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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9세기 조선 학자의 자연철학에 관하여

－최한기의 기륜설을 중심으로－

김 선 희*
1)

【주제분류】한국철학, 자연철학

【주요어】최한기, 성기운화, 기륜설, 뉴턴, 데카르트, 자연철학, 자연학, 중력, 

담천, 프린키피아

【요약문】대학 분과나 학문 제도에서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기 이전, 자연학과 

철학은 중층적 구조를 유지하며 혼종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종성

은 동양은 물론 19세기 중반 ‘과학자(scientist)’라는 개념의 뒤늦은 등장이 예

시하듯, 전문가로서의 ‘과학자’가 전문적 ‘과학’ 연구를 전담한다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규범적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서양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었다. 그러나 서구의 스펙트럼과 세계관에 따라 학문과 지적 제도를 재편성해

야 했던 동양에 있어 이 혼종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두드러지며, ‘과학’과 ‘동아

시아’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은 일종의 낙인처럼 작용한다. 이 논문은 하나의 시

론적 시도로서, 현재의 시선에는 혼종적이지만 당대에는 매우 정합적이었던 

기학적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최한기라는 19세기 조선 유학자의 자연철학적 기

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한기가 구상한 일종의 중력 이론 ‘기륜설(氣輪說)’이 

그의 사유 실험을 살펴볼 창이 되어 줄 것이다. 기계론적 세계관 속에서 천체 

운동 등의 자연 현상을 수학적 체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데카르트와 뉴턴

의 중력 이론은 서구 과학사의 관점에서 하나의 진보로 평가될 수 있지만 최한

기의 기학의 체계에서는 물질을 불활성에 가두며 자연계 운동의 원인을 신에 

돌리는 불완전한 체계 다. 그럼에도 최한기는 서학서로부터 실험과 수학적 

증명을 통해 기의 형질과 운동을 실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기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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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이처럼 최한기가 유학의 이념과 서양 과학의 지식들

을 결합해 구축한 ‘기학(氣學)’은 과학과 비과학을 결정하는 현대 과학의 지적 

권위가 작동하기 전, 마지막 비결정의 시대에 조선의 지식인이 꿈꿀 수 있었던 

자연철학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 줄 것이다.

Ⅰ. 들어가며_자연철학을 소환하기

엄 한 의미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기 전에 ‘과학’이 시작되지 않았다

는 것은 하나의 상식1)이지만, 이 상식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에게 17세기의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이 중세의 수비

적이고 신비적인 마술적 세계를 종언하고 근대 과학, 다시 말해 ‘진정한’ 의

미의 과학을 시작한 ‘과학 혁명’의 상징으로 인정되며, 뉴턴을 가능하게 했

고 또 뉴턴으로부터 발전된 (서구) 과학이 이미 탈맥락적이며 초역사적 보

편성을 가진 정합적인 세계 해석의 방식으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도 뉴턴도 그들이 활동

할 당시에는 ‘과학자(scientist)’가 아니라 ‘자연철학자(natural philosopher)’

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1834년에 국 학자 휴얼(W. Whewell, 

1794∼1866)이 ‘물질 세계의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자(the students of the 

knowledge of the material world collectively)’의 명칭으로 ‘철학자

(philosopher)’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고원하고(lofty) 광범위(wide)하다며 

‘과학자(scientist)’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2)하기 전까지, 오늘날 관점에서 

자연 과학 연구자들(man of science)이 모두 ‘자연철학자’ 다는 점은 의

심의 여지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러한 상식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몽주의 시대에는 자연철학으로 불리는 편이 더 자연스러웠다. 자연철학은 여

전히 철학의 한 부분이고, 혼의 존재, 물질의 능동성과 수동성, 자유의지, 신의 존재

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하 다.’ 토머스 핸킨스, 과학과 계몽주의, 양유성 역, 글항아

리, 2011, 30-31쪽.
2) Richard Yeo, Defining science : William Whewell, natural knowledge, and public 

debate in early Victorian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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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학의 제도나 학문 분과 안에 ‘자연철학’이라는 역은 남아 있

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Physica)’ 이래, 서양 지성사에서 자

연철학(philosophia naturalis)은 자연에 대한 추상적이고 통일적인 지식을 

추구해 온 철학의 중요한 학문 분과 다. 전통적으로 자연철학은 자연의 본

질을 탐구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분과 학문으로 기능해 왔지만, 

현재는 분과 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분해되거나 해체되었으며 자연 과

학 혹은 물리학, 천문학 등 개별 과학 연구의 전제 혹은 토대의 자리에 제한

적으로 재배치되었다.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추구하던 자연철

학자들은 연구자마다 정도와 비중은 다르지만 단순히 자연계의 물질이나 

자연 현상들의 작용 과정을 기술하려는 합리적 관찰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름의 세계관 위에서 현상의 원인과 작용 메커니즘을 탐

구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철학의 

목표는 오늘날 현대 과학의 목표와 다르다. 그러나 동시에 칸트가 지식에 있

어서 이성의 한계를 확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전통적인 철학이 

추구하던 학문적 목표와도 꼭 들어맞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대처럼 

대학 분과나 학문 제도에서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기 이전에 자연학과 철학

은 분리될 수 없는 중층적 구조를 유지하며 혼종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최한기라는 한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자연 

철학을 모종의 중층성과 혼종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의 독자적 세계관의 

차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흥미롭게도 최한기는 단언코 19세

기 조선에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 한역한 

‘서학서(西學書)’를 가장 많이 본 조선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하고 구

성한 일종의 보편학을 ‘기학(氣學)’이라고 명명한 뒤 이 내부에 분과 학문

들을 정렬하고자 했다. 그는 전통적인 성리학의 이론과 개념들과 다른 자신

만의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서양 과학 서적에서 얻은 지식을 

변용해 자신의 체계 안에 흡수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서학서에 담긴 다양한 자연학적 이론과 실험들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한 뒤 

기학(氣學)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의 이 독특한 시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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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이고 능동적인 근대 과학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상찬받기도 하지만 서

양 과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체계에 억지로 끼워 넣은 자

의적 독해에 따른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3) 

현재까지 그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도 그가 받아들인 서양 과

학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가 수용한 과학을 현대 과학이 상상하는 과

학의 이미지 즉 탈역사적인 완전한 정합적 체계로 전제한 뒤, 온전하고 체

계화된 당대의 과학 지식을 최한기가 자의적 혹은 창의적으로 변용했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그토록 완벽한 체계로 인정받던 뉴턴의 역학이 아인슈타

인의 등장 이후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듯 19세기 유럽의 

과학은 아직 미확정적이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체계 다. 이를 보고하는 수

많은 과학사적, 지식사회학적 연구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기 

동아시아 지식장의 지적 시도들을 주변부에 서 있던 수용자의 위치에 고정

시켜 두고 판단할 뿐이다. 

이 논문은 하나의 시론적 시도로서, 현재의 시선에는 혼종적이지만 당대

에는 매우 정합적이었던 기학적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최한기라는 19세기 

조선 유학자의 지적 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최한기가 구상한 일종의 

중력 이론 ‘기륜설(氣輪說)’이 그의 사유 실험을 살펴볼 창이 되어 줄 것이

다. 그러나 ‘최한기’라는 독특한 지식인은 문제를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환

기의 창일뿐, 그가 도입한 서양 과학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거나 그의 서

양 과학 이해 수준이 어떠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표가 아니다. 

이는 주로 최한기가 어떤 책을 참고했고 서양 과학을 어떻게 또 얼마나 이

해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최한기는 당시 조선인이 인적 교류나 체계적 학습 없이 오직 중국에서 

들어온 서적만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서양 지식 수용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아직 ‘과학자’가 등장하기 이전인 19세기 중반에 

동서양의 자연 지식이 철학의 차원에서 어떻게 혼종되고 변용될 수 있는지

3) 최한기의 서양 과학 수용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한 반성은 다음을 참조. 김선희, ｢최

한기를 읽기 위한 제언｣ 철학사상 52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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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줄 수 있는 전근대 자연철학의 상징적 지표다. 최한기가 유학의 이

념과 서양 과학의 지식들을 결합해 구축한 ‘기학(氣學)’의 독창적 기획에서 

우리는 비결정의 시대 즉 과학과 비과학을 결정하는 권력을 독점한 현대 과

학의 지적 권위가 작동하기 직전에 조선의 지식인이 꿈꿀 수 있었던 마지막 

자연철학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최한기와 보편학의 기획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우리의 자

손은 우리 증조부들의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

에서 비활동적인 사고 또는 교육 개혁의 구실로서만 가치를 지니는 사상들

의 박물관을 보게 될 것’4)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시대에 진리 던, 무엇

보다 ‘과학적’ 지식이었던 것들은 어느 순간 진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

며, ‘과학적’ 지식이라는 이름표를 떼어 주어야 한다. 

새로운 과학 이론 혹은 체계의 등장은 이전까지 과학 질서에 편재되어 

있던 항목들을 풀어헤쳐 검증을 받도록 추동한다.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지식은 ‘과학’의 범주 밖으로 몰려 폐기되거나 역사적 서술의 대상으로 제

한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역사적 현상이지만 주목할 것은 19세기, 서양 과

학의 유입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증조부의 과학이 아

니라 당대 자신들의 사유에 대한 폐기와 제한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서구 

‘과학’의 세례 대상이었던 동양이 시간으로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유일한 

합리성과 체계성의 외부 즉 ‘비’과학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조선 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학문은 두 가지 처분을 모두 받

았다. 

1803년에 개성에서 태어난 최한기는 한국철학사에서 ‘탈성리학적 유학

자’, ‘개화사상의 가교’, ‘근대적 과학사상가’ 등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잠

깐 동안의 관직 생활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스

4) 가스통 바슐라르, 현대물리학의 합리주의적 활동, 정계섭 옮김, 민음사, 1998,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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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없이 평생 혼자 공부한 재야의 학자다. 이 독특한 유학자는 평생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고 또 엄청난 양의 책을 썼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읽은 책의 종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저술의 스펙트럼이다. 그는 전통적인 

유학(儒學)의 학문적 지향과 가치를 내걸었지만, 그 내부는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연구 주제는 유학의 기본적인 학문 

체계인 정치철학과 형이상학, 윤리학과 인성론 등은 물론 천문학, 수학, 의

학, 화학, 광학, 물리학, 농업정책과 기술, 기계 일반 등 과학-기술 분야를 포

괄한다. 특이한 것은 이 각 분야 연구에 수많은 서학서들을 자원으로 활용

했다는 것이다. 최한기 이전의 유학자들도 예수회가 중국에서 간행한 서학

서를 읽고 연구했지만 최한기는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번역한 최신의 과

학 서적들까지 읽을 수 있었다.5) 그는 전통적인 유학(儒學)의 학문적 이념

과 가치를 지향했지만, 동서양의 사상을 회통하려는 포부로 모든 재산을 털

어 중국에서 간행된 서학서를 활용해 기학을 구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자 그가 표방한 학문의 이름인 ‘기학(氣學)’은 

단순히 기의 이론이 아니라 유학(儒學), 도학(道學), 성리학(性理學) 등과 

마찬가지로 이념과 세부, 형식과 내용을 갖춘 거대한 학문적 체계를 의미한

다. 특히 기학은 자연학을 토대로 다른 분과 이론들을 결합하고자 하는 독

특한 학문적 체계로, 이 안에는 우주론부터 인체 이론, 각종 천문 우주론과 

기계학 등 오늘날 과학에 해당하는 분과와 정치학, 행정학, 교육학 등 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분과 그리고 형이상학과 윤리학, 인식론 등 인문학에 해당

하는 분과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한기의 기학은 수사적 의

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보편학’의 성격을 갖는다.6) 라이프니츠가 

꿈꾸었고 헤겔이 구상한 보편학처럼 최한기 역시 이념과 체계, 그리고 세부 

5) 예수회의 우주론뿐 아니라 19세기 중국 상해에 거점을 두고 당대의 최신 서양 과학 정

보를 중국어로 옮기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번역 작업이 조선에도 전해짐에 따라 최한기

는 예수회가 전달한 프롤레마이오스적 우주관을 뛰어넘어 뉴턴의 중력 이론을 바탕으

로 저술된 허셜(John F. W. Herschel, 1792∼1871)의 천문학 이론이나 국 선교의 홉

슨(B. Hobson, 合信, 1816-1873)의 의학 이론 같은 최신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6) 최한기의 기학을 보편학으로 평가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김선희,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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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와 방법론을 갖춘 철학적 보편학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

편학으로서의 기학은 다음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운화(大氣運化)는 지구와 달, 해와 별[地月日星]의 회전에 따라 연월일

시(年月日時)의 항상된 법도[常度]가 있고, 통민운화(統民運化)에는 예율

(禮律)과 강기(綱紀)가 있어 치란과 성쇠의 변천이 있고, 일신운화(一身運

化)에는 소장(少壯)과 쇠노(衰老)가 있어 이둔(利鈍)과 성패(成敗)가 몇 배

씩 늘거나 준다. 작은 것에서 중간에 이르고 큰 것에 이르는 것에는 위로 거

슬러 올라가는 맥락(脈絡)이 있고, 큰 것에서 중간에 이르고 작은 것에 이르

는 것에도 순서대로 펼쳐지는 조리(條理)가 있다.7)

최한기의 기학은 형이상학에서 기원한 자연학[大氣運化]의 바탕 위에서 

인간학[一身運化]과 사회 공학[統民運化]이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체계

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대기운화의 역은 기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형이

상학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기의 형질과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학의 

역이기도 하다. 최한기의 독특한 개념인 운화는 자생적 활력과 그로 인한 

능동적 변화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때 운동하고 변화하는 내재적 

힘을 신기(神氣)라고도 부른다. 운화의 맥락에서 최한기 기학의 특징은 자

발적 활성을 가진 기가 만들어내는 자연, 인간, 사회의 접촉과 변용을 유가

의 도덕적 이상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연결하려는 체계성과 종합성 그리고 

도덕적 지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보편학의 토대에는 기(氣)의 형이상학이 자리한

다. 최한기에게 우주의 모든 현상과 운동의 원인은 기(氣)다. 이때 기는 형

질을 가지고 있으며 늘 활동하는 존재다. 결과적으로 기학이라는 보편학의 

토대에 자리하는 것은 기를 바탕으로 한 우주론 혹은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최한기의 지적 탐구는 우주론적, 형이상학적 기 이론보다는 

그 다음 층위인 개별 분과 연구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특히 이 분과

적 연구를 위해 최한기는 당시 중국에서 출판된 다양한 서학서를 적극적으

7) 大氣運化, 隨地月日星之轉, 而年月日時有常度. 統民運化有禮律綱紀, 而治亂盛衰有遷

移. 一身運化有少壯衰老, 而利鈍成敗有乘除. 自小至中至大, 有溯考之脈絡, 自大至中

至小, 有順布之條理. 人政 ｢四性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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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조선에서 유학과 서양 과학이 결합된 

새롭고 독창적인 학술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경계적, 혼종적 지식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분야가 서학서들을 통

해 확장한 자연철학적 역이다. 물론 조선에서 서학서를 학술의 자원으로 

활용한 것은 최한기가 처음은 아니었다.8) 최한기가 그들과 달랐다면 그것

은 그 누구보다도 광범위한 문헌을 섭렵했다는 점이며, 그들과 달리 개별 

과학의 한 분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학서를 본 것9)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한기가 그토록 많은 분야의 책을 읽고자 했고 또 자기 저술의 일부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추구한 학문의 범위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한기가 서양 과학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한 것은 자신이 구축한 기학의 실

질적인 내용을 증거할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세계의 구성과 운동에 관한 

이론이기도 한 기학의 실질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학서

를 활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한기를 서양 ‘과학’을 수용한 과학자나 과학사상가라고 

평가하는 태도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서양의 ‘과학’과 최한기

의 ‘기학’을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범주적 오류다. 강조하지만 최

한기는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수용하고 있는 실험과 관측의 

결과들을 ‘과학적 지식’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보편학으로서의 기학

의 관점에서 서양의 지식들을 통해 증험 가능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생각했

을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활동하고 사유했던 19세기까지 서양 과

학 역시 여전히 ‘생성’ 중이었으며 21세기의 테스트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정 하거나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8) 17세기 유학자 성호 이익이 대단히 개방적인 태도로 서학서들을 읽었고 제자들에게도 

독서를 권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서양 서학서에 담긴 자연 지식이나 수학을 연구

한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한기보다 더욱 정교

하게 서양 지식을 이해한 조선 유학자들도 있었다. 지구설을 인정하고 무한우주설을 

주장한 홍대용이나 우주론을 연구한 김석문, 수학을 연구한 남병철 등의 서양 천문학

과 수학 이해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9) 최한기와 동시대에 서학의 수학 이론을 깊이 연구하여 추보속해(推步續解) 같은 수학

서를 집필한 규재 남병철(南秉哲, 1817∼1863)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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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의 이론이 과학 이론으로 인정받으려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객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의 정상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테스트

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을 자연학과 통합하려 한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6-1650)의 시대에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신을 배제한 

이론이 진정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했듯, 실험 철학을 완성한 아이작 뉴턴

의 시대에 실험과 수학이 배제된 이론 역시 진정한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했

다. 나아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정상 과학으로 인정받

게 된 다음 시대에 데카르트도 뉴턴도 결점 없는 과학으로 평가받을 수 없

었다. 

그렇다면 최한기와 같은 전근대 학자들의 ‘과학적 사유’는 어느 시대, 어

떤 이론의 맥락에서 평가받아야 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뉴턴 이론

의 정오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뉴턴의 과학적 업적을 평가하는 ‘하

나’의 입장일 수 있지만 그것이 뉴턴 체계와 과학사적 위상 전체를 무화시

킬 수는 없을 것이다. 뉴턴이 논쟁 끝에 폐기시킨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

론 역시 뉴턴주의자들이 공격용으로 만들어 낸 ‘과학적 상상’에 불과하다

는 평가 안에 한정될 수 없는 고유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 특정 세계관이 작

동하던 시대에는 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들 각자의 노력이 평가

받고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한기의 기학 역시 일차

적으로는 그가 토대로 삼고 있는 세계관 내에서, 그가 기대고 있는 개념과 

사유 구조 안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한기의 자연학적 기획을 살펴보기 위해 뉴턴의 중력 이

론이 절충되어 있는 최한기의 기륜설(氣輪說)10)을 하나의 창으로 삼고자 

10) 기륜설에 관하여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가 토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용헌, 崔漢綺의 西洋科學 受容과 哲學 形成, 고려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문중양, ｢최한기의 기론적 서양과학 읽기와 기륜설｣ 대

동문화연구 43집, 2003., 박권수, ｢최한기의 천문학 저술과 기륜설｣ 과학사상 30
호, 1999., 전용훈, ｢19세기 조선인의 서양과학 읽기｣, 역사비평 81호, 2007., 김인

규, ｢조선후기 實學派의 自然觀형성에 끼친 漢譯西學書의 향- 空際格致와 談天
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Vol.24, 2004., 권오 , ｢최한기의 기설과 우주관｣, 
韓國學報, Vol.17 No.4, 1991., 김숙경, ｢최한기의 기륜설과 서양의 중력 이론｣ 東

洋哲學硏究, Vol.71, 2012. ____, 惠岡 崔漢綺의 氣學에 나타난 西學 受容과 變容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등. 선행 연구는 최한기의 전작들을 통해 기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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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륜설은 동서양의 자연철학이 절충되어 있는 최한기의 독특한 이론

이다. 그러나 기륜설의 분석 자체는 이 논문이 목표하는 바가 아니다. 최한

기가 서양 과학을 어떻게 어떤 정도로 이해했는지는 물론, 당대의 서양 과

학과 조선의 과학적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비교되어

야 할 것은 중력 이론과 그에 대한 최한기의 이해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자연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한기의 사상적 지향과 논리 그리고 

그가 참조했던 19세기 중반까지의 서양 과학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논문은 ‘과학’이 아니라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양자를 비교하고자 한

다.11) 이 맥락에서 자연철학이란 단순히 과학의 이전 이름이 아니고 철학

의 한 분과도 아니다. 이는 자연 현상 자체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연학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관 차원에서 원인과 기제에 대한 근원적 앎을 추구하

는 종합적인 철학이다.

최한기에게 특징적인 것은 전통적인 유학자들과는 달리 자연학을 토대

의 성립 과정을 밝히거나 담천과 비교하는 등 기륜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

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선행 연구 중에서 김숙경은 ‘다양한 중력 이론의 지평에서 기륜

설의 위상을 진단’하고 ‘기륜설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하려는 목적(惠岡 崔漢綺의 氣

學에 나타난 西學 受容과 變容에 관한 硏究 17쪽)에서 데카르트의 소용돌이설과 아

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기륜설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본고는 기륜설이나 중력 이론의 해명 혹은 비교 자체에

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중력 이론을 매개로 자연철학으로서의 최한기의 사상적 특성

과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1) 한 선행 연구는 최한기의 특성은 ‘엄 학으로서의 자연과학이 아니라 철학과 세계관

을 동반하는 자연학의 시선을 유지할 때 분명해진다’고 제안하고 자연학을 자연에 대

한 지식과 자연에 대한 관점 두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그 특성을 유기체론과 충돌

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계론적 관점의 대두와 강화로 평가한다. 김문용, ｢최한기 자연

학의 성격과 지향｣, 민족문화연구 59집, 2013. 본고는 김문용의 문제 설정에 공감하

지만 기계론 대 유기체론, 자연과 도덕의 관계 등은 최한기의 자연학-이 논문의 관점

에서는 자연철학-을 검토하는데 크게 유효하지 않은 틀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론과 유

기체론을 긴장 관계에 두고 최한기 내에서의 이론적 지향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최한

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서구적 시선을 최한기에게 투 한 결과이며, 자연과 도덕의 

결합은 유기체론의 특성이 아니라 최한기가 기반하고 있는 유학의 기본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자연학보다는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 시선과 그에 따

른 세부적 지식의 체계화를 묶는 틀로 당대 유럽에서 사용했던 ‘자연철학’을 내세우

고, 외부의 시선을 최한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한기의 시선에서 서양 자

연철학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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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분과 이론들을 결합하고, 기(氣)의 일반론이 아니라 서구에서 유래

한 자연 지식과 이론, 실험의 결과를 학문 체계 전체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자연학이 형이상학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라는 발상은 당시 유럽 학자

들이 공유하던 바 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Principia philosophiae)
의 프랑스판 서문에서 철학의 나무가 뿌리인 형이상학, 줄기인 자연학, 가

지인 기타 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12) 데카르트뿐 아니라 

스피노자13)도, 뉴턴을 웅으로 추앙했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와 디드

로도 당대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철학의 기본 

원리로 삼고자 했다. 

최한기 역시 기학의 토대를 자연학에 두고자 했고 이를 독특한 자연철학

으로 완성하고자 했다. 이때 자연철학은 철학, 과학, 유럽의 중세와 근대의 

자연 지식, 동아시아 전통적 우주관 등이 복합적으로 혼종적으로 뒤섞여 있

는 최한기의 사상적 특징을 포괄하기에 더 효과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자연철학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지식의 토대이자 원리로서

의 세계관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적 전제가 필요한 

것은 ‘과학’의 시선으로 최한기를 검사할 때 최한기는 언제나 실패한 수용

12) ‘철학의 첫 번째 부분은 형이상학인데 인식의 원리들을 담고 있다. 신의 주된 속성들

과 우리 혼의 불멸성과 우리가 타고난 모든 명석하고 단순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부분은 자연학인데, 물질 대상들의 참된 원리들을 발견한 다음

에, 일반적으로 전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특히 지구와, 물, 마그넷, 그리고 여

타 광물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식물과 동물, 특히 인

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그가 나중에 그에게 유용한 다른 학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철학 전체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

이다.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며, 그 줄기는 자연학이며 그 가지들은 다른 모든 나머지 

학문들인데, 이것들은 크게 의학, 기계학, 윤리학으로 귀결된다. 윤리학이란 다른 모든 

학문들의 지식을 전제로 하면서 지혜의 최고이자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최상의 완전

한 도덕 이론이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원석  역, 아카넷, 2002, 536-537쪽. 번
역서는 ‘물리학’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자연학’으로 수정하 다. 

13) 자연학에 관한 개별적 저술이 없지만 스피노자 역시 자연학의 토대 위에 윤리학을 정

초하고자 했다. 그는 데카르트가 자신의 자연철학의 형이상학적 근거로 내세운 관성

(inertia)의 원리와, 홉스가 유물론적 입장에서 물질의 제1원리로 정립한 코나투스

(conatus)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관성 및 운동과 정지에 관한 이론을 전개

한다. 홉스의 운동학적 개념으로서의 코나투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
성환, 17세기 자연철학 그린비, 2008, 16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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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가까우며, 최한기가 구상한 ‘기학’의 관점에서 서양 과학을 평가한다

면 일방적 평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 ‘과학’으로 보면 

최한기의 비과학성이 두드러지고 기학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연에 관한 그

의 ‘과학적’ 통찰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Ⅲ. 중력을 향하여

1. 기계론 세계의 운동과 힘

동서양 모두에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사물이 어떻게 상호 

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중세 유럽인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천상계와는 달리, 지상계의 사물들이 4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원

소는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가진 

지상계의 사물들이 땅에 붙어 있거나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왔다. 중세 

사상가들은 자연 물체들 사이에 공감과 반감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발상으

로 물체의 낙하나 조수의 차이를 설명해 왔다.14) 이러한 마술적인 신비주

의적 주장들을 벗어나는 데 공헌한 것은 갈릴레이 같은 학자가 시도했던 기

계론이었다. 

갈릴레이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인과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탐

구하는 유용한 수단들인 실험의 역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으

며 다음 세기의 학자로부터 ‘실험과 계산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철학

적으로 엄격하게 거부되어야 한다는 학풍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으로 인정

받는다.15) 잘 알려져 있듯 갈릴레이는 실험을 통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통념을 거슬러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의 속도가 

질량에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뉴턴, 아인슈타인과 함께 중력 이해 

역사에 한 장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과학적’으로 연구했다고 

14) 야마모토 요시타카, 과학의 탄생 이 기 역, 동아시아, 2005, 688쪽.
15) 배리 가우어, 과학의 방법, 박 태 역, 이학사, 2013, 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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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것은 ‘물체는 어떻게 떨어지는가’이지 ‘왜 떨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16) 갈릴레이가 당면한 문제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

는가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17)이었다. 

이런 평가는 과학에 대한 현재 우리들의 일반적 인식에 부합한다. 지금 

우리는 자연계의 운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엄 한 수학적 계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6-17세기 운동에 관한 과학은 

운동의 ‘원인’들에 관한 연구 고,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

의 방법을 따라 연역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철학’의 작업이었다. 개별 실

험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보다 이

성에 의존해야 했다. 갈릴레이의 시대에는 실험보다는 제1원리로부터의 증

명이나 논증이 더 가치있게 여겨졌다. 자연철학은 ‘사물들의 작용과 특성

의 원인을 탐구’하려는 학문이었고 갈릴레이 역시 기하학에 따라 논증되어

야 한다고 믿었다.18) 본래 수학은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현상 세계를 다

룰 수 있는 형이상학의 도구 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자연적 실체의 참된 내적 본질로 뚫고 들어가기보다

는 현상들의 몇 가지 징표들을 인식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

릴레이가 추구했던 것은 사물들이 보여주는 현상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수

학적 법칙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근대적 의미에서 세계 최

초의 ‘과학자’로 불린다. 그는 당시까지 전제되어 있던 자연철학의 토대로

서의 스콜라적 우주관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관을 넘어서서 ‘원인’이 

배제된 현상들의 수학적 질서 쪽으로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16) G. 가모브의 중력: 고전적 및 현대적 관점에서 중력에 관한 갈릴레이의 이론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제 1장의 제목은 ‘물건이 어떻게 떨어지는가’이다. G. 가모브, 중

력: 고전적 및 현대적 관점 박승재 역, 전파과학사, 1973, 17쪽.
17) G. 가모브, 앞의 책, 22쪽.
18) 배리 가우어, 앞의 책, 50-53쪽. 그러나 배리 가우어에 의하면 갈릴레이가 설계한 실험

들은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실험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자신의 실

험 결과에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차라리 그는 자신의 제안을 수용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고 실험으로부터의 증거를 활용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정

교한 실험 장치가 아니라 이성과 상상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었다. 같은 책,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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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갈릴레이와 동시대 인물이자 역시 기계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자연학을 전개해 나갔던 데카르트는 ‘신은 운동의 제1 원인이며, 항상 우주 

속에 동일한 양의 운동을 보존한다’19)는 것을 자연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성적 추론에 따른 연역 외에 실험적 검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것은 모든 것의 제1 원리인 제1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기계론자로서 그는 모든 물질은 불활성이며 수동적이라고 여겼

기 때문에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된다거나 원거리에 있는 사물들이 직접

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주는 미세입자

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체가 움직이는 것은 천

체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 입자들이 소용돌이 운동을 하며 별들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접촉과 충돌 없이는 힘이 전파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력은 불활성의 수동적 입자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미세 입자

들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소용돌이 운동이 행성의 운동을 일으킨 결과

로 해석된다. 데카르트는 이 소용돌이 운동을 통해 조수 간만의 차, 행성의 

운동 등 중력에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20) 

이때 데카르트는 개체 내부에서 운동을 일으키는 힘을 찾지 않고 모든 

운동의 원인을 신에게로 돌린다.21) 개체들의 충돌과 분리는 개체들의 내적 

힘이 아니라 신의 권능을 통한 통상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데

카르트의 기계적 세계에서 운동의 모든 능동성은 신에게 귀속되고 개체들

은 전적인 수동의 상태에 놓인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소용돌이설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프린키피아
를 저술할 만큼 데카르트와 다른 입장에 서 있었다.22) 데카르트와 달리 뉴

턴은 물체에 내부적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다.23) 그러나 뉴턴이 말하

는 힘은 라이프니츠처럼 운동하는 물체 내부의 힘을 살아있는 힘24)이 아니

19) 데카르트, 앞의 책, 97쪽.
20) 데카르트의 중력 이론인 소용돌이 이론은 철학의 원리 3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1) 데카르트, 앞의 책, 97쪽.
22) 아이작 뉴턴, 프린시피아 권3 조경철 역, 서해문집, 1999, 1067쪽. 
23) 라이프니츠는 1686년에 발표된 ｢데카르트의 알려진 오류에 대한 짧은 예시｣라는 논

문에서 ‘살아있는 힘(vis viva, living force)’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토머스 핸킨스, 앞
의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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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다.25) 뉴턴적 체계(Newtonian System)의 

핵심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하지 않고 온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

적 법칙에 따르는 하나의 통일된 역동적 기계 체계로 설명하는 점이다. 행성

과 항성들, 달과 바다는 모두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기계적 원리에 따라 움

직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턴의 방법론이란 어떤 의미에선 그 당

시 형이상학이던 자연철학의 수학화를 통해 자연철학과 과학적 방법론을 통

일하는 것이다.’26) 

힘이 아니라 상호적 충돌에 의해서만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던 데카르트

의 소용돌이론은 이후 계몽주의자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뉴턴을 계

몽주의의 우상으로 추앙했던 볼테르는 철학편지에서 뉴턴을 데카르트 체

계의 파괴자로 부르면서 ‘데카르트의 철학이 시도라면 뉴턴의 철학은 완성

품’이라고 평한다.27) 그는 뉴턴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람들이 신비한 성질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소용돌이다. 그 존재를 한 번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유)인력이란 실재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증명했고, 비

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 원인의 원인은 신의 소관이다.’28)라고 말한다. 

이로써 계몽주의자들은 17세기에 근대 과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킬 고

전 역학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뉴턴의 역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한 것은 아니었다.29)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한, 자연법

칙들은 순전히 기술적(descriptive)이었다. 이 법칙들은 현상들의 질서 잡

24) 라이프니츠는 운동하는 물체 내부에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 힘을 ‘살아있

는 힘(living force, vis viva)’이라고 불렀다. ‘살아있는 힘’은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보

존하려는 욕망의 척도 기 때문에 이 힘의 작동은 이 세계는 붕괴되지 않을 것임을 보

증한다. 토머스 핸킨스, 앞의 책, 30쪽

25) 토머스 핸킨스, 앞의 책, 61쪽.
26) 이상하, ｢세계관의 변화로서 진보: 뉴턴역학과 특수 상대성이론의 비교연구｣ 과학철

학, Vol.4 No.2, 2001, 35쪽.
27) 볼테르, 철학편지, 이병애 역, 동문선, 2014, 75-80쪽. 
28) 볼테르, 앞의 책, 91-92쪽.
29) ‘뉴턴의 운동법칙들은 계몽주의 시대에 연구된 모든 역학현상들을 설명하기에 부적절

했다. 그의 법칙들은 중력과 같은 힘에 종속된 개별 물체의 운동을 기술했다. 이 법칙

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데는 정교했으나 고정된 형태로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로 구성된 단단한 물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고 유체의 움직임과 고정

된 현의 파동도 설명할 수 없었다.’ 토머스 핸킨스, 앞의 책, 55쪽.



논문90
힌 관계를 밝혀내고 그것들을 하나의 규칙 아래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세부적 이론의 성패와 관계없이 이 시대의 중력 이론에는 적어도 두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 

혹은 생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자연철학이 추구했던 바로 그 

목적, 즉 각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 원인들의 원인

중력의 탐구에서 기계론은 근대 자연철학의 지향이었지만 동시에 극복

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데카르트나 뉴턴은 자연 세계와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전을 이어나갔고 뉴턴은 이를 ‘힘’의 문제로 정식

화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18세기에도 물질의 불활성은 제거되지 않았고 생

명 현상이나 생리적 작용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계론 역

시 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데카르트나 뉴턴이 기반하고 있는 기계론에 따르면 물질은 그 자체로 철

저히 수동적이며 그 내부에는 어떤 생기적 힘도 없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중력의 원인은 우주에 퍼져 있는 섬세한 물질들의 운동과 압력이다. 물질은 

잘게 쪼개면 모든 질적 감각을 상실하고 형태, 크기, 운동만으로 관찰되는 

미립자가 된다. 자연계는 이 양적 물질로 가득 찬, 진공이 없는 공간이다. 

사실 이 기계적 세계 어디에도 생명은 없다. 기계론이 상정하는 자연계는 

인식의 대상으로 상대화된 비활성의 죽은 세계다. 

뉴턴은 데카르트와 달리 물체에 힘을 연계시키지만 이는 오직 물체 사이

에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뉴턴 당시 자연철학자들의 관성 개념이란 수동

성(passivity)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물질은 단순히 운동의 운반체로서, 그 

자체는 활동성과 “자기조직하는 힘(self-organizing force)”을 갖지 못한다.’30) 

행성의 운동을 입자들의 접촉과 충돌로 설명하는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

론 역시 근본적으로는 물질의 불활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질의 불활성이

라는 개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체계에서는 운동의 원인

30) 이상하,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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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에 반드시 신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뉴턴에게도 마찬가지 다. 

뉴턴은 광학(Opticks)(1730, 405)에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연철학

이 완성된다면 도덕 철학의 경계 역시 확장될 것(And if natural 

Philosophy in all its Parts, by pursuing this Method, shall at length be 

perfected, the Bounds of Moral Philosophy will be also enlarged)’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계몽주의 시대 자연철학자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

다. 뉴턴 같은 17세기 자연철학자들은 자연과 이성의 법칙에 도덕적 명령

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고 두 체계를 통합하는 궁극적인 힘은 신에게 귀속된

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자연철학을 탐구하는 일은 도덕적인 일이며, 신에 

대해 인간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와 기대에도 불구

하고 데카르트와 뉴턴의 이론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 무질서한 현상 세계의 

관계를 정렬하고 단순한 규칙을 추출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의 이론은 왜 그

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등 수학

을 넘어서는 질문에 답해 줄 수는 없었다. 

뉴턴은 자기의 작업이 중력 법칙의 발견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렇게 하여 물체의 불가입성, 가동성 및 충격의 힘, 그리고 운동의 법칙과 중

력의 법칙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중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또한 우리들이 여기까지 설명해 온 법칙들에 따라 작용하고, 천체와 우리

(지구상)의 바다의 모든 운동을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31) 

이에 덧붙여 뉴턴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중력의 원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고 밝힌다. ‘여기까지 우리는 우주와 지구상의 바다의 여러 현상을 중력에 

의하여 설명해 왔던 것인데 이 힘의 원인을 아직도 지정하지는 않았다.(중

략) 나는 지금까지 중력의 이러한 성질들의 원인을 실제의 현상들로부터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제로 현

상으로부터 꺼낼 수 없는 것들은 모두가 가설이라고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설은 그것이 형이상학적이거나 형이하학적이거나 또한 신비한 

성격인 것이거나 역학적인 것이거나 실험철학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치를 

31) 아이작 뉴턴, 앞의 책, 10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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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철학에서는 특수한 명제가 실제의 현

상들로부터 추론되고 후에 귀납에 의하여 일반화되는 것이다.’32) 

이런 의미에서 뉴턴의 역학은 현대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는 물론, 당대 

자연철학의 관점에서도 불완전한 이론이었다. 특히 기계론적 세계관에 서

서 자연철학이 형이상학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었던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원인과 미시적 기제를 설명하지 않았던 뉴턴의 이론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미 뉴턴은 원인을 설명했었다. ‘여러 항성들의 체계들이 그

것들의 인력에 의하여 서로 낙하하지 않게끔, 신은 그 체계들을 서로 광막

하게 끝도 없는 먼 거리로 떼어놓았다’33)고 말할 때, ‘우리들이 수시로 어떤 

곳에서 보는 자연의 사물의 여러 가지 양상은 모두 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신의 개념과 의지로부터 생긴 것’34)이라고 말할 때, 뉴턴은 이미 일종의 지

성적 설계자로서의 신을, 천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배열

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진정한 원인으로 내세운 것

이다.

뉴턴과 그 계승자들의 시대까지 수학적으로 증명된 중력은 생명 현상이

나 생리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여겨졌

다. 그러나 중력의 세계에는 생명과 생성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며 중력 

현상의 원인 역시 신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중력은 형이상학에 

기대어 있는 자연학 즉 자연철학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인물이었던 데카르트(1596∼1650)나 

뉴턴(1642∼1727)도, 최한기가 참조한 19세기 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

(1792∼1871)도 현대적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운

동과 변화의 최종적인 원인을 신(神)에서 찾았다. 이들은 모두 자연철학의 

발전이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신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일 뿐

이며, 인간은 자연철학의 발전을 통해 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

다. 최한기의 기륜설은 바로 이 자리, 서양 자연철학자들이 공전하던 자리

32) 아이작 뉴턴, 앞의 책, 1072쪽. 
33) 아이작 뉴턴, 앞의 책, 1068쪽. 
34) 아이작 뉴턴, 앞의 책, 1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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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절충적으로 종합된다. 

Ⅳ. 최한기의 자연철학적 기획과 기륜설

1. 담천과 성기운화
동아시아에도 고유한 중력 개념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물

체의 낙하 현상은 위는 높고 아래는 낮다는 상하(上下)관념과 무거운 것은 

아래로 올라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경중(輕重)관념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높은 곳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진다. 이는 이론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사실이었다. 동아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기의 세계관 안에서 이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 다. 

최한기 역시 우주의 모든 현상과 운동의 원인을 기(氣)로 돌린다. 기학의 

체계 내에서 만물을 이루는 근원적인 바탕인 기는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늘 

활동하는 존재다. ‘기의 성질은 본래 활동적이며 늘 운행하고 변화하며 온 

세상에 충만하여 조금의 틈도 없다.’35) 사실 이런 주장은 조선 성리학자들

이 공유하고 있던 성리학의 일반적 기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한기가 

다른 조선 학자들과 갈라지는 부분은 그가 서학서가 제시하는 이론 및 실

험, 관측, 수학적 증명이 기의 실재성과 활동성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서양의 자연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기륜설 역시 오랜 연구

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이론이었다. 

최한기는 조선에서 최초로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기학 

체계에 적용한다. 최한기가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접한 것은 국의 천문학자

이자 철학자 존 허셜(John Fredrick William Herschel, 1792-1871)36)의 천

35) 氣之性, 元是活動運化之物, 充滿宇內, 無絲豪之空隙. 氣學 ｢氣學序｣ 
36) 존 허셜은 집광력이 큰 망원경을 개발함으로써 천체의 물리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한 독일 출신의 음악가이자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Frederick William Herschel, 1738∼
1822)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19세기 자연철학자의 이름은 서양에서도 지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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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개요(Outlines of Astronomy)(제4판, London, 1851)를 국 선교사 와

일리 (Alexander Wylie, 1815-1887)와 중국인 이선란(李善蘭, 1811-1882)

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간행한 담천(談天)(上海, 1859)을 통해서 다. 

천문학 개요는 뉴턴 역학에 기초해서 천체의 운행을 설명한 책으로 여

기에는 19세기 중반까지 서구 근대 천문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이 망라

되어 있었다. 서학서를 통해 지구설과 지전설을 수용하고 이로부터 기학이 

더욱 진보할 것이라고 믿었던 최한기는 이 책에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접하

고 자신이 발전시켜 오던 기륜설을 완성하는 데 활용한다. 

그는 자신이 이미 구축해 놓은 기학(氣學)의 패러다임 안에서 담천의 

다양한 서양 천문학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저서 성기운화(星氣運化)
(1867)를 저술한다. 65세인 1867년에 쓰여진  성기운화는 담천을 나름

의 원칙과 이론에 따라 발췌하여 요약37)하는 한편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만든 책이다.38) 성기운화는 그의 마지막 저서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이

라는 것은 이 책이 그의 사유실험의 최종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속에 담긴 독특한 중력 이론으로서의 기륜설은 절충적이며 독창적인 그의 

오늘날 허셜의 저서들은 거의 읽히지 않으며 허셜의 철학을 비중있게 소개하는 철학

서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활동할 당시 존 허셜은 천왕성을 발견한 유명한 천문

학자인 아버지 윌리엄 허셜보다 훨씬 명망이 높았다. 그는 윌리엄 휴얼이나 찰스 배버

지, 찰스 다윈 등과 교류하며 당대 학계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다. 1871년에 그가 사망

했을 때 온 나라가 그를 추모했고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뉴턴 옆자리에 묻혔다. 
37)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허셜의 천문학 개요는 중국에서 담천으로 번역되었고 최

한기를 이를 성기운화로 수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

다. 웨일리는 비교적 충실하게 천문학 개요를 번역했지만 이미 전통적인 고유한 천

문학 체계가 존재하던 중국의 지적 문맥을 떠난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 

나아가 서양 천문학을 학습할 목표가 없었던 최한기에게 손상이나 왜곡 없이 온전히 

서양 천문학을 이해해야 할 당위성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 ‘허셜의 
천문학 개요는 중국의 담천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조선에서 성기운화의 지적 자

원이 되었다.’로 고쳐져야 한다. 최한기는 허셜의 천문학 개요를 이해하거나 학습하

려는 목표에서 담천을 읽었던 것이 아니며 오직 전통적인 개념을 차용하거나 전통

적인 의미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문으로 저술된 담천을 이해했다. 
38) 최한기는 18권으로 구성된 담천을 13권으로 바꾸었고 각 권의 이름도 자기 나름으

로 변용한다. 예를 들어 권3의 ｢地理｣와 권5의 ｢天圓｣은 각각 ｢地氣數｣와 ｢天氣數｣
로, 권12의 ｢攝動｣은 ｢氣輪攝動｣으로 변용하는 식이다. 두 책의 목차는 다음의 논문

에 비교되어 있다. 문중양, ｢최한기의 천문학 분야 미공개 자료분석 :  象理數와 새 

발굴자료 준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Vol.23 No.2, 2001,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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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철학의 구도와 목표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뉴턴의 만유인력은 담천 권8 ｢동리(動理)｣에 소개되어 있다.39) 당시 

유럽 최신의 천문학적 지식이 담긴 이 책에 섭력(攝力)이라는 명칭으로 소

개된 뉴턴의 만유인력을 처음으로 접한다. 담천의 권8 ｢동리｣는 ‘물체가 

허공에 있으면 반드시 수직으로 낙하하는데 그 낙하에는 반드시 힘이 있으

며 이를 섭력’40)이라고 말하며 ‘뉴턴[奈端]’의 만유인력을 수학적 해설과 

함께 소개한다. 담천을 통해 뉴턴의 중력 이론이 처음으로 중국과 조선

에 소개된 것이다. 최한기는 아마도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은, 다시 말해 뉴

턴의 중력 이론을 가장 먼저 접한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담천 이전에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 천문학 관련 서학서들은 코페르니

쿠스나 티코 브라헤, 케플러 등 17세기 초반까지의 천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었지만 담천은 19세기 중반까지의 최신 서양 천문학적 지식을 다룬, 

거의 동시대적 저술이었다. 지구전요(1857년)와 성기운화 사이에 최

한기가 지나온 시간은 10여 년이었지만 1859년에 한역된 담천을 읽음으

로써 최한기의 지식은 2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은 것이다. 

2. 기륜설의 발전과 확장

최한기의 기륜설은 누적적인 학습과 동서양 절충의 산물이다. 최한기는 

상하의 위상차로 물체의 낙하를 설명하고 천체의 회전력으로 별의 궤도 운

행을 설명해 왔던 동아시아 전통의 중력 이해로부터 서학서들로부터 얻은 

사원소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지된 세계 이해, 티코 브라헤나 코페르니

쿠스 같은 중세 천문학에서 나온 지식은 물론, 담천을 통해 얻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양 천문학과 역학의 정보를 활용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이론을 구성해 나갔다. 

기륜(氣輪)이란 말 그대로 기의 수레바퀴를 뜻한다. 최한기는 천체의 둘

39) 담천에서 만유인력이 거론되거나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18권 중에서 권8과 권

12-14에 걸친 3-4권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중양, 2003, 305쪽. 
40) 凡物在空中, 必依他面之垂線下落 其下落必有力, 使之名曰攝力. 담천 권8 ｢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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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를 감싸는 기가 회전하면서 수레바퀴 모양이 된다고 보았다. 기륜설의 핵

심은 천체들 내부에서 비롯된 기가 천체를 수레바퀴 형태로 겹겹이 둘러쌈

으로써 여러 층위의 ‘기륜’을 이루며, 이 기륜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멀리 

떨어진 천체들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4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최

한기는 담천에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접하기 훨씬 전부터 기륜설을 발전

시켜 왔다고 한다. 기륜설은 1836년에 저술된 추측록에서 등장하며 이

후 1857년에 저술된 지구전요나 1860년에 저술된 운화측험에도 등장

한다.42) 추측록에서 기륜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물이 회전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곁을 감싸고 있는 기를 따

라 돌기 때문이다. (사물을 회전하게 하는 기는) 층층이 포개져 회전하

는데, 가까운 것은 빠르고 먼 것은 느리다. 또 지구의 사면에서 발산되

는 습열기(濕熱氣)가 있어 곧바로 위로 올라가서 지구를 감싸고 회전

하는 기(氣) 속으로 들어가 회전을 따라 함께 도는데 이것이 지구가 

회전하는 까닭이다.43)

본래 기륜설의 토대가 된 것은 역상고성에 소개된 티코 브라헤의 대기 

굴절 이론인 청몽기차(淸蒙氣差) 즉 빛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도 차에 의

해 굴절되는 현상인 대기굴절(atmosphere refraction) 현상이었다.44) 기륜

은 지체의 내부에서 발산되는 신열(身熱)이 몽기(蒙氣, 청몽기), 차탁기[次

濁之氣], 차청기[次淸之氣], 극청기[極淸之氣] 등 여러 층으로 누적된 것을 

말한다.45) 최한기가 ‘청몽기란 땅속에서 돌아다니는 기가 때때로 상승(淸

41) 이때 기륜설은 그 자체로 중력을 규명하려는 중력 이론이 아니라 기학의 우주론을 구

성하는 하나의 구조적 이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기륜을 통해 서로 떨어진 질량을 가

진 물체들 사이에 작동하는 힘으로서의 중력이 해명되는 것이다. 
42) 1836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추측록에는 기륜이 아니라 피륜으로 되어 있다. 기

륜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57년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지구전요
이다. 이후 최한기는 1860년에 저술한 운화측험에서도 기륜을 다룬다. 권오 , 앞
의 논문, 126쪽. 이십여 년 사이에 최한기는 기륜의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박성래, ｢한국 근세의 서양과학 수용｣ 동방학지 20집, 1978 참조.
43) 物之旋轉不息, 必有傍氣之隨轉. 層疊輪回, 近緊而遠緩. 又有地體四面衝發之濕熱氣, 

直上入于傍轉氣之內, 而隨轉同旋, 此乃地轉之所以也. 운화측험 권1, ｢地體自轉｣ 増
補明南樓叢書 권5, 78a.

44) 권오 , 앞의 논문, 박권수, 앞의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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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氣者, 地中遊氣, 時時上)’한다는 역상고성의 구절을 단서로 삼아 기륜

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고안했다는 것이다.46) 최한기는 지구절과 지전설

에 이어 청몽 즉 기륜을 통해 대기의 활동 운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활동운화의 기는 그것을 사람들이 처음에 땅이 둥근 데서 보았고 다음에는 

땅이 도는 데서 밝혔고 마침내는 청몽에서 다 드러냈다. 이것이 실어서 운

화하는 힘을 미루어 해 달 별들의 실어 운행하는 것을 헤아려보면 우주 내

의 모든 작용은 이 활동운화의 기가 하는 일이다.47) 

최한기는 조수의 차이 역시 기륜으로 설명한다. 최한기는 1836년에 저술

된 기측체의에서 피륜이라는 표현으로 기륜설을 전개한다. 

모든 별들의 움직임이 어찌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겠는가? 별들은 서

로 연관하여 천체를 이루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의지하며, 느리고 빠른 

속도가 서로 관련되어 운행이 쉬지 않는다. 조석(潮汐)이 생기는 것은 달과 

지구가 서로 마찰하는 기(氣)에서 생기고, 조석의 가감(加減)과 축(盈縮) 
같은 것도 달의 높낮이와 남북의 방향에 따라 생긴다. 별들이 움직이면 그 

주위의 기도 따라 움직여 피륜(被輪, 기륜)을 이루는데,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우므로 지구의 피륜과 달의 피륜이 서로 마찰하면서 돈다. 마찰하는 데 

들어가면 기가 수렴하여 당기므로 물이 그 당기는 데 따라 움직이니 이것이 

물이다. 두 피륜이 마찰하는 데를 지나가면 기가 놓여 나오므로 물이 그

에 따라 움직이니, 이것이 썰물이다.48) 

이후 최한기는 1850년대 티코 브라헤나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이론을 

45) 이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등 대기의 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숙경, 2013, 19쪽.
46) 박권수, 앞의 논문, 104쪽.
47) 活動運化之氣, 人始見於地圓, 次明於地轉, 畢露於淸蒙, 推此載運化之力, 以測日月星

之載運, 宇內用事, 皆是氣之所爲也. 최한기, 기학 손병욱 역, 통나무, 2008, 321쪽.
48) 諸曜之動, 豈是各自亂動, 聯綴成體, 大小相藉, 遲速相須, 運斡不息, 潮汐之生, 在於月

與地相切之氣, 至若加減盈縮, 在於月之高低南北. 夫諸曜之運轉, 其傍之氣, 亦隨而轉, 
以成被輪, 而月最近於地. 故地之被輪, 與月之被輪, 相切而旋入切處, 氣斂而吸, 水應其

吸而動, 是謂潮也. 兩被輪出切處, 氣放而噓, 水亦應其噓而動, 是謂汐也. 氣測體義 ｢潮

汐生於地月相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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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서양 천문학의 정보를 활용하

는 한편 동시에 이를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기륜설의 체계를 잡아나갔던 것

이다. 그리고 최후의 저서인 성기운화에서 뉴턴의 역학까지 수용함으로

써 그는 자신의 기륜설을 최종 단계까지 끌고 올라간다. 특히 아리스토텔레

스적이며 프롤레마이오스적인 우주론에 입각해서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

의 성질로 중력과 조석 간만, 천체의 운행을 설명하던 이전의 서학서49)와

는 달리, 19세기 중반에 저술된 담천은 최한기에게 뉴턴 역학을 바탕으

로 한 당시의 최신 천문학 이론을 제공했다. 전자의 우주가 고정된 물질의 

성질에 기반하는 정지된 세계라면 뉴턴의 체계는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 새로운 체계 다. 최한기는 이를 바탕으로 기륜에 대한 최한기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다. 

최한기는 담천의 ｢섭동｣이라는 편명을 성기운화에서 ‘｢기륜섭동

(氣輪攝動)｣’으로 고치고 이를 천체를 감싸고 있는 기륜들이 접촉을 통해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섭동이라는 것은 끌어당겨서 움직

이는 것이다. 뭇 별들의 거리는 비록 멀고 가까우며 높고 낮은 차이가 있지

만 각자 기륜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마찰하고 간섭하며 고 당기는 추세를 

이룬다.’50) 

성기운화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기륜설을 최종적으로 정

리하며 최한기는 기륜이 자연학 분야 연구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을 의심하

지 않았다. 그는 ‘뭇 별들의 기륜은 실제로 이 책이 천명하는 종지가 되니 

후에 역(曆)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륜을 가지고 측험을 쌓아가면 반드

시 많이 계합함이 있어 이 책이 미처 밝히지 못한 바를 밝힐 수 있을 것’51)

이라고 말한다. 기륜을 통해 자연계의 다양한 운동과 천체의 운동을 체계적

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다. 

49) 예수회의 바뇨니가 저술한 중세적 우주론을 담고 있는 공제격치가 대표적이다. 최
한기는 공제격치를 바탕으로 운화측험을 저술하기도 한다. 

50) 諸行星相距, 雖遠近高低, 各自有氣輪, 相切相攝 星氣運化 ｢星氣運化序｣ 増補明南

樓叢書 권5 103c. 
51) 衆星氣輪, 實爲此書之闡明宗旨, 以後究曆諸人, 擧氣輪而積累測驗, 必多契合, 可發此

書所未及. 星氣運化凡例 増補明南樓叢書 권5 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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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새로운 뉴턴의 이론을 접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성기운화의 기륜설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뉴턴 체계와 마찬가지로 수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최한기는 다른 책에서

도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성기운화에서는 특히 수학이 아니

면 기륜섭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초학자들은 먼저 수학을 따라 입

문하여 기의 형질이 뭇 별들의 기륜섭동을 이룬다는 것을 궁구하여 이해한 

연후에야 가히 그 수에 변통할 수 있을 것이다.’52) 최한기는 일종의 기학의 

세계관에서 ‘수학’과 ‘실험’이라는 서양의 ‘방법론’을 절충적으로 받아들

이고 있는 셈이다. 

3. 실험의 검증과 수학의 증명

최한기가 일정한 체계 없이 서양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폐기된 

중세적 지식을 활용하는 등 자의적인 해석과 절충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오류와 오해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는 연구도 있지만53) 최한기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서양의 자연학이, 천문학이 전시대의 이론을 넘어서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54) 

예로부터 지금까지 4∼5천 년의 대기운화(大氣運化)는 조금도 차이가 없

으나 사람의 소견은 크게 같지 않았다. 상고시대에는 단지 천도의 변화만을 

52) 初學諸人 不可不先從數學而入門 究見氣之形質 成諸星之氣輪攝動然後 乃可變通其數 

星氣運化凡例 増補明南樓叢書 권5 105a. 
53) 기륜설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문중양, 앞의 논문, 박

권수, 앞의 논문, 전용훈, 앞의 논문 등.
54) 그는 서양의 자연학이 발전 도상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현재에 구축된 지적 체계 

역시 다음 세대에는 폐기될 것임을 분명하게 자각했다. ‘단지 전에 얻은 서적만 보면 

비록 부족한 데가 없더라도, 뒤에 얻은 서적을 보게 되면 전에 본 서적에 미진한 데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대개 한 사람의 의사로 첨입해 넣은 탓에 있으니 후세 사람

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래지 않아 그 글이 버려지게 되니, 
이것은 실로 저술하는 사람이 깊이 경계할 일이고 또한 후세 사람이 한탄하는 바이다. 
(但見前所得之書, 雖若無欠, 及見後所得之書, 乃知前書有未盡. 多在於一己意思添入, 
不顧慮於後世人之經驗, 以致未久廢棄, 是實著書者深戒, 亦爲後人之恨歎. 氣測體義, 
明南樓隨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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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귀신에 의혹되었다. 중고시대에는 마침내 땅의 도리가 하늘에 응하여 

받들어 따른다는 것을 알았으나, 견강부회하는 데 매몰되었다. 근고시대에

는 인간의 경험이 조금 넓어져 기가 천지운화의 형질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나, 여전히 기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 다. 현
재[方今]에 이르러 마침내 기계(器械)를 갖추어 형질의 기를 증험하고 시험

하며, 상수(象數)로 인하여 (기가) 활동하는 변화를 밝힐 수 있었다.55) 

최한기는 자연 현상은 언제나 그대로지만 인간의 이해 능력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전제에서 근고시대에야 기가 천지운화의 형질이 된다는 것

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야 (실험)기계와 수학을 통해 기의 

형질을 증험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한기는 어떤 유학자도 이르지 못했던 수준에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통한 검증과 수학을 통한 증명56)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최한기는 기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경계하고 천문 역산을 위한 산학이 아니

라 실질적인 측정을 강조한다. 최한기는 서양 학자들이 ‘기’의 실제와 작용

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험하고 이를 수학화하는 과정을 높이 평가했고 기

학에서도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57) 

55) 自古及今, 四五千年大氣運化, 無小差異, 人之所見, 倍蓗不等. 上古只知有天道變化, 而
疑惑乎鬼神. 中古乃知地道應天承順, 而埋沒乎傅會. 近古人經驗稍廣, 始知氣爲天地運

化之形質, 猶未及乎裁制須用. 至于方今, 果能設器械, 而驗試形質之氣, 因象數而闡明

活運之化. 運化測驗 ｢古今人言氣｣ 
56) 그러나 최한기의 수학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학에 관련된 유일

한 저서인 습산진벌에는 초보적인 연산 외에 천문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고차원적 

수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운, ｢최한기의 수학과 수리사상｣, 과학사상 30
호, 1999, 213-224쪽.

57) 한 선행 연구는 ‘최한기는 실험, 검증, 수학과 같은 과학적 실천을 결여한 채 서양 과학

을 서적에 표기된 문자적 지식으로만 학습했다. 과학적 실천의 부재는 자유로운 사유

와 상상을 통해 서양 과학 지식을 자신의 기학적 체계 속으로 변용해 들여오도록 했지

만 반면에 서양 과학 자체의 본질적 이해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게 했다. 그리하여 최한

기가 서양과학을 통하여 혹은 서양과학을 토대로 구성한 사유의 결과는 한 번도 실천

적으로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채 문자적 언설로만 남게 되었다.(전용훈, 앞의 논

문, 270쪽)’고 평가한다. 그러나 위의 구절을 등을 고려하면 이런 평가에 대해 더욱 신

중할 필요가 있다. 최한기의 세계는 실험과 수학적 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적 

풍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지적 실천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천을 시

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학문

적 토대 위에서도 최한기는 실험, 검증, 수학의 과학적 실천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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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氣)의 운동에는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으므로, 그 빠르고 느린 것이 자연

히 차이가 있다. 크게는 금⋅목⋅수⋅화⋅토의 궤도, 작게는 일상적인 일

까지 모든 것이 실로 범연한 추측이나 억측으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로부터 기의 운동을 측량하는 수학[算數]의 학문이 있게 되며, 그 가운데 리

(理)가 있어 한번 더하고 한번 빼는 것이 리(理) 아닌 것이 없다.(중략)기의 

취산(聚散)은 수(數)가 아니면 그 상하를 소급해 알 수 없고 리(理)의 가감

(加減)도 수가 아니면 승제(乘除)까지 미루어 나갈 수 없다. 더 나아가 여러 

사물을 비교하고 헤아리는 데 있어서도 모두 수에서 시작하게 된다. 또 그

것을 정 하게 증험하는 데는 일정한 법식이 있어, 만약 잘못이 생기면 조

금이라도 속이기 어렵고 그것에 추솔하다는 것이 다 드러난다.58)

근대에 이르러 실험을 통한 검증과 수학을 통한 증명이 체계화됨으로써 

과학혁명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최한기가 살았던 동시대의 유럽인들 역시 

인정했던 바 다. 차이가 있다면 최한기가 서양 과학의 발달이 궁극적으로 

‘기가 천지운화의 형질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 점이

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 최한기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세 자연학은 물론, 뉴턴의 근대 역학 체계

조차 중국에 들어와 번역될 때 ‘기’라는 동아시아 전통의 용어를 가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전교 초기의 예수회원들의 과학 관련 저술은 물론, 19

세기 중반에 번역된 담천에서 조차 동아시아의 고유한 개념인 ‘기’가 다

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59) 

중국 전교 초기부터 예수회원들은 ‘기(氣)’의 전통적인 의미망을 끊고, 4

원소의 공기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등 서구적 맥락으로 재전유를 시도해 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서양인들이 그러한 작업에 성공하고 있

다는 사실에 인정했다는 점이다. 
58) 氣之運動迭興, 皆有攸軌, 疾速徐遲, 自有其差, 大而五緯之躔, 小而日用之事, 實非凡計

臆度所能盡也. 於是有算數之學, 以齊氣之運動, 而理在其中, 一加一減, 無非理也.....氣
之積分, 非數, 無以泝流上下, 理之加減, 非數, 無以推移乘除. 至於比例諸事料度諸物, 皆
從數起, 而査驗之精密, 尤有定法, 如有過差, 毫釐難欺, 麤率畢露. 推測錄 권2, ｢數理｣

59) 예를 들어 담천에는 우주 공간에 성간물질(sidereal matter)이 퍼져 있다가 중력에 

의해 물질이 모임으로써 별을 이루고 나아가 성단을 형성한다는 이론이 소개되어 있

다. 담천에서 이 성간물질은 ‘성기’(星氣)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matter’ 즉 질료의 

의미로 ‘기’를 사용했던 번역자들의 의도와 달리 최한기는 이를 물질이 아닌 ‘기’로 파

악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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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러 맥락에서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혼종적 인식을 발생시

켜 왔다. 더구나 서양인들이 ‘기’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건 관계없이, 

중국인과 조선인들은 전통적인 자기 관념인 ‘기’의 의미망을 폐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없이 자기 방식대로 이해할 권리가 있었다. 최한기 

역시 사원소 즉 사원행설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를 土, 水, 火와 동일한 차원

의 물질로 한정하는 입장을 반대했다.60)

최한기는 전통적인 기의 의미망에서 연장해서 형질화된 기[形質之氣]와 

그 기의 토대이자 비형질적인 근원적 기[運化之氣]로 구분한다. 물론 전통

적으로 유학자들은 정이천이 만물이 형질화되기 이전의 근원적인 상태로

서의 기화와 개체로 형질화된 상태로서의 형화를 구분한 이래61) 세계에 이

치[理]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던 때에 시작된 기화로부터 만물이 형성된다

는 관점을 유지해왔다.62) 그러나 최한기의 관심사는 전통적인 성리학자들

과 달랐다. 최한기가 관심을 둔 것은 태극이나 태허에 비견되는 기화가 아

니라 구체적인 형질을 가진 형화의 기에 가깝다. 최한기는 동쪽 창을 급히 

닫으면 서쪽 창이 열린다거나, 온도계의 눈금이 오르내리는 현상 등을 통해 

기의 형질을 증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63) 서양의 기계들은 형질화된 기

60) 최한기는 바뇨니의 공제격치를 저본으로 운화측험을 저술했지만 공제격치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사원행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 차원에서 토, 수, 화의 근본이 

되는 만물의 토대로 인식했다. 문중양, 앞의 논문, 297쪽.
61) 萬物之始皆氣化；既形然後以形相禪, 有形化；形化長, 則氣化漸消. 二程遺書 권5.
62) 성호사설의 다음 문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태고(太古)의 때에 반드시 먼저 천지가 

있은 이후에 사람이 있게 되었으니 천지 사이에는 본래 사람이 생겨나는 이치가 있었

다. 태초에 아무 것도 없었을 때 기화(氣化)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이치상 마땅하니 사

람이 이미 생겨난 후에는 형화(形化)가 계속된 것이다.(太古之時, 必先有天地而後有

人, 天地間元有人生之理, 而其始無有則氣化而生, 其理宜然, 人既生矣形化継継)’ 星

湖僿說 ｢氣化｣ 
63) 대표적인 것이 인정의 ｢氣之形質｣이다. ‘충만(充滿)한 기의 형질을 안 다음에야 운

화(運化)의 도리를 알 수가 있다. 주발을 물동이의 물위에 엎었을 때 물이 주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주발 속에 기(氣)가 가득 차 있어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니, 이것이 기에 형질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이다. 하나의 방에 동서(東西)로 창이 있을 

때 동쪽 창을 급히 닫으면 서쪽의 창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기운이 방안에 충만되어 

있다가 풀무처럼 충동(衝動)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기에 형질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

이다.(중략) 이미 운화의 형질(形質)에서 터득함이 없으면 사세가 장차 무극(無極)의 

이(理)나 무형(無形)의 귀(鬼)에서 찾게 되어 유(有)와 무(無)의 사이에서 헤매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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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재를 증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한기

가 ‘측정’을 통해 형질의 기를 실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 기가 배포하는 범위를 정하고 이 기의 원근과 지속을 비교 증험하고 이 

기의 장단과 대소를 헤아리고 이 기의 경중을 저울질하고 이 기의 차가움과 

뜨거움, 건조함과 습함을 증험하며, 이 기의 시분초를 정하는 것과 수화(水
火)의 기를 변통하며 무겁고 커다란 기를 돌려 움직이는 것은 역수학(曆數

學)과 기계학(器械學)이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64) 

최한기는 ‘운화를 들어서 아는 것은 운화를 보아서 깨닫는 것만 못하고 

운화를 언어로 밝히는 것은 운화를 행하여 체험하는 것만 못하다.’65)고 말

하며 실험과 실측을 강조한다. 최한기는 서양 학술로 진보한 역수학이나 기

계학, 기용학을 통해 이 실증과 실측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 과정에서 최

한기는 자신이 어떤 체계적 방법이나 구체적 수단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66) 개별 자연 현상들의 정확한 측량을 통해 운화의 기가 존

변환(變幻)의 사이에서 미혹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와 귀를 모두 운화의 기에 나아

가 실지의 자취를 증험한다면, 교(敎)와 학(學)이 다 명백한 일통(一統)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見得充滿氣之形質, 然後可以見運化之道, 以鉢覆於盆水之中, 而水不

入鉢中, 以其鉢中氣滿而水不入, 是氣有形質之一證也. 一室有東西牕, 而急閉東牕, 則
西牕自開, 以其氣滿室中, 而橐鑰衝動, 是氣有形質之二證也.....旣無見於運化形質, 勢
將求之于無極之理無形之鬼, 浮沈於有無之間, 疑惑於變幻之際, 若以理與鬼, 皆向運化

氣而驗諸實跡, 敎與學, 可歸一統之明白.)’ 人政 ｢氣之形質｣
64) 範圍次期之排布, 較驗此氣之遠近遲速, 度此氣之長短, 量此氣之大小, 權此氣之輕重, 

驗此氣之冷熱燥濕, 定此氣之時刻分秒, 變通水火之氣, 運動重大之氣, 乃是曆數學器械

學之所能也. 기학 53쪽.
65) 聞運化而知之不如見運化而覺之, 言運化而明之不如行運化而驗之. 기학 263쪽.
66) 최한기에게 기학은 자기 학문의 종합이 아니라 후세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넓혀가고 

세부를 채워갈 새로운 학문이었다. 최한기는 절충과 종합을 통해 더 나은 학문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제시된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

람들이 이 ‘기학’을 연구하고 수행하고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니 그 자신에 

실험이나 검증, 수학적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기학의 기획을 그가 제안한 

보편학이자 미래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자신이 실험이나 검증 수학을 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앨빈 토플러나 프란시스 후쿠야마에게 실험

이나 수학적 증명 없이 어떻게 미래를 검증하냐고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한

기는 그 자신이 수학적 증명이나 실험을 직접 수행할 수 없지만 이를 수행하고 있던 서

양인들의 지적 실천에서 기학의 희망을 보았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논문104
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낙관했던 최한기는 실증과 실측의 세부 

원리와 이론화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67)

그럼에도 그는 당대에 서양 과학을 통해 자연 세계의 변화를 기계를 통

해 측정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68) 그는 경험적 

관측 외에 이에 대한 수학적 정당화와 도구를 통한 실험으로 기의 운행과 

변화가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서구에서 자연철학을 자연과

학 쪽으로 진행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실험과 수학의 역할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기의 의미망을 확장하고 변용함으로써 서

양의 방법론을 기학의 중요한 축으로 들여오는 모종의 절충을 시도한다. 

그는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기의 운동성과 활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를 수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했지만 수학

의 한계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최한기는 뉴턴 역학에 대해 “이미 그렇게 

된 자취(已然之跡)”, 즉 이미 일어난 현상의 수학적 기술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한다.69) 이는 중력의 원인에 대한 탐구보다는 현상에 대한 수학적 기술

에 만족하는 뉴턴 역학의 특징을 비판한 것이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뉴턴의 

한계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한기가 ‘서양 과학 자체의 본질적 이해’를 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한기는 

자신이 세운 학문적 체계 안에 서양의 자연 지식과 이론, 실험과 수학적 증명을 활용하

고자 했지만 서양 과학을 학습하거나 그 본질적 차원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한기의 학문은 서양 과학에 얼마나 가까운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그가 속했던 형이상학적, 사회적 구조 안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67) 최한기는 천체물리학에 수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 역시 습산진벌과 같

은 수학책을 저술하기도 했지만 엄 히 말해 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초 수학 이

론을 소개한 것이지 그 자신이 수학을 통해 천체 현상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人政 ｢數學｣ 등 여러 곳에서 최한기는 수학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만 자신이 이를 활용해 고도의 계산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8) 서양에서도 근대 이전까지 실험은 낯선 것이었다. 실험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힌 

것은 알려져 있듯 르네상스 시기 서유럽이었지만, 이때의 실험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

는 ‘과학’의 역이 아니라 ‘자연의 마술’이라는 신비적인 역의 표현 도구 다. 서양

에서도 ‘실험’이 자연에 대한 이성적 접근 방법의 일부가 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

었다. 토머스 핸킨스, 앞의 책, 17쪽.
69) 氣輪未著之前, 所論順行逆行, 但依己已然之跡, 而排撰點線, 行數多未得其妥帖.” 星

氣運化 권5 ｢諸行星氣數｣ 増補明南樓叢書 5, 14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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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의 주인과 운동하는 주인

최한기의 관점에서 기는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고, 끝없이 활동하고 있

다. 최한기는 이 기의 자발적 활동력의 관점에서 지구를 정지한 것으로 보

는 서구 중세의 관점을 비판하며 자전, 공전, 조습과 한열 등 기의 유동성에 

정합적인 정보들만 수용한다. 천체가 움직이는 것은 내부에서 발산되는 열

이 만들어낸 기가 천체를 감싸고 이 천체를 감싼 기들이 다른 천체의 기들

과 접촉하여 마찰하거나 간섭하기 때문이다. 이 기의 운동성이 회전하는 힘

[運轉之力]을 일으키고 이 회전 운동에 따라 천체가 둥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을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서양의 이론은 근본

적으로 잘못되었다. 최한기는 ｢성기운화서｣에서 자신이 지구전요에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다루었는데 홉슨의 박물신편이나 허셜의 담천
역시 이 이론을 미루어 넓혀 나갔지만 우주에 충만한 신기가 활동운화한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이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한다.70) 신기(神氣)

의 활동운화(活動運化)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서양 중력 이론의 한계로 

지적하는 것이다. 기학에서 기는 물리적으로 실재하며 생기적으로 활동하

는 존재다. 그는 이 유형의 기의 생기적 활동성을 바탕으로 천문 현상을 이

해한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서양의 중력 이론에는 불활성의 수동적인 물질의 문

제 외에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들이 자연 현상의 궁

극적 원인으로 ‘신’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갈릴레이의 두 새로

운 과학이 자연의 제 1원인들(the first causes of nature)을 고찰하지 않았

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사면을 따라 공

이 굴러갈 때 갈릴레이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만 왜 그

러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71) 

뉴턴에게 중력의 원인이나 미시적인 전달의 메커니즘은 관심사가 아니

70) 地之自轉輪轉, 旣載於地球典要, 而挽近諸曆家, 多宗此法, 博物新編, 及談天, 諸書皆推

演此說, 惟於充滿神氣, 活動運化, 未克探源據委. 성기운화 ｢성기운화서｣
71) 배리 가우어, 앞의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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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뉴턴은 광학에서 ‘자연철학의 핵심 임무는 결코 기계론적이지 않

은 제1 원인에 도달할 때까지,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현상으로부터 논증해 

나가고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것(Whereas the main Business of 

natural Philosophy is to argue from Phænomena without feigning 

Hypotheses, and to deduce Causes from Effects, till we come to the very 

first Cause, which certainly is not mechanical)’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

인의 규명은 그가 생각한 자연철학의 목표지 중력의 규명에서 추구했던 목

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은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운동과 변화의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그들이 추구한 ‘원인’이 신인 한, 사실상 현대적 관점에서 만

물의 운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한기는 서양 이론의 한계를 비판한다. 뉴턴의 이론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중력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지 원인과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최한기는 자신

의 기학이 원인부터 작용의 메커니즘까지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도 

정합적인 이론 체계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는 만물을 작동시켜 줄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신적 존재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한기

는 온갖 수학적 정교화와 이론을 갖추고도, 신을 만물과 운동의 최종적인 

원인으로 상정하는 서양 학문의 모순을 비판한다. 최한기는 성기운화에

서 우주의 연계와 원리적 일치를 ‘조물주의 위대한 지혜와 힘[大智大力]’로 

풀이한 담천의 대목을 ‘대기(大氣)의 활동운화’로 대체해 놓는다.72) 이

들이 신을 상정하는 자리에 최한기는 활동운화 즉 운화의 기를 대체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대체가 가능한 것은 데카르트와 뉴턴에게 신이 자연학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형이상학적 전제 다면 최한기에게는 운화의 기가 형

이상학적 구조 기 때문이다. 

기학의 자연철학에서 뉴턴의 중력 이론은 불완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었다. 이에 비해 기학의 자연철학은 원인부터 작용의 메커니즘까지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도 정합적인 이론 체계 다. 최한기의 발상은 지금의 

관점에서 ‘오류’로 분류되겠지만 뉴턴의 중력 이론의 관점에서 데카르트의 

72) 권오 , 앞의 논문,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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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뉴턴의 중력 이론 

역시 불완전한 이론이었듯 기학의 관점에서 뉴턴의 이론 역시 불완전할 수 

있다. 최한기의 입장에서도 물질을 죽어 있는 수동적 존재로 생각하는 기계

론적 우주론도, 수학적 계산으로 천체 운동의 과정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 

운동의 원인과 실질적인 작용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는 뉴턴의 이론 역

시 불완전하다. 이들은 각자 자기의 우주관 안에서 자신들의 사유 실험을 

정당화하는 각자의 이론을 구상한 것이다. 

뉴턴이 기하학에 기반하는,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자명한 공리로 중

력을 원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력의 원인과 작용 기제

에 대해 알고자 했던 당시 유럽 자연철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과 달리, 최한기에게는 천체들 사이의 중력을 공리적으로 설명할 기하학

은 확보되어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 멀리 떨어진 물체들 사이에 작동하

는 힘의 기제와 원인에 대한 설명은 자명했다. 우주 전체를 빈틈없이 충만

하게 채우는 운화하는 기가 곧 형질로 나타난 기의 원인이며, 천체 밖에 겹

겹이 쌓인 기가 다른 기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중력의 작용 기제이다. 

Ⅴ. 나가며_‘실험철학’으로서의 기학

‘과학 이론의 심층부에서 기능하는 형이상학적 대전제들은 단순히 관측

과 실험의 데이터에 의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과학에서 실험 및 관측 

데이터가 지향하는 존재들은 직접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존재들

을 가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개입하는 형이상학적 전제들

은 단순히 일상경험 속에서 맞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긴 동기를 찾기란 어려운 작업이다. 그 작업은 당연히 그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을 추적하는 것이고, 그 추적 과정은 실제 과학, 문화, 

그리고 종교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뉴

턴의 관성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자는 최소한 그 당시 신의 개념을 알

아야 하고,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의 진실된 의미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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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풀기에 의해 얻어질 수 없다.’73)

어쩌면 당연한, 한 선행 연구의 이러한 지적은 최한기에게도 유효할 것이

다. ‘뉴턴 역학의 세계관이 아인슈타인의 그것에 의해 대체된 경우, 그 세계

관의 지침서 역할을 했던 형이상학적 대전제들이 그대로 있을 순 없다.’74) 

최한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형이상학을 알아야 하고, 이후 시대

에 어떤 형이상학적 전환이 있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프린키피아 2판의 편집자인 코테스(Roger Cotes)는 뉴턴의 자연철학

적 방법을 ‘실험철학(experimental philosophy)’75)이라고 부른다. 실험철

학은 ‘몇 가지 선택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연의 힘과 보다 단순한 힘

의 법칙들을 연역하고, 종합을 통해 나머지의 구조들을 드러낸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철학하는 방법이다.’76) 프린키피아 3부 첫머리에 

등장하는 ‘추리의 규칙(Rules of Reasoning in Philosophy)’은 다음 네 가

지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 1 우리는 자연의 사물의 원인으로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진실

되고 동시에 충분한 원인만을 인정해야 한다. 
규칙 2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자연적 결과들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동일한 

원인들을 부여해야 한다.
규칙 3 물체의 성질들 중에서 증강되거나 감소하지 않고 우리의 실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 속한다고 확인되는 성질들은, 우리 경험 

밖의 모든 물체들도 공유하는 보편적인 성질들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규칙 4 실험 철학에서는 자연 현상들로부터 일반적인 귀납에 의해 추리된 

명제들을 그것과 상반되는 어떤 가설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 반대 

가설이 다른 현상에 의해 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혹은 

제외시키지 않으면 안 될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거

73) 이상하, 앞의 논문, 53쪽.
74) 이상하, 앞의 논문, 54쪽.
75) 이때의 실험철학은 철학적 인지 혹은 철학적 직관을 연구하기 위해 사회과학이나 인

지과학을 이용하는 현대 미권의 실험철학(Experimental Philosophy)과는 다른 것

이다. 이러한 실험철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슈아 알렉산더, 실험철학 천현득 

역, 필로소픽, 2015.
76)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1729), Preface ⅹ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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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진실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해야 한다.77)

이 규칙을 최한기의 기륜설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의 세계관에

서 기는 동시대 모든 지식인들이 동의한 사물의 진실된 원인이었고 최한기

는 이 기를 일관되게 모든 현상에 적용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최한기는 

서양 과학의 실험과 수학적 설명들을 수용했으며, 온갖 증거들을 귀납적으

로 수렴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최한기는 그 자신이 실험을 직접 진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관찰과 실험을 통한 귀납적 검증의 사례들을 폭넓게 수용

했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이론을 수정해 갔다. 그렇다면 최한기의 

기륜설 역시 뉴턴이 말하는 일종의 실험철학으로서 귀납적으로 증거를 수

집해 가며 다른 체계에 의해 부정당하기 전까지 진실에 가까운 혹은 정확한 

명제들로 인정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최한기의 기획이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실험을 본인이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진실에 가깝게 인정

받았어야 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자연철학은 기라는 전통적 관념과 이론 체계를 실험

철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이런 노력은 진실에 가깝게 인정받았어야 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너무 일찍 폐기되어 사상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버렸

다. 엄 히 말해 그의 학문이 유통되지 못한 것은 그의 학문이 무기력했거

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계관이 그의 학문적 의의를 무화시켰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최한기가 자연철학의 추구를 통해 보여준 지적 도전을 평

가하기 위한 노력은 ‘과학’이나 ‘20세기’를 곧바로 그의 학문에 비추어보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최한기는 지식과 학문이 진보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자신이 새로운 지식

으로 과거를 뛰어넘었듯 당대 자신이 접한 서양 학문들 역시 언젠가는 역사

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한기의 절충적 이해는 이러한 진

보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 지식의 맥락 안에서 최한기는 누구보

77) 아이작 뉴턴, 앞의 책, 799-802쪽. 번역은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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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보적이었고 누구보다 정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그의 기학과 기륜설은 현대적 관점의 ‘과학’과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원

인과 작용의 기제, 그리고 현상에 대한 기술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19세기 

조선의 ‘자연철학’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뉴턴이 수학적 원리를 통해 

중력을 자연철학적 관점에서 증명하고자 했듯이, 최한기 역시 운동의 원인

과 작용 기제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기륜설을 통해 중력을 자신의 자연철

학으로 증명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최한기가 뉴턴과 달랐던 

점은 그가 바꾸고자 한 패러다임이 실험될 실질적인 학술장이 아예 사라졌

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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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Natural Philosophy of 

a Joseon Scholar in the 19thcentury:

- Focusingon Choe Hangi’s Theory of the Qi’s Globe -

Kim, Seon-Hee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oe Hangi’s(崔漢騎 , 1803- 1877) theory of 

the qi’s globe, a sort of gravitational theory, which appears to have hybrid 

characteristics from a modern perspective but which was understood as a 

coherent theory in Choe Hangi’s time due to the natural philosophical view 

based on the study of qi. 

The gravitational theories of Descartes and Newton, which attempted to 

explain natural phenomena using a mathematical system from a mechanistic 

worldview, could be evaluated as progress in the history of Western science, 

but in terms of the study of qi, these were thought to be incomplete systems, 

seeing all materials as inert ‘stuff’ and attributing the primary cause of all 

motions in the nature to God. Nevertheless, Choe Hangi attempted to adopt 

the Western scientific approach as his methodology, as he recognized after 

encountering Western learning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motions of qi 

could be proved by experiments and mathematical proofs.

Choe Hangi’s study of qi, which involved combining Confucian 

ideologies and Western scientific knowledge, could demonstrate the 

possibility and expandability of natural philosophy, of which Joseon 

intellectuals had dreamed, and which had formed before th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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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ellectual authority of modern science, which  draws the boundary 

between science and n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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