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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충, 비판철학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 상 은 교수 (상지대학교)

  왕충(王充, 25~220)은 중국 후한(後漢) 시대의 철학자로 자는 중임(仲任)이며, 지금의 절강성(浙江省)인 회계

(會稽) 상우현(上虞縣)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매우 빈곤하였고, 관료로서도 지방의 작은 벼슬아치에 머물러 평

생 불우한 생애를 보냈다. 하지만 왕충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놀기보다는 공부에 관심을 보였으며, 열심히 노

력하여 그 뒤 서울인 낙양(洛陽)에 있는 태학(太學)에 들어가 사학자 반고(班固)의 부친인 당시의 대유학자 반

표(班彪)의 문하생이 되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자면, 그의 기억력은 대단했던 것 같다. 글씨 공부를 마치고 

논어(論語), 상서(尙書) 등을 공부했는데, 하루에 1천 글자씩 외울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난하여 책을 

사볼 수 없어, 책방에 가서 책을 훑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다 외워버렸다고도 한다.

  그러나 왕충의 뛰어난 점은 그의 학문적 태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어떤 사상이나 학설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과감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인(聖人)의 절대화에 반대하였으며, 특히 군주의 

지배를 합리화시켜 주는 사상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바로 앞 시대의 유학자인 동중서(董仲舒)가 

주장해서 당대의 주류사상이자 정치이념이 되었던 “하늘이 합목적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일에 영향을 준

다.”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내지는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과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미신적 예언설인 참

위설(讖緯說) 등을 비판하고 부정하였다. 심지어는 한대(漢代)에 와서 신격화되어 절대적으로 받들어지던 공자

의 말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아성(亞聖)으로 칭해지던 맹자의 견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왕충의 학문하는 자세는 한마디로 “허망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험과 실증을 중시하고, 전통과 

권위에 매이지 않는 독특한 사상의 소유자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그가 33세에 저술을 시작하여 63세에 

완성한 20만자에 달하는 논형(論衡)이라는 책이다. ‘論衡’이란 말 그대로 ‘의논하고 저울질한다.’는 뜻이니, 

어떤 사상이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저울질하여 참과 거짓, 그리고 중요한 정도를 헤아린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장자나 순자에게도 비판철학적인 맹아가 보이기는 하지만, 왕충의 저술인 논형이  비판철

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논형은 전한 때의 동중서로부터 후한에 이르는 신학적인 유가사상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으며, 당시의 교

육 및 여타 제도 등의 여러 폐단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가의 공자, 맹자에 대해서도 가

차 없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의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사상은 한대(漢代)의 권위적이고 교조적인 사상에서 위

진(魏晉)시대의 자유로운 사조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통치 계급은 이러한 왕충의 비판적인 사상

과 주장을 이단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그의 저서는 비 리에 전해져서 그가 죽은 뒤 천 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자는 비평의 대상이 아니었다. 왕충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논어
에 나오는 공자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공자가 낮잠을 잔 제자를 꾸짖는 장면

http://www.ksiec.or.krKIC News, Volume22, No. 3, 2019

인문학칼럼



http://www.ksiec.or.kr

32  공업화학 전망, 제22권 제3호, 2019

이 나온다. 아마 자습하라고 하고 잠시 어딜 다녀오니 재아(宰我)라는 제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나 보다. 공자는 

“썩은 나무에는 도장을 새길 수 없고, 썩은 담장에는 흙손질 할 수 없다. 내가 네게 무슨 욕을 하겠느냐? 내가 

전에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까지 보게 되었다. 그

건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혹독하게 꾸짖는다. 왕충은 논형(論衡)의 ｢문공편(問孔篇)｣에서, 이에 대해 낮잠은 

작은 실수인데, 이를 이토록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공자가 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장(梁惠王章)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양혜왕이 말했다. “선생께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장차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충은 맹자가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여 이익을 배척한 점을 비판했다. 이익을 내는 것 즉, 돈이나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정당한 이윤 추구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왕충은 이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안길(安吉)의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의 이익이다. 안길의 이익이란 인의와 같은 올바른 도덕적 행위를 했

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이익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양혜왕이 말한 이익은 어쩌면 이런 

안길의 이익을 가리켜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맹자가 이를 곧바로 재물의 이익으로 받아들여 대답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논형의 내용은 기발하고 참신한 데가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세상의 학자들이 자신의 주견도 없이 

스승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성현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성현의 말에도 불

합리한 점이나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유명한 학자나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해서 그 학설을 그대로 따르

는 것은 진정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왕충은 말한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

지지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보면 매우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견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은 요즘도 왕충이 

지적하는 그런 학문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류가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왕충의 사상의 첫 번째 비판대상은 동중서가 제창한 천인감응설이다. 천인감응설이란 동중서의 주장에 의하

자면 하늘은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온 우주는 하나의 목적에 따르고, 하나의 계획에 따라 발전하

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현실 속에서 한 행위들은 그것이 하늘에 영향을 주어 길한 일이나 

흉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이 올바른 행위를 하면 복을 받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이

른바 재이설(災異說)이 그것이다.

  왕충은 그의 자연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어용철학의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배척했다. 왕충은 하늘의 운행은 

결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연히 그와 같을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논형 자연편(自然篇)에서 

왕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의 운행은 만물을 낳으려고 하지 않아도 만물이 저절로 생기니 그것이 자연이다. 기를 베풀면서 만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니 그것이 무위(無爲)이다. 하늘이 자연무위(自然無爲)하다고 함

은 무엇인가? 기(氣)를 두고 하는 말이고, 염담(恬澹)하여 욕심이 없고 무위하여 아무 일도 꾸미지 않는다는 뜻

이다.

  왕충의 이러한 관점은 도가(道家)의 자연주의의 관점을 취하여 당시 유가와 음양가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비

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일반 사람들의 견해에 대하여 왕충은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논형 한온편(寒溫篇)에서는 날씨가 따뜻하고 추워지는 것이 임금이 기뻐하고 노하는 것과 관계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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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다. 천도(天道)는 자연이고 자연은 무위이며, 인간사가 생기기 시작하였을 때 기후도 이

미 존재했기 때문에 어쩌다 부합하는 것이지 기후를 정사(政事)에 부응시키는 것은 이미 자연이 아니라고 했다.

  견고편(譴告篇)에서는 임금의 정치가 법도를 상실하면 하늘은 재이를 통해서 그것을 견책한다. 하늘이 임금

을 견책하는 것은 마치 임금이 신하를 책망하여 진노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무
릇 천도는 자연이고 무위이다. 그런데 하늘이 사람을 견책하고 경고한다면 이는 유위(有爲)이고 자연이 아니

다. 천도(天道)에 대해서는 황로(黃老)학파의 논의 즉, 자연주의가 실제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왕충이 

천인감응이나 재이설을 비판하는 근저에 도가의 자연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충의 역사에 대한 견해 또한 특이한 점이 있다. 대부분의 역사 기록들이 전해들은 사실은 중시하고 현실을 

가볍게 보아서 그렇지 실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학자들이 말하는 성왕(聖王)의 정치

는 일종의 이상일 뿐이고, 실제의 사실은 아니라고 부정한다. 복고적 역사관에 대한 역사 발전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왕충의 학문 방법론이다. 왕충은 시경(詩經)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

특함이 없는 것(思無邪)”이라고 한다면, 논형 수십 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와 거짓에 대한 증오(疾虛妄)

이다.”라고 하였다. 왕충의 모든 논단은 사실에 근거하여서 한다고 여겼으며, 실제로 논형에서 하나의 주장

을 수립할 때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철학사에서 보기 드문 학문방

법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왕충의 인성론은 이 전의 세 가지 설을 종합하여 절충하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는 본성편(本性篇)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말은 보통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고, 인성이 악하다는 순자의 설은 보

통 이하의 사람에 해당하고, 인성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는 양웅의 말은 보통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

한다. 이 논의 중에서 경전의 도리에 부합되는 것은 교화의 자료로 삼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본성을 완벽

하게 규명한 이치로 삼기에는 미진하다.

  왕충의 주장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운명에 관한 견해는 당시 시대의 

영향이 막대하여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복

을 받는 것이 아니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이 화를 당하거나 복

을 받는 것은 순전히 행운을 만나느냐 불행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면, 왕충이 말하는 자연주의적 

우주관 및 인생관에 부합되고 사실과도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왕충은 사람이 만나는 행불행은 모두 ‘명(命)’ 
속에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왕충이 음양가의 학설을 공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명을 인정하고 부서(符瑞: 상

서로운 징조)의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왕충의 사상은 비판철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그의 

합리적이고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학문 자세는 오늘날 학문하는 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