘相遂’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만들어 짐을 의미한다. 즉 ‘有’는 ‘無’가 있어서 존재할 수 있으며, 어렵다

는 것도 쉬움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길고, 높음도 짧고 낮은 것으로 인해 상

대적으로 드러난다. 音과 聲이 조화된다는 것은 音은 聲에 의해서 표현되어 지고, 

聲 역시 音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과거, 현

재, 미래, 그리고 공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앞이나 뒤도 마찬가지, 서로의 관계 속에

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한 현재, 영원한 앞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老子》 주석가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 놓고 있다. 먼저, 이 자체가 道의 

운동이며 道라는 주장이다. 王弼은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들

을 진술하였으니, 한쪽만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치”23)라고 하였으며, 40

장의 “反 , 道之動”의 주에서 “높음은 낮음으로 기초를 삼고, 귀함은 천함으로 근

본을 삼고, 있음은 없음으로 효용을 삼으니, 이것이 되돌아간다는 것이다”24)라고 

하여 이러한 대립면의 관계에 의한 존재 형식이 바로 道의 운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최진석은 더 나아가 바로 이러한 대립쌍들이 서로 꼬여서 이 세계를 이룬다

는 우주의 존재 원칙 혹은 법칙 자체를 道라고 하여, 道의 실체성을 완전히 부인하

였다.25)

반면 이러한 대립면의 관계에 의한 상대적인 존재 원칙을 현실세계의 한계라고 

보는 견해이다. 成玄英은 불교의 空사상을 토대로 모든 것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나 자성이 없는 空26)이라 하였으며, 陳鼓應은 《老子》 경문의 

‘獨立不改’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道가 아니라 현상계의 모든 사물들이 상대적이고 

변동하는 모습27)으로 풀이하였다. 이기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양자의 관점

은 다르지만 각각의 논리를 토대로 한 결론 혹은 행동방침은 다르지 않다. 전자에 

23) 王弼, 《老子注》: ｢此六 , 皆陈自然, 不可偏举之数也｣(임채우, 《王弼의 노자주》, 경

기도, 한길사, 2005) 54쪽.

24) 王弼, 《老子注》: ｢高以下为基, 贵以贱为本, 有以无为用, 此其反.｣(임채우, 《王弼의 

노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186쪽.

25)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경기, 소나무, 2001) 40쪽. 

26) 최진석, 정지욱 역, 《老子義疏》(경기, 소나무, 2007) 83쪽.

27) 陳鼓應, 《老子今注今譯》(北京, 商務印書館, 2003)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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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대립쌍들의 관계에 의한 존재 원리가 道이기 때문에, 王弼의 말처럼 “이미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28)라는 것이며, 

후자의 논리에 의하면 현실세계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변동적이어서 어느 하나

를 절대화시키거나 규범화,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다음 구절

에 나오는 행동 지칭인 ‘無爲’를 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양자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老子》의 의도와 부합할까? 단락 간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老子》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美와 善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그 대립면인 惡과 不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道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구분화 되어 있는 현상세계의 영원하지 

않는 모습에서이다. 두 번째 단락은 순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故’로 시작하고 있어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상기했듯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대립쌍의 

관계를 별도로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 4글자로 구성된 여섯 

대립쌍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 서술로 삼은 것이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단

락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덟 쌍의 대립면은 ‘道’로서 ‘有’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

라, 이미 의식에 의해 상대적으로 대상화 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선

과 불선의 차이가 없다고 했듯이(善之 惡, 相去若何), 道의 세계에서 행위는 행

위 자체로 존재할 뿐이지 善, 不善 등의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다

음 단락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是以’를 사용하여 성인은 이러한 구분, 

개념화, 대상화를 하지 않고, 無爲를 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是以聖人處無爲之事 따라서 성인은 무위로써 일을 하고 

行不 之敎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萬物作焉而不始29) 만물이 자라나도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않으며

生而不有 만물을 기르나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고

爲而不恃 어떤 일을 하되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28) 王弼, 《老子注》: ｢智慧自备, 为则伪也.｣(임채우, 《王弼의 노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54쪽.

29) 간갑본과 帛書본은 모두 ‘始’라 되어 있고, 王弼, 河上公본은 ‘辭’로 되어 있다. 朱謙之

는 범응원이 王弼 고본에 ‘不爲始’라 하였고, 易 鼎이 17장의 王弼注에 “萬物作焉而

不爲始”라 한 점 등을 근거로 ‘始’로 고증하였다. 본문은 이를 따르기로 한다.(朱謙之, 

《老子校釋》(北京, 中華書局, 1984) 10-1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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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成而弗居 공을 이루어도 그 공에 거하지 않는다. 

夫唯弗居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是以不去 버림받지 않는다.

‘聖人’은 《道德經》에 31회 출현하는데, 23장에서 “從事於道 , 同於道”라고 했

듯이, 모두 道를 실천하여 道와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킨다. ‘무위를 행한다’ 함은 

모든 일들이나 사물들이 발생하고 존재하는 대로 내버려 둘 뿐, 억지로 구분화하고 

개념화하지 않음을 말한다. ‘不 之敎’는 인간 언어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성인은 道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 동화시키고 가르칠 뿐임을 의미한다. 

그 아래의 두 구는 사실상 道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始’는 1장 “天下之

始”의 ‘始’와 같은데, 道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만 자기가 근원이

라 여기거나 내세우지 않음이며, 성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만물들이 흥기하지

만 자기를 그 출발점으로 삼지 않음, 즉 자기 때문으로 여기지 않음이다. 그 아래 

부분의 의미는 위의 해석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세 번째 단락은 道를 체득한 성인

이 행위를 통해 道를 드러내고 道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有無’, 즉 “有無相生”에서의 ‘有無’는 1장의 ‘有無’와 같

은 것인가? 김학목은 王弼注 연구를 토대로 道를 절대적인 道, 상대적인 道로 나

누고 여기서의 有無는 절대적인 道 차원이 아닌, ‘有’가 ‘無’에 의해서 대상화되고 

구체화되는 상대적인 道에서의 ‘有’와 ‘無’로 분류하고 있다.30) 陳鼓應 역시 1장의 

道體로서의 有無와 현실의 존재방식인 여기서의 有無를 구분하고 있다.31) 이에 

대해서는 《道德經》 11장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Ⅳ. 《老子》 11장

《道德經》 11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有’의 이로움이 ‘無’의 작용에 의해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30) 김학목, 《노자 도덕경과 王弼의 주》(서울, 홍익출판사, 2012) 56쪽.

31) 陳鼓應, 《老子今注今譯》(北京, 商務印書館, 2003)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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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 共一穀 서른 개 바퀴살이 하나의 곡(穀)으로 모이는데, 

當其無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有車之用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 

埏埴以爲器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當其無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有器之用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

鑿戶牖以爲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當其無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有室之用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

故有之以爲利 그러므로 ‘有’는 이로움이 되고

無之以爲用  ‘無’는 기능이 된다.

11장 전체의 내용은 비교적 분명한데, ‘無’의 바탕으로서의 특징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수레가 사람을 태워서 이롭게 함은 바큇살( )이나 곡(穀)과 같은 ‘有’때

문이지만 이러한 이로움은 모두 텅 빈 공간 즉 ‘無’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릇과 집이 이로움도 모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無’의 중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道德經》에 몇 가지 종류의 ‘有’와 ‘無’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여

기서의 ‘有’와 ‘無’는 단순하게 물질로 채워져 있음과 텅 비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有’, ‘無’의 字意 그대로 ‘있고’, ‘없음’이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有’와 ‘無’는 

각기 다른 의미의 ‘有’, ‘無’인가? ‘有’, ‘無’의 대구 인용 부분을 다시 가져오면:

1장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徼.

2장 有無相生

11장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40장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표면적으로 볼 때, 陳鼓應이 지적했듯이, 2장, 11장에서의 ‘有無’는 일반 사물의 

있고 없음, 혹은 차고 텅 빔을 의미하며, 1장과 40장은 道의 양면으로서의 ‘有’, 

‘無’를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도덕경에서의 ‘有’와 ‘無’는 한 종류이다. 1장과 40장

에서의 ‘無’, ‘有’는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의 근원, 존재 원리로서의 ‘無’와 ‘有’를 기

술하고 있지만, ‘無’와 ‘有’의 실제 의미는 바로 아래 구절의 ‘無’는 인간의 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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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세계(觀其妙)를, ‘有’는 관찰되는 세계(觀其徼)를 말한다. 즉 ‘無’의 보

이지 않음은 없고, 텅 비어 있기 때문이고, ‘有’의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네 장에 출현하는 有無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陳鼓應

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有’, ‘無’를 절대계의 有無와 현상계의 有無로 분리시킨

다. 하지만 《道德經》에서 道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구분은 있지만, 절대계

와 현상계의 구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여 시각적으로 관

찰됨이 ‘有’이고 텅 빈어 보이지 않는 공간이 ‘無’인 것이다. 단순히 ‘無’가 천지 만

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 ‘有’가 바통을 이어받아 창조된 만물을 키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는 ‘無’와 ‘有’의 양면으로, 모든 우주 공간에서 끊인 없이 순환하고 운동

하면서 있음과 없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본 장에서의 ‘無’에 대한 중요성과 연결되어 있다. 《老子道德經》

에서는 ‘無’와 ‘有’를 모두 중시하지만, ‘有’보다는 ‘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無’, 

‘有’자는 위의 네 장에서 대구를 이루어 기술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단독으로 출현하

지 않는다. 하지만, ‘無’자는 ‘有’자와 달리 없음의 대상과 함께 적지 않은 빈도로 출

현하고 있는데, 無物, 無狀, 無極, 無名, 無有, 無爲, 無事, 無味 등의 형태로 술

목구조가 아닌 전체가 ‘無’를 핵심으로 하는 명사구가 주어, 목적어, 관형어의 위치

에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점은 《道德經》에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道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道德經》에서 道의 특징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無’와 관

련되어 있다.

4장: 冲, 不盈, 淵, 湛

16장: 虛, 靜

21장: 恍, 惚(夷, 希, 微, 混)

25장: 混, 寂, 寥, 獨立不改, 周行, 大

35장: 無味, 不足見, 不足聞, 不足旣

40장: 反, 弱

道의 표면적 특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이다. 모두 텅 비

어, 고요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無’로서의 道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 ‘無’가 道에 더 가까운 것임을 짐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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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4장에서 확인했듯이, ‘有’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21장에서도 ‘無’안에 ‘有’가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惚兮恍兮, 其中有象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다

恍兮惚兮, 其中有物 황홀하기 그지없지만 그 안에 物이 있다 

窈兮冥兮, 其中有精32)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기가 있다

其精甚眞, 其中有信 정기는 지극히 참되며 그 안에는 미쁨이 있다 

《老子》 14장에서는 ‘無物’ 상태의 ‘無狀之狀’, ‘無物之象’을 ‘恍惚’이라 하였다.33) 

이에 대해 王弼은 “없다고 말하자니 만물이 ‘無’를 통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하자니 

그 형이 보이지 않는다”34)라고 하였으며, 成玄英은 ‘有’도 아니고 ‘無’도 아니면서 

‘無’이기도 하고 또 ‘有’이기도 하니 ‘有’나 ‘無’로 정해지지 않은 모습이라35) 하였다. 

‘象’은 흔적(迹象)과 같은 것으로, 吳澄은 기체의 볼 수 있는 부분36)이라 하였다. 

따라서, ‘恍’, ‘惚’은 모두 있는 듯, 없는 듯 흐릿하여 알 수 없는 모양을 나타낸다. 

‘精’은 일반적으로 精氣, 氣의 정수 등으로 풀이되며, ‘信’은 道가 흐트러짐 없이 일

정한 규칙으로 운행하여 미더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흐릿하여 보이지 않는 ‘無’의 

안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象’, ‘物’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분명 고정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無’ 안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精 혹은 氣)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象’과 ‘物’을 생성함을 의미한다. 미리 말해두면, 여기서 생성되어 관찰

되거나 혹은 소멸되어 관찰되지 않는 것은 모두 인간의 감각기관이 그 기준이 된

다. 생성되고 소멸됨에 대해 《道德經》에서는 道의 운동인 ‘反’으로만 설명할 뿐,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문에서는 단지 그 

운동 과정을 氣 혹은 精의 ‘응집’과 ‘해체’라는 표현을 설정하기로 한다. 즉 ‘無’ 안

32) 일부 학자들은 高明의 고증과 《莊子⋅大宗事》의 “道 , 有情有信”구절에 근거하여 精

을 情이라고 보아, ‘참된 실정’의 의미로 풀기도 한다.

33) 《老子》 14장: ｢復歸於無物, 是 無狀之狀, 無物之象, 是 惚恍.｣
34) 王弼, 《老子注》：｢欲 無邪, 而物由以成, 欲 有邪, 而不見其形.｣(임채우, 《王弼의 

노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88쪽.

35) 成玄英, 《老子義疏》：｢非有非無, 而無而有, 有無不定, 故 恍惚｣(최진석, 정지욱 역, 

《老子義疏》, 경기, 소나무, 2007) 197쪽.

36) 吳澄, 《道德眞經吳澄注》: ｢形之可見 成物, 氣之可見 成象.｣(上海, 華東師範大學

出版社, 2010)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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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체(精 혹은 氣)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운동하면서 응집이 

되기도 하는데, 응집력이 약하면 우리 육안에 희미하게 ‘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응집력이 강하면 ‘物’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恍’, ‘惚’은 ‘象’보다 더 약한 응집

의 상태로, 있는 듯, 없는 듯 흐릿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응집이 풀리게(해체) 되면 다시 우리 눈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 

‘無’로 돌아가는데, 《道德經》에서는 자주 “復歸於無物”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장에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夫物芸芸,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 가나,

各復歸其根 결국 모두 그 뿌리로 돌아간다.

歸根曰靜, 뿌리로 돌아감을 靜이라 하고

是 復命 이를 命을 찾아감이라 한다.

復命曰常, 命을 찾아감이 常(진리)이고

知常曰明 常(진리)을 아는 것이 밝아짐이다. 

‘根’은 물리적인 뿌리가 아니다. ‘靜’, ‘命’, ‘常’이라고도 하는 만물의 근원인 ‘道’이

다. 만물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상태, ‘無’로 되돌아감은 세상 만물이 잠시 어떤 작

용에 의해 현시되었다가 결국에는 본질인 보이지 않는 ‘無’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

한다. 《道德經》에서의 ‘反’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道와 ‘有’, ‘無’의 관계를 종합

하면: 

道는 보이지 않는 기체(精 혹은 氣)로 차 있어 육안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 ‘無’

의 상태이다. 이러한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운동의 작용(기체의 응집상태)으

로 인해 우리 육안으로 관찰되어 ‘有’가 된다. 즉 ‘有’, ‘無’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근

거한 道의 두 모습일 뿐, 道는 그냥 생명력을 가진 기체가 혼잡하게 뒤섞여 응집

과 해체를 반복할 뿐이다.

언급했듯이, 기체의 ‘응집’과 ‘해체’는 이해를 돕기 위해 道의 운동 과정에 대해 

임의로 설정한 것인데, 이는 현대 과학의 성과에서 가져온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

전물리학에서는 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임을 밝

혀내었다. 육안으로 관찰되고 감각되는 천지 만물이 보이지 않는 원자에 의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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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은 원자의 종류와 응집정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관찰이 되

는 만물이라 하더라도 역시 원자의 세계임은 분명하다. 無(원자)에서 有(만물)가 

되더라도 有(만물) 역시 無(원자)인 것이다. 나아가 양자물리학에서는 만물이 생성

되는, 아니 관찰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유명한 이중슬릿실험을 통하여 모든 물

질이 파장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

질은 보이지 않는 파장 상태에 있다가 시각 작용에 의해 관찰되는 순간 입자로 바

뀌어 우리 눈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시각 행위를 포함한 우리의 의식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움직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만물이 만들어지고 관찰

되어 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를 신의 입

자라 부르기도 한다. 상기했듯이, 성현영이 ‘恍惚’에 대해 ‘有’나 ‘無’로 아직 정해지

지 않은 모습이라 하였는데, 노자가 말하는 현묘(玄)하고 ‘恍惚’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송대 왕안석은 세상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無’를 아주 정미한 것

으로 ‘有’를 거친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는데,37) 예전부터 이미 이러한 인식이 있었

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Ⅴ.결론

《老子》는 成書 이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판본과 주석서가 존재한다. 청대에 

고증학의 풍조에 힘입어 字句에 치중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철학 혹

은 종교의 입장에서 《老子》가 설파되어 왔다. 따라서 《老子》의 의미가 시대별, 유

파별 환경과 특징에 의해 많이 왜곡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老子》 경문의 정확한 의미와는 별도로, 《老子》를 ‘힐링’이라는 명목 하

에 마음비우기의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老子》로써 《老子》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無’와 ‘有’는 천지의 시작과 만물의 어미이기 전에 그냥 없고, 있음이

다. 1장에서 ‘無’를 천지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 것도 없

37) 陳鼓應, 《老子今注今譯》: ｢王安石說“兩 , 有無之道, 而同出於道也｡ 世之學 , 常以

無為精, 以有為粗, 不知二 皆出於道, 故云同 之玄｣(北京, 商務印書館, 2003)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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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두고 말한 것이며, ‘有’를 만물의 어미라 한 것은 만물이 

창조되어 시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無’는 보이지 않는 기체(精 혹은 

氣)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운동하다. 운동하면서 만물을 창조하니 만물은 바로 

이러한 기체의 응집으로 우리의 시각에 관찰되어, ‘有’가 되는 것이다. 즉 ‘有’도 ‘無’

이며, ‘無’가 바로 ‘道’가 되는 원리이다. 《老子》에서 ‘有’, ‘無’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닌 한 종류, 바로 있고, 없음이며, 동일하고 이름만 다를 뿐(同出而異名), 모두 

道이다.

본문에서는 道를 ‘有’와 ‘無’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道德經》에서는 도

의 표면적, 내면적 특징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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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Based on the linguistic phenomena at the time of the 《LAOZI(老

子)》 period, the text focuses on the meaning of 《LAOZI(老子)》 in the 

context of 《LAOZI(老子)》, examines the ‘YOU(有)’, ‘WU(無)’ and their 

relationship with ‘DAO(道)’.

《LAOZI(老子)》 says ‘WU(無)’ is the beginning of heaven and earth, 

and ‘YOU(有)’ is the mother of all things. The meaning of ‘YOU(有)’ 

and ‘WU(無)’ literally means existence and non-existence. In 《LAOZI

(老子)》 chapter 1, the meaning of ‘WU(無)’ as the beginning of 

heaven and earth is the empty state of nothing before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the meaning of ‘YOU(有)’ as the mother of all 

things is because everything is created and viewed with the eyes. 

‘WU(無)’ is filled with invisible gas (精 or 气), always exercising. 

Everything is created by exercising, and all things are observed in 

our view through the coalescence of these gases. This is ‘YOU(有)’. 

In other words, ‘YOU(有)’ is ‘WU(無)’, and ‘WU(無)’ is ‘DAO(道)’. In 

《LAOZI(老子)》, there are not many kinds of ‘YOU(有)’ and ‘WU(無)’, 

there is a kind, existence and non-existence. It is the same and the 

name is only different (同出而異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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