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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國寡民에 주목한다. 소국과민이란 용어는 老子의 �道德經�에 

등장한다. 소국과민은 조선조 유학자들에겐 거의 수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사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武陵桃源을 비롯한 많은 도교의 

공간이 실제로는 소국과민의 향을 많이 받았으며, 오늘날 소국과민이 갖는 

의미가 지 않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소국과민은 상 으로 그 공간의 

형상화가 구체 이고 인간들의 삶의 태도가 비교  렷하게 나타난다. 실 

맥락이 깊이 스며 있으며, 인간 계가 긴 하다. 다른 문헌에 향을  흔

도 나타난다.

작은 나라의 은 백성은 노자가 염원한 이상 인 공동체 공간이다. 노자

는 작은 사회가 이상 인 세계라고 생각하여 지배자가 백성을 통치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 으로 생산하고 일하는 사회를 

꿈꾼다. 소국과민은 反戰과 平和, 소박한 삶, 無爲를 이야기한다. 노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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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인 소국과민의 세계는 쟁도 없고 통치 세력의 억압과 착취도 없다.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다. 모두가 평화롭게, 소박하지만 자족하며 살아간다. 

노자의 소국과민은 복고나 도피, 원시 공동체의 회귀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노자의 소국과민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

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최 한 작은 것을 지향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

는 세계, 노자의 소국과민이야말로 생태  세계 이 구 된 안 공동체이다.

소국과민의 형상은 �莊子�의 至德之世로 계승된다. 소국과민에 나오는 

표 들이 그 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장자의 지덕지세는 노자의 소국과민

을 계승한 이상향이다. 노자의 이상향은 장자의 지덕지세 뿐만 아니라 道敎

의 武陵桃源으로 이어진다. 소국과민은 陶淵明의 ｢桃花源記｣에도 향을 

끼친다.

국의 문헌과는 달리 국내 문헌에선 소국과민에 한 언 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노장은 유교의 법, 지식을 부정하고 無知와 無爲를 내세운다. 

유교의 교리와 행동 규범을 통렬하게 비 하고 거부한다. 유학자들에게 노장

사상은 물리쳐야 할 이단이었기에 노자의 �도덕경�이 유학자들에게 그 로 

수용되기는 어려웠다. 박세당․서명응․이충익․홍석주 등은 소국과민의 뜻

을 단순하게 이해하 다. �도덕경�을 주해하면서 언 한 소국과민의 세계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학에서 시하는 돈박, 안분지족의 삶이었다. 

그러나  소국과민의 공간은 아나키즘의 다른 이름이다. 쟁도 없고 

권력의 간섭도 없다. 자족 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이웃 나라가 빤히 보이지

만 왕래할 필요가  없다. 소국과민은 실에서의 결핍을 상상 속에서 

구 한 아나키즘의 공간인 셈이다. 자연을 모델로 삼아 생태학  공동체를 

지향한 소국과민의 세계는 허황된 백일몽이 아닌, 우리가 진정 꿈꿀 만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핵심어   道敎, 國寡民, 老子, 莊子, 空間, 이상향, 무릉도원, �道德經�, 至德之世, ｢도

화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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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공간은 단순히 물리 이고 추상 인 역이 아니다. 인간의 실존이 녹

아 있는 곳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 인 삶의 기반이며, 때로는 사회

이고 정치 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특별히 고  시 에 공간은 인간과 분

리되지 않았다. 자기 정체성이자 자궁과도 같은 곳이며 인품의 상징이기

도 했다. 따라서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은 작가의 세계 을 반 하며,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본고는 수많은 공간 가운데 도교의 이상 세계 가운

데 하나인 國寡民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면 사람들은  머 세계를 꿈꾼다. 경쟁과 다툼으

로 피곤하고 괴로울 때, 먹고사는 일에 허덕일 때, 내일의 삶에 근심이 들 

때면 사람들은 실 머의  다른 세상을 그리워한다. 아무런 고통이나 

근심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 인간은 이를 樂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상향이라고도 불 으며, 서양에선 유토피아라고 일컬었다. 

우리나라의 이상향은 武陵桃源․仙界․靑鶴洞․大同社 ․三神山 등 

무수히 많은데 大同社 를 제외하면 부분 도교의 이상향이다. 실 공

간을 요하게 여기는 유학의 특성과 련 깊다고 본다. 수많은 도교의 공

간 가운데서 본고는 특히 國寡民에 주목한다. 소국과민이란 용어는 老

子의 �道德經�에 등장한다. 소국과민은 조선조 유학자들에겐 거의 수용되

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사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武陵桃源

을 비롯한 많은 도교의 공간이 실제로는 소국과민의 향을 많이 받았으

며, 오늘날 소국과민이 갖는 의미가 지 않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자의 소국과민에 나타난 공간 상상력을 이해하고 이 공간이 얼마만큼 

수용되었는지를 살펴 그 재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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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寡民에 한 이해와 공간 상상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 한 세계를 유토피아라

고 부른다. 유토피아(Utopia)는 ‘이 세상에 없는 곳’과 ‘좋은 곳’이라는 뜻

을 합친 말이다.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 공간, 樂園과 같은 곳

이 유토피아이다. 유토피아는 지  이곳에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실

될 수 없거나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 

존재하거나 혹은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세계라 믿는다. 유토피아를 동

양 사회에서는 이상향이라고 불 다. 일반 으로 동양의 이상향은 크게 

山海經型, 武陵桃源型, 三神山型, 大同社 型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1) 

山海經型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서라 할 �山海經�에 나타나는 이

상향이다. 南類山2), 臷民國3), 平丘4), 蓋猶山5) 등 생소한 지명들이 등장

하는데,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은 함께 

공존 공생한다.  많은 생명체들이 不死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모든 것

이 天惠的으로 충족되어 있는 신화  이상 공간이다. 무릉도원형은 �道德

經�에 나오는 國寡民와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말

한다. 이 유형의 공간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꿈꾸며 권력을 배제하고 자

 1) 이종은 외 5인, ｢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 意識 硏究｣, �도교문화연구� 28, 한

국도교문화학회, 1996, 383쪽. 이하 동양사회의 유토피아 유형은 이 논문을 참고하

여 정리하 다. 

 2) �山海經�, ｢大荒南經｣. “有南類之山, 爰有遺玉, 青馬, 三騅, 視肉, 甘華, 百穀所

在.”

 3) �山海經�, ｢大荒南經｣. “有臷民之國. 帝舜生無淫, 降臷處, 是 巫臷民. 巫臷民盼

姓, 食穀, 不績不經, 服也；不稼不穡, 食也. 爰有歌舞之鳥, 鸞鳥自歌, 鳳鳥自舞. 

爰有百獸, 相群爰處. 百穀所聚.”

 4) �山海經�, ｢海內北經｣. “平丘在三桑東, 爰有遺玉、青鳥、視肉、楊柳、甘柤、甘

華, 百果所生. 有兩山夾上谷, 二大丘居中, 名曰平丘.”

 5) �山海經�, ｢大荒南經｣. “有蓋猶之山 , 其上有甘柤, 枝幹皆赤, 黃葉, 白華, 黑實. 

東又有甘華, 枝幹皆赤, 黃葉. 有青馬, 有赤馬, 名曰三騅. 有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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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질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와 비움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다른 이상향과는 달리 인

간들로 이루어진, 상 으로 실 인 공간이다. 靑鶴洞, 五福洞, 太平

洞, 梨花洞, 山桃源 등은 무릉도원의 변이 형태라고 하겠다. 三神山型은 

도교의 이상 공간으로서 인간은 거주할 수 없는 신들의 세상이다. 삼신산

은 신선이 사는 세 개의 산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래산 방장산, 주산을 

일컫는다. 바다뿐만 아니라 산속, 하늘 등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不死의 

신들이 사는 공간이라서 인간들은 살지 못한다. 인간이 잠시 엿보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 이곳에서 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선문학의 仙界도 

이곳에 해당한다.

大同社 型은 유교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상 세계이다. �禮記�의 ｢禮

運｣에, “큰 도가 행해져 천하가 공평해진다.”6)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한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며 신의를 논하고 화목을 

닦는 공간이다. 堯와 舜 임 이 살던 태평성 를 이상 인 모델로 삼는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질서를 구축한 공간이라는 에서 자연 상태로 돌아

가려는 앞선 이상향과는 결을 달리한다. 

네 유형의 유토피아는 유교의 동사회를 제외하면 도교의 이상향이다. 

도교에 나타난 이상향은 공통 으로 인간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이며, 

자족 이다. 질병과 다툼, 쟁이 없으며 사람들은 평화롭게 안정 으로 

살아간다. 유교의 이상 사회가 도덕과 질서를 추구하며 번 을 이룩해 간

다면 도교의 이상 공간은 사회의 질서를 배제하고 외부 세계와 단 되어 

있다. 체로 실 도피 이고 념 인 공간이다. 인간과의 계들이 직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소국과민은 상 으로 그 공간의 형상화가 구체 이고 인간

 6)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三代之英, 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為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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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의 태도가 비교  렷하게 나타난다. 실 맥락이 깊이 스며 있으

며, 인간 계가 긴 하다. 다른 문헌에 향을  흔 도 나타난다. 이에 

도교의 여러 이상 세계 가운데 노자의 소국과민에 나타난 이상 세계를 살

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국과민이란 용어는 �도덕경� 80장에 나타난다.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은 게 만든다. 열 사람 백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

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백성으로 하여  생명을 소 히 여기게 하고 멀

리 이사 가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 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병기가 있지만 

벌여놓을 일이 없다. 백성들이 끈으로 매듭을 짓는 결승 문자를 사용하고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며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풍속을 즐거워한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볼 정도로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7) 

작은 나라의 은 백성은 노자가 염원한 이상 인 공동체 공간이다. 작

은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해서는 학자마다 논란이 분분하긴 

하지만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작은 공동체 사회이다. 

노자는 작은 사회가 이상 인 세계라고 생각하여 지배자가 백성을 통치하

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 으로 생산하고 일하는 

사회를 꿈꾼다. �도덕경�은 춘추 국시 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때는 각 나라마다 부국강병을 꿈꾸던 시 로 강 국들이 쟁을 벌여 

약소국들을 병합해가던 시 이었다. 철 기구의 기술이 향상되었고, 농업 

생산량이 증 되었으며, 쟁 무기의 기술이 발 했다. 모든 나라들이 세

력을 키워 강 국을 지향해가던 시 에 작은 공동체를 주장한 노자의 생

 7) 老子, �道德經�, 80장. “ 國寡民, 使有什伯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雖有

舟輿, 無所乘之；雖有甲兵, 無所陳之. 使民復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其

俗, 安其居. 鄰國相望, 雞犬之聲相聞, 民至 死, 不相往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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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시  실에 맞지 않는 비 실 이고 도피 인 생각으로 비 받기도 

한다. 춘추 국시 에 작은 공동체를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가 거의 유일

하다. 그러나 노자의 소국과민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그 시

 실에 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토 로 한 것이다. 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통치 세력의 의해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무엇

이 인간답게 사는 길인가에 한 모색에서 나온 주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의 ‘도구’의 원문은 器인데 일반 으로 무기와 도구로 해석

한다. 什과 伯을 배수의 뜻으로 쓰면 ‘열배 백배의 이익을 내는 도구’로 해

석되고, 군사 편제의 단 로 풀이하면 많은 병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무기’로 해석하면 네 번째 단락의 ‘병기’와 의미상 첩되기에 ‘도구’로 

해석하고자 한다. �도덕경� 57장에선 “사람들이 이로운 도구를 많이 쓰면 

나라는  혼란해진다.[民多利器 國家滋昏]”라고 했다.  36장에서는 

“나라의 이로운 도구로 사람들을 교화해서는 안 된다.[國之利器不可以示

人]”라고 하기도 했다. 이로운 도구란 백성들에게 구속을 가하는 형벌이

나 법 따 를 말한다. 노자는 이러한 구속 장치들이 많이 퍼질수록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고통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도구는 철기구로 이해하기도 한다. 국시 에는 철기가 보

되어 생산력이 속도로 증가되었다. 생산 도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어서 국가의 리와 주도 아래 지방으로 보 되었고 국가는 利器를 

보 하여 통치의 정당성과 노동력 착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곧 도구는 

생산력을 높이는 도구 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착취와 통치를 정당화하

는 도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利器의 확장은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

하기는커녕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형벌 장치로 보든 철기

구로 보든 노자는 利器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이상 인 생활공간

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을 소 히 여기게 하는 것은 생명의 소 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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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치자의 착취가 없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니 백성은 죽음

을 소 히 여기고 멀리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재의 공간이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들 때 사람들은 터 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간다. 지  여기의 삶

을 편안히 여기니 생명을 존 하며 자족  삶을 펼친다. 

멀리 이사 가지 않는다는 의미에 해 백성들이 이사하지 않을 정도로 

생산의 안정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시에 횡행하던 이주 정책, 

즉 국시  각국 부국강병에 의해 백성의 거주지를 이리 리로 옮기거나 

국가에 의해 인 으로 재편하는 사실에 한 비 을 담고 있다는 주장

도 있다.8)

배와 수 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병기가 있지만 벌여놓을 일이 없는 

것은 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배와 수 는 무기를 실어 나르는 수단이

다. 쟁이 없으니 배와 수 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병기가 있어도 쓸 일

이 없다. 

끈으로 매듭을 짓는 것은 結繩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승 문

자는 숫자나 역사  사건 등을 새끼나 가죽 끈을 매어, 그 매듭의 수효나 

간격에 따라서 나타낸 일종의 문자이다. 문자가 생겨나기 이  원시 시

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이 구 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소국과민은 원시 시

로 돌아가자는 생각이라고 비 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삶을 그리워

하는 태도로 이해하기보다는 문자 지식에 한 성찰로 바라보아야 한다. 

노자는 16장에서 그 소박함으로 돌아간다[復歸於樸]라고 하거나 52장에

서 밝음으로 돌아간다[復歸其明]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승 문자의 사용은 

본래의 道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련해 �周易� ｢繫辭

下｣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 이 있다. 

 8) 洪成和, ｢�老子� 國寡民論의 社 經濟史的 起源｣, � 동문화연구�, 동문화연

구원, 1999, 127～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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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 에는 結繩으로 다스렸으며 후세의 성인은 書契를 만들어 간편하

게 하 다. 백 은 이것으로써 다스렸고 백성들도 살필 수 있었으니 夬卦에

서 취하 다.9)

여기서 말하는 상고시 는 복희 신농씨가 다스리던 시 을 말한다. 곧 

결승의 사용은 정치 인 맥락으로서 무 와 소박에 바탕을 둔 정치를 펼

쳤던 공간을 상징한다. 노자는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린다면 백

성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며, 仁을 끊고 義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도하고 

자애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10) 결승 문자의 사용은 법과 지식

이 인간성을 괴하고 있다는 성찰을 통해 본래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

고자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다음 문장은 이상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 다. 본래

의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로 돌아가니, 삶이 풍족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

다. 음식이 거칠어도 달게 여기고 옷이 허름해도 아름답게 여기며 사는 곳

이 추해도 편안히 여기고, 소박한 풍속을 즐거워하게 된다. 

이웃나라끼리는 서로 가까워서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

다. 하지만 늙어 죽도록 왕래를 하지 않는다. 왕래를 하면 비교를 하고 경

쟁을 하게 된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족하

고 편안히 여긴다. 

소국과민은 反戰과 平和, 소박한 삶, 無爲를 이야기한다. 노자의 유토피

아인 소국과민의 세계는 쟁도 없고 통치 세력의 억압과 착취도 없다. 경쟁

도 없고 다툼도 없다. 모두가 평화롭게, 소박하지만 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소국과민의 세계는 無知, 無欲, 無爲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愚民 

사상이자 실 도피 사상에 불과하다는 비 을 받는다. 몰락한 공동체에 

 9) �周易�, ｢繫辭下｣. “上古結繩以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 

蓋取諸夬.”

10) 老子, �道德經�, 19장.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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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수이자 원시 세계로 회귀하는 복고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

술의 발 과 문명의 진보를 거부한 폐쇄  사회이자, 사회의 진보를 거부

한 은둔사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라 본다.

그러나 노자의 소국과민은 복고나 도피, 원시 공동체의 회귀로 바라보

아서는 안 된다. 소국과민의 반문명, 반 쟁, 반지식은 그 시 의 괴  

문명과 모순된 실을 직시하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종 利器로 상징되는 문명은 인간성을 괴하 고, 

각종 쟁은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괴하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잔혹한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지식을 담아낸 문자는 인간의 의식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문명의 괴성, 쟁의 잔혹성, 지

식의 구속성을 경험한 노자는 작은 공동체가 이상 세계를 향한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체나 사회가 거 해지면 경쟁과 다툼과 비교가 생

겨나고 사회를 효과 으로 통제하기 한 법과 형벌이 개인을 착취하고 

구속한다. 규모를 작게 할수록 구성원들 개개인의 자율성과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 곧 노자의 소국과민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

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최 한 작은 것을 지향하며 자연과 더

불어 살아가려는 세계, 노자의 소국과민이야말로 생태  세계 이 구 된 

안 공동체라 하겠다.

3. 國寡民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통치자가 간섭하지 않는 無爲의 이상향을 그려낸 國寡民의 상상력은 

특정 시기에 끝나지 않고 후  여러 작품에 반 되어 지속 인 향을 끼

친다. 특별히 장자와 도연명에게 깊은 향을 으로써 소국과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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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이상향으로 투 되었다. 

먼  소국과민의 형상은 �莊子�의 至德之世로 계승된다. �장자�의 ｢馬

蹄｣와 ｢胠篋｣에 나타나는 ‘지덕지세’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지극한 덕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거동이 유유자 하

며 매가 밝고 환하다. 그 무렵 산에는 길이 없고 못에는 배나 다리가 없으

며, 만물이 무리지어 생겨나 사는 곳에 경계를 두지 않았다. 새와 짐승은 떼 

지어 살고 목은 마음껏 자랐다. 그래서 새와 짐승을 끈에 매어 노닐 수가 

있었고 까치둥지에도 올라가 들여다 볼 수 있었다.11)

그 만이 유독 최고의 덕이 베풀어졌던 시 [至德之世]를 모른단 말인가? 

옛날 용성씨, 정씨, 백황씨, 앙씨, 율육씨, 축융씨, 복희씨, 신농씨 같은 

시 가 있었다. 그때 백성은 밧 의 매듭을 기호로 썼고 그 식사를 맛있게 

여겼으며 그 옷을 훌륭하다 생각했고 그 풍속을 즐기며 그 집을 편안하게 여

겼다. 이웃 나라가 바로 앞에 보이고 닭이나 개 울음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

지만 백성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오가지를 않았다. 이와 같은 시 야말로 가

장 잘 다스려진 시 이다.12)

소국과민에 나오는 표 들이 그 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장자의 지덕

지세는 노자의 소국과민을 계승한 이상향이다. 장자의 을 통해 노자가 

말한 소국과민의 형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자는 ｢마제｣에서 말

은 본성 로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해야 하는데 인간이 말을 인 으로 

11) 莊子, �莊子�, ｢馬蹄｣. “故至德之世, 其行填填, 其視顛顛, 當是時也, 山无蹊隧, 澤

無舟梁, 萬物群生, 連屬其 , 禽獸成群, 草木遂長, 是故禽獸可係羈而游, 鳥鵲之

巢可 援而闚.” 이후 �장자�의 번역은 안동림 역주, �장자�( 암사, 2010)를 따른 

것이다.

12) 莊子, �莊子�, ｢胠篋｣. “子獨不知至德之世乎? 昔 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

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 盧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 當

是時也, 民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其俗, 安其居. 隣國相望, 鷄狗之音相

聞, 民至 死而不相往來. 若此之時, 則至治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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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어놓아 속박했다고 하여, 통치자가 인 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고통

을 가하는 행 를 비유로써 비 한다. 그러면서 천하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간섭을 가하지 않아 그들 스스로가 아무런 구속 없이 행복하

게 산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 만족해하고 외부로 나가 이

익을 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산을 넘어갈 길도, 물을 건  배와 다

리가 필요하지 않다.  백성들은 결승 문자를 사용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

간다. 자신의 삶이 만족하고 즐거우므로 자신의 옷과 집과 풍속을 自足하

며 평화롭게 살아간다. 지 의 공간에 만족하므로 다른 데로 가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장자의 至德之世가 노자의 國寡民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때, 소국과

민은 장자의 지덕지세를 통해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해진다. 통치자의 지배가 

최소한이 될수록 백성들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며, 삶의 조건이 소박하고 

단순할수록 풍요로운 삶을 할 수가 있다. 서로를 간섭할수록 자유는 

침해되며, 도구를 만드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 노자

와 장자는 소국과민과 지덕지세라는 이상 세계를 통해 통치자의 간섭이 최

소화된 나라가 가장 잘 다스려진 시 라는 역설 인 세상을 꿈꾸었다.

노자의 이상향은 장자의 지덕지세뿐만 아니라 道敎의 武陵桃源으로 이

어진다. 소국과민은 陶淵明의 ｢桃花源記｣에도 향을 끼친다. ｢도화원기｣

는 무릉도원형 이상향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도화원기｣는 무릉에 사

는 한 어부가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복숭아꽃 우거진 숲을 따라 동

굴로 들어가 무릉도원을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이에 (어부가) 배를 버리고 굴로 들어가니 처음엔 아주 좁아 겨우 한 사람

이 지나갈 만하 다. 다시 수십 보를 나아가자 앞이 탁 트이면서 밝아졌는데 

따란 토지에 집들이 우뚝하고 기름진 밭,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데다 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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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리 리 길이 뻗어 있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가 들려 왔다. 그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농사일 하는 남녀들의 의복을 보니 

모두 딴 세상 사람 같은데 늙은이나 은이나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들

이었다. …… 자신들에 해 말하기를 선 에 진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처자

를 거느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외진 곳에 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아 마침내 

바깥 사람들과는 단 되었다고 하 다. 지 이 어느 때인가를 물었는데 漢나

라가 있었던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 나라, 晉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13)

본문의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왔다.”는 구 은 소국과민의 “닭

이나 개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구 에서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바

깥 세계와는 단 된 채 自足的 환경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역시 소국과민에 나타난 사회와 동일하다. 곧 소국과민의 소규모 공동체, 

反戰 사상, 외부 세계와의 단  등은 ｢도화원기｣에도 일정한 향을 끼침

으로써 ｢도화원기｣에서 구 한 이상향이 ‘무릉도원’으로 표상되어간 흔

을 보여 다. 무릉도원은 조선 사회의 樂園을 표상하는 표 인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국의 문헌과는 달리 국내 문헌에선 소국과민에 한 언 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한국고 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을 검색해보면 소국

과민은 딱 한 군데 보인다. 조선 사회의 이상향은 주로 무릉도원이나 선계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

주요한 이유는 노장사상과 유교와의 계에 있을 것이다. 노장은 유교

의 법, 지식을 부정하고 無知와 無爲를 내세운다. 유교의 교리와 행동 

규범을 통렬하게 비 하고 거부한다. 유학자들에게 노장사상은 물리쳐야 

13) 陶淵明, ｢桃花源詩倂記｣. “便捨船從口入, 初極狹, 纔通人, 復行數十步, 豁然開

朗, 土地平曠, 屋 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 阡陌交通, 雞犬相聞, 其中往來種作

男女, 悉如外人, 黃髮垂髫, 竝怡然自樂, 見 人乃大驚, 問所從來, 具答之, 便要

還家, 設酒殺雞作食, 村中聞有此人, 咸來問訊, 自云, 先世避秦, 率妻子邑人, 來

此絶境, 不復出焉, 遂 外人閒隔, 問今是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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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단이었기에 노자의 �도덕경�이 유학자들에게 그 로 수용되기는 어

려웠다. 

그러나 일부 열린 자세를 갖는 유학자들은 이단서라도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을 다.’는 지식 교양의 차원에서 道敎書를 읽었다. 극 인 �도

덕경� 읽기를 시도하여 노자의 사상을 유학의 에서 혹은 자신의 시선

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여기서는 본 논지와는 상 없는 �도덕경� 체에 

한 노자 들여다보기 분석은 생략하고, 오로지 소국과민에 집 하여 이

에 한 유학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국과민은 박세당의 �新註道德經�에서 먼  나타난다. �도덕경� 80장

의 소국과민에 한 박세당의 주해는 다음과 같다. 

작은 토와 은 백성에 만족할 수 있으면 땅을 개간하지 않고 백성을 다

시 모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의 노력을 열 배나 백 배 정도 일 수 있는 기구

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지식이 있는 자가 감히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한다. 백성이 죽음을 히 여겨 멀리 이사하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 모두 

자신을 아껴 가볍게 죄를 범하지 않아서 달아나거나 이사하는 근심이 없다. 

배와 수 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으면 멀리 가서 이익을 찾지 않으며, 날카

로운 무기와 튼튼한 갑옷이 있더라도 쟁할 일이 없으면 힘을 믿고 힘써 다

투지 않는다. 백성에게 다시 새끼 을 꼬아서 쓰게 하면 사람들 모두 순수하

고 질박해져서 교묘함이나 작 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먼 옛날의 풍속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다. 자신의 음식을 달게 먹고 의복을 아름답게 여기면 형

편없는 음식이 기름진 음식보다 낫고 값싼 베옷이 값진 털옷과 다름없다. 자

신의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자신의 풍속을 좋아하면 스스로 편안하고 즐거

워 바깥에 끌리는 마음이 없어서 내 것을 싫증내고 남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 싹트지 않는다. 그러니 갑자기 비옥한 토지와 화려하고 고운 구경거리가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을 그다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 때

문에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이나 개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

리에 있더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가지 않는 것이다. 돈후하고 소박하

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을 이 게 극단 으로 표 한 이유는 윗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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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와 의 작용을 물리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제거함으로써 백성이 속

으로 하려는 바를 감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14) 

�신주도덕경�은 주희의 경  해석 방식을 따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학목 교수는 주자를 극력 비 했던 박세당이 �신주도덕경�을 주희의 경

 방식으로 풀이한 이유를 두 가지 에서 바라보았다. 하나는 박세당

이 �도덕경�을 修己治人의 책으로 풀이하는데 주희의 사유방식이 가장 

합했고, 다른 하나는 주희의 사유 방식이 박세당 자신을 포함한 당시 학

자들에게 가장 익숙했다는 것이다.15)  다른 실 인 이유를 생각해 보

자면 이단서인 �도덕경�에 근하면서, 새로운 을 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본다. �도덕경�을 주해하는 것만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는 일인

데, 주자의 시각을 벗어난 근은 무 험한 시도 다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 하고 있듯이 소국과민에 한 박세당의 해석은 철

하게 유학의 을 따르고 있다. 소국과민은 돈후하고 소박하여[敦朴] 

욕심이 없는 백성들의 삶을 극단 으로 표 한 것으로써, 통치자가 백성

의 耳目과 마음을 감화시킴으로써 소박하고 돈후한 마음이 실 된다고 

본다. 요컨 는 박세당은 敦朴한 마음을 이상 인 세계의 필수 조건으로 

본 것인데, 돈박이란 용어는 유교에서 성품이 도탑고 소박한 마음을 일컬

14) 박세당 지음, 김학목 옮김, �박세당의 노자�( 문서원, 1999), 264～265쪽. “能安於

國寡民, 則地不改闢, 民不改聚矣. 使有什伯人之器 而不用則知  不敢爲矣 使

民重死而不遠徙則人皆自愛其身 不輕犯罪而無逋  遷徙之患矣 雖有舟輿無所

乘之 則不致遠以求利矣 雖有甲兵無所陳之 則不恃力以務爭矣 使民復結繩而用

之 則人皆醇質巧僞不容 雖還上古之風可矣 甘其食 美其服 則藜藿勝於芻　 褐

敵於狐貊矣 安其居 其俗 則自安自  絶於外慕 厭此欣彼之心 不萌於中 雖有

便沃之土侈艶之 觀皆不足以易其慮是以　國相望 鷄狗相聞而至  不相往來 所

以極 敦朴無求之意 皆由於上之能黜聰明去健羨 以化其心之所爲也.” 김학목의 

�박세당의 노자�( 문서원, 1999) 번역을 참고하 다. 김학목 교수는 조선시 에 

간행된 �도덕경�에 해 꾸 한 연구 성과를 쌓아 왔다. 조선시  유학자들의 소국

과민에 한 근은 김학목 교수의 논의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15) 게서,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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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흔히 쓰는 용어이다. 지 까지 발견된 우리나라 최 의 �도덕경� 주

석서는 율곡의 �醇 �인데, 여기엔 소국과민 장이 없다. 박세당에 이르러

서야 소국과민에 한 최 의 주해가 이루어졌는데, 탈주자학자로 불리는 

박세당조차 주자의 경  방식으로 소국과민을 이해하고 있다. 곧 노자의 

시각으로 노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자의 으로 노자를 이해하고 있

었다. 그만큼 �도덕경�은 민감하고 조심스런 책이었다. 

소국과민에 한 후속 작업은 서명응(1716～1787)에 이르러 이루어진

다. 길지만 �道德脂歸� 80장의 주해 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나라가 좁고 백성이 으면 나라 안에서 소통  할 수 있다. 많은 기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곳이 없으니 일이 간략하고 풍속이 질박함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백성들로 하여  삶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하

여 그 사는 땅을 편안히 여기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화락하고 한가로운 것이 복희나 신농 때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단

의 작은 이익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와 수 를 쓸 일이 없고 정벌을 일삼지 

않으므로 갑옷과 병기를 쓸 일이 없다. 무릇 이와 같다면 백성들을 부리는 

일에서도 새끼를 엮어 쓰던 상고시 의 정치를 다시 쓸 수 있다. 비록 거친 

밥이라 하더라도 한 스스로 달게 여기고, 비록 나쁜 옷이라 하더라도 스스

로 아름답게 여기며, 비록 추한 방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고 

질박한 풍속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즐겁게 여긴다는 것이다. 마주 보이고 마

주 들린다는 것은 백성이 많고 집들이 번성한 것에 해 말한 것이다.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 함도 없고 애써 구함도 없는 것을 말한다. 빈 

소씨가 말하기를 “노자는 주나라가 쇠퇴하고 풍속이 피폐해졌을 때에 태어

나서 장차 무 의 정치를 통해 세상을 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책

의 끝에서는 자신이 작은 나라를 얻어서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 다.16)

16) 서명응 지음, 조민환․장원목․김경수 역주, �도덕지귀�( 문서원, 2008), 493쪽. 

“狹 之國, 寡 之民, 可使通國中. 但有什百之器, 而亦無所用之, 則其事簡俗質

可知也. 況使之 其生而重死, 安其土而不徙, 則其心之熙熙呿呿, 何異羲農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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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과민의 세계를 복희와 신농 시 로 비유함으로써 그가 유학의 

에서 소국과민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한 배와 수 를 쓰

지 않고 갑옷과 병기를 쓰지 않는 것을 결승 문자를 쓰던 상고시 의 政

事로 이해한다. ‘그 밥을 달게 여기고’란 구 에 해 ‘비록 거친 밥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달게 여기고’ 라고 해석하고, ‘그 사는 곳을 편안하게 여

기고’란 구 에 해 ‘비록 추한 방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

고’로 해석하여 安分知足, 安貧樂道의 시각에서 백성의 삶을 바라보고 있

다. ‘이웃 나라가 마주 보이고 닭과 개 소리가 마주 들리는’ 구 의 의미를 

사는 거리가 서로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백성이 많고 집이 번성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색다르다. 노자의 지향과는 반 되는 해석이기에, 노

자의 소국과민을 제 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작은 공동체에 해 심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轍의 견해를 인용하여 소

국과민이 노자의 실 구제 의지를 반 한 것이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

다.

곧이어 椒園 李忠翊도 �談 �를 술하여 �도덕경�을 주해한다. 이충

익은 강화학 의 한 사람으로 가문의 몰락과 굉장한 가난을 경험하며 73

세에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는 �담노�에서 소국과민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들을 게 하여 로 그릇을 작게 한다. 열 배나 

백 배로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함이 어느 때인들 당연히 조 도 없어 쓰이지 

않으니 다스릴 일이 없음을 알 수 있다.17)

乎. 不事末利, 故舟輿武勇, 不事征伐, 故甲兵無用, 夫如是, 則其使民也, 可以復

用上古結繩之政也. 雖疏食, 亦自以爲甘, 雖惡衣, 亦自以爲美, 雖陋室, 亦自以爲

安, 雖樸俗, 亦自以爲 也. 相望相聞, 民衆戶盛也. 不相往來, 無爲無求也. 

穎濱 氏曰, 子生於衰周俗弊 以無爲救之, 故書終 其志願得 國以試焉, 

而不可得也.”

17) 김학목 역주, � 원 이충익의 담노 역주�(통나무, 2014), 238쪽. “ 國寡民, 自尠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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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과민에 한 설명이 간단하다. 소국과민에 심이 었거나 소국과

민을 단순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다. 소국과민의 공동체는 도구를 없

앰으로써 구 된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의 숫자가 어지면 차 도구를 

사용할 일이 없게 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을 다스릴 필요

가 없어진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 자족으로 살아가게 되니 통치자의 개

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이충익의 소국과민에 한 언 은 단순하기

에 이 발언만으로는 그가 이해한 소국과민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연천 홍석주도 �訂 �에서 소국과민에 근하고 있다. 그 

주석이 가장 구체 이고 상세하여, 소국과민에 해 갖는 그의 깊은 심

을 악할 수가 있다. 문이 길므로 일부분을 제시한다.

소국과민은 토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가 

크면 뜻이 커지기 쉽고 뜻이 커지기 쉬우면 마음이 피로해지기 쉽다. 백성이 

많으면 일이 번거로워지기 쉽고 일이 번거로워지기 쉬우면 백성이 한 불

안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선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큰 나라가 백 리에 불

과했으니 백성을 안정시켜 뜻을 일하게 하기 함이다. 춘추 시  말기에

는 강 국이 약소국을 병합하여 국토가 천리에 달하기도 했으나, 천하의 백

성은 더욱 많은 일에 시달렸다. 노자는 선왕의 제도를 상고하여 천하의 국가

들이 소국으로 되돌아가게 하기를 원했으나 그 게 할 수 없었으므로 그 말

이 이와 같았다. 열 사람이 什이 되고 백 사람이 伯이 되니 개 군 가 행

진할 때 행렬을 가리키는 말이다. 什伯之器는 병장기이다.……이는 모두 밖

으로 바라는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백성

이 다투지 않을 것이고 에서 아무 것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로 소박해질 것이니 오직 소박하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는 것이 없고 오직 다

투지 않기 때문에 갑옷과 병기를 사용할 곳이 없다. 이 장은 개 3장과 57

장의 공효를 이루고 공을 극진하게 한 것이다.18)

用其有什伯之器, 宜無 時之間, 而乃至於不用, 則其無所營, 可知.”

18) 홍석주 지음, 김학목 옮김, �홍석주의 노자�( 문서원, 2001), 276～277쪽. “ 國寡

民, 其國寡其民也, 國大, 則意易廣, 意易廣, 則心易勞, 民衆, 則事易繁, 事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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淵泉은 노자의 소국과민이 당 의 정치 환경에서 나온 실 인 발언

이라고 생각하고 소국과민을 정치 문제와 연결지어 이해한다. 什伯之器

를 병장기로 해석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데, 왕필의 견해

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연천은 노자의 소국과민은 노자의 3장과 57장을 구체 으로 실 한 것

이라 본다. �도덕경� 3장과 57장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  無知無欲하게 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로 하여  감히 아무런 作爲도 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 작 도 없는 정치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19)

천하에 꺼리는 일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로운 도

구(利器)가 많으면 국가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기교가 많으면 기이한 물

건이 많이 생기고 법령이 많이 발표되면 도 이 많아진다.20)

3장과 57장은 인 으로 다스리는 행 를 거부하고 無爲로써 세상을 

繁, 則民亦易以不安. 故先王制國, 其大 , 不過百里, 所以靜民, 而壹其志也. 春

秋之季, 强 倂弱, 或連地數千里, 而天下之民, 益困於多事, 老子思先王之制, 欲

使之反於 也. 而不可得, 故其 如此. 

    十人爲什, 百人爲佰, 蓋軍旅行伍之稱, 什伯之器, 戎器也. 重, 不輕之也. 民唯

不安其生, 然後輕其死, 輕其死, 然後輕去其所, 故曰, “使民重死, 而不遠徙.” 戎器

不用, 則甲兵無所陣, 民不遠徙, 則舟輿無所乘, 如是, 則亦可以結繩而用之矣.. 甚

其俗淳而事簡也.

    甘其食, 以其所食爲甘也, 美其服, 以其所服爲美也, 以藜藿爲甘, 則不慕芻豢, 以

褐爲美, 則不慕其綺繡, 隨其所在, 而安 之, 則雖至近而亦無所求, 是以鷄狗之

聲上聞相 而不上往來. 此皆 其無外慕也. 夫上無爲, 則民不爭, 上無欲, 則民自

樸, 唯其樸, 是以無求於外, 唯其不爭, 是以無所用甲兵. 此章蓋第三章五十七章之

成效極功也.”

19) 老子, �道德經�, 3장.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 不敢爲也. 爲無爲, 則無不治.” 

20) 老子, �道德經�, 57장. “天下多忌諱, 而民彌叛,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智, 奇物

滋起, 法物滋彰, 盜賊多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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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곧 연천은 소국과민은 無知, 無爲의 정치를 이

야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천의 소국과민에 한 이해는 노자의 사상

을 정확히 악한 것이다. 최소한 연천은 소국과민에 해서는 노자의 시

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국과민은 몇 학자에게서 보이며, �도덕경�을 주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들이 이해한 소국과민의 세계는 유학에서 시하는 

敦朴, 安分知足의 삶이었고 유교에서 이상 으로 생각한 시공간인 복희, 

신농씨와 오버랩하여 이해되었다.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여서 無事

와 無爲를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려는 소국과민의 이상은 윤리

와 법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통치하려는 유학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것

이었다. 따라서 유학자들에게 소국과민의 세계는 심이 없거나, 설령 흥

미가 있더라도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든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소국과

민은 �도덕경� 체를 주해하는 과정 가운데 잠시 언 될 뿐 소국과민 자

체가 심사로 부각되긴 어려웠다. 

그러나 노자가 꿈꾼 소국과민의 세계가 조선조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

고 버려진 것은 아니다. 앞선 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국과민의 공간은 장

자의 至德之世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향을 끼쳤고, 무릉도원을 꿈꾸

고 지극한 덕이 펼쳐진 세상을 그리는 세인들에게 직간 으로 녹아들

었다. 유학자들에게 소국과민은 그 민감한 성격상 정치 철학을 논하는 

념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지만 소국과민에서 펼쳐지는 형상은 다른 작품으

로 옮겨져 조선 사람들의 꿈에 녹아 들어갔다. 

4. 마무리

노자는 60장에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

다.’21)고 하 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무 자주 뒤집거나 옮기면 쉽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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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지고 맛도 떨어진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통치자가 자꾸 간섭하고 지

배하려 들수록 백성의 삶은 고달 고 혼란스러워진다. 통치자가 간섭하지 

않을수록 백성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작은 나라의 은 백성은 

무 의 정치 공간이 가장 행복한 세계라는 노자의 이상을 상징 으로 구

한 이상 공간이다.

따라서 소국과민이 실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 의 정치 실

에 한 깊은 고민과 통찰을 거쳐 나온 세계이기에, 실과 한 련을 

맺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모든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기 해 약자를 탈

취하고 끊임없이 쟁을 벌 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소국과민은 더불어 

사는 공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자가 설계한 상상의 공동체

이다. 노자는 인 인 문화나 지배자의 통치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의 삶을 착취로 몰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無爲, 無知, 無欲를 

통해 이상 인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세상에 도달하

기 해서는 작은 나라의 은 백성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노자의 꿈을 

공자와 립하는 사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공자와는 다른 세계를 꿈꾼 것

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  이후 소국과민은 아나키즘의 정신으로 바라보려는 입장이 두드러

진다. 일 이 국 국민당의 胡漢民은 노자의 소국과민에 해 말하길, 

“노자는 소극론자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함에는 정치상에서 극  

괴주의를 취하여 모든 제도문물을 갱신하려고 한 것이다. 즉 노자는 유가

와는 반 로 그 심해로 국가의 정치  능력을 면 부인하 다. 요컨  노

자의 학설은 무정부주의요,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당은 좌

하기 난한 바라고 하겠다.”22)라고 하 다.

21) 老子, �道德經�, 60장. “治大國若烹 鮮.”

22) 김윤경, ｢도가의 유토피아-조선후기  일제강 기, ‘소국과민’과 ‘무하유지향’에 

한 이해｣, �동양철학연구� 89(동양철학연구회, 2017), 185～18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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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의 다른 이름이다. 아나키 상태란 사회 , 경제

, 정치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나키즘은 인간은 본래 남을 

해치지 않는 선한 존재로서 자발 으로 서로 력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믿는다. 권력이나 제도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인간

이 타락한다고 생각하기에 일체의 권력, 법, 제도를 거부한다. 사유 재산 

제도가 서로를 립하게 하고 착취하게 한다고 보아 공동 생산을 지향한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국과민의 공간은 아나키즘을  닮았다. 소국과

민의 공간은 인 인 다스림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사회이다. 쟁도 없

고 권력의 간섭도 없다. 사람들은 생명을 소 히 여기며 멀리 떠나지 않는

다. 바라는 바가 없기에 배와 수 를 탈 일이 없고 이로운 도구를 쓸 필요

도 없다. 인간의 지식을 통제하는 문자를 쓰지 않고 소박하게 結繩을 사

용한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으니 음식은 달고 옷은 아름답고 거처는 편

안하게만 느껴진다. 자족 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이웃 나라가 빤히 보이

지만 왕래할 필요가  없다. 소국과민은 실에서의 결핍을 상상 속에

서 구 한 아나키즘의 공간인 셈이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큰 욕망으로 거  사회와 거  조직을 좇으며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착취하고 약탈한다. 욕망의 층 에서는 노자가 

살던 세상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연을 모델로 삼아 생태학  공동

체를 지향한 소국과민의 세계는 허황된 백일몽이 아닌, 우리가 진정 꿈꿀 

만한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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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3)Meaning of Sogukgwamin ( 國寡民) 

and Its Indigenization Traced to Taoism
*

Kang, Min-kyoung

This article is attuned to Sogukgwamin. This terminology appears in Tao 

Te Ching by Lao Tzu. Confucianists in an early period of Chosun rejected the 

mind of Sogukgwamin. Nevertheless, it attracted this researcher because of 

its strong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Mureundowon (武陵桃源) 

and the other spatial concepts found in prima facie editions related to Taoism. 

Eventually its semantic priority could not fade out in understanding Taoism 

in recent studies. Behind Sogukgwamin does a succinct life style of human 

beings and a specific depiction of space and realm, which cause to influence 

other books because of its deep-rooted relationship with life as it is. 

Lao seemed to dream a small popularity in a small nation (SPSN). SPSN’s 

initiative of authority cannot originate from ruler’s political agenda, but from 

people’s voluntary involvement in a social consensus. In this vein, 

Sogukgwamin represents antiwar and peace, humble life, and a submissive 

attitude to nature. Lao, indebted to Sogukgwamin, dreamed an ideally small 

nation without war, ruler’s appropriation and persecution and competition; it 

makes all the people cultivate cooperatively a peaceful and self-satisfied life. 

Sogukgwamin, therefore, does not mean to recur to the past or 

estrangement from reality, much less recurrence to an ancient community. 

Lao in fact appropriated Sogukgwamin to appraise a small nation, not a 

recurrence to the past. Lao argued through Sogukgwamin that nation should 

fulfill all the citizens’ peaceful cohabitation in the priority of individual life 

itself, which asks a community of a small nation in a harmony with nature. 

Lao’s Sogukgwamin reaches eventually to a symbiologi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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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o a sort of dynasty. 

Chuang Tzu used the term Jideogjise (至德之世) in the same line with 

Sogukgwamin. All the terms related to Jideogjisei just echo what 

Sogukgwamin represents. In addition, Mureundowon found in Taoism as well 

as Dohwawongi (桃花源記) by Tao Yuanming could trace to Sogukgwamin. 

Compared to Chinese editions, Sogukgwamin did not appear in those of 

Korea. Lao paid all attention to ignorance and idleness in the expense of 

knowledge and courtesy of Confucianism. Its doctrine and ethical codes were 

the pivot to be rejected for Lao. It brought forth a trend of hatred in 

Confucianists against Tao Te Ching by Lao under a general consensus of 

regarding it as a heretic edition. Naturally, Confucianists such as Park 

Sedang, Seo Myeongeung, Lee Chungik, and Hong Seokju understood 

Sogukgwamin in a simplified way that Sogukgwamin in their exposition of 

Tao Te Ching just depicted Donbak (敦樸) and Anbunjikok (安分知足) 

prioritized in Confucianism. 

Anarchism in modernity cannot go well with an original denotation of 

Sogukgwamin. It realizes a self-fulfilled life without any intimate intersection 

with neighboring nations. Sogukkwamin as a deficiency as it is, becomes 

meager in an imaginative realm of nation so called Anarchism in modernity, 

although both not identical. A symbiotic realm in a harmony with nature 

would not be a day dream, but a valuable concrete community and life-space 

to be dreamed by human beings as a member of a cohabitant community. 

Keywords   Taoism, Sogukgwamin( 國寡民), Lao Tzu(老子), Chuang Tzu(莊子), 

Space(空間), Paradise, Mureundowon(武陵桃源), Tao Te Ching(道德經), 

Jideogjisei(至德之世), Dohwawongi(桃花源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