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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언

노자의 정치이상은 통치자가 ‘무 의 다스림[無爲之治]’을 실 하여, 나라 체가 ‘ 로 교화

[自化]’되고 ‘ 로 안정[自定]’되며 ‘ 로 바르게[自正]’ 되고 ‘ 로 부유하게[自富]’ 되며

‘ 로 질박하게[自樸]’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 방식으로 백성의 삶을 통제하는 ‘

치’와 ‘법치’를 반 한다. 노자에 따르면, ‘ ’는 ‘도’를 잃은 후에 인간의 타인에 한 진실하고 신

실한 마음이 엷어진 결과로 등장한다. 인간의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결핍된 ‘ ’는 세상의 혼란

을 가 시킬 뿐이다. 한 ‘법’은 인간이 타인을 불신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통치자의 백성에

한 불신은 ‘법’의 제정으로 나타나고, 백성의 통치자에 한 불신은 ‘법’ 반으로 표출되어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법’을 증가시키고 세 화 시켜, 백성을 오히려

가난하게 하여 도 질하게 만든다. 이처럼 ‘ 치’와 ‘법치’는 인간의 ‘진실함과 신실함의 상실’ 그

리고 ‘타인에 한 불신’에서 비롯된 정치방식으로, 인간의 자연본성을 왜곡시키고 사회혼란을 가

시킬 뿐이다. 노자는 인간의 자정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군주가 백성 스스로 자신의 역량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0710).

** 한양 학교 철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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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할 수 있게만 한다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자가 제시란 정치방식이 바로 ‘무 의 다스림’인 것이다.

역 국에서 이러한 노자의 ‘무 의 다스림’에 심을 갖고, 직 �도덕경�을 주해한 황제는

모두 4명이다. 그 한 사람이 명(明)나라의 황제(재 1368-1398)인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이다. 그의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고, 재 연호에 의해 홍무제(洪武帝)라고도 한다.

명태조는 국의 남동부 난징(南京) 인근에 치한 하오조우(濠州)의 빈농 출신으로, 17세에 황각

사(皇覺寺)로 출가하고 탁발승이 되어 3년간 안후이성[安徽省]성과 허베이성[河北省]을 하

다. 그는 탁발생활을 끝내고 황각사로 돌아와서 불경뿐 아니라 유가나 법가 등 모든 분야의 책을

구해서 독서에 몰두했다. 백련교도들이 심이 된 홍건군이 기하자, 그는 하오조우를 장악하고

있던 홍건군의 부장 곽자홍(郭子興)를 찾아가 그의 부하가 된다. 그는 곽자흥의 군 가 분열되자

독자 으로 세력을 키워나가 원나라 강남의 거 인 난징을 령하고, 자신을 오국공(吳國公)이라

고 호칭했다. 1368년 난징에서 명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홍무라 하고, 북벌군을 일으켜 원나라를 몽

골로 몰아내고 국의 통일을 완성했다.1)

명태조는 난징에 입성한 후 유기(劉基), 송렴(宋濂), 도안(陶安) 등 유학자들과 어울리면서 백련

교와 서서히 멀어졌고, 신하와 백성들이 통 인 행동규범을 확실히 수하도록 입안된 다양한

유교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치를 시작하 다. 그는 도덕 인 행동방침을 따르라는 일종의

교육칙어인 육유(六諭)2)를 반포하 다. 그는 심지어 모든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하도록

향리(鄕里)의 낭독 모임에 참석할 것을 규정하기까지 하 고, 향리(鄕吏)들에게 부도덕한 행 를

지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명령하 다.3) 한편, 그는 강한 종교 통제정책을 실시하 다.4)

그는 즉 하자마자 곧 불교를 장하는 선세원(善世院)을 본 따 도교 통제기 인 교원(玄敎院)

이라는 청을 설치하여 도교 련 사무를 취 하게 하 다. 1372년에는 승려, 도사의 음주, 육식

을 하는 것과 함께 도첩을 발 하여 사사로운 득도를 했는데, 다음해에는 출가자가 무 도식

하여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주⋅ 에 큰 사 (寺觀)을 하나씩 두고 그곳에 승려⋅

1) 김후, �불멸의 제왕들�, 서울, 청아출 사, 2012, 95-115쪽.

2)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향리사람들과 화목하고, 자손을 잘 교육시키며, 마다 재에 만족하

고, 비 를 행하지 말라는 6개 조항이다.

3) 발 리한센 지음, �열린제국: 국 고 -1600�(신성곤 옮김), 서울, 까치, 2009, 442쪽.

4) 명태조는 도교를 통제하 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명교오산인(明敎五散人) 주 (周顚), 철 자(鐵冠子)

장 (張中), 정일교(正一敎)의 장정상(張正常), 정명도(淨明道)의 조사 유연연(劉淵然) 등 여러 도사들을 친

근히 하 고 특히 정일도사에 해서는 더욱 호감을 가졌다. ｢ 교입성재 의문(玄敎立成齋醮儀文)｣ 어제

서(御制序)에서 “선종과 진은 수신양성에 힘쓰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할 뿐이다. 그러나 교종과 정일은

탈을 주로 하면서도 효자자친(孝子慈親)의 조목을 두어 인륜을 이롭게 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니 그 공이

크다.”고 하 다. 명태조가 정일도를 높이 신뢰한 까닭은 정일도가 사회정치와 윤리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모종감 지음, � 국도교사�(이 호 옮김), 서울, 문서원, 2015, 24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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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를 모아 거주하게 한 다음 시험을 행하여 계행(戒行)을 갖추고 경 에 정통한 사람에게만 도

첩을 발 하게 하 다. 40세 이상이 아니면 여 이나 비구니가 되는 것도 지시켰다. 1382년에

는 교원을 근본 으로 개 하여 도록사(道錄司)라는 본격 인 도교 통제기 을 설치하 다. 그

리고 도첩은 3년에 한 번씩 발 되는데 남자는 40세 이하, 여자는 50세 이하의 나이로 출가하는 것

을 하고 부에는 40인, 주에는 30인, 에는 20인 이상 출가하지 못하도록 하 다. 이것은 그때 출

가자의 수가 불어 그 에는 부역을 면하려는 목 으로 출가를 원했던 사람이 지 않았기 때문이

었다.5)

명태조가 도교를 통제한 것에 해 모우쫑지앤은 다음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첫째, 승려와

도사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축내는 좀 벌 ”처럼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국가 재정에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명태조 자신이 민간에서 일어난 인물로서 일찍이 백련교의 반원운동을 이용한 경

험이 있었을 정도로 민간종교의 반란 가능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승려와 도사

가운데 “원래의 습속을 따르지 않고 교단을 오염시키며 행하는” 자들이 많아 국가 법률의 통일

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6) 명태조는 농 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백성의 생활안정, 그리고 백

성의 생활통제를 통한 앙집권 제국가(군주독재체제)의 확립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명태조의 입장에서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도교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방해세력 혹은 장애물이었을

것이고, 그것에 한 통제 없이는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민생이 안정된 유교 이상국가, 앙집권 제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명태조가

자신이 국가정책으로 통제한 도교의 주요경 인 �도덕경�을 직 주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명태조고황제어주도덕경(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이하 �명태조어주�로 약칭함)｢서｣에서, 명

태조는 자신이 즉 한 후에 곧 선왕(先王)과 선철(先哲)의 정치사상에서 치국(治國)의 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우연히 고 경 �도덕경�을 발견하 다고 한다.7) 그는 자신이 비록 학

식이 얕지만 �도덕경�이라는 경 이 “만물의 지극한 근본이고 왕자의 가장 큰 스승이며 신하와 백

성의 지극한 보배이지, 단의 방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8) 즉 그가 볼 때, 자신이 직

읽어 본 �도덕경�은 단방술의 종교서 이 아니라, 치국의 도리를 담고 있는 정 (政典)이었

던 것이다. 이에 그는 오징(吳澄, 1249-1333)이 재편한 68장본 �도덕진경주(道德眞經註)�의 제65

장 본문을 제63장 본문에 붙여 �도덕경�을 67장으로 개편하고,9) ‘치국의 도리’에 입각해 주해하여

5) 구보노리따다 지음, �도교사�(최 식 옳김), 서울, 분도출 사, 2000, 331-334쪽.

6) 모종감 지음, � 국도교사�(이 호 옮김), 서울, 문서원, 2015, 251-252쪽.

7)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自即位以來, 罔知前代哲王之道, 宵晝遑遑, 慮穹蒼之切. 鑒於是, 問道諸

人, 人皆我見, 未達先賢, 一日, 試覽群書, 檢間有≪道德經≫ 一冊, 因便但觀, 見數章中盡皆明理, 其文

淺而意奧.”(序)

8)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朕雖菲材, 惟知斯經乃萬物之至根, 王者之上師, 臣民之極寶, 非金丹之術

也.”(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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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7년(1374) �명태조어주�(2권 67장)를 편찬하 다. �명태조어주�에 한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에서 몇 편의 이 발표되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 어지는데, 하나

는 다른 황제주해서들과 비교 연구하는 것이고,10) 다른 하나는 �명태조어주�를 통해 명태조의 정

치철학을 조명하는 것이다.11) 이 은 이러한 기존 연구를 기 로 노자의 ‘무 의 다스림’을 표

하는 81장본 �도덕경�의 제3장(安民), 제37장(爲政), 제38장(論德)이 실정치의 최고지도자인 명

태조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으로 분석하여, 명태조가 말하는 ‘무 의 다스림’의 내용

과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공상 비 실 정치사상으로 폄하되었던 노자의 ‘무

의 다스림’의 실 용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Ⅱ. ‘무 ’와 군주의 안민(安民)

노자는 �도덕경� 제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不尙賢, 使民不爭. 不貴難得之貨, 使民不爲盜. 不見可欲, 使民心不亂.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强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知者不敢爲也. 爲無爲, 則無不

治矣.12)

이 장은 �명태조어주�의 제3장이다. 명태조는 이 장에 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에, 오징이

이 장을 잘 주해하고 있다(“草廬已注盡矣.”)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허기심(虛其

9) 오징은 해 내려온 �도덕경�에 착간이 많아 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 지만 여 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다. 그래서 그는 상편 32장 2366자, 하편 36장 2926자, 총 68장 5292자로 �도덕경�을 재편한다.(�道德

眞經註�: “老氏書字多誤合, 數十家校其同異攷正, 如右莊君平所傳章七十二, 諸家所傳章八十一. 然有

不當分而分者, 定爲六十八章云, 上篇三十二章二千三百六十六字, 下篇三十六章二千九白二十六字, 總

之五千二百九十二字云.”) 명태조는 자신이 오징본을 다시 개편한 이유에 해 언 하지 않는다. 논자의 생

각으로, 명태조가 오징본의 제63장과 제65장이 모두 ‘유약승견강(柔弱勝堅强)’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

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10) 張金濤, ｢兩代帝王與一部≪道德經≫｣, 中國道敎協會, �中國道敎�, 2007(03), 47-49쪽; 周德全, ｢唐玄宗,

宋徽宗, 明太祖與淸世祖御注≪老子≫及其“政道”觀硏究｣, 四川大學, �四川大學學報�, 2010(01), 62-67쪽.

11) 覃孟念, ｢從御注道德眞經看朱元璋的治國之道｣, 四川大學道敎與宗敎文化硏究所, �宗敎學硏究�, 2010

(02), 164-168쪽; 丁學升, ｢論明太祖朱元璋對黃老治道的運用｣, 哈爾濱市社會科學院, �學理論�, 2011(03),

114-115쪽.

12) �도덕경�의 원문은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을 따른다. �도덕경� 3, 37, 38장은 이 Ⅱ, Ⅲ, Ⅳ의 도입

부에 원문만을 기재하고, 말미에 명태조의 주해에 따라 논자가 해당 원문을 의역한 번역문을 싣는다.



명태조 �도덕경� 어주  ‘무 ’ 념 연   401

心)……강기골(强其骨)”에 한 오징의 주해이다. 오징은 이 장이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허기심(虛其心)……강기골(强其骨)”을 빌어 양생(養生)을 말하는 것은 노자

의 본지(本旨)가 아니라고 한다.13) 양생으로 이 구 을 주해한 표 인물은 하상공이다. 그에 따

르면, ‘성인지치(聖人之治)’는 성인의 치국(治國)와 치신(治身)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허

기심(虛其心)……강기골(强其骨)”의 ‘기(其)’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인의 치신을 말한다.

그가 “허기심(虛其心)……강기골(强其骨)”를 주해하길, “욕망을 제거하고 번뇌와 어지러움을 없앤

다. 도를 품고 일을 안으며, 오장신을 지킨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고 사양하여, 권세의 자

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기를 아끼고 함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골수가 가득 차고 가 단단해진

다.”14)고 한다.

그러나 오징에 따르면, 이 장은 성인의 치국을 말하는 것이지 ‘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

므로 “허기심(虛其心)……강기골(强其骨)”의 ‘기(其)’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허기심(虛其心)’

과 ‘약기지(弱其志)’란 성인이 백성으로 하여 명 와 재화(이익)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여 백성에게 쟁심(爭心)과 도심(盜心)이 없게 하는 것이다.15) 그런데 그는 백성에

게 쟁심과 도심이 없게 하려면, 재화와 명 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실기복(實其腹)’과 ‘강기골(强其骨)’을 주해하길, “백성이 재화를 탐하지 않더라도 성인은

몰래 그들로 하여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니, (백성이) 재화를 취(取)하지 않은

이 없는 것이다.”, “백성이 비록 명 를 탐하지 않더라도 성인은 몰래 그들로 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게 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게 하니, (백성이) 인재(人才)가 되기를 바라지 않은 이 없

는 것이다.”16)라고 한다. 즉 백성이 재화와 명 를 욕심내지 않더라도, 성인이 백성들 몰래 재화를

갖고 명 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백성의 쟁심과 도심이 완 히 사라지

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재화와 명 에 한 백성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음사(陰使)’ 즉 몰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성인의 일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명태조는 “실기복(實其腹)……강기골(强其骨)”의 ‘기’를 오징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지만, “허기심(虛其心)”의 ‘기’를 성인 즉 군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군주가 ‘허심’하여 백성이 ‘실복’, ‘약지’, ‘강골’하게 한다는 것이다.

13) �道德眞經註�: “此章言聖人治天下之道. 而虛心實腹弱志强骨, 後世養生家, 借以爲說. 其說雖精, 非老

子本旨也.”(第3章)

14) �老子道德經河上公章句�: “說聖人治國與治身. 除嗜欲, 去煩亂. 懷道抱一, 守五神也. 和柔謙讓, 不處權

也. 愛精重施, 髓滿骨堅也.”(第3章)

15) �道德眞經註�: “虛其心, 謂使民不知利之可貴, 而無盜心也.”, “弱其志, 謂使民不知名之可尙, 無爭心

也.”(第3章)

16) �道德眞經註�: “實其腹, 謂民雖不貪於利, 然聖人陰使之足食而充實, 未嘗不資夫貨.”, “强其骨, 謂民雖

不貪於名, 然聖人陰使之勉力而自强, 未嘗不希夫賢也.”(第3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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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항상 스스로 맑고 담박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하지 않고, 백성을 부유하고

(그들의) 생활을 하게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의 큰 근본이 단단하다. 그런데도 백성의

부유함에 의거하지 않고 나라가 번성한다면 백성은 일을 일으킬 것이다.17)

명태조에 따르면, 성인의 다스림이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생활을 윤택

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의 근본은 성인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생

활이 윤택해야만 나라의 근본이 단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백성의 생활은 궁핍한데도 나라가

번성한다면, 사상 각과 같아서 나라의 번성은 오래 갈 수 없고, 백성으로 하여 앞 다투어 재화

와 명 를 욕심내게 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명태조는 민생안정을 매우 시

한다. 그런데 그가 볼 때, 민생안정은 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백성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은 먼 부지런히 일하고 도리에 맞게 진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백성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 으니, ‘무 ’이다.”18)라고 말한다.

이러한 노자의 ‘무 ’에 한 명태조의 이해는 황로학 즉 �회남자�의 ‘무 ’ 을 계승하고 있다.

�회남자�｢수무훈｣에서 어떤 사람이 “무 라는 것은 막하여 소리가 없고 막연하여 움직임이 없

다. 끌어도 오지 않고 어도 가지 않는다. 그 게 하면 바로 도의 형상을 얻는 것이다.”라는 주장

에 해 �회남자�는 반 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회남자�는 신농⋅요⋅순⋅우⋅탕 등 모든 성인

은 백성을 하여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 고, 천자뿐만 아니라 백성까지도 몸을 움

직이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무 ’란 “사사로운 뜻이 공도(公道)를 침입하지 못하고, 기욕(嗜欲)이 올바른 치

술을 굽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치에 따라 일을 하고, 자질에 따라 권력을 세우는 것이다. 자

연의 세를 좇아 가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라 하고, “감지해도 응하지 않고, 공격해도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 한다. 이어서 �회남자�는 불로써 우물을 태우거나 강으로써 산에

물을 는 것은 외물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바가 있고 그것의 자연본성에 배되기 때문에 ‘유 ’이

고, 물을 이용하여 배를 띄우는 것, 여름에 개울을 고 겨울에 둑을 만드는 것, 높은 곳에 밭을 만

들고 낮은 곳에 못을 만드는 것은 외물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바가 있으나 그것의 자연본성에 따르

는 것이기 때문에 ‘무 ’라고 말한다.19) 이처럼 �회남자�가 말하는 ‘무 의 다스림’이란 백성과 외

17)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聖人常自清薄, 不豐其身, 使民富乃實腹也. 民富則國之大本固矣. 然更不

恃民富而國壯, 他生事焉.”(第3章)

18)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諸事先有勤勞, 而合理盡爲之矣. 既已措安, 乃無爲矣.”(第3章)

19) �淮南鴻烈�｢脩務訓｣: “或曰: ‘無為者, 寂然無聲, 漠然不動, 引之不來, 推之不往. 如此者, 乃得道之像.’

吾以為不然.……(是以聖人)欲事起天下利, 而除萬民之害.……故自天子以下至於庶人, 四胑不動, 思慮不

用, 事治求澹者, 未之聞也. 夫地勢, 水東流, 人必事焉, 然後水潦得谷行. 禾稼春生, 人必加功焉, 故五穀

得遂長. 聽其自流, 待其自生, 則鯀禹之功不立, 而後稷之智不用. 若吾所謂無為者, 私志不得入公道, 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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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자연본성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여 백성의 이로움을 증진시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극 치

술이다. 이는 명태조가 강조한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무 의 다스림’과 큰 틀에서 궤

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 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방법에 해, 먼 명태조는 “무 (無爲)를 하고 무사(無事)

를 일로 삼는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때에 맞춰 먼 완 히 다 해두면 후에 있을지 모를 많은 번

거로운 일과 후에 발생할지 모를 일에 한 불안감을 없앤다는 것을 말한다. 일이 없을 때에도

항상 이상한 일이 나에게 닥칠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이 있는 것처럼 먼 비하니, 일

이 없음에 편안함을 얻는다.”20)라 한다. 말하자면 ‘무 의 다스림’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거안사

(居安思危)’와 ‘유비이행(有備而行)’ 즉 먼 때를 잘 살펴 일을 하고 일이 있기 에 먼 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태조의 논리와 정신은 노자가 말한 ‘ 지어미유(爲之於未

有)’와 ‘치지어미란(治之於未亂)’의 사상을 그 로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명태조는 노자가

말한 “천지불인(天地不仁), 이만물 추구(以萬物爲芻狗); 성인불인(聖人不仁), 이백성 추구(以

百姓爲芻狗)”(�도덕경� 제5장)에 해서 다음과 같이 비 한다.

만약 군주가 다스리면 (백성이) 안정된다. (그런데) 안정된 후 (군주가 백성을) 짚 강아지처

럼 보아서 되겠는가? 만약 천지가 교합하여 사시를 이루면 (세상에) 사시가 이루어진다. (그런

데) 이루어진 후 (천지가) 사시를 다시 균형 잡히게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러므로 하늘은

천지의 교합으로 사시를 이루게 할 수 있음에 늘 변함없이 오랜 세월동안, 쉬지도 않고 태만함

도 없으며, 일찍이 잠시도 운동하고 작용하지 않은 이 없다. 그러므로 장구할 수 있는 것이

다. 군주가 천하를 다스림에 하늘의 그침 없는 조화(造化)를 체 할 수 있다면, 백성을 다스림

에 (백성을) 짚 강아지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21)

주지하듯, ‘추구(芻狗)’는 제사지낼 때 쓰기 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개로, 사람들이 제사지낼

때는 그것을 애지 지하다가 제사가 끝나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와 성인이 불인(不仁)하

여 추구로 여긴다는 것은 천지와 성인이 만물과 백성을 그들의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에 맡기고

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구 에 해 왕필도 “천지는 자연에 맡겨 일부러 하는 일도 없고 조

欲不得枉正術, 循理而舉事, 因資而立, 權自然之勢, 而曲故不得容者, 事成而身弗伐, 功立而名弗有, 非

謂其感而不應, 攻而不動者. 若夫以火熯井, 以淮灌山, 此用己而背自然, 故謂之有為. 若夫水之用舟, 沙

之用鳩, 泥之用輴, 山之用蔂, 夏瀆而冬陂, 因高為田. 因下為池, 此非吾所謂為之.”

20)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爲無爲, 事無事, 謂當可爲之事, 先利時而爲之已盡, 免致後多繁爲而不安

也. 又無事之時, 常恐有非理之事及於身, 故先若有事而備之, 乃得安於無事也.”(第54章)

21)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若人君治則治矣, 治後如芻狗, 可乎. 若天地交合以成四時, 成則成矣, 既

成之後, 再不調四時, 可乎. 故天能成天地者以四時, 常經萬古, 不息無怠, 未嘗時刻不運用也, 所以能長

久. 人君措天下，若能體天之常造, 則治民非芻狗矣.”(第5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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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일도 없는지라, 만물이 스스로 서로 다스리게 하므로 인(仁)하지 않다고 한다.”22)라 주해하

고, 하상공도 “성인은 만민을 아끼어 기르는 데 있어서, 어짊과 은혜로 하지 않는다. 천지를 본받

아 자연에 맡긴다.”23)라 주해하 다. 그런데 명태조는 노자가 주장하는 천지와 군주(성인)의 ‘임자

연(任自然)’을 비 한다. 앞에서도 언 했듯, 그의 ‘무 ’는 극 실천을 말하는 것이지 방임도

소극 실천도 아니다. 그가 볼 때, 만물과 백성이 그들 자신의 자연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천지와 군주의 노력으로 그 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만물과 백성이 그들 자신의 자연본성에 따

라 살아간다고 해서 천지와 군주가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그들을 짚 강아지 보듯이 방 해서는 안

된다. 천지의 교합(交合)으로 사시(四時)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의 균형 변(轉變)은 여

히 천지(천)의 끊임없는 노력에 기 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주의 다스림으로 백성이 안정되었

다 하더라도, 그들이 속 인 안정을 유지하기 해서는 군주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그가 말하는 군주의 ‘무 의 다스림’을 실천한다는 것은 백성이필요한 것들을 모두 해주고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후에도 늘 그들 곁에서

국정을 돌보는 것이다.24)

�도덕경� 제3장을 명태조의 이해에 따라 의역(意譯)하면 다음과 같다.

군주가 재지(才智)가 있는 신하를 친근히 여기지 않아 백성이 그 신하의 재지를 모방하여 존

귀한 지 에 오르려고 다투지 않게 해야 하고, 구하기 어려운 재화(財貨)를 귀하게 여기지 않

아 백성이 그것을 가지려고 도둑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군주가 백성으로 하여 모방할 재지

와 구하기 어려운 재화를 모르게 하면, 민심이 어지럽 지지 않아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그러

므로 군주의 다스림이란, 군주는 항상 청렴하여 자기 자신을 살찌우지 않지만,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에게 남에 것을 탐하는 마음이 없게 하며, 백성의 능력을 강화한다. 군주는 항상 백

성이 모방할 재지를 모르게 하고 구하기 어려운 재화를 욕심내지 않게 한다. 이미 세상이 재지

를 숭상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모방할 수 있는 재지가 있어도 이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다. 군주가 이미 심 력하여 백성이 필요한 일들을 모두 해주고도 계속 그들을 돌보니 다스려

지지 않음이 없다.

22) �老子王弼注�: “天地任自然, 無爲無造, 萬物自相治理, 故不仁也.”(第5章)

23) �老子道德經河上公章句�: “聖人愛養萬民, 不以仁恩, 法天地, 行自然.”(第5章)

24) 唐玄宗의 御注에서 ‘무 ’의 실천주체는 군주일 뿐만 아니라 백성이기도 하다. 당 종에 있어, 군주의 ‘무 ’

란 백성들을 ‘安分’⋅‘知足’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의 ‘무 ’란 修身을 통해 ‘안분’⋅‘지족’에 이른 후 행하는

모든 일을 뜻한다. 나아가 당 종은 ‘무 의 다스림’의 근본이 백성의 수신이고, ‘爲無爲’의 주체가 백성이라

고 말한다.(김태용, ｢당 종 �도덕경� 어주의 무 념 연구｣, 한국 국학회, � 국학보� 제72집, 2015,

253-258쪽.) 이에 반해, 명태조는 �도덕경�을 帝王之書로 간주하고 ‘무 ’를 帝王之術로 이해하기 때문에, 明

太祖의 御注에서 ‘무 ’의 실천주체는 항상 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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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 ’와 군주의 신행(身行)

노자는 �도덕경� 제3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道常無爲, 而無不爲, 侯王若能守,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

之樸, 亦將不欲, 不欲以靜, 天下將自正.

이 장은 �명태조어주�의 제32장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 주석가들은 “도상무 이무불

(道常無爲而無不爲)”를 궁극 실재인 ‘도’의 본체와 작용을 설명하는 구 로 이해한다. 컨 ,

하상공은 “도는 무 를 상도로 삼는다.”25)라 주해하고, 왕필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다. 만물이

(도로부터) 말미암아 행하니, (도가) 그것을 일으켜주고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26)라 주해한

다. 그런데 명태조는 “도상무 이무불 ”를 군주의 수도(修道)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그가 주해하

길, “도로써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군주는) 그 뜻을 일하게 하여 도를 지키고, 지키는 바를

마음에 있게 하고, 행하는 바를 속마음에 자리하게 하니, 모습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나 도는 항상

(자신에게) 있다. 즉 이것이 무 무불 이다.”27) 고 한다. 그가 볼 때, ‘무 의 다스림’을 실 하기

해서, 군주는 그 뜻을 분산시키지 않고 일하게 해야만 ‘도’를 단단히 지킬 수 있다. ‘도’를 마음

속 깊이 오랫동안 간직하면 ‘도’와 하나가 되어 군주의 모든 행 가 ‘도’에 어 나지 않게 된다. 이

처럼 ‘도’를 간직한 군주만이 ‘무 의 다스림’을 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그는 이러한 치술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군주를 따라 도를 지키고 행하게 되어 군주의 교

화 없이도 로 교화된다고 한다.28)

이처럼 명태조는 ‘무 의 다스림’에서 군주의 ‘수도’를 강조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수도’란

‘도’를 학습하고 ‘도’에 한 앎을 축 하는 것으로, 일종의 ‘학도(學道)’이다. 그는 “ 학일익(爲學

日益), 도일손(爲道日損)”에 해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성인은 도를 배우는 것에 뜻을 두니, 도는 곧 날로 쌓인다. 날로 쌓이니 날로 늘어나는 것이

다. 오랜 시간이 지나 도가 갖추어지면 장차 그 도를 행하려고 한다. 성인은 그 도가 잘 행해지

지 않을까 노심 사하여 심신이 쇄약해지니 이것이 곧 손상시키고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그

25) �老子道德經河上公章句�: “道以無爲爲常.”(第37章)

26) �老子王弼注�: “順自然也. 萬物無不由爲以始以成之也.”(第37章)

27)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道治天下, 專其志而守之, 所守在心, 所爲居衷, 無形無影. 乃道常存, 即是

無爲無不爲.”(第32章)

28)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常行而不改, 久則天下順從, 守常而行之. 自化, 言民必從是也.”(第32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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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후에 천하에 도가 리 퍼져 만물에 두루 미치게 된다. 백성은 편안하고 만물은 왕성해지며

천하는 곧아지니, 성인은 무 하고 무 이무불 하는 것이다. 어찌 먼 괴로움이 없이 후에

즐거움이 있겠는가?29)

주지하듯, ‘ 학’은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고, ‘ 도’는 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구 에 해 하

상공은 “학은 정치 교화와 악의 학문을 일컫는다. ‘일익’이라는 것은 정욕과 문식이 날마다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도’는 자연의 도이다. ‘일손’이라는 것은 정욕과 문식이 날로 어들기 때문이

다.”30)라고 주해하 다. 한 명태조가 �도덕경�주해의 본으로 한 �도덕진경주�에서 오징도 “학

문하는 이는 은 것을 근심하고 박식하고자 힘쓰는지라, 그러므로 날마다 증가하는 바가 있다. 도

를 추구하는 사람은 ‘유’에서 ‘무’로 되돌아가고자 하는지라, 그러므로 날마다 감소하는 바가 있

다.”31)라고 주해하 다. 그런데 명태조에 따르면, ‘ 학’은 ‘학도’ 즉 ‘도’를 오랫동안 학습하여 그

것을 쌓고 쌓아 자신에게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 도’는 ‘행도(行道)’ 즉 자신에게 갖

춰진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의 실행이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를 행할 때, 그것이 제 로 실행되는지를 항상 걱정하며 살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라도 ‘도’를 행할 때에는 심신이 날마다 손상되어지기 때문에, 노자가

‘일손’이라 한 것이다. 명태조는 이러한 지난하고 고된 과정이 있어야만 ‘도’가 천하에 두루 퍼져서

백성은 편안해 지고 만물은 왕성해 지며 세상에 질서가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는 ‘무

의 다스림’이 ‘선고후락(先苦後樂)’ 즉 고통의 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명태조는 ‘무 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해서 군주의 ‘수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군주

가 오랜 동안의 학습을 통해 ‘도’를 내 것으로 만든 후에 ‘도’를 실행해야 하며, ‘도’가 로 실행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주가 늘 그것의 실행과정을 주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 그는 군주의 도가 세상에 두루 퍼져 백성이 이를 좇아 나라의 풍속이 순박하게 되었다 하더라

도, 백성이 이러한 풍속을 계속 유지하기 해서는 군주의 역할이 여 히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왕의 도가 세상에 두루 퍼지니 백성이 좇아 나라의 풍속이 순박하다. 백성이 오래도록 부유

하면 백성은 장차 사치하려 할 것이니 그것을 진정시켜야 한다. 군주가 된 자는 자기 자신이 먼

검약을 실천한 후, 에서 행하는 것을 아래가 본받게 하여 (백성이) 제멋 로 욕망하는 것

29)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聖人有志學道, 道乃日積. 日積日益也, 久日道備, 將欲作爲其道, 聖人慮

恐道行未穩, 以此宵衣旰食, 苦心焦思, 致使神疲心倦, 即是損之又損. 然後道布天下, 被及萬物, 民安物

阜, 天下貞. 是以聖人無爲, 又無爲而無不爲矣, 豈不先苦而後樂乎.”(第40章)

30) �老子道德經河上公章句�: “學謂政敎禮樂之學也. 日益者, 情欲文飾日以益多. 道謂之自然之道. 日損者,

情欲文飾日以銷損.”(第48章)

31) �道德眞經註�: “爲學者, 患過而務博, 故日日有所增益. 爲道者, 自有而反無, 故日日有所減損.”(第40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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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지 않게 한다. 군주가 몸소 그것을 행하니, 나머지 사람들이 군주의 교화와 인도를 기다

리지 않고서 로 교화된다.32)

명태조는 민생안정이란 백성의 재용이 풍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재용(財用)이

부족하면 백성에게 도 의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고 도 의 마음이 싹트면 백성은 창을 들고 서로

상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 필요한 양식이 없으면 백성은 못 하는 일이 없게 되고, 백성은 목

숨을 걸고 각종 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험을 무릅쓰고 양식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백성이 이 게 된 것은 군주가 공납(貢納)을 과 하게

거두어들이고 세 을 무겁게 매겨서, 백성이 다른 삶의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33) 그러므로

그는 백성에게 도 의 마음이 싹트지 않게 하고 한 백성이 사치스럽게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

다 요한 것은 군주가 사치하지 않고 지족(知足)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군주가

사치하면 백성의 재용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의 심신이 지치게 되며, 국사(國事)를 자주 벌여 농사

가 망치게 된다.34) 반 로 군주가 만족할 알면 국가의 재용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다

른 삶의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35) 이처럼 그는 민생의 안정을 해서 군주의 검약을 매우 강

조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른바 노자의 이상향인 ‘소국과민(小國寡民)’에 해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사치하지 않거나 유희를 즐기지 않고 도의 실천에 힘쓰고 백

성을 휼히 여긴다면, 하늘도 그를 도와 계 의 변화가 일정하고 바람과 비가 알맞게 내리니,

백성이 때에 맞춰 농사지으면 창고가 가득 차고 의복이 풍성하며 그 나라의 풍속을 즐겁게 여기

고 사람들은 천수를 다한다. 국경을 지키지 않더라도 로 견고하고 빗장과 자물쇠로 닫지 않

아도 침입하지 않으며, 비록 큰 배와 좋은 수 , 그리고 힘센 병사와 큰 도르래가 있어도 뽐낼

곳도 없고 펼칠 곳도 없다.36)

32)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王道布宇內, 民從而國風淳. 久之民富, 人將奢侈, 是以鎭之. 謂爲王者, 身

先儉之, 以使上行下效, 不致縱欲是也. 王者身行之, 餘者不待化而自化.”(第32章)

33)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治國務欲民實, 無得重斂而厚科, 若重斂而厚科, 則民乏用矣. 民既乏用,

則盜賊之心萌, 盜賊之心既萌, 將必持戈矛而互相戕, 是謂難治. 爲天下君, 勿過爲. 過爲者何. 五荒是也.

若有爲此者, 民多失養, 既多失養, 無所不爲, 尤其難治. 人皆輕死, 所以輕死者, 違法冒險以取食用, 何

故. 舍死之甚, 以其別無生路也.”(第52章)

34)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善治天下者, 務不奢侈, 以廢民財, 勞其力焉. 若奢侈者, 必宮室臺榭諸等

徭役並興擅動, 生民農業廢, 而乏用國危.”(第51章)

35)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人君若能知足, 則天下國家不乏用矣, 何他求焉.”(第38章)

36)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有能治國者, 絕奢去玩, 務道恤民, 天乃佑, 四時序, 風雨調, 民遂耕營, 倉

廩實而衣被充, 樂其樂而人善終. 封疆雖無守而自堅, 關鍵不閉而難入, 雖有巨舟革乘, 力士千鈞, 皆無所

施, 而無所陳.”(第66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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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조에 따르면, 군주의 검약은 백성들에게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늘도 감동시킨다. 군주

가 사치하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데 심 력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사시(四時)와 풍우(風雨)를

농사에 알맞게 해 다. 백성은 이에 맞춰 농사일에 심 력하기만 하면 풍족한 재용을 가질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돌리지 않고 자기 국가의 풍속을 즐겁게 여기며 천수를 리게 된다.

이러한 국가에는 재용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도 없고 쟁도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검약’

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무 의 다스림’이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민생안정이란 재용

의 풍족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군주가 사 이나 공 으로 필요

이상의 재용을 으로써 백성의 재용을 탕진해서도 안 되지만, 백성이 자신들의 재용이 풍족하다

하여 그것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군주의 검약이란 군주가 단지 자신의 사치를 방하

고 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백성이 군주의 검약을 본받아 자신들의 재용을 불필요하게 낭

비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는 노자가 말한 ‘삼보(三寶)’ 즉 ‘자(慈)’, ‘검(儉)’, ‘불감

천하선(不敢爲天下先)’ 하나인 ‘검약’이 민생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백성이 ‘자화(自化)’하

고 ‘자정(自正)’하는 이상국가의 물 기 를 마련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임을 이처럼 강조한 것

이다.

�도덕경� 제37장을 명태조의 이해에 따라 의역(意譯)하면 다음과 같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 도를 마음속에 굳게 품고 있으면, 자연히 도와 하나가 되어

그의 모든 행동은 도에 배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군주가 만약 오래도록 도를 잃지 않고 행한다면 군주의 교화 없이도 백성은 장차

로 순화(順化)될 것이다. 백성이 로 교화되어 세상의 풍속은 순박해지고 재화는 풍족하

다. 그러나 백성은 부유하면 사치하려는 마음이 싹트기 마련이다. 이 때 군주는 검약을 몸소 실

천하여 백성이 이를 본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백성이 스스로 검약할

수 있게 되면, 군주가 자신의 검약을 본받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비록 이제 백성에게 본받게

할 필요가 없지만 군주가 묵묵히 계속 검약한 생활을 하면, 백성은 장차 로 바르게 된다.

Ⅳ. ‘무 ’와 군주의 덕(大德)

노자는 �도덕경� 제3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 而無以爲. 下德爲之, 而有以

爲, 上仁爲之, 而無以爲. 上義爲之, 而有以爲. 上禮爲之, 而莫之應, 則攘臂而仍之. 故失

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禮. 夫禮者, 忠臣之薄, 而難之首也. 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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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道之華而愚之始也. 是以大丈夫處其厚, 不處其薄, 居其實, 不居其華. 故去彼取此.

이 장은 �명태조어주�의 제33장이다. 명태조에 따르면, ‘상덕(上德)’은 ‘ 덕(大德)’으로 만물에

두루 향이나 작용을 미치나[周給萬物] 자랑하지 않고 만물의 자연본성을 따른다. 한 ‘상덕’의

군주는 정사를 베풀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면, 특별히 해야만 하는 일도 없고 정치 기교도 필

요 없다.37) 여기서 ‘주 만물(周給萬物)’의 ‘상덕’은 그가 이상 으로 생각하는 제왕의 모습일 것

이다. 그런데 �명태조어주�에서 군주가 만물을 구체 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한 설명은

찾을 수 없고, 한 그가 “군자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고, 국왕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구제하는

것이니, 곧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38)라고 하면서 ‘이제만물(利濟萬物)’을 ‘애

민치국(愛民治國)’과 연결한다. 한 그는 ‘도’로써 국가를 다스리려는 목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민(安民)’에 있을 뿐이라고 한다.39) 사실 그가 말한 ‘안민’은 ‘민안물부(民安物阜)’ 즉 백성이

편안하고 물자가 풍부한 것이다. 그는 “도가 천하에 베풀어지고 만물에 미치면, 백성은 편안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천하가 바르게 된다.”40)라 하고, “도가 행해지고, 도가 이루어지면 백성은 편안하

고 물자가 풍부하다.”41)라 말한다. 말하자면, 군주가 만물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는 것의 목 은 민

생의 안정과 풍요를 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주 만물’을 ‘ 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통 념의 반 일 뿐, 실제로 ‘주 만물’은 ‘주 인민(周給人

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앙집권 제국가를 지향했던 명태조의 입장에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하는 군

주의 자질은 매우 요한 문제 을 것이다. 그가 지향했던 ‘ 도(大道)’를 실 한 상덕자는 삼황오

제(三皇五帝)와 요순(堯舜)이다.42) 그들이 통치한 시 에는 제(官制)가 안정되었고, 악이 질

서가 있었으며, 명군(明君)과 신(賢臣)이 있었고, 천하가 안정되고 조화로웠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인심이 순박하 기 때문에 인의 악(仁義禮樂)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걸주(桀紂)가 천하로써 자신을 살찌우는데 골몰하면서 사악한

일과 음탕한 소리는 일어났고, 성탕(成湯)과 무왕(武王)이 방벌(放伐)하면서 세상은 신하의 ‘의

37)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大德周給萬物不自矜, 聽其自然.……上德無爲而無以爲, 因其措事已定, 別

無可爲, 亦不尙巧, 卽是無以爲.”(第33章)

38)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君子可以利人, 國王可以利濟萬物, 即愛民治國者也.”(第9章)

39)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上古圣君, 道治天下, 安民而已.”(第55章)

40)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道布天下, 被及萬物, 民安物阜, 天下貞.”(第40章)

41)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道行焉, 道成焉, 民安物阜.”(第49章)

42)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昔三皇五帝堯舜者, 當是時, 大道行焉, 六親和, 民無不孝, 君天下者, 爲民

而讓位, 臣忠安用賢臣在位. 王者朴實, 奇巧何施. 大道廢自禹不讓之後, 成湯放, 武王伐, 所以有無仁義

而顯仁義, 有愚昧者顯智慧, 有不孝者顯孝子.”(第16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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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를 회의하기 시작하 다. 그는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이 부각된다는 것은 그 시 가 바로

‘부덕(不德)’한 군주가 다스리는 쇠세(衰世)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3)

명태조는 군주와 국가가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를 다스리려는 욕심

이 없다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몸이라고만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국가를 다스리려 한다면 자신의

몸을 천하라 생각하고 천하를 자신의 몸이라 생각해야 한다.44) 자신의 몸만큼 천하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만이 자신의 몸에 큰 병이 든 것처럼 천하의 큰 환란에 가슴 아 하고 문제를 해결하

기 해 불철주야 노력할 수 있다.45) 이러한 군국일체(君國一體)설에 입각해 그는 군주의 배[腹]

가 곧 백성이기 때문에 군주가 백성에게 오색오음오미 렵화재(五色五音五味田猎货财)를 즐기

게 하는 것이 노자가 말한 ‘실기복(實其腹)’이라 주해한다.46) 한 그에 따르면, 군주의 몸은 천하

국가만백성이며 군주의 신기(神氣, 정신, 마음)는 국왕(國王)이기 때문에 정신인 군주에게 도가 있

어야만 육체인 만백성이 모두 편안할 수 있다.47) 나아가 그는 육체[身]가 건강해야만 정신[神]이

오래도록 온 하듯, 백성의 주인으로서 군주가 망령된 행 를 한다면 백성에게 재앙이 있게 되고,

이에 백성이 병들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고 강변한다.48) 말하자면, 정신인 군주의 잘못된 국정수행

으로 육체인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 정신이 육체를 잃은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나

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태조에 있어 군주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향은 지 하다. ‘ 덕’을 가슴 속에

품고 ‘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은 부유하게 되어 국가는 안

정된다.49) 그런데 그가 볼 때 ‘ 도’는 아무나 실행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뛰어 넘는 사람,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수양하는 도를 뛰어 넘는 도를 수양하는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다. 그는 �도덕

43)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昔三皇五帝大道焉, 如帝堯與舜, 舜與禹, 官制不更, 禮樂有序, 明君賢臣,

天下安和, 大道歟, 盛歟. 何謂衰, 桀紂非君, 以天下美身, 政務消而邪事長, 正聲去而淫聲生, 是謂大道德

行, 仁義禮樂廢, 此數事當三皇五帝在位, 天下淳樸無顯也. 此所以呼爲大道. 自桀紂靡其道, 致成湯放,

武王伐, 此臣乎義乎. 桀紂失唐虞之德, 而有如是, 此盛耶衰耶. 然盛衰由此而見, 仁義忠信自此而顯, 安

得不謂之衰焉. 非世之善美也.”(第33章)

44)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五觀者, 大概不欲君天下者以身爲身, 而國爲國是也. 當以身爲國, 以國爲

身, 終子孫不壞也.”(第46章)

45)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贵以身为天下, 则可以寄天下. 爱以身为天下, 乃可以托天下. 人君能以身

为天下, 虑天下恐有大患, 若身有苦疾, 则天下安矣.”(第12章)

46)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腹喻民也, 所以实其腹者, 五色五音五味田猎货财, 皆欲使民有乐之.”(第11

章)

47)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此以君之身爲天下國家萬姓, 以君之神氣爲國王, 王有道不死, 萬姓咸安.”

(第5章)

48)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使身安則神久也. 若身不安, 則神亡有日矣. 如治國者, 君爲民之主, 君乃

時或妄爲, 則民禍矣. 民疲則國亡.”(第9章)

49)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治國體此道行之, 則民富, 非此則民貧國危.”(第52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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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1장을 주해하면서 ‘ 도’의 실행자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는 천자에 이르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 까지 만약 도를 행하는 것에 뜻을 가

진 자라면, 마땅히 평범한 사람이 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도 즉 ‘상도(보통의 도)’가 아닌 도를

행해야 한다. 도는 길이다. 무릇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일을 행할 때, 마음에 다

른 욕심 없이 그것을 붙잡고 행하면 마음이 곧 길이고, 길이 곧 마음이다. 붙잡고 고치지 않으

니 보통의 도가 아니다. ‘도가도’는 이 ‘가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개 다른 사람을 넘어서

는 도를 말한다. 도가 이루어지면 명이 원하다, 비상의 명은 행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아

득하고 미묘한 도는 고요하면 이름이 없고 움직이면 이로움이 있다. 즉 ‘무극이고 태극’이 이것

이다. 나와 같은 천하의 군주는 선정의 기틀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니

가 그 이름을 알겠는가? (이것을) 비로소 행하면 상벌이 있다. 군주의 마음에 상벌이 있을 뿐

아니라, 인군자에게 뜻이 있으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구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명천지지

시’란 군자가 어진 마음을 가슴 속에서 길러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만물을 구제하니 이름이 있

는 것이다. 어찌 ‘만물지모’가 아니겠는가? 50)

‘비상도(非常道)’의 ‘상(常)’을 당 종�도덕경� 어주처럼 ‘고정(固定)’ 혹은 ‘한정(限定)’의 뜻으

로 주해하기도 하지만,51) 일반 으로 ‘상’을 참되고 항상 그러한[眞常]⋅ 원히 존재하는[永恒]⋅

원히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永恒不變]의 뜻으로 이해한다.52) 명태조가 �도덕경�주해의 본으

로 한 오징의 �도덕진경주�도 외가 아니어서 ‘상’을 ‘항구불변[常久不變]’으로 본다.53) 그러므

로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란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원한 도가 아니다’ 정도로 번

역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런데 명태조는 ‘상’을 ‘보통[凡常]’의 뜻으로 보아, ‘도가도, 비상도’를

50)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上至天子, 下及臣庶, 若有志於行道者, 當行過常人所行之道, 即非常道.

道猶路也, 凡人律身行事, 心無他欲, 執此而行之, 心即路也, 路即心也, 能執而不改, 非常道也. 道可道,

指此可道言者, 蓋謂過人之大道. 道既成, 名永矣. 即非常之名, 可行焉. 可習焉. 道之幽微, 靜無名而動有

益, 即無極而太極是也. 且如吾爲天下君, 善政之機日存於心而未發, 孰知何名. 才施行則有賞罰焉. 不但

君心有賞罰, 賢人君子有志, 則皆能利濟萬物, 所以無名天地之始, 即君子仁心畜之於衷, 發而濟萬物, 則

有名矣, 豈不萬物之母云.”(第1章)

51) �御注道德眞經疏�: “非常道者, 妙本生化, 用無定方, 强爲之名, 不可遍擧, 故或大或逝或遠或近, 是不可

常於一道也, 故云非常道.”(第1章)

52) 진고응은 ‘상(常)’을 ‘ 원불변[永恒不變]’으로 해석하는 것에 해 다음과 같이 비 한다. “일반 으로 ‘상도’

를 ‘ 원히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도’라고 해석하는 데, ‘ 원히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자의 우주실체와 만물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도’는 원

히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자� 41장에서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이라 한 것은, 곧 도를 움직

이는 것으로 본 것이며, 25장에서 도의 운행을 묘사하면서 ‘주행이불태(周行而不殆)’라고 했으며, 한 도체

가 끊임이 없고 그치지 않음을 묘사한 것이다.(진고응 , �진고응이 풀이한 노자�(최재목⋅박종연 역), 경산,

남 학교출 부, 2004, 84쪽)

53) �道德眞經註�: “常, 常久不變也.……若謂如道路之可踐行, 而道則非此常而不變之道也.”(第1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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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불릴 수 있는 도는 보통의 도가 아니다’의 뜻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도를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율신행사(律身行事)’할 때, 마음의 모든 욕심

을 비워내고 ‘도’만을 붙잡고 이에 따라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일을 행하면, 그 ‘도’는 이제 보통의

도가 아니라 ‘ 도’이다.

한 명태조는 도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름이 없지만 움직일 때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물의 어미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군주의 ‘동정(動靜)’ 한 도의 ‘동정’과 마찬

가지로, 가만히 있을 때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지만, 선정(善政)을 베풀어 만물

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게 되면 이름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을 베푸는 군주의 움직임은

도의 움직임과 비슷한 작용을 만물에 미치기 때문에, 군주는 도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만물의 어미로서 군주는 세상에 이미 ‘ 도’가 행해지더라고 다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 즉 ‘ 도’를 살피는 것에만 집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음악과 여색[聲色] 는 재

물과 이익[財利] 같은 것을 욕망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선한 일이나 행동이 넘쳐 나기만을 욕망해

야 한다.54) 말하자면, 사람이 도를 행하는 군주가 되면 평범한 사람이 갖는 ‘성색재리(聲色財

利)’의 욕망을 다시는 가져선 안 되고, 오직 천하를 어떻게 잘 다스를 것 인가하는 욕망만을 가져

야 한다. 이처럼 그에 따르면,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고, 군주의 정신(마음)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군주가 헛된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군주가 가질 수 있는 아니 가져야만 하는 하나의 욕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여 천하를 태평성세로 이끌겠다는 욕망이다. 그러

므로 그는 이것을 실 하기 해서는 군주가 반드시 ‘ 덕(大德)’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만약 군주

가 ‘인의 지’나 강조하고 ‘부덕(不德)’하다면 그 세상은 쇠락한 세상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도덕경� 제38장을 명태조의 이해에 따라 의역(意譯)하면 다음과 같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베푼 은덕이 많고 깊지만 자랑하지 않아 덕이 있게 되고, 낮은

덕을 가진 사람은 그 은덕이 고 얕은데도 자랑해서 덕이 없게 된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자연본성을 따라 덕을 베풀 뿐 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덕을 가진 사

람은 자연본성을 따르지 않고 덕을 베풀며 인 방법을 사용한다. 높은 인(仁)을 가진 사람

은 자연본성을 따라 인을 베풀지만 인 방법을 사용하고, 높은 의(義)를 가진 사람은 자연

본성을 따르지 않고 의를 행하며 인 방법을 사용하고, 높은 (禮)를 가진 사람은 자연본

성을 따르지 않고 를 행하며 만약 상 방이 제 로 응 하지 못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끌어당

긴다. 그러므로 삼황오제와 요순의 도(大道)와 덕(大德)이 사라진 후에 인, 의, 가 나타

나게 되었다. 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세상이 가

54) �明太祖高皇帝御注道德經�: “無欲觀其妙, 謂道既行, 而不求他譽, 以己誠察於真理, 故云：常無欲以觀

其妙. 又常有欲以觀其徼, 非他欲也, 乃欲善事之周備耳. 慮恐不備, 而又欲之, 非聲色財利之所欲.”(第1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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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쇠락한 시 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智)는 도라는 본원에서 가장 멀어진 꽃과 같은 말단

에 불과한 것이고 어리석음의 시작이다.55) 그러므로 도를 학습하고 실행하려는 군주는 도와

덕을따르지 와지를좇지 않는다. 그러므로군주는 와지를 버리고 도와 덕을취한다.

Ⅴ. 결어

이상에서 명태조 �도덕경� 어주의 ‘무 ’ 념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먼

81장본 3장에 한 명태조의 어주에서 ‘무 의 다스림’이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安民]을 제일 과

제로 한다. 군주가 그것을 담보해주지 않고서, 백성의 ‘부쟁(不爭)’⋅‘불 도(不爲盜)’⋅‘불란(不

亂)을 기 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한 민생의 안정과 재용의 풍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군주는 그것을 유지하기 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천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 둘째, 81장본

37장에 한 명태조의 어주에서 ‘무 의 다스림’을 이루기 해서는 군주가 학습을 통해 ‘도’를 얻

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군주의 ‘도’를 따르는 생활태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이 이를 본받아 ‘자화(自化)’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은 부유해지면 사치하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에, 군주가 몸소 검약을 늘 실천하여 그러한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백성이 ‘자정(自正)’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1장본 38장에 한 명태조의 어주에서 ‘무 의 다스림’을 실행하려는 군주는

‘보통의 도’를 뛰어넘는 ‘ 도’를 가진 인물 즉 ‘ 덕자(大德者)’여야 한다. 덕자가 욕망하는 것

은 보통사람이 추구하는 ‘성색(聲色)’과 ‘재리(財利)’와 같은 세속 욕망이 아니다. 덕자는 백성

의 세속 욕망을 채워 주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자신은 오로지 천하의 안정과 풍요만을 욕망할 뿐

이다.

이처럼 명태조가 주장하는 ‘무 의 다스림’이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인 통치

행 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군주가 힘써 노력해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사회가 안정

된 후에야 진정한 ‘무 의 다스림’이 실 된다. 말하자면 먼 ‘유 ’를 하고 나서야 ‘무 ’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무 의 다스림’의 목표는 ‘이제만물(利濟萬物)’이고 ‘민안물부(民安

物阜)’이다. 군주가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제하고 백성이 풍요로운 생활을

리게 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유 ’일지라도 그러한 다스림은 ‘무 의 다스림’이다. 그가 주

장하는 ‘무 의 다스림’에서 그 실행방법은 요하지 않다. 여기서 요한 것은 군주가 ‘ 덕’을 갖

고 있고 군주가 ‘무 ’를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로 해서, 군주의 극 통치행

55) ‘前識者, 道之華而愚之始’에 해 명태조가 주해하지 않아서, 오징의 주해를 참조하여 이 부분을 의역하

다. �道德眞經註�: “前識猶先知, 智也.……德其根也, 仁其幹也, 義其枝也, 禮其葉也, 智其華也, 根幹枝

葉華, 自道中生. 智者, 欲其哲而不愚, 而適以肇愚.”(第33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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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민생의 안정과 재용의 풍족함이라는 결과를 먼 얻는 것이다. 이로 볼 때, 명태조가 노

자가 말한 ‘자화(自化)’⋅‘자정(自定)’⋅‘자정(自正)’⋅‘자부(自富)’⋅‘자박(自樸)’한 사회를 자신

이 건립하고자 하는 이상국가의 모델로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노자가 말한 ‘무 의

다스림’의 진정한 실행이 민생의 안정과 재용의 풍족함이라는 물 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먼 군주의 극 통치행 즉 ‘유 의 다스림[有爲之治]’을 통해 물

기 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무 의 다스림’을 실행하여 최종 으로 노자가 말한 이상국가를 건설

하고자 한 것이다.

명태조의 이러한 ‘무 ’에 한 이해는 일반 인 것과는 다르다. 일반 이해에 따르면, 노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자생’, ‘자화’ 등 자연 능력(natural power)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본다. 다만

만물은 이러한 능력을 외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만 발휘할 수 있다. ‘무 의 다스림’이란 바로 백

성이 자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백성이 각자 자신의 자연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무불 (無不爲)’라면, 이를 실 하기 해서 외부 간섭을 없애는 것이

‘무 ’이다. 그러나 명태조에 따르면, 이러한 소극 혹은 방임 방법으로는 백성이 자연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수 없다. ‘무 자연(無爲自然)’ 하늘[天]이 만물을 해 늘

변함없이 움직이고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명태조는 황제인 자신의 ‘무 의 다스림’도 백성을

해 민생의 안정과 재화의 풍족함을 이루고, 이것을 유지하기 해 늘 변함없이 국정을 돌 야만 하

는 것으로 본 것이다. 비록 명태조의 이러한 해석방식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고자한 ‘무 ’의

본의에서 많이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자의 ‘무 ’를 실생활 혹은 실정치에서 용

혹은 실천하고자 한다면, 명태조의 ‘무 론(無爲論)’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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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명태조는 �도뎍경�을 단(金丹) 방술(方術)의 경 이 아니라 만물의 지극한 근본, 군주의 큰 스

승, 신하와 백성의 지극한 보배인 경 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도뎍경�에서 치국(治國)의 도리를 찾

기 해서, ‘치국’의 에서 �도뎍경�을직 주해한다. 그에따르면, 나라의근본은 백성이기때문

에, 백성의생활이안정되어야만나라의근본이단단할수있다. 그러므로군주는백성들이의식하지

못하게 백성의 자연본성에 따라 극 통치행 [有爲]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이라는 목

표를 달성해야만 ‘무 (無爲)’의 정치가 완성된다. 그는 이러한 극 통치행 는 정치 목표달성

이후에도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도’를 얻은 군주만이 ‘무 ’의 정치를 실제 으로

행할수있다. ‘수도(修道)’는 ‘학도(學道)’와 ‘행도(行道)’를포 한다. 군주는 먼 ‘도(道)’에 한 앎

을 날마다 축 해서 완 히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세상에서 ’도‘를 실제 으로 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의 실 은 로 되는 것이아니라, 군주의 부단한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도’를 실

하는과정에서 군주의 심신(心身)은 날마다 손상된다. 동시에, 그는 군주의 사치가 바로 민심의 이반

과 민 의 반란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율신(律身)’의 덕목으로 군주의 검약을 매우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무 ’ 정치의성공여부는군주의인격에달려있고, 삼황오제(三皇五帝)가바로 ‘무 ’의정치

를 성공 으로 완수한 ‘ 덕(大德)’을 가진 군주이다. 삼황오제의 통치시 에는 민심이 순박하여 인

의 지(仁義禮智)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 으로 인의 악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자가 부

덕(不德)하고 그 시 가 쇠락(衰落)한 세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다. 군주가

‘무 ’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면 백성에게 재앙이 생기고, 백성이 병이 들면 나라가 망한다. 이처럼

그는 ‘ 덕’을 가진 군주가백성의 자연본성에따라 극 실제 통치행 를하고, 이를통해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 ’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명태조, �도덕경� 어주, 무 , 안민(安民), 신행(身行), 덕(大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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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uwei’ in the Emperor Commentary �Daodejing�

by Ming Taizu

Kim, Taeyong (Hanyang University)

Ming Taizu views Daodejing as a bible of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all creation, a great mentor of

a ruler, and a valuable bible of subjects and people, not as Jindan or Alchemy. In order to find the way

of ruling a nation, he annotates Daodejing directly in the perspective of “ruling a nation.” From his view,

the nation’s foundation could be hardened in accord with the stabilization of national life since national

foundation is based on the people. Therefore, a ruler must rule a nation by positively abiding by people’s

original nature secretly and unnoticeably. The stability of national life must be achieved through this step,

which is to complete Wuwei politics. Ming Taizu also points out that the positive act of ruling must

continue even after attaining the ruler’s political goal. Ming Taizu claims that only the rulers who gained

Dao can conduct Wuwei politics practically and that cultivating Dao includes studying Dao and performing

Dao. The ruler first must continue to work on the knowledge of Dao to comprehend it perfectly, and then

he/she needs to perform Dao with self-assurance of understanding Dao completely. The realization of Dao,

however, can be achieved not naturally but by the ruler’s constant efforts; hence, the ruler’s mind and body

could deteriorate every day in the process of realizing Dao. At once, the ruler’s lavish lifestyle causes

estrangement of public opinion and rebellion of people. Therefore, Ming Taizu emphasizes on ruler’s thrift

as the virtue of supervising oneself. Ming Taizu insists that the success of Wuwei politics depends on the

ruler’s character, and Three August Ones and Five Emperors are the rulers with great virtue and are good

examples of the success of Wuwei politics. In the era of Three August Ones and Five Emperors, people

did not show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because they were innocent. Focusing on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in the society shows that it is admitted that the ruler has

the lack virtue, and the nation declines. The ruler is a master of people. If the ruler does not perform Dao

of Wuwei, it leads people to calamity, which sickens people and makes the nation collapse eventually. In

short, Ming Taizu asserts that the ruler with great virtue rules the nation by positively according to the

original nature of people, and through this, the stabilization of national life is erected: this is the Wuwei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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