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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이 글은 다산 정약용(茶山 T若觸 1762-1836)이 역학의 핵심이론으로 

제시한 ‘역의 네 가지 원리(易理四法)1)’가 디산 역학에서 차지하고 았는 

위치와 의의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주자성리학과 구별되는 정약용 철학의 

특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역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들어 ‘다산 역학의 르네상 

스’란 말이 논의될 정도로 한국 철학 분야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괴를 정리해 보면 다산 역학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주희철학 내지 성리학의 이기론과 관련하여 다산 역학의 의의를 

검토하는 연구이다. 금장태와 이을호는 다산 역학에서 초윌적 주재자인 상 

제천을 주목하여 다산의 역학 정선을 해명하고자 하였다2) 여기서는 다산 

* 서울대 철학과 강사 
1) 추이(推移)， 물상(物象)， 호처1](互體)， 효변(증變)의 역이론은 한대 상수 역학에서부 

터 있었지만 다산은 이것을 역리사법이리는 이름으로 제계화 한다. 다산은 <自擺
基채擁)(<전서)II-16)에서는 역의 세가지 핵심(몇義)을 추이， 호처11， 효변으로 정의 

하기도하였다. 

2) 琴章泰， 1982, <茶山의 易學사상과 西學정신) <韓國備敎의 再照明)， 전망사 
李z浩， 1981, <茶山經學思想、%究~， 을유문화사 
李ζ浩， 1993, <茶山의 易學)， 民音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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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학관이 상제전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개과천션(6렀圖흉善)이라는 윤 

려적 목적에 있음이 논의되었다. 이에 바해 유초하와 장회익온 다산의 역 

학을 성라학의 야기론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라는 점에서 고찰하였 

다.3) 유초히는， 다산이1게 있어 《주역》은 존재계를 총체적 원리로 해명하는 

형이상학의 이론서는 아니지만 자연 세계의 원리를 간접적 · 은유적으로 

체득할 수 었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 얀식을 위한 고급 학습서의 의익가 

있다고 평가한다4) 장회약은 성리학의 이기 개념을 자연 세계애 한정할 

때 물질과 법칙의 개념을 최소한 그 익마약 일부로 함축한다든 점에서， 다 

산의 보편적 리에 대한 부정은 곧 사실 세계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된 

다고 전제하고， 다산의 《주역》 연구는 주자학의 보편적 법칙 또는 원리를 

대체합 이론 체계에 대한 구상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5.1 그러 

나 다산이 《주역》의 기원을 복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다산의 《주역》 

연구가 ‘육경샤색’(六經四書)에 대한 종합작 연구?-l는 경학적 관심애서 출 

발한 것이었음을-6) 고려한다면， 다산 역학이 성리학을 대처l하는 이론 체계 

의 구상에 그 목적이 았었디는 이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 다른 연구는 마산의 역라사법을 중심으로 다산 역학의 역학샤적 의의 

를 검토한 연군이다. 역라사법에 대한 연구는 상제천， 태극 등의 개념 분석 

을 통한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t하고 다산의 역략이론을 직접 대상으로 삼 

3) 柳初夏， 1990, {T若觸의 宇庫醒， 高麗大 1휩土學位論;t; 柳VJ夏 1994, <한국사장 
사의 인식》， 한길사; 張會짧 199:5, < 丁若鍵의 뮤學思펀 그의 理氣觀과 周易觀을 
중심으로 > 《한국사 시민깅좌》 제16집 

4) 柳初夏， 1994, <한국사장사의 인식》‘ 〈정약용의 인식론과 과학관>， pp.359-394 
5) 張會驚， 199:5, p.140 
6) 정약용은 60세에 지은 자찬묘지명에세 얘짙四書에 대힌 지신의 연구까 修己얘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의 주역 연구는 정학에 대한 총체적 규병이라는 전처l 

칭학 연구의 엘부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의 주역 띤구는 저음부터 형이장 

학적 처l계의 구촉을 위한 관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리 《喪i옆》를 연구하는 과정 
에서 본격적 연구의 계기가 비롯하였냐는 시설이}서도 확인할 수 았디 다산의 역 

학 연구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與播堂全書》 I一 19-19b， 20a <:與尹뭇心〉과 《전서》 
I-15 • 25b,26a, <:貞뿌f흉地銘〉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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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방인， 김왕연， 정해왕은 다산의 역리사법이 《주역》 경문에 대한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원리라는 점을 해명하고 역학사에서 다산의 역학 01 
론이 갖는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Jl그리고 역학사에서 다산역의 성격은 義

理易과 象數易을 새롭게 종합화한 독창적 이론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다산의 역리사법이 역학사에서 갖는 의의를 발굴해낸 성과에도 불 

구하고 다산 역학을 역학사적 측면에만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성라학과 

대비되는 다산 철학과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조명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다산 역학을 성리학과 비교히는 연구 

에서는 상제천 개념과 |、뚫인 《주역》의 독특한 상정 체계가 주목되고 있 

는 반면， 역학사적 검토에서는 역리사법이 주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산 역학은， 한편에서는 역리사법이라는 합리적 이론 체계개 다 

른 한편에서는 상제천과 복서라는 초월적이고 선비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처럼 다소 모순된 듯한 다산 역학의 성격 

은 역리사법과 상제천을 다산 역학과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다산 역학의 올바른 해멍을 위해서는， 역 

리사법을 중심으로 한 다산의 역학 이론과 성리학과 구별되는 다산의 철 

학적 λ빠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펼요가 있다. 

2. 다산의 《주역》 언식과 상제천 

2-1. 역의 점서적 기원과 상제천 

역을 철학서로 보느냐 점서로 보느냐 하는 것은 역학사에서 오랫동안 

7) 方 仁， 1982, <茶山易學탱想에 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삭사논문. 
金王폐， 1989, <茶山易學의 돼究)， 고려대 대학원 빅λ보문. 
T海王， 1990, <周易명醒方法에 관한 빠究). 부산대 박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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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끊이지 않은 문제였다. 논란이 끊아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역 

아 철학서와 점술서 어느쪽으로도 해삭될 수 있다는 것을 의마한다. 이것 

은 역의 경문이 《논어》냐 《대학》과 같이 일반적 문장으로 구상되아 있지 

않고 물상(~象)이라는 상정물과 길흉(吉냐Il을 판정하는 점새 l김辦)로 되 

어있는데서 비롯한다 역의 문장이 점사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역을 점서로 

해석하는 것61 지연스러울 수 있지만， 점λ까 잔리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 

현 방식이라고도 해석힐 수 있기 때문에 철학서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실 

제 공자익 〈역전〉은 역을 철학서로 해석한 대표적얀 예이다. 이른바 의라 

역학자라 암려잔 왕필파 정이천악 경우도 역을 점술과 관계없는 철학서로 

파악환디; 그런데 주화의 경우는， 역이 비록 철학서라 하더라도 역은 본래 

점을 치기 워해 만들어진 점서였다고 주장한다. 

“역은 본래 점치는 책으로 후세 사람은 점치는 책으로만 사용했다. 왕 

펼에 이르러 노자， 징자의 학으로 해석하여 뒷사램들이 『주역」 을 단지 

이치로만 해석하고 접으로 쓰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이다"8;. 

주희에 의하면 《역》은 본래 점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역》의 경문 

은 모두 불상에 근거히여 점을 판단한 것이라 한다9) 따라서 《역》을 읽을 

때는 먼저 불상과 접사의 연관을 살펴 경문의 본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고 한다. 그러나 주회가 이처럼 역을 우선 점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역을 전적으로 점서로 보고자 한 것은 아니며， 경문의 본래 의미를 

먼저 추출해 내고 그를 통해 의리를 밝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화 

는 역이 점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길흉을 판단한 이후에는 의리를 추설 

(推說)할 수 있디고 본다 10) 결국 주희가 역을 점서로 본 것은 《경》의 본 

8) <:周易博義大全〉， 〈易說鋼領〉， “易本 |、짧之좁 後人 以행止於 f、gg， 至묘해 用老莊解

↑쫓人便只μ랐理而不U#.송 h뚫!Jt、非’‘ 

9) <朱뿔集》 節0， <答劉j君房〉1 1 易*1홉 「옳而作? 其言皆依象數， 1-:)斷I吉~ι 今其$:
E不傳. 讀蘭之言象數者， t에j皆穿擊， 言義理者又太t=F漫， 故其들블烏難讀. 此本義햄쫓 

所以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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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입각하여 의리를 밝히겠다는 그의 해석학적 태도와 갚은 관계가 있 

음을 알수 있다. 

정약용외 경우도 역의 기원을 복서에서 찾는다11l 역은 본래 점서라는 

것이 역에 대한 다산의 기본적 인삭이다. 그런데 정약용이 역음 점서로 파 

악하는 것은 그 문제 관샘이 주회오}는 ~~뭇 다르다. 정약용이 역을 점서로 

인식하는 태도는 역의 경문 해석괴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생인이 역을 만든 근본 정선01 무엇인가잉 문제와 관련되어 였다. 

다산에게 았어 역의 기원은 점서이다. 즉 역은 사태의 성패에 대해 알 

수 없윷 때 그 결과를 미라 알기 위해 고안한 점서이다 12) 하지만 다산에 

녁 역은 자면 법직의 펠연성에 입각히직 인간의 길흉호뿜을 예견혜 주는 

파학적 여l견서도 아니고 산비적 주숭싸도 아니다 다산역에서 인간사익 성 

패를 미라 알고 지시해 주는 존재는 상제천이리는 인격선이다. 상제천의 

존제를 전자1함으꽉써 미래에 대한 예갇이 7]-'능한 것이다. 따라서 다산에게 

였서 易은 본래 상~'~l천의 대담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점서라 할 수 았다 

역의 다양한 상징체계， 점치는 맹법， 복잡한 이론 등은 엄밀히 말하면 상 

저l찬의 대담을 듣기 위해 만든 얀위죄 고안물이다. 

그렇지만 상제천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얘 답해주는 존재는 아니다. 다산 

은 상제천에게 점올 쳐 서 플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정한 선(善)에서 나 

온 일로 그 성패와 회복을 에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징된다고 한다， 또， 

선하지 않은 일이나， 결고}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점을 쳐서는 안 된마 

고 한다. 결국 다산이 생각하는 잠은 개인적이고 타산적인 목작을 위해하 

는 점파는 무관한 것이다 따리서 다산에재 있어 역은 백성의 교화라는 정 

치적 목적과 관계깊은 것이라 할 수 였다 1잉 

10) {주희집》 권33 <.答呂伯悲〉‘ p.l459 
11) 《전사) 1-11, 2a,b, 論(易詞二〉
12) ~전서) II-48 <(역학서언》 렌4 < I、옮總짧> 19b 
13) 《전서 :ì II -44 <:주역사전》 권8 13a- “웬人以 「ii之앉 住Ä敎化 혈民以표1ß. 善f[IJ

f뷰福 否則失之 FIJjμ'i'flK탱 tJ、뼈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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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이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춘추시대 이후 역학의 정신이 변질된 

역사적 과정을평가한다 

“점을 치는 법은 처읍에는 천명을 받들어 페성으l 삶을 인도하고Gt 하는 

데 았었다. 엘아 비록 공정하지만 성패를 쉽게 분긴할 수 았는 경우는 점 
을 치지 않는다 이익이 비록 분명하지만 의리애 맺지 않을 경우에도 점을 

치지 않는다. 오직 의리를 상고해보고 공정한 알아지만 그 결과의 성패기

분벙하지 않을 때 점을 친다 춘추시대에는 이러한 점의 원착아 이미 문관 
해져 자신의 운병을 점치는 것은 녹과 지위를 구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 

았고 도모하는 엘을 점치는 것도 의랴에 합당한 것인지의 문제를 분별하지 

않았다. 그라하여 천명을 받드는 취지기{ 드디어 사라지고 하늘의 뜻을 탐 

하는 생각이 우선하게 되니 백성을 현혹시키는 술수와 교묘하고 지리한 살 

들이 그 샤이얘 1난무하게 되야 그것이 하늘과 신을 모독하는 잘못염을 깨 

닫지 못하게 되었다 또 산가지를 셰어 패를 뽑는 뱅법은 〈역대전〉에 간략 

히나마 보이지만 효변의 여l에 관한 내용0] 없어지게 되어 점치는 법이 이 

미 λ}라지거l 되었다 점치는 법이 이미 사리쳤으므로 서(뚫)라고 할 수 없 

마. 그리니 굳이 점을 치려고 한다면 우선 먼저 살펴야 한 것은 점을 치는 
통기가 품탱(棄命)에 였는가 탐명(探命)에 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探命
에 있다면 속히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아 옛날 易으} 참 뜻아다. "14J 

다산 역학에서 역은 비록 점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이거나 공리 

적 목적을 위한 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역은 천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다시말하면 상채천을 통해 투영된 유가적 이념을 설현하JI;Z} 하는 정치적 

행위 방식이라 해석힐 수 있다. 

이와같이 상제천과， 다산이 역을 점서로 파악한 것은 밀접한 관련을 갖 

고 있타. 역은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철학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 

14) <:찬서》 II 48 《역학서언， 권4 < f짧總義) 19b. “總lZ l、짤之法 其始也 훔天命以힘I 

民用-tf1 事행흩正而成敗易分者 不 h 利雖明而義理不允者不 1,. u탱考諸義 而행&正其成 

敗채휩E有不明者 Jj~문乎有[틴也 春f:kZilt 此法已j짧 {、其身命者 不出於榮歸位名之寒

f其課議者끼해찢솟義뽑펜l風之擺 ;훨命-之義 ;쩔H홉규디探命之志先羅 터”합픔흰Iff:.幻之術 校種

支離之說得以交옮L於其間 而不自휩其떠入於漫天j蘭~7쯤롯. 採폼求王|、之法 略見大傳

而其變動成종之{꺼| 未有明文 alliE法B亡찾， 法엄또亡則無以寫옳 然布欲쏠之 須l1ë]t察
日是훗foìì-'f 품探命乎 f융其探훗 행I速已之 斯古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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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학의 근본 정선을 찾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다산야 역의 점서적 7] 

원을 강조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2-2. 다산의 경학 연구와 《주역》 

역의 점서적 지원에 대한 다산의 탐구는 분명 그의 역학의 연구 목적이 

역의 근본 정신을 밝히는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냐 다잔은 역의 근본 

정선을 밝허가는 했지만 복서로서의 역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다산 

은 중형인 정약전에거l 올린 편져에서 ;ZL신의 역학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강 

이 밝히고 있다 

“《주역》으로 말하더라도 요츰 사림은 본래 하늪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 

게 감히 복서흘 할 수 있겠습니까? 한산자가 노냐라에 초빙되어 가서 〈역 
상〉을 보고 말하가륜 ‘주례가 노니라에 있다 하였습니다 〈역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주(西周)의 예볍 가운데 환히 알 수 있는 것이 부지기수얀데， 

지금 복서승}는 것이라고 하여 그 예법까지 고찰히려 하지 않는대서야 되 

겠습니까? 공자는 복서악 외에 밸도로 〈단전〉과 〈대상전〉윤 지였으니 

《주역》아 어떻게 복서에만 그치겠습니까? 복서를 지금악 세상에 다 

시 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일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자는 갑자년(1804)부터 《주역》 공부에 전심하여 지금까지 

10년이 되었지만 하루도 λl초를 서l어 패를 만들어 어떤 일을 점쳐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뜻을 얻는다면 조정에 아뢰어 복서를 금하게 히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복서는 옛날의 복서가 아니어서 

송F는 말이 아넙니다. 비록 문왕이냐 주공을 지금의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복서로써 의문나는 문제를 결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는 후(세의 꾼자틀도 반드시 말 것안데 형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뜻융 천명하여 별도의 책 하나라도 짓지는 아니하고 《주역》의 원 

리가 지냐치게 밝혀졌다고 근 십까지 하사는 것입니까? 무릇 하늘을 섬기 

지 않는 사람은 복셔틀 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 하늘을 섬긴다 하더라도 

복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의리에 였어서 지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주역》이란 주 니리← λ}람들약 예볍(m뽑法i아 들어 있는 것이므 

로 유자(備者)라면 그 미언과 표의룹 받휘하여 밝히지 잃을 수가 없기 때 
문압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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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기원과 관련한 다산의 문제의식을 고려한다면 다산은 복서로서의 

역의 복원을 위해 벡성들로 하야금 무엿보다 하늘을 섭기도록 략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을 것이디. 그러나 다산은 주공파 문왕이 당λl에 대어난다 

하더라도 복서로써 의문내는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 또한 

하늘을 섬긴대- 하더라도 복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다산은 도라어 자신 

의 역학 연구는 《주역》에 주나라의 예법이 들어았지 때문에 유학자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울랴 다산은 역이 복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싸실도 지적하고 있다. 공자의 〈大象博〉이 1:11-로 그 예이다 16) 

“(공자가 지은<소상전〉은 오로지 효시막 의미를 해석하여 [、옳家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전〉은 공자가 복서 이외에 별도로 의리 

를 논하여 (군자기→ 평상시에 상을 보고) 이를 완미하 도록 한 것이다， ’17) 

여가서 다산의 역학 연구가 무엇보다 융경사서(1뽑四書)에 관한 총채적 

연쿠라는 경학적 핀심에서 비룻하였다는 사실에 주의할 펼요가 있다. 다산 

은 역학 연구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한다. 복서모의 갚과 경학으로 길 

15) <:전서) ((국역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지회 역 챔조) <詩文集〉 書 〈答{CÞfE;) 권 

20-16a,“ l、숲之不可復行於今世， 有甚F此!數事. 故我딛甲子年 專ι〔첼易 미디T今十年

未홉 日探휩T판以짧某事 .ft~감得志則좀늑F朝廷→ 將嚴禁 |、짧之게갱~ 此非調今之짧 

非남f之뽑il2. 雖使文王周公生於今世， ì:k:不ιj、 !、옳積疑 J1-1:;휩事理， 後之君子 亦æ、까rIZ 

先生何쥐짧明此義. 딩j'r，→書 1mψ憂易理之太Il)j乎. 凡l'事天者不敢 r*, 我則日今雖
事天. 亦不敢 F짧 포z於머;義， 非不至嚴 1m’멤易者 周人禮法之所在， fr픔者不可以不明其 

微言妙義在ß탬송揮也 然、古之聖人 凡微듬妙뚫， 띔%용양其→펴ii 令人自면、而自得之. 若無
→隱悔， 昭然可見 i핫無칩味 今此k1J쫓， 太詳太밍1. 是텃1]所E젠참tμ ’ 

16) <계사전〉에 의하변 역은 두 가지 용도흘 가져고 았다고 한다 평상λl에는 휩象을 

보아 도덕수양에 이용히고， 칩을 칠 때는 11]節(연시와 상사)틀 완미하여 갈흉을 

점치는데 사용힌다(大傳즙 君子탬則觀其象 動則玩其[틴 易有느用) 다산은 〈때상 

전〉은 복서 01외에 군자의 도덕수양을 위해 역을 의리로만 해석한 것으로 순수 공 

자의 자작이라 주장한마 01울펴 다산은 공자 십악섣에 문제를 재기히고 〈대생-전〉 

이 섭익으} 하나라고 주장힌다 。l에대해서는 〈주역사전》 원7의 〈대상전〉을 참조 

l7J{전서J> II -45. -(역학서언》 권1.(班固藝文志論〉 26a ”小象傳者專釋첩~義以렸헬 
家之用者t끄. 大象1專者iL子於 l、iE之外 別」士義팬 J;lfi탬1元之.~者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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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1m역은 비록 복서로서 비롯되었자만 경학으로 연구될 수 았다 

는 것이다 우라는 주희익 역학에서 이미 그 가능한 길음 보았다. 즉 주희 

는 복서에서 점을 결정하는 뜻으로 경문으1 본의를 구함으로써 의리를 밝 

혔다. 그러냐 다산은 《주역》 경분을 통해 따라를 밝히는 것은 참못야라고 

지적한다. 역은 백성을 얀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잔 것이지 의리만을 

나타내지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역의 도가 크게는 천지약 이치틀 다 담고 았고 작제는 무의(Æ'醫)를 

배울 수 았는 것이다. 반드시 《주역》의 450여 개에 이르는 단시와 효사를 
모두 의라적 해적으로 귀결시킨다면 。1 갓은 주역이 백쟁의 삶윤 인도하가 

위해서 지어졌다는 목적과 상치능는 것이다’녀9) 

다산에 의하면 주역은 그렇게 섬오한 칠학서가 아니다 20J 다산01 주역 

을 경학으로 연구할 수 았다고 본 것은 경문 자처1가 아니라 역에 있는 독 

특한 이론에샤였다. 다산은 복서적 기원을 갖는 역이 거기에 내재한 독특 

한 이론으로 인해 주대(周代)에 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렇다면 점복( !、)도 또한 하늘익 명을 청하여 그 뜻을 순응하고지← 하 

는 것연데 성얀이 어찌 점복을 높여 7지經으로 삼지 않고 그 글을 없애 버 

렸는7}?!、의 정조는 매로 그 솜벼의 상을 나타내어 方~L 功샌， 義化， 당 

씨가 각기 定體가 았고 雨， 靈， 몽， 탤1 01 각기 본색을 갖추어 그 재는 120 
앤데 그 주사는 그보다 10배니 되71 때문어} 서토 쓰이지 않으니 서로 쓰 

이지 않으면 그 승강 광래하는 형상이 그 가운데 나라나지 뭇하게 된다 

그러므로 큰일을 망하여 하늘의 命을 請하여 하늘의 밝음융 이어받는 것 
은 |、이 易보다 낫지만 평상시에 그 주사를 완색히여 이로 인해 진퇴와 

18) ':전서》 U 45 《역학서언》 권1 ， 26b. <班固藝￡됩옳〉 “周易本有二뚫 중홉經E섣家 

所f횡， ←→평 |、줌家所用 UðlEl필[전iJt:J짧뿔退YI!於方i支雜術之다그‘ 

19) <전서》 II 42, 《주역사전》 권6 42a- ”易之점道 大可以爛輪天地 小可以學寫즈F홉 

ø欲以四百五五f 之짧， 각F歸;Z於大義理 ß!1j不可J:)，前民Jtl-m." 

20) 《전서? 1-11, 1b, 論(易i강→(〉 “易亦1"11뼈之有， 쩌之設춧f以얘鎭추牛馬家之象 寫之

쫓i~흉以좁j솟Jítl'정往χ;Z|1낀 ;면，之티九而B7’〈以顯其變動싱훌jfL之用 ó人[닙其故 下-1-八人

l잃人補其吉I~I 디]士二 人ljJ央탱疑];( ]"ÎJ民用， 易꺼;;f매뼈之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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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망익 이F「를 살펴서 스스로 처선할 èl~를 알게 히는 젓은 오직 易에만 

있는 젓이다 그러무로 성인은 오직 易만을 소중하게 여겼다‘"21) 

다산의 지적처렴 하늘의 命을 청하여 순응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라면 易

。l 꺼북점( ~)보다 더 나을 이유는 없다 아니 오히려 다산은 점복이 역보 

다 더 장점이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점복이 육경으로 받들어지지 않 

고 역이 받들어지게 된 것은 역이 평상시에 군져외 처선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역은 음양의 왕래승강어l 따라 

갈흉화복을 설명하는데 이라한 역의 독득한 방식。l 바로 역이 정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복서로서의 역을 위해 고안되었던 

추이， 효변 등의 역이론이 역의 경학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의 역학 연구가 복서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경학서로서 

의 역학의 독득한 이론 체계에서 새로운 의의를 개척하였읍을 알 수 았다. 

다산이 생각승운 역학 연구의 친정한 의의는 바로 역 이론과 판련한 갱학 

으로서의 주역 연구얘 있었다 할 것이다 

3. 다산 역학과 역랴샤볍의 의익 

3-1. 역 해석과 역리사밥 

불상(物象) , 추이(推移)， 효변(호變)， 호처11 (互體)의 네 가지 역학 이론을 

의미하는 ‘역리사법’은 다산이 역학에서 가장 중사한 원리이다221 정약용이 

21) <{전서〉 1• 11, 2a,b, 論‘ 〈易論二〉 “然져Ij ~亦然 亦所以請天之命而11댐其달者也 聖人

(규尊之寫;갱젠， 使其書亡也? 日 |、之!l~m‘ 直tJ、著其吉|꾀之b據， 方功義딩 各有正

體 各有定體 雨끓무 圍 各具本色 體←)편二十 [띠其歸ft之 故不相用 不相用 영Ij其升 

降往來之象 不萬於其中也 f없當大事 l;J之請天之命 而紹天之命 則흉於易 若夫居ñ'fî

玩其解. 因j:)、審其進退存亡之故 규n'ii'뺏~以딩處jQl'!매題;힘之 故聖人唯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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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역학 연구서인 《주역사전》파 《역학서언》은 모두 역라사볍을 배경으 

로 서술되었다. 《주역사전》은 역리사볍에 대한 설명으로 서착되는데 이것 

은 〈역라사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주역》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그의 생각 

을 반영한 것이고， 역대 역학 이론에 대한 tl]평서라 할 수 있는 《역학서 

언》23!도 역려사법이 비평의 기준아 되고 있다 설로 ‘다산역’이란 역리사 

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산의 역학 연구는 유배 

훨씬 이전부더 시작되였지만 그가 역에 대한 독자적 이론을 전개하게 된 

것은 유배 후 역리샤법에 대한- 발견에서 비롯된다. 다산은 상례를 연구하 

는 과정에서 《춘추좌전》을 읽게 되었는데 《춘추좌전》에 나오는 관점(官 

古) 법에서 역학 이해의 딘초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24) 역에 관한 최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논 《춘추좌전》에는 복서로 역을 이용하여 점을 쳤던 살 

제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산은 이 기록을 분석하는 가운데 《주역》 정 

문이 역리사법에 큰거하여 만들어졌음을 깨닫게 된다.갱) 역리샤법에 대한 

발견은 이전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련 《주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할 

수 았으리라는 획선을 갖게 하였고 다산은 이후 온 정력을 기울여 《주역》 

경문을 역리사법음 통해 처]계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주역사전》〉은 바로 

역라사법에 큰거한 《주역》 해석의 결정체라 할 수 았다. 

다산 역학에서 역리사법이 《주역》과 관련하여 그토록 중요한 야유는 무 

엇얀가? 역라사법은 《주역》 경문을 해석할 수 있는 참된 해석 이론이라는 

점이 그 젓 밴째 이유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역》은 기호로 구성되어 

22) 역리사멤 가운데 ‘호치1’익 경우는 역해석볍으로 볼 수는 았지만 창작 원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호재까지를 포함하여 논악하였다 

23) <\:역학서앤》은 漢鍵 이래 }함. 宋7c， 明， 淸에 이르는 역대 주역 주석사를 비판적 

으로 평가한책이닥. 

24) >{전서》 I• 19 <與尹뽑心〉 
25) c1산은 춘추관접에 대한 연구를 《주역사전》 권7 15-31에 〈春秋官，죄補註〉라는 제 

목으로 남기고 있마. 다잔은 모두 20개의 사례콜 겸토하였는데 그는 여가서 《연산 

역》， 《귀장역》과 《주역》의 차이가 효변살았음을 밝히고 있다 다산이 약라사법을 

《주역》의 /<::.義로 파익하게 된 것은 바로 효변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이다. 이에대 
해서는 다음 71펴。il 상술히기로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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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64패가 그렇고 단사와 효사로 구생된 경문이 그렇다. 주역 

이 난독지서(難讀之書)인 까닭은 이 기호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구성되었 

으며 어떻게 의미화되는가를 알 수 없가 때문이다. 만약 의미를 구생하고 

있는 이들 기호간의 약속에 대해 얄 수만 았다면 주역 경문의 독해는 결 

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역학사에서 《주역》 경문의 해석을 둘라 

싸고 수많은 역학 이론이 전개되었던 것은 이미 약속된 이 약속 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주역》의 기호들을 의미화 

하는 약속 제계를 ‘역리사법 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다산에 있어서는 《주 

역》익 경문은 역라사밥이l 의한 해석만이 진정한 해석이며 그 외의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적 해삭일 뿐 경문과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다산에 

게 있어 역라사법은 우선 경문에 대한 해석 재겨1라는 의미를 갖는다.26) 

3-2. 역 창작과 역리사법 

다산역에서 역리사법은 역 창작의 원리이기도 하다. 역리사법이 《주역》 

의 경문에 대한 진정한 해석 제계라는 디산의 주장은 결국 애초에 경문이 

역리사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띠한다. 다산의 역리사법은 주 

역 경문에 대한 단순한 해석 체계가 아니다 역창작이 이미 역리사법에 근 

거하였다27) 

다산은 《역론》에서 역의 창직 당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세술하고 있다. 

“易은 무엇 때문에 지은 것얼까? 성인01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 그외 뜻 

에 순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비록 그라나 성인이 간절하케 이를 청 

26) 역의 封象은 역리사법을 통하여 《주역》 겸문 이외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마는 
접에서 역리사법은 《주걱》 경문얘 대한 해삭 체겨1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27) 기존의 띤구자들은 역라서법을 《주역》 경문에 대한 해석 체계로 다루었다 그리고 
다산역의 의으}는 이 익리사볍의 제계적 완벽생에서 찾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기존 

의 연구에서는 단지 역리새법융 정문에 대한 해석 처1계로 쁨으로써 다산 역희에 

대한 이해를 막고 있다 역리사법은 단지 경문애 대한 완벽한 해석체계로서의 의 

꾀에 중요접이 있는 것이 아나다 역리사볍은 역의 창작 웬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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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하늘이 곡진허게 템(命)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이무리 생공을 알 

려서 이를 권하여 시행하러 해도 될 수가 없으며 또 아무리 실패틀 알려 

서 이를 저지히여 시행하지 발도록 하려 해도 또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러므로 생인은 이른 민망히게 여겨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를 생각 

하여 우라리 하늘을 관칠하고 아래로 땅윤 관찰하여 하늘의 밝음윤 이어 

받고 그 명을 정할 것을 생각하디기 어느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기뻐서 

책상을 치고 띨어나띤서 ‘나에게 빙법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손으로 

땅에 그어 짝수 홀수와 깅(剛)과 유(캉)의 형상올 딛필어 놓고， ‘이것은 천 

· 지 · 수 · 화(天 · 地 · 水 · 火)가 1띤화하여 만블을 생장시키는 형상이다{이 

것은 판패이다)’ 히고 0]로 인하여 친퇴와 소정(消長)의 형세를 민들아 놓 

고는 ‘이는 시시(四R풍)의 형상이다(。 131은 십이 벽패0]다)’하였으며 또 0] 
룹 취하여 승강(귀降)과 왕래(往來)의 헝상읍 만들어 놓고는 야렇게 설빙 
했다 ‘이는 만볼의 형상이디{이것은 오십 연페이다)' 이에 그 땅에 그아 
만든 기우와 강유의 형세를 취허여 그 형상을 익히 완상해서 그 근사힌 

것을 생각하여 그와 땅블한 것을 얻어 명하기를 ‘이것은 말이고 저갓은 소 

이고 이것은 수레고 저갓은 궁실이고 이것은 장파 걸이고 저것은 휠괴 희 

살이다’ 하며 이틀 기록하여 법식을 만듬어서 하늘이 그 명칭을 얀하여 시 

용하기릎 기대하였다 이는 비록 시땀이 지은 뱅칭이요 하늘이 그를 실상 

으로 여긴 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늘이 참으로 나의 정성을 굽어살펴서 

어떤 사건을 암라펴 할 경우 에는 또힌 거의 내가 지이놓은 뱅칭으로 언하 
여 마침내 사생하게 되는 껏야디-. (이는 설패이다) ...... "않) 

역 창작 과정은 먼저 천 · 지 · 수 · 회의 변화블 모사하여 팔패를 그리고1 

이어 사계철의 순환을 모사하여 음양의 진퇴 소장을 반영힌- 십이벽패(十二 

땀최、)를 그리고 이어 십이벽패에서 승강 왕래의 방법에 의해 만물을 모시 

한 오십연패를 그려 64패를 먼자 갖추는 과정이 았다 이것이 추이이다. 

28) <잔서~ I -11, 2a,b, 論， (易論二〉 易{매寫而↑Yfif1? 聖人所以聽天之命而11띠其답者也-

· 雖XR뿜人能切切然펴뿜之，天不能詢i械f、命之 !'tl]天雖欲告낀~ 而짧b之使行 未대也. 

又欲告之敗 메ll3.L ~꺼行 亦末EI3也 른E人是閔 짧夜以/탠、 f[[J而觀乎天 }風띠察乎地 

J맨有μ紀天之明 而詩其命者 →朝欣然m案而 起티 予;탑’[!웃 /앙품; 以手뽑IJ.t1lJ寫奇偶 

뼈IJ柔之形 티 此天地水火變化生物之象也{此八조l'if1l 因而채之進펄消:한;Z勢 티此四l바 

之象iß{此十二싸꽉} 又取之셈升1降往來之象 日 此萬物之象t비此五十仍조|、l Î.앙是取其 

l'Jí밤之셈f죄↑펴때IJ柔之뿜者 lic具象 t딛!其似 若得其용증罷者 而命之名터 此馬tÞo 彼牛 iß 
tlt*iß 彼힘든틀 iß 此:lZ/!꽂 iß 彼딘失→iß. 著之람한;ëÇ 뚫天之因其名띠用之 雖人쇼之名， 

非天之所t)J핑짤， 然天힘欲혈팝誠而告之 lar!U亦맨、幾因펌之所점名 而、途以是用;之맨J 

(此*l?'l:fiß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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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팔패가 다양한 사묻과 사태를 상정혈 수 았도록 각각의 패에 

대해 구체적 상정을 부여한다， 팔패는 각각 기본적으로 천 · 지 · 수 · 화 · 

뇌 · 풍 · 산 · 택의 실재를 상징하면서 아울라 지 연현상， 가족판계， 사회관 

계， 동불계， 신체부위 색깔， 생활용구， 방위， 겨l절， 덕성 등 다양힌- 측면에 

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것이 물상이다.64쾌의 패라는 지호가 

의미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물상에 의해 가능하다 추01법에 의해 64 

패가 갖추어지고 패를 의미화하는 물상이 갖추아지변 다음으로 점치는 방 

법 곧 패가 정해지는 방법이 필요하다. 역은 사초를 가지고 점을 치므로 

이 방법을 설사법이라 한다. 그런데 설사법에 의해 뽑은 한 패 여삿 획을 

구성하는 것은 읍획과 %E획이지만， 이 양획과 음획은 음과 양이 각각 노양 

(老陽)과 노읍{老陰)， 소양(少陽)과 소음(써陰)의 두 가지토 존재하기 때문 

에 패에는 각 패의 한 획이 노양이나 노음을 지니고 았어 다른 패로 변해 

야 하는 변패와 소읍파 소양으로만 되어 변하지 않는 불변패의 두 종류가 

았게 된다. 일빈적으로 효는 패의 한 획(畵)으로 생각하여 저1일 아래 획부 

터 초효‘ 이효， 삼효라고 입는디. 그러나 정약용은 중란 패악 한 획이리는 

의미가 據著하여 염이진 패의 여삿 획 중 노양이나 노음이 있는 패를 의 

미힌다고 주장힌다. 즉 설사하여 산택손패(山澤頻됨)를 얻었더라도 제 1획 

이 노양일 경우 실제 점친 이가 얻은 패는 손패(鎭춧~)가 아니라 손지몽패 

(鎭之쫓함)가 된다 육획 중 노음이나 노양이 하나도 없어 패가 변하지 않 

는 鎭좌와 지패(之조!、) 즉 변패(變초I、)얀 f員之쫓휩‘는 서로 다른 패이다 마찬 

가지로 같은 건패(乾됩l라도 소양만으로 구성된 건쾌와 노양만으로 구생된 

건패 혹은 제 얼획이 노양앤 간패 등 서로 다른 패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패를 고려한다변 설시를 통하여 춘출되는 패는 변패{變~I、)와 불변쾌(不 

變캄)를 합하여 64패 이외에 3867R가 더 존재하제 된다.29) 추이가 14벽패 

와 50연패라는 64패의 면회에 대한 이론이라면 효변은 설사로 인해 생기 

는 패의 변화얘 관한 。l론연 것이다.재) 

29) 불변패가 모두 64개 았으므로 변패는 384개까 되어야 하나 건패와 곤패는 여섯획 
이 모두 변하논 용구(用九)와 응」육(用六) 패가 하나씌 다 있아 386패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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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것처럼 정약용은 역의 창작은 기본적으로 추이， 물상， 그리 

고 효변 세 가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파악한다. 역이 역리사법에 약 

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역이 바로 역리사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 

문암을 얄 수 았다30 

3• 3‘ 경학으로서의 역학과 역리사법 

역리사뱀은 점서로서의 역을 복서라는 한계를 넘어 정학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야론으로 파악된다. 역라사법 가운데 특히 추이와 효변은 역이 잡 

서에서 군자의 도덕 수양을 위한 철학서로 활용될 수 있거l 만든 결정작 

역할을 하였다고본다. 

“군지가 역윤 좋아하는 것은 어째서압니까? 바로 승강 · 왕래 · 진퇴 · 소 

장의 상을 완미하고 경계할 수 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패가 추이하 

지 않고 효기 변몽하지 않는다면 생인께서 어떻게 만볼의 정올 체득하여 
그 출처 · 잔퇴의 의리륜 살펴 흉(연1)을 파하고 길(吉)로 나갈 수 있겠습니 

까? 자기에게 맞는 지위가 아닌데도 그 자랴에 버티고 았으면 흉하다고 

경제하고 그 지위를 사양하고 물러나띤 길하다고 찬미하며， 윤로씨 강을 

30l 전통작으로 단사는 각각의 패에 관한 총괄적인 섣명이고 효사는 그 패의 각 효에 

관한 섣명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내 정의탱은 그것이 주역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오해는 증變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디 易理四法
가운데 나머지 셋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냐마 안지하고 있었던 학지가 있었지반， 효 

변설에 대해서는 한대 이래 지금까지 누구도 얄지 못했고 그리한 이 유로 易이 해 

목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自漢以來 깅Z變之說 純無~jjj* 此亦之所J.;I、R흉둠lli. j:후f{J 

之推移也 說좌之物象也 互體之博取t쉰 此三者九家諸易皆能言之 至於용變'Z義 自漢
즙즌今細無影響 Jl:t易之所u不可讀也 ” 

31) 묻론 추이， 불상， 효변에 의해 만들어진 역이라는 점서가 실제 접서로서의 어떤 효 

과를 잦고 있었는지 피악할 수는 없다 다산도 밝히고 았듯 그러한 칭작 방법이 

생인으로서는 최섣으l 양법이었을 뿐이마- 상제가 성얀이 고안해 놓은 야 역을 명 

령의 전달 수단으로 삼을 것얀지는 압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그렇게 맏을 수밖에 

는 없디 하지민 그렇디 고 추이론과 효변론이 근거없는 이론은 아니며 작어도 거 

기에는 그 니픔매로 세계으、 존재 방식과 시간으} 변회 속에 인간의 운멍이 결정되 

는 데이1 디}한 띤정한 고파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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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면 위태로움이 있다하고 귀한 사땀이 천한 사람에게 겸손하면 크게 

민삽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1런 것들은 그 추이 Oli팽) 변동 때문이 아니겠 
습니까?’ 32) 

다산은 역아 복접과는 달려， 추이와 효변이라는 독특한 이론으로 인해 

경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역은 역라사법으로 얀해 다양한 용도 

로 활용될 수 있다. 《주역》의 단사와 효사는 역리사법을 작용하여 폐를 

해석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마산은 《주역》1 정문이 모두 점사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데서， 경문의 창작Â}는 이미 역을 점사 。l외의 목작으토 

활용하.Jl자 하는 의도룹 갖고 있었다고 본다. 건패(뺨封、) 구삼(九三)의 효 

사가 바로 그 증거이다 다산은 건패 구삼의 효사어써 역이 복서와는 관계 

없이 군자의 진덕수업(進德修業)의 용도로 활용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고 준장한다젝) 역을 의라적으로 해석하는 갓은 공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 야미 《주역》 자체에 그 기원이 있다. 

“(건패 구삼의 ‘군지가 날이 마지도록 군세고 굳세아서 저녁에 두려워 

하니 위태로우니 허물은 없을 것이디]라는 효사를 써세| 점을 친다면 출처 

진퇴(出處進退)나 제사{짤祝) 혼인 천쟁 등의 겸우에는 01 효사의 내용이 
해당될 수 없을 것이다 주공은 효사를 진술하단 애초어1 역을 배우는 사람 

이 오로지 복사를 위주로 할 젓을 염려하여 특벨히 건패 안에 이와 같은 
효사를 삽압하여 핵지들로 하여급 역의 용도가 점지는 데반 있는 것이 아 

념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역을 해석하는데 대부분 의리를 위 

주로 했딘 젓은 그 기원이 문왕 주공에게 았는 것이지 공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34) 

32) <전서》 I• 19 書 〈與尹뿔心> 22b-23a. “펌子之喜易tI1何뤘 亦有是升降往來週뭘消 
長之象 是玩是ifZJ주. 좌주推移 갖不變動 聖人將何所體萬物之情 rDJ 自審其묘!處進退:Z 

義 tJ之避뎌때趣필'lffi; 1품其f立띠據之 則폈之寫때 讓캅、寫而下之 則美:LJ똥吉 以柔乘剛

f[ 1頂之有願 tJ월下隆 則셈之大得 若fE띔 非以其推移變動乎

33) 《전서! II 37 《주역사전》 권1 :39b “此퍼寫進德修業之用0P，寫짧” 

34) ，(전서) II-37 1:주역사전》 권1 40b “此縣(乾최九르으} 조解 :필자 주)J;)之寫숲 뒷Ij 

於出處進退찢Fm맴뺑1Jì~명~{:t之뿔 필無所當. 周公擺詞之初 蓋쩡學易者 專王 |、짧 特파乾 

좌之內 種此←→짧， 1更學者솟D易之점用不止於 |、옳iJL、 故JL子解易多王義理→(象傳 大象
傳) 其源出於文王周公 非펌fL子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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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순전히 점서로만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순전히 의리서로만 활용될 

수도 있다. 다산에 따E면 《주역》 경문이란 역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음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며 패 해석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산은 역이 순전히 점서로 활용될 수 었다는 주장의 역사적 전거로는 

《춘추좌전》의 〈펼만지서(畢萬之짧))를 든다.많) 펼만이 점을 하여 ‘띤之比 

封’를 만나자 선료(후영)는 《주역》 효사의 내용은 버려 두고 별도로 상을 

보교 점을 판단하였는데 다산은 이것이 바로 점법이라고 한다.36)점은 효사 

와 관계없이 점치는 임에 맞게 물상을 적용하여 원하논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예블 들어 귀배패(歸妹封)는 경문이 혼인에 관한 점사로 

되어있지만 재사나 전쟁 문제에 대한 일로 점을 칠 경우는 이 점사를 가 

지고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이처럼 《주역》의 경문이란 한 패의 유 열한 해 

석이 아니며 패는 얼마든지 묻상을 응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해석이 가 

능한 것이다:m 

역이 순전히 의리서로서만 활용된 전거는 공자의 〈대상전(大象傳))을 들 

고 았다.펴) 다산에 따르면 공자는 육십사패 전체가 의리적으로 해석되는 실 

례를 보임으로써 역을 의리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 주었 

다 그 업적이 바로 대상전과 계사전에 보이는 글들이다 종래 대상전은 패 

전체의 의미를 포괄하는 글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다산은 이를 부정하고 

〈대상전〉이란 점치는데 사용하는 단새象解)와상새象解)오}는 탈리 군지의 

도덕수양을 위해 공자가 별도로 만든 독립된 글이라고 주장한다. 

대상전의 건패 원문은 “天行健 君子以딩彈不息”이다. 다산은 이 문장은 

35) <전서} II-43, <주역사전》 권7， 16a-17b. 
36) <전서} II-43, <주역사전》 권7， 17a 탤國據칩허而別팀觀象 此ò法也 ...... I、멋又 

9-解之外 隨事取象 ~흩變是適 멤車馬兄母 雖非종듭피之所歷용품 而국L령得推演寫러也 

37) <전서} II 갱 《역학서언》 권4. 24b. “原來此封‘以歸妹寫名 其實可tJ러立참 可以[딘 

選國 可以白戰 可以[김奈祝 ïJ]以리日 러質 可以[댐生牛 可以l김雨H좁 可以ò天地間萬事

萬物 其有歸妹之象 亦其萬象之中讀象之- ~Pø歸妹寫Jl:t돗f‘之主象而他事皆정:tf1‘” 

38) {전서} II• 43. {주역사전》 권7. 31a “大象傳者 孔子3二짧家 象象之外 別딩玩象以 

자君子之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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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볍칙을 따르는 군자의 도덕적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라 해석하는 

경우가 았다고 한다. 정이천과 주희는 모두 이 문장을 “하늘의 운행이 굳 

건하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스스로 굳서l어 쉬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 

러나 다시 다산은 역학은 오로지 추이법을 따라 해석해야 하며 실제의 현 

상에 근거하여 역의 문장올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한다39)설사 하늘의 운행 

이 굳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패 대상전의 01 문장은 오직 역학의 
독해 방법애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이법에 의하면 건패는 복패 

(復封)에서 양이 하나씩 쌓여 이루어진 패로 파악된다 복패에서 건패가 

되려변 하나의 震(震이 곧 陽이다4이)이 하나씩 쌓여야 하는데 ‘자강불식’ 

이란 진패의 덕(외유내강)과 복패에서부터 양이 쉬지 않고 하나씩 쌓여 이 

루어진 것을 상정하는 것이라 해석한다41) 이처럼 다산은 추이법을 적용하 

여 〈대상전〉의 모든 패를 해석한다. 다산 역학에서 공자의 〈대상전〉은 점 

과는 관계없이 패가 역리사법을 통해 전적으로 의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 

디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거인 것이다. 

다산은 역이 전적으로 복서리는 주장에도 빈대하지만 역 01 전적으로 의 

라서라는 것에도 반대한다 복서이면서 동시에 의라서얀 것， 그 점에 역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역의 용도는 다양하게 휠-용-될 수 았다. 의리 

적 방법은 그 중의 하나이다 

역의 다양한 활용은 역이 다른 점서에 비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의 그리한 다양한 휠용은 바로 접서를 위해 고안되었던 역리사 

법이리는 역의 독특한 체계에 말미암았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이 

역리사법을 《주역》의 대의(大義)라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39) {전서)II-43 ， {주역사전》 권7 31b-32a “天， →티→周， 固亦行健Z象 然易之寫道

훤:主十二땀 推移之농 不可但以天1센水火需風11)澤 4텀與~êm.之象 뼈此大象之답~‘” 

40) 디산은 復됩란 陽이 처음 생겨나는 좌로 0]때 하나의 陽이란 震죄의 德을 싱정한 
다고 한다. ~주역사전》 권1 35b 침조. 

41) {전서)II-43 ， <주역사전》 권7 31b “乾之本復iJ1. 復臨家大빠央 每得-震以進 步

震其究寫健 則是天行之所以健 l띤其有7폼켄l 震之寫춧f 外柔內剛 ;품덤햄m 積之至

六乃成純德 fE不息、也 文王之fi'뺑;不딘 用是週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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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산의 주희 역학 바판과 역라샤볍 

송대 역학샤에서 주희 역학의 두드라진 특정 두 가지는 《周易》이 점서 

임을 강조 《주역》해석에서 상(象)을 중시하고 통사에 패변론(封變論) 등 

한대 상수역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던 점과 유목(劉救)의 도서역 

(圖書易 : liìJ圖와 洛書)과 소강철(Bß康節)의 선천역(先天易)을 결합하여 새 

로운 상수역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주희 역학은 원대(元代) 주희 철학이 

관학띄 지위를 점한 이후 청초까지 주역 해석의 권위적 이론으로 안정되 

어 오지만 칭대에 들야오면 고염무‘ 황종희‘ 모기령， 혜동 등 고증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B]판을 받는다.42) 

정약용의 주희 역학에 대한 비판은 도세역과 선천역을 바판하였다는 점 

애서는 청대 고증학자와 공유하는 부분이 았지만 주희 역학에 대한 고증 

학지들의 전반작 거부에 대해서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차야를 보인마. 다 

산은 한대 이태 역학이 주희에 띄해 대부분 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살피지 못한 속유(1양庸)들을 비판헬3) 뿐 아니라 자신의 역학 연구의 

결정판이라 할 《주역사전》 젓 장에서 역라사법이 이미 주희에 의해 천명 

되었음을 자세히 밝히고 았다. 다산의 주희 역학에 대한 이오}같은 평가를 

청대역학자들과 비교하여 보면 언어나 문헌의 고증 차원에서의 비판이 아 

니라 역학에 대한 분명한 자기 가준 위에서 이룬어진 비판이라 볼 수 았 

겠다. 정약용의 주희 역략 B]판은 문헌 고증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역 이 

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처l계화된 두 역학 이 

론을 B]교함으로써 각 이론이 기반한 철학적 차이를 살펴불 수 았기 때문 

42) 주회의 도서역과 선천역섣이 그 문헌의 71원에서 역학괴는 무관한 것이 새설이지 

만 주회는 하도낙서의 원t:'l를 우주의 윈리 그 자체로 파악한다 하도낙셔와 선천 

역이 역의 근본 윈리를 담고 았는 이상 문헌의 진위 여부는 다음 문제였다 따라 

서 문헌 고증을 통한 주희 역학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역 이콘의 제시까 없는 한 
의미있는 배관。、끼 아렵다 

43) 《천서;ì Il-46. '\약학서언싼12. 14a " 自南삐降 易學大備.~子 名言훈理多在木義 

fi~t펌기: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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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주희 역학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을 통하여 

두 이론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 차이를 통해 주희와 비교되는 다산 역학 

사상의 철학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날벼기로 한다. 

다산은 《역학서언》의 〈짧子先天論〉이란 글에서 주희 역학에 대해 직접 

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때)(소자선천론〉은 모두 여닮 편의 소논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았다. 먼저 〈論짧民八됩方位之 

圖〉와 〈論짧民八휩先天之說〉은 소강절의 이른바 복희선천필패가 역과는 

관계없는 날조된 것임을 비판한 내용이다 주희는 소강절의 주장을 받아들 

여 문왕이 만든 《주역》을 後天易으로1 복희가 만든 역을 선천역으로 하여， 

자연의 원리가- 인위적 조작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어 이룬어진 역 의 

근본으로 선전역을 파악한다. 그러나 《주역》 이외의 별도의 역을 인정하지 

않는 다산으로서는 선천역에 대한 주회의 이라한 견해를 받아틀일 수 없었 

다. 다산은 여러 논증을 통해 선천역설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45) 

두 번째로 〈論짧民八封次序圖)， (論河圖馬八封之則〉은 팔패 생성의 원 

리를 소강절의 이른바 가일배법(加←→倍法)과 하도를 통해 설명한 주희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주희는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태극， 양의， 

사상， 팔패로의 발생 순-서릅 소강절의 가일배법과 하도를 근거로 설명한다. 

주희는 소강절의 배로 더해가는 법(加一倍法)은 태극에서 양의1 사상， 팔 

패， 64패 및 그 이상의 패에 이르기까지의 우주 생성의 자연스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역패 형성의 원리로 수용한다. 이울 

러 하도의 수리 또한 팔패 형성의 원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다산은， 역패 

의 형성은 八렘를 기초로 推移의 원리에 따라 창작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다산은 하도 및 가일배법이라는 별도의 원리에 의해 역패가 형성되었다는 

44) <소자선천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소깅절의 선천역뿐 아니라 하도낙서에 대한 내 
용도 포함되고 있다 하도낙서는 소강철의 이론이 아니지만 주희는 이를 자신의 

역학체계 내에 통합하고 하도낙서를 선천역의 기윈이 되는 자연지역으로 파악한 

다 따라서 이 글은 소강절의 역학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주희 역학에 대한 비 

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5) ~전서~ Il-46, ~역학서언》 권2 28a-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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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받아틀일 수 없었다. 다산은 가일배법의 문지1로 특히 사상(四象)에 

대한 정의에 주목한다. 주희는 사상을 少陰， 少陽， 老陽， 老陰이라 정의하 

지만 다산에 따르면 소음 소양 노양 노음은 操著 과정에서 생기는 패와 

관련된 이름이지 질제적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주희 

주장의 불합리성을 비판한다46) 

세 번째로 〈論先天橫圖九六→t;;\說)， <論本義乾坤策數之義>， <論河障l洛書

參天兩地之義)， <論河圖老少互藏之法〉은 노양수 구(九) 노음수 육(六)， 간 

의 책수 216, 곤의 책수 144, 삼천양지(參天兩地) 등 《계사전》에 보이는 

역수(易數)에 대해 주희가 선천도와 하도를 근거로 설명한 것을 비판한 글 

이다 주회는 역수란 자연의 원랴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 때문에 역수틀 오 

두 선천도 혹은 하도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그라나 다산은 하도의 生數成

數說이나 선천도의 수론은 모두 역과는 근거없는 섣임을 상세히 비판힌 

다47) 다산은 이틀 역수를 모두 설시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섣벙한다.48) 

〈소자선천론〉을 통해 본다면 다산은 주희 역학이 패 형성과 역수를 논의 

하면서 추이법과 설시법이 아닌 가일배법이나 하도낙서와 같은 별도의 윈 

리틀 근거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윤 알 수 있다 

주희는 역을 자연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때 자연의 원리란 

곧 주희에게 있어 보편적 리를 의미한다. 역이 바로 자연적 원리에서 나왔다 

고 생각하는 주희에게 있어서는 비록 도서역과 선전역설이 청대 역학자의 

비판처럼 그 문헌의 기원에서 역학과는 무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면 문헌의 진위 여부는 이차적 문제에 불과하였디 주희는 

하도의 원리와 소강절의 가일배법을 자연의 원리 그것으로 받아틀였다49) 

46) ~전서~ II-46, ~역학서언》 권2 28ab 및 38b--40b 
47) ~전서~ II-46, ~역학서언》 권2 35a-38b 
48) 역수와 관련하여서는 《주역사전》의 〈著훗H專〉에 상세하다， 시초점을 세어 패를 뽑 

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희가 《역학계봉》에서 자사1히 밝혔지만 다산은 주희의 방법 

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독득한 점법을 주장한다. 다산은 이를 〈합|博〉이라는 

별도의 글을 통해 상세히 섣벙 하고 있다. 다산의 섣시법에 대해서는 白英#의 <T 
若構의 周易 解釋方法의 特質)(1995년，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을 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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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원라에서 역을 설명하려는 주희의 생각은 모든 역수에 대한 설 

명에도 일관된다. 나아까 이 자연익 원라는 역학에반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홍범구주， 율여(律呂). 십간십이지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밍) 세계는 

자연지리( 自然之理)라는 보편적 원리에 포괄되는 것이다. 

“사칠 천지의 원리는 하나일 뿐이다 비롯 때에 고급괴 선후가 같지 않 

음이 있지만 그 윈리는 결코 둘 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복희씨는 〈하 

도〉에만 의거해서 역을 지었고‘ 〈낙서〉를 예진하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낙서〉와 함치하였다 우는 〈낙서〉만 의가해서 〈홍범〉을 지었으나~ <하 

도〉를 참고하지 않았으나 저절로 〈하도〉와 부합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무앗 때문인가? 진섣로 이러한 윈라 밖에 또 다른 윈리가 없기 때문 

이다. 그라나 여기에 그치지 않으니 율려는 5성 12율이 있으며 서로 곱한 

수는 결국 60이디. 날짜 01름어}도 10간 12지가 있으며 서로 곱한 수는 역 

시 결국 60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역 이후에 나온 것얀데，그 수의 사작 

은 같지 않으냐 역의 음양 책수의 많고 적음과 더붙어 스스로 사로 배함 

한 것이 모두 60이니 서로 부합하지 않음이 없다 하대의 오운육기와 잠동 
게 몇 태을 등은 비록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또한 서로 통하지 않음 
이 없으니， 이는 스스로 그랴힌 웬라이끼 때문이다 "51) 

그러나 다산은 역을 역리사법과 설시법만으로 설I영한다 역은 주희가 생 

각하듯이 복화나 주공도 어찌할 수 없는 착연의 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예 외해 응용되어 필요에 맞게 변형된 것 

이다. 성인아 역을 만든 과정을 검토해 보면 거기에 반영된 실제 세계의 

49) 朱熹 《易學햄寒》1 〈原훗탤第二〉 

50l iJ-I田慶兒는 주회에게는 數쩌 주지주의라고 부괄만한 주장야 았디고 파악한디 김 

선근 역， 《주자의 자연핵l p.271) 

51) 朱熹 《易學땅豪》. 〈原本圖第-) “;1;1;寶天地之理， -jìiiE롯‘ 펴偏꿈천古今先後之不同 

ITIT其理J11J不容有二t!l 故tJ義{EI據퍼圖)::)11=易 則不必폈見洛좀而已;c펀與;깐슴훗 大禹
f타據洛書以作範 J1IJ亦不必追考!可圖而已， a품L며之￠T쫓 只m以짝、者 何봤 誠以￠단里之外 

無復他理故tß. 然끼햄-此爾 律呂有五聲十二律而其相乘之數 ~於六十， B 名有f千十

二支 而其相乘之數 亦짧於六f 二者 皆出於易之後‘ 其l밀數又各不同 然L띠易之陰陽 
策數多少. 自相配슴 皆寫六十者 無不씀合符찢며. 下至運氣參同太→之屬 힘힘;足道 

然亦，;t不펌遇 휩죄然、之理t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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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역의 웬리가 자연의 원리 그 자 

체는 아니다 역의 윈라는 점서를 위해 자연의 원라를 응용하고 있지만 역 

의 원리가 그대로 자연의 윈리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학이라 

는 고유 영역을 벗어니 易理 혹은 易道를 자연 세계의 원리나 인간의 윤 

리와 결합하여서는 안된다. 

“역라(易理)는 그 나름대로의 역리(易뱉) 0)며 중용(中庸)은 그 나름대로 

의 중용(냐]庸)이니 서로 끌어다가 주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52) 

“張軟는 기의 변화를 도라 하였다. 무릇 음양익 조화와 금 · 목 · 수 · 회 

· 토 오행의 변동은운동은 우리 얀간이 밟아나갈 갈이 아니냐 어떻게 그 

갓이 人道일 수 있겠는m 만약 ‘한반 음이고 한번 양하는 것아 도‘라는 

갓이 본래 〈역전〉에 큰거한 말이라고 하려는까 이것은 天훤에 관하야 말 

한 것이지 人道에 관해 말힌 것은 이니며 易道어l 관하여 벌하는 것아지 
天道에 관하여 한 말이 아니다 어찌 사람이 본생윷 따라야 하는 道{率性
之폈)흘 열유일양어l 귀속사키는가?'~밍) 

다산은 역학의 재 개념을 역학의 맥락에서 벗어나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다.:34) 마찬가지로 易數 또한 하도와 같은 별도의 원리 없 

이 설시볍과 관련하여 일관되꺼1 설병환다. 주희는 〈계사전〉의 天地之數 五

十을 하도의 수라고 보고 이를 大術之數에 대한 근본 수로 설맹하지만55) ， 

다산은 천지지수란 천수(1.3.5.7.9)와 지수(2，4，6.8，10)를 모두 더한 합에 불 

과한 것이라 지적한다.56) 마찬가지로 대연지수 50이란 50연패를 까리카는 

52) (전서》 II 4, 7b 《띠庸講義》， “易理自易理 中庸담中庸 恐不g、댐援폈訊←ι ” 
53) (全書》II 《굶子要義)39 ， “張子tl氣化寫펴 솟陰陽造{t.， 金木水火土之變動， ~t:콕身 

z所得æ， 則뿔품道乎 若듭‘-1陰←→陽之詞j흰 本之易傳 J:llj是듬꿋道 不是人道， 是言

易週 不품天道 뭘可1::)，펌人率lí之道 歸之f쓴陰→陽乎.’‘ 

54) 《전서3>U-44.26b <주역사전》 “夫讀聖經而求聖道 其字챔、名합最宜精核 不可 j율}‘헌PIJ 
是也

퍼) 《주역본의》 〈계사잔 상 9) “大lf之數五 |• 땀'1::)펴圖中宮天五乘之 IrllJ깝之” 
56) 'z전서}II←44↑ 20 《주역사전》 ‘ 凡天地之數 五十有五者 :Jf:有微柳폴짧之J!l! 只是示

合즙|之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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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 하도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다57) 또한 삼천양지도 음과 양의 

획올 비교하면 음획은 가분대가 비어 있으므로 그 크기자 양획에 비해 2 
3인데서 착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六 七 八， 九의 려는 수도 세 번 시 

초를 셰어(據著) 얻어진 것이 세 번 모두 홀수(奇數)인 경우 삼천양지에 

의해 구(3번 X 천수3)라는 수가 나오고 세 번 모두 짝수(偶數)인 경우는 

육ü번 X 지수2)이라는 수가 얻어진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58) 다산은 하도와 같은 별도의 원리가 없이도 易數를 뚫法과 관련하 

여 설명하였던 것이다. 

다산의 역학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역의 창작 원리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희는 역이란 리를 밝히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인삭 하에 역을 자연지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려한 구 

상에는， 모든 원리는 통일적 원라에 의해 포괄된다는 인식이 기반하고 았 

다 그러나 다산은， 사실세계의 고유한 영역을 포괄적 원리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는 주학의 사유에 대해 비판적이다. 여기에는 보편적 윈리를 매개로 

사실세계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려는 주화의 철학에 대해， 보편적 원리에 

대한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사실 세계를 인식하.:lLAt 하는 다산의 사유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희의 철학야 역학에 근거한 형이상학을 통 

하여 經을 통일적으로 혜석하였다면 다산의 ‘;끊四書學’은 보편적 리에 

대한 매개 없이 알관된 해석의 길을 모색하였다고 하겠다. 

5. 결 론 

본 논문은 《주역》 경문에 대한 해석 원리로 평가되는 다산의 역리사법 

이 디잔 역학에서 갖는 위치와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라 

57) 《전서)II-44 ， 15 {주역사전》“大쩌者 {댐f之謂m." 

58) {전서)II-44， 21 'Î주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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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읍과 같다. 

변처 다산 역학에서 상제천이 갖는 위치와 의의는 복서로서의 역과 관 

련되며 다산 역학의 중요한 특정은 역리사법에서 찾아야 한디눈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산의 상저l천 개념이 다산 역학의 특징을 규정하는 개 

념으로 주목되었지만 사설 다산 역학에서의 상처1천은 경학으로서의 역이 

아니라 복서적 가원을 잦는 역의 창작 정산과 관련하여 의미있게 논해지 

고있음을볼수있다. 

둘째로 다산 역학에서의 역리사법은 역이 복서라는 영역을 넘어 군자의 

도덕 수양을 위한 의리서로 활용할 수 있는 원려로 작용한다. 역학이 점서 

업과 동시에 경화서로 연구될 수 있는 것은 역리사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 

다. 다산은 周代에 복서로서의 역이 經學으로 발전된 것도 추。1 ， 효변과 

같은 역리사법의 활용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찰한다. 다산은 《주역》의 〈乾

죄九三의 9..離〉와 孔子가 쓴 〈?ζ象傳〉이 역리사법에 의해 역이 점서 이외 

에 의리서로 활용된 대표친 사례로 지적한다. 다산의 역학 연구가， 역에 

대한 복서적 관심보다는 ?避四書애 관한 종합적 연구리는 쩡학적 관심에 

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역리사법이야딸로 다산역의 특징을 규정하는 이론 

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역리사법은 《주역》 정문에 대한 해석 원리일 뿐 아니라 역 창작 

원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주역》 경문 및 공자의 〈대상전〉이 역리사법 

을 통해 제계적아고 일관된 해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역(팬}으로 역이 

역리사법에 따라 만들어졌음올 반증한다. 다산은 추이론을 통해 14벽패와 

，50연패익 64패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고 묻상과 효변을 통해서 역이라는 

상정 체계가 의미화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주희는 《주역》을 복서로 보았다는 것과 역리사법을 경문 해석 방법의 

일부로 수용하고 았다는 점에서 다산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 

희가 《주역》 이외에 《先天易》을 역의 근본으로 섣정하고 역 창작의 원리 

를 t며圖洛書와 짧康節의 理論에서 찾고 였다는 점에서‘ 주희 역학은 역라 

사법을 역 창작 원라로 보는 다산 역학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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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주희 역학에 대한 비판은 역리사법 야외에 엽然之理라는 보편 원 

리를 근거로 역을 해벙하는 先天易說과 폐뭘洛書論에 집증된다. 다산은 역 

을 구생하는 역학의 원리를 자연의 원리가 아넌， 복서로서의 역을 구성하 

기 위해 인위작으로 고안된 웬리로 파악하고 그러한 얀식 하에서만 역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디산은 그의 力作얀 《周易四

護》에서 易理四法과 짧著法에 근거하여 《주역》 경문의 해석은 물론 〈계사 

전〉의 易數에 대한 합리 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역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 

얀 해명을 하였다. 주희 역학과의 벼교를 통해 우리는 인간과 자떤 맞 사 

실 세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적 원랴에 의해 통합하고 았는 주희 칠학에 

바해， 그라한 통열적 원랴에 대힌 매개를 통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개별 세 

계를 얀식하고자 하는 다산 샤유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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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中文補要l

茶山丁若構的易學思、想、和易理四法

金永友

本論文是指通過茶山T若購0762-1836)的易學理論‘ 맨‘易理四法‘考흉了 

茶LlJ的易學思;想

本文第→章是主要談討了E存짧究中t달人흉한視的茶山上帝天搬念在茶LlJ易 

學中i'tJ位置和意義. 茶山的對上帝天的新跳望從與易創作原先精神的關聯來

看， 是非常重要的. 茶山批評了易由手個λ 功利틴的而變質寫據知上'ffl之命的 

手段(探命)的歷벚， 努力復生隨上帝之命而導民生的易創作精神.

本文第二章和三章是分析了茶山的易理四法. 茶山的上帝天若從 H숲的角 

度有與易起源之關聯， 易理l띄法從;經學’的立場有與易學意義之關系. 茶山的

易理四法不盡是 『周易Ji 經文解釋方法 而且是易創作原理. 茶山認寫易是經

過易理四法的活用， I超過 ~Z숱而轉換첨君子道德、修養的義理書. 茶山指出 『周

易」 〈乾합九三之갖解〉和JL子寫的 「大象傳」 是易經過易理四발而活며혔義 

理書的代表껴ílJ 茶LlJ的易學빠究有不從對易的 h옳的關心而從쯤學É!~I關心聞始 

出發的特면， 因此易理四法則是可被評寫茶山易理5縮안骨幹 

本文第四章是經過對朱熹易學的茶山的批評而考흉了茶LlJ易學的哲學意義. 

朱熹和茶LlJ都把『周易」看成馬 F書 以易理四法均吸收寫經文解釋方法之

E , 朱熹是除周易之外， 把 『先天易』 設定寫易之根本， 用河圖洛書和B~康節

的理論來解釋易創作原理 j를 먹、是朱熹哲學與把易理四뾰看做寫易쉽IJ作!형理 

的茶띠哲學之間的維對的差農 因此 茶山的對朱熹易學的批評集中在子易理

四法之外， 1까普遍原理， 된n 自然之理쨌據來解設易的先天易說和河圖洛書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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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ÚJ以寫易學原理不是自然、原理‘ 而是 「짧之易的人寫原理， 井且他主張只在

如JLt的認識之下， 才能iE確地掌握易的原理. 茶山在他的力作 『댐易四쫓』 中

指tily關手易的有→實性 系統性的解釋 如根據易理四法추[J設著法的T周易』 

經文解釋以及 「擊離傳」 的易數슴理的說明. 

通過|可朱熹哲學的比較， 我們可以看出與댐包폈댄]原理來把人間， 自然以잦 

事實世界統合的朱熹哲學相Jt 沒有如此的統 原理댄]媒介而認識個別世界的 

茶山면、堆ÊÝ'l←→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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