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획의 E삐륙 깨닙 

1 . 서론 

검한상 

(서울대 철학과 강사) 

주희(朱熹: 1130-120이의 “太極”이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개념 

이며 그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일까? 理 외에 왜 

태극이란 별도의 개념이 둥장하고 주희 자신은 이 개념을 어떻게 이 

해한 것일까? “太極”， “道”， “理”， “天”， “性” 등의 형이상학적 언사들 

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으며 또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개념들 

인가? 이 물음들은 주희가 주돈이(周軟願: 1017-1073)의 『太極圖說』

을 자신의 理學체계의 형이상학적인 툴로 채태한 이후 주자학의 정 

통을 자부하는 중국과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기되 

었던 질문이다. 

주희는 “태극은 단지 天地萬物의 理 바로 그것이다"(太極只是天地 

萬物之理)라는 류의 애매하기만 한 발언 외에 “태극”이란 개념 자체 

에 대한 정확한 정의(definition)를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는 듯 

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희 자신과 그의 직속 문하생 

들이 다양한 계기에 걸쳐 太極 개념에 주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다 

루고 있음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고 었다. 위에 부분적으로 인용된 

『朱子語類』의 첫 구절과 『近思錄』의 첫 권 둥이 태극에 대한 언급으 

로 시작하고 있고 주회가 『四書集註』와 더불어 『太極圖說解」에 판하 

여 무려 20여년 동안 고심하였다는 사실과 죽기 불과 며철 전까지 

『太極圖』에 대하여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1) 

토모에다 류우타로오(友技龍太郞)는 주희가 태극을 그의 사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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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세계의 두 양상으로 묶어주는 역 

할을 담당하는 지극히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했음을 주장한다 2) 그에 

의하면 주희의 태극은 “天” “理”와 동격인 복합적이면서 포괄적인 

세상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며 “자연과 인간”， “존재와 주체”를 하나 

로 묶어주는 형이상학적 이치이다. 토모에다는 나아가 주희의 태극이 

기독교의 하느님이나 일반 철학적 神論3)의 신과 그것에 대한 논의의 

논리적 구조나 윤리적 합목적성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범주에 속한 

다고 결론짓는다 4) 

토모에다는 주희가 “마음”의 위상과 작용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정리한 中和新說을 설파한 이후 그의 체계에서 태극은 자연(天地)의 

순환작용(陰靜 · 陽動)과 마음(心)의 작용들을(未發상태에서 1&數 .B 
發상태에서 據充) 같은 틀 안에서 거느려서 관할하는 “形而上”인 근 

거로서 자리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여기서 “음양의 정 • 동” 

(quiescence and movement of the two complementary aspects 

of the natural realm)과 “마음의 수렴 • 확충"(quiescence and 

movement in the human cognitive realm of the heart-mind) 등 

두 부류의 움직임은 모두 “形而下”의 氣의 세계에 속한다. 

이와 대비되는 관점은 야마노이 유우(山井浦)의 주장에서 극명하 

게 드러난다. 야마노이는 태극이란 개념은 주희사상의 理→氣 구도 

중에서 고유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주희사상의 이론 

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6) 그는 기존의 학설들이 

]) 王戀ti:， r朱子年讀』 卷 4下(臺北: 世界書局， 1973), 226→227쪽 r朱子年짧考 

異」 卷 4(같은 출판본)， 341 →342쪽. 

2) 友技龍太郞， 『朱子σ)思想形成~ [改訂版](東京: 春秋社， 1979), 226쪽; 정8쪽. 

3) “Philosophische Gotteslehre"에 대해서는 멜라 바이스마르 r철학적 신론~， 

허재윤 옮김(서울 서광사， 1994) 창조. 
4) Tomo어a Ryutaro, “The System of Chu Hsi ’ s P깐h미1너비i1osop미매hyι’C’”’ Gnu H~‘s 

and Neoσ→COI1η까fu따lκCαi따때aψni따ism’ Wing-tsit Chan ed.(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6), 165-166쪽 참조. 

5) 友校龍太郞 r朱子σ)思想形成~， 95쪽 참조 

6) Yamanoi Yu, “ Chu Hsi and the Great Ultimate," Gnu Hsi and Neo 
Co.때iαianism， 앞의 책， 79-92쪽; 山井演 r明淸思想史의 liif究』， r朱子哲學에 
있어서의 ‘太極’J ， 67-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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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을 “罷極의 理”， “理의 총체”， “萬事萬物의 총근원”， “萬物生成의 

근원”， “宇寅의 本體” 둥으로 일컴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명칭들은 

태극을 “理 그 위(廠上)"의 최고의 개념으로 부각시키는 잘못을 저지 

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상 위의 여러 명칭들은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원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7) 그러나 기존의 이와 같은 표현들의 무반성적인 수용은 야마 

노이가 지적하는 대로 太極을 理 이상의 主宰者로 여기게끔 하는 오 

해를 불러일으키며 주회가 태극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은폐시칸다，8) 따라서 주희가 통상 왜 “궁극적인 리”， “존재의 총 근 

원” 둥을 뭇하는 명칭들을 태극에 불이게 되었는지는 그의 사상의 

변천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야마노이는 또， 주희가 『周易』이나 『太極圖說』의 태극올 理라고 해 

석한 이외에 종종 그 텍스트들과의 관련 하에서 태극을 거론하였지 

만 그러한 발언은 모두 이미 기존의 태극이라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 

나 설명 혹은 의견의 개진인 만큼， 주희 스스로 어떤 일정한 내용을 

태극이라고 칭하고 그 태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설명 

한다든지 논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세한 문헌적 

증거를 대면서 이런 주장을 펴며 이러한 고증적인 정리작업은 태극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예컨대 그는 여러 학자들 

중 처음으로 태극이란 용어가 『四書集註』에는 아예 수록되어 있지 

않고 『四書或問』에는 단 한번 주돈이의 『太極圖說』에 관한 언급과 

관련하여 둥장한다고 지적한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이 주회사 

7) 예컨대 『朱子文集』과 『朱子語類』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었다: “이른바 太
極이란 天地萬物의 理를 통합하여 하나로 (태극이라) 이름불인 것이다，"(蓋其 
所謂太極￡者， 合天地萬物之理而-名之耳)， w朱子大全』， r隆興府學.앓先生꽤 

記J ， 78: 19a; “天地萬物을 총괄하는 理가 바로 太極이다，"(總天地萬物之理， 便
是太極)， w朱子語類.!I， 94:44

8) 그러나 태극이 理 이상의 어떤 主宰者는 아니지만 理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부 

각시켜주는 개념임은 툴림없다. 이런 맥락에서 成中英은 태극을 “存在-理
ontological li"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Chung--ying Cheng, “Chu Hsi ’s 
Methodology and The아y of Understanding," Chu Hsi and Neo
Corlfucianism. 17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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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四書 經學체계와 연관된 도덕 수양론과는 무관한 개념이라는 

야마노이의 주장은 그릇된 해석이라는 것이 명칫 찬(陳榮鍾)을 비롯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이다[Ü) 

이렇듯 모종의 형이상적 실재를 지칭하는 태극을 해석하는 시각은 

주자학을 보는 시각만큼 다양하다. 때로는 주회의 형이상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태극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태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희의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셉 니담 같은 과학자가 신유학사상(neo

Confucianism)을 화이트헤드의 유기체론과 동일시하다시피 하는 것 

도 그가 주자학의 태극을 道家의 영향을 받은 氣論의 맥락에서 해석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서양학자들은 주희사상을 도식적인 

中共식 “唯心論” 비판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주회를 (절충주 

의적) 氣論자로 만들어 버린다. 여기에는 물론 氣論을 근대적 의미의 

자연과학의 탐구정신과 크게 위배되지 않는 화이트헤드식의 “유기체 

형이상학”으로 간주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유기 

체 형이상학을 어떻게 서양의 헤겔 전후의 통합적인 형이상학의 맥 

락에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그 성격을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주회의 

형이상학의 전모를 규정하는 작업만큼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1 1) 니 

담은 주회의 사유체계가 “생리학적 유기체론”에 해당하고 이는 “道

9) Yamanoi Yu, ‘'Chu Hsi and the Great Ultimate," Chu Hsi and Neo
Càrifucianism ‘ 잃쪽. 

10) 陳榮據 r太極果非重要乎?」， 『朱子新探索~(臺北: 學生書局， 1988), 218-228쪽; 
“ Introduction, " 대u Hsi and Neo-Corifuc띠nism， 앞의 책， 8-11쪽; Chu 
Hsi: New Studies(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9), 138-150쪽 둥 
참조 비록 그의 『四書集註」나 『四書或問」에는 태극에 대한 언급이 둥장하지 

않지만 주회는 『文集』에서 태극론을 비롯한 그가 이해한 바의 周敎願의 사상 

을 六經과 四書의 가르칩과 직접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蓋홉짧謂先 

生之言，其高極乎無極太極之妙，而其實不離乎日用之間.其뼈探乎陰陽五行造化 

之隨， 而其實不離乎仁義禮智뼈Ij柔善惡之際 其體用之→源‘ 顯微之無間， 奏漢以
下， 誠未有錢斯理者， 而其實則不外乎六經論語中庸大學t篇之所i專也" 1['朱子大

全』， r隆興府學澈짧先生꽤記J ， 78:18b-19a(ll 91 년， 주희 62세) 

11) 최신한 r보편적 통합이론으로서의 형이상학: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형이상학 

의 본질과 헤겔적 유사성」， 『과학과 형이상학~， 오영환 외(서울 자유사상사， 

1993), 551-581 쪽 참조. 



~획외 태i곽 깨닙 99 

家의 자연주의적 유기체론의 확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견해 

또한 도널드 먼로에 의하여 비판되고 있다 12)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은 주자학의 원전 및 중국 고전에 대한 지식 

과 이해가 비교적 풍부한 근래의 현대신유가 사이에서 신유학사상， 

그리고 그 중에서 주회사상의 형이상학적 면모롤 어떻게 정의하느냐 

와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점에서도 또한 역력하게 드러난다. 즉 일부 

에서는 이를 “빠神論"(pantheism)으로 보고， 또 다른 이는 “萬有在

神論"(panentheism)으로 보며， 혹자는 “과정 진화론적 실재론” 

(process-evolutionary realism)이나 “실용주의적 자연주의” 

(pragmatic naturalism) 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13) 이들도 주희의 

태극론에 대한 각기 독특한 해석들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 理-氣 구도와 태극 

『朱子語類』의 첫 문답에서 주희는 제자의 태극의 정체에 관한 질 

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스숭께서) 말씀하셨다. r太極은 단지 天地萬物의 理， 바로 그것 

일 뿐이다. 天地의 보편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天地 안에 바로 太極이 

실재한다. 萬物의 개별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萬物의 각 개체 안에 太

極이 실재한다. 天地가 있기 이전에 반드시 이 理가 먼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ü"太極圖說』에] ‘動하여 陽올 生하였다’라고 한 것도 

단지 이 理를 주체로 하여 말한 것이요 ‘靜하여 陰올 生하였다’라고 

한 것도 단지 이 理를 주체로 하여 말한 것이다.」”l4) 

12) ]oseph Needham, Science and Gïvilisation in China, VoL 2: History 01 
S‘cientific Thought, 474쪽 이하 참조 Donald Munro, “The Family 
Network, the Stream of Water, and the Plant," lndividualism αzd 

Holism: Studies in Corifucian and Taoist Values , 263쪽 창조. 
13) Lauren Pfister, “ The Different Faces of Contemporary Confucianism

An Account of the Diverse Approaches of Some Major Twentieth 
Century Chinese Confucian Scholars." Joumal 01 Chinese Philosophy, 
22, 1995, 49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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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熹의 대답에는 太極에 대한 논의를 理氣論의 틀 안으로 수렴하려 

는 그의 의지가 엿보인다. “太極은 다름 아난 理”라는 말은 태극이 天

地 이전에 존재하면서 天地를 天地답게 만드는 어떤 所以然의 질서체 

계임을 뜻한다 15) 즉 이 말은 태극을 도가식 “混成之物”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한다. 동시에 이는 태극을 경험론적인 추론을 통하여 터득할 

수 있는 여러 개별 사물의 條理를 통틀어 일컴는 뭇으로 파악하는 것 

도 아울러 배제하고 있다. 주희는 그의 이기론의 구도에서 항시 理를 

氣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운동법칙으로서의 條理의 뜻으로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만약 理가 氣에 대하여 부차적인 운동 

법칙의 돗만 지니고 있다면 이는 현존하는 氣의 모든 작용이 理에 근 

거하여 발생한 것이 되고 따라서 모든 현상이 항시 정당하게 되는 모 

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희가 太極을 理 중에서도 어떠한 “표준 

이 되는 리”， “가장 선한 이치”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극 

은 현상에 앞서 있는 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16) 

태극은 理-氣에 대한 논의의 구도를 떠나서 거론될 수 있는 제3의 

개념이 아니며 物이 아닌 理이고 단지 이름의 총칭(總名)만이 아닌 

실재하는 理이다. 그리고 이 所以然의 질서체계로서의 太極은 天地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天地에 앞서 실재한다(理先氣後). 이 질서는 

인간과 사물에게 모두 천부적으로 주어진 젓이지만 동시에 인간 이 

념의 이상을 담은 가치론적인 -즉 인륜법칙에 의하여 그 가치가 매 

14) “日，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各

有太極. 未有天地之先， 畢竟是先有此理. 動而生陽， 亦只是理. 靜而生陰， 亦只是
理 " w朱子語類~， 1:1 

15) w朱子大全」， 「答陸子靜(5)J ， 36:9b; w朱子大全』， 「答陸子靜(6)J ， 36:13a 참조. 
16) 朱熹는 여러 곳에서 太極을 “지극히 좋고 지극히 선한 리" “리의 極致" “理

의 至極함" “(자연계의 운동과 인간 행위의) 표준， 기준” 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호칭함으로써 태극의 표준 내지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太極只是置極好至善底道理. ÅÅ有 太極， 物物有→太極. 周子所謂太極， 是天
地A物萬善至好底表德 H W朱子語類~， 94:21; “太極之義， 正謂理之極致耳 " (f朱
子大全』， r答程可久(3)J ， 37:31b; “以此理至極， 而謂之極耳 H “以其究竟至極無

名마名， 故特謂之太極 꺼 『朱子大全」， r答陸子靜(5)J ， 36:8b; “太極固無偏倚而뚫 
萬fι之本. 然其得名自짧至極之極， 而훌훌有標準之義 " r朱子大全』， 「答陸子靜(6)J ，

36: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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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질서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太極윤 귀납적으로 얻어 

지는 경험사실적 개념이 아니라， 선험적인 진리이다. 

실상 주희가 이해한 바의 태극은 현상계 내에서 마음의 中庸 상태 

(無過不及)나 천지만물의 운행의 中節함 둥을 묘사하는데 국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현상계를 넘어서 자연의 생성 변화의 이상적인 양 

태와 인간 행위의 이상적인 양태를 제시하고 그 이상에 맞게 현상계 

의 움직임을 규제하는 당위 내지 규범이다. 여기서 “자연의 운행도 

규제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희는 자연에 元 · 

亨 • 利 · 貞의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해서도 

어떤 이상적인 경지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회는 지진이나 

홍수， 화산의 폭발， 혹은 원귀(짧鬼)의 출현 따위가 자연의 이상적인 

운행 질서와 위배된다고 여긴다. 인간의 행위가 규범의 규제를 받듯 

이 자연의 현상에 있어서도 무엇이나 일어나는 대로 모두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태극이 元亨利貞과 仁義禮智의 원리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의 이상적인 운행의 기준도 인간의 가치와 무관하지 않 

다.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의 마음"(天地生物之心)이 ‘仁’인 만를 자 

연의 운행도 인간의 인륜법칙과 위배되지 않고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 

으로 진행되어야 우주적인 차원의 善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주희 

의 태극은 “리”의 규범적， 당위적 측면을 강화시키는 역할올 한다. 

m. Ii'태극도설해』의 태극: 변화의 중심 
축이자 만물의 뿌리 

『장자』， r대종사」편에서 “하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태극이란 

용어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우주론적인 개념으로， 혹은 道의 본체라 

는 의미로 부각되게 된 계기는 『주역』의 「계사전」에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롤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이 팔패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嚴， 兩嚴生四象， 四象生/\封)"라는 구절에서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주역』 r계사전」의 태극은 氣로 분류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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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漢代 이후에는 태극을 『老子』의 道에 적용 

시키는 견해와， “元氣” 개념에 적용시키는 견해의 두 가지 說이 있었 

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宋代 이전까지는 태극을 氣로 이해하였고 그 

이후에야 주희를 계기로 비로소 태극을 理로 보는 시각이 있게 된다. 

주희 후에는 태극을 氣로 보는 견해가 다시 대두된다. 明代의 王廷相

(1474-1544) 둥 태극을 氣로 보는 宋代 전후의 학자들은 태극을 “混

때 未分의 氣”로 여긴다 17) 

중국 宋代에 이러한 논의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은 周敎願(1017←

1073)이다. 주돈이는 『계사전』을 바탕으로 『태극도』라는 기존의 도표 

를 이용하여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주(天地)와 인간 양자를 

일관된 툴 내에서 연관시키는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를 『태극 

도설』로 표현한 이래로 “태극론”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주돈이는 『老

子』에 나오는 “無極”이라는 용어와 태극을 연결하여 “無極이면서 太

極”이라고 하여 태극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열어 놓는다. 

주희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계를 성립한다. 

1161년에 李ff폐(1093-1163)이 태극을 “천지 본원의 리”로 설명한 

이래， 주희는 rB發未發說J( 1l69)에서 주돈이의 “무극이태극”이 性을 

논한 것이라고 여긴다 18) 그 이후 주희는 태극을 우주의 원리로 파 

악하게 되며 태극과 만물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게 

되며 태극을 바탕으로 인강과 자연을 같은 틀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 

룰 수 있는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계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 

서 주회는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설정하는 틀에 의존한다. 태극론 

을 우주 발생론으로 파악하는 주돈이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태 

극도설』이 주희의 理學체계의 틀로 채택된 이유는 『태극도설』이 우 

주론과 인성론의 정합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9) 

17) 훌榮품 w中國哲學範鷹史.!I(黑龍江. 黑龍江A民出版社， 1987), 39-44쪽 
18) w延平答問」， 「辛E二月二十四日書j; 『朱子大全~， rÔ發未發說J ， 67: lOa-12a. 

陳來 w朱熹哲學맑究.!I， 4-5쪽 참조. 

19) 주회의 체계에서 천지와 인간은 대우주macrocosm와 소우주microcosm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天地便是大底萬物， 萬物便是小底天地.. “蓋A便是 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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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자신의 『太極圖說解』가 완성된 해에 楊子直에게 보내는 편 

지에서 『태극도설』의 태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動靜의 두 가지가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외의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易이라 합니다. 그 움직임과 

고요함에는 반드시 動靜하게끔 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 

바 태극입니다. 聖Á(공자)께서 이미 그 실째함을 가리켜 이렇게 

명명하셨고 周子께서 또한 그림을 만드셔서 그 특정올 잡아내셨 

으니 밝혀서 나타냄에 여지가 없습니다. ‘極’이라는 이름은 ’樞極

‘에서 그 의미를 얻은 것입니다. 聖A께서 말한 태극은 天地萬物

의 뿌리(根)를 가리킨 것입니다. 周子께서 이어 無極이라 한 것은 

그 無聲無莫한 ‘妙’(제약없음)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太極

圖』에서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하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라 한 

것은， 무극 다음에 무극이 따로 태극올 낳았다든가 태극 위에 먼 

저 무극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행은 음양’이고， ‘음 

양은 태극’이라 한 것은， 태극이 있은 후에 태극이 따로 음양과 오 

행을 낳았다든가 음양 · 오행 위에 먼저 태극이 폰재하였다는 것 

은 아닙니다. (태극에서 음양 오행을 거쳐) 乾道가 남성을 이루고 

坤道가 여성올 이루며 二氣가 交感하여 만물을 化生하는데 이르 

기까지 無極으로서의 태극의 妙가 그곳에 각기 깃들어 있지 않음 

이 없습니다~태극도』의 강령과 大易의 뜻은， 老子의 소위 ‘物生

於有， 有生於無’설이 造化에 참으로 시작과 끝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20) 

여기서 주희는 분명히 태극과 음양 사이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배제하고 있다. 태극은 만물을 낳음으로써 만물과 선후관계에 있는 

대신 만물과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의 ‘뿌리’(근 

원)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으며， 만물과는 존재의 차원 

을 달리하는 易의 “움직이고 고요하게끔 하는 이치”이자 “天地의 축”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희는 『태극도설해』에서 『태극도설』의 첫 구절， “무극이태극"(無 

小天地耳>> r朱子語類.1， 卷 68; 95. 
20) r朱子大全』， r答樓子直(1)J ， 45:11b-12a( 1l73년， 주회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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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而太極)이 태극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초경험적인 성질을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여긴다. 이는 후에 태극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 

지 않으며 물질적 형태나 몸체가 없으며 한 군데에 국한되어 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더욱 정확히 규정되며21 ) 또 “象과 數

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그 이치는 이미 갖추고 있는 것 "22) 

혹은 “형상이 없으면서 이치는 있는 것"(無形而有理)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1) 주희가 해석한 바의 “무극이태극”에서 무극은 곧 태극이고， 

태극은 곧 무극이다. 무극과 태극은 동일한 관계에 있으며 모두 理를 

지칭한다 24) 따라서 道家적인 영향을 보이는 저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태극도설』과는 또 달리 이것에 대한 주희 자신의 주석 

인 『태극도설해』는 그 나름의 고유한 구조와 사상을 지니고 있다. 

“上天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냉새도 없으니 진실로 ‘造化’의 ‘樞

組’이자 ‘品棄’의 ‘根樞’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고 말한 것이니， 태극 외에 다시 무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 "25) 

태극은 인간사회와 자연세계를 모두 관할하는 “온갖 변화의 중심 

적인 축"(實造化之樞組)이자 “모든 다양한 부류들의 뿌리， 다양한 사 

물의 (해석의) 근거， 기반"(品葉之根低)이다. 여기서 “온갖 변화의 중 

심적인 축”이라는 말은 특히 자연세계의 생성 · 소멸의 변화와 작용 

의 범위와 양태를 지정하는 질서， 법칙 둥에 주목하는 언사이고， “모 

2]) “太極無方所， 無形體， 無地位可植放" w朱子語類~. 94:19. 
22) “太極者， 象數未形， 而其理E具之稱" w易學탱쫓」， 「代義J\휩次序圖J ， 卷 2(1186 

년， 주희 57세).; “太極者， 象數未形之全體也" w朱文公文集』， 「與郭~~훌J ， 卷 37. 
23) w朱子大全.::， r答陸子美(2)J ， 36:5a(l l85년， 주희 56세). 

24) 그러나 “無極而太極” 대신에 『宋史」에 수록된대로 “自無極而옳太極”이라고 

할 때는 문장의 구조상 無極과 太極이 둘로 나뒤고 둘 사이의 시간적인 先後

관계 및 生成관계를 뜻하게 된다 이는 道家의 “無”生“有”의 발생론과 다르지 
않다. 束京南~朱子大傳~， 663←676쪽 참조. 만약 『太極圖說」의 첫 구절이 실 

제로 “엽無極而罵太極”이라면 周敎願 자신은 후대의 주자학자들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道家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이다 

25) “上天之載， 無聲無昊， 而實造化之樞組， 品尊之根않 故日， 無極而太極， 非太極
之外復有無極也" w太極圖說解~(W近思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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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다양한 부류들의 뿌리， 다양한 사물의 근거， 기반”이라는 말은 태 

극이 생성의 원리로서 모든 존재의 “뿌리”임을 가리컴과 더불어 태 

극이 모든 사물에 내채하여 모든 사물을 통일하는 원리로서 모든 事

와 物에 대한 분류와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사실을 드러 

내 주고 있다.26) 

태극과 음양의 관계에 관하여 주회는 『태극도설해』에서의 보충적 

인 해설에서 『태극도설』의 두 번째 구절'2:1)의 첫 부분을 다음과 같은 

돗으로 풀이한다: “理인 태극은 氣의 형체 속에서 그 작용올 드러내 

는데 동적인 측면의 작용이 드러난 氣의 형태를 통톨어 陽이라고 하 

고， 정적인 측면의 작용이 드러난 氣의 형태를 통틀어 陰이라고 한 

다" 즉 태극이 직접 웅직여서 陽을 낳고 陰을 낳는 것이 아니라 태 

극에는 動 • 靜의 원리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태극은 陰陽 • 動靜

의 근거인 “본체”이며， 陰陽의 動靜은 태극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 

(“流行")에 있어서의 기툴이자 표현수단이다.잃) 태극이 “유행”하는 

과정에서는 음양과 태극이 “하나로 섬여 있어서 틈이 없다” 

“진실함이란 이치(理)를 가지고 말한 것이니， 거짓됨이 없다는 

의미이다. 정묘함(精)이란 기운(氣)올 가지고 말한 것이니 둘로 나 

뉘지 않는다(不二)는 것올 이름지은 것이다. 오묘하게 합해진다 

(妙合)는 것은 太極과 二氣 · 五行이 본래 하나로 섞여 있어서 틈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29) 

26) 따라서 “品윷之根樞”는 “온갖 사물의 내용이나 본질율 구별하고 모으는 해석 

학적 작업의 근거”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品윷”는 名詞적인 지칭 
(“things of all kinds [ultimate being]")이나 “品”과 “흩”는 “물품올 종류에 
따라 나눔" “내용이나 본질올 구별하고品 모으다훌” 둥의 뭇도 가지고 있다. 

『漢語大詞典』은 품휘를 “事物的品種類glj"이라고 젤명하고 있다 r漢語大詞 

典J. 卷 3.325쪽. 
27) w太極圖說a의 두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다: “太極이 웅직여서 陽올 낳고， 웅직 

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해져서 陰을 낳는다. 고요함이 극한에 
이르면 다시 움직인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해지는 것이 서로 그 (상대방 
의) 바탕이 된다. 陰으로 나뉘고 陽으로 나뉘니 兩嚴가 여기에 세워진다."(太 

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靜， 互寫其根. 分陰分陽， 兩
嚴立품). 

28)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w太極圖說解J(r近뽕、錄J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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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二程의 “顯微無間， 體用-源”과 “動靜無端， 陰陽無始”의 관점 

을 반영한 체용론적인 해석의 흔적을 나타낸다. 동시에 『태극도설해』 

는形而上·形而下， 未發 .6發，理·氣，性·情， 中·和， 太極·陰陽

動靜 등의 각기 다른 차원의 여러 범주들을 모두 體用 위주로 둥치시 

키는 「中和新說」 이전의 體用논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주희가 기 

존의 體用의 범위가 태극과 음양의 관계의 특색을 살려내지 못한다고 

여기고 보다 정치한 해설의 틀을 모색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앞에 

서 언급한 楊子直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회는 자신이 처음에는 太極과 

(陰陽의) 動靜의 관계를 體-用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이는 후 

에 병폐가 있는 듯하여 고쳤다고 토로하고 있다. 태극과 음양을 체용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주회는 태극의 체(‘本體’의 측면)와 

태극의 용(‘流行’의 측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다: 

“저는 일전에 太極을 ‘體’로 여기고 (陰陽의) 動靜을 ‘用’으로 여 

긴 적이 있으나 이 말에 실로 병폐가 있음을 알고 후에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쳤습니다. ‘太極은 본래 그러한 오묘한 적절함이고， 動

靜은 그것이 올라타는 기틀이다.’"쩌) 

여기서 ‘本然、之妙’란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妙’라는 것은 ‘神’

과도 통하는 개념으로 “고요하면서도 움직이고， 움직이면서도 고요 

한"즉 物과는 달리 특정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動·靜을 적 

절히 관통하는- 본체의 자유로움과 보편적 적용성을 나타내주는 개 

념이다 31) 본체는 그 신묘함으로 말미암아 음양을 주재하면서 음양의 

29) “質以理言， 無흉之謂也. 精以氣言， 不二之名也 妙合者太極二五， 本混顧而無間

也" w太極圖說解~(U'近!뽕1、錄~ 1:6). 
30) “熹向以太極뚫體， 動靜뚫用， 其言固有病， 後已改之日， 太極者本然之妙也， 動靜

者所乘之機也. JltIlIJ府、幾近之 來야한疑於體用之i甚當， 但所以疑之之說， 則與熹‘
之所以改之之意 又若不可相似. 然蓋謂太極含動靜則可(以本體而言也)， 謂太極
有動靜則可(以流行而言也)， 若謂太極便是動靜， 則是形而上下者不可分， 而‘『易」
有太極’之言亦賢윷" w朱子大全」， r答楊子直J ， 45:12a(ll73년). 張立文 i'朱熹

思想맑究~(北京. 中國ijtf:會科學出版社， 1981), 284-갱5쪽에서 재인용. 

31) “딩변書」필， 靜而無動， 動而無靜， 物也 動而無動， 靜而無靜， 神也 " u'朱子語
類J ， 94:16. “動而無靜， 靜而無動， 物也 動而無動， 靜而無靜， 神也. 動而無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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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는 구분되면서도 음양 안에서 음양과 더불어 항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홉사 사람이 말올 타고 말올 몰면서 말이 가는 곳에 따 

라 가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다.32) 달리 말해서 태극은 변화률 주재 

하는 것이자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이다. 

“생각컨대， 太極은 (현상계의 動靜율 적절하게 아우르고 관통하 

는) 본체의 제약없음이고(本然之妙)， 動靜은 그것이 올라타서 (작 

용을 드러내는 氣의) 기톨(所乘之機)이다. 태극은 形而上의 道이 

고 陰陽은 形而下의 器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것으로부 

터 보면 動과 靜은 때를 같이하지 않고， 陰과 陽은 위치를 같이하 

지 않으나 太極은 그 둘 사이 어디에나 있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 

은미한 측면으로부터 본다면 막연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는 가운 

데 動靜과 陰陽의 이치가 이미 다 그 가운데에 갖추어져 있다. 비 

록 그렇지만 앞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처음의 합해짐을 볼 수 없 

고 뒤로 당겨 보아도 그 마지막의 분리됨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 

문에 程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端總가 없으며 陰과 陽은 시작이 

없다’라고 말하신 것이니 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33) 

“太極으로부터 萬物이 분화 생성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하나의 道理가 포괄하고 있으며， 먼저 (개별적인 특정한) 이치가 

있고 난 후에 따로 또 다른 이치가 존재하는 것용 아니다. 다만 전 

체적으로 이는 하나의 큰 근원으로서， 體로부터 用에 이르고， 은 

미한 것으로부터 드러난 현상에 이를 뿐이다"잉) 

蘇而無靜， 非不動不靜也. 物~IJ不通， 神妙萬빼" w通홉』， r動靜J.

32) “太極뺑A， 動靜홈馬. 馬所以載A， A所以乘馬. 馬之-出-入， 人亦與之-出
-入" r朱子語類J ， 94:50 

33) “蓋太極者本然之妙也 動靜者所乘之擬也. 太極形而上之道也 陰陽形而下之器
也.是以自其훌者而觀之，則動靜不同時，陰陽不同位，而太極無不在훌. 엄其微 

者而觀之， 則뼈漢無股， 而動靜陰陽之理， 딘뽕、具於其中훗. 雖然推之於前而不見
其始之合， 引之於後而不見其終之離也. 故程子日， 動靜無端陰陽無始. 非웠1道者， 
敎能戰之" r太極圖說解:J(W近뿔、錄J 1:2). 

34) “ g太極至萬物化生， 只是-置道理包括， 非是先有此而後有彼. 但統是-置大源，
由體而達用， 從微而至著耳" r朱子語類.!l，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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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설명에서 태극은 만물의 근거이면서 만물과 항상 함께 

하는 형이상적인 실체로 이해되고 있다. 태극은 流行하여 모든 사물 

을 관통하며 그 다양한 사물들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도록 한다. 이는 

흡사 물이 한 군데에서 흘러나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 여러 곳에 

스며옮으로써 여러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게끔 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있다.35) 태극의 流行이 처음부터 모든 존재를 꿰뚫고 있으며 태 

극은 이 성실한 “흐름”을 통하여 모든 사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게 된다. 

“‘위대하도다， 乾의 元이여. 만물이 이를 바탕으로 생겨나는구 

나’라 하니 (이것이) 진실합의 근원이다. 이는 하나의 흐르는 本源

을 총괄해서 일걷는 것이다 乾道가 변화하여 각 사물이 그 올바 

른 본성을 얻는다. 誠이 흘러나옵으로써 사물은 각기 그 놓일 자 

리를 가지게 된다. 사람이 생겨날 때도 이 誠이 (작용)하였고， 사 

물이 생겨날 때도 이 誠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誠이 

이렇게 하여 확립된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비유하면 물과 같다. 

(물은) 단지 하나의 源果에서 나오니 흘러나온 후에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뉘어져도 다만 똑같은 물일 뿐이다.끼]6) 

위와 같은 언급들은 주희가 처음에는 “體 • 用”， 혹은 “道 • 器”의 

관계의 차원에서 太極과 陰陽의 관계를 파악했으나 후에 이것이 태 

극의 遍在와 항상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太極을 

35) 그런데 물의 源果과 흐름 둥의 비유는 태극과 만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혼 
란을 불러 일으칸다 ‘根’， ‘本’， ‘大源’ 둥이 단순히 ‘所以然、’으로서의 근거의 뭇 

만이 아닌 ‘근원’， ‘원천'origin ， source의 뜻도 지니고 있다면 생에서 물이 솟 

아나와 흐르듯이 태극은 창조자， 혹은 산출자로서 만물에 시간적으로냐 공간 

적으로 앞서면서도 그것이 산출한 사물과 항시 떨어져 있지 않은 폰재가 되어 

버린다. 물의 비유를 통해서 부각되는 주회의 태극의 流行에 관한 이야기는 

서양의 流出說(Emanationslehre)과 비슷한 요소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Donald Munro, lmages af Human Nature, 37쪽， 63-64쪽 참조. 
36) “‘大없乾元， 萬勳寶始’， 誠之源也 此統言-簡流行本源 ‘乾道變化， 各正性命’，

誠之流行出來， 各自有簡安賴處. 如寫人也是這簡誠 寫物也是這簡誠 故日 ‘誠

斯立품’. 훌훌如水， 其出只→源， 及其流出來千派萬別， 也只是這置水" w朱子語
類~， 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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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계와 보다 뚜렷이 구분되는 형이상적 실체로 부각시키는 논리를 

펼쳐 나아간 점을 드러낸다Ii'태극도젤해』의 “본연지묘”로서의 태극 

은 “本體”와 “流行”의 양 측면올 가지고 있으며 “소숭지기”로서의 음 

양과는 그 존재의 차원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곧 

태극이 음양을 떠나 있지 않으면서 결코 음양 그 자체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본연지묘”인 태극은 

朱陸太極論辯올 통하여 그 초월성이 부각된 모종의 절대적인 기준으 

로 보다 확고히 주회의 사상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IV. 주회와 육구연의 논쟁과 태극 개념의 절대화 

주회와 陸九淵(1139-1193) 사이의 太極論戰은 1188년(淳熙 15년) 

에 이루어진다떼 주희는 육구연과의 논쟁 와중에 계속 자신의 태극 

개엽을 어떤 절대의 경지의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 즉 그는 

이 논쟁올 계기로 태극올 만물에 대해 선험적인 구속력올 지난 초월 

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부각시키게 된다. 

태극에 관한 논쟁에 앞서서 주희와 육구연은 『易』學상의 해석의 

차이로 이미 전면적으로 대립한 바가 었다.잃) 太極論戰은 육구연이 

1187년(淳熙 14년)에 정식으로 일으킨 것이지만 최초의 시발은 1185 
년(淳熙 12년) 陸九留와 주회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9) 이 해 

에 육구소는 주희와 만나 『태극도설』의 잘못올 말하는데， 그의 논점 

의 요체는 『태극도설』의 “무극이태극”과 『通書』는 일치하지 않으며， 

F통서』는 다만 태극을 말하였고 무극은 말하지 않았으며， 『易大全』

또한 태극을 말하였을 뿐 무극올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태극 위에 

“무극”을 덧붙이는 것은 老子의 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주돈이의 

『通書』와 二程의 책 가운데는 “무극”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이들은 

37) r朱子大斷， 685-{짧쪽. 

38) r朱子大障J ， 690-91쪽. 

39) 朱熹는 南康의 임지에서 陸學의 제자 野끓와 太極과 無極에 대하여 토론울 하 
는데， 이것이 바로 朱陸太極짧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r朱子大傳~， 6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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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의 잘못올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희는 이에 대해 회신을 보내 반박한다. 주희는 “무극이태극”이란 

말이 태극이 無形이나 有理임을 설한 것이며， “무극”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태극론을 

옹호한다. 

“『태극도설』의 첫 구절을 선생께서 가장 심하게 배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이 현상계의 사물과 

같아져서 모든 변화의 뿌리(萬化之根)가 되기에 족하지 않고， 태 

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은 空寂(無)에 빠져서 모든 변화의 뿌리 

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한 구절에서 

곧 그 아래 말들이 정밀하고 미묘하며 무궁하게 되며， 그 아래에 

서 말한 허다한 道理는 결과 맥이 서로 통하여 질서었고 혼란하지 

않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리는 지금 눈 앞에 있으며 예로부 

터 지금까지 때리고 쳐도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때) 

다시 말하자면 무극으로서의 태극은 현상계의 物이나 태초의 “혼 

성지물”이 아니며 불교의 空의 원리와는 다른， 현상세계의 변화를 가 

능하게 만들어주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근거이다. 이는 후에 주회가 

육구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태극이 無에 속하지도 않으며 有에 속 

하지도 않는다고 한 말과도 상통한다 41) 

주희는 추후 육구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태극의 절대적 위치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전개시키고 었다 42) 주희는 우선 “太極”의 

“極”은 “至極”의 뜻이며 “中”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육구연을 반박한 

다. 그는 태극의 極이란 “궁극의 지극함으로서， 이름지을 수 있는 이 

름이 없는 것”이며 “천하의 지극한 것을 다 들어도 더 보탤 것이 없 

40) “只如太極篇首-句， 最是長者所深排. 然珠不知 不言無極， 멸IJ太極同於}物， 

而不足馬萬化之根， 不言太極， 則無極倫於空寂， 而不能옳萬化之根. 只l比→句，
便見其下語， 精密微妙無뚫. 而向下所說許多道理， 條實服絡， 井井不亂. 只
今便在 텀 前， 而률古를今， 에훌樓不破 " r朱子大全』， r答陸子美(1)J ， 36:3b. 

41) “太極之妙， 不屬有無， 不落方體， w朱子大全』， r答陸子靜(5)J ， 36:9a. 
42) w朱子大全」， r答陸子뽑(5)J ， 36:7b-lOb(ll88년， 주희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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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란 뜻이라고 역설한다. 주희는 또 각기 최고의 경지를 뜻하 

는 “北極”， “屋極”， “皇極”， “民極” 둥의 예와 바퀴의 살이 중앙을 향 

해 한곳으로 모여드는 예를 들어 태극을 사물의 중앙이자 제일 높은 

곳에 비유하며 태극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준칙과 표준이 됨을 말하 

고 있다.갱) 이어서 주희는 태극이 음양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 

리를 확고히 서술하고 있다. 

“周子께서 무극이라 하신 것은 태극이 어떤 공간울 차지하거나 

형상율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극으 

로서의 태극은 어떠한 사물이 있기 이전부터도 존재하며， 사물이 

생긴 이후에는 사물 안에 서 있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옴양의 바깥 

에 있으면서 음양 가운데에서도 작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는 사물의 전체를 관통하면서 개체 속에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으 

며 처음부터 소리， 냄새， 그림자 동 물질적 속성으로는 말할 수 없 

는 것입니다 "44) 

여기서의 “무극으로서의 태극”은 다분히 무시간적으로 전제되는 

그 어떤 절대영역이다. 주회의 후기사상의 툴 내에서 태극은 未發 • 

답發영역의 근거이자 음양의 근거이다. 즉 태극은 미발 영역 그 자체 

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마음의 미발 • 이발을 아울러 총괄하고， 음 • 

양， 동 · 정의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음양 바깥에도 있음으로 

서 음 · 양， 동 • 정의 세계를 主宰한다. 태극이 단순히 “體”가 되고 

음양 • 동정의 세계가 단순히 “用”이 되는 體用論에서의 논리와는 달 

리 태극은 동시에 음양 안팎에 모두 있다. 만약 태극이 음양 안에만 

43) “聖A之意 正以其究竟至極無名可名， 故特謂之太極， 續日훌天下之極無以加此 

~爾. 初不以其中而뼈之也. 至如北極之極， 屋極之極， 皇極之趣， 民極之極， 諸簡
雖有解뚫中者， 蓋以此物之極， 常在此物之中， 非指極字而힘11之以中也. 極者至極
而E.. 以有形者言之， alJ其四方八面合轉， 將來쫓l빠t藥底， 更無去處. 從此推出四
方J\面， 都無向背， 一切停석， 故謂之極耳" 위와 같은 글 r答陸子靜(5)J ， 

36:9b. 
44) “周子所以謂之無極， 正以其無方所無形狀， 以옳在無物之前而未홈不立於有勳之 

後，以짧在陰陽之外而未홈不行乎陰陽之中，以옳通賣全體，無乎不在，則又初無 
활莫影響之可言也 今乃深誠無極之不然、， alJ是直以太極뚫有形狀， 有方所훗. 直

以陰陽옳形而t者， 則又味於道器之分찾 ” 위와 칼은 글 r答陸子靜(5)J ， 36: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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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이는 태극이 당위로서의 초월성을 갖지 못함을 뜻할 것이고， 

반대로 태극이 음양 바깥에만 있다면 이는 태극이 인간세계와 자연 

세계에 내재하지 못하는， 세계와는 무관한 존재임을 뜻할 것이다. 따 

라서 태극은 음양에 대한 어떤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음양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초월하면서도 내재하기 때문 

에 절대인 것이다 45) 

여기서 『태극도설해』에서 그 단초가 보이던 태극의 음양에 대한 구 

별이 태극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부각됨에 따라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이는 태극과 五行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마음과 이 이치가 온 宇富에 가득 차있다”고 주장하면서 태극이 내 

마음의 중절함과 무관한， 현상계를 벗어난 형이상적 실재46)가 아니라 

고 생각하는 육구연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47) 두 사람 사이에 일어 

났던 태극의 의의를 둘러싼 논변은 주희가 태극 개념의 초월성과 내 

재성을 동시에 주장하는데 반하여 육구연은 현상계 바깥에 있는 태극 

을 부정하여 태극의 내재성만 인정한다는 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때 

태극의 절대화는 인간의 이상(인륜법칙)의 고유성을 천지에 예속 

시키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태극론은 존재에는 근거가 있 

으며 사물에는 필연적인 법칙(當然、之則)이 있으며 인간의 행위에는 

당위(當行之路)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당위는 현상세계 

45) “太極只是簡-而無對者" r朱子語類~， lCXr31. 

46) 육구연 자신이 사용하는 “形而上”의 의미는 “metaphysicaJ"이라는 뜻보다는 
“nonempirical" (“초경험적")이라는 뜻에 가깝다. 

47) “太極써I而뚫陰陽， 陰陽맨太極iQ; 陰陽播而옳표行， 五行맨陰陽也. 塞宇富之間，
何往而非五行?" r象山全集』， r大學春秋講義J(淳熙 9年， 11 月 22 日)， 23:5b; “此

心此理充塞宇富" r象山全集』， r朱a;子更名字說J ， 20:b; “四方上下日宇， 往古

今來日富 宇庫便是폼心， 폼心郞是宇옮. 千萬世之前， 有聖A出훌， 同此心， 同JIt
理也 千萬世之後， 又聖A出픔， 同此心， 同此理也. 東南西北海有聖人出言， 同JIt
心， 同此理也 ... 宇富內事， 是己分內事; 己分內事， 是宇富內事 ... " If象山全集J ，

r雜說J ， 22:5a. 陸九淵의 본체론에는 氣의 위치가 없으며 心， 理， 그리고 宇'iË

는 완전히 동일하여 形而」二의 道와 形而下의 氣의 차별이 없게 된다. 육구연 

은 그의 체계 내에서 心健， 物/我， V客의 경계가 소멸된 것을 “無間" “不

隔" “不外” 둥으로 표현하며， 주회와는 달리 마음밖에 따로 어떤 초월적인 규 

법을 상정하지 않는다. 

48) 友校龍太郞 『朱子η思想形成J ， 466-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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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태극은 현상세계의 지 

배를 받지 않는 고유성올 지닌다. 그래야만 도덕이 천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태극은 자연의 필연 

적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회의 사상체계에서는 도덕의 실현이 

자연 내지 인간의 “스스로 그러한 경향”과의 괴리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극은 인륜법칙이기도 한 만큼 태극과 만물의 관계는 주체 

의 이상， 이념이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위치에서 자연세계를 ‘원칙 

화’(regulate)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49) 따라서 주희의 윤리설에는 

인륜법칙의 고유성， 불가침성 둥이 돋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에는 자연 

과의 괴리를 뜻하는 사실(“is")과 규범(“ought")의 구분 내지 분열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이상 행동양태 둥에 따라 인 

간과 더불어 자연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제시되며， 이러한 이상이 자 

연을 규제하고 정연하게 한다. 인간의 인륜법칙이 자연에 규칙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간은 

자연이 산출해낸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50) 인간의 이 

상은 자연의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이상이자 자연의 이상은 세계의 근거이며 실현되어야 할 당 

위(當行之路)이다. 

V. 결론 

이와 같이 주희는 태극을 그의 사상체계 내에서 인간과 자연올 통 

일한 세계의 두 양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극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함을 알 수 있다. 태극은 “天” “理”와 더불어 복합적 

49) 이는 비토리오 회슬레가 제시하는 “아리스토탤레스적 입장에서 엿보이는 존 
재에 대한 一元論과， 칸트에게서 그 특성올 드러내는 사실과 규범의 二元論
사이에서 제3의 길”과 비슷한 점이 었다 Vittorio Hösle, “Ethische 
Konsequenzen aus der ökologischen Krise," Philosophie der 
ökologischen Krise(S.69-95) , (Moscow: Academy of Science of the 
USSR, January 1990). 

50) “推A也， 得其秀而最훌" r太極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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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포괄적인 세상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며 자연과 인간， “존재” 

(易)와 “주체"(心)를 하나로 묶어주는 형이상학적 이치이다. 

주회의 태극론의 의의는 인간의 이상이 결코 天地의 자연스러운 

경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동시에 인륜법칙이 천지에 일차적 

으로 예속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있다. 주회는 태 

극이 자연을 “원칙화하는” 절대적 당위이므로， 天地가 있은 후에 비 

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天地 “이전”에 (시간상 선후가 아닌 논 

리적 선후의 차원에서) 이미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나간다. 즉 주희는 인간이 인륜법칙을 통해 구현하는 이상이나 

이념 -仁義禮智 둥-이 천지에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회의 태극론은 폰재가 주체로부터 구성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 

만큼 자연주의 형이상학이지만 주체가 존재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도 

아닌 만큼 단순한 자연주의의 형이상학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방법론상 庸學의 三才論의 의 

의를 현대의 생태윤리학의 문제의식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易과 心을 아우르는 포괄적 이론인 주희의 태극론은 분명히 유 

학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天 · 地 · 人 세 가지 구성 요소(三才)의 

균형과 무관한 이론이 아니다. 三才論에서는 인간의 지위가 천지와 

동등하다는 점에서 폰재와 주체가 같은 툴 내에서 포용되고 있다. 三

才의 균형의 원리인 태극론과 생태윤리학의 문제의 연관을 통하여 

우리는 주희의 형이상학의 성격을 또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자학의 태극론이 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대 

결(eco-centrism vs. anthropocentrism) 사이에서 과격한 인간중심 
주의와 시대착오적인 애니미즘(Animism)이나 범신론적 사고의 양극 

단을 배제한 모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인지에 대해서 

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후획의 태극 깨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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