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뿜願 『易f專』의 中正개념과 가치판단 

이오위(二五位) 패효샤 해석을 중심으로 

엄 연 석* 

1 . 머리말 

정이(程願 1033~ 1108)는 도덕형이상학적인 본체로서 천리(天理) 

(또는 리(理))를 중심 개념으로 하여 유가적인 도덕실천 원리 및 규 

범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역전(易傳)~을 저술하였다. 그는 

득히 『역전』에서 『주역』의 점서적 · 예언적 기능과 상(象)을 강조하기 

보다는 r십익(十靈)J 에 포함된 철학적 원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 

그리하여 그가 리(理)를 언급할 때， 이 ‘리’ 개념은 자연법칙의 의미 

도 있으나， 주로 인간에 내재한 본성과 도덕적 규범의 근원이라는 의 

미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득히 정이 『역전』에서의 관심은 지식인 

들의 적절한 행위규범 또는 형식을 구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동 

시에 그는 패효를 이런 ‘형식 (paUem)’의 관점에서 모든 (인사의) 문 

제를 지도하는 자， 또는 가족을 위한 자기수양， 그리고 어떻게 관직 

에 나아가 봉사하고 물러날 것인가 하는 지침의 측면에서 보았다 3) 

그는 이러한 유가의 정치 · 도덕적 실천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역』 

*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연구원， 시립대 · 한림대 강사 
1) Hsü , Fu-kuan(徐復觀)， “Chu Hsi and the Ch'eng Brothers" , Chu Hsi 

and Neo-Confucianism, p.52. 
2) 士田健次郞 r伊川易傳η 思想」， 『宋代σ)社會 ε 文化~， 1983, pp.256~7. 
3) Kidder Smith, “Ch'eng 1 and Heaven-and-Eaπh" ， Sung Dynasty of 1 

Ching, Princeton, U. P. p.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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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페효사를 해삭하되 ] 궁극석연 윈이를 ‘이’로 본 것이나 정이는 

여가애서 ‘이‘왜 관년01 여 「수역』올 해식 01 는 방법휴석연 개년으로서 

‘중정('}l 1 1'J’ 개넌을 이용하고 있나 이때 중정 개넌은 과1효의 자정고} 

~!. A}이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행삭적인 측면을 규정펴는 개년이나 

그러è+ 성이에시 풍성읍 늑정히 ‘싱황[~쥬]’에시 ‘리 의 규범을 1갇맞거1 

심꺼하는 의미노 후! 꺼1 가친다 •) 곰 성이에시 리 의 규범음 싱 황에 

1갇맞거1 섣천하는 것읍 증성(中正)의 노듬 따닝는 것과 크까 다브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i) 

。}기에시 성이가 중정 개념을 통하여 어떻게 패효사튼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석은 성이의 의리역학의 득강음 이해하는너1 매우 풍요 

한 의미를 기진다 띠 내서 본 논문에서논 정이 U 역선J 에서 패효사를 

해서하는데 충정 개념이 어띤게 적용되고 있든기 하는 진을 「주역J 

의 패효 중 이효(___:.，:i')’와 ‘오효(五:，1l’를 충신。도 살펴」ι기~ 란디 

이를 위해 다음절어1서븐 던시 산신유학에서 인급되얀 충칭 개념의 

일빈적인 의미기 무잇인기‘/ 하얀 전 S 해냉하였디 그러고 다음으E 
톤 ‘이효’와 ‘오효’를 각각 ‘육이효(六」ι)’와 ‘구이효(九_::，1l ’， 그러고 

‘육으효(六끄ζ)’외 ‘구 .9 효(九五':2J‘듣 나누어 1 "11효의 줌(니") 또는 

중정('}l l f'l이 어떻게 펑샤되 1/"1 ， 또 1. 난기는 어냐얘 있는가 하는 점 

을 고찬하고자 한나 :1.런데 정이샤 폐효익 김경을 팽샤하는데는 중 

정 기}닌뿐만 아니라 폐효의 유영이라는 사정이 L}， 폐의 진체적인 의 

미/，0성폐의 사정， "11효간의 비응 관기1]， 수효(수죠) 등악 영행을 고 

려한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줌정 기}넌을 이틀 폐효시악 샤 "1판단 

에 C영향음 주는 요소닫과의 싱핀싱음 고리하여 삼펴보되자 히다 G) 

4) 꽉산환은 정이가 시의(댐宜)에 따든 중정 I'\'正)음 의미 ò}'는 ‘ 「시(없댐)’이] 
곤 판심음 가지뉴데， 이 섯은 문회의 변전상애서 문회의 변회외 관련된 러]애 

시 ;1정 증 g한 인사까 ?‘11 뼈)’이시 때문이라 언급하였나('주어의 이해" 
p .25G, ) 곤 」는 중정 IcriEJ응 문화의 변천싱에시 사의에 맛는 례[뼈)를 실천 
하는 깃파 핀련하이 션맹효는 깃이나 

'j) 꿇牌;j(， 'fJI!11 '易傳』으} 倫理핀캡」， 『周쩌다3tr. :20이 J， I'.MO 
GI 징이는 니 1 시지 ‘소효Ci'Wi)' , 쥐효(二:9..} ’ • 지효(四:tD’ · 상효(上종)에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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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정 개념의 얼반적 의미 

정이가 의리역학적인 시각에 따라 『주역(周易)~을 해석하는데 무엇 

보다 중요시한 개념의 하냐는 ‘중정(中正)’ 개념이라고 하겠다 ‘중정’ 

은 『주역』의 패효사를 해석할 때 패효의 자질과 위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패효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 

정 개념은 의리역학의 방법론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유학에서 도덕적 

규범 또는 실천에 있어서 궁극적인 준칙 또는 최고의 원리를 의미한 

다 따라서 정이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는 중정 개념의 이러한 유가철 

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진시대 유학의 경전에서는 주로 중(中) 개념이 종종 언급된다. 

이들에는 중정(中正) 개념도 나오지만， 주로 ‘중(中)’이 궐중(歐中)， 기 

중(其中) , 정중(正中)， 중도(中道)， 중행(中行) , 중화(中和) 등의 형태 

로 저l시되고 있다. 이들 개념은 그것이 쓰여진 문맥에 따라 각각 다 

른 의미를 포함한다. 먼저 이 개념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의 의 

미를 구분할 수 있다. 

위의 개념들 중에 ‘중행(中行)’과 ‘중도(中道)’라는 개념은 ‘중용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7) 곧 공자는 중용의 

의미를 가진 ‘중도’나 ‘중행’ 자체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와 아울러 『논어』나 『맹자』에는 ‘중을 잡는다[執中]’는 

개념이 저l시된다 8) 이때 ‘중(中)’이라는 개념은 과불급(過不及)이 없 

이 ‘상황에 적절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때 중의 

의미 속에는 상황을 헤아리는 최고의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 

서도 ‘중정’ 개념으로 패효사를 해석하지만 ‘이효’와 ‘오효’가 중정과 관련하 

여 보다 중요하므로 먼저 이들 효에 주목하였다. 

7) ~論語 · 子路』 권13-20: 子티. 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猜乎 狂者進就， 3뭄者有 

所不寫也. 맹자(굶子)는 ‘중행(中行)’음 ‘중도(中道)’로 표현하였다.(~굶子 · 盡
心 下』 권14-29) 

8) ~論語 · 뚫티』 권20-1: 뚫티· 껍爾짧， 天之歷數在爾射. 允執其中， 四海困第， 天

禮永終.(~굶子 · 離童 下』 권8-20， ~굶子 · 盡心 上』 권13-26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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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최고의 샤 "1 칙도 또는 표준으로서의 의띠를 가지고 상황얘 ll}른 

석전성으로 표현되는 줌(니")을 「중정」에서는 λ1 악애 석중한나[밟니"l ‘ 

고 "1 았나 91 

여시애서 한 전유 L}이가 유학의 경진애서 중('+' )은 최고악 샤지칙 

노보시 싱황의 직섣싱음 헤아픽 수 있는 마읍의 H}팅으로 이해되기 

노 하였다 「증용』어1시는 희 ι 애막 능의 김성이 야식 드러냐기 이전 

의 마읍의 본 바탕음 증(中)으로 9ì듭하였다 JOI 여기에시 증(며)읍 

9l간의 마음 속에 있는 녁(샘)이라는 의미튼 가진다되[ 하겠다 그리 

되 「주역』에시 풍성은 패강L의 자직 및 자리와 판련하여 시의에 작증 

힘이라는 의미듬 가심과 동시에 연간의 내작 ~l 녁으보 간주되었 

다 11) 

요건내 신신 유학에서 인급하븐 충정( 1'l[) 개념은 주E 충(1')을 

Q) 0증용4 제2정 

1Il) ~중 g-J 지11장 이때의 중( '\') 캐넘은 「예기(禮記1. 악기(찢記L，에서 j 인간이 

티]이나낀서부미 -l/_요하게 깃추 -l/_ 있뉴 섯은 sl-'=:-~의 성(랴]이다(人生미햄， 大

之따t니)↑라고 힐 때의 마유。1 본질우시 싱과 같나고 하겠나 '~ti;죄字義」어]시 

는 l'과 애를 마유의 t또과 情으루 해시하였나 (_Trans. \Ving-tsit Chan 
_lVeo-Con- fucian Terms E.χp띠inεd， 띠댐) 

l l) ~'T 역 • 게사]에서는 -l/_요하여 움꺼암이 없。냐， 감응하낀 마침내 동한다 IlX 

然↑、動현lliTì초며 ")(Lî-역 ·꺼1사 상J 지1 1Il장)' 1'. 하였는데 이섯은 일상사에서 
인간의 본싱의 싱대를 언급하는 깃이라 하겠q 이갓꺼 곤 마음의 증의 싱대 

를 의미하는 깃이라 하겠q 이수강(딛網뼈)_0 증여)과 엔의(仁義)는 한 변 

에시는 시무 진제까 되며 또 나듀 변에시는 중<;，(1'道)를 파악한 연재(人ψ) 

만이 ~l으]이 쫓)든 성춰할 수 있디’고 ~l-J-히여 숭g 91으]라는 도덕괴 검합 

'0]-(겨 이히)하고 있디 (섬紹뼈 「짧'iL + '90 , IÍ낀쩍學J ， "1학學與文ílJ. 199.1 
p..35.3) 특히 」주역」에는 주보 「난(왔)，이니 「상(횡) ，꾀 간은 「역천(易햄)，에 
중정(，\，iD 머는 정중(正中) 개념이 연#뇌 ,1. 있다 。l 듬 개넙이 언납되뉴 괴] 

(쉰 J 중 단선(윷傳}에 연납노1는 경 ?는 「 7괴11댐쉰) J. r관괴I (觀쉰) J, rι] 고111뺑 

쉰) J. r 익괴11益쉰) J. r손괴11맺$f)" '정괴I (節$f) ， 능의 괴)가 있 1
'
• r소상선1'1、 

t향傳) ，에 언급띤 경우는 「송패(꾀빠)， ." 9.(九1l)‘ 「예패(像좌)， ‘육이(六 

)‘ 「수패(隨좌)， ." 9.(九1l)‘ 「진패(당빠)， 육이(六 )‘ r7-패 líFc빠)J '7 
9.1九ii)’，간패 1"'，봐) ，육 9.1六ii)’，슨패(뿔봐 )J '7-9.(九ii)’ 등의 패가 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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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재사되고 있나 여시애서 중(니")은 중용 또는 중도를 싣천01 

는 사란의 의 "1 듣 샤시는 성우샤 있나 도째는 상황이냐 조건애 석전 

한을 얻는 칙도 또는 표준으1 악 ['1 를 가진나 미시믹으로 이러한 최고 

의 샤지표준의 난윈으로 인간 본성애 니1번회된 막이라는 의 ['1 샤 있나 

이라히 의미듬 겨1승하여 성이는 중(中)을 천하의 바른 노리라끄 언 

듭하였으며‘ 12) 주회는 치우치거è+ 가움이 없는 것 으로 규정하였 

다끼 어기에시 증(中) 개념은 유펙 입만어1시 복 때 ~l 간의 내변직 9l 

녁싱({~、뾰)의 어떤 성태이며‘ 농시에 그것읍 fι11 직인 생황에시 직식 

후1 심꺼음 가능케 하는 작 y_의 적노의 의미듬 가친다? 하겠다 이렌 

의미듬 연역하여 유팩에시는 풍성(中正) 개념음 후1 시대의 성지작 1ι 

화 또븐 사회세보의 적절함 벚 개인의 보더적 실잔의 최고 적보내든 

의미를 기진 것 o __ ~ 본디 

정이의 U역선J 에서 [주역JS 해서하는 의리역학적 방빔은으도 이 

용되는 형식 0→~서 충칭 개념은 이처럼 유기적 보더실진을 가능케 

하는 g극적인 원리이기보 하디 띠내서 칭이 U역전 n에서 인급되는 

중정 개념은 패효(밥ι)의 자실파 뷔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사하든 

형식적인 악 ['1 를 샤짐고1 동시。11 특정한 괴1효의 의미상황。11 서 샤장 

이상적인 도막싣천을 행할 수 있는 샤지시준이 되시도 한나〕μ 。1 리 

12) ocjo庸章句 • 폐序4 子융子디 不偏之댐cjo τ易Z~업庸 cjo者.A下之正道， 庸

者.A下之띨댐 
J:l) ~cJ' JiI!닦句 · 삼 닦] 許 其7않칭， 며↑후따 無PJiíl쿄때. t:'i:듬엽之CJ' 
141 정이는 이러한 중츰직엔 의미의 증정 개님응 『역진(易傳 1 ， 속에시는 중or(cjo 

월)‘ 숭덕(中염 1 ， 정숭(止中)， 상숭(빼j中)， ft 숭('*中) ~으보 TI".펴히고 있다 
서양의 핵지듣은 숭징(中止) 11]녀 g 영어보 번역할 때 엿 가지 퓨현으보 번 

역한디 민지 친영첩(陳댔裡)은 친이 (陳淳)의 『북겨1지의 (it찢f‘쫓)，에서 숭 

( CJ')파 회에 11듬 'CenLraliLy and Harll10ny’로 번역하였다 그는 부연하여 

‘EQuilihrillll1’ '1'는 ‘Lhe IVIean 。로 버역하기노 하었다 (Tnms. \Ving-l 、1L

Chan. N eo- C’'onfi1ci- an Tenm; Explained, PIl.] ~~- ] ~(-j) 그러나 일반껴 。
딛는 ‘야lC I'"，IcaIl'이라는 빈역이 가장 일바식인 깃이라고 하겠나 」러냐 成

cjo따(p.l811이나 Com때 SchÌI'Okaucr(p ，483)는 cjo응 CcntI때ty ’무 빈어하 

였으며. (l뿌偉勳(p.378i 책仁댈(μ4621. 위정동(p.259) 등꺼 ‘Equilibriu1l 1’으우 

먼역히였디 7미니 Julia Chingíp.ë7Gi의 경우는 ‘the I'",Ie8Il Eql너ibrium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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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의 중정 개념에 근거하여 정이는 『주역』을 의리역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유가적 도덕실천이라는 목표를 관철하고 있다. 

III. 二交의 中正에 대한 평가 

1. 六二호와 중정개넘 

정이는 ‘육이효(六二조)’가 중정을 얻었다15)는 것을 표현할 때 ‘중 

(中)’ 또는 ‘정(正)’을 얻지 못한 ‘초효(初조)’， ‘삼효(三조)’， ‘사효(四 

조)’， ‘상효(上조)’의 중정관계를 언급할 때와 달리 절대 다수의 경우 

중정(中正)이라는 단어만을 쓰고 있다 이밖에 극소수 ‘이음거유(以陰 

居柔)’ 또는 ‘유중(柔中)’이라는 말을 쓴 경우도 있다. 정이는 ‘육이효’ 

에 대해 이처럼 ‘중정(中正)’이란 표현을 써서 이 효가 중정을 얻고 있 

음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정이는 중정을 얻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육 

이효’를 주로 길(吉)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곧 그는 ‘육이효’가 중정을 얻음으로써 패의 의미와 조화를 이루 

거나 이 의미에 순응하는 것일 때 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 

로 번역하는가 하면(Wing- tsit Chan, Chu Hsi and Neo-Confucianism, 
U. of Hawaii P. , 1986), j. legge는 ‘Undeflected’로 번역하기도 하였다.(j. 
legge, 1 Ching, Univercity Books, 1964, p.415) 이 에 비 하여 정 (正)은 
‘Correctness’ 또는 ‘Rectitude’ 등으로 번역 되 었다 

15) ~주역(周易)~의 64패 각각의 초효부터 상효까지 여섯 효에서 중(中)과 정 
(正)음 모두 얻은 효는 ‘구오효(九五종)’와 ‘육이효(六二종)’가 있다 따라서 
‘중’과 ‘정’음 얻었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변 구오효와 육이효는 다른 
효들에 비하여 이상적인 효로서 많은 경우 길하거나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 

지는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 

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리역학(義理易學)에서 효사(종解) 

에 대한 길흉(吉뻐)음 판단하는 기준은 중정 개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이는 효사의 길흉음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정 개념이외에 ‘패의 

전체적인 의미’， ‘소성패의 성질’， ‘패효간의 비응관계’， 그리고 ‘주효(主종)의 
기능’ 등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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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진J 011 서 특정 효익 김용을 펑샤할 때， ‘줌’ 또는 ‘정‘을 얻지 

못한 효샤 김한 성우。” 수 5수한 것치렌， 중’고} ‘정’을 동시에 얻은 효샤 

김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는 성우애도 관심을 표멍하있나 

，.랴변 벤l 거 ‘육이효’샤 줌정을 얻어서 김 01 나고 한 것 줌얘서 정이 

가 소싱패(小成최)의 성 직음 가지고 그것의 길휘음 꾀단창1 패닫 삼펴 

보고‘ 풍성을 얻었음에노 건f하y_ 흉하거나 허닌이 있는 것으보 펑가 

후1 패튼 다푸가보 히다 성이는 「맹이패( ff!J휠찬)，1.+ r 핵패(옮찬) ，의 

‘육이효 튼 소싱패의 싱죄음 기준으로 긍성작연 효보 펑가하그T 았다 

이 두 패는 L〔두 육이 강’가 ‘명 전후!’을 생 싱 하는 소싱패(小成찬) r리패 

(能찬) ，에 위치해 았다 성이는 바보 이 소싱패의 ‘명전힘 이라는 싱죄 

에서 이 패날을 닝칭적인 섯 Ò~_~ }"챙기하븐 이유를 찾고 있디 。1 ‘냉 

칠함’이내븐 자실은 상굉이 좋지 않은 「냉이패」와 같이 음흉한 소인 

(! J 、人 l들이 밝은 보리를 손상시키톤 시기에 이이딴 산팽을 잘 파약하 

고 살펴서 시의(r바k)에 순응하든 기능을 란디 lfjj 반연에 얀칭된 규빔 

FE튼 실서기 동용되는 사기기 아니내 변역의 상팽을 의미하얀 「혁패」 

에서보 ‘육이효’든 ‘ 1성칠함’의 주처1 도서 닝정작인 기능을 하고 있디 곧 

인정한 규범 또는 질서샤 변호1 되는 사점얘서 :1. 연회익 추세즘 산펴 

사비를 이해하는데 있어 ‘벙침한’은 필수불샤걷한 믹와인 것이나 17) 

，.랴냐 육이효‘샤 I/-→함된 /，0성폐샤 r '-'1 j!1L 로서 ‘명천함’을 상징하 
는 얀부의 페얘 대해서 정이는 나른 요인틀악 영행을 강조하여 ,. 

효를 부정석인 것으로 펌가하는 성우도 있나 「풍페(펼콰) J외 「가지1 

폐(많댐土↑) ，가 마로 이 경우애 해딩한나 이 누 패는 이내 i성과1가 

꽉갇이 「리패 U:維최L보시 그 육이효 는 ‘명 전휘’을 의미힌다 그러냐 

정이는 이 효와 호응핀겨1에 있는 ‘오fL(f1>2) 가 패의 의미와 핀련하 

여 도L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육이 강’는 좋을 것이 없다그T 규성히다 

1m "，I~j易 r 0J5<f최」 띔많 六二， ti，至明ιZ才得中止，rIiJ뿔順 順時 自處， 處 Z至총 

也 雖， i+ê.G흔 Z善 f.!.';';2i'~응때小人傷0Jι時 꺼;不免찌꺼、所傷 (8n+自處有

故， Ifr 1、'~b~tEHE害
17) -周易J r -4'-#↑」 흉偶 l_:).n냄 , 宋m而염rjo正 又k明之主， 上써삐 용<:君， 同

t맹↓R，!영 中止닝U때偏磁 文0J MU塵事j변 ’뽕J.:WH륨꺼펼정양 體미당닝U尤많↑추時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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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폐」의 경우 ‘육이효’는 성대한 인을 성취하여 하면 ‘으효(끄ζ)’의 

도유고} 호응을 만이야 한나 ，.랴냐 ‘오효’는 유(1승)으로 호응01 시 않 

을 뿐 ~t 이니라 「f약펴고 우매한 판수로서 마른 자이를 얻지 못하여 

‘육이효‘에 도유을 수시 못하는 효로 큐정띄었나씨 。1 랴한 호응관기1 

의 부작석후!에 따라 「풍패」의 육이효 는 부성작 9l :lt보 핀 1단되그T 있 

다 

「기제패」에시는 f오효 가 육이효 와 호응응 하되[ 있지만 패의 의 

미가 ‘이미 h1 든 것이 싱쥐인 생 향’이어시， ‘ f오효 는 다시 어떠 일음 

하리는 뜻이 없는 강이P보 육이강의 맹전힘이 "'，여직 곳이 없다 

이렌 이유보 정이는 ‘육이 강’닫 변L성직 9l 효보 핀단하그T 있다 J91 이커 

럼 ‘육이효’븐 충정 개념 이상으도 상응하든 오효(五낀’의 자실파 지 

뷔 FE톤 패의 의미에 따내 그 감흉이 걸정되는 경우보 있디 

정이톤 ‘육이효’의 김흉에 내한 깐닌 곤거를 두드니1 지게 특칭 패의 

전체적인 의미에 두는 경우보 있디 그기 육이효’의 김흉 S 패의 의 

미에 띠내 걸칭되는 섯으~ 본 패에븐 「기인패(家/、밤) J , r 려패(짜밤) J 

「이패(頭밤 I J 등이 있디 「기인패」얀 겁안의 연육 Ò~_~써 부단형세간 

의 관개를 수로 한츄하는 페이나 정이는 이 폐의 본질을 도막석 막 

되고} 관변하여 인정(1、情)고l 은혜가 예법(禮法)이 L} 의이(義뾰)갱나 

암서는 것으로 규정 01 있나 이랴한 상황에서 이 혈연석연 정(情)이냐 

은혜애 지우 지는 것을 나스이고 예악애 마프게 하는 데는 잉 강(陽댐1)) 

의 믹 와이 좋나고 생각한나 따라서 정이는 육이효‘의 유(p옷)의 자질 

은 집얀을 석극적으로 나스이는데 불이한 것으로 펌가한나 ,ìj)) 

1M) -周易，뿔쉰」 쁨傳 明動 相흡 기↑에는:Þx뿔， 홈셔R之-t， Xl당cJ'i[ 可謂明경 

t!l lli)五끼표應z쳐E 除柔↑、正， mm動용 t김 - 雖호明CJ'正之才돼遇끼柔暗 

4、표之君 æt.~、能下求!k己 若往求之 則反得疑ι、똥 P읍τ @니울 t김 
191 '1.1 易，많융견조↑‘」 ↓문Ii\l 二t!文애中止ι염 上뻗九Ti.빼j陽cþ止ι”‘ 'u:得↑(H，

5E엔2. ?tTi없得활보 時며lli융연‘ t1~j똘rIiJ有 1~쫓 WJ於在 f 賢才， 뭉有서《벼ι2:.~융， 
tli-j、f당途其行 t!l 

201 周易J r~*人좌」 표傳 六→J:)陰*z}而뻐* 不Hb며1l、장者tι 故꺼f，(0üÍS， X 
f껴r1rIiJ可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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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폐(願콰)J 의 성우는 스스로듣 시프가냐 또는 사물을 검랴수는 

의미를 가진 페이나 이 「이폐」익 상황얘서는 생산활동을 해야 하끼 

여가애는 사신의 석극석이고 수체적인 노랙이 필요한 페이나 I 런데 

정이애 의하면 ‘육이효’는 유유(딱柔)로서 스스로듣 /1 즘 수 없는 만 
큼 사닌읍 1꺼운 기튼 수 없다 더 fè+ 초강 è+ 싱효는 자↑1의 작석 

후1 파브너가 야니F로 가시 노움을 요정?1 수노 없다 그래시 흉히 

것으보 판단되었다 2J) 

그렌네 정이는 득별히 주강L성(王Q팎)에 근거하여 ‘육이 it’의 실흉 

음 핀단히 칭우노 있다 정이가 패 it의 길흉음 펴단하는 긴거듬 주효 

에 눈 칭우는 매우 드딘다 그라내 그는 주강L 또창1 패강의 길흉에 입 

칭한 영향을 미치븐 것으E 인급딴 것이디 칭이얀 「복패(껴취) J 에서 

‘초효’를 양。1 회복되톤 시기에 인(仁)의 보더성 S 회복하븐 의미를 기 

신 섯 6~;;:_ 01 해하연서 주효~ 산주하였디 。1 때 육이효’는 음효(쓸 'i_') 

E 중정 S 얻은 당시에 자신을 낮추어 보더성의 회복 3 의미하얀 초 

구’의 양을 띠름 Ò~~써 김딴 것으E 판닌하였다잉) 빈년에 그는 「간패 

(흉됨 I J 에서 육이효’는 중정 S 얻야 범춤의 보리를 생하톤 자이지 1간) 

‘멈츄‘을 수관하는 수효(수죠)를 구삼(九=)’으로 뀔 가 때문에， 구삼‘은 

‘중‘을 잃어 llt를 수 없는 사로 간수01 았나 。1 치렌 정이는 「간폐」 유 

211 "1.1易，떼차」 ↓문傳 二많τ能g養 ι.OR홉於얘Ilkll 상ti 1')kM、:f)J， MUJ:j，顧.Il'J

故j극願뼈 /、 L니표MtIl$1 多古lli)1세'Hι‘/ 日댐然tι 닮柔m;.1、足버흉.iJJ 

f--_-.:iJrf非其뺏 故往求며뿜理lli)j당l써 tι 「며고IIC1H↑) J는 J나그네로 객지듬 떼 

노뉴 상황이 ι) 는 폐의 의미에 따이 유순(후「댐J한 농사에 중정 (c니표)음 얻은 

육이(六 )를 해시한나 규 나」니1 무시 시켜야 힐 머목이 건슨인데， 유순하。1 

이러 λ}란과 교유힐 수 있고 증정하므무 행위에 휘당렘응 않시 않아 ‘육이’ 

를 선힌 !U조)라고 평가힌q 
~~) ~周易，復쉰」 쁨傳 ffií8l!윷 :2. ，~륜L니표lli)切tt lK'@J ι끼~，IK'~융ÍlÉT仁따 復之“

3':경 tι 復용， 復IK'Tt앓 tι 정이뉴 ←「이가 초f등 농일하게 따己더니l노 따든다’ 

는 의미를 까진 「수패(隨좌 )J에시는 비 IJU의 영양역응 증시하이 육이(六 ) 
가 추7-(初九)를 따릎 까응싱이 많꺼 깃에 대하이 정계하고 있나 구구 추7를 

따르면 l' 9.1九111의 정응(正應)응 잃는 깃으우 정-~-(::t大)를 않는 것이라고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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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f、「죠)’으1 팽위의 가부(카否)샤 .9 직 중도를 잃은 양강(陽댐1))인 

‘구삼효(九=ζ)셰 익쪽"1 시 때퓨얘 1 마。1 수용 되시 않고 도샤 싣팽되 

지 않는 것으로 벼이 이 효를 검하시 않은 것으로 평샤하였나견1 

요컨대 정이는 ‘육이효’를 중정 기}닌애 가본을 누되 또 나른 납기 

에 따라시 그 it.의 길흉음 꾀 단하그T 있다 육이 강’는 유순하변시 노 

풍성음 엮은 강이기 애문에‘ 이거럼 소극직이지만 유순힘이라는 녁목 

이 요f되는 싱황이거 Lf이J 패의 의미가 비Jι직 좋은 싱황을 의미한 

애는 대지1보 길히 것으보 펴단판다 그러나 위에시 언닙힌 바와 갇이 

직극직 9l 행위튼 해야 하 ]니1라든가‘ 야니면 패의 싱황 자세가 읍유보 

시 극복하기 어라운 때， 또는 생응하는 다른 강의 노움을 반아야 하 

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흉(1지}란 것。듀，챙기란디 

2 九二호와 중정 개념 

성이 「역전(易傳)J:에시 ‘f이 강()L二조)’는 풍성 개념과 판련하여 

‘중(中)’읍 얻였지만 성(正)’음 얻지 봇히 it.이다전J 우선 성이에게시 

‘구이효’븐 바E 자리를 얻지 못했디|不1[ 1’븐 사실파디톤 ‘충’을 얻고 

있다는 진이 두"이지게 강죠된디 그러고 ‘구이효’기 양강(陽떠 UI의 

자실을 기신디는 섯은 패의 의미와 만런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으E 

어띤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왼딩택이 된디얀 진에서 ‘구이효’를 김하 

거나 닝정적인 것으E 해서하게 하븐 곤거기 된디 그러하여 정이든 

‘구이효’의 양강이 음유의 자리에 뷔치한 것에 내하여 바tl 자리를 

~:ll .周易， 'ftH, 뿜傳 /、 居'l'1당표， 염 11 之 ili경 ill r無K용표 ↑、獲其君쫓 三

탬下之 「 싸 11 之f‘ T乎 11 경 ill 乃뼈 페失L니 •. ~、得 11 之宜 雖有'l'iEz

德 ↑、ÍlÉ從 t김 之行 11 ， 係乎所τ， 非염더由， 故홈맴之象 
201) ，려애(旅최1 ， q ，컴배(옳차)，기 。]이한 상핑에 해당한디 
20) 정이는 ‘ 7이 g 가 ‘증’응 9!F 바면 정응 9\지 못한 깃응 j양수증(陽'1'1'1’， 

‘끼 증(得1')'， ‘양거유[陽뻐陰)’강유끼 증[삐J柔得1'1' ‘양강끼 증(陽삐J염1'1’， 
‘깅 증거유(剛l'뻐柔)’， ‘서증거유(원N낙柔)'. '이깅거중(J)뼈 뻐中)'.강증불정 

(빼IJcþ不止)‘ g으보 기숭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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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했나[1、 11]’는 행삭석인 사싣며나도 오히려 영이 지냐지게 강 

하지 않고 유순함을 시킨 수 있냐는 의미를 강조한나 반면애 정이애 

서 ‘구이효’샤 마른 A}이를 얻었느냐악 여부는 영행랙이 기익 없을 

정도로 '"1 '"1 하나 。1 치렌 정이는 ‘구。1 효’。” 며 01 여 영강(陽댐1))이 중’ 

음 엮었다는 것에 증점을 두는 동시에 읍양의 소화닫 깅「소하면시 대 

부분의 패듬 긍정직이고 김후1 것으보 핀단하였다 

성이가 f이효 의 대부분음 긍성직이고 실힌 것으보 펑가하는 데는 

무엇보다노 f이효 의 양깅이 음의 자리에 있음에 따라 음양이 소화 

듬 이푸되[ 있다는 것이 패의 의미에 긍성직 ~I 영향음 ;f 띠1이다 이 

것은 환언하면 양깅 (ß융剛)만이 우세하지 않고 읍과 소화닫 이듣 애 

인간은 특정한 패의 선제작인 의미를 구제적인 상굉에서 적절하게 실 

진할 수 있음 3 의미란디 예컨내 칭이븐 ‘기디런디’는 의미를 기 신 「

수패(需됨) J 에서 양강(陽때1])의 ‘구이효’기 두 번째 자리에 있븐 것을 

‘여유있게 머무은디 ’는 의미를 기지깐 것으E 해서하여 닝정작인 것 

으E 깐닌하고 있다 ~G) 또 「고패(靈됨) J 의 ‘구이효’에 내해서 정이톤 

‘구이효’기 바tl 자리를 얻지 뭇한 섯이 오히려 좋은 것이내고 지적하 

있나 「고페」는 ‘부모의 같못을 마로 잡는나‘는 의미가 있나 여시에서 

정이는 부모의 잘못얘 rl1치하는 데는 마프게 교정 01 려고 해서는 얀되 

고， 부트려운 내도로 부모를 。1끌어야 한냐고 수장하였나 ]는 「고폐 

」에서 ‘구이효’샤 마른 사이듣 얻지 않고 유유의 자이얘 있는 것이 .9 

히려 검한 것이라고 언급하있나깨 

정이는 「디}장폐(大밤콰)J젠이나 r "11 패(끗콰) J 낀J외 간이 영이 왕성 

261 周易J r뿜빠4 흉偶‘ u뼈I[陽之 4而냄宋τrr. 寬%白~. 등튜之휴t니 뾰去險 

i~íll:Í而未:2fF 險 故小담言語<:傷， 而x大꿈 %:t염其E늠tι 
~7) .周易 r盛$IJ 뿜傳 맺體ITIT~율柔， 順E홈多， 평수f:;之훨농之ilitι 솟T之 κI:j. 

當lJ흥~'f?輔작좋之 使염M긍딩. 1、「떼띠줬따盛， 則T之罪tι 『논이]이]서노 부민의 
잘못에 대해시는 ‘인새과 막끼、려를 η드럽게 하이 막쓴드린나[幾퍼↑고 하였 

나 (論語 里仁J 4- )8: 子더 事父母뽑짧.\i志不從， 又써〔而기S폼， 생而기:찜) 

~M) .周易J r::*::#:b 뿜傳 雖陽뼈11. 1줍大!I:f:之바용， 然居흥~lli).，륜L니 울뼈U柔得L니， ↑、;~

κ!I:f:. 1당貞표lli);';tι 
29) '1.1易 r 앉1 J ↓문傳 kll將탠ι::11#， lÌIl二處中居;j::， 不13過빼J 能훗U폈備1 處￡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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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냐 극성해시는 시시。” 이듣 패의 ‘구이효’는 유유익 사이에 있유 

으로써 지나지게 강한 것을 판회시키는 의띠를 가진나는 점얘 난기 

하여 구이효‘를 김한 것으로 판단하있나 이시닦 정이는 특정 과1의 

진체적인 으1 ['1 외 관변하여 유잉악 조회샤 필수석이라고 하는 관점애 

시 föL<t 듬 해석하그T 핑가하는 칭우가 앙다 3m 

그라 è+ 정이는 ‘f이 it’에 대하여 엔저1냐 길(곰)하끄 긍성작 ~l 것으 

보만 엔닙하는 것읍 아니다 그러변 정이는 어떠 띠1에 f이강L 가 양 

/J의 자직보 ‘바른 자리듬 얻지 봇히 것 음 강소하변시 변L성직이거è+ 

흉히 것으보 핀단하는가9 정이는 f이 강 가 속해 있는 소싱패가 「손 

패(뿔찬) ，일 때 이랭게 핑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f이 g’에 대 

해 기분적。도 양강이 음의 자리에 있음 。듀L써 음양의 죠화를 얻은 

것으E 해서하깐 만진이 「손패(및최)，얀에 있든 ‘구이효’에븐 해당되 

지 않음 S 의미란디 소성패E서 「손패」븐 견손하고 유순란 성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이효’기 이 「손패」에 있 S I때븐 자리기 음유 

인대디 자신이 위치하고 있튼 소생패의 생 실 ~，1드란 ‘자신 S 낮춘디’톤 

의미를 기지고 있야 ‘구이효’의 양강이 음파 긴화를 이루는 섯이 아 

니나 정이는 익히여 ‘구이효’는 이위 (τ位)라는 자이의 「손폐」익 성 

질이 익 ['1 하는 유(1승)에 의해 양강(陽댐1))이 중도(니」월)의 믹을 잃을 

가능성이 근 것으로 션멍하고 있나 31) 

나른 한떤 정이는 중정을 효사이의 호응관기11-"1 걷암하여 구。1 효’ 

의 양강ci융剛)을 때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부정석연 것으로 팽 

가하시도 한나 특히 으효(죠죠)’샤 유인 때는 이 효-"1 호응하여 ,. 

의 ↑1염을 반아 ‘ fölit’튼 직二{직이 y- 주지1직으로 문제듬 해경l하끄 

가 하는 것으로 보아 긍성작연 것으보 핑가히다 성이는 「대유패(大 

람최L의 칭우에 ‘f이 강’는 ‘육오’의 눈주보부터 ↑1염을 받는 네다， 

주주우t니 써행:lli: líl 而Jj-嚴둡~，號 ~ÍÈ莫夜4키욕1x 샤 '1 꺼1ÚlX 
.30) r수매(需호↑)，약 「니1-ft 배(大有최) ，도 이린 경우에 헤낭한다 

31) 0周易， T렛빠」 표偶 뻐렛뼈， J세융펴陰而在下 펴? 렛'5jι ι之j되? 싹 

짧， 非Æ:\ I!， 則i쉽;lll， 캅非正tι 돗剛rjo ， 雄렛뿜而냄柔， 월j셈於짧 非써'3M、j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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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질이 강건하면서도 유「「애 자 '-'1 함。” 따라 겸손0] 변서도 인을 성대 

하게 。1푹 수 있는 것으로 팽샤한나 3:-;) 이애 나1 하여 ]는 ‘구。1 효’샤 

‘으효‘，，] 호응0] 더라도 ‘유r익 유‘이라는 사질이 문재되어 ‘구。1 효’가 

감을 이둘 수 없는 성우 ‘구이효’듣 ]이 좋지 않게 펌샤0] 는 성우도 

있다 「꺼매패(닮妹찬) ，에시 성이는 f이 강 가 형식직으보는 정 음 

얻지 봇했지만， 이 패가 ‘여자’튼 문제삼끄 있기 애문에 ~f( )L)가 날 

깨 자리에 있는 것은 바른 자리닫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 f이효 튼 한1 맹 하y_ 정 숙히 。} 자보 핑 가히다 그러냐 ‘육오 g’는 읍유 

보시 위의 소싱패 「꺼패(밑찬) ，에 위치하고‘ 야래 소싱패가 「대패(컴; 

최L o.j시 읍유의 자죄보시 ‘기쁨음 가지다주는 것’에 움직이는 자보시 

신랭하지 뭇한 효~ 판닌된디 저/ 이처럼 호응만계를 중심으도 할 때 

에보 구이효’는 패의 의미니 소성패의 생 실파 관런하여 닝칭적인 것 

으E보 부정적인 것으E보 평가되었디 

정이기 구이효’에 내하여 특히 부정작인 것 Ò~~ 깐닌하였딘 패에븐 

「절패(節밤) ，기 있디 「절패」의 경우에 칭이븐 ‘바은 자리를 얻었다’븐 

것이 특히 중요란 의미를 지니깐 것 Ò~~ .!_ι았디 그러하여 정이얀 「

철폐」의 ‘구이효’샤 마른을 얻지 못한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펌가한 

나 동시이1] ~!는 i성과1] r 내페(면뇌)，익 성정이 시펀을 샤셔나 수는 

것‘을 의미 0] 여 강줌으1 막을 잃게 하는 요/，0샤 있는 것으로 수장하여 

진체적으로 「철폐」의 ‘구이효’듣 용한 것으로 판단펴고 있나 34 

。1 치렌 정이는 ‘구이효’에 대하여 rl]부넌의 폐에서 긍정적인 효로 

펌가하는 반면 r손폐」가 t성과1로 있는 페틀이 L}， 익효‘외의 효응관 

.32) "，I~j易 r大有차， f모傳 九t)，陽쩨j멈二 13六π 2.~ i 쩨倚ff 얘IIØ함닝U才써， 탬종비 

해h멈 得L며11;[過 其才@니此， 所L、)JjÉ，[용大有之任 @니大事之씨， 끊!Ii ~ê.~전載重 

物tι
.3.:;) "，I~j易 r댐妹차， f모傳 九二陽쩨Il riIl得中， 女ι賢止경也 上有止뼈:， riIlb1J승종ιZ 

質， 動於說경也 )]女賢riIl엔[不J~， Ib:二雖賢 f됩~~)용 ti，ν찌꺼、內짜2.m. ~훤可tJ 

좀 A용， 께이、해~，，2: 

341 0，팀易， r을h좌」 댐F혹 을h:ri힐， 합l끼剛l'正， 경ξ其剛l'之德， 與九il剛1'IE뭘옷 

不川벼[뀔 기:之까、꺼 tι 5연不從於iit니 il非陰|없i드應， 故不相從 ñU뼈111'之 

월， 깨슴닝U可t)，)디l'ililιW， "홈 A失생失時 是tJk잭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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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그 효의 자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이 ‘구 

이효’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N. 五交의 中正에 대한 평가 

1. 六五호와 중정 

중정 개념과 관련하여 ‘육오효(六五조)’는 양강의 ‘구이효’처럼 ‘중’ 

을 얻은 반면 ‘정’을 얻지 못한 음유의 효이다 35) 곧 ‘육오효’는 군주 

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오효’와 동일하고， ‘중’을 얻은 반면 

‘정’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구이효’와 일치한다. 이처럼 ‘육오효’ 

는 ‘구오효’나 ‘구이효’와 같이 ‘중’ 또는 중정을 얻은 양강과 비교하 

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정이의 ‘육오효’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육오효’는 ‘구오효’와 같이 군주의 자리인 만큼 그 길흉을 결정하는 

데는 아래 선하를 의미하는 이효(二조)와의 상호 호응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중정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여기에 상하효(上下조)의 

상호 호응관계， 패의 의미， 또는 음유로서의 자질이라는 계기가 ‘육오 

효’의 길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일반적으로 ‘육오효’는 군 

주의 자리로 ‘중’을 얻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패에서 길하고 긍정적 

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이가 볼 때 ‘육오효’가 길 

35) 정이는 ‘육오효’의 ‘중’음 ‘유중(柔中)’， ‘수중(守中)’， ‘거중(居中)’， ‘중덕(中德)’， 
‘재중(在中)’， ‘득중(得中)’ 등으로 언급하였다 또 음효로서 군주의 자리 에 있 
는 효를 ‘유거군위(柔居君位)’， ‘거존처중(居尊處中)’， ‘유거존위(柔居尊位)’， 

‘음거존위(陰居尊位)’， ‘육거존위(六居尊位)’로 언급하며， ‘정’음 얻지 못한 것 
은 ‘이유거강(以柔居剛)’으로 표현하였다 정이는 주로 ‘육오효’가 ‘중’음 얻고 
군주의 자리에 있음음 강조하는 반면， ‘정’음 얻지 못한 점은 별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패효를 해석하고 평가할 때는 ‘정’음 얻지 못한 
점과 자질이 유약하다는 측면의 중요성음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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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펌샤될 수 있는 조건은 특히 이애로부더 ‘구이효’샤 호응할 때 

이나 이것은 육으효‘가 문수의 자이얘 았지만 자질이 유유이시 때퓨 

애 강건하고 현병한 ‘구이효’악 산하애게 국사(國事)를 따겨 도유을 

만이야 인이 이튜어지가 때퓨。1 나 정이는 많은 성우 ‘육.9 효’샤 ‘구 

이효 의 보피음 벤을 경우 이 효튼 긍성직 ~l 것으보 핀단하고 있다 

그러냐 그는 f이 강 의 보'-'1 음 벤으면시 노 육오효 가 읍유의 자직을 

가셨다는 섞음 부정직인 것으보 흉하거1 이해하는 칭우노 있다 

이 석과 판련하여 성이는 ‘ f이효 가 성(IE)을 얻지 봇했음 미1는 이 

것이 ‘증’을 얻은 것이기 애문에 성음 잃지 않는 것이라는 너) 의심이 

없었다 그라내 ‘육오it.’에 있어시는 ‘증’을 얻었지만 자죄이 읍유보시 

유약하기 때문에 정’을 지키븐대 문세기 있 S 수 있음 S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아례 자리에 호응하는 효가 없 S I때 이 ‘육오효’를 감하 

지 못란 섯 Ò~~ I챙기하기보 란디 

그니1 년 이세 정이븐 중정 개념 벚 디 tl 평기 기준에 곤거하여 육 

오효’의 감흉응 이띤게 판닌하는기? 띤시 그는 음유(陰:X)의 낀주기 

아래 구이효’와의 호응을 통해 낀주E서의 일을 이룬디얀 진에 닝정 

적인 팽샤를 부여펴는 과1가 있나 정이는 「임폐(臨콰)J 애서 육으효‘ 

는 ‘구이효’에 호응하여， 이의 도유을 만유으로써 수고0] 시 않고 천하 

를 나스이는 상황으로 ]댐고 있나 정이는 「엄페」 ‘육익효’는 지혜로유 

을 사엄 0] 지 않고 총병한 산하애게 국시 듣 따감으로써 사신악 지혜 

를 :3게 넓히는 자로서 검한 효로 평샤0] 있나해) 또 「몽페(중콰) J 의 

상황애 대해서도， 정이는 이 폐의 ‘육.9 효’는 ‘구이효’악 강병(떠IJR~)한 

재능음 지민 뀐 9l음 능용하여 꺼하의 몽매휘을 →1미화하는 h1 습을 보 

여순다는 섞어1시 갈히 것으보 핑가하였다:17) 

이에 만하여 성이는 미1보 양강 (ß융剛)이 우서1히 시기에 ‘육오의 읍 

3m "，I~j易，臨최」 띔많 πt)，;j::며 1댐體 멈펼i!z:rtri I.lj슐於二1 쩨IJcþι며 1 f둔能倚ffM、 

4、勞lli)써.U훗口臨下경 tι 

37) 0周易J '쫓좌」 댐傳 iiJ끼宋1I1l， Ic삭君보 下딴於 l끼柔cjo之옆 (f剛明之ψ

보tJ治天 [、ι풍，/k吉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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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서1를 싼회펴고 이듣고} 회암 또는 조회함으로써 김한 것으 

로 해식 0] 시도 하있나 r rl] 장페(大~:t콰) J는 。1 애 네 효샤 잉효。]고 

위의 누효샤 유효로서 이애로부더 잉강의 무이샤 가서1 등등하게 몰 

려으는 행상이나 。1 애 대해 정이는 유익효’는 힘으로 영강을 재어할 

수는 없으나， 육오효 가 이듣음 변L드립끄 화펑하까 대하면 양이 깅「힘 

음 션지 않야 갈하거1 떤 것이라y- 주생하였다:ìRI 이커럼 정이는 양의 

서1띄이 강 ?1 띠1는 ‘육오’의 읍의 자죄이 이랜 강히 양과 소화하여 깅 

유(剛柔)의 화휘을 이품으보싸 푸회가 없읍[:;t씀]’으보 랭가힌다 

그라 è+ 성이는 패의 전지1직인 의미에 따라시는 ‘육오강’의 읍유’라 

는 자죄 자지1가 부성직 ~l 기능음 하거냐 또는 바른 노리튼 지키는너) 

문세가 있 S 수 있얀 섯 Ò~~ .!_ι기보 란디 「내유패().、有밤) J 의 육오 

효’에 내해서 정이얀 음유의 자실 S 문세삼얀디 그븐 곧 성내하게 

단뉴 섯이 증즉된 시기에는 안정(人택]이 얀일하게 되며 유순하게깐 

디스리년 인신이 교깐하게 되야 얀되고 위언보 꼬여야 란디고 강긴 

하고 있디 ::ltL 이처럼 상핑이 좋거나 얀락한 평화를 누라는 사기에톤 

늘 좋지 않거나 뷔기기 약치지 않을까 하븐 연려 ~，1드얀 경계하얀 l마 

유을 가져야 한나는 점애서 양강의 위염이 강조된나 。1 랴한 관점。” 

서 이시닦 얀락하기냐 모든 것이 。1 투어셔 얀인해칠 수 있는 사시。” 

있어 유유의 자질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펌가된나 

。1얘 비 0] 여 정이는 적극적으로 퓨재를 시비하여 어려유을 극객해 

야 할 상황에 있을 때 유 「「의 자정’을 퓨재삼이 이 애 효의 도유을 

만기냐 ]링시 못하면 마른 도비를 시키도흑 노랙해야 한나고 강조 

하였다 「고패 (f품최) J ‘육오강’에시 정이는 ‘나라튼 서1우끄 왕위듬 겨1 

승하는 것[따*굶셈’이 건가능하며， 자직이 읍유이기 때문에 헌자듬 

능 용해야 겨우 선왕의 공직음 겨1승한 정노의 휘음 악휘한 수 있는 

.38) "，I~j易 r大바」 띔傳 TÎ.끼 ti，총멈上 꽁tUJ制 닝U짧쩌m有悔"홈쥐]易ti，得ι 

~I냥#陽無P데用其뼈U 울f받其R土子저(易따 如iH: 띠可L(無↑& 

30) 0周易， r大써봐」 六h‘ 표傳 μ柔냄尊g， 협大써'<:11']'， I、心安易， 육퍼尙柔m 

닝1)11쫓慢즈t옷 1b:，lò ，'ÌZ~n ， MU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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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샤피있나 40) r 서암페 (r호댐콰) J 애서도 정이는 유익효’가 강 

건한 A}이애 있는 것은 증으L}， 문지1 를 시이 0] 시 위해서는 마트고 견 

고한 것( I f'固)을 시켜서 위내로운 것을 경기1해야 한나고 하여 자정。1 

유약한 것을 ]나지 긍정적인 것으로 갱고 있지 않나이 1 

다읍으보 성이는 비웅의 판겨1듬 기준으로 하여 육오효 가 중 음 

얻었음에노 ~，~'f하고 부정직 91 것으보 랭가하기노 힌다 「비패(買최) 

」는 문식을 통하여 문화튼 장남히다는 의미 또는 내섣이 섣。}판 싱 

태에시 외작 ~l -'f밍이 우세하다는 의미보 해석띤다 이 패에시 육오 

효는 눈주의 자리에 있으나 자죄이 유약하여 쓰쓰보 까마기에 부족 

하고 ‘싱 +ft(上)L조)와 ~!하까 어 Y 균][J머 그닫 따른다 성이는 이것 

은 타인。 R부"1 꾸며지기를 바내는 것이닌~ ‘부n이운 일|좁|’이내 

고 주장하였디 4~) 이이한 안전 S 정이얀 「이패(願됨 )J 에서도 지적하 

고 있디 「이패」븐 낀주의 입장에서 살 때 잔하 백성들 S 디디스리고 

길이주는 의미를 기 신디고 할 수 있다 이때 잔하를 바르게 길이주고 

디스려야 하얀 군주~서 ‘육오효’논 오히려 ‘상구효’의 기름 3 받톤 

처지가 되어 」ι편적인 원직에 빈하는 상핑에 처해 있는 섯 Ò~_~ 감 

(古)0] 시 뭇한 효로 평샤되고 있나 43) 

정이는 ‘미 CtrJ’악 관기1외 관던하여 ‘육~9 효’으1 유유익 자질을 부정 

적인 것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0] 효‘외의 호응관기1에서 이내 효의 

도유을 만시 뭇함에 따라 ‘육으효‘즘 부정석인 것으로 판단하있나 정 

이애 의하면 r ~꺼페 (t\i.콰) J 의 경우 ‘육~9 효’는 중순('}l順)악 믹으로 선 

(혹)고l 얀(仁)을 회객하는데 톤독할 수 있지마 이매로부터 호응。1 없 

40) 0周易， '짧봐」 ‘六1i' 흉偶 大텐」종누휴JJ'c之事， 非剛ßJl之ψ 則기:밟 짧世z君， 

雖*~dι~， 70'能任쩨J賢1 비可tJ딩善繼 IÍIIIlX令뿔ill 
4]) ~周易J r~께힘헤J 、五 쁨傳 /、五雖處L뼈1]， 然용柔1뚫， 故냈L(必正固， lli)r，휠Jtt 

偏， 則得X삽tι 

12) "1_1易，홈차」 ↓문Ii\l 六71. ， 雖탬~ i' (ft rfrjli;속 '*ι才1 不보自난" jIi:l上ιZ剛kt)t디tl ， 

lli)， U ó't동 獲뀔M、外J-t之賢， 딩子fr閒tι 
43) 0周易， '碩좌」 흉偶 陰宋之質， xJ켠뼈1[;之11 링oliJ끼댐냄f뉘則밀 u陰柔之J，

생옳倚賴剛賢 能}츄r댐於꺼F時，T-、可處앓R짧쫓/b:Z_際 líl.J~τ、可沙大川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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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R게 김한을 나할 수 없나고 펌가하있나 44) r 이페(離뇌 )J얘서도 

정이는 유익효’는 유로서 주쥬;위(좀位)애 있지만 양강(陽댐1)) 사이에 끼 

여있어 위내로운 상황인데나， 이내 효의 호응하여 도유을 만는 것이 

없어 스스로 마름을 시켜야 김한을 벼쪽할 수 있는 것으로 호응관개 

의 C영 향음 증시하j1_ 았다대이 

성이는 ‘육오강’에 대히 길흉핀단에시 다른 it와 마친가지보 증정 

개념음 가싱 기본직인 핑가기순으보 삼는 동시에， 패의 의미‘ 호웅판 

겨1 ‘ 그러 고 읍유의 자죄 능음 통하여 그 길흉 여 부듬 따지 y_ 있다 

‘육오효 에 대히 성이의 길흉펴단의 득강은 ‘육오 it’가 ‘증’음 얻은 눈 

주임에노 관f하y_ 읍유의 자직을 가지그T 있읍에 따라 모든 일음 작 

극적이고 신취작 Ò~~ 처리해 나。}갇 수 있븐 상핑이 아니내얀 것이 

다 그리하여 ‘육오’의 음의 자실은 기분적。도 ‘중’을 얻었기 때문에 

평이하고 좋은 상팽 rE톤 아래의 ‘구이효’의 호응 S 받븐 일반작인 
상핑에서 육오효’는 유순란 더。도 띤냉란 자를 등용하여 국사를 처 

리할 수 있디얀 전에 끈/1하여 감란 섯 Ò~~ I챙기된디 

그니1나 이 ‘육오’도서 고주의 유。}란 자실은 때R 지니치게 안락한 

것애 빼져 맥성듣을 교만하게 하시도 하l 끼， 때로는 어여운 얀을 적극 

적으로 치이 0] 시 뭇0] 시도 한나 ~ ，_이고 때로는 나른 잉강의 효애 의 

츄하여 자신의 당위적인 싣천을 또시함으로써 부JL랴유을 순매하/] 

도 한나 요컨대 ‘육익효’는 사이는 문수이번서 ‘줌’을 얻었지마， 자질 

의 유약함이라는 문지1가 있는 만듬 정이는 특히 우}이내악 도유을 만 

이서 마름을 지키도되 노랙하는 것이 중요0] 나고 지적펴고 있나 따 

라시 육오 강’에시 풍’은 증요하지만 ‘바듭을 얻는다[得正]’는 녁목의 

중요싱이 더유 부샤되는 효라고 하겠다 

H) "1.1易，復최」 띔많 六πt)，며!I!ILι땐 處ii 뎌ζ 能송jJ흥E、1&善경也 tJ'* 
면쩔 下復無~~， i:ÍlÉil:亨古 tι

45) 0周易， '離좌」 흉偶 六1l냄尊/!!:而'1'1' 써 ιß)J-<:德 p r~연주후옷 씬μ경벼_l. 

在 [、:t때， j뽑附!ii'1M、쩨Ig!ilz r.려， ml짧ι勢也 



*불Q떠 易傳J으1 며正개넘과 가치판~f :ml 

2, 九五호와 중정 

정이에 있어 ‘구오효’논 중’파 ‘칭’ 3 모두 얻은 효4GI ，~서 낀주의 

중정 S 상정란디 이처럼 중’파 칭’ S 탄두 얻음에 띠내 이 효는 일 

반적으로 긍정적이고 검(古)한 팽샤샤 많은 효로 간수되시 쉽나 싣 

지1로 특수한 경우 룹 재외하고 많은 경우얘 있어 ‘구오효’는 중정을 

얻응애 따라 검한 효로 평샤된나 I 리냐 구 안효‘가 중정을 모누 얻 

었나고 01 여 이 효샤 반트시 김펴고 긍정적인 것으로만 평샤되는 것 

은 이나나 

멘거 정이에 있어서 구 만효’는 수로 정치상 판수"1 시위로서 ~ ，_는 

그 자리에시 당연히 이푸어야 추! 섣천작 역?!을 증시 δl였다 47) 이것 

은 곰 눈주는 늑정후1 패의 성황에시 그 패가 지시하는 의미와 판련 

후1 성치직 싱황음 이싱직인 맹향으보 해섣해야 후1다는 섣역작 목표 

듬 지향하여 행위해야 히다는 것음 의미후1 다 여기에시 성이는 늑히 

‘ f오효‘의 굶주가 어꺼 4、1하의 호웅으보 보띤음 받는 것이 이라힌 

심꺼직인 목표에 이닉[는데 증요후1 기능욕 하는 것으로 해석후1 다 그 

리하여 정이기 구오효’를 해서하고 I챙기하는 rll 든 구오효’와 호응 관 

계에 있톤 ‘이효(_::，il’와의 관계기 특히 중묘한 역할S 란디 불은 

그톤 비(Jt)의 관계니 소성패의 성실， 그러고 패의 의미에 띠르얀 김 

흉의 평 가보 부눈적 o __ ~ 생하고 있디 

그니1니 정이든 ‘구오효’기 ‘이효’와 호응이 이루어졌디고 하여 이것 

이 바E 감하고 닝정적인 것 o __ ~ 판닌되지 않븐디고 피았디 에건내 

정치적으로 듀수샤 근 콩석을 이듀어야 펴기냐1 어려운 상황을 극객 

461 정이는 7-9__-j~’가 중정응 9\있냐고 하는 깃응 ‘거쥬디정(벼尊得正)‘양깅거 

숭(陽빼j居中)’ i숭생(中止)’ i 징(止)’， ‘구커존위(九멈펼位 1' ， 구거군위(九居μ 

位r ， '징숭(止中)’ g으보 퓨현하고 있다 

471 정냉사 -，0_- 9_JU _tL조)의 자리를 정치사싱과 관련하이 권역이 정당한가 」렇 

지 않꺼가의 휘리식 .IT준꺼 녁(德)에 있는 깃이시， 위((iL)에 있는 깃꺼 아니 

라고 하이 ~_-i5.:- 의 자라에 저한 τ주 권역의 정당싱의 측면응 깅주하였q.(정 

병석， "易↓문傳』 g 통해 문 띔iμ)11의 j:.zù돼낀思뺨J ， lî)bj易빠究J ， ëOOO.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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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1 듀수의 입장에서 이애 신히로부더의 도유 

은 전대적인 것이나 I 랴 L} 구이효‘샤 ‘육이효’를 만L} 호응을 이튜 

었나고 해도， 정이는 이 육이효‘를 유약한 산하로 팽가하여 。1 런 어 

려운 상황을 극객하는 데는 한기1가 있어 판수애게 별 도유을 수시 

봇하는 자보 간주히다 그래시 성이는 패의 의미가 이랭게 어라움을 

극복하는 싱황에 있는 ‘ f오 it’에 대하여 대새보 길하지 봇히 것으보 

규정히다 

만면에 성이는 두 1서깨 자리에 양강의 fö]효 ()L二~2)가 자려하변 

자직은 굶주닫 보).fJ한 수 있지만 시보 호응하지 봇하는 히겨1튼 지니 

는 것으보 연식힌다 이커럼 정이는 ‘ f오효 에 대하여 풍성음 얻은 

효내는 안전」ι디얀 군주의 자리내는 우l 치 R서 내l당히 실진해야 할 

당뷔적 파세를 수생하깐 것 S 충시하였디 그리하여 ‘구오효’에 있어 

서톤 산하들의 1ι필이 그 감흉 S 평기하븐대 절내적인 역할을 하튼 

것으-~ .!_ι았다 그이번 정이기 ‘구오효’를 충칭 개념 FE톤 디;ε 기준 

에 띠내 그 감흉을 야띄게 I챙기하얀기‘/ 

정이는 던지 이띤 일 S 생할 때 초기 상핑에 어려 움을 상칭하는 「

준폐(띤;타) J 애서 ‘구으효‘의 듀수는 강벙(剛明)한 신0] 의 도유을 만이 

야 하는데 산하의 사질이 유유(앉柔)이므로 은맥을 맥생애게 니1런 수 

없어 김(古)하시 못한 것으로 지석하고 있나 4띤 1 그러나 이치렌 어려 

휴을 뜻0] 는 폐샤 이년 경우애 ‘육이효’익 호응은 대체로 긍정석인 

것으로 해식되시도 한나 「샤연패(家八콰) J 애서 정이는 구으효‘는 중 

정의 자이얘서 밖에서 스스로 강성스뤄게 하면 ‘육이효’는 줌정의 자 

리에 앉야 아에시 십을 바닉게 하。} 좋읍 것으보 랭가힌다 49) 

만면에 정이는 패의 전지1직인 의비가 어라운 생향음 싱싱하。} 생 

.18) ".I~j易，띤화」 띔傳 π居尊得止rIiJ 굶F효&용， 곰有빼IJ 0Jι賢 13ι뼈닝U能융연1다￡ 

t)，R:t며iI1. /b:l효꺼、홉 人~ i'"ι펼， 雖4프짧Lι띠 於꺼、名뎌L， ~þ有指也 U폼꺼、1imrl. 

有所不jJ， 염澤有쩨不 [、 딸F효꺼、홉， 人”ιF효iI1 
40) -周易J '찌λ빠」 표傳 九iL ')J而在外 뼈I[而￡陽， 냄尊而cjo正 又其께현 n正까、애， 

f며'#.<:주正주주우'51ι 土假껴짜.il 君&iI\:J끼土言 假 주t니 極、「써~(之道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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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극객해 나이샤는 데는 구으효‘외 호응하는 효샤 비잔샤시로 잉 

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때로 필요하나고 냉 았냐 ]는 「곤페(F'!뇌) 

」에서 양강ci융剛)으1 ‘구 .9 효’샤 잉강의 ‘구이효’의 형식적으로는 호응 

하지 않으냐， 곤성함을 뜻하는 폐의 상황에서는 누 잉악 걷암이 중요 

하다고 생 /r하여 농녁생응(j머생뼈應)의 의의닫 깅조하였다끼} 정이는 

곤칭스러운 생 황에시는 음양의 호웅이 아니라 강풍(剛中)의 녁을 가 

꺼 자등이 협막해야 어라움을 극복한 수 있다그T 꾀단하그T 았다 여기 

에시 성이는 음양의 호웅과 양(~융) 사이의 섣l협음 f분하여 다음과 

갇이 셜명하고 있다 

유양(덩，딩)이 싱9:간에 ?등응하는 갓3 η-~-1.-t 헬육간의 관계에사와 

같이 자인스때 '11 사 무 교까하이 등응하는 깃이지만， '， ~.iUtL五갖)‘ 

약 ‘구이효 í )L._:죠) 약 간은 상숭(머~cp)의 덕은 서보 g 하고지 히고 서 

보 핀요하디고 생각한 후에 lll--~이 합치하는 것으보 꾼선(까m 붕 

우íEB ，\()의 관계에시와 같이 의(쫓)에 따라 핵역하는 깃이나 51] 

딛 정이는 잉강익 자질을 샤진 경우 에 서로 호응하는 위 지얘 있는 

한 페악 의 ['1 상황에 따라 ~ ，_듣이 상호간 연랙해야 할 딩위성이 있을 

때， 이듣은 서로 의이(義J핀)얘 llt라 호응하는 것으로 인식펴는 것이나 

나유으로 정이는 ‘구 .9 효’샤 줌정을 얻었냐는 점을 중사하면서도 

비(비)의 관개가 폐효의 김경얘 잉행을 수는 것으로 뀔 가도 01 있나 

정이는 「쾌패(夫찬) ，에시 ‘f오강’는 풍성음 얻어시 ‘생육 g’튼 경l단하 

여 제거해야 ?1 위치에 있지만， 친애하여 따닝는[Jt]’의 핀겨1에 있기 

애문에 이것음 처1거하지 봇하여 허딘이 생길 수 있다끄 랭가하였 

다:i2) 또 「대패 Ut최) ，에시노 성이는 ‘f오 g’는 싱육효 와 비(Jι)의 

,,0) .周易，씨쉰」 쁨傳 五雖끼 씨lli)有뼈IJ'I'之德 下有)L 뼈IJ 'I'之賢， lli同德유， 徐

&\tEl應而來 共염fR下之困 是jj困而徐껴홉:llllι 
;)1) "_I~j易，困차」 ↓문傳 벼 딴pa ↑ ~lj솥경‘ ê~써.t야엔L ~n솟램骨P진分\Eill π與二

l유~，2 ， 1)剛'1'之德同， 미相應相求미後 Fr경 ill 如君ë'i [8ÎJ'í);유 ill 
02) "周易， '央좌」 흉偶 삐J陽l'正 k삭尊& 씬l;lJílí1i，、上六 上六때뿜而좌뼈 陰，

陽ι2:. 13데tlill. 1ir1iJ:.èl~ζ2土， rin .tüLι ， .W용大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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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1애 있지마 상유효’는 i인으로 샤삭 석인 선을 팽 0] 는데， 0] 것을 

~ ，_대로 민으변 위내갑게 된냐고 수장하있나러1 여시애서 정이는 폐의 

특수한 악'"]애 의쥬 0] 여 ‘구 .9 ’의 김흉이 나1 악 관기1애 의해 걷정되는 

경우가 있유을 강조하있나 

냐아가 성이는 패의 의 u]닫 늑별히 증시하여 ‘f오강’가 증성음 얻 

었다고 하여 만드시 좋읍 의미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음 엑시하 

는 패노 있다 에(禮)듬 심꺼하는 의미튼 가친 「리패(탱찬) ，에시 정이 

는 ‘ f오it.’튼 긍성작 ~l 것으보 보지 않았다 그에 따닝면 이1’는 인간 

이 섣천하는 것인너1， ‘f오it.’는 양강으로 중정음 얻였지만‘ 이랭게 

지 '-r치거1 과감하거1 행위하는 것읍 Hr닝까 하더라노 위태보운 부분이 

있다고 I챙기한디 :'),1) ~，1드 「칭패(井밤) ，에 내하여 정이든 ‘구오효’기 중 

정 S 얻은 섯은 산하고 아름디운 것이내고 분디 그니1나 정이얀 「정 

패」의 본실작인 의미를 강죠하여 구오효’의 김흉 3 평기하고 있디 

그는 우불은 불 S 뷔E 길이 올리븐 데서 그 분실적인 의미와 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육효’기 그 공을 이루븐 반연 구오효’ 

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도 피아 구오효’를 ‘김하디1 휴|’고 표현 

하지 않았나고 ]멍 았나!J!J) 

。1 치렌 정이애서 ‘구으효’는 줌정을 얻어서 김한 경우 이외에 김 0] 시 

못한 것으로 펌샤되는 데에는 나1응악 관개의 과1의 특수한 의미도 누F 

53) 0周易J r _ti빠」 표傳 九il염尊/!!:而:t1'1드， 盡때道之후첫 而뿔λ復칭H키偏之 

폈 효좋'14ι盛 ;K흠~!I잣iI1， !I훗)ifr'iií 커X:1ÌIl님 雖북D賢在上 天 [、:t흡t小人 생t 
T、敢택 A흙也 「함애(1，앉f) ，도 이린 한의든 기 ~l디 

54) 0周易， T屬봐」 댐傳 iiJ끼陽뼈11황體 냄:2f_f흥之h느 f+其剛맛而行者tι @대너 則뾰 

염i드 뼈lÍi偏tι 古之뿔}、벼A下z2흥， ßJlll'tJ~~， 뼈「맴tJ맛， 했ll'tJ:ttJ， 썼而未 

홈:/fi'l릎A下之讀 암白 f+剛ßJl. i:J!:行기:願， 뾰(띤得正， 끼、Ji'ii힐tι 정이는 j리 
(屬)라는 매 L성(뼈)으1 으1 미든 "j! 이용)’보 해석하였디 이것으보 앤 i리) 는 

규빔 또는 규직으보 이미 정헤친 것g 지키는 것이기 때 ι에 지내치세 친취 

적 ~l 태도든 지니서는 안 된디는 것 g 의미하는 것이라고 영 수 있디 

;_);_)) "周易， T井좌」 흉偶 iiUI영뼈 11 1'1드， 뻐흉& 其ψ其德 盡후盡美 井꺼U'J)i/\!:食 

tι 於井휠탬주주숱tι .'<'而기:듬i늠者， 井l끼上11I점成때， 未추~1J~上 未 !iJIHι 故

至..L r띠後듀 iL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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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성패의 자질도 영향을 미 

치는 부분이 있다. 득히 정이는 ‘구오효’가 ‘육이효’와 호응할 때는 음유 

의 자질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또 ‘구이효’의 경우에도 ‘구오효’와는 

동덕상응(同德相應)의 의미가 있으나 서로 호응하지 못하는 점이 강조 

되어 ‘구오효’가 공을 이루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정이는 ‘오효(五조)’와 ‘이효(二조)’가 호응하는 ‘육오효’와 

‘구이효’의 관계와 ‘구오효’와 ‘육이효’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곧 ‘육오효’와 ‘구이효’의 경우는 ‘육오효’가 ‘구 

이효’의 도움을 통하여 공을 서l우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구오효’ 

와 ‘육이효’의 경우는 ‘구오효’가 ‘육이효’의 도움을 받아 공을 이루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56) 이것은 정이가 ‘구오효’와 관련하여 ‘육 

이효’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이다. 

v. 맺음말 

정이는 유가의 도덕적 실천을 목표로 하여 『주역』의 패효사를 ‘중 

정’ 개념을 통하여 의리역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정이가 중정 개념을 통한 의리적인 역 해석의 방법을 어떻게 구 

체적인 패효사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정’ 개념이 유 

가적 도덕실천이라는 목표에 궁극적인 실천적인 가치척도가 된다는 

점을 패효사를 해석할 때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찰 

하였다 이저l 본론에서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중정개념을 통하여 정 

이가 『주역』의 이효(二조)와 오효(五조)의 패효사를 해석한 득정을 

요약하기로 한다. 

정이가 『주역』의 패효사를 평가할 때 ‘육이효’와 ‘구오효’는 중정을 

56) ~周易 · 賽최、』 ‘九五’ 程傳. 故凡六居五 • 九居二者， 則多由助而有功， 豪泰之類，

是也. 九居五 · 六居二， 則其功多不足， Jß . 否之類， 是也. 蓋멀賢於君， 則補君

以君所不能. 멀不及君， 則贊助之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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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누 얻은 효이다 :1려 Ll 이들 효사이1 피}한 평가는 각각 다므다. 그 

에 의해변 ‘육이효’는 하고'1l(下콰)이l ‘벙철한‘을 상징하는 「비폐」가 있 

을 때는 긍정석인 것으로 편가되는 경우가 많다. : ，.랴피 ;육이효‘는 

유순õ1던서도 풍정을 얻어서 ‘유순한‘이라는 믹목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패가 비Jι적 쫓은 싱황욕 의 13]한 때 대새로 길힌 것으로 펴단 

되고 있다. 하지만 패의 싱 황이 어1:'，]위 읍유로 극복하7] 어려윌 L내는 

대새로 흉하게 평가되었다‘ 1까면에 ‘구오효.는 증성의 눈주로시 정치 

적 -'ι화와 노녁작 삼천이 강소되면시， ‘이효.와의 호웅판셰가 그것으1 

길흉음 꾀단하는데 증요허 영향욕 u] 젠다. 그랜녁1 ‘→난오강’와 ‘육이효. 

는 호응은 이푼지만 ‘육이효.의 노움윷 받아 공음 이푼는 정우는 광 

치 않야 겁하지 않게 i챙기-하논 겸향이 많디 

뜻 한펀으?"i-=- ‘구이효’와 ‘육오효’븐 준{中)을 얻은 효날이디- 이날에 

대하여 정이얀 역사 각기 디든 해석을 행하고 있디- 그튼 ‘구이효’파 

견우 내처11~ 양 o_~서 음에 자려한 것윤 음양이 켜F화를 이룬 것꾀 측 

년에서 _11.야 내부분 닝정적인 것으도 판년하였디 그이니 「손패(뿔화 ) 

」기 소성패일 경우LJ， ‘오효’와피 호응-관계에서 ·육오효’의 자질이 문세 

될 때는 구이효‘가 부정적인 것으로 변가되기도 하있다 :1.비고 ‘유오 

효‘는 풍을 얻었시 t대듀애 인반적인 상황에서 구이의 현명한 막을 지 

닌 사란을 등용해여 져필을 만으변 된마피 해여 김한 것으로 면가되 

는 경우가 많나 : 1.랴 Ll 풍은 얻었으나 자질이 유약하다피 하는 약점 

에 따라 마류[ I r:]’을 시키는 노맥을 해야 한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이는 위외 갇이 종정 게닝을 등해여 폐효시를 해석 

하었지만‘ 이듣 패효간의 호응판겨1， 소성패의 자섣‘ 또는 패의 전처l직 

인 의 13]라:π 하는 꾀 깐 7]판과 겸겸)펙 

C다t. 그E려l하여 성이는 풍성 개념음 방법본-작으로， 그려고 유가직 노녁 

집켜의 최고 순칙으로 샘아 「주역J 패효사단 의리역학직으로 해석하 

고 있다‘ 이평게 본 따l 성이의 증L성 개념은 유가적인 노녁적 수l 천과 

판련하여 「주역」필수 해석하는 네 있어 그의 려(理)개념 만픔이q 본전 

적인 중 g성을 기-진디고 하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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