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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 18세기 조선에서 황극(皇極)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
써 조선후기 왕권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왕권연구들은 조선후기에 왕권
이 주목되는 현상과 황극개념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나, 황극과 왕권의
관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황극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 황극을 성리학
적 통치론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왕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
히지 못한다. 본 논문은 황극개념을 성리학적 통치론과 연관시켜 설명한 뒤, 조선후
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황극개념은 조선후기 파벌간의 대립을 종식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주목을 받았다. 17세기 이후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파벌들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당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왕이 부상하게 되었다. 성
리학은 왕은 인간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치통(治統)을 가진 왕과
도통(道統)을 가진 사대부들이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았
다. 사대부들이 당쟁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판단
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왕을 주목하게 만들었지만, 일시적으로 강화된 왕권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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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왕의 공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다. 그
이론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 황극이다.
황극은 조선시대에 “왕의 표준”으로 이해되었다. 황극은 우주의 본체로서의 태
극(太極), 대중(大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송대에 이르러 왕과 연관되는 개념
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를 “왕의 표준”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남송대 성리
학자인 주희이다. 주희는 황극을 왕의 표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치개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문제는 황극으로 왕의 판단과 왕이 만든 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는가이다.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황극의 조건으로 심법(心法)을 제안함으로써 아포
리아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석자들 중 도덕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심법을
경(敬), 즉 신중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한편 상수학(象數學)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사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강조한다.
황극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나 상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은 모두
공통적으로 왕의 권위를 이론적으로 강화시키고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제어하고자
한다. 이들은 권력을 권위로부터 구분한 뒤 다시 권위에 귀속시키려는 경향을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가 그 의미에서 강조됨에 따라 황극은 왕들에 의해
적극적인 정치수사로 사용된다. 왕들이 황극개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사대부들은
황극을 대중이나 중(中) 개념으로 재규정함으로써 황극과 왕권의 이론적 연속성을
단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황극이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주석자들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황극개념을 통해 왕의 권위를 강
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조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료제가 발달하고 개혁적인 제도들이 시행되
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습과 다른 제도가 확산되고 작동할 수 있으려면 관료제가
발달해야 하며, 동시에 강한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왕의 강한 권위는 이러한 개혁
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편 관료들은 제도의 변칙적 적용이나 제도적
규정을 넘어서는 판단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조가 왕
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제도를 넘어선 권력인 권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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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료제에 의해 그 권력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황극의 이론적 설명과 정치수사로서의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적어도 왕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왕권을 제
도에 종속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왕권을 제도로부터 자유로
운 권력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전자가 왕을 제도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제도에 종
속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후자는 사대부나 관료들을 정치의 조언자나 통치의 파트
너가 아닌 왕의 가신으로 격하시킴으로 왕의 결정에 복종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왕
권에 대한 이러한 입장차는 당대인들이 황극개념을 통해 왕권을 권력과 권위로 구
분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주요어: 황극, 왕권, 권위, 권력, 도통, 왕통, 홍범구주, 심법
학 번: 20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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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왕권의 변화이다. 왕과 사대부의 위상논쟁에 해당되는 예송논쟁1)이나, 숙종(肅宗,
1661-1720, 재위 1674-1720) 이후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 정
조에 이르기까지 탕평(蕩平)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왕 중심의 정국운영이 이루어졌다
는 사실은 이 시기의 왕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실제로 17세기 이후의 왕의 위상변화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권력구조의 변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먼저 사회경제적 구조와 왕을 연
관시키는 연구들은 조선후기에 사회･경제적인 발달과 신분제의 변동에 주목, 사회경
제제도 및 신분제의 개혁을 추진할 주체로 왕이 주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2) 국
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왕권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연구들로,

1) 갑인예송(甲寅禮訟), 기해예송(己亥禮訟)으로 대표되는 복제(服制) 논쟁은 기본적으로 왕이 사
대부와 동일한 예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의
연장선 상에 있다. 고영진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이이계통의 서인과 노론, 서울․충청지역의 성혼․
김상헌 계통의 소론학자들은 의례와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삼고 예가 가(家)-향(鄕)-국가로 확
산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예학을 발전시킨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서경덕․조식 계열의 기호남
인과 최석정 등 일부 소론들은 주례, 예기 등 고례를 기반으로 삼는다. 전자의 경우 예의
기초가 가(家)에 있기 때문에 천하동례, 혹은 왕사동례(王士同禮)를 주장하고, 후자의 경우 국
가가 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수장인 왕과 사대부는 예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고영진 2008, 18-19). 이러한 예학적 주장은 이론적으로 국가를 사회의 반영으로 보는가,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단절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나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입장,
즉 국가가 예의 기초라고 본다는 것은, 국가와 분리된 보편적 도덕에 회의적인 태도의 반영이
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연구들은 대체로 실학과 왕권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2.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부산사학 15‧16 합집; 1994. ｢정
조 철학사상의 정치적 조명｣부산사학 25․26 합집;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연구. 지식산
업사; 2007. ｢탕평기 군주의 정치사상｣. 한국국학진흥언 편. 한국유학사상대계Ⅵ-정치사상편
. 한국국학진흥원; 배병삼. 1996. ｢조선후기 개혁사상의 고찰―정조와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국정치의 재성찰: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 한울; 원재린. 2000. ｢성호 이익의 정치개혁론―
입법탕평론과 탕평책｣민족과 문화 9; 2000. ｢성호 이익의 ‘탕평’ 인식과 소농안정책｣명지사
론 11‧12 합집; 이태진. 1993. ｢정조―유학적 계몽절대군주｣한국사시민강좌 13; 정호훈.
2005.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 오영교 편 조선후기 체제변동과
속대전.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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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교체 이후 조선은 스스로를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실현할 주체라고 규정하였고,
조선중화주의가 유행하였던 시기에 왕이었던 숙종･영조･정조는 이러한 문화국가를
실현하고 중화질서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고 규정한다.3) 마지막으
로 권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왕권을 규정하는 연구들의 경우 당쟁(黨爭)이라는 파벌
간의 대립 속에서 왕이 권력구조상의 우월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파벌
정치의 대안으로서 국왕 중심의 정국운영을 통해 왕권을 설명한다.4)
구조적 변화와 왕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은 왕권이 질서관과 직결되어 있다
는 전제를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신분제적 질서보다 평등한 사회질서, 새롭게 규정
되었던 중화질서, 그리고 왕이 사대부들에 대한 권력구조 상으로 우세해진 조건 속
에서 조선후기 왕권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맥락적 해석이 왕권이 변화하는 면모를 기술하기는 하지만, 이러
한 기술들에서 실제 변화한 왕권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7, 18세기의 질서관의 변화는 논쟁적 과정이었기 때문
3) 이 연구들은 주로 노론의 중화주의에 대한 입장과 왕권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9.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그 의의｣. 김문식, 노대환, 배우성, 유봉학, 정옥자 공저.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
화. 돌베개; 2004.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07. 정조의 제왕학. 태
학사; 김호. 2007. ｢정조의 속학비판과 정학론｣한국사연구 139; 안재순. 1990. ｢한국근대사
에 있어서 정조의 통치철학에 관한 연구―그 전통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양철학
과 박사학위논문; 2001. ｢정조의 서학관｣동양철학연구; 정경희. 1998. ｢영조 전반기
(1724~1748) 중앙학계와 영조의 성리학 이해｣한국사연구 103; 1999a. ｢영조 후반기
(1749~1776) 경연과 영조의 의리학 강화｣역사학보 162; 1999b. ｢군사 영조의 성리학 진흥
책｣한국학보 97; 정옥자. 1991. 조선후기 지성사. 일지사; 1997. 조선후기 문화운동사.
일조각;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사상연구. 일지사; 1999a. ｢정조시대 연구 총론｣. 김문
식, 노대환, 배우성, 유봉학, 정옥자 공저.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b. ｢정조의
사회통합사상｣. 김문식, 노대환, 배우성, 유봉학, 정옥자 공저.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
개.
4) 정국운영과 왕권의 강화를 검토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준혁. ｢정조대 정치체제운영과 개
혁정책｣동양정치사상사연구 7-1; 박광용. 1984.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한국사론 10;
1991. ｢조선후기 정치사의 시기구분 문제｣성심여대논문집 23; 1994. ｢조선후기탕평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9. ｢숙종대 기사환
국에 대한 검토 - 당론서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동양학29; 이상식. 2005. ｢숙
종 초기의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조선시대사학보33. 이희환. 1984. ｢숙종과 기사환국｣전
북사학8; 이희환. 1989. ｢갑술환국과 숙종｣전북사학 11･12; 이희환. 1992. ｢경종대의 신축
환국과 임인옥사｣전북사학15 정경희. 1993. ｢숙종대 탕평론과 ‘탕평’의 시도｣한국사론 30;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한국학보 79; 정만조. 1983.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진단학보 56; 1986.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역사학보
111; 홍순민. 1986.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한국사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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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7, 18세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평등한 제도의 확산─예를 들어 납속책(納贖
策)과 같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의 등장이나 서얼허통(庶孼許通)에 대한 제도
적 마련, 균역법 같은 평등지향적인 조세제도 등─은 기존 신분질서와 충돌하면서
사회에 새로운 균열들을 만드는 과정이었다.5) 조선중화주의 역시 논쟁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청(淸)에 사대(事大)하면서 관념적으로는 조선을 중화로 규정한다는 것이
실천적 측면에서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6) 한편 당쟁의 결과 왕이 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
제로 세습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영조와 정조가 즉위 초에 강한 왕권을 가질 수 없
었고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쉽게 관철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왕권강
화의 조건과 실제 왕권강화는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구조적 변화는 왕의 위상적 변화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기는 하지

5) 17세기의 사족(士族) 지배체제는 18세기에 이르면 경향의 분리와 향전(鄕戰)으로 대표되는 지
역내부의 갈등과 수령권의 강화(김인걸 1984; 1988; 1990; 정진영 1998), 향족(鄕族)과 사족
의 대립(김현영 1999), 납속책과 권분(勸分) 등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서한교 1990; 이세영
2009)로 그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체제를 국가행정제도가 대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균역법이나 대동법 같은 조세의 시행에서도 보인다. 조세제도에
균역법, 대동법 등 균(均), 평(平), 동(同)과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가가 공동체 성원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대동법과 균역법은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킨 제도로 평가받
는다(손병규 2008, 84-87). 균역법이 공정한 세금수취라는 점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의 제도화,
즉 인간의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성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대부들을 우
대함으로써 국가질서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통치술에는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6) 조선중화주의는 관념적인 측면보다 구체적인 실천에서 더 문제적이었다. 그 예 중 하나가 조선
중화주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만든 만동묘(萬東
廟)와 대보단(大報壇)이다. 만동묘와 대보단은 세워지는 단계에서부터 예학적으로 문제가 있었
다. 만동묘제사나 대보단 제사는 모두 “예가 아닌 예(非禮之禮)”라는 말로 정당화해야 할 정도
로 예에서 어긋나 있다. 만동묘 제사의 경우 노론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형식과 정당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예를 들어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은 만동묘의 예는 원래 봄가을 첫 달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했으나, 조정에서 대보
단을 설치하면서 제사를 늦봄으로 바꿨다고 설명하면서, 만동묘 제사가 천자를 제사하는 예의
정통은 아닌 “예에 없는 예”라고 지적한다. 김원행은 당시 만동묘 제사의 형식을 둘러싸고 제
사의 날짜, 명태조, 신종, 의종을 합사할 수 있는지, 음악을 쓸 수 있는지, 각 황제들의 예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노론 사대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소개한다(渼湖集 권
13 ｢書趙內翰 㻐 所論皇壇典禮後｣. “吾邦之祀先皇 肇於萬東廟之禮 萬東之禮 始用春秋孟朔上丁
之日 盖祀天子之禮然也 其後朝家禁壇之設 乃用季春 則又以皇朝屋社之在是月也 故以是月享之
非祀天子之禮之正也 (중략) 今議者之言 其不可有四 雖曰毅皇殉社 卽皇朝運訖之秋 而其所重主於
殉社 是日者 毅皇之諱辰而已 有事其孫而幷祀列祖 是爲援尊 一不可也 擧大享而不諏日 二不可也
是日不可用樂 大享而不用樂 三不可也 爲其不可用樂於其孫 而幷廢於其祖之大享 又爲其不可不用
樂於其祖 而幷及於其孫之諱辰 四不可也”). 이는 만동묘 제사의 형식과 정당성의 문제를 놓고
노론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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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들에 대해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기본
적으로 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왕은 최종심급으로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갖고 있기 때문에7) 논리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고, 개혁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특정한 법과 제도를 유지하는 최종적 결
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이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왕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산
군(燕山君, 1476-1506, 재위 1494-1506)이나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
1608-162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반정(反正)이나 폐위(廢位)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조선의 왕이 구조적으로 충분히 강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권에 대한 상식적･관습적 규정
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반정세력들이 도덕과 관습적 사고로 명
분을 삼아 반정을 정당화한 것은, 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
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조선에 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상식이나 관습적 차원에서 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한 왕
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상식이나 관습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거
나, 이를 넘어서서 왕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18세기 왕권의 강화는 왕이 스스로를 군사(君師), 즉 왕이자 스승이
라는 규정과 더불어 이루어지는데,8) 이는 왕들이 성리학(性理學)9)이 규정하는 이상
7) 생살여탈권이라는 표현은 여탈권(與奪權)이라고도 부른다. 왕의 권력은 권병(權柄)이라고도 하
며, 권병의 핵심은 생살여탈권으로 요약된다. 중종실록에는 대사헌 심언경(沈彦慶)과 대사간
권예(權輗)가 권병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위복(威福) 즉 벌주고 복을 주는
것이 왕의 생살여탈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중종실록 중종 26년 11월 19일. “夫威福者
人主之所以生殺與奪 而率厲一世之具也 居其位 操其柄 不可斯須 而假人也), 뒤에서 언급하겠지
만 위복은 왕이 세운 제도와 법을 공동체 성원들이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왕이 내리
는 벌과 복을 의미한다(. 위복이 생살여탈권의 핵심이고, 권병을 왕이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은 왕의 권력이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며, 그 권력의 속성이 사법적 권력과 연관
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8) 조선후기 왕들이 스스로를 군사로 자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정조와 경기학인을 중심으로. 일조각;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2012. ｢영조의 제왕학과 『어제자성편』｣장서각 27;윤정. 2007. ｢
18세기 국왕의 문치사상 연구 : 조종사적의 재인식과 계지술사의 실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태진. 1992. ｢정조의 ‘대학’ 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대
대동문화연구총서 11;1993. ｢정조: 유학적 절대계몽군주｣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9) Routledgeecurzon Encyclopedia of Confucianism의 설명에 따르면 성리학에서 성은 본성을
의미하며 리는 보편적 원리를 지칭한다. 두 용어는 전한대(前漢代)에는 따로 사용되다가,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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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왕을 모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숙종이
나 영조가 탕평이라는 정치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왕의 위상을 재고했던 것
은, 기존의 철학적 개념을 뒤틀어서 재규정함으로써 왕권강화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왕권강화의 전략들은 왕권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다. “군사”라는 말은 왕의 권력은 학문적 권위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
편 “탕평”이라는 표현에는 탕평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왕의 조건이 전제된다. 이
용어들은 왕권강화를 정당화해주는 동시에 왕권의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17, 18세기의 왕권의 이론적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로 이론적 정당화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왕권의 정당성 중 성리학에 기초
한 정당성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조선의 왕이 갖는 왕권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크
게 두 가지로부터 도출된다. 하나는 관습이 규정하는 왕권의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
는 정치이념인 성리학이 규정하는 왕권의 정당성이다. 칠게 왕권의 정당성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왕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세습적 지위, 즉 정통성으로
부터 나온다. 한편 왕은 관료제의 수장으로서의 위상과 성리학적(性理學的) 이념을
실현하는 왕이자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왕의 정통성과 관료제 수장으로서의 위상에서 나오는 권력은 제도에 의해 보장

달(孔穎達, 547-648)의 시경(詩經)의 주석에서 처음 등장한다. 성리라는 표현은 명대(明代)
에 송대(宋代)의 정주학(程朱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명대에 송대의
정주학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전집에 성리대전(性理大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데에서도 드
러난다. 한편 성리학은 단지 본성과 보편적 원리라는 철학적 문제에만 종사하는 학문은 아니
다. 성리학이 보편적인 원리의 존재과 보편적 원리의 편재성(遍在性)을 전제하는 이유는, 그 원
리대로 사회조직과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민병희 2008).
성리학적 이념 체계 내에서 이론적 논쟁은 보편적 원리와 국가의 통치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
며, 보편적 원리의 인식문제(이기(理氣), 심성(心性), 인심도심(人心道心)의 문제), 인식과 실천
의 문제(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 미발이발(未發理髮) 논쟁), 존재론에 관한 문제(인물성동이
(人物性同異) 논쟁, 화이(華夷) 구분))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논쟁부터 예학(禮學)과 같은 원리의
재현으로서 사회질서에 관한 논쟁, 중화주의 논쟁이나 예송논쟁과 같이 사회질서와 국가질서의
관계에 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논쟁이 광범위한 범주에서 나타나고 또한 도덕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 되는 이유는, 성리학이 보편적 원리가 개인의 도덕부터 국
가의 통치질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성리학은 정주학적 전통
의, 통치질서가 보편적 원리와 본성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주장하는 통치이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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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왕이 정통성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정통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합법화의
기제들이 존재하며, 관료제의 수장이나 신분제의 정점에 위치하는 왕의 위상은 질서
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되기 어렵다. 왕의 정통성이 정치문제가 되는 것은 왕
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이며, 왕의 위상 자체가 정치적 논
쟁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특정한 이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당성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왕권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의 역량과 관계된
권력이다. 개인의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의 정치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이념을 내면화하고 실천함으
로써─혹은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연극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후자는 관료제의 수장으로서의 왕의 위상과 연관되지만 양자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료제의 수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왕의 지위라면, 왕
개인의 실천적 역량은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공동체에
줌으로써 제도를 만들거나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왕의 역량 중 후자, 즉 권위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 지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성리학이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이다. 제도의 권위가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왕이 제도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도는 제도가 공
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거나 구성원들에게 공평하다고 인식될 때 정당화된다. 왕이
제도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왕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거나 공평성 혹은 공정
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한편 왕이 제도를 지킨다는 의미는 보
다 복잡한데, 이는 제도의 철저한 준수와 상황에 따른 변칙적 판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는 전자를 경(經)으로, 후자를 권(權)으로 설명한다. 왕은 기본
적으로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제도의 수호자로서 왕은 후자, 즉 상황에
따른 적합한 판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제도를 지키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 안에서 이상적인 왕은 공정성의 담지자이자 제도를 초월
한 판단자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 두 가지가 이론적인 측면에 왕의 권위를 구성하는
두 측면이 된다. 그러나 성리학의 역사기술에 의하면 이러한 이상적인 왕은 요순 이
후에 나오지 않았다. 성리학은 따라서 공정성의 담보와 판단의 토대에 학문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왕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적인 통치술로

- 6 -

사대부들과의 공치(共治)를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성리학
은 왕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어하고 공론(公論)에 따른 정치를 지향할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왕권이 강화되었다면, 그리고 그 방식이 성리학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면, 왕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이다. 즉 왕은 자신이 공정하
다는 것, 그리고 그의 판단이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
구가 주목하는 개념이 17세기에 왕권과 연관되어 논의되었던 황극(皇極)이다. 황극
은 서경(書經)｢주서(周書)｣ 홍범편(洪範篇)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홍범구주의 황극
이 왕권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은 특히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왕권을 규정해온 연
구들에서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파벌[朋黨, faction]10) 간
의 대립이 격화되면서11) 정국이 파행으로 중재하고 시비판단의 주체로서 왕의 역
할이 강조되었다. 왕은 중재와 판단의 주체로서 표준을 세워 파벌들이 이에 따르도
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당대인들은 왕이 세우는 표준을 황극(皇極)
으로, 왕이 황극을 제시해 분열이 없어진 상태를 탕평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황극
이 왕의 판단과 연관되어 있는 한, 판단의 토대로서 왕의 마음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성리학적 이념 하에서는 문제가 된다.
탕평은 홍범구주 중 소위 황극 14구(句)라고 불리는 “편파적이지 않아서 왕의

10) 본 연구에서 붕당(朋黨)은 파벌(faction)로 번역한다. 붕당은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붕당
의 붕은 친구, 당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집권을 목적으로 하
는 현대정치제도의 정당(政黨, party)과 달리 국가의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학연, 혈연으로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파벌은 크게 서인(西人), 북
인(北人), 남인(南人)으로 나뉘며, 18세기가 되면 다시 노론(老論), 소론(少論), 남인(南人)으로
분열된다. 그러나 이 파벌들을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파벌 내에는 정국운영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다시 준론(峻論), 완론
(緩論), 극론(極論) 등으로 나뉘고, 출신성분에 따라 한당, 산당으로 나뉘기도 한다. 18세기 후
반으로 갈수록 시파, 벽파 등 복잡한 세력분열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때 붕당은 정당이나 정
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정부, 당, 조직 내의 집단이나 균열을 의미하는 파벌이 개념적으로 적
절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중국 전통시대의 붕당을 파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전의 규정과
역사적 의미, 정치수사(political rhetoric)의 전개를 검토한 연구로는 Levin(2008)이, 조선후기
붕당에 대한 규정과 인식, 담론의 전개에 대한 연구로는 박광용(1994)이 있다.
11) 숙종대의 당쟁은 환국이라는 파행적인 정국운영으로 귀결된다. 환국은 왕이 일방적으로 특정
파벌을 조정에서 제거하고 남은 파벌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박광용. 1999. ｢숙종대 기사환국에 대한 검토 - 당론서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동양학29; 이희환. 1984. ｢숙종과 기사환국｣전북사학8; 이희
환. 1989. ｢갑술환국과 숙종｣전북사학 11･12; 이희환. 1992. ｢경종대의 신축환국과 임인옥
사｣전북사학15 ; 홍순민. 1986.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한국사론15; 이상식. 2005.
｢숙종 초기의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조선시대사학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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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준수하고, 사사로이 좋아함이 없어야 왕의 도를 준수할 수 있고,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야 왕의 길을 준수할 수 있다. 편벽됨과 무리짓기가 없으면 왕도가 넓
어지고 무리 짓기와 편벽됨이 없으면 왕도가 평탄해진다. 거스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의 도는 바르고 곧아 그 기준으로 모으면 그 기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다(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
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왕의 표준인 황극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진 상태,
즉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 말이다.
황극과 탕평이 정치수사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당쟁(黨爭)이 본격
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이다. 박광용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용어들은 파
벌에 관계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광용 1994, 17-26). 서인계 학
자인 유계(兪棨. 1607-1664)와 소론계 학자인 박세채(朴世采, 1631-1695), 그리고
남인계 학자인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황극과 탕평을 정치수사로 사용하기
시작한 인물들이다. 유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탕평의 기초라고 주장했고,
윤선도의 경우 공평한 도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파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을 황극이라고 표현하였다. 박세채는 황극의 도를 조제와 보합으로
설명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황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하였다.
왕이 파벌들을 없애고 여러 세력을 함께 등용하거나 아니면 가장 적합한 세력
을 등용해 정치를 한다는 주장의 핵심에는 판단의 주체로서의 왕에 대한 강조가 존
재한다.12) 왕이 판단의 주체라고 할 때 정치사상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왕의 정세적
12) 당시 정국운영방법으로는 조정의 분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공적이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파벌 하나만 판별･선택해서 정국운영을 하는 방법(일군자당一君子黨), 각 파벌들을 모두
정국에 참여시키는 방법(조제보합), 당과 관계없이 인재만을 등용시키는 방법 등이 모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조제･보합을 탕평책이라고 규정하거나 숙종이 ｢붕당교서｣를 내려 조제와 보합
을 통한 정국운영방식을 시사한 이래 영조･정조의 군주중심의 통치방식을 탕평정치라고 명명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탕평정치는 이전의 파벌간의 대립을 설명하는 용어인 붕당정치와 대비
되는 표현으로, 왕이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나선 정치를 의미한다. 즉, 탕평정치는 넓게는 왕에
게 권력이 집중된 상태, 즉 왕이 절대적인 인사권, 정책결정권, 생살여탈권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파벌간의 대립이 해소된 형태의 정치지향을 의미하는 듯하다. 실제로 정조(正祖)는 영조
의 정치를 평가하면서 탕평을 “큰 정치”라고 표현했는데(정조실록 즉위년 5월 16일. “先大
王事實 卽均役蕩平濬川也 蕩平爲五十年大政 而說去之際 若只書蕩平二字, 不無混淪之嫌”), 이렇
게 보면 탕평정치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붕당정치는 정당정치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붕당, 즉 정국운영
이 파벌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탕평은 정치적 지향점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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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는가의 여부보다 왕이 특정한 정국운영방식을
선택해서 제도화할 때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무엇인가이다. 이는 왕이 제도와 법
의 토대를 만들고 인재들을 등용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이 왕의 실제 정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수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황극
개념에 대한 주석들을 먼저 분석하는 이유는 왕이 제도와 법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단순한 의견 이상의 것
을 추구하는 반면 수사는 철학적 개념들의 복잡한 논리를 사상하고 대중적인 언어
로 전환시키고,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3)
이를 황극개념의 이론적 분석과 수사적 사용에 적용해보면, 황극개념을 정치수
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개념의 이론적 복잡성이나 정당성의 구조를 사상시키고
대중적인 언어로 전환시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내러티브 안에 위치시킨다는 의
미가 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발견되
는 왕의 정국운영방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 왕권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이기보다는 왕의 권력행사를 정당화해주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수사가 이론적 정당성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특정 논쟁이 벌어지는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그리고 정치수사 내에서 개념들은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통해 왕권의 속성을 추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먼저 홍범구주의 주석들을 분석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분석한
뒤, 이를 황극이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과 비교하고자 한다.
홍범구주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왕권의 정당
때문에 탕평정치라는 표현은 붕당정치만큼 분명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위의 “탕평
이라는 두 글자는 혼란스러울 혐의가 없지 않다”라는 정조의 말에서 확인되듯이 탕평이라는
말은 정국운영이나 정치의 방식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탕평이 정확한 정의가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조선후기에 정치수사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비명변론이나 조제보합론이라고 구분하는 정치적 입장들은 붕당을 제거해서 탕평을
이루는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탕평정치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붕
당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조가 주장하는 탕평으로 당대의 탕평의 의미가 수렴되었다면, 영
조가 정치수사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영조만이 탕평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영조의 탕평에만 국한해서 탕평을 정의한다면, 이는 조제･보합에 국한하게 된다. 탕평정
치보다는 그러한 정국운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용어의 규
정은 당대의 정치를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에 특징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탕평정치라는 표현은 일단 유보한다.
13) 철학과 정치수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Seigel(1968, 3-3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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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legitimacy)이다. 여기에서 정당성은 권위의 정당성을 의미하며 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공유된 믿음을 의미한다.14) 왕조국가에서 왕위계승자가 세습의 원리에 모두
부합할 경우, 혹은 왕이 정치이념이나 당대의 신념에 충실하게 행동할 경우 신민들
은 왕의 권력에 복종할 근거를 갖는다. 왕권은 단순히 왕이라는 위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를 통해 신민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이 될
수 있다.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화
(legitimation)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정도로 왕권의 정당성은 고정된 속성
을 갖지 않으며, 또 그 근거도 단일하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한다(Alfonso and
Escalona 2003, ⅸ-ⅹ).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먼저 왕권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분하고
자 한다. 정당화과정의 검토는 정당성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인 반면, 본 논문의
일차적인 관심은 당대인들이 왕권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논리에 있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정치체제 하에서 왕의 행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시되는 경우
는 그 행위가 성리학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이다. 예를 들어 연산군
이나 광해군의 폐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이 결정적으로 이념을 훼손했다고 판
단될 경우, 왕의 행위는 반정(反正)의 근거가 된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왕이 성리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통치자로서의 덕과 역량을 보일
경우, 왕의 권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14)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을 합법적 권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를 구분한다. 이 권위들은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베버의 지배의 정당성
에 대해서는 Weber(1958)을 참조할 것.
15) 예를 들어 성리학적 왕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예학도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17세
기 조선의 예학은 왕실례와 사대부례의 일치여부에 대한 논쟁, 의례(儀禮)과 국조오례의
의 기준이 충돌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중심으로 예를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주자가례
의 불완전성 및 위서여부에 대한 논쟁, 종통(宗統)과 혈통(血統) 중 무엇이 예에서 더 중요한
가에 대한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예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한편 왕위계승문제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많은 왕들은 적장자라는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럴 경우 왕을 일반 사대부들과 다른 존재로 규정한 뒤 입후라는 합법화의 과정을 통해 왕위를
계승했는데, 왕에 따라 정통성이 사대부들과 동일한 예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서 입후가 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보아서 혈연적 부모를 추숭함으로써 정통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경우와, 반대로 계승권을 보장해준다고 보고 정통성의 한계를 다른 정당화기제를 통해 보완하
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조차 안정적인 정당성을 보
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학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고영진(1995)을 참조할 것. 왕
위계승문제는 이영춘(199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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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엇으로 왕의 행위가 혹은 왕의 판단과 결정이 성리학의 이념에 부합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장할 것인가이다. 한편 왕의 규범이나 제도는 모든 공동체
의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왕이 제시하는 규범, 제도, 법이 자의적이라면 규
범과 제도의 정당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왕권은 취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왕의 규범이나 제도가 공동체의 일부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정당화밖에 없다. 그 중 특히
성리학 이론에 기초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본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홍범구주의 주석들에서 보이는 왕권은 권위와 권력으로 구분된다. 주석자들은
왕의 규범과 제도가 공정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황극개념을 우
주론(宇宙論, cosmology), 상수학, 도덕, 심학(心學) 등과 연관시킴으로써

제도의

창출자로서 왕의 지위를 보장하고 왕의 제도가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한다. 동
시에 주석자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황극이 공동체에 수용되어 실현되어야 함을 강
조한다. 황극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왕의 권위를 전제한다면, 황극, 즉 왕의 규범 혹
은 제도가 공동체에 수용되게 하는 것은 사법적 권력과 연관된다. 왕이 일단 기준을
제시하면 이 기준에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경우 왕이 제재를 가하거나 형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홍
범구주의 주석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왕권은 왕의 권위와 권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석자들은 왕권은 법제를 만들 수 있는 왕의 권위와 공동체를 제어
할 수 있는 사법적 권력에 대한 정당화논리를 제공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홍범구주 주석들의 황극해석은 당대인들이 왕권의 정당성, 특
히 입법자로서의 왕의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17, 18세기에 황극
에 대한 주석들과 황극이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왕권의 의미와
그 정당화기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왕권의 정당성을 추적함으
로써 조선시대 왕의 권위와 권력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왕권
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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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구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사실 많지 않다. 조선시대 서경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고, 혹 있더라도 당대의 관심사였던 금문･고문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16)17) 서경의 한 편명인 홍범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홍범구주의 주석들에 대한
연구들과 황극개념에 대한 연구들로 나뉜다.

1) 조선시대 홍범구주의 주석들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홍범구주 주석들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김성윤의 연구와 정호훈의 연
구가 있다. 김성윤은 조선시대 홍범구주의 주석들이 파벌에 따라 왕권에 대한 해석
을 달리한다고 보고 노론들과 남인들의 홍범구주 주석들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
다.18) 또한 남인들 중 특히 윤휴(尹鑴, 1617-1680)와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강한 왕권을 주장한 학자관료들이기 때문이다.19)
김성윤은 특히 정약용의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은 정조의 정치이념의 토대가 되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성윤 1997). 한편 정호훈은 윤휴의 홍범관에 초점을 맞춰 연
16) 조선후기 서경의 금문 고문 논쟁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문식. 1995. ｢조선후기
경기학인의 한송절충론｣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5; 김문식. 1996.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
일조각; 펑린. 2005. ｢다산의 고거학에 관한 시론｣다산학 6 ; 김만일. 2012. ｢추사 김정희의
상서 금고문론과 위서고증｣태동고전연구28. ; 김만일. 2013. ｢주희의 상서문헌비평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태동고전연구28.; 김만일. 2014. ｢정약용의 『상서』 「태서」편 고증 1 :
「태서」의 분류와 금고문 상서와 관련하여｣태동고전연구32. 조선후기 서경 해석 중 주희
(朱熹, 1130-1200)나 채침(蔡沈, 1167-1230)의 주석과 차별적인 텍스트들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만일. 2007. 조선 17~18세기 상서 해석의 새로운 경향. 경인문화사가 있다.
17) 이러한 경향은 명청대(明淸代)의 서경 금고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사
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서경을 둘러싼 논쟁은 한대(漢代)에는 홍범의 오행(五行)을 중
심으로, 송대에는 우공의 산천을 중심으로, 명청대 이후로는 금고문(今古文)의 진위여부를 둘러
싸고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四庫全書總目｢經部書類｣2. “漢以來所聚訟者 莫過洪範之五行 宋
以來所聚訟者 莫過禹貢之山川 明以來所聚訟者 莫過今古文之眞僞”). 한편 명청대 금고문 논쟁에
서 나타난 고증학자들의 학문적･정치적 문제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Elman(2004)을 참조할
것.
18) 김성윤의 노론과 남인의 홍범구주해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연구. 지식산업사; 2001. ｢18~19세기 노론학자의 홍범이해와 그 정치적 의미-이민
곤･황경원･홍석주를 중심으로-｣부산사학 제40･41합집; 2003. 18세기 기호남인의 홍범이해성호 이익과 소남 윤동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6.
19) 윤휴와 정약용에 대한 김성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9. ｢백호 윤휴의 홍범관 연
구｣역사와현실 제34권. 125-158; 2001. ｢다산 정약용의 홍범설연구｣ 역사학보 제 170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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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는데, 그의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이 사천학(事天學)과 연관되어 있다고 규정하
고, 윤휴의 급진적인 개혁론은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
기존의 홍범구주 연구들은 조선시대의 홍범구주 해석들이 대한 주희와 채침의
주석을 계승하는가, 아니면 이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희와 채침이 왕권과 직결된 개념인 황극을 수신(修身),
예치(禮治)과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통치에 있어서 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자 했다
고 본다. 성리학을 충실하게 준수하고자 했던 노론들의 경우 황극을 수신과 직결시
킴으로써 왕의 역량을 제어하고자 한 반면, 왕의 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남인
들의 경우 황극의 재해석을 통해 왕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이 왕의 정치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홍범구주 해석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왕이 정치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이들은 조선의 17, 18세기를 신분제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그
러기 위해서는 강한 왕권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왕의 도덕성과, 통치에 있어서 법보
다는 예를 강조함으로써 왕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자학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주
희, 채침, 그리고 노론들에 의해 주장된 수신론은 왕권을 제약하는 논리라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노론들의 홍범구주 해석은 주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
며, 남인들의 해석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되, 특히 주희의 황극개념에 대해 비판적이
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김성윤이 주희와 채침의 홍범구주의 해석을 왕권제
약논리로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주희와 채침이 극의 의미를 선악으로 번
역했고, 이는 정치적 결정을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이며, 둘째, 주희와 채침이 극을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결국 황
극의 의미가 인륜의 지극함을 다하는 것에 국한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성윤 1999,
133). 셋째, 황극을 인륜의 지극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황극의 14구 즉, “편파적이

20) 정호훈의 윤휴 홍범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호훈. 2003. ｢윤휴의 정치이념과 부국강
병책─홍범이해와 정치･사회개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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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왕의 정의를 준수하고, 사사로이 좋아함이 없어야 왕의 도를 준수할 수
있고,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야 왕의 길을 준수할 수 있다. 편벽됨과 무리짓기가
없으면 왕도가 넓어지고 무리짓기와 편벽됨이 없으면 왕도가 평탄해진다. 거스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의 도는 바르고 곧아 그 기준으로 모으면 그 기준으로 돌
아오게 될 것이다”에서 “편벽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는 상태는 군주의 마음 상태
가 아닌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주의 마음 외에 백성들
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군주가 결정하는 기준과 백성들의 기준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으며, 이러한 해석이 군신공치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김성윤 1999,
135-136).21)
이러한 주장은 황극을 인륜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시키고 왕
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판단에는 제도와 법은 도
덕보다 공적이며 우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사유는 정호훈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정호훈은 윤휴의 홍범관과 제도개혁론을 연결시킴으로써 군주는
단지 도덕적 표상에 그쳐서는 안되고 강력한 권세와 위복을 행함으로써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설명한다(정호훈 2003, 80-93). 이 연구들 속에서
왕은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강한 왕권으로 이를 시행하는 존재이다.
김성윤과 정호훈의 주장은 왕권 그 자체를 제도와 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다. 김성윤은 남인들이 이념적으로 주자학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으므로 제도
와 법에 대한 새로운 근거로서 왕권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호훈은 제도의
정당성을 한편으로는 개혁이 필요했던 당대의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신분제를
극복하고 강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찾았다. 즉 김성윤은 제도와 법

21) 주희는 ｢황극변｣에서 이 구절을 백성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왕의 정의, 도, 길을 준
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朱子大全 권 72「皇極辨」. “會其有極 歸其有極云者 則以言夫天下之
人 皆不敢狥其己之私 以從乎上之化 而會歸乎至極之標準也 蓋偏陂好惡者 己私之生於心者也 偏
黨反側者 己私之見於事者也 王之義 王之道 王之路 上之化也 所謂皇極者也 遵義 遵道 遵路 方
會其極也 蕩蕩 平平 正直 則已歸于極矣”). 한편 채침은 서경의 주석에서 마음을 사람들의 마
음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다(서경집전｢주서｣홍범. “偏不中也 陂不平也 作好作惡 好惡加之意
也 黨不公也 反倍常也 側不正也 偏陂好惡 己私之生於心也 偏黨反側 己私之見於事也 王之義王
之道王之路 皇極之所由行也”). 주희와 채침의 또다른 해석차는 주희는 왕의 정의, 도, 길이 황
극이라고 언급하는 반면, 채침은 황극 때문에 행해지는 바라고 주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채
침은 황극이 먼저 시행된 후에 왕의 정의, 도, 길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침이 주희보다 더 왕의 의거한 정의나 도 등을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황극을 왕의 정의, 도, 길의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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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기초로서의 왕권이 남인들의 새로운 학문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본 것이고, 정호훈의 경우 현실적 문제의식이 새로운 왕권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다
고 본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김성윤과 정호훈의 주장대로라면, 남인들의 정치이론에서 왕은 별도의 정당성의
근거 없이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만약 김성윤과 정
호훈의 주장처럼 왕이 새로운 제도와 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그 제도와 법의 임의성/자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즉,
남인들에 의해 왕권강화에 대한 사유가 성리학과 다른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
었다면, 왕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론과, 그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새로운 질서
관이 설명되어야 한다. 왕이 실제로 제도개혁이나 새로운 입법을 시도할 경우, 개혁
과 입법은 개혁의 당위성과 제도를 도출하는 존재로서 왕의 위상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히 전근대국가처럼 국가가 폭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국가의 재정이 부
족하며 관료제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기존의 관습이나 법에 익숙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은 난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22) 만약 제도와 법이 일방적으로 구현될 경우에는
지역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국가와 지역이 대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화기제가 필요하다.23)
22) 예를 들어 17세기 이후 지방사족들의 자치체제를 국가행정기구인 수령의 아래에 두거나(한상
권 1984), 사회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재편함으로써 자연촌에 기초한 사족지배체제를 행정제
도가 교란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오영교 2001), 재정기구의 통합과 지역재정기관과의 연계의
강화(손병규 2008), 대동법과 같은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이정철 2010)은 국가 행정과 통치
의 기술이 강화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면
경향의 분리와 향전(鄕戰)으로 대표되는 지역내부의 갈등과 수령권의 강화(김인걸 1984;
1988; 1990; 정진영 1998), 향족과 사족의 대립(김현영 1999), 납속책과 권분 등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서한교 1990; 이세영 2009)가 심화되는 한편, 국가에 의한 법제의 개편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진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회적 혼란이 국가행정제도나 제도개혁을 통해 해결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3) 볼(Bol)은 북송대 도학운동은 당나라의 정치체제와 왕안석의 국가중심의 제도개혁이 실패하면
서 개인들의 자발성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리학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음을 지적한다(Bol 2010, 81-130). 볼의 연구는 왕조국가에서조차 통치의 성공이 왕으
로 대표되는 국가의 공권력이나 일방적인 제도의 구현으로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Bol, 1994. 이는 전근대국가에 비해 관료제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근대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비담(Beetham)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에서 법적 타당성(legal validity), 믿음과
가치에 토대를 둔 통치의 정당화가능성, 피치자들의 동의의 근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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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와 채침이 왕권의 정당성을 도덕으로부터 도출했다는 것이 곧 왕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개혁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이들이 왕의 수신
을 강조한 것은, 왕의 마음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왕이 만드는 제도와 법의 자의
성이나 임의성을 이론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덕과 정
치를 분리해서 사유하지 않는 성리학적 이념에서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리학은 보편적 법칙[理]와 인간의 본성을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이로
부터 오륜(五倫)이라는 사회의 윤리질서를 도출해낸다. 그리고 왕에 의해 제시되는
제도적 표준은 이 질서를 최대한 잘 재현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24) 한편 주희는 권
위의 약화를 문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권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군주가 경계하고 두려워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왕권의 잠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5) 주희의 인식은 왕권이 제도만으로 유지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정당화를 통해 안정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
거가 된다.
둘째, 노론과 남인들이 홍범구주 해석에서 파벌 간의 차이를 보이며, 노론들은
주희와 채침의 왕권에 대한 사유를 그대로 반영하는 한편 남인들은 다른 면모를 보
인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성윤은 노론의 이민곤(李敏坤, 1695-1756), 황
경원(黃景源, 1709-1787),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주석과 남인의 윤휴, 이익
(李瀷, 1681-1763), 윤동규(尹東奎, 1695-1773)의 주석을 검토한 뒤 양자 사이에
왕권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윤이 윤휴, 이익, 윤동규의 주석이
왕권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황극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윤휴의 경우 홍범을 제왕의 심법으로 보고, 황극을 세우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지적하고서, 특히 권력자에 대한 피치자들의 협력과 지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Beetham 1991, 15-25). 사회적 모순이 심화될 때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당화기제가 없다면 개혁은 권력이나
권위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24) 주희는 성인이 사회에 제시하는 윤리의 기준인 인극(人極)과, 왕에 의해 제시되는 황극(皇極)
을 구분하고, 양자를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제도와 법의 자의성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에 대해서는 소진형(2015)을 참조할 것.
25) 朱子語類 13:70 “君臣之際 權不可略重 纔重則無君 且如漢末 天下唯知有曹氏而已 魏末 唯知
有司馬氏而已 魯當莊僖之際 也得箇季友整理一番 其後季氏遂執其權 歷三四世 魯君之勢全無了
但有一季氏而已 (중략) 所以聖人垂戒 謂臣弑君子弑父 非一夕一朝之故 其所由來者漸矣 由辨之不
早辨也 這箇事體 初間只爭些小 到後來全然只有一邊 聖人所以一日二日萬幾 常常戒謹恐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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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오상(五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4구의 주체를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권강화를 주장한 것이고, 이익의 경우 하늘이 내리는 것으로 규정
했던 복과 형벌을 군주가 내리는 것으로 보았으며 14구의 주체를 왕으로 보았기 때
문에, 그리고 윤동규의 경우 주희의 ｢황극변｣을 비판하고 그 역시 14구의 주체를 왕
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권강화논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한편 이민곤은 송시열의
직(直)사상에 기초해서 영조의 조제와 보합을 비판했기 때문에, 황경원은 황극개념
에서 권력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수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
개했기 때문에, 홍석주는 홍범구주를 군주가 아니라 민사(民事)를 위한 것이라고 규
정했기 때문에 왕권을 제약하려는 논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4구에 대한 이민곤, 황경원, 홍석주, 이익, 윤동규의 주석들은 파벌별로
일관된 입장을 갖지 않는다. 이민곤은 채침의 주석을 인용해 편벽됨과 거스름과 호
오는 마음에 자신의 이기심[私]이 생긴 것이고, 편벽되고 무리짓고 거스르고 치우치
는 것은 그 이기심이 일로 나타난 것이며, 왕의 정의, 왕의 도, 왕의 길은 황극으로
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규정한다.26) 황경원은 14구는 황극을 부연한 것이라고 규
정한 뒤, 편파성과 호오를 왕의 마음과 연관시켜 설명한다.27) 홍석주의 14구에 대
한 해석 역시 호오를 마음과 연관시켜 설명하되, 이기심이 쉽게 폐단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을 인용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과 공정성의 관계를 규정한
다.28) 이민곤에게 있어서 마음의 주체가 왕인지 일반 백성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황
경원은 왕이라고 분명히 했으며, 홍석주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말한다.
한편 남인들의 경우, 이익은 “편벽됨과 거스름이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고,
호오가 없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29)라고 언급했고, 윤동규 역시 이 구절을 마음
26) 皇極衍義. “偏陂好惡 己私之生於心也 偏黨反側 己私之見於事也 王之義 王之道 王之路 皇極
之所由也.”
27) 江漢集 권11 ｢洪範傳｣. “其曰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
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曰皇極之敷言 (중
략) 人君之心 有所偏陂 則非所以遵王之義也 有所私好 則非所以遵王之道也 有所私惡 則非所以遵
王之路也 有所偏黨 則王道不蕩蕩也 不平平也 有所反側 則王道不正直也.”
28) 尙書補傳. “彼可好而我好之非 作好也 彼可惡而我惡之非 作惡也 彼未有可好也而好之 此之謂
作好 彼未有可惡也而惡之 此之謂作惡 夫未有好而好之 是必有私好也 未有惡而惡之 是必有私惡
也 私也者 固衆人之所易蔽也 彼固有可好也因其好 而并好其所不足好 彼固有可惡也 因其惡而并
惡 其所不必惡 是其好惡 始未甞不公也 而卒亦不免乎私 若是者 雖君子或不能免焉 大學曰好而知
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嗚呼其惟正直乎.”
29) 書經疾書. “無偏無陂 心之軆 無有好惡 心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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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시켜서 “만약 군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벽되고 거스름이 있으면 잘 다스
리고자 해도 사람들이 모두 음붕과 비덕이 생길 것이므로 그로써 치평(致平)을 이룰
수 있겠는가”30)라고 말한다. 이익이 말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는 분명하지 않
고, 윤동규의 경우에는 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보면 14구의 주체를 왕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백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차는 파벌에 따른 것이 아
니라 개인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논리적으로 볼 때 14구와 관련한 더 근본적인 의문은 김성윤의 주장처럼
이 구절의 해석이 군신공치나 왕권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성윤의 주장은 14구의 주체를 백성으로 규정하면 군신공치론이고, 왕이라
고 규정할 경우 왕권강화 논리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4구의 주체가 왕
이라고 볼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편파와 호오의 주체를 왕이라고 해석할 경우,
그 다음의 구절의 의미가 복잡해진다. 그 다음 구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의 정
의를 준수’하고 ‘왕의 도를 준수’하며, ‘왕의 길을 준수’한다인데, 여기에서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여기에서의 왕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마음의 편파성을 없애는 것이 왕이라면, 왕이 자신의 정의와 도, 길을 준수한다는
의미이거나, 추상적 의미의 왕, 즉 요순과 같은 성왕의 정의, 도, 길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왕이 제도와 법을 한번 만들면 그 자신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후자는 왕이 자신의 제도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해석은 주희의 주석대로 이 구절을 백성들이 자신들
의 편파성을 극복해 왕의 제도와 법을 준수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 오
히려 왕권을 제약하는 논리로 해석될 소지가 더 크다.
만약 왕권의 강화나 제약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들을 검
토해보면, 각 주석자들의 고유한 관심사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익은 홍범구주의
각 주의 조목들을 오행(五行)에 분속시켜 안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31) 윤동규
30) 邵南文集｢經說｣序. “若君心小有偏陂 則雖欲善治 人皆滛朋比徳 何以致平耶.”
31) 김성윤은 이익의 해석에서 제 6주인 삼덕을 오상과 오행에 배속시켰는데, 삼덕이나 오사 뿐만
아니라 제 3주 팔정, 제 4주 오기, 제 7주 계의, 제 8주 서징도 오행에 소속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안배하다보니 논리와 오행의 순서가 맞지 않는 면들이 해석에서 보인다. 음양
과 오행을 교차시켜서 동물, 식물, 길흉, 인체와 성정 등 사물을 분류하는 것은 채침의 홍범황
극내편과 이를 수용한 주석들에서 잘 나타나지만, 이익은 구주의 조목들을 오행만으로 묶어내
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황극에 대한 해석이 소략하고 독창적이지 않다.(書經
疾書. “(八政)若配之於五行 則司空屬水 師屬火 祀與賓屬木 司寇屬金 食與司徒屬土也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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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황극이 전체 나머지 팔주가 작동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32) 홍석주의
경우 오행의 신비성을 제거하고 농업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을 제
한하려고 하며,33) 이민곤의 주목할 만한 독특성은 개념들을 구분하려는 태도에 있
다.34) 홍범구주가 성리학적 국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치의 기본구조를 보여준
다고 할 때, 각 논자들의 해석차는 통치의 토대로서의 질서─오행으로 표상되는 자
연질서와 오사로 표상되는 도덕질서─, 그리고 이 질서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왕의
제도와 법이 어떻게 할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입장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홍범구주에는 왕권에 대한 규정과 제약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왕권
제약=수신론 혹은 왕 이외의 주체들의 인정, 왕권강화=왕의 자율성 증대와 같은 방
식으로 규정한다면, 당대 학자들의 왕권에 대한 규정을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

2) 황극개념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 황극개념에 대한 연구는 숙종에게 소위 “황극탕평론”을 국정이념으로

(五紀) 分儴五行 則歲越於摂提屬木 月屬水 日屬火 星辰屬金 總㑹于曆數則屬土 不必依水火金木
土之次也 (중략) (三德) 平康屬土於德爲信 剛不友屬金於德爲義 爕友屬木於德爲仁 沈潛屬水於德
爲智 髙明屬火於德爲禮 金木水火非土不有 故義仁智禮 亦非信不成 義仁智禮之管於信 如金木水
火之管於土也 (중략) (稽疑) 雨霽 固屬之水火 無疑 (중략) 蒙次于雨 驛次于火 故屬之木金 克者
交相侵 乃如土之無所不在 (중략) (庶徵) 燠寒屬木金 則只可作溫凉之義 然以極備極無者 看則便
是冬夏寒熱之義 故朱子亦甞致疑 然以五事之肅乂哲謀聖推之 各屬水火明矣 盖水火非寒熱也 冬寒
秋氣之極 夏熱春氣之極 自是金木之氣 盛於冬夏也 如獜經擧春秋 則冬夏包之矣.”
32) 邵南文集｢經說｣序. “極旣建矣 則五行順 五事敬 而肅乂哲謀 聖可以應天之休徴 八政得人 而可
厚 五紀恊 而應時月之省 三徳乂 而威福章 稽疑明 而吉㐫著矣.”
33) 尙書補傳. “九疇之叙 為民事也 故其言五行也 皆以民用為主 木之曲直金之従革 皆言夫為民器
用者也 圡之為㓛 莫大於厚載 而獨言稼穡何也 厚載者 圡之自然也 稼穡者 人之用夫圡者也 故曰
洪範之言 五行也 皆主乎民用也.”
34) 이민곤은 황극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나 인, 중, 작극, 건극과 같은 개념들의 의미 차에 주목한
다(承政院日記 영조 22년 1월 18일. “夫仁之名同 而梁武之慈悲 不可與大禹之泣辜 同謂之惻
隱也 義之同名而漢高之縞素 不可與湯·武之征伐 同謂之王道也”; 황극연의. “臣謹按 建極之極
為表凖之名 至極之義 與中庸之中 名義略不同 今以極之居中 而訓極以中 則殊非本文之㫖也 况漢
儒之以誤認之中”; “作極與建極 大略相似 而微有不 同 建者 植立之謂 作者 有皷舞振起之意 匡直
輔翼之意 提撕 警覺之意 欲其無一時一事之不作也”). 황극연의는 영조의 정국운영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김성윤 2001, 77-79), 김성윤의 지적처럼 송시열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
는지는 모르겠지만, 송대 성리학자들의 글에서 “곧바름(直)”이라는 표현을 모아 황극과 연결시
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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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박세채의 황극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35) 이 연구들
의 특징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홍범구주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숙종
대의 정치적 맥락 안에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연구들은
그의 황극개념을 텍스트 내에서 분석하기보다는, 파벌정치, 정치개혁론, 왕의 권위
약화 등과 같은 당대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분석한다.
초기 연구들의 경우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인식이 파벌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신엽(1990)의 경우 홍
범구주(洪範九疇)의 제 5주(疇)인 건용황극(建用皇極)의 황극은 왕과 백성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황극탕평”은 바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왕도정치의 이
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경지로 설명하고(강신엽 1990, 52), 황극 14구를 왕의 붕당에
대한 태도와 연관시킨다(강신엽 1990, 52-54). 우인수(1994)는 박세채의 정치적 역
할을 “중재”로 보고 그가 송시열(宋時烈, 1607-1689)과 윤증(尹拯, 1629-1714),
그리고 대신(大臣)과 대간(大諫)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정치적 태도의 연장선에서
황극탕평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노론과 소론의 분당원인이 된 송시열과
윤선거(尹宣擧,

1610-1669)･윤증

부자

사이의

갈등[懷尼是非]은

윤휴(尹鑴,

1617-1680)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되었다.36) 우인수는 박세채는 정치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아닌 군주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세채는 군주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위한 마음공부를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박세채는 왕이 
심경(心經)을 공부할 것과, 판단하고 사유하기 위한 덕목으로 신중함[敬]을 강조했
으며, 마음공부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면 파벌을 없애지 않고서도 없애는 것과 같은
표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우인수 1994, 107-110). 강신엽과 우인수의 연구
35) 박세채의 황극론을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신엽. 1990. ｢17세기
후반 박세채의 탕평책｣동국역사교육2; 우인수. 1994. ｢조선 숙종조 남계 박세채의 노소중재
와 황극탕평론｣역사교육논집19. ; 김용흠. 2008. ｢남계 박세채의 변통론과 황극탕평론｣동방
학지 143; 이민정. 2011. ｢박세채의 ‘황극’인식과 군주상｣한국사론57.
36) 윤휴는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에게 사문난적(斯文亂賊)으로 지목되었
으나, 윤선거는 윤휴와의 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이를 계기로 송시열과 윤선거･윤증은
반목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정치대립으로 이어진다. 이 정치대립은 숙종 8년 당시 척신이었던
김만기의 삼촌인 김익훈이 서인들의 재집권을 위해 남인들의 역모사건을 조작한 것을 두고 일
어났다. 당시 당파와 관계없이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대간들은 김익훈을
무고죄로 비판하였고, 남인들을 역당(逆黨)이라고 보았던 서인계 대신들은 김익훈을 옹호했다
(우인수 1994, 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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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초기 연구들로,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파벌정치의 맥락에서 간략하게 설명
해준 것으로,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세채의 황극인식을 정치개혁론과 연결시켜 설명한 연구로는 김용흠(2008)의
연구가 있다. 김용흠은 박세채의 탕평론이 단순히 붕당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고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황극규정에서
드러나는 박세채의 왕권론은 “새로운 국가구상”의 토대라고 본다(김용흠 2008,
221).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용흠은

이이(李珥,

1536-1584)-이귀(李貴,

1557-1633)-최명길(崔鳴吉, 1586-1647)로 이어지는 경장론(更張論)─또는 변통론
(變通論)─이라 명명되는 정치개혁론에 주목한다.
김용흠은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사상을 왕권론과 신권론의 대립으로 분화되
었다고 보고, 박세채의 사상을 왕권론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이이, 이귀, 최명길, 박
세채를 정치개혁론과 왕권론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인물들이 붕당, 즉 파벌을
정치개혁의 장애물로 보았다는 데 있다. 김용흠은 이 때 정치개혁의 핵심은 주자학
정치론과 현실 정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신분제에 입각한
기존의 조세를 균역법이나 대동법 등의 평등하고 근대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개혁론은 양반제의 모순을 해소해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
다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군주의 수신만을 강조하는 주자학적 정치
론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김용흠 2008, 230-233).
여기에서 주자학적 정치론이란 정치개혁보다는 군주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함으
로써 군주권의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이념을 토대로 하며, 군주권의 강화를 통해 평등
지향적인 제도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치개혁론과 대척점에 존재한다. 김용흠에 따르
면 박세채는 주자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모
색했다. 박세채는 서경 ｢주서｣의 홍범조에 나오는 황극개념을 이용해서 정치의 목
적이 통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파벌이 아닌 인재에 의한 통치와 국정 전반
에 걸친 제도개혁─구준의 토지제도와 이이의 경제사(經濟司) 설치 등─을 제안한다
(김용흠 2008, 234-250). 김용흠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복잡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김용흠의 설명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에 대한
배경설명일 수는 있어도, 황극의 의미와 그에 토대를 둔 왕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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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이민정의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왕권의 문제에 충실하게 황극개념
을 규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민정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그의 저
술인 범학전편과의 연관 속에서 의미규정을 하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파벌정치가
아닌 왕권의 위상과 관련해 맥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
리 파벌정치나 정치개혁론을 박세채 황극론의 배경으로 제안하지 않는다.37) 이민정
은 조선후기 정치사상에서 황극개념 등장이 17세기 국왕의 위상저하에 대한 문제제
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세채의 황극개념에 기초한 군주상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7세기 왕의 위상저하문제는 1674년(현종 15)에 자의대비 복제문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제 2차 예송인 갑인예송(甲
寅禮訟)과 청(淸)의 강희제가 언급한 조선 왕의 약한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君弱臣
强說]로부터 시작되었다.38) 이민정은 이 시기에 왕권의 문제는 파벌간의 대립이 아
니라 다양한 정치세력과 왕으로부터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족들을
왕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와 연관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
종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국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권강화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이러한 숙종의 태도는 왕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홍범구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었고, 각 연구들이 왕권과 연관된
37) 이 연구가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파벌정치가 아닌 왕의 권위를 둘러싼 논쟁을
맥락으로 본 이유는, 당대 정파의 지형이 단순히 노론･소론･남인의 대립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
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정은 당시 정치세력은 노･소･남인 뿐 아니라 송시열･송준길로
대표되는 산당(山黨), 김좌명･서필원으로 대표되는 한당(漢黨), 일반관료세력, 남인관료세력, 훈
척 등으로, 각 세력들은 사안에 따라 대립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파벌대립만으로 17세기 왕권
문제를 규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이민정 2011, 140). 당시 정파들에 대한 설명은 정만조
(1993), 홍순민(1986)을 참조할 것.
38) 이민정은 갑인예송 이후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공의(公義)･사의(私義)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주
장한다. 현종대에 일어난 공의･사의 논쟁은, 김만균이 현종 4년 11월,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
화도에서 순절한 사실을 들어 청나라 사신을 맞기 위해 왕을 배종해서 모화관에 가는 것을 거
부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공의･사의논쟁은 관료가 국가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의으로 표
상되는 왕 혹은 국가의 명령이 우선인지 사의로 표상되는 인륜(人倫), 즉 도덕의 문제가 우선
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공의･사의 논쟁에 대해서는 정만조(1998)를 참조할 것. 한편
군약신강설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평가로, 이러한 평가가 조선에 전해진 것은 1671년(현종
12)에 북경에 갔던 동지사들과 원접사였던 오시수에 의해, 1675년(숙종 1) 조선에 온 사신에
의해서였다. 군약신강설은 요약하자면 조선의 통치는 왕이 강한 신하에게 억눌려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약신강설에 대해서는 배우성(20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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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극을 강조했던 것은 왕의 위상약화라는 상황적 조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민
정 2008, 133-144).
이와 같은 조건이 박세채의 범학전편과 왕권론이 놓여 있는 맥락이다. 이민정
은 범학전편의 순서가 낙서, 홍범, 황극, 기자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학전편에서 박세채의 왕권에 대한 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기자에게서 찾는다. 즉, 기자는 무왕에게 통치의 요체인 홍범을 알려주었고 실
제로 홍범에 따라 조선을 다스렸으며, 군사로 추앙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박세채
는 기자에게서 “성리학적 군주상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다(이민
정 2011, 156).
이민정은 박세채가 왕을 천도와 인도의 매개자라는 측면에서 정치운영의 실질
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가진 존재로 규정했다고 보고, 그러한 왕의 위상은 용인(用
人)에서 잘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박세채의 ｢사소명소(辭召命疏)｣를 인용하면서 그에
게 있어서 황극이란 결국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이민정 2011,
172). 박세채의 황극이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민
정이 황극의 도(道)를 호오(好惡) 즉 왕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정국운영에 있어서 왕의 호오란 결국 용사(用捨)와 관련된 것으로 드
러나기 때문에, 황극의 도-호오-용사권-붕당에 대한 입장으로 논리적 연결이 가능
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의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벌정치라는 맥락이 아닌 왕의 위상문제
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황극연구에 대한 맥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황극과
호오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고 해서 황극의 의미가 정확하게 밝
혀지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민정는 연구에서 박세채가 권근의 ｢홍범구주천인합
일도(洪範九疇天人合一圖)｣를 수용하고 홍범구주 중 앞의 4주를 황극을 세우는 조건
으로 보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이민정 2011, 164-169). 홍범구주의 1주에서 4주
까지는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로, 각각 자연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들과 그 작용방식,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과 그 적합한 양식, 여덟 가지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 다섯 가지 천체의 운행이다. 이 네 가지가 황극을 세우는 조
건이 된다는 것과, 호오가 황극의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설명되어야
황극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민정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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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정은 황극을 논어｢이인｣편의 “오직 인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구절39)을 인용해 호오와 인을 연결시키고, 황극과 인
개념을 연결시킨다. 그러나 호오를 ｢이인｣편의 호오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희박하다. 예를 들어 박세채에게 호오는 대학｢성의｣장의 호오일 수도 있다.
대학의 호오는 논어｢이인｣편의 호오와 다르다. 논어에서 인한 사람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40) 그런데 대학｢성의｣장의 호오는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을 좋아하는 것처
럼”41) 하는 호오이다. 논어｢이인｣편은 호오에 있어서 “인”, 즉 인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논어 텍스트 안에서 인한 사람이란 타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
각하지 않는 사람이다.42)
이렇게 볼 때 논어의 호오는 나와 타인의 관계가 전제된 말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대학｢성의｣장의 호오의 주체는 군자이지만, 이 군자는 자기 수양의 첫
번째 단계인 성의(誠意)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기를 실천해야 하는 존
재이다.43) 이 단계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악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파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
이 된다. 박세채가 파벌문제와 관련한 판단 문제에 대해 언급한 ｢진별단계차사본차4
｣의 “대개 황극의 도는 호오를 위주로 하여 바른 것을 좋아하고 그른 것은 미워하
여 호오가 그 당연함을 얻으면 사정이 더욱 분명해집니다”44)라는 구절은 논어의
호오라기보다는 대학의 호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한편 호오를 논어나 대학과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극 14구에서는 호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호오는
왕의 이기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백성들의 이기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세채
39) 論語｢里仁｣. “子曰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40) 論語集註｢里仁｣. “惟仁者 無私心 所以能好惡也.”
41) 大學章句｢誠意｣.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其獨
也.”
42) 論語集註｢里仁｣.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論語集註｢雍也｣. “仁者 以天地萬
物爲一體 莫非己也.”
43) 大學章句｢誠意｣. “誠其意者自修之首也 (중략) 言欲自修者知爲善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禁
止其自欺 使其惡惡則如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快去而求必得之 以自快足於己 不可徒苟且以
徇外而爲人也.”
44) 南溪集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4. “蓋皇極之道 主於好惡 其正可好 其邪可惡 好惡得當
則邪正益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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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오를 왕의 이기심으로 보았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호오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
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넓게 해석한다면 박세채의 황극을 공자가 말하는 호오로, 그리고 인 개념
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에서 박세채가 황극과 연
관시켜 호오를 말할 때는 이기심(私)과 편파성에 대한 것이며, 이기심과 편파성을
제거한 기준으로서의 황극은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가 박
세채가 말하는 황극의 의미를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세채의 황극개념이 “국
왕이 탕평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나 자세”(이민정 2011, 127-128)
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황극이 “인(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홍범연구나 황극연구가 실제 황극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난행을 겪은
것은, 황극의 의미를 텍스트 안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맥락만으로 설명하
거나, 정치수사와 이론적 텍스트를 개념을 규정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
이다. 본 연구가 맥락적 분석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대인들이
황극을 사용하는 용례들이 먼저 분석한 뒤에 특정인이 그 개념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이 제시된다면, 황극의 규정이나 의미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특정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방향을 설명해주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념의 의미를 곧바로 맥락으로 환원하거나 텍스트들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할 경우, 개념의 의미규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3. 연구의 대상․방법․구성
본 연구는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 중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編), 윤휴의 ｢
독상서(讀尙書)｣, 황경원의 ｢홍범전(洪範傳)｣, 그리고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홍범오전(洪範五傳)｣과 ｢상서일지(尙書逸旨)｣를 선택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주석
들은 왕권의 정당성 문제에 천착한 텍스트들이다. 박세채는 파벌을 비판하고 조제･
보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인물이다. 조제･보합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나온 정국운영방식이라는 점에서 성리학적 규범과 이론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
다. 이때 조제･보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정국운영을 선택한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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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다. 따라서 박세채가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는 황극을 조제･보합을 정당화
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다면,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왕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박세채는 상수학(象數學)45)을 동원, 공정성과 왕의
위상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남인(南人)출신의 학자관료로,
강한 왕권을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윤휴46)는, 절대적인 왕권의 근거를 오상(五
常), 즉 도덕으로부터 도출한다. 도암(陶菴) 이재(李縡, 1680-1746)의 문인으로, 노
론 낙론계 학자관료이며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자임한 인물인 황경원은 왕을 상제
(上帝)의 대리자로 규정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영조대 문형(文
衡)이자, 정조의 세손 시절 빈객(賓客)이었던 서명응은 상수학 중 특히 소옹상수학
(邵雍象數學)의 논리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17세기 이후 홍범구주에 대한 연구들47) 중에서 위의 네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
45) 박권수(2006, 7)에 의하면 상수라는 말은 협소하게는 주역의 경문을 해석하는 특정한 방식
을 지칭하는 말이고, 포괄적으로는 자연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심오한 수적 원리 혹은 그 원리
에 대한 탐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46) 윤휴는 허목(許穆, 1595-1682), 유형원(柳馨遠, 1622-1673) 등과 더불어 강한 왕권을 주장
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석(2001), 정호훈(2004, 167~170)을 참조할 것.
47) 조선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홍범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선시대 홍범구주 주석서 목록
저자
權近(1352-1409)
李滉(1501-1570)
李德弘(1541-1596)
金長生(1548-1631)
禹汝楙(1591-1657)
許穆(1595-1682)
尹䥴(1617-1680)
洪汝河(1621-1678)
李玄逸(1627-1704)
朴世堂(1629-1703)
朴世采(1631-1695)
李衡祥(1653-1733)
金春澤(1670-1717)
李煥模(1675- ? )
李顯益(1678-1717)
李瀷(1681-1763)
南國柱(1690-1759)
李敏坤(1695-1756)
尹東奎(1695-1773)

서명 및 편명
書淺見錄
三經釋義 ｢書釋義｣
艮齋先生續集 ｢洪範月行九道｣
經書辨疑 ｢經書辨疑｣
洪範羽翼, 『洪範衍義』, 『洪範箕範』
記言 ｢書說｣
白湖全書 ｢讀尙書｣
木齋集 ｢讀書箚記｣
洪範衍義
思辨錄 ｢尙書｣
範學全編
甁窩講義 ｢尙書｣
北軒居士集 ｢箕子陳洪範於武王｣
斗室寤言 ｢書傳記疑｣
正菴集 ｢書釋義｣
星湖疾書 ｢書經疾書｣
鳳洲集 ｢易範通錄｣
皇極衍義
邵南文集 ｢經說｣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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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에서 언급한 왕권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이 주석들이 보이는 독특성 때문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황극의 정당성은 제 2주인 오사(五事)나 1
주에서 4주 전체로부터 온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주희와 서경집전의 주석
자인 채침의 주석에 기인한 것이다. 위의 주석자들이 주희와 채침이 말하는 왕권의
정당성과 배치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왕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서
로 다른 방식의 정당성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본 연구가 파벌을
나눠서 황극해석의 경향을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황극에 대한 해석이 정파
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는 이민곤
의 황극연의이나, 이 텍스트는 왕권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논구했다기보다는 영
조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48)

黃景源(1709-1787)
任聖周(1711-1788)
安鼎福(1712-1791)
徐命膺(1716-1787)
白鳳來(1717-1799)
金鍾厚(1721-1780)
金鍾正(1722-1787)
黃胤錫(1729-1791)
趙有善(1731-1809)
朴胤源(1734-1799)
李萬運(1736- ? )
成允信(1737-1808)
金龜柱(1740-1786)
徐瀅修(1749-1824)
李書九(1754-1825)
成海應(1760-1839)
正祖(1752-1800)
申綽(1760-1828)
丁若鏞(1762-1836)
吳熙常(1763-1833)
姜必孝(1764-1848)
白慶楷(1765-1842)
金虎運(1768-1811)
洪奭周(1774-1842

江漢集 ｢洪範傳｣
鹿門集 ｢經書疑義｣
順菴集 ｢書釋義｣ 書
保晩齋剩簡 ｢洪範五傳｣, 保晩齋叢書 ｢尙書逸旨｣
九龍齋集 ｢三經通義｣書傳
本庵集 ｢箚錄｣書傳
雲溪漫稿 ｢箚錄｣書傳
理藪新編 ｢釋朞三百註•朞三百總解•洪範九疇天人合一圖 上下•無
逸之圖｣
蘿山集 ｢經義―書｣
近齋集 ｢書經箚略｣
默軒先生文集 ｢皇極經文釋義•朞三百註解｣
愼默齋集 ｢洪範九疇皇極圖說｣
經書箚錄 ｢洪範直指｣
明皐全集 ｢書釋義｣
惕齋集 ｢尙書講義｣
硏經齋全集 ｢經翼｣書類, ｢經解｣―序辨•洪範傳•讀舜典•大禹謨說
弘齋全書 ｢經史講義｣書
古尙書, 尙書古注, 尙書百篇攷
與猶堂全書 ｢尙書古訓｣, 與猶堂全書補遺 ｢讀尙書補傳｣, ｢尙書
知遠錄｣
老洲集｢讀書隨記｣書傳
海隱遺稿 ｢時習綠｣ 書傳
守窩集 ｢讀尙書｣
雨澗集 ｢周書攷疑辨｣
尙書補傳

48) 이민곤은 1746년(영조 22) 1월 18일에 영조에게 황극연의를 바쳤는데, 김약로, 원경하 등
에게 글이 문제적이며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承政院日記 영조 22년 1월 18
일). 이민곤은 이 글에서 왕의 수신과 옳고 그름을 판별할 것을 강조한다. 수신, 시비의 판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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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황극개념과 관련된 권위와 권력의 문제가 실제 정치의 장에서 어떻
게 충돌하는지를 영조와 정조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영조의 경우에는 황극이 정
치수사로 사용되면서 사대부들이 어떻게 황극을 주희와 다르게 정의해서 영조의 자
의적 권력을 제어하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이다. 정조의 경우는 황
극개념을 확장시켜 왕권을 태극에 비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리학적 권위와
권력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양자에 대한 이론화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논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왕을 어떻게 규
정하고, 그 규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왕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뒤, 서경의 황극개념에서 비춰본 왕권의 의미와 비교할 것이다. 황극의 의미를 살
펴보기에 앞서 먼저 홍범구주의 연원과 구주의 구성을 검토하고, 특히 주희와 채침
이 황극으로 표상되는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도출했는가에 분석하고,
이들이 내리고 있는 왕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3장에서는 조선시대 홍범구주의 주석들을 검토하되,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를
상수학에서 찾는 경우와 도덕에서 찾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상수학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논자들은 박세채와 서명응이다. 박세채는 홍범구주를 설명하
기에 앞서 상수학 전통의 도서(圖書)들인 ｢하도｣와 ｢낙서｣, 그리고 ｢복희선천팔괘도
｣, ｢문왕후천팔괘도｣를 나열하고 보편/원리에 해당되는 ｢하도｣와 ｢복희선천팔괘도｣,
그리고 변화/현상을 의미하는 ｢낙서｣와 ｢문왕후천팔괘도｣가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또, 왕의 판단의 가부를 묻는 제 7주 계의를 3의 조합을 통해 설명한 채
침의 상수학을 수용한다. 서명응은 소옹상수학에 의거해 구주를 음양오행으로 설명
한 뒤, 이를 다시 원회운세설과 연결시킴으로써 왕이 규범과 제도를 세울 때에 인식
해야 하는 수의 패턴들을 제시한다. 도덕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찾는 논자들은 윤휴
와 황경원이다. 윤휴는 황극의 근거를 오상에서 찾음으로써 왕의 규범과 제도의 불
변성을 강조한다. 한편 황경원은 황극은 왕이 아닌 상제의 표준이며, 왕은 상제의
대리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근거를 상제로부터 도출한다.
4장에서는 황극이 실제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의 근

왕의 규범과 제도의 공정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왕의 정당성을 설명해주기는 하나, 이민곤의
텍스트에는 왕의 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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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3장에서 살펴본 주석들이 제시한 근거와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
토할 것이다. 영조의 경우 ‘황극을 세운다’는 표현인 건극(建極)이 정치논쟁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영조대의 사대부들 중 황극을 주희의 번역인
‘왕의 표준’이 아니라 ‘대중(大中)’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정조의
경우에는 황극의 의미를 ‘왕의 표준’으로 고정시키는 동시에 왕의 위상을 상수학적
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논리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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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홍범구주와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
서경｢주서｣의 홍범편은 기자가 무왕에게 전해준 통치의 요체가 담긴 텍스트
로 알려져 있다. 아즈마(吾妻)에 따르면 홍범은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이나 한서
(漢書)｢五行志｣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대(漢代, B.C. 202-A.D. 220)에는 재이론
(災異論)의 관점에서 해석되다가, 송대(宋代, 960-1279)에 이르러 군주의 통치에 대
한 텍스트로 해석되면서 재조명되었다(吾妻重二 2004, 84-88).49) 송대 홍범편의 주
석은 장경(張景, 970-1018)의 홍범해(洪範解)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대의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은 왕의 행위가 자연의 변화와 직결된다고 믿었
49) 이하 홍범구주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즈마 책의 pp.89-1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아즈마가 이 책에서 정리한 송대의 홍범에 대한 주석서들은 다음과 같다.
[표2] 송대 홍범구주 주석서 목록
저자
張景
仁宗
仁宗
徐復
胡瑗
劉羲叟
劉彛
蘇洵
廖稱
王安石
孫諤
曾鞏
余燾
孔武仲
蘇轍

서명
洪範解
洪範政鑑
洛書五事圖
洪範論
洪範口義
洪範災異論
洪範解
洪範論
洪範論
洪範傳
洪範會傳
洪範傳
改正洪範
洪範五福論
洪範五事說

저자
鄭耕老
蔡元定
鄭思孟
陳埴
林維屛
趙善湘
蔡元鼎
馮去非
鄒元佐
陳剛
劉漢傳
史堯弼
蔡沈
王柏
賀成大

晁補之

洪範五行說

?

晁說之
曾致
劉彛, 曾鞏,
呂惠卿
范浚
陳伯達
孟先
吳仁傑

洪範小傳
洪範傳

祖無擇
契嵩

서명
洪範訓解
洪範解
洪範解義
洪範解
洪範論
洪範統一
洪範會元
洪範補傳
洪範福極奧旨
洪範手抄
洪範奧旨
洪範論
洪範皇極內篇
洪範九疇說
古洪範
宋史｢藝文志｣5洪範
碎金訓字
皇極箴
皇極論

四先生洪範解要

薛季宜

皇極解

洪範論
翼範
尙書洪範五行記
尙書洪範辨圖

葉適
陸九淵
朱熹

進卷 皇極
皇極講義
皇極辨

蘇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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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자연의 변화에 따른 왕의 적절한 의례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
를 들어 왕은 봄･여름･가을･겨울에 해당되는 색의 옷을 입고, 방위를 지켜 행동해야
했다. 홍범구주는 이러한 천인감응론의 관점에서 해석되었고, 홍범구주의 제 2주(疇)
인 오사(五事), 즉 용모, 언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謨言視聽思)는 왕의 행동의
적절성으로, 제 9주인 복극은 왕의 행위에 따라 하늘이 왕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한편 송대 성리학자들은 홍범구주로부터 한대 방식의 천인감응
론을 배제하고 오사를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심법(心法)으로, 그리
고 상과 벌을 내리는 주체를 하늘에서 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홍범구주를 왕의 통
치에 대한 텍스트로 전환시킨다.
본 장은 통치에 대한 텍스트인 홍범구주의 내용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 홍범구주에 등장하는 심법과 황극개념을 왕권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홍범구주는 주희와 채침의 저술을 통해 이해되었으므로, 먼저 서경
｢주서｣홍범편의 채침의 주석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홍범편에 대한 해석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뒤에 홍범구주의 제 5주에 해당되는 황극개념에 대한 소
옹, 채침, 주희의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상가들이 왕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북송대 상수학자인 소옹, 그리고 남송대 성리학자인 채침
과 주희는 모두 황극을 왕권과 연관 지어 이해한 학자들이다. 소옹과 채침의 경우
황극을 상수학(象數學)과 연관시켜 왕의 역할과 왕권의 의미를 도출하며, 주희는 도
덕과 정치를 극(極) 개념을 통해 분리하고 황극을 정치의 영역에 귀속시킴으로써 왕
권과 연결시킨다.
이 세 학자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의 황극개념이 모두 조선후기 사상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희는 명청 교체 이후 조선의 사상계가 주자학 일변
도였다고 인식될 정도로 조선에서 추숭되었고, 소옹의 경우 그가 저술한 황극경세
서와 시공간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수론(氣數論)은 조선후기 사상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50) 채침 역시 당대에 유명한 상수학자였으며, 주희의 명으로 서경을 주
50) 기수론은 하나의 세계가 출현하고 멸망하는 사이의 시공간의 성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
명하는 논리로, 요(堯)와 순(舜)이 통치한 이래로 세계는 점차 기수가 나빠져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기수론과 소옹이 조선후기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은 박권수(2006), 조성산(2007), 곽신환(201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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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인물이다. 그는 서경의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과 이를 상수학적으로 보완한 
홍범황극내편을 저술하였고, 홍범황극내편은 숙종대에 왕권강화를 이론적으로 정
당화해준 박세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세 사상가는 조선후기 홍범구주 주석과
황극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를 제공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홍범구주의 구조와 세 학자의 황극개념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성
리학적 통치관에서 왕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성리학
은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을 내성외왕(內聖外王), 혹은 군사(君師)라고 표현한다. 이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상적인 왕은 정치적 권력과 학문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존재
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왕들이 자신을 성리학을 강화하고 군사로
표방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고,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이를 강화해주었기 때
문에, 성리학의 왕권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당대의 왕권인식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하다.

1. 성리학적 통치관에서 왕권의 의미
통치학으로서 성리학의 특징은 통치의 기초를 인간의 본성에 두고, 그 방법을
학문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 성리학의 이러한 특징은 왕권에 대한 규정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성리학은 왕권을 학문적 권위와 정치권력으로 쪼갬으로써 통치를 왕
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구분된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규정한다. 소위 도통(道
統)과 치통(治統)51)으로 이해되는 도덕과 정치의 분리는 도덕에 기초한 규범적 질서
와 그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통치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목
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닌,
51) 학문이 통치의 토대가 된다는 도통론은 당 중기 한유(768~824)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남송(南宋)의 성리학자인 주희에 의해 완성되었다. 도통론에서 성인(聖人)은 성인의 학문을 따
르는 학자[士大夫]를 표상한다(민병희 2011, 157). 민병희는 도통론이 사대부의 권력과 군주
의 권력에 대한 논의(민병희 2011, 57)라고 설명하는데, 도통론은 정당한 권력에 대한 설명이
라는 점에서 권력보다는 권위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야 한다. 피터 볼(Bol 2010, 208-209)은
도통과 치통을 학(學)과 통치로 보고 도덕과 정치의 구분으로 이해한다. 위잉스(余英時 2015,
40-270)는 도통(道統)과 도학(道學)을 구분함으로써 직접 통치에 참여한 내성외왕의 계보와
학문으로 통치의 방법을 전수한 계보를 구분하며, 일반화된 도통론은 주희(朱熹, 1130-1200)
의 제자였던 황간(黃榦, 1152-1221)에 의해 완성된 ｢성현도통전수총서설(聖賢道統傳授總緖說)
｣(勉齋集 권3)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52) 도통이 통치의 토대라는 점이 잘 드러난 글은 양유정의 ｢삼사정통변(三史正統辨)｣이다. 원(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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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목적을 통치의 기초에 둔 “사회･정치적 구상으로서의 학”(민병희 2008, 85)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성리학의 통치에 따른 왕권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도통(道統)개념이
다. 도통개념은 성리학에서 왕의 권력(power)과 권위(authority)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권위와 권력개념을 설명한 뒤 도통개념과 홍범구주가 어떻
게 이 개념들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권위는 권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우드(Wood)는 성리학
의 권위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렌트(Arendt)와 롱(Wrong), 윈치(Winch)를 인용하
는데, 이들의 권위개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53) 권위는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권력과 유사해보이지만, 권위는 권력이 사용되기 위한 전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
하다. 권위는 특정한 근본적인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복종은 동의에 의한 것이지 폭압의 결과가 아니
다. 권위에의 복종은 의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것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위개념은 학문을 통치의 토대로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통치에의 자
발적 참여를 주장하는 성리학의 전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성리
학의 도통론(道統論)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54) 학문이 통치의 토대가 된다는 도
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5년(1345)에 양유정(楊維楨)은 이 표문을 황제에게 바쳐 도통이 치
통(治統), 즉 통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陶宗儀 輟耕錄 卷3 ｢正統辨｣. “道統者 治統之所
在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文武周公孔子 孔子沒幾 不得其傳百有餘年 而孟子傳焉 孟子
沒又幾不得其傳千有餘年 而廉洛周程諸子傳焉 及乎中立楊氏而吾道南矣 旣而宋亦南度矣。楊氏之
傳爲豫章羅氏廷平李氏 及於新安朱子 朱子沒而其傳及於我朝許文正公 此歷代道統之源委也 然則
道統不在遼金而在宋 在宋而後及於我朝 君子可以觀治統之所在矣”). 위잉스(余英時 2015, 57)는
이 표문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유정이 도통적 관점에 따라 원나라가 송나라를 이어 개국했다고
보고, 개국년도를 금(金)이 망한 1234년이 아닌 송이 망한 1279년으로 봄으로써 원의 실제 개
국을 45년 늦춰버릴 정도로 통치의 정당성을 도통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53) 우드의 권위에 대한 설명은 Wood, Alan T. 1995. Limits To Autocracy: From Sung
Neo-Confucianism to a Doctrine of Political Righ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6을 참조할 것.
54) 위잉스에 의하면 도통이 통치의 토대라는 점이 잘 드러난 글은 양유정의 ｢삼사정통변(三史正
統辨)｣이다. 원(元)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5년(1345)에 양유정(楊維楨)은 이 표문을 황제에게
바쳐 도통이 치통(治統), 즉 통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陶宗儀 輟耕錄 卷3 ｢正統辨｣.
“道統者 治統之所在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文武周公孔子 孔子沒幾 不得其傳百有餘年
而孟子傳焉 孟子沒又幾不得其傳千有餘年 而廉洛周程諸子傳焉 及乎中立楊氏而吾道南矣 旣而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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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론은 당 중기 한유(768~824)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남송(南宋)의 성리학자
인 주희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이해된다. 도통론에서 성인(聖人)은 성인의 학문을 따
르는 학자[士大夫]를 표상한다(민병희 2011, 157). 민병희는 도통론이 ‘사대부의 권
력과 군주의 권력에 대한 논의’(민병희 2011, 57)라고 설명하는데, 도통론은 정당한
권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권력보다는 권위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야 한다. 피
터 볼(Bol 2010, 208-209)은 도통과 치통을 학(學)과 통치로 보고 도덕과 정치의
구분으로 이해한다. 위잉스(余英時 2015, 40-270)는 도통(道統)과 도학(道學)을 구
분함으로써 직접 통치에 참여한 내성외왕의 계보와 학문으로 통치의 방법을 전수한
계보를 구분하며, 일반화된 도통론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제자였던 황간(黃榦,
1152-1221)에 의해 완성된 ｢성현도통전수총서설(聖賢道統傳授總緖說)｣(勉齋集 권
3)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내성외왕은 안은 성인이고 밖은 왕이라는 뜻으
로, 성인은 권위를, 왕은 권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도통이나 내성이라는 표현
에서 확인되는 것은 권력의 전제가 권위,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가치라는
점이다.
권위와 달리 권력은 성리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권력에 대한 규정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권력을 비대칭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정당화과정과 연관시켜 이해
하는 경우이다. 비대칭적 권력개념은 권력이 행사되는 장 내의 행위자들 간의 상충
하는 이익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쟁하
고 투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의 이익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적 권력을 가진 제도─예를 들어 홉스(Hobbes)에
게 있어서는 국가, 마키아벨리(Machiavelli)에게 있어서는 공화국, 달(Dahl)에게 있
어서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후자는 권력을 정당화의 과정 속에서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논자들로는 플
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파슨스(Parsons), 아렌트(Arendt) 등이 있
다.55)
亦南度矣。楊氏之傳爲豫章羅氏廷平李氏 及於新安朱子 朱子沒而其傳及於我朝許文正公 此歷代道
統之源委也 然則道統不在遼金而在宋 在宋而後及於我朝 君子可以觀治統之所在矣”). 위잉스(余英
時 2015, 57)는 이 표문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유정이 도통적 관점에 따라 원나라가 송나라를
이어 개국했다고 보고, 개국년도를 금(金)이 망한 1234년이 아닌 송이 망한 1279년으로 봄으
로써 원의 실제 개국을 45년 늦춰버릴 정도로 통치의 정당성을 도통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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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권력에 대한 규정은 후자에 가깝다. 성리학에서 권(權) 개념은 규범적
속성을 갖는다. 권은 추를 매달아 무게를 재는 저울로, 권이 저울질하다는 동사로
사용될 때 사물의 무게를 단다는 뜻으로, 그리고 일의 가볍고 무거움을 가늠한다는
추상적 의미로 전환된다.56) 한편 권은 변하지 않는 규범을 의미하는 경(經)과 대조
적인 개념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탈규범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57) 경
과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정당화를 통해 그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성리학에
서는 권을 시중(時中)이라고 표현한다.58)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이 황극의 전제로 상수학, 심법, 도덕[彛倫] 등을 거론하는
것은 왕의 규범과 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석자들이 왕의 규범과 제도가 기존의 권위구조와 일치하거
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면, 주석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권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근거이다.
한편 황극의 시행과 연관된 왕의 판단과 권력의 사용은 제도에 귀속된다. 홍범
구주의 주석들은 제 6주인 삼덕(三德)과 제 9주인 복극(福極)에서 극을 규범과 제도
로부터 어긋나는 신민들에 대한 판단과 사법적 처리와 연관된 조목들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때 삼덕에 대한 주석들 중 상당수는 대상과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른
법의 시행, 즉 법의 일관된 시행이 아닌 차별적 시행을 주장한다. 이는 왕의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주석가들은 위법적이거나 탈규범적
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홍범구주에서 사법적 권력에 대한 사유에서 권
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시 이상적 왕권의 두 측면, 즉 공정성과 판단의 문제로 가져와보
자. 공정성과 판단은 성리학에서는 학문적 지식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에서 학문은
인간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질서를 궁구하는 것을 말하며,59) 학문적 권위는 변하
55) 정치권력개념에 대한 간단한 구분과 설명은 Scott(1994)의 General Commentary를 참조할
것.
56) 중국사상에서 권 개념의 의미와 범주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은강(2012)을 참조할 것.
57) 朱子語類 37:42. “經畢竟是常 權畢竟是變.”
58) 朱子語類 37:43. “經是萬世常行之道 權是不得已而用之 大槪不可用時多 (중략)權是時中 不中
則無以爲權矣.”
59) 민병희(2013, 65)에 의하면 성리학에서의 학문은 현대의 전문적 학문, 교육, 교양, 교화라는
의미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수양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와 과정 등을 포함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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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자연질서와 관습, 상규(常規)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60)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단은 규범질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변칙적 상황들을 정화
히 파악하고 대처해 기존의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다.
성리학이 심법을 강조한 것은 권위와 권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인과 통치자의 결합, 즉 내성외왕이 성리학적 공동체가 추구하는 통
치자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성인이 왕이 되는 경우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고대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은 권위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애초에 성리학의 인간규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심, 즉 마음에 대한 규정에는 도덕과 정치의 완전한 결합이 불가
능하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마음의 자율성 때문이다. 드 베리(de Bary
1998, 39)에 의하면 송대 성리학자들은 도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고정화된 신조가
아닌, 인간이 처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역동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61)
성리학은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를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다”(de Bary
1998, 33)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평가되며, 이 자율성
은 경전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의미한다(de Bary 1998, 51). 유사한 주장이 볼(Bol
2010)에게서도 나타난다. 볼(Bol 2010, 251)에 의하면 성리학은 도덕은 인간에 외
재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규범의 모델을 주입시키거나 그에 따른 훈련이 학문이
아니라고 본다. 학문의 핵심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리학이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원리와 학문의 방법을 구분한 것은
60) 롱(Wrong 1994)은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거나 기대한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
력이고, 권위는 그 권력이 행사되기 위한 권리라고 정의를 내린다. 권위는 권력의 한 형태라고
도 할 수 있는데, 권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위는
특정한 근본적인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권위는 정당성, 전문성, 그리고 개인의 탁월함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정당성은 그 권위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여
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성은 전문가들의 권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도통의 권위는 학문의 전문적 지식과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권위와, 성인에 의해 이어진다는 점에서 탁월성에 기초한 권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61) 드 베리(de Bary 1998, 39-40)는 도에 대한 이와 같은 학문이 생겨난 요인을 주역에서
찾는다. 주역 ｢계사전｣에는 도가 사물을 무궁무진하게 낳는 생명력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는 생각이 전개되는데, 정이는 이러한 도에 대한 관념이 변화를 허무한 것으로 보는 불교의 부
정적 퇴영적 사상과 대비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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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이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62)
리의 보편성63)과 규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도로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실천하는 인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인정한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발성에 대한 성리학의 인정은 기본적으로는 제도와 정
치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등장한 것이며, 인간과 사회 간의 메커니
즘을 공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통찰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l
1994). 그러나 통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규범과 보편의 고정성과 행위의 자율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규범에 기초한 실천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을 갖게 한다.
이를 통치의 관점으로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첫째, 전체
공동체에 일관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통치의 기초하고 할 때 마음의 문제는
제도화의 이전에 존재한다. 즉 신중하게 여러 상황들과 윤리적 기준들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도화의 전제가 된다. 공정성과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성
리학에서는 심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심법은 매우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심법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경(敬)이나 신(愼)
과 같은 신중한 태도로 설명된다.
공정성과 판단의 기초를 담지할 수 있는 방법이 특정한 태도라면, 공정성에 토
대를 둔 제도와 판단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태도의 문제로 회귀할 수밖
에 없다. 이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덕에
기초해 제도를 구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제도와 질서는 도덕의 추상성에 의존할 수
62) 성리학자들은 리(理)를 허구가 아닌 실재하는 것[實理]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학문 역시 실재
하는 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성리학의 학문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볼
(Bol 2010, 247-309)을 참조할 것.
63) 볼(Bol 2010, 263-264)은 이정(二程)과 주희의 리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
째, 모든 개체[物]와 사건[事]들은 각각의 리를 갖는다. 둘째, 마음은 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리는 하나의 리로 수렴된다. 볼은 이때의 리를 일관성(coherence)로 번역하
는데, 그 이유는 기(氣)를 매개로 한 창조의 과정이 일관된 리를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과 사건들은 이 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편 리는 원리(principle), 법칙(law), 패턴
(pattern), 일관성(coherence)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Angle 2009, 31-34). 본 논문에서는 리
를 원리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본 논문이 다루는 텍스트들에서 리는 일차적으로 수(數)로 치
환되어 이해되는 개별 개체들의 고유한 작동원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자들의 리가
하나의 리[太極]으로 수렴된다고 할 때 후자의 리는 일관성이라기보다는 본체에 가까운 개념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리는 원리를 의미한다. 본체로서의 리/태극 개념에 대해서는 주광호
(2006; 200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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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만약 도덕을 제도화한다고 한다면, 제도 속에 도덕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통한
재현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만약 제도가 오륜과 같은 관계윤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도, 관계윤리가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괴리가 필연적
으로 존재하며, 또한 재현과정에서 자의성과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왕이 만든 제도나 왕의 판단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판단은 결과
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오상과 재현된 제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
(理), 본성[性] 도(道)가 구체적으로 실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철
학적 차원에서 인의예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방식은 언어적 분석과 유비(analogy)이
다.64) 그런데 언어적 분석과 유비는 공유된 언어를 통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리, 본
성, 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그에 기초한 세계관을 설득하는 것이기는 해도, 리, 본
성, 도가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리, 본성, 도가 실재한다는 것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메타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들은 상수학(象數
學)이다. 상수학은 인간의 본성[仁義禮智]과 사회질서의 기초로서의 관계[五常], 행
위의 주체로서 마음의 관계설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규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과 수의 패턴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인의예지(仁義禮智), 그리고 오륜(五倫)으로 요약되는 규범은 사회질서를
조직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지만, 실제 성리학이 규범과 일
대일로 대응되는 고정된 제도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무력할 수 있
다.65) 인간의 본성이 윤리적이라는 것이 가정 하에 제도를 만들어야만 실패하지 않
64) 인(仁)의 경우 기존의 인에 대한 경전이나 학자들의 정의를 나열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인의 의미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다. 인을 사랑[愛], 지각[覺], 공(公) 개념 등과 연관시
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朱子語類 6:115 問. “以愛名仁 是仁之跡 以覺言仁 是仁之端 程子
曰 仁道難名 惟公近之 不可便以公爲仁 畢竟仁之全體如何識認 克己復禮 天下歸仁 孟子所謂‘萬物
皆備於我 是仁之體否 先生曰 覺 決不可以言仁 雖足以知仁 自屬智了 愛分明是仁之跡 浩曰 惻隱
是仁情之動處 要識仁 須是兼義禮智看 有箇宜底意思是義 有箇讓底意思是禮 有箇別白底意思是智
有箇愛底意思是仁 仁是天理 公是天理 故伊川謂 惟公近之 又恐人滯著 隨卽曰 不可便以公爲仁
萬物皆備固是仁 然仁之得名卻不然)은 언어적 분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을 복숭아
씨나(朱子語類 6:80 如穀種 桃仁 杏仁之類 種著便生 不是死物 所以名之曰仁 見得都是生意)
도(道)를 길에 비유한 것(朱子語類 6:3 道訓路 大槪說人所共由之路) 등은 유비를 통해 개념
을 설명한 것이다.
65) 고정된 제도에 대한 성리학의 비판적 태도는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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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 성리학자들 특히 주희의 전제이지만(민병희 2008, 96), 특정한 규모의
정치공동체가 그 전제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현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만약
행정제도와 관료제가 발달할수록 규범보다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제도가 발달하고 국가에 의해 공공성(公共性)의 문제가 강조될수록 인간
관계에 기초한 성리학적 규범의 공공성이나, 관계윤리에 기초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것이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은 왕권의 강화가 도통과 치통을 일치시켜 군사(君師)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범구주의 주석들은 도통론
이나 심성론(心性論)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왕으로 표상되는 공정성과 공공성의 문
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홍범구주의 내용과 구조
서경｢주서｣홍범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무왕이 기자를
방문해서 통치의 원리에 대해 질문하자 기자가 우임금의 고사를 들어 홍범구주를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홍범
구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이
다. 우임금의 고사를 들어 홍범구주를
설명했다는 것은 우임금이 대홍수기에
물의 성질을 잘 이해해 치수에 성공한
뒤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낙서(洛書)
｣66)와 기자가 무왕에게 설명한 홍범구
주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그림1] 하도낙서
66) ｢낙서(洛書)｣라는 말은 ｢하도(河圖)｣와 함께 서경의 고명(顧命)편에 처음 보이며, 주역｢계
사전｣에서 “황하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書)가 나왔는데,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河
出圖 洛出書 聖人則之)라는 표현에서 ｢하도｣, 즉 ‘황하에서 나온 그림’과 ｢낙서｣, 즉 ‘낙수에서
나온 글자’라는 말이 확정된다. 주백곤에 따르면 ｢하도｣와 ｢낙서｣는 고대에는 제왕이 천명을
받아 왕이 될 상징이거나 당시 영토와 국경, 문물 등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계사전｣
에서의 언급으로 인해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즉 보편과 변화의 상징으로 변화했고, 선후천을
설명하는 또 다른 계열의 그림인 ｢복희선천팔괘도｣, ｢문왕후천팔괘도｣와 연결되어 해석되어 
주역의 근원처럼 이해되었다(주백곤. 2005. 역학철학사3. 소명출판,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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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67)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낙서｣의 수와 홍범구주의 수가
모두 9로 동일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한편 홍범구주는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
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복극(福極)이라
는 아홉 가지 통치의 영역을 말한다. 대체로 18세기까지 조선의 주석서들은 ｢낙서｣
와 홍범구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나서 홍범구주의 각 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도 홍범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1) ｢낙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 홍범구주의 통치원리
홍범구주는 아홉 개의 통치에 관한 조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홍범
구주가 보편적 통치원리라고 이해될 수는 없다. 홍범구주가 보편적인 통치원리로 해
석되기 위해서는 ｢낙서｣와의 연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낙서
｣와 홍범구주의 동일성의 근거는 양자의 수가 9라는 것에서 도출된다.68) ｢낙서｣는
｢하도｣와 더불어 “세계의 형성 및 변화의 모형”(주백곤 2005, 85)으로, 1부터 9까
지 45개의 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다. 공안국은 우임금이 이 점들을 보고
추론해서 65자의 홍범을 서술했다고 주장한다.69) 홍범구주가 ｢낙서｣와 같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우임금과 주무왕의 시대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인 통치의 원리
가 존재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홍범구주를 ｢낙서｣의 배열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9를 이고 1을 밟으며, 좌는 3이고 우는 7이며, 2와 4는 어깨가 되고
6과 8은 발이 되는 것이 곧 ｢낙서｣의 수”70)라는 홍범편의 설명은 ｢낙서｣의 9개의
67) 書經｢周書｣洪範. “蓋曰 洪範九疇 原出於天 鯀逆水性 汩陳五行 故帝震怒 不以與之 此彛倫之
所以敗也 禹順水之性 地平天成 故天出書于洛 禹別之 以爲洪範九疇 此彛倫之所以敍也 彛倫之敍
卽九疇之所敍者也.”
68) 書經｢周書｣洪範. “按孔氏曰 天與禹神龜 負文而出 列於背 有數至九 禹遂因而第之 以成九類.”
이 문장에서 구류(九類) 즉 9개의 부류가 홍범이다.
69) 書經｢周書｣洪範. “漢志曰 禹治洪水 錫洛書 法而陳之 洪範是也.”; 朱子語類79:78 “洛書本
文只有四十五點 班固云六十五字 皆洛書本文.” 주희는 공안국의 의견을 수용해 ｢낙서｣와 홍범구
주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0) 書經｢周書｣洪範. “世傳戴九履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卽洛書之數也.” 이 번역은 성
백효 역주. 1997. 서경집전하. 전통문화연구회, p.54를 인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채침의
표현을 인용했지만, 원래 이는 남북조 시대의 수학자였던 견란(甄鸞)이 수술기유(數術記遺)에
서 한 말로, 구궁(九宮), 즉 9수의 방위에 따른 배치를 홍범구주를 연결시킨 것이다. 주백곤에
따르면 한대 학자들은 홍범을 ｢낙서｣라고 불렀기 때문에 홍범을 구궁의 수로 해설한 것이라고
한다(주백곤 200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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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배열로 홍범구주의 배열해서 이해하라는 것이다. ｢낙서｣와 홍범구주의 배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9

2

3

5

7

8

1

6

[그림2]
홍범구주의 배열

[그림 3]
구주본낙서도((九疇本洛書
數圖)

｢구주본낙서수도(九疇本洛書數圖)｣는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홍범구주를 낙서의
수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이 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① 9의 의미, ② 그림의 중
앙을 차지하는 5의 의미, ③ 각 수들의 관계이다.
먼저 9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9는 홀수로서의 의미와 9라는 수 자체의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성리학에서 홀수는 변화와 연관되어 이해된다. 짝수는 쌍
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반면 홀수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짝
을 이루지 못한 우수리인 하나가 움직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71) 9는 홀수이기
때문에 ｢낙서｣와 홍범구주는 변화와 관련된 그림이 된다. 한편 ｢낙서｣가 또 다른 수
에 대한 그림인 ｢하도(河圖)｣와 대쌍을 이룬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9는 ｢하도｣의
수인 10과 대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짝수는 정지를 의미한
다. ｢하도｣의 짝수는 “상수(常數)”, 즉 변화하지 않는 일정함을 의미하며, ｢하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복희선천팔괘도｣ 역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고정
된 배치를 보여준다.72) ｢하도｣는 10이라는 수를 내포하고 있지만 상(象), 즉 이미지
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되는데,73) 여기에서 상은 두 개의 양의(兩儀), 즉 음양(陰陽)
71) 洪範皇極內篇 上. “天下之理動者竒 而静者偶 行者竒 而止者偶.”
72) 朱子語類 65:41. “河圖常數 洛書變數.”; 朱子語類 65:75. “先天圖更不可易 自復至乾爲陽
自姤至坤爲陰 以乾坤定上下之位次 坎離列左右之門爲正 以象言之 天居上 地居下 艮爲山 故居西
北 兌爲澤 故居東南 離爲日 故居於東 坎爲月 故居於西 震爲雷 居東北 巽爲風 居西南.”
73) 洪範皇極內篇 上. “象非耦不立 數非竒不行 竒耦之分 象數之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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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한편 ｢낙서｣는 수(數)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행(五行)을 표상한다.74)
｢낙서｣의 수를 오행과 결합해 배열하면 다음의 그림이 된다. 이 배열들을 보면,
1과 6, 2와 7, 3과 8, 4와 9가 각각 짝을 이뤄 수, 화, 목, 금을 표상하며,75) 가운
데 5의 수가 짝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배열은 흥미로운 이유는 홀짝과 오행의 의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홀수는 변화를, 짝수는 일정함을 의미한다고 할 때 ｢낙서｣에서 유일하게 짝을
이루지 못한 5가 변화를 일으키는 수가 된다. 한편 5가 표상하는 오행의 토는 수,
화, 목, 금과 비교해 가장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변화가 느리다고 이해된다.76)
오행과 연속적인 오상(五常), 즉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 중 토와 연관
된 덕목이 신, 즉 믿음이라는 것 역시 5의 수가 일정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
다. 믿음은 변하지 않음에 대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짝을 이루지 못한 5와 그 5가 표상하고 있는 덕목 사

4 金

9 金

2 火

3 木

5 土

7 火

배열한 ｢구주본낙서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그림

8 木

1 水

6 水

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앙, 즉 5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낙서｣를 홍범구주와 결합해

이다. 도서들의 비어있는 가운데는 주희에 의해 “태극(太
[그림4]
구주의 오행적 속성

極)”이라고 명명된 바 있다.77) 주희는 주역본의(周易本義)
의 서문에서 “64괘와 384효는 모두 본성과 운명의 이치를

따르고 변화의 도를 다한 것이다. (사물이 만들어져) 확산되면 원리가 만 가지로 달
74) 洪範皇極內篇 上. “河圖體圓而用方 聖人以之而畫卦 洛書體方而用圓 聖人以之而敘疇 卦者陰
陽之象也 疇者五行之數也 (중략) 河圖非無竒也 而用則存乎耦 洛書非無耦也 而用則存乎竒 耦者
陰陽之對待乎 竒者五行之迭運乎.”
75) 이 수들은 생수(生數)와 성수(成數)라고 명명된다. 생수는 1(水), 2(火), 3(木), 4(金), 5(土)로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출현을 상징하며, 성수는 6(水), 7(火), 8(木), 9(金), 10(土)로 물질
의 완성을 상징한다(易學啓蒙. “天一生水 地六成之 地二生火 天七成之 天三生木 地八成之 地
四生金 天九成之 天五生土 地十成之”). ｢하도｣에는 오행의 생수와 성수가 모두 나오지만, ｢낙
서｣의 경우 토의 성수는 생략되어 있다.
76) 물질의 발생은 부드럽고 작은 것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난 물
질은 물이 된다. 오행은 따라서 물[水]→불[火]→나무[木]→금[金]→땅[土]의 순서로 출현한
다.
77) 朱子語類 65:58. “ 問 先天圖陰陽自兩邊生 若將坤爲太極 與太極圖不同 如何 曰 他自據他意
思說 卽不曾契勘濂溪底 若論他太極 中間虛者便是 他亦自說圖從中起 今不合被橫圖在中間塞卻
待取出放外 他兩邊生者 卽是陰根陽 陽根陰 這箇有對 從中出卽無對.”;朱子語類 65:74. “問 先
天圖 心法也 圖皆自中起 萬化萬事生乎心 何也 曰 其中白處者太極也 三十二陰 三十二陽者 兩儀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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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고, 통합되면 도가 두 가지 이치가 없다. 그래서 ‘역에 태극이 있어서 이것이 양
의를 낳는다’라고 할 때 태극은 도이고, 양의는 음양이 된다. 음양은 하나의 원리
[道]로 움직인다. 태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無極]이다”78)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구주본낙서수도｣에서 비어있는 가운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비어 있는 중심, 즉 5는 홍범구주의 황극(皇極)을 의미하며, 황극은 왕/왕
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왕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인 동시에 공동체에 믿음과 항상성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의가 나온다. 그런데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왕에 대한 규정은 성리학적 시간 개념을 보면 그 모순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주역(周易)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성리학의 시간관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전제
한다.79) 이는 상황에 따라 인간의 대처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중용(中庸)의 중(中), 권도의 권(權)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중용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군자만이 중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군자가 중
용할 수 있는 이유는 때에 적절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80) 주희는 이
구절에 대해 “중은 정해진 형태가 없이 때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평상
의 원리이다”81)라고 주석한다. 중이 때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행동의 정해진 준칙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주희는 이를 “평상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시간의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변화하
는 시간 속에서는 특정한 시점의 적절함은 다른 시점에는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주희가 정이의 “易變易也 隨時變易以從道也”라는 말을 해석한
부분으로, 그가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78) 周易本義｢序｣. “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皆所以順性命之理 盡變化之道也 散之在理 則有萬殊
統之在道 則無二致 所以易有太極 是生兩儀 太極者 道也 兩儀者 陰陽也 陰陽 一道也 太極 無極
也.”
79) 장원석에 따르면 주역의 전통은 시간을 실재적이며 사물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정하여 왔다.
주역에서 변화와 시간은 세계의 궁극적인 사실로 인식된다. 이 전통에서 창조력이란 만물의 자
기 생성력의 연속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무시간
적인(atemporal)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사건의 의미가 충족되고 성취되는 적절
한 시간(timeliness)이다(장원석. 2001. ｢주역의 시간과 우주론 : 비교철학적 관점에서｣동양철
학연구24, p.246).
80) 中庸. “仲尼曰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81) 中庸章句. “蓋中無定體, 隨時而在, 是乃平常之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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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변역 즉 변화이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함으로 도를 쫓는다”라고 하였
다. 이는 역을 가리켜 한 말인데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을 말한 것이다. 리의 측면에서
말해보자면, (우주의 변화는) 늘 지속되어 끝이 없으니 시기의 변천은 언제나 그 마
땅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마땅하게 하여 그렇게 되면 곧 도를 따라가게 된다. 사
람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보통사람들은 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치에 맞
게 살지 못한다. 시기는 이미 변하였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잘 거꾸로 행동하
여 시의적절함에 위배된다. 오직 성현만이 우주의 끝없는 변화를 알고 그에 맞춰 행
동하기 때문에 자신 역시 변화시킨다. 때문에 변화하여 도를 쫒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함으로 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시중, 즉
시의적절함에 맞춘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82)

주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그의 권(權)에 대한 해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권은 추를 매달아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는 의미인데, 일의 경중을 잰다는 의미로 사
용된다. 주희는 세상의 원리에는 정해진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正]이 있고 변화
시켜 대처해야 하는 것[權]이 있는데, 전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해했
다.83) 그는 고정된 제도를 의미하는 경(經)과 권을 구분하면서,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할 때 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도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84)
이렇게 보면 홍범구주가 통치의 제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중심에 위치한
황극은 변화를 감지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되 그 대응이 기존의 제도와 합치되도
록 하는 기능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가 변화와 항상성을 동시에
82) 朱子大全권39 ｢答范伯崇｣5. “易變易也 隨時變易以從道也 此指易而言 謂人事也 以理言之 一
流行而無窮 則時之遷移固自未嘗不隨其所當然而然也 當然而然卽從道也 就人言之 衆人不識易而
不能體 則時旣遷而不知 遂以倒行逆施而違其時之所當然 惟聖賢之流行無窮而識之體之 其身卽易
故能變易以從道 所謂‘隨時變易以從道 猶曰時中云耳.”
83) 朱子語類15:39 “理有正有權 今學者且須理會正 如娶妻必告父母 學者所當守 至於不告而娶 自
是不是 到此處別理會 如事君匡救其惡 是正理 伊川說納約自牖 又是一等 今於此一段未分明 卻先
爲彼引走 如孔子說危行言孫 當春秋時亦自如此 今不理會正當處 纔見聖人書中有此語 便要守定不
移 駸駸必至於行孫矣 此等風俗 浙江甚盛 殊可慮.”
84) 朱子語類 37:33. “經自經 權自權 但經有不可行處 而至於用權 此權所以合經也 如湯武事 伊
周事 嫂溺則援事 常如風和日暖 固好 變如迅雷烈風 若無迅雷烈風 則都旱了 不可以爲常.”;
37:38. “稱得平 不可增加些子 是經 到得物重衡昂 移退是權 依舊得平 便是合道 故反經亦須合道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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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동체를 보존해야
하는 왕의 두 가지 임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홍범구주의 구성과 그 의미
홍범구주(洪範九疇)의 명칭은 제1주 오행(五行),제 2주 경용오사(敬用五事), 제
3주 농용팔정(農用八政), 제 4주 협용오기(協用五紀), 제 5주 건용황극(建用皇極), 제
6주 예용삼덕(乂用三德), 제 7주 명용계의(明用稽疑), 제 8주 염용서징(念用庶徵), 제
9주 향용오복 위용육극(嚮用五福 威用六極)이다. 오행은 오행의 성질을 설명한다. 오
사는 용무, 말, 지각, 생각으로부터 이 오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 즉 공
(恭), 종(從), 명(明), 총(聰), 예(睿), 그리고 이 방법을 획득된 덕으로서의 숙(肅), 예
(乂), 철(哲), 모(謀), 성(聖)에 대한 것이다. 팔정은 실제 행정과 관계된 것이고, 오기
는 천문역수이다. 황극은 왕의 표준이고, 삼덕은 왕의 표준을 적용할 때 공동체 성
원들의 자질/입장 차로 인해 생기는 변칙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계의는 왕의
결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마음, 관료, 백성, 그리고 두
가지의 점에 물어보는 것이고, 서징은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재해 등
감응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복극은 통치가 성공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다.
[표3] 홍범구주의 세목

주(疇)
五行
五事
八政
五紀
皇極
三德
稽疑
庶徵
五福六極

세목
水(潤下, 鹹), 火(炎上, 苦), 木(曲直, 酸), 金(從革, 辛), 土(稼穡, 甘)
貌(恭, 肅), 言(從, 乂), 視(明, 哲), 聽(聰, 謀), 思(睿, 聖)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
歲, 月, 日, 星辰, 曆數
(세목 없음)
正直, 剛克, 柔克/平康, 彊弗友, 沈潛, 燮友, 高明
心, 관료, 백성, 卜(雨, 霽, 蒙, 驛, 克), 占(貞, 悔)
休徵(雨, 暘, 燠, 寒, 風, 時), 咎徵(雨, 暘, 燠, 寒, 風, 時)
五福(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明), 六極(凶･短折, 疾, 憂, 貧, 惡,
弱)

홍범구주에 구조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홍범구주를
오행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보는 방법, 주들을 두 개씩 짝짓는 방법, 5황극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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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앞의 4주와 뒤의 4주를 설명하는 방식 등이다. 첫 번째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표4] 홍범구주의 위상, 수, 의미

疇名

位 수

기의 운행

1오행

子 수의 생수

기의 시작

2오사

坤 화의 생수

기의 드러남

만들어짐으로써 수신과 형체를 지키는

기가 더욱 드러

도가 섬.
經을 세우고 紀를 진설하여 법을 만들고

남
기가 드러나 더

度를 세워 천하를 다스릴 방법을 만듦.
수와 상을 관찰하고 역법을 다스리고 때

욱 오래됨

를 밝힘. 천문을 관찰함.
인군이 지존의 위치에 거하면서 지극한

토의 沖氣

이치의 표준을 세움으로써 만가지 부류

3팔정

卯 목의 생수

4오기

巽 금의 생수

5황극

6삼덕

중
앙

중앙

乾 수의 성수

疇의 大義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교운하여 만물
을 화생하므로 인사의 시작이 됨
다섯 가지 기가 유행해서 인간의 형체가

기가 합해서 형
태가 이루어짐
기가 합하여 형

7계의

西 화의 성수

체가 이미 드러
남
기가 합해서 형

8서징

9복극

艮 목의 성수

午 금의 성수

들을 통섭함.
기미를 살펴 변화를 제어하고 일에 따라
마땅함을 제어하고 사람에 따라 그 변화
를 다함.
인간의 판단과 귀신의 판단을 모두 검토
함.
왕래가 서로 굽어지고 펴져 서로 감응함

체가 더욱 드러

으로써 득과 실, 길함과 흉함의 반응이

남
기가 합해서 드

정해짐.

러남이 이미 오

복을 받고 극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

래됨

각 주들을 두 주씩 짝짓는 방법은 첫째, 1오행-9복극, 2오사-8서징, 3팔정-7계
의, 4오기-6삼덕을 배열하고 5를 단독으로 두는 것과, 둘째, 1, 2, 3, 4를 천(天)에,
6, 7, 8, 9를 인(人)에 대응시켜서 1-6, 2-7, 3-8, 4-9에 배속시키는 것, 마지막으
로 1오행-2오사, 3팔정-4오기, 5황극-6삼덕, 7계의-8서징, 그리고 9복극을 단독으
로 두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의 경우 5황극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위계가 설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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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경우는 오행의 생수와 성수를 짝짓는 것인데, 5가 단독으로 남는다는 점
에서 5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가 설정된다. 후자의 경우 제 5주 황극을 중심으로 전
4주와 후 4주를 구분해서 앞의 4주를 황극이 세워지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뒤의 4
주를 황극이 세워진 효과로 규정한다. 이는 홍범구주를 법제의 도출과 그 효과로 보
고 시간 순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희와 채침은 제 2주 오사, 특히 숙(肅), 예(乂), 철(哲), 모(謀), 성(聖)를
성취하기 위한 심법을 강조하고 이를 황극을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수신적이고 예치적”(김성윤 1999, 133)이라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주희가 황극
을 왕권의 강화로 설명하지 않고 오상, 즉 관계윤리로 풀었기 때문이다. 채침의 황
극에 대한 주석을 보면 그가 왕을 적극적인 입법자로 보기 보다는 정치력을 결여한
도덕적 상징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가 말하는 극(極)은 도덕에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85)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왕권에 대한 제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주무왕
과 기자의 대화에서 보이듯이 주무왕이 기자에게 듣고자 한 것은 통치의 요체를 파
악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륜(彛倫), 즉 윤리적 질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국
가통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를 인정시키는 것이다. 왕의 행위나 판단, 새로운 법
제 등이 만약 사회의 윤리에 배치된다면,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정당성은 폄훼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심법에 대한 강조를 왕권에 대한 제약으로 직결시킬 경우, 왕
권강화론자로 분류되는 박세채나 윤휴가 심법과 이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심법은 왕권의 제약 차원이 아니라 왕권이나 법제의
정당성의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심법은 황극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
되었기 때문에 심법의 의미에 따라 황극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황극의 두 가지 의미: 상수학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

85) 서경｢주서｣홍범. 채침주. “言人君 當盡人倫之至 語父子則極其親 而天下之爲父子者 於此取
則焉 語夫婦則極其別 而天下之爲夫婦者 於此取則焉 語兄弟則極其愛 而天下之爲兄弟者 於此
取則焉 以至一事一物之接 一言一動之發 無不極其義理之當然 而無一毫過不及之差 則極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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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구주의 9는 변화를 의미하며, 아홉 개의 숫자 중 유일하게 짝이 없는 5는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해 그에 따라 대응하는 왕을 표상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본 절에서는 왕의 판단과 대응이 어떻게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리학
자들의 설명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홍범구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
친 세 사상가를 다룰 것인데, 소옹, 채침, 주희가 그들이다. 소옹과 채침은 송대의
대표적인 상수학자들로, 둘 다 황극을 상수학적으로 설명한 저술을 남겼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한편 주희는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철학자로,
육구연･육구소 형제와 무극(無極)･태극(太極) 논쟁을 겪으면서 황극의 의미를 확정
한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심법 혹은 도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 황극개념을
설명하되, 소옹과 채침의 경우 상수학을 중심으로, 주희의 경우 도덕을 중심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1) 보편적 원리의 재현으로서의 상수학
① 소옹의 황극개념과 심학의 의미

소옹상수학은 북송대 학자였던 소옹(邵雍, 1011~1077)이 전개한 상수학으로,
세계의 출현과 멸망, 즉 변화를 이미지와 수로 파악, 패턴화시킨 학문이다.86) 그의
저서인 황극경세서의 대부분은 도표와 각종 사물의 분류 체계와 달력으로 채워져
있다. 프리만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칙을 적용한 황극경세서의 내
용이 우주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우주에 대해 직접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87)
86) 주희는 정이(程頤, 1033~1107)의 의리학(義理學)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소옹의 상수
학을 자신의 사유체계 내로 끌어들이는데, 이는 주희가 이기론 뿐만 아니라 도학과 상수학을
종합하여 그의 학문을 체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진래 저, 이종란 외 역. 2002. 주희의 철
학. 예문서원. pp.15-16). 주희는 소옹을 수용하여 세계가 창조되어 나가는 과정을 수라는 실
체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변화의 규칙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는 태극이 음양
으로, 음양이 오행으로, 다시 오행이 만물로 전개되는 과정을 수로 전환시켜서 이해한다. 즉 음
양오행의 결합의 결과는 괘(卦)로 드러나는데, 이 괘는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과 같은 방위에 따라 배치된다. 그리고 다시 괘는 하도와 낙서라는, 질서에 대한 고대의 그림
들과 연결되는데, 두 그림에서 세계의 질서와 변화는 수의 배열로 설명된다. 주희는 시간과 변
화를 공간적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변화의 규칙과 불변하는 규범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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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옹은 시간을 패턴화시켜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옹이 시간을 패턴화한 것
은 우주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과 사물에 패턴을 부여, 인간의 마음, 즉 황극(皇極)에 따
라 그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88) 소옹은 “막을 것을 미리 막으면 나
라가 강성해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미리 막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일러 역의 큰 강령이라고 한다”89)라고
한 뒤 “막을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천학으로 제시했다. 소옹은 이를
선천학(先天學)을 다시 심학(心學)이라고 불렀다. ｢선천도｣는 현실로서의 ｢후천도｣와
달리 세계의 원형과 최초의 정치제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복원불
가능한 것이지만, 마음을 통해 재현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소옹이 선천학을
심법(心法)이라고 말한 이유이다.90)
주역에서 역(易)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91) 과거를 수로 치환해 계산하는 것이 현재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라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열린 시간이다.
주역의 시간은 변화이며, 변화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가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특정한 행위를 선택할 때 있어서 결
정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에 맞춰 변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보존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변화 속에서 보존해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체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변화의 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현상들 모두를 인식하고 거
기에 대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소옹은 존재를 물(物)이라고 말하는데, 인간
은 이 물들 중에 지극히 뛰어난 물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지극히 뛰어난 물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은 각기 존재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에

87) Freeman, Michael. 1982. “From adept to worthy: The philosophical career of Shao
Yu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2, p.484.
88) 이에 대해서는 민병희(2013, 68~79)를 참조할 것.
89) 皇極經世書｢관물외편｣. “防乎其防 邦家其長 子孫其昌 是以聖人貴未然之防 是謂易之大綱.”
90) 皇極經世書｢관물외편｣. “先天學 心法也 故圖皆自中起 萬化萬事生乎心也.”
91) 周易 ｢說卦傳｣.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不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
易逆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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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열 개의 물을 감당
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백 개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만개의 물을 감당
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억 개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조(兆)개의 물을 감
당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조 개로 표현되는 존재들 간의 복잡한 관계로 구성
되어 있는 현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物]이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이다.92)
지극한 존재인 인간은 다시 그 능력에 따라서 한명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부터 조(兆)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 때 조, 즉 전체 인간
이 만들어낸 세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93) 그는
“한 마음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한 몸으로 만 개의 몸들을 살피며, 하나
의 물로 만물을 살피고 일세(一世)로 만세(萬世)를 살핀다. 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
을 대신하고 입으로 하늘의 말을 대신하며, 손으로 하늘의 일을 대신하고 몸으로 하
늘이 맡긴 일을 대신한다. 또한 위로 천시(天時)를 알고 아래로 지리(地理)를 다하
고, 가운데로 물정(物情)에 밝고 인사를 환하게 안다. 또한 천지의 경륜과, 조화의
출입과 고금의 진퇴와 인물의 표리를 꿰뚫고 환하게 안다.”94) 조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 성인은 존재들의 무작위적인 출현을 필연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현상계의 시공간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옹은 성인의 위상을 마음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하도｣에 대해 소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천학은 마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하도｣는 모두 중앙에서 (오행의
발생과 완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 가지의 변화와 만 가지의 일들[萬化萬事]은 마
음에서 생겨난다.”95) 세계의 발생에서 ｢복희선천팔괘도｣, ｢하도｣의 중요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만 가지 변화와 만 가지 일들의 발생에 중요하다는 소옹의 발언은
마음이 세계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옹이 제시하는 현상계의 복잡성과 장기적 시간에 대한 인식은 한 두 개의 사
92) 皇極經世書 ｢관물내편｣. “然則人亦物也 聖亦人也 有一物之物 有十物之物 有百物之物
之物 有萬物之物 有億物之物有兆物之物 為兆物之物 豈非人乎.”
93) 皇極經世書 ｢관물내편｣. “有一人之人 有十人之人 有百人之人 有千人之人 有萬人之人
之人 有兆人之人 為兆人之人 豈非聖乎.”
94) 皇極經世書 ｢관물내편｣. “其能以一心觀萬心 一身觀萬身 一物觀萬物 一世觀萬世者焉
能以心代天意 口代天言 手代天功 身代天事者焉 又謂其能以上識天時 下盡地理 中盡物情
事者焉 又謂其能以彌綸天地 出入造化 進退古今 表裏人物者焉.”
95) 皇極經世書 ｢관물외편｣. “先天學 心法也 故圖皆自中起 萬化萬事生乎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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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千物
有億人
又謂其
通照人

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획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전체를 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적인
관점의 획득가능성에 대한 제시로 이어진다. 소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반관
(反觀)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는 “천지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면 만물도 물이
고, 도로 천지를 보면 천지 또한 만물”96)이라고 말한다. 즉 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공적인 시각을 가질 때,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 그는
“무릇 관물이란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다.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살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소옹은 인간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타자와의 공
통성으로부터 끌어낸다. 즉, 인간은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아닌 사
물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97)
이러한 인식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옹은 마
음이 곧바로 시공간과 사건,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질서를 재현해 인간세계의 질서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고 보았지만, 자연질서의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질서와
인간질서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소옹이 선천도의 중심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비적 관계를 통해 기능을 설명하려는 태도나,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자연질서를 제대로 인식해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은,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인은 자연질서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한 몸으로 만 개의 몸들을 살피며, 하나
의 물로 만물을 살피고 일세(一世)로 만세(萬世)를 살핀다. 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

96) 皇極經世書｢觀物內篇｣. “以天地觀萬物 則萬物為萬物 以道觀天地 則天地亦為萬物 道之道 盡
之於天矣 天之道 盡之於地矣 天地之道 盡之於萬物矣 天地萬物之道 盡之於人矣.”
97) 황극경세서｢관물내편｣. “夫鑑之所以能為明者 謂其能不隱萬物之形也 雖然鑑之能不隱萬物之形
未若水之能一萬物之行也 雖然水之能一萬物之形 又未若聖人之能一萬物之情也 聖人之所以能一萬
物之情者 謂其聖人之能反觀也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既
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是之我亦人也 人亦我也 我與人皆物也 此所以能用天下之目為己之
目 其目無所不觀矣 用天下之耳為己之耳 其耳無所不聽矣 用天下之口為己之口 其口無所不言矣
用天下之心為己之心 其心無所不謀矣.” 반관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Birdwhistell, Anne D.
1989. Transition to Neo-Confucianism: Shao Yung on knowledge and symbols of
re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79-19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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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신하고 입으로 하늘의 말을 대신하며, 손으로 하늘의 일을 대신하고 몸으로 하
늘이 맡긴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옹에게 있어서 마음은, 모든 사
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한 몸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볼 수 있
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존재는
다름 아닌 통치자이다. “한 몸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
듯이 천지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고, 도의 관점에서 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건
의 우발성이나 단기적 시간에 개입하는 정도로는 이와 같은 공적인 관점을 갖기 어
렵다. 공적인 관점을 가진 자,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자, 통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자
들에 의해 조절되는 세계가 바로 “마음의 학문”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치자의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은 사물들만이 아니다. 사물들이 놓여 있
는 시공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만 사물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변
화에 대처할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시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소옹이 도
출해낸 것이 바로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이다. 소옹이 만들어낸 변화의 장기패턴인
원회운세론은, 일차적으로는 객관적 판단을 위한 시공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토
대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원회운세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옹에게 있어서 시간의 패
턴의 기초가 되는 수는 해와 달의 공전주기인 12와 30이다. 그리고 양자의 조합을
통해 시간은 원(元), 회(會), 운(運), 세(世), 일(日), 월(月), 성(星), 신(辰)으로 나눠진
다. 1원은 12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는 30운으로, 1운은 12세로 구성되어 있다.
1원은 12×30×12×30세, 즉 12만 9천 6백세의 시간이 된다. 원회운세를 기본으로
해서 시간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98)
따라서 원회운세는 일종의 비례를 통해 시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원회운세로 시간을 쪼갰다는 것만이 소옹상수학의 특징은 아니다. 소옹이
98) 皇極經世書｢觀物內篇｣. “日經天之元 月經天之會 星經天之運 辰經天之世 以日經日 則元之元
可知之矣 以日經月,則元之會可知之矣 以日經星 則元之運可知之矣 以日經辰 則元之世可知之矣
以月經日 則會之元可知之矣 以月經月,則會之會可知之矣 以月經星,則會之運可知之矣 以月經辰,則
會之世可知之矣 以星經日 則運之元可知之矣 以星經月,則運之會可知之矣 以星經星,則運之運可知
之矣 以星經辰,則運之世可知之矣 以辰經日,則世之元可知之矣 以辰經月,則世之會可知之矣 以辰經
星,則世之運可知之矣 以辰經辰,則世之世可知之矣.” 소옹의 원회운세설에 대해서는 이창일.
2007. 소강절의 철학: 선천역학과 상관적 사유. 심산, pp. 329-369; 高懷民 저, 곽신환 역.
2011. 소강절의 선천역학. 예문서원, pp. 95-1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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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운세를 통해 밝혀내고 싶었던 것은 1원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
는가라는, 현재의 시공간의 특징이다. 소옹은 1원을 구성하는 12회 중 자회(子會)와
축회(丑會)에 천지가 개벽하고 인회(寅會)에 만물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巳會)에 요순(堯舜)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정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우리는
12회 중 7회에 해당하는 오회(午會), 즉 1원이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살아가고 있
다고 설명한다.

[표5] 일원소장지수도(一元消長之數圖)
元
會

運
世

日甲
月

月

戌 十

亥 十

星

一
星

二
星

270
辰

300
辰

330
辰

360
辰

2,880
年

3,240
年

3,600
年

3,600
年

4,320
年

75,60

86,40

97,20

108,0

118,8

129,6

0
姤
夏 殷

0
遁

0
否

00
觀

00
剝

00
坤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子一

丑二

寅三

卯四

辰五

巳六

午七

未八

申九

酉十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30
辰

60
辰

90
辰

120
辰

150
辰

180
辰

210
辰

240
辰

360
年

720
年

1,080
年

1,440
年

1,880
年

2,160
年

2,520
年

10,80

21,60

32,40

43,20

54,00

64,80

0
復

0
臨

0
泰

0
大壯

0
夬

0
乾

周 秦
兩 漢
兩 晋
開天

闢地

開物

唐虞

十 六
國 南

閉物

北 朝
隋 唐
五 代
宋

위의 표는 소옹이 1원을 원회운세로 쪼개고, 각각의 회에 성격을 부여한 것을
배열한 것이다. 각 회는 복(復), 임(臨), 태(泰) 등의 12개의 벽괘(辟卦)와 연결되어
있는데, 벽괘란 주역의 64괘 중 12개의 괘를 골라 괘에 붙여 12월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말한다.99) 즉 12회에 12벽괘의 속성
을 부여했다는 것은 1원을 1년의 변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비유했다는 것을
99) 정월은 태괘(泰卦), 2월은 대장괘(大壯卦), 3월은 쾌괘(夬卦), 4월은 건괘(乾卦), 5월은 구괘
(姤卦), 6월은 돈괘(遯卦), 7월은 비괘(否卦), 8월은 관괘(觀卦), 9월은 박괘(剝卦), 10월은 곤괘
(坤卦), 11월은 복괘(復卦), 12월은 임괘(臨卦)이다. 協紀辨方書1, 十二月 辟卦.

- 53 -

의미한다.
소옹이 현재라고 주장하는 오회(午會)는 12벽괘 중 구괘(姤卦)에 해당된다. 구
(姤)는 건괘의 첫 번째 효가 음(陰)으로 바뀐 괘로, 완전한 양(陽)을 의미하는 건(乾)
을 지나 음의 시간, 즉 소멸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인
간의 시간은 우주적 변화 하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음의 시간에는 그 시간의 성질
때문에 요순과 같은 통치가 조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시간의 성질이 기수
(氣數)이다. 그리고 요순의 시대를 지난 지금, 세계는 점차 소멸의 일로에 들어섰으
며, 따라서 이 세계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안정적인 배열과 이상적인 상태는 점점
어그러져간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기는 탁해지고,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원래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순의 통치방식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복희에 의해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통
치자의 통치기반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소옹은 통치자의 유형을 황(皇), 제(帝),
왕(王), 패(覇)로 나눈다. 그리고 황은 도(道)로, 제는 덕(德)으로, 왕은 공(功)으로,
패는 힘[力]으로 통치한다. 소옹의 우주론적 연대기에서는 이미 도와 덕으로 통치하
는 시대는 지나고 공(功)으로 통치하느냐, 힘으로 통치하느냐가 남아 있는 시대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이든 힘이든 통치가 가능해서 정치공동체가 유지되
고 있다면 아직 이 세계의 끝은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옹의 정치체제의
구분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100)

[표6] 소옹의 통치유형 분류

통치자의 구분
동원의 방법

황(皇)
도(道)

제(帝)
덕(德)

왕(王)
공(功)

패(覇)
력(力)

100) 皇極經世書｢觀物內篇｣. “三皇同意而異化 五帝同言而異教 三王同象而異勸，五伯同術而異率
同意而異化者必以道以道化民者 民亦以道歸之 故尚自然 夫自然者 無為無有之謂也 (중략) 三皇同
仁而異化 五帝同禮而異教 三王同義而異勸 五伯同智而異率 同禮而異教者必以德 以德教民者 民
亦以德歸之 故尚讓 夫讓也者 先人後己之謂也 (중략) 三皇同性而異化 五帝同情而異教 三王同形
而異勸 五伯同體而異率 同形而異勸者必以功 以功勸民者 民亦以功歸之 故尚政 夫政也者 正也
以正正夫不正之謂也 天下之正莫如利民焉 天下之不正莫如害民焉 能利民者正 則謂之曰王矣 能害
民者不正 則謂之曰賊矣 三皇同聖而異化 五帝同賢而異教 三王同才而異勸 五伯同術而異率 同術
而異率者必以力 以力率民者 民亦以力歸之 故尚爭 夫爭也者 爭夫利者也 取以利 不以義 然後謂
之爭 (중략) 名也者 命物正事之稱也 利也者 養人成物之具也 名不以仁無以守業 利不以義無以居
功 利不以功居 名不以業守 則亂矣 民所以必爭之也 (중략)帝不足則王 王不足則伯 伯又不足則左
衽矣 (중략) 由五伯借名之力也 是故知能以力率天下者 天下亦以力歸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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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재현방법
통치의 도구
세계에 대한 이해
통치자/관료의 능력
경전

의(意)
인(仁)
성(性)
성(聖)
역경(易經)

언(言)
예(禮)
정(情)
현(賢)
서경(書經)

상(象)
의(義)
형(形)
재(才)
시경(詩經)

수(數)
지(智)
체(體)
술(術)
춘추(春秋)

위의 인용문에서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통치자의 구분과 통치방식의 구
분이 존재하며, 양자의 관계는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즉, 황(皇)은 도(道)로, 제(帝)는
덕(德)으로, 왕은 공(功)으로, 패(覇)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삼황, 오제, 삼왕, 오
패는 각각 동일한 통치의 지향점을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성취한다. 예를 들어 삼
황은 만물이 그 본성과 성스러움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뜻을 갖
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오제, 삼왕, 오패도 마찬가지이다.
오제의 경우 만물이 정서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고 예(禮)를 통해 현명함을 완
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가르침의 방식은 다르다. 삼
왕은 만물이 형상을 보존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만 권면하는 방식은 다르다. 오패는 몸의 이익과 술수를 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에서 동일하지만, 그 이끄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101)
소옹에게 있어서 선천은 보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며, 황극은 성인 혹은
성왕의 마음이 자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자신이 속한 시공간과 사물들의 배치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심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이 심법을
통해 보편적인 원리와 변화의 원리를 파악해 수많은 인간들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통치가 현실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원리와 변화를 동시에 파악해 세계에 대처해나가는 왕에 대한 존재규정은,
소옹이 반관이라는 성찰적 방법론과 기수의 변화에 따른 방법론의 제약을

전제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만을 통치의 주체로 보고 인간들을 객체화함으로써 왕의
절대적인 위상을 강조한다.

101) 皇極經世書｢觀物內篇｣. “夫意也者 盡物之性也 言也者 盡物之情也 象也者 盡物之行也 數也
者 盡物之體也 仁也者 盡人之聖也 禮也者 盡人之賢也 義也者 盡人之才也 智也者 盡人之術也
盡物之性者謂之道 盡物之情者謂之德 盡物之形者謂之功 盡物之體者謂之力 盡人之聖者謂之化 盡
人之賢者謂之教 盡人之才者謂之勸 盡人之術者謂之率.” 고회민은 우주자연의 도에는 변화가 포
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황제왕패의 구분을 방법이 아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통치 메커니즘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高懷民(2011, 177-18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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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침의 분류체계와 보편적 원리의 인식

채침과 소옹의 공통점은 양자가 모두 시공간을 분절해서 분절된 시공간에 맞는
행동규범을 도출한다는 데 있다. 채침의 학문은 상수학 계열 중에서도 수학파로 분
류되며, 수의 체계 중 9를 모든 존재의 본원적인 수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세계를
수로 연역해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김연재 2010, 40). 그
의 수학적 세계관이 잘 드러난 텍스트는 홍범황극내편이
다. 홍범황극내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제 1편은 ｢홍범
황극도｣라는 제목 하에 ｢낙서｣,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
｢구구방수도(九九方數圖)｣, ｢구구행수도(九九行數圖)｣, ｢구
구적수도(九九積數圖)｣가 제시된다. ｢구구원수도(九九圓數
圖)｣도는 소옹의 64괘원도처럼 81개의 수를 원형으로 배열
한 그림이다. 한편 ｢구구방수도(九九方數圖)｣와 ｢구구행수
도(九九行數圖)｣는 가로와 세로에 1부터 9까지를 배열한
[그림 5]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

뒤 (1, 1), (1, 2)와 같은 방식으로 수들을 조합해서 배열한
그림이다. ｢구구적수도(九九積數圖)｣는 9의 배수를 1부터

6561까지를 배열한 그림이다.
2편은 수총명(數總名)과 81도와 세계의 존재와 사건들이 음양과 오행의 교차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행식물속도(五行植物屬圖)｣, ｢오행동물속도(五
行動物屬圖)｣, ｢오행용물속도(五行用物屬圖)｣, ｢오행사류길도(五行事類吉圖)｣, ｢오행
사류흉도(五行事類凶圖)｣, ｢오행간지도(五行支干圖)｣, ｢오행인체성정도(五行人體性情
圖)｣, 그리고 9의 변화(예를 들어 1×9, 9×9, 81×81의 나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공간을 9로 분절하는 방식과 존재와 사건
들이 분류되는 방식에 대해 해설한다.
채침이 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만물이 수로 드러난다는 생각 때문이
다.102) 채침은 보편적 원리는 알기 어렵지만 사물들 안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물
102) 채침은 1과 2가 있을 때, 2는 알기 쉽지만 1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2는 음양을
말하고 1은 태극을 의미한다. 원리로서의 태극은 알기 어려지만, 물질화된 음양은 드러나기 때
문에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채침이 현상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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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해하면 원리를 알 수 있다고 본다.103) 채침은 수 중에서 짝수가 아닌 홀수
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움직이는 것은 홀수이고, 고정된 것은 짝수이
기 때문인데, 홀수가 상징하는 움직임에 따라 세계가 변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04)
주역의 수 체계인 8과 64가 아니라 9와 81에 방점을 둔 것은 그가 변화와 현상
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소옹의 상수학
은 현상보다는 보편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의 도출에 관심을 두는 반면, 9, 즉 홀수로
표상되는 채침의 상수학은 구체적인 통치에 방점을 둔다.
이는 그가 9라는 수로 세계를 분류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침은 홍범
황극내편하에서 인간의 덕목, 공간, 관직, 토지, 친적, 예법, 음악, 형벌 등을 구주
(九州), 구행(九行), 구덕(九徳), 구품(九品), 구정(九井), 구족(九族), 구례(九禮), 구변
(九變), 구형(九刑), 구촌(九寸)와 같이 9로 분류한다.
이러한 구분이 공간의 분할이라면, 채침은 1년을 81로 구분해 절기를 배치함으
로써 시간의 분할 역시 시도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동지
22 입춘
33 춘분
44 입하
55 하지
66 입추
77 추분
88 입동
99 동지

[그림6] 81개의 시간분할과 절기의 배치

채침이 시공간을 9의 조합으로 분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원리이다. 채침은 세계가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105) 수를 통해 잘 알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106)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한
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洪範皇極內篇. “非一則不能成兩 非兩則不能致一 兩者可知 而一者
難知也 兩者可見 而一者難見也 可知可見者 體乎 難知難見者微乎.”
103) 洪範皇極內篇. “有理斯有氣 氣著而理隱 有氣斯有形 形著而氣隱 人知形之數 而不知氣之數
人知氣之數 而不知理之數 知理之數 則㡬矣 動靜可求其端 隂陽可求其始 天地可求其初 萬物可求
其紀 鬼神知其所幽 禮樂知其所著 生知所来 死知所去 易曰 窮神知化德之盛也.”
104) 洪範皇極內篇. “天下之理 動者竒而静者偶 行者竒而止者偶 得友者 致一 而生物者 不二也.”
105) 洪範皇極內篇. “嗟 夫天地之所以肇者 數也 人物之所以生者 數也 萬事之所以得失者 亦數
也 數之體著於形 數之用妙於理 非窮神知化獨立物表者 曷足以與於此哉.”
106) 洪範皇極內篇. “有理斯有氣 氣著而理隱 有氣斯有形 形著而氣隱 人知形之數 而不知氣之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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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채침은 수를 보편적 원리가 시간에 따라 드러나는 것
으로, 그리고 각각의 때에 맞는 해석[辭]을 수의 의미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해석
을 내린 뒤 행하는 결단으로 설명하고서,107) 천지, 즉 공간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
은 길흉을 결단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108) 채침이 만물의 변화
법칙을 드러냄으로써 길흉을 예측하고자 한 것(주백곤 2012, 197)은 .
예측에 대한 채침의 관심은 그의 심법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그는 “옛날 성
인들은 수를 근원까지 살펴 세상의 의심스러운 것들을 결정하였고, 세상에 힘써야
할 것들을 성취하였으며, 성과 명의 이치에 순응하였다. 그리고 만사를 분석하고 만
물을 분별하였으며, 오고 가는 것을 드러내고 살폈다.”109)
그가 수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은, 채침
의 홍범구주의 주석을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수를 통해
세계를 쪼개어 모든 사안들을 분절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심법이란
막연한 도덕적 수양에 대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덕과 정치의 통합을 통한 왕권의 정당성 도출: 주희의 황극개념
11세기 송대 신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질서는, 오행의 생성법칙과 상극으로 인한
세계의 탄생을 보여주는 ｢하도(河圖)｣와 ｢낙서(洛書)｣, 음양의 결합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여덟 개의 요소들을 도출하여 배열한 뒤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
계의 변화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와 ｢문왕팔괘도(文王八卦
圖)｣와 같은 도상학(圖像學), 그리고 주역(周易) 등에 대한 해석에서 주로 나타난
다. 도상학과 상수학은 현상에 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
데 신유학자들은 법칙과 현상의 관계를 나타나는 도상들과 상수학적 해석을 한편으
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불규칙성을 인지하고 있었고(Henderson 2004),
人知氣之數 而不知理之數 知理之數則㡬矣.”
107) 洪範皇極內篇. “數者 理之時也 辭者 數之義也 吉凶者 辭之斷也.”
108) 洪範皇極內篇. “惠廸從逆者 吉凶之决也 氣有醇漓 故數有得失 一成于數 天地不能易之 能易
之者 人也.”
109) 홍범황극내편. “昔者 聖人之原數也 以决天下之疑 以成天下之務 以順性命之理 析事辨物 彰
徃察來.” 이 번역은 주백곤(2012, 역학철학사4. 소명출판. p.205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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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인간의 인식적 한계─신유학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기질(氣質)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인간은 현상 안에 내재된 법칙을 인식해서 재현할
수 있지만, 이때 재현의 방식은 맥락에 따른 적절함[中]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중을 실현함으로써 법칙과 현상을 매개한다는 사고는 극에 대한 주석전
통에서도 확인된다. 주역에 나오는 태극과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
편에 나오는 홍범구주(洪範九疇) 중 제 5주인 황극은 모두 한(漢)의 공안국(孔安國,
연대미상)과 당(唐)의 공영달의 주석 이래 대중(大中)이라고 해석되었고, 황극과 같
은 의미로 이해되었던 태극 역시 중(中)으로 해석되었다. 법칙의 세계와 인간세계는
극과 마음이 모두 중이기 때문에 연속적이 될 수 있고, 극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통
해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마음인 황극의 동일성이 담보된다.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재현할 수 있는 선천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신유학자들은 할 수 있
었다. 이 마음의 표출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은 우주론적 질서를 재
현한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법칙과 현상을 연속적으로 만든다는 주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기준
이다. 태극과 마음을 동일하다는 선언이 인간의 행위가 규범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인간은 기질과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다른데, 서로 다른 판단 가운데에서 누구의 판단을 규범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태
극과 동일하다는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악과 무질서에 대한 설명이
다. 신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악의 원인으로 기(氣)를 상정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법칙으로서의 태극, 즉 리(理)와 기의 대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악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태극을 중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
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인식적 한계에 의한 질서의 재현불가능성이나 도덕주체로
서 인간 간의 현실적 차이를 이론의 체계 내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이 단지 현상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제도화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적이다.110) 주희는 이 문
110) 민병희(2007)는 주희가 태극도설을 수용한 이유를 질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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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북송대 성리학자
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무극(無極)개념111)을 수용하였고, 태극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론(cosmology)적 법칙성과 인간에 의한 법칙의 재현[人極]을 강
조하는 동시에 태극과 인극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어야만 하는 세계의 복잡성을 묘
사하는 데 성공한다.
주희는 전통적으로 중(中)이라고 번역되어 왔던 태극의 극을 별들의 중심인 북
극(北極)이나 집의 용마루에 비유함으로써 삼차원적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지점
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해석을 한다.112) 주희는 극의 형상화를 통해 법칙으로서의
태극, 성인(聖人)이 제시한 규범인 인극, 왕이 세운 표준으로서의 황극을 구분함으로
써 자연, 사회, 국가를 동일한 구조로 상상할 수 있는 기제를 도출해낸다. 주희의 극
개념에 대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질서의 조직원리를 제공하는 성인과 정치적 결
단과 통치의 토대로서 제도를 제시하는 왕을 구분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크게 질서의 발생의 법칙, 변화, 재현 세 부분으로 나뉜
다. 첫 번째 부분이 법칙이자 본체인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고 다시 오행이 분
화되어 오행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계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면,113)
두 번째 부분은 음양과 오행이 교차해서 현실 세계가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다.114) 그리고 재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은 태극으로부터 분화했으나 서로 다른

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형이상학적 작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주
희가 태극도설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는 사회
적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
111) 주희는 당시 주돈이의 주저로 인정받았던 통서와 태극도설의 연관성과 주돈이와 이정의
사숙관계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태극도설을 성리학의 중요한 텍스트로 만들고자 하였다.(
性理大全권1 ｢太極圖｣. “先生之學其妙 具於太極一圖 通書之言 亦皆此圖之蘊 而程先生兄弟語
及性命之際 亦未嘗不因其說.”; 朱子大全 권81 ｢通書後記｣. “通書者 濂溪夫子之所作也 (중략)
獨以河南兩程夫子 嘗受學焉 而得孔孟不傳之正統 則其淵源因可槪見 (중략) 獨此一篇 本號易通
與太極圖說並出程氏 以傳於世 而其爲說 實相表裏.”)
112) 주희의 극 개념은 주희가 북송대 신유학자였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글에 주해를
붙인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와 1175년 강서(江西) 신주(信州)의 아호사(鵝湖寺)에서 심학(心
學)으로 유명한 육구소(陸九韶)․육구연(陸九淵, 1139~1193) 형제와 벌인 논쟁, 1189년 6월,
논쟁을 정리하며 저술한 ｢황극변(皇極辨)｣에 잘 드러나 있다.
113)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
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
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114) ｢太極圖說｣.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惟人也得其秀而
最靈 形旣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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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萬物]과 복잡한 사건들[萬事]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즉 무질서해 보이는 세
계에 성인이 변화의 패턴을 모방해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115)
세계의 복잡성과 관련해 태극도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주돈이는 실제로 만물이 파생되어 존재 간의 차이와 선악이 발생하는 과
정에 대해 설명한다. 주희는 주돈이가 기술한 만물의 파생부분을 매우 복잡한 과정
으로 해석한다.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면서 건도와 곤도가 서고, 건도와 곤도,
즉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 수많은 만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물
들은 본성적으로 태극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수렴되지 않는 현실적인 차이를
갖는다. 세계의 복잡성은 이 현실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데, 주희는 태극도설의 주
석에서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희는 성(誠)과 성(性)이라는 개념
을 가져와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설명한다.

태극이 움직임과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명의 유행으로 이른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것이다. 성(誠)이란 성인의 본령이고 만
물을 시작하고 끝맺게 하는 것이며 천명의 도이다. 그 움직임은 ‘성(誠)의 두루 미침’
이자 ‘이어가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니, 만물이 바탕으로 취하여 시작하는 바이다. 그
고요함은 ‘성(誠)의 회복’이고 ‘완성된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니, 만물이 각각 그 성
명(性命)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고요함이 극한
에 이르면 다시 움직여,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천명이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116)

위의 인용문은 ｢태극도설해｣에서 주희가 태극을 성(誠), 그리고 성(性)개념과 연
결시켜서 설명한 부분으로, 주희가 의도한 태극-음양-오행-만물의 전개과정의 의미
가 드러난다. 주희는 성(誠)을 “만물을 시작하고 끝맺게 하는 것이며 천명의 도”라
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만물의 처음과 끝, 그리고 천명은 분화된 만물들 사이의 차
115)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
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116) ｢太極圖說解｣.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所謂一陰一陽之謂道 誠者聖人之本 物之終始而
命之道也 其動也 誠之通也 繼之者善 萬物之所資以始也 其靜也 誠之復也 成之者性 萬物各正其
性命也 動極而靜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為其根 命之所以流行而不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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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말한다. 주희는 주역｢계사전｣의 “이어가는 것은 선이고, 완성된 것은 본성이
다(繼之者善 成之者性)”이라는 말에서 “이어가는 것”을 성(誠)으로, 완성된 것을 본
성으로 규정한다. 이 언술은 본체로부터 만물은 끊임없이 분화해 탄생하며, 그렇게
분화한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다음 주희의 설명은 이
를 잘 보여준다.

‘이어가는 것은 선이다’를 곡식에 비유하면,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할 때에는 모
든 곡식들이 각기 하나의 개체를 이루지만, 봄이 되면 다시 각자 생겨난다. 사람과
짐승의 경우에도 모두 이와 같다. 예컨대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기를 받는
것을 ‘이어가는 것은 선이다’이고, 태어나 스스로 개체를 이루는 것은 ‘이룬 것이 성
(性)이다’이다. 성을 이루고 나면 또 스스로 이어나가 선이 되니 다만 이 하나의 것
일 뿐이며, 금년에 한 번 생겨나고 내년에 또 똑같은 것이 생겨나 또 ‘이어가는 것이
선이 되고’ 또 이룬 것이 성이 되니, 다만 이 하나의 것이 굴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그것을 보고 인이다’라고 한 것은 저 생겨나는 곳만을 보았을 뿐이고, ‘지자
가 그것을 보고 지이다’라고 한 것은 저 거두어들이는 곳만을 보았을 뿐이며, ‘백성
이 매일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117)

주희는 성(誠)의 확산을 “이어가는 것은 선”이라는 표현과 연결시키고, 다시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기를 받는 것”과 유비시킨다. 이 유비는 성(誠)을
하나의 종(種)이 발생해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
에서의 본성(本性)은 “태어나 스스로 개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의 특수
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희가 태극도설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
던 것은 첫째, 태극은 본체와 개체 사이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담보해주지만 동시에
그 원리는 수많은 종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종 내부에 수많은 특수한 개별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는 점, 둘째, 만물 전체를 통합하는 질서가 태극으로부터 도출
되며 그 질서의 내부에는 인간의 위계적 차이, 자연적 차이에 따라 각각의 규범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117) 朱子語類94:111 “是繼之者善 譬如禾穀一般 到秋斂冬 千條萬穟 自各成一箇物事了 及至春
又各自發生出 以至人物 以至禽獸 皆是如此 且如人 方其在胞胎中 受父母之氣 則是繼之者善 及
其生出 又自成一箇物事 成之者性也 旣成其性 又自繼善 只是這一箇物事 今年一年生了 明年又生
出一副當物事來 又繼之者善 又成之者性 只是這一箇物事滾將去 所以仁者見之謂之仁 只是見那發
生處 智者見之謂之智 只是見那成性處 到得百姓日用而不知 則不知這事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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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그 본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태극이다. 만물의 측면에서 보면 각각 그 본성을 하나씩 가지
고 있으나 만물은 하나의 태극이다. 종합해서 말하면 만물의 통체는 하나의 태극이
며,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의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이른바 세
상에는 성을 벗어난 사물이 없고 성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욱
그 전모를 볼 수 있다. 자사(子思)가 “군자는 큰 것을 말하면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싣지 못하고, 작은 것을 말하면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한 것
이 이것을 말한다.118)

주희는 위의 인용문에서 개별자들의 본성을 태극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
을 통해 세계의 근원이자 존재원리로서의 태극과 개별자들의 존재원리로서의 태극
은 발생론적 체계와 위계적 관계가 된다. “큰 것”으로서의 태극은 모든 만물의 근원
이자 궁극적인 존재이유와 원리가 되고 “작은 것”으로서의 태극은 서로 다른 개체
들의 교환불가능한 특수성의 근원이자 본체, 즉 개별자의 존재의미와 목적을 지시한
다.
주희에게 있어서 발생의 변화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하지 않는 것과 질적인 차
이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소위 일(一)과 다(多)의 관계에서 동일성의 담
보 문제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동일성을 찾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다. 동일성과 차이의 문제는 결국 만물이 태극으로부터 분화되었다는 주장에 이해
서 해결되며, 차이로서의 개체들이 동일성을 회복함으로써 최초의 규범적 상태로 돌
아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와 유사한 논의가 주희의 리일분수(理一分殊)개념에서도 보인다. 리일분수는
주자학적 질서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논리이다. 리일분수 개념을 통해 주희는 철학적
차원에서 개체와 세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한다.119) 리일분수는 개체들의

118) ｢太極圖說解｣. 自男女而觀之則男女各一其性 而男女一太極也 自萬物而觀之 則萬物各一其性
而萬物一太極也 蓋合而言之 萬物統體一太極也 分而言之 一物各具一太極也 所謂天下無性外之物
而性無不在者 於此尤可以見其全矣 子思子曰 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破焉 此之謂
也
119) 朱子語類27:41. “或問理一分殊 曰聖人未嘗言理一 多只言分殊 蓋能於分殊中事事物物 頭頭
項項 理會得其當然 然後方知理本一貫 不知萬殊各有一理 而徒言理一 不知理一在何處 (중략) 要
得事事物物 頭頭件件 各知其所當然 而得其所當然 只此便是理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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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강조하면서도 차이[分殊]를 무화시키지 않는,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리일분수는 세계가 출현할 때 이미 이상적인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
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이를 재현해서 인간사회에 규범질서를 만들어내
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리일분수 만으로는 세계의 복
잡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악의 출현이나 무질서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태극도설이 흥미로운 것은 본체이자 법칙으로부터 분화한 세계가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희에 의하면 그 원인을 기(氣)라고 보았다. 기는 만물의 형체를 구성하는 요소이
며, 개체들의 차이는 기의 조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는 법칙인
리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지만, 완전한 선인 리와 달리 악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는 축적되는 정도나 (음양오행의) 조합을 통해 만물과 시대를 만들어낸다.
그 축적과 조합의 결과로서의 질[淸濁粹駁]에 따라 개체들의 본성[氣質之性]이 결
정되며, 이러한 축적과 조합의 차이는 시대의 성격까지 결정한다.
다음은 주희가 ｢태극도설해｣에서 인간의 본성과 행위의 구분을 통해 선악의 발
생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리를 구비하고 있지만 항상 움직임에서 잘
못됨을 말한다.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태극의 도를 갖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음
양․오행의 기와 질이 교접하여 운행할 때, 사람이 받은 것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었
으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명하여 성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니, 이른바 천지의 마음이
고 사람의 표준이다. 그러나 형체가 음에서 생기고 신령함이 양에서 일어나면 오상
의 성이 외부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고 양의 선과 음의 악이 또 부류대로 나누어
져, 서로 다른 오성이 온갖 일들로 흩어진다. 음양과 오행이 만물을 변화․생성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또 이와 같다.120)

위의 인용문은 주돈이 ｢태극도설｣의 “오직 인간만이 그 빼어남을 얻어 가장 신
령하기 때문에 형체가 생기자마자 신(神)이 지각을 발현한다. 다섯 가지 본성이 반

120) ｢太極圖說解｣. “此言眾人具動靜之理 而常失之於動也 蓋人物之生 莫不有太極之道焉 然陰陽五
行 氣質交運 而人之所稟獨得其秀 故其心為最靈 而有以不失其性之全 所謂天地之心 而人之極也
然形生於陰 神發於陽 五常之性 感物而動 而陽善陰惡 又以類分 而五性之殊 散為萬事 蓋二氣五
行 化生萬物 其在人者又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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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움직이면 선악이 나뉘고 만 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事]이 생겨난다”라
는 구절에 대한 주희의 해설이다. 존재들은 음양오행의 교차로 인해 차이를 가지고
세계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한다.
“음양오행의 기와 질이 교접하여 운행할 때, 사람이 받은 것만이 그 빼어난 것
을 얻었으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명하여 성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니, 이른바 천지의
마음이고 사람의 표준이다”라는 구절은 존재들의 질적인 차이가 기와 질, 즉 물질적
측면에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질적 차이는 본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
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121) 인간의 마음은 본성의
완전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악은 바로 이
“인간의 신령한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
주희는 태극을 본성에, 음양을 마음의 동정(動靜)에 비유하곤 하였다.122) 본성
이 태극이라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앞의 무극-태극의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태극으로서의 본성은 기준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 한편 마음은 동
정의 운동원리, 즉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음하
고 한번 양함으로써 마치 음양의 운동이 만물을 생성하듯이 마음은 만 가지 일을
생성하게 된다. 주희가 마음을 음과 양이라고 설명했고, 또 음이 형체를, 양이 정신
을 만들어낸다고 말한 데에서 마음은 형체, 정신, 지각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본성과 비교한다면 조금 자취가 있고, 기와 비교한다
면 자연히 더 신령”123)한 무엇으로 표현된다.
물론 주희에게 있어서 마음은 본성보다는 형이하적인 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인
기보다는 특정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리와 결합하여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메커
니즘124), 즉 지각하여 행동하는 속성 지을 갖기 때문에 형체나 물질로서의 일반 기
와는 다르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지각능력이라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마음이 선하다
는 것이 아니다.125) 악은 지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126) 부연하자면 인간의 본
121) 朱子語類4:4. “問五行均得太極否 曰均 問人具五行 物只得一行 曰物亦具有五行 只是得五行
之偏者耳.”
122) 朱子語類5:21. “心之理是太極 心之動靜是陰陽.”
123) 朱子語類5:41. “心比性 則微有跡 比氣 則自然又靈.”
124) 朱子語類5:45. “蓋道只是合當如此 性則有一箇根苗 生出君臣之義 父子之仁 性雖虛 都是實
理 心雖是一物 卻虛 故能包含萬理 這箇要人自體察始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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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리이지만, 인간의 마음의 방향은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 악이 기질로부터 나온
다는 성리학적 전제에서 볼 때 마음은 악과 무질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선천적으
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희가 극개념을 마음을 의미하는 중(中)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마음의 기질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법칙으로서의 태극과 재현자로서의 마음의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는 세계의 복잡성 때문이다.
주희의 논리 속에서 세계는 수많은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서로 다른 능력과 특
징을 갖는 복잡한 곳이며 동시에 무질서와 그에 따른 악이 출현하는 곳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통합적인 질
서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中)이라는 번역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를 통
관하는 법칙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주희는 주돈이의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
이라는 도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주희의 논리에서 무극의 기능은 극이
표상하는 공간성과 연결된다. 비물질성과 비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희는 무극이
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과적으로 무극-태극-인극-황극의 유비적 유사성에서 보자면
실제로 강조가 되는 것은 극의 공간적 위상이다.
주희는 극을 ‘지극함’이라고 해석하면서 태극을 중(中)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관
행을 비판한다.

극이란 지극함일 뿐이다.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방팔면에서 모여 들어 이 궁
극의 근본에 이르러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미루어 나가면 사방팔면이
모두 앞과 뒤가 없이 모든 것이 고르게 되므로 ‘극’이라고 할 뿐이다. 후대의 사람들
은 그것이 가운데 자리 잡고 사방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위치를 가리켜 ‘중’이라고 한 것이지, 그 의미를 ‘중’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여긴 것
이 아니다. 태극의 경우에는 더구나 애초에 아무런 형상이나 장소도 말할 수 없고,
그저 이 리의 지극함 때문에 ‘극’이라고 할 뿐이다.127)
125) 朱子語類5:23. “問靈處是心 抑是性 曰靈處只是心 不是性 性只是理”
126) 朱子語類5:34. “或問心有善惡否 曰心是動底物事 自然有善惡 且如惻隱是善也 見孺子入井而
無惻隱之心 便是惡矣 離著善 便是惡 然心之本體未嘗不善 又卻不可說惡全不是心 若不是心 是甚
麽做出來 古人學問便要窮理知至 直是下工夫消磨惡去 善自然漸次可復 操存是後面事 不是善惡時
事.”
127) 朱子大全 권 36 ｢答陸子靜｣ 5. “極者 至極而已 以有形者言之 則其四方八面合輳將來 到此
築底 更無去處 從此推出 四方八面都無向背 一切停勻 故謂之極耳 後人以其居中而能應四外 故指
其處而以中言之 非以其義爲可訓中也 至於太極 則又初無形象方所之可言 但以此理至極而謂之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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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중은 “사방팔면”의 가운데 존재한다. 주희에 따르면 극은 “사방팔면에서
모여들어” 오는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것이자, 사방팔면으로 확장되어 공간 내에 존
재하는 모든 것들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 주희는 태극이라는 명칭은 그 궁극적
인 측면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중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북극, 옥극, 황
극, 민극의 극 역시 태극과 마찬가지로 중이 아닌 지극한 것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
장한다.128) 여기에서 북극은 별들의 중심에 존재하고, 옥극은 용마루, 즉 집의 중심
이다. 주희는 극이 리와 같은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라고까지 말하는데,129) 극
이 공간적 비유라면, 극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극(極)

[그림7]
극의 구조

극을 위와 같은 구조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태극과 만물, 인극과 인류, 황극과
공동체성원의 관계는 모두 동일한 구조로 묘사될 수 있다. 또한 유비에 의해 태극,
인극, 황극은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형상화는 질서와 권위를 상상하는
방식과 연관되며, 이 질서 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태극, 인극, 황극에 의해 통합되
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개체들 역시 각자의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
역 안에서 권위와 질서를 갖는다.

정중리(鄭仲履)가 말했다. “태극은 곧 사람의 마음의 지극한 리입니다.” 말씀하셨다.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극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이 도리의 지극함이다.” 채원진(蔡
元進)이 말하였다.

“예컨대 군주의 인(仁)과 신하의 경(敬)이 바로 극입니다.” 말씀

하셨다. “이는 개별 사물이 갖는 극이고, 천지만물의 리를 총괄한 것이 바로 태극이
耳.”
128) 朱子大全 권 36 ｢答陸子靜｣ 6. “非如皇極民極屋極之有方所形象 而但有此理之至極耳.”
129) 性理大全 권1 ｢太極｣. “其反覆推本聖人所以言太極之意 最爲明白 後之讀者 字義不明 而以
中訓極 已爲失之 然又不知極字但爲取喩 而遽以理言 故不惟理不可無 於周子無極之語有所難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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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0)

위의 인용문은 주희가 극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
물의 본원으로서의 태극 외에도 만물이 생성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존재들
의 극이 성립된다. 하늘, 땅, 인간은 각각의 태극, 즉 다른 존재원리를 갖고 있
다.131)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극”을 가짐으로써 각각의 존재자들의 존재이유와 목
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군주의 경우 그 극은 “인” 즉 정치공동
체의 구성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신하의 경우는 “경”
즉 군주를 공경하는 것이 행위의 준칙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준으로써의
극들은 서로 교환 불가능하지만,132) 총괄적인 태극-리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체계
내에 위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무극 개념의 도입을 통해 주희는 “극”의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 주돈이가 주장하는 개체와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동
질성, 그리고 차이와 변화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주희가 극을 표준으로 규정하고 극의 구조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태극, 인극, 황
극을 각기 다른 영역에 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극과 황극의 의미의 차이이다. 태극도설에 의하면 인극은 성인이 법칙을
재현하여 제시한 표준이다. 한편 주희의 ｢황극변(皇極辨)｣에서 말하는 황극은 왕이
제시하는 표준이다. 인극과 황극의 공통점은 양자가 모두 인간이 제시한 표준이자
태극 또는 리로 표현되는 세계의 법칙을 재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인극이
개인의 행동원칙과 연관된 것이라면 황극은 왕이 정치공동체에 제시한 제도와 연관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성과 마음, 기준과 행위의 관계와 별도로 악의 발생은 개
별자들의 기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결여된 것과 넘치는 것이 무엇
인지를 파악해서 확충하고 조절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개별자들의 노력만으로 기준
을 세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희가 성인(聖人)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인이야말로
130) 朱子語類94:44. “仲履云 太極便是人心之至理 曰事事物物皆有箇極 是道理之極至 蔣元進曰
如君之仁 臣之敬 便是極 曰此是一事一物之極 總天地萬物之理 便是太極.”
131) 周易本義 繫辭上. 朱熹註. “極至也 三極 天地人之至理 三才各一太極也.”
132) 朱子語類4:9. “先生答黃商伯書有云 論萬物之一原 則理同而氣異 觀萬物之異體 則氣猶相近
而理絶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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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질서에 합치되는 공동체에 보편적인 질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다. 주희는 성인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인극(人極)이라고 표현한다.
주돈이에 따르면 오직 성인만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처
음, 즉 최초의 상태와 세계의 메커니즘,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 정, 인, 의, 즉 인간을 태극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인
간의 본성을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고, 표준, 즉 문제의 해결방법과 제도를 제시한다.
“성인은 중, 정, 인, 의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주정
(主靜)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사람의 표준[人極]을 제시하셨다.”라는 구절은
바로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성인이 제시한 표준을 따르는 자는
군자이고, 따르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는 소인이다.133)
주희는 ｢태극도설해｣에서 “성인이 완전한 본체의 태극을 안정시키지 않았더라
면, 욕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지나쳐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공격하게 되었을 것이
니 인극(人極)이 정립되지 않아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것”134)이라고 지적한
뒤, 성인의 능력과 그가 설정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다. 주희에 의하면 성
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처음부터 중(中)․정(正)․인(仁)․의(義),
즉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135) 일반적으
로 인간은 네 가지의 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편파적인 측면을 확
충하고 조절해야 하지만, 성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질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
다.136) 일반인들은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 현상의 원리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반면 성인은 그 원리나 원인을 안다.137)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공동체
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138)
133)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
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134) ｢太極圖說解｣. “自非聖人全體太極有以定之 則欲動情勝 利害相攻 人極不立 而違禽獸不遠矣.”
135) ｢太極圖說解｣. “蓋人稟陰陽五行之秀氣以生 而聖人之生 又得其秀之秀者 是以其行之也中 其處
之也正 其發之也仁 其裁之也義.”
136) 朱子語類4:41 “然就人之所稟而言 又有昏明淸濁之異 故上知生知之資 是氣淸明純粹 而無一
毫昏濁 所以生知安行 不待學而能 如堯舜是也.”
137) 朱子語類4:95 “知天命 謂知其理之所自來 譬之於水 人皆知其爲水 聖人則知其發源處 如不知
命處.”
138) 주희에게 있어서 성인의 조건은 직분이나 조건이 아닌 개인적 자질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개인적 자질은 부모의 자질과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朱子語類4:78 或問人稟天地五行之氣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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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존재하는 원인과 사유하고 행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성인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에
서 규범을 찾는다.139) 고요함이란 성(誠)의 회복됨이고 본성의 진실됨이며, 아무런
욕심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고요할 때에 욕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지
나쳐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공격하는 일이 안정된다. 따라서 고요할 때에 본체가
정립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정립된 본체에 따라 정해진 행동의 기준은 천지·일월·사
시·귀신도 이를 어길 수 없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이 된다.140) 그런데 중정인
의로 표현되는 인극은 태극 그 자체가 아니라 인위적 해석의 산물, 즉 재현의 결과
이다.141) 그리고 고요함에 중심을 두어 움직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인극이
보편적인 차원의 기준 말고도 순간마다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기준이라는 차원
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제시한 인극이 보편적 기준, 즉 원칙과 개별 사건에 판단기준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점은 주희가 ｢태극도설해｣에서 “고요함이란 성(誠)의 회복됨이고 본성의
진실됨”에 대해 말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중요하다. “고요함이란 성의 회복이고 본성
의 진실”142)이란, 인간은 부동(不動)의 상태, 즉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자신이 태
극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왔을 때의 두 가지 의미, 즉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분화해 가
는 메커니즘과, 분화되어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서 특수한 개체인 자아가 되었을 때
父母所生 與是氣相値而然否 曰便是這氣須從人身上過來 今以五行枝幹推算人命 與夫地理家推擇
山林向背 皆是此理 然又有異處 如磁■中器物 聞說千百件中 或有一件紅色大段好者 此是異稟 惟
人亦然 瞽鯀之生舜禹 亦猶是也).
139)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움직임은 어긋남을 만든다. 움직임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에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朱子語類94:48 “問自太極一動而爲陰陽 以至於爲五行
爲萬物 無有不善 在人則才動便差 是如何 曰造化亦有差處 如冬熱夏寒 所生人物有厚薄 有善惡
不知自甚處差將來 便沒理會了 又問惟人才動便有差 故聖人主靜以立人極歟 曰然.”
140) ｢太極圖說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真也 茍非此心寂然無欲而靜 則又何以酬酢事物之變 而一
天下之動哉 故聖人中正仁義 動靜周流 而其動也必主乎靜 此其所以成位乎中 而天地日月 四時鬼
神 有所不能違也 蓋必體立 而後用有以行 若程子論乾坤動靜 而曰不專一則不能直遂 不翕聚則不
能發散 亦此意爾.”
141) 물론 주희는 인극을 자연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필연적 연속성을
강조한다(朱子語類6:54 問仁義禮智體用之別 曰自陰陽上看下來 仁禮屬陽 義智屬陰 仁禮是用
義智是體 春夏是陽 秋冬是陰 只將仁義說 則春作夏長 仁也 秋斂冬藏 義也 若將仁義禮智說 則春
仁也 夏禮也 秋義也 冬智也 仁禮是敷施出來底 義是肅殺果斷底 智便是收藏底 如人肚臟有許多事
如何見得 其智愈大 其藏愈深 正如易中道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
與義 解者多以仁爲柔 以義爲剛 非也 卻是以仁爲剛 義爲柔 蓋仁是箇發出來了 便硬而强 義便是
收斂向裏底 外面見之便是柔).
142) ｢太極圖說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真也.”

- 70 -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두 가지는 자아가 전체의
관점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전자
는 자아와 타자의 존재의미를 밝혀주는 한편 후자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자아의 위
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처럼 성인
의 인극은 우주론적 질서의 재현으로서의 질서이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인 규범이다. 그런데 주희는 성인의 조건에 대해 선천적 탁월성만을
언급한다. 즉, 성인은 지위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인극의 의미는 주희식의
황극개념과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주희의 ｢황극변｣은 태극-황극의 전통적 해석을 뒤집기 위해 언어적 분석을 시
도한 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희는 극의 형상화를 통해 법칙-사회-정치의 영
역이 동일한 위계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희가 서경｢홍범｣의 홍범구
주(洪範九疇) 중 1주에서 4주까지의 내용을 황극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부분인데, 여
기에 그가 생각하는 왕의 조건이 등장한다.

이제 내 설명으로 추론해보면 인군(人君)이 작은 몸으로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차지
하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안쪽을 향해 사방에서 바라본다. (중략) 이미 천하의 한
가운데 머무른다면 반드시 천하의 순수한 덕을 가진 다음에야 지극한 표준을 확립할
수 있다. (중략) 그래서 안쪽을 향해 사방에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법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어짊[仁]을 말하자면 어짊을 극치에 이르도
록 해서 온 세상에서 어짊을 일삼는 자들이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고, 그 효성스러움
을 말하자면 천하의 효를 극치에 달하도록 해서 온 세상의 효도를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높일 수도 없다. 이것이 ‘황극’이란 것이다.143)

왕은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하의 한 가운데” 머무르는 존재이다.
왕의 위치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법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본성을 파악
하는 성인의 능력이 태생적인 것이라면 왕의 역량은 위상으로부터 나온다. 성인은
인간을 태극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을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

143) 朱子大全 권 72「皇極辨」. “今以余說推之 則人君以眇然之身履至尊之位 四方輻湊 面內而
環觀之 (중략)旣居天下之至中 則必有天下之純德 而後可以立至極之標準 (중략) 使夫面內而環觀
者莫不於是而取則焉 語其仁 則極天下之仁而天下之爲仁者莫能加也 語其孝 則極天下之孝而天下
之爲孝者莫能尙也 是則所謂皇極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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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준, 즉 문제의 해결방법과 제도를 제시한다. 성인이 제시한 표준을 따르는 자
는 군자이고, 따르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는 소인이다.144) 그러나 왕의 표준
은 그 표준이 적합한지를 동의를 구함으로써 검증받아야 하고(稽疑)145) 왕이 표준을
세울 때 편파적이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자연현상에 의해 징험된다(庶徵)146). 왕이
성공적으로 표준을 제시할 경우 백성들은 왕의 표준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왕에게
복을 준다.147) 이렇게 볼 때 성인의 기준인 인극과 왕의 표준인 황극의 차이는 뚜
렷하다. 인극은 성인이 정확하게 파악한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라면, 왕의 표준은 왕
이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받아야 하는 무엇이다.
인극과 황극의 또다른 차이는 인극은 강제력이 없는 반면 황극은 그로부터 권
병(權柄) 즉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다.148) 위에서 말했듯이 인극을 받아들이면 길하
고 이에 반하면 흉하다. 즉 인극의 수용여부는 각 사람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
러나 왕이 세운 황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된다. 황극이 세워지면 이를 따
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 그 경우 왕은 권력을 사용하여 공동
체가 모두 자신의 표준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이 왕의 표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되는 강제적 제도이며, 따라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149) 이것이 성인과 왕의
차이이다.150)
144)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
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145) 홍범의 제 7주 계의는 이 검증체제를 왕의 마음, 경대부와 백성들의 동의, 그리고 거북점과
시초점 다섯가지로 나눈다. 앞의 셋이 왕의 표준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라면 뒤의 둘은 그 결정이 길한지 흉한지를 점치는 것이다.
146) 주희는 홍범의 제 5주인 황극을 중심으로 앞의 4주는 황극을 세우는 방법이고 뒤의 4주는
황극을 세운 효과라고 말한다. 그 중 홍범의 제 8주 서징은 왕이 성인처럼 사심없이 표준을 세
웠는지에 대한 증명이다.(朱子語類79:78. “蓋能推五行 正五事 用八政 修五紀 乃可以建極也
六三德 乃是權衡此皇極者也 德旣修矣 稽疑庶徵繼之者 著其驗也 又繼之以福極 則善惡之效 至是
不可加矣.”)
147) 朱子大全 권 72, 「皇極辨」. “其曰惟時厥庶民于汝極 錫汝保極云者 則以言夫民視君 以爲
至極之標準 而從其化 則是復以此福 還錫其君 而使之長爲至極之標凖也.”
148) 朱子語類79:78. “六三德 乃是權衡此皇極者也.”
149) 이에 대해 채침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書經｢周書｣ 洪範. “正直剛柔 三德也 正者 無邪
直者 無曲 剛克柔克者 威福予奪抑揚進退之用也 彊弗友者 彊梗弗順者也 爕友者 和柔委順者也
沉潛者 沉深潛退 不及中者也 高明者 高亢明爽 過乎中者也 蓋習俗之偏 氣稟之過者也 故平康正
直 無所事乎矯拂 無爲而治是也 彊弗友剛克 以剛克剛也 爕友柔克 以柔克柔也 沉潛剛克 以剛克
柔也 高明柔克 以柔克剛也 正直之用一 而剛柔之用四也 聖人撫世酬物 因時制宜 三德乂用 陽以
舒之 陰以歛之 執其兩端 用其中于民 所以納天下民俗於皇極者 蓋如此.”
150) 朱子語類79:89. “五皇極 只是說人君之身 端本示儀於上 使天下之人則而效之 聖人固不可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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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희는 왕의 표준이 도덕적인 것이며 그 표준이 오륜(五倫)에 기초한 것이
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을 결합시키고자 하지만,151) 그 주장 역시 양자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천자(天子)가 우리들
의 부모가 되시어 천하(天下)의 왕(王)이 된다’고 한 것은 인군이 지극한 표준을 세
울 수 있다면 억조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위는 있으나 그 덕은 없어서, 사물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나올 수도 없
고, 사람들의 무리를 통솔해서 천하의 극히 존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152)라는
주희의 언술은 역으로 지극한 표준을 세울 수 없어도 왕의 지위는 존속된다는 사실
을 드러낸 것이다.
유황작극(惟皇作極)에 대한 주희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주희의
극해석의 근거는 바로 이 구절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존의 해석대로 극이 중이라면,
유황작극은 유대작중(惟大作中), 즉 “오직 커야만 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문법적으
로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황은 왕이, 극은 표준이 되어야만 문법적 오류가 없
다.153) 그런데 주희의 주장대로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바꿀 경우 이 구절은 “왕만
이 표준을 만든다”라는 말로 해석된다. 주희가 왕의 표준을 도덕과 분리시키지 않으
려고 노력한 것과 별개로 황극에 대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왕의 영역, 즉 왕의 자질
과 별개로 왕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강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然約天下而使之歸于正者 如皇則受之 則錫之福也.”
151) 朱子語類79:90. “皇極二字 皇是指人君 極便是指其身爲天下做箇樣子 使天下視之以爲標準
無偏無黨以下數語 皆是皇之所建 皆無偏黨好惡之私 天下之人亦當無作好作惡 便是遵王之道 遵王
之路 皆會歸于其極 皆是視人君以爲歸 下文是彝是訓 于帝其訓 是訓是行 以近天子之光 說得自分
曉 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則許多道理盡在此矣.”;朱子大全 권 72「皇極辨」. “其曰皇極之
敷言 是彝是訓 于帝其訓云者 則以言夫人君以身立極而布命于下 則其所以爲常爲敎者 皆天之理,
而不異乎上帝之降衷也. 其曰‘凡厥庶民, 極之敷言, 是訓是行, 以近天子之光’云者, 則以言夫天下之
人於君所命皆能受其敎而謹行之 則是能不自絶遠而有以親被其道德之光華也.”
152) 朱子大全 권 72「皇極辨」. “其曰曰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云者 則以言夫人君能立至極之
標準 所以能作億兆之父母而爲天下之王也 不然 則有其位無其德 不足以首出庶物 統御人群而履天
下之極尊矣.”
153) 朱子大全 권 72, 「皇極辨」. “洛書九數而五居中 洪範九疇而皇極居五 故自孔氏傳訓皇極爲
大中而諸儒皆祖其說 余獨嘗以經之文義語脈求之 而有以知其必不然也 蓋皇者 君之稱也 極者 至
極之義 標準之名 常在物之中央而四外望之以取正焉者也 故以極爲在中之準的則可 而便訓極爲中
則不可 若北辰之爲天極 脊棟之爲屋極 其義皆然 而禮所謂民極 詩所謂四方之極者 於皇極之義爲
尤近 顧今之說者旣誤於此而幷失於彼 是以其說展轉迷繆而終不能以自明也 卽如舊說 姑亦無問其
它 但卽經文而讀皇爲大 讀極爲中 則夫所謂‘惟大作中 大則受之爲何等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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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인극, 황극의 위계를 동일한 구조로 형상화한 주희의 의도는 황극으로 대
표되는 정치의 영역을 태극, 인극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이는 정치영역이 도덕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희의 극개념에 대한 해석과 극의 형상화는 세계의 복잡성과 규
범적 제도의 도출이라는 목적에서 시도되었지만, 정치의 영역을 도덕의 영역과 분리
해서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 특히 주자학은 리 또는 태극이라는 우주 전체를 통괄하는 원리를 통해
지식의 전 영역, 즉 도덕규범부터 자연질서, 천문법칙, 개인부터 공동체의 문제까지
를 모두 포괄해서 사유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분명 합리적인 체계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상징체계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체계화
하여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체계로부터 배제
된 것들, 즉 원리에서 벗어난 악, 패턴화되지 않는 일탈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
문제는 상수학을 통해 리와 본성의 메타이론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리학은 상수학을 통해 도덕규범의 실재성을 증명하고, 질
서를 세분화하고 제도화하며, 변화를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로
부터 유추해낸다. 상수학은 변화를 상징과 수로 치환시켜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소옹의 선천역에서 복희육십사괘(伏羲六十四卦)는, 복괘(復卦)부
터 건괘(乾卦)까지, 구괘(姤卦)부터 곤괘(坤卦)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괘로 치환해서 배치해 고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
가 아니라 대칭과 균형을 64괘의 배열에서 발견하게 된다.154)
이러한 시간의 패턴화는 정지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정지된 시간은 보편을 상상
할 수 있게 해준다. 팔괘나 육십팔괘, 또는 하도의 수는 짝수이며, 홀수를 움직임
[動], 짝수를 고요함[靜]으로 이해하는 전통에서 보면, 짝수의 도상들은 시간을 고
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된 것(stasis)은 계산가능성과 연관되며, 계산가능
성은 질서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는 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이로부터 설명할 수는 없다.
154) 고회민(高懷民 2004, 81-82)은 진괘(震卦)는 항괘(恒卦)에, 손괘(巽卦)는 익괘(益卦)에, 감
(坎), 리괘(離卦)는 기제(旣濟)와 미제괘(未濟卦)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배치를 보여준다
고 보고, 이는 고정된 부호가 고정된 방식의 배열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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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마음[心], 중(中), 그리고 도(道)인 이
유는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성리학은 원리나 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인식
의 주체로서의 마음과 마음의 방법론으로서의 도로 모두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도덕을 인간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면서도 특정한 규범의 모델을 주입하
는 것을 학문적 방법으로 보지 않아다는 것(Bol 2010, 251)은 결국 인식하고 판단
하는 마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리의 보편성155)과 규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
도로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실천하는 인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발성에 대한 성리학의 인정은 기본적으로는 제
도와 정치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등장한 것이며, 인간과 사회 간의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통찰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해석한 질서가 실재하는 원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성리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성리학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경(敬)이나 공(恭)과 같은 태도
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왕들이 전수했다는 16자 심법(心法), 즉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알기 어려우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해서 그 중을 잡
으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中)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행위를 의미하며, 중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精)과 일(一),
즉 정밀함과 일관됨이 된다. 여기에서 아포리아가 발생한다. 정밀함, 일관됨, 혹은
공손함, 경건함과 같은 심법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포리아는 정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학문적으로 왕의 권력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의 정당성을 도덕에서 찾아 이를 질서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왕권은 이론만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철학
의 관심이 본성과 마음의 속성에 대한 문제라면, 통치자/정치가의 이론적 관심은 실
제 관계윤리에 기초해 세울 수 있는 질서와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행위의 한계─예

155) 볼(Bol 2010, 263-264)은 이정(二程)과 주희의 리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모든 개체[物]와 사건[事]들은 각각의 리를 갖는다. 둘째, 마음은 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리는 하나의 리로 수렴된다. 볼은 이때의 리를 일관성(coherence)로 번역하
는데, 그 이유는 기(氣)를 매개로 한 창조의 과정이 일관된 리를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과 사건들은 이 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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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사법적 권한은 왕과 왕의 위임을 받은 관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규정 등을
의미한다─를 정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실제 제도를 구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제도와 질서는 오상(五常)의 추상성에 의존할 수 없으며, 오상을 제도
화한다고 했을 때의 오상은 그 자체를 그대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임의적
으로 해석을 통한 재현으로서만 존재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질서가
선한 본성에 기초한 것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성
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나, 신중한 태도, 즉 심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만으로 질서는 성립되거나 유지되지는 않는다. 질서는 인간의 해석을 통해 재현
될 수밖에 없으며, 재현의 과정에서 자의성과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주희가 극개념의 재규정을 통해 자연(태극), 사회(인극), 정치(황극)를 구분하고
각 영역을 구조화해 일치시키려고 한 것은, 메타이론으로서의 상수학이나 질서에 대
한 도덕적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장만으로 태극, 인극, 황극을 마음의 주관성
에 함몰되지 않는 객관적 영역의 위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극도설을 통
해 보편과 차이, 그리고 선과 악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이론을 정립하였
고, 도덕과 정치를 영역적으로 구분하되 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함으
로써 규범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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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후기 황극 해석과 권위와 권력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홍범구주는 왕의 권위와 그 제도적 정당성에 관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선 초
부터 왕의 행위를 경계하기 위한 클리셰(cliché)로 사용되었다. 선초에는 황극은 왕
과 공동체의 관계를 전제한 용어라기보다는, 왕이 스스로를 수양하면 복을 받게 되
고 그렇지 않으면 재해가 나타난다는 천인감응론적이며 왕 개인의 구복(求福)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언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정도전은 황
극을 제도적 관점보다는 황극을 세우기 위한 군주의 수신(修身), 즉 반성적 태도에
초점을 맞춰 수신을 잘 하면 왕이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한다.156)
세종대에는 감응론적 관점보다는 왕이 세운 표준과 공동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춰 왕의 행위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언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왕의 불교숭상을
비판하면서 왕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바르지 못한 곳으로 인도
한다고 비판할 때 황극을 사용한다든지,157) 양성지(梁誠之, 1415-1482)가 단종에게
올린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에 재이론적 관점이 탈각된 것이 그 예이다.158) 이는
감응론적 차원에서 황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가 감소하고, 왕과 통치에
초점을 맞춘 정치수사로 전환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다.
조선 중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황극을 공정성, 왕이 세운 표준/제도이라는
156) 태조실록 태조 4년 10월 7일. “蓋人君正心修德 以建皇極 則能享五福 (중략) 然所謂正心
修德 在衆人共見之處 亦有勉强而爲之者 在燕安獨處之時 則易失於安佚 而儆戒之志 每至於怠矣
而心有所未正 德有所未修 皇極不建 而五福虧矣 昔者衛武公自戒之詩曰 視爾友君子 輯柔爾顔 不
遐有愆 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 武公之戒謹如此 故享年過九十 其建皇極而享五福 明驗已然 蓋其
用功 嘗自燕安幽獨之處始也 願殿下法武公之詩 戒安佚而存敬畏 以享皇極之福 聖子神孫 繼繼承
承 傳于千萬世矣.” 재이론적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왕의 행위를 비판하는 언술은 태종 9년 8월
9일 권우(權遇) 등이 올린 상소문(태종실록 태종 9년 8월 9일. “洪範九疇 五事修而皇極建 則
休徵應 五事失而皇極不建 則咎徵應 其所以開示天人相與之際 可謂深切著明矣”)에서도 잘 드러난
다.
157) 세종실록 세종 23년 12월 9일. “凡祀有正有邪 天地日月星辰山川社稷宗廟先聖先師 此祀之
正也 佛老巫覡 此祀之邪也 王者當居正位行正道立皇極 以正萬民 民猶有趨於邪者 況導之以邪乎.”
158) 단종실록 단종 2년 1월 27일. “直集賢殿梁誠之纂《皇極治平圖》以進。 其圖: 居中曰皇極,
(중략) 上曰敬天 (중략) 下曰愛民 (중략) 左肩曰奉先 (중략) 右肩曰事大 (중략) 左足曰交隣 (중
략) 右足曰備邊 (중략) 次左曰正心 (중략) 曰修身 (중략) 曰齊家 (중략) 曰治國 (중략) 次右曰任
人 (중략) 曰納諫 (중략) 曰賞善 (중략) 曰罰惡 (중략) 又次左曰內正百官 (중략) 曰治同道 罔不
興 (중략) 又次右曰外撫八道 (중략) 曰亂同道 罔不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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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정치수사로 사용된다. 중종대 나세찬(羅世纉)은 상소문에서 사용된 호오와
시비를 먼저 정해 황극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부와 백성들을 화합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는데, 이는 그가 황극을 공정성과 제도의 측면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59) 황극이 공정성과 연결되는 이유는 전장(前章)에서 언급했듯이 홍범구주의 본
문에서 편파성의 극복과 연관된 것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조대부터 황극은
현실정치에서 파벌간의 대립의 해소를 극복할 수 있는 왕의 제도라는 구체적인 의
미로 사용되는데,160) 이때부터 당쟁이라는 분열과 편파성과 왕의 공정성이 대비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161)
조선 초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황극에 대한 용례, 즉 황극을 감응론적 관점
에서 정치수사로 사용하는 경우나 공정성과 제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왕
의 행위를 비판하고 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왕의 도덕적
수양의 결과는 왕 자신의 복에 국한되지만, 후자의 경우 왕은 그의 판단이나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판받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왕에 대한 규정, 왕과 공
동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의 도덕적 수양을 왕 자신
의 복받음에 국한시킨 정치수사에서는 공동체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왕의
도덕적 수양을 왕의 법제와 연관시키고, 이를 다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재규정하는
후자의 경우 왕은 정치공동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내는 입법자
로 이해된다.
정치수사의 측면에서 17, 18세기 홍범구주와 황극에 대한 언술 자체를 놓고 보
면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황극의 용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대의 맥
락에서 보면 차이들이 발견된다. 조선후기 황극개념의 특수성은 당쟁(黨爭) 즉, 파벌
159) 中宗實錄 중종 29년 10월 29일. “曰若稽古上世 堯舜 以克明之德 建極於上 而導民於和 故
問其朝 則九德咸事 而濟濟焉有都(喩) 相讓之美焉 (중략) 臣聞中庸曰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天地可位 而況於本厚之民生乎 萬物可育 而況於本和之人心乎 以中和之道 建皇極之德 而先定其
好惡是非之天 其於人物之進退 不以一人之言 有所輕重於其中 而使己之好惡是非 不戾於本心之權
衡 則朝廷之士 亦皆以殿下中和之德 爲無偏無黨之會極 好惡可一是非可定 朝廷庶可和矣 朝廷旣
和 則濟濟相讓者 古有其禮 而今豈無之乎.”
160) 承政院日記 인조 3년 9월 25일 윤방진(尹昉進)의 발언. “反正初 曾達洪範建極之語矣 五皇
極之註曰 極卽標準也 四方所取正 堯舜之精一執中 亦建極之意也 苟建其極 則接物應事 自得其道
自上欲去朋比 只在建極而已.”
161) 승정원일기 인조 7년 8월 6일 이상형(李尙馨)의 계(啓). “無偏無黨 王道蕩蕩者 皇極之體
無作好惡 遵王之道者 皇極之用 未有作好惡 而能無偏黨者也 故聖人之心 當[常]如明鏡 物各附物
未嘗偏繫 因人之可好而好之 因人之可惡而惡之 所以怒不遷過不貳也 今見殿下欲破朋黨 而先作好
惡 先失下功之地 何以立皇極之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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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쟁(政爭)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 등장했다는 데 있다. 이 시기의 황극이 이
전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은 황극의 내러티브, 즉 공정성의 확보-왕의 표준과 법제의
확정-공동체의 화합이라는 내러티브에서 왕의 표준과 제도의 확정이라는 부분이 특
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실제 용례에서 이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건극(建
極), 즉 황극을 세운다는 말에 관련된 정치수사만을 뽑아서 보면, 왕의 공정성이 법
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용례들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162) 그러나 이러한 수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 즉 법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왕이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163) 특히 영조의 경우 건극이나 황극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법제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에 대한 비판이 건극과 황극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암묵적으로 영조의 행위가 황극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극 용례의 변화는 조선시대 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164)
162) 박광용은 건극의 정치수사가 탕평을 비판하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
한 수사를 사용하는 입장들을 반탕평론(反蕩平論)과 의리탕평론(義理蕩平論)으로 정리한다. 본
논문은 반탕평론과 의리탕평론의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 입장들이 왕의
표준과 법제의 정당성에 대한 주된 비판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반탕평론과 의리
탕평론의 구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반탕평론과 의리탕평론의 특징에
대해서는 박광용. 1994.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51-116을 참조
할 것. 탕평책을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체계로 전제하고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
성윤. 1992.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부산사학 15․16 합집이 있다.
163)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왕의 제도개혁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대립이나 국가개혁론 대
주자성리학의 구도로 이해한다. 정치현실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구도는 타당하지만, 정
치사상적으로 볼 때 제도개혁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적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제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제는 유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의 정당화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념적 정당화, 왕과
국가의 권위에 의한 정당화, 새로운 법제의 현실적 타당성 및 상대적 우월성, 여론에 의한 정
당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선후기 제도개혁, 특히 영조의 제도개혁이 당대에 정당했던 이유
로 위민(爲民)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 제도개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개
혁이 정당화되지 공동체성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왕의 제도개혁을 이념적･정치적 대립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경희.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한국학보 79; 김준석. 1999. ｢양란기의 국가재조 문제
｣, 한국사연구101; 2000. 「조선시기 주자학과 양반정치」.『실학사상연구』 17∙18; 2003.
『조선후기 정치사상사연구―국가재조론의 대두와 전개―』. 지식산업사; 김용흠. 2008. ｢남계
박세채의 변통론과 황극탕평론｣동방학지 143; 2009. ｢조선후기 정치와 실학｣다산과현대
2; 정호훈, 2004, 조선후기 정치사상연구-17세기 북인계남인을 중심으로-, 혜안.
164) 조선후기 정치를 붕당정치와 탕평정치로 나누거나 사대부중심의 정치에서 왕 중심의 정치로
변화했다고 보는 연구들은 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정치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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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7세기 이후 파벌 간의 정쟁이 심화되고 예(禮)에 관한 논쟁까지도 당쟁으로
전화되기 시작하면서165) 파벌들은 공정성을 담지하지 못하는 편파적인 이익집단으
로 폄하되는 반면 관료들과 사대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존재로 왕이 주목받기 시작
했다. 인조반정 이후에 적어도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조하던 파벌들은166)
들은 17세기 후반이 되면 정책수행에 있어서까지 대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립은 특히 1674년(현종 15년)의 복상 문제에서 남인이 승리한 이래 1680년(숙종
6년) 경신환국(庚申換局),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 1694년(숙종 20
년) 갑술환국(甲戌換局)과 같이 왕이 국정운영에 한 파벌만을 기용하고 나머지는 제
거하는 파행이 이루어지면서 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167)
파벌간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사대부와 왕의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17세기
중반까지 도통의 담지자로서 공론(公論)을 주도함으로써 통치에 공공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대부들의 위상이 파벌간의 대립으로 인해 편파적이고 이익을 추구
하는 집단으로 치부되었다.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당론
서(黨論書)의 성격에서도 확인된다. 김용흠에 따르면 당론서는 파벌들의 대립의 결
과물로, 사대부들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처하는 각 파벌의 입장
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168) 당론서의 출현은 각 파벌이 스스로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대부들이 통치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제공하는 위상을 구조적으로 갖지 못한
보여준다. 왕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국가에 대한 인식변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태진, 1990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연구;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165) 예송논쟁은 학문적 차원의 논쟁이 정쟁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송논쟁을 왕의 위
상에 대한 인식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
사 : 예의 시행·예설의 변화·예학의 성립. 한길사; 이원택. 2000. ｢숙종초 을묘복제 논쟁의 사
상적 함의｣한국사상사학 14; 이원택. 2004. ｢17세기 민신 대복 사건에 나타난 종법 인식 :
박세채와 윤전의 논쟁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29; 한기범. 2004. ｢17세기 호서예학파의 예
학사상 -왕조례(王朝禮)의 인식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26; 조무원. 2011. ｢예송논쟁
과 정치권위의 재규정 : 송시열과 윤휴의 예론 및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선비. 2013. ｢17세기 중후반 禮訟의 전개와 정치지형의 변화 : 예송의 정치사적 파장과 국
왕-붕당 역학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6) 인조시대의 관료들이 정책, 특히 사회경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당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지적은 배우성(2000)을 참조할 것.
167) 숙종대의 환국에 대해서는 이희환. 1995.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pp.9-203; 정경
희.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한국학보 79를 참조할 것.
168) 김용흠. 2012. ｢조선후기 당론서의 객관적 연구는 가능한가?｣역사와 현실 8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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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여준다.169)
이런 사대부들의 위상변화와 대조적으로 왕은 권력투쟁의 결과 강화된 위상을
갖는 동시에 사대부들을 대신해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
다. 문제는 왕이 어떻게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통과 치통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성리학적 사유 속에서는 왕이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170)
도통론에서 말하는 도통이나 내성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되는 것은 성리학적 통
치론에서 권위는 도통의 담지자인 사대부들에게 속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왕이 권위
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통론의 관점에서 볼 때 왕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인(聖人)이 되어 군사로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1)
169) 도통의 담지자로서 사대부들의 위상은 파벌간의 대립이 시비문제에서 충역문제로 변화한 경
종과 영조대에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숙종 말년에 왕위계승자로 소론은 세자인 균(昀,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은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지지하였다. 1716년(숙종 42년) 병신처분(丙
申處分)으로 노론 정권이 실권을 잡은 다음 해에 숙종은 노론의 이이명(李頤命)을 불러 세자교
체문제를 논의한 정유독대(丁酉獨對)를 한다. 그러자 이로써 소론은 경종 보호의 명분을 확고
히 하는 한편 노론은 연잉군을 추대함으로써 대립이 심각해졌다. 경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소론측은 노론을 경종에 대한 불충(不忠)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결국에는 소론정권
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고(辛丑獄事), 경종 2년(1722년)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
으로 인해 경종이 후사가 없음을 이유로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주장한 김창집(金昌
集) ·이이명(李頤命) ·이건명(李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신임의리는 소론과 노론 중 누가 역적인가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게 되었
는데, 충역은 결국 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판단자로서 왕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
에 없었다. 영조는 모든 파벌을 충인 동시에 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파벌도 명분과 정당
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신임의리에 대한 영조
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최성환(2009, 12-19)과 이근호(2011)를 참조할 것.
170) 위잉스에 의하면 도통이 통치의 토대라는 점이 잘 드러난 글은 양유정의 ｢삼사정통변(三史
正統辨)｣이다. 원(元)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5년(1345)에 양유정(楊維楨)은 이 표문을 황제에
게 바쳐 도통이 치통(治統), 즉 통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陶宗儀 輟耕錄 卷3 ｢正統辨｣.
“道統者 治統之所在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文武周公孔子 孔子沒幾 不得其傳百有餘年
而孟子傳焉 孟子沒又幾不得其傳千有餘年 而廉洛周程諸子傳焉 及乎中立楊氏而吾道南矣 旣而宋
亦南度矣。楊氏之傳爲豫章羅氏廷平李氏 及於新安朱子 朱子沒而其傳及於我朝許文正公 此歷代道
統之源委也 然則道統不在遼金而在宋 在宋而後及於我朝 君子可以觀治統之所在矣”). 위잉스(余英
時 2015, 57)는 이 표문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유정이 도통적 관점에 따라 원나라가 송나라를
이어 개국했다고 보고, 개국년도를 금(金)이 망한 1234년이 아닌 송이 망한 1279년으로 봄으
로써 원의 실제 개국을 45년 늦춰버릴 정도로 통치의 정당성을 도통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
적한다.
171) 숙종대부터 왕들이 스스로를 군사(君師)로 칭하면서 도통과 치통을 결합하려는 면모를 보였
던 것은 권력 뿐만 아니라 권위까지 가져오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 영조, 정조
가 스스로를 군사로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적 권위를 확장해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윤정
(2007, 284-427)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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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왕이 성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이다. 왕이 스스로를 군사라
고 명명하거나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왕의 권위를 성리학적 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가 도통과
치통의 결합에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시공간을 규정하는 원회운세
설(元會運世說)과 기수론(氣數論)에 의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의 통치를 다시 경험하
기까지는 시간이 10만년을 기다려야 한다.172) 따라서 왕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는 왕이 시공간을 초월해 보편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야 한다.
홍범구주는 이러한 조건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만족시킨다. 우선 홍범은 보편적인
통치원리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자가 주무왕에게 전한 홍범구주를 우의 낙서
(洛書)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통치원리의 존재를 강조한다. 둘
째, 홍범구주는 숫자 5를 왕의 수로 규정하고 중(中)이라는 중심성을 왕에게 귀속시
킴으로써 왕의 위상을 강조한다. 셋째, 중의 위치에 자리하는 왕은 무리 짓고 편파
성을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나 관료들에 비해 편파성이 없고 공정할 수 있는 위상
적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조건은 왕이 제시하는 법제[황극]의 공정성으로 연결된
다.
통치에 있어서 왕이 갖는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홍범구주는 또다른 통치의
근본을 논한 텍스트인 대학(大學)과 구별된다. 대학은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
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통치를 위한 8개의 조목[팔조
목: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중에서 제가, 즉 집을 다스리
는 것까지는 왕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주희는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로서
의 왕과 모든 구성원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서문에서 주희는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그 본성을 이해해 자

172) 박권수에 따르면 기수(氣數)란 기(氣)가 있으면 당연히 존재하는 수이자 ‘우주적 운수’를 의
미하는 말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거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적․역사적 사건이나 상
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조선시대에 유행한 기수론은 송대 신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주희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기란 작용, 물질과 형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
로, 그 응집(凝集) 여하에 따라 오랫동안 존재하기도 하고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기수
는 특정한 사물과 인간이 지속하고 변화하는 시간적 연한을 의미하기도 한다(박권수 2006,
73). 조선에서 기수론은 명청교체 이후 청의 지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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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공동체의 질서에 참예할 때 평천하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173) 이와
같이 성리학은 대학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
신(修身)에 주목했고, 이는 주자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대부들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공적 영역을 조직적으로 창출하는 자발적인 운동과 조직체의 운영기
반을 만들고자 한 시도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174) 그러나 홍범구주의 9개의 범주
들에는 왕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왕이 공정한 법제를 만들기
위해 수신(修身)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수신은 왕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것으로, 일반 사람들의 반성적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홍범구주 텍스트의 이와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둘 때 17세기 이후 조선에 홍범구
주에 대한 주석서들이 증가한 사실은, 당시의 정치상황, 즉 파벌들의 대립으로 인해
왕의 위상이 재인식되고, 왕이 파벌들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
고 스스로 새로운 법제를 제안할 것을 요청받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숙종대 말 박세채가 홍범구주의 황극과 탕평개념을 내세워 갈등의 조정
자로서의 왕의 역할과, 판단의 기준이 왕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세운 이래
이에 따라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사대부 및 관료들은 공사(公私)의 문제를 철학
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고 공, 즉 공적인 것을 도덕이 아닌 국가에 귀속
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175) 이러한 태도는 권위의 정당성을 왕으로부터 찾는
173) 大學章句序. “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敎人之法也 蓋自天降生民 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
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
其閒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
174) 대학을 사대부들의 제도적 실천과 연결지어 연구한 논문으로는 민병희. 2008. ｢주희의
‘대학’과 사대부의 사회 정치적 권력: 제도에서 심의 ‘학’으로｣중국사연구 55가 있다. 이 외
에도 성리학의 수신, 즉 본성과 마음의 문제를 개인들의 자율성과 실천과 연관지어 해석한 것
은 de Bary(1998, 91-128)를 참조할 것.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중앙집권적 관
료체제가 아닌 자발적 지역조직의 발달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로
는 Hymes, Robert P. 1986. Statemen and Gentlemen: The Elite of Fuchou, Chiang-hsi
in Northern and Southern Su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있다.
175) 실제로 이 시기 황극이나 탕평이라는 정치수사를 내세워 왕권의 강화를 주장했던 사대부 및
관료들 중에는 전폭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았다. 숙종대 이후로 통치
에 있어서 새로운 관행과 통치기술─수교(受敎)의 정리 및 새로운 법전의 편찬, 행정․사법․교육
제도의 발달이나 오가작통제의 시행, 새로운 면리제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화, 지방행정관의 위
상변화와 같은─들이 등장하고, 사회를 조절하기 위한 지침서인 목민서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들은 소위 탕평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었다. 이 변화
들은 개혁이 기존의 관습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7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제도가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제도들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손병규. 2008.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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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입장들과 직결되며, 홍범구주는 그 텍스트의 성격상 왕권의 정당성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본 장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17, 18세기의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들 중 박세채
(朴世采, 1631-1695)의 범학전편(範學全編), 윤휴(尹䥴, 1617-1680)의 ｢독상서
(讀尙書)｣,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의 ｢홍범전(洪範傳)｣, 그리고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洪範五傳｣와 ｢尙書逸旨｣이 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공정한 법제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텍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왕권을 주장하며, 그 왕권의 정당성을 심법(心法)에서 찾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 텍스트들이 규정하는 심법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서경｢주서｣ 홍범
편은 천명을 받아 은(殷)을 정벌하고 주(周)를 세운 무왕이 기자(箕子)를 찾아와 통
치의 토대로서의 이륜(彛倫)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176) 여기에서 이
륜은 오상(五常), 오전(五典)으로 표현되는 도덕으로, 문왕의 질문은 통치의 토대와
왕의 의미는 도덕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홍범구주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왕권을 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미 무왕
의 질문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심법이 무엇인지는 각 주석자
들마다 다른데, 이 심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왕권에 대한 규정의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본 장은 주석자들의 심법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기 위해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김용흠. 2010. ｢18세기 "목민서(牧民書)"와 지방통치 -『목민고(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
사상사학 Vol.35; 김인걸. 1988.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서한교. 1990. ｢17･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역사교육논집15; 김성우. 1997. 조
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2000. 조선은 지
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김백철. 2007. ｢조선후기 숙종대 『수교집록(受敎輯錄)』 편
찬과 그 성격 –체재(體裁)분석을 중심으로-｣동방학지140; 2009. ｢조선후기 영조초반 법제정
비의 성격과 그 지향 : 『신보수교집록』 체재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32-2; 조지만.
2010. ｢수교집록에 관한 연구｣법학연구50-1; 정호훈. 2010. ｢영조대 『속대전』의 편찬
논리와 그 성격｣한국문화50; 김혁. 2008.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 완문(完文)의 문서사회
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김용흠. 2009. ｢숙종대 소론 변통론의 계통과 탕평론 -명곡(明谷) 최
석정(崔錫鼎)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Vol.32; 김용흠. 2010. ｢18세기 "목민서(牧民書)"
와 지방통치 -『목민고(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Vol.35.
176) 書經｢周書｣洪範.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王乃言曰 嗚呼 箕子 惟天陰騭下民 相恊厥居 我
不知其彛倫攸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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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주석자들과 도덕적으로 규정하는 주석자들을 구분해서 분석할 것이다. 전
자에 속하는 인물은 박세채와 서명응이며, 후자에 속하는 인물은 윤휴와 황경원이
다.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강조되는 것은 왕의 공간적 위상인 반면,
도덕으로 규정하는 경우 왕의 태도가 강조된다. 박세채와 서명응은 왕의 중심성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윤휴는 도덕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도
덕의 재현자로서의 왕의 위상과 그 재현물로서의 법제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한편
황경원은 왕을 상제(上帝)의 대리자로 규정한다. 한편 이들이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
는 논리를 도출했다고 해서 왕의 자의적인 권력까지 용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은 먼저 각 주석자들의 심법과 황극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법을 통해 정당화된 왕권이 자의적 권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상수학에 근거한 권위의 정당화와 권력규정
박세채와 서명응은 상수학에 근거해 왕권을 규정하고자 하지만, 박세채는 채침
의 상수학을, 서명응은 소옹의 상수학을 통해 왕권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인다. 양자는 모두 왕의 위상을 현상을 나타내는 수인 9의 중간에 위치한 5,
그리고 중심에 대한 공간적 상상력을 통해 절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과 권위에 기
초한 통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의 홍
범해석에서는 고정한 법제를 만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심법과, 도덕을 재현한 법제
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규정에서 큰 차
이가 발견된다.

1) 박세채의 황극개념: ｢하도｣와 ｢낙서｣의 결합을 통한 왕의 위상 규
정
박세채는 숙종 중반 이후 환국과 당쟁을 막기 위한 탕평정국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다.177) 박세채는 스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했으며, 가계
나 교유관계에서 학파와 당색이 얽혀 있으며, 송시열과 윤증의 대립으로 회니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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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졌을 때 양자를 중재하기도 하고, 서인들과 달리 퇴계의 학문에 호의를 보이는
등, 특정한 학파나 당파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학문적으로는 노론에 더 가
까운 경향을 보이지만,178) 정치적으로는 소론의 영수로 지목받았다는 사실179)이 공
존하므로 그의 학문과 정치적 성향은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인
수에 의하면 박세채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누어지는데,180)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50세에서 65세까지 가장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우인수 1994, 81).
박세채의 범학전편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저술이다.181) 가장 큰 이유는 
범학전편의 구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텍스트는 박세채의 독창적인 저술
이라기보다는 그가 홍범과 관련된 중요한 텍스트들을 정리해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 제목인 범학전편(範學全篇), 즉 홍범학에 대한
연구들을 집대성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학전편이 기존 저술들의 나열
177) 박세채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인수. 1994. ｢조선 숙종조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의 노소중
재(老小仲裁)와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 역사교육학회19, pp.80-86), 우경섭. 2007. ｢박세
채의 주자학 연구와 『주자대전습유』 ｣한국문화39, pp.136-144를, 박세채의 가계와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근호. 2002. 「영조대 탕평파의 형성과 벌열화」『조선시대사학보』 제21
권, pp.112-118를 참조할 것.
178) 정경희는 노론의 학풍은 송시열과 박세채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양자의 학문
적 유사성을 강조한다. 송시열과 박세채는 노론의 학문적･정치적 지향을 이단배척과 주자주의
로 설정하는 데 학문적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박세채는 송시열의 주자이해에서
더 나아가 정밀하게 연구했으며, 송시열이 주자독서법과 달리 역사나 시문을 함께 가르치는 것
을 비판할 정도로 주자존숭주의에 엄격했다고 한다(정경희 1994, 173-174). 그러나 다른 한
편 박세채는 다른 노론들과 달리 퇴계 이황의 학문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박세채
는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퇴계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이기(理氣)관계에 대한 율곡
이이와 퇴계의 관점을 절충하고자 하였다(이영자, 2009). 이러한 박세채의 퇴계에 대한 태도는
이후 노론 호론의 중요한 학자인 한원진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南塘集 권 30 雜著 ｢人心
道心說｣. 近又竊聞玄石朴公之論 以爲退翁之言 不可盡棄 栗翁之言 不可盡從 遂於兩家之言 務爲
公聽幷觀 參合折衷之計 而其言又支離破碎 而益遠於栗翁 反下於退溪 而要其旨意之歸宿 則不過
以人心爲形氣之發而以道心爲形氣中之理而已 世之學者 見其說出於退，栗之後 而又樂其渾全周遍
以爲此眞天下必然之理而
卽大舜用中之道也 匍匐歸之者至衆 而退，栗兩是非之論 近日先生長
者亦有主張此論者云 遂固植乎世而未可容易打倒矣 識者之憂歎 庸有極乎 若推本其弊源之所從起
則依然只那形氣二字爲之祟耳 一字不明之害至於此 則學者之讀聖賢書者 其可一字有忽乎 乙酉臘
月下澣 書于牛灘精舍).
179) 박세채는 17세기 후반 노소분립기에 소론 측에서 당론을 조정하였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
임하면서 소론의 영수로 지목되었다(이영호 2000, 172).
180) 우인수의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시기는 20세 전까지로 인조 9년에서 효종 즉위년까지, 두
번째 시기는 20세에서 50세 전까지의 시기로 효종 1년부터 숙종 5년까지에 해당한다.
181) 범학전편을 단독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이기동. 2000. ｢『범학전편』 에 관한 소고｣동양
철학연구22.가 있다. 이 논문은 범학전편의 복잡한 편제에 기초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서경
본문에 대한 주석 부분만을 정리하였다. 범학전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은 이민정
(2011, 144-15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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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더라도 박세채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홍범에 대한 입장을 발견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앞에 언급한 우여무와 이현일의 저술 역시 기존 경전들의 내용들을
배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여무, 이현일, 박세채의 책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내용과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 저자들마다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전의 내용들이 다 달라서 기존 경전들의 내용의 나열이라고
해도 각 책들은 서로 다른 편제와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세채의 경우 성리학자들의 주석들을 중시하며 ｢하도｣와 ｢낙서｣, 그
리고 ｢팔괘도｣의 관계에 대한 상수학적 증명과 제 7주인 계의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현일의 홍범연의는 채침의 오행에 의거한 분류체계의 확장에 관심을 갖
고 있다. 우여무의 홍범우익 역시 오행의 분류에 따라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만들
고 있지만, 전적(典籍)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특히 오경(五經)의 주석들을
많이 인용한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범학전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박세채의 독창적
인 주장은 아니라 해도 박세채의 의도, 특히 왕권에 대한 사유를 유추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범학전편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하도｣, ｢낙서｣, ｢복희선천팔괘도｣, ｢문
왕후천팔괘도｣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특히 선천에 속하는 ｢하도｣, ｢복희선천팔괘도｣
와 후천에 속하는─그리고 홍범의 원형인─ ｢낙서｣가 동일한 것임을 증명한다. 그러
한 전제 하에 홍범구주가 통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상들을 첨부하고,
채침(蔡沈)이 쓴 『서집전(書集傳)』의 홍범에 대한 경문(經文)과 전문(傳文),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 특히 송대 성리학자들의 설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
로는 주희의 ｢황극변(皇極辨)｣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3권에서 5권까지는 황극편으
로, 채침의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과 도해들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해 해
석을 달았다. 여기에서 박세채가 채침의 상수학을 그대로 수용하여 세계를 분류하고
소옹상수학의 64수와 다른 81수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에 초점을 맞춘다. 마
지막 6권은 기자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고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학전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하도｣와 ｢낙서｣, ｢팔괘도｣의 관계를 설정
하고 그 위에 홍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부분이다. 범학전편 1권에 나오는 도
상들은 ｢하도｣와 ｢낙서｣, ｢복희칙하도이작역도부(伏羲則河圖以作易圖附)｣, ｢대우칙락
서이작범수도(大禹則洛書以作範數圖)｣,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後天八卦合河圖位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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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선천팔괘합낙서위수도(先天八卦合洛書位數圖)｣, ｢구주상승득수도(九疇相乘得
數圖)｣ 등이다.182) 이 도상들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도상은 ｢후천팔
괘합하도위수도｣와 ｢선천팔괘합낙위수도｣이다.

[그림8]

[그림9]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

선천팔괘합낙서위수도

이 그림들은 말 그대로 선천팔괘가 후천의 ｢낙서｣와, 후천팔괘가 선천의 ｢하도｣
와 결합되어 있는 그림이다. ｢선천팔괘합낙서위수도｣를 보면 그림은 ｢낙서｣의 배열
을 갖고 있지만 각 수에 배당되어 있는 괘명을 따라 배열을 다시 보면 ｢복희선천팔
괘도｣, 즉 보편으로서의 선천도의 배치가 된다.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역시 마찬가
지인데, 그림은 ｢하도｣의 배열이지만 괘명의 배치로 보면 ｢문왕후천팔괘도｣가 된다.
이 그림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0]

[그림 11]

하도

문왕팔괘도

182) 이 그림들은 주희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의 내용을 도상으로 정리한 것이고, 도상에 대한
박세채의 주석들은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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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와 후천팔괘, ｢낙서｣와 선천팔괘를 결합하는 방법은 수(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을 박세채는 호방평(胡方平)의 이론과 같다고 파악
했기 때문에183) 호방평의 주석을 설명함으로써 양자의 결합방식을 설명하겠다. 양
자의 결합은 아주 단순한 산수적 계산과 상과 수의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 선천팔괘
중 건괘와 태괘는 노양(老陽)의 4와 9에서 생겨나고, 리괘와 진괘는 소음의 3과 8에
서 생겨나며, 손괘와 감괘는 소양의 2와 7, 간괘와 곤괘는 노음의 1과 6에서 생겨난
다. 이 괘의 배열은 ｢낙서｣의 위치와 일치하므로 후천팔괘와 동일한 것이다. 팔괘는
따라서 감괘(1, 6, 수), 리괘(2, 7, 火), 진괘와 손괘(3, 8, 목), 건괘와 태괘(4, 9,
금), 곤괘와 간괘(5, 10, 토)에 배속된다. 8괘와 10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감괘와 리
괘에 수를 두 개씩 배속시켜 양자를 결합하였다.184)
박세채는 이를 홍범과 연관시키는데,185)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 홍범구주와 후천팔괘의 배치

4 五紀/ 巽

9 福極/ 離

2 五事/ 坤

3 八政/ 震

5 皇極

7 稽疑/ 兌

8 庶徵/ 艮

1 五行/ 坎

6 三德/ 乾

183) 範學全編 “愚按義見本文首章 註第二節下小註 玉齋胡氏說下同.”
184) 範學全編 “玉齋胡氏曰 先天八卦 乾兊生於老陽之四九 离震生於少隂之三八 巽坎生於少陽之
二七 艮坤生於老隂之一六 其卦未甞不與洛書之位數 合後天八卦 坎一六水 离二七火 震巽三八木
乾 兊四九金 坤艮五十圡 其卦未甞不與河圖之位數 合此圖書所以相為經緯 而先後天亦有相為表裏
之妙也.” 사실 ｢낙서｣의 배열을 팔괘와 짝짓는 방식은 정현(鄭玄)의 역위(易緯) 주석에서 시
작된 것이다(주백곤. 2005. 역학철학사3. 소명출판, p.63).
185) 範學全編 “大抵囙洛書之位與數 而為之洛書一位在子 其數則水之生數 氣之始也 故為五行 五
行則陽變隂合交運 而化生萬物 則為人事之始矣 二位在坤 其數則火之生數 氣之著也 故為五事 五
事 則五氣運行 人之禀形賦色妙合 而凝脩身 踐形之道立矣 三位在卯 其數 則木之生數 氣至此 而
益著也 故為八政 八政 則脩身不止於貌言視聴思之事 而立經陳紀創法立度擧 而措之天下矣 四位
在巽 其數 則金之生數 氣至此 而著益乆也 故為五紀 五紀則治不止於食貨政教之事 而察數觀象治
曆明時 仰以觀於天文矣 五居中央 為八數之中 縱横以成十五之變 蓋土之冲氣 所以管攝四時 故為
皇極耳 則人君居至尊之位 立至理之凖 使四方之面内環觀者 皆於是而取 則所以總攝萬類也 六位
在乾其數 則水之成數氣合 而成形也 故為三徳 三徳 則不徒立至極之凖 而臨機制變随事制冝 且盡
其變於人矣 七位在西 火之成數 氣合而形已著矣 故為稽疑 稽疑 則不徒順時措之冝 而嫌疑猶䂊
且决之人謀鬼謀 而盡其變於幽明矣 八位在艮 木之成數 氣合而形益著矣 故為庶徴 庶徴則徃来相
盪屈伸相感 而得失休咎之應㝎矣 九位在午 其數則金之成數 氣合而著已乆矣 故為福極 福極則休
咎得失 不徒見於一身 而通行於天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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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학전편 1권의 내용은 선천과 후천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석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서｣와 홍범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각 도상이 내포하는 수가 9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9는 기본적
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수이다. 헨더슨(2004, 80-84)은 5와 9가 중국의 우주론과 상
수학적 사색에서 중요한 수라고 지적한 뒤 9와 연관된 제도들, 즉 정전제, 구주(九
州), 분야설, 명당(明堂), 낙서(洛書), 마방진, 관료조직의 체계[九品], 구경(九經), 구
산(九山) 등을 언급한다. 이러한 공간적 구획은 관료제(九品), 땅의 구획(九州), 조세
제도(井田制, 田分九等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을 반드시 선천, 즉
원리로부터 찾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도상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와 ｢낙서｣의 관계이다. ｢하
도｣의 수인 10와 ｢낙서｣의 수인 9은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와 ｢선천팔괘합낙위
수도｣는 견강부회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자를 결합해서
선천과 후천, 즉 원리와 현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희와
성리학자들, 그리고 박세채의 관심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박세채는 주희가 한서
｢율력지｣의 1장(章)의 수인 19를 통해 양자의 관계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도 인용하는데,186) 이는 9와 10의 다양한 조합방식을 통해 ｢하도｣와 ｢낙서｣의 필연
적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7) 박세채에게 있어서 ｢낙서｣가 ｢
홍범｣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때, ｢하도｣와 ｢낙서｣의 관계는 결국 ｢하도｣와 ｢홍범｣의
관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먼저 박세채가 생각하는 황극
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세채의 황극인식을 검토한 뒤 다시 이와 ｢하도｣와
의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한다.188)
186) 範學全編 “朱子曰 二始者一二也 一竒故為剛 二偶故為柔 二中者五六也 五者十干 六者十二
辰也 二終者九與十也 閠餘之法 以一十九歲 為一章.”
187) 예를 들어 양자의 수가 같지 않지만 결국 동일한 것이라는 주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範學全編 “曰其多寡之不同何也 曰河圖主全 故極於十 而竒偶之位均 論其積實然後 見
其偶贏而竒乏也 洛書主變 故極於九 而其位與實 皆竒贏而偶乏也 必皆虚其中也 然後隂陽之數 均
於二十 而無偏耳.”
188) 範學全編에서는 홍범구주를 설명할 때 ｢하도｣와 ｢홍범｣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따라서 1권의 내용을 유추해 ｢하도｣와 ｢낙서｣, 즉 ｢하도｣와 ｢홍범｣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 90 -

다음은 박세채가 주희를 인용한 부분이다.

｢낙서｣의 본래 무늬는 단지 45개의 점일 뿐이다 (중략) 대개 모두 천도와 인사를 함
께 말한 것이다. 오행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제 1이 되었고, 오사 또한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 2가 되었고, 한 몸이 다스려지면 이를 미루어 정치를 할 수 있으
므로 팔정이 그 다음이 되었고, 정사가 이루어지면 천도에 징험해보는 것이므로 오
기가 그 다음이 되었다. 또한 이를 이어서 황극이 오의 자리에 거하였으니, 오행을
유추하고 오사를 경건히 하고 팔정을 후하게 하고 오기를 닦을 수 있으면 이로써 표
준을 세울 수 있다. 6 삼덕은 이 황극을 저울질[權衡]하는 것이다. 덕이 또한 이미
닦였으면 계의와 서징이 뒤를 이어 그 효험이 드러난다. 또한 복극으로 이를 이으니,
선악의 효과가 여기에 이르러 더할 수 없게 된다. 황극은 대중이 아니다. 황은 천자
이며 극은 지극한 것이니, 천자가 이 지극함을 세운 것을 말한 것이다.189)

위의 인용문은 황극에 대한 주희의 전형적인 언급이다. 박세채는 황극을 언급함
에 있어서 아예 주희의 ｢황극변｣ 전문을 싣는 등 황극개념에 있어서 주희의 입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세채는 황극과 구주의 관계에 대한 도상을 남
겼는데, 이를 보며 그가 황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황극거차오도(皇極居次五圖｣, ｢구주허오요입지도(九疇虛五用十之圖)｣, ｢
구주합팔주수지도(九疇合八疇數之圖)｣, ｢대연홍범본수도(大衍洪範本數圖)｣는 황극의
중심성을 표현한 도상들이다.

것인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189) 範學全編 “洛書本文 只有四十五㸃 (중략) 蓋皆以天道人事 叅互言之 五行最急 故第一 五事
又叅之於身 故第二 一身既修可推之於政 故八政次之 政既成 又驗之於天道 故五紀次之 又繼之以
皇極居五 蓋能推五行 敬五事 厚八政 脩五紀 乃所以建極也 六三徳 乃是權衡此皇極者也 徳既脩
矣 稽疑庶徴繼之者 著其驗也 又繼之以福極 則善惡之效 至是不可加矣 皇極非大中 皇乃天子 極
乃極至 言皇建此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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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그림12]

구주허오요입지도(九疇虗五用

황극거차오도((皇極居次五圖)

十之圖)

[그림15]

[그림14]
구주합팔주수지도(九疇合八疇數之圖)

대연홍범본수도(大衍洪範本
數圖)

위의 도상들은 다음과 같은 도형으로 재현될 수 있다.

[그림16] 범학전편의 황극의 중심성

｢구주허오요입지도(九疇虗五用十之圖)｣에 나와 있듯이 5의 위상을 갖는 황극의
실제 수는 없기 때문에, 황극을 제외하면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은 더하면 10,
즉 ｢하도｣의 수가 된다. 이것은 소위 ｢낙서｣의 수는 9이지만 실제로는 10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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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190)
그렇다면 5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박세채는 진사개
(陳師凱)의 말을 빌어 황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황극이 서기 위한 심법으로 경(敬)
을 강조한다.191) 그런데 진사개의 말 중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5는 항상적이어서 언제나 지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192)

5가 항상적이라는 것은 5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주허오
요입지도｣의 경우 허오(虛五)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5의 자리는 비어있는 것
이다. 양자를 연결시켜 해석하면, 5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5는 변화하지 않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화하되 5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5가 유일하
게 변화 속에서 보편성을 제공하는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구상을 ｢하도｣와 연결시키면, 박세채가 ｢하도｣와 ｢
낙서｣의 관계를 강조한 이유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실재하는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양자의 관계를 강조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권위로 인해 자의적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 구상했을 가능성이다. 만약 박세채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면, 강화된 권위를 통해 박세채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범학전편의 황극개념을 박세채가 숙종에게 올린 차자들의 내용과 교직(交織)
해서 보면 그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박세채의
왕권론이 잘 드러나는 텍스트는 따라서 ｢진별단계차사본차(進別單啓箚四本箚)｣와 
반시중외계물붕당교서(頒示中外戒勿朋黨敎書)라고 할 수 있다. ｢진별단계차사본차｣
190) 洪範皇極內篇. “洛書數九 而用十 何也 十者 數之成也 數成而五行備也 數非九不生 非十不
成 九以通之 十以節之 九以行之 十以止之 九者變通之機 十者五行之敘 方隅對待中五.”
191) 範學全編. “新安陳氏曰 建用皇極 為九疇之宗主 而敬用五事 乃建用皇極之本根 敬以用五事
則身脩 而極建 而天人之道偹矣 不敬以用五事 則身不脩 而極不建 而天人之道胥失之矣 此九疇之
樞 在皇極 而皇極之要 在五事 五事之要 又在敬之一字也 又曰 自歲至暦數五者 如綱之有 紀天時
所以相維者也 故曰五紀 民政既擧 則欽天授人有不可後 推歩占驗以人合天 故五紀居八政之次 庶
徴驗吾之得失於天也 福極驗吾之得失於民也 五事之得失 極之所以建不建也 何從而驗之 觀諸天而
已 雨暘燠寒風 皆時建極之驗也.”
192) 範學全編. “五者 恒而不時不極之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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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숙종실록에 따르면 숙종 20년 6월 4일에 숙종에게 올린 차자로, 남계속집(南
溪續集) 3권에 실려 있다. 실록에 실린 차자는 원본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내용
의 차이가 크다. 한편 박세채의 황극개념은 그가 작성하고 숙종이 반포한 반시중외
계물붕당교서로 인해 주목되었다.
박세채는 “오직 왕만이 표준을 만든다(惟皇作極)”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왕이 조
정자이자 입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심법을 강조하였다. 그는 숙종
에게 심경석의(心經釋疑)의 교정을 명령받기도 하고193) 숙종 9년 4월 15일에는
경연에서 왕이 공부하는 책을 역경(易經)에서 심경(心經)으로 바꿀 것을 상소하
기도 하였다.194) 박세채는 심경강의가 시작되자 숙종 9년 4월 24일에는 정구(鄭
逑)가 편찬한 심경발휘(心經發揮)와 조익(趙翼)이 지은 지경도설(持敬圖說)을 편
집해 만든 책인 심학지결(心學旨訣)을 왕에게 올렸다. 박세채는 심학에서 우선적
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공과 사, 그리고 정의와 이익을 구분이며, 분별을 위해서
는 경(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5)
박세채의 심법은 왕의 도덕적 수양과 반성적 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박세채의 심학이 법과 제도의 토
대가 된다는 것은 그가 1694년(숙종 20) 6월 4일에 올린 4부의 별단차자196) 중 2
번째 차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197) 이 차자에서 박세채는 통치를 위해서는 국체, 즉

193) 이때 박세채는 교정을 사양했지만, 심경석의의 교정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은 박세채의 심
경과 심학에 대한 조예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숙종실록 숙종 8년 1월 24일. “草莽
臣朴世采上疏 辭召命 兼辭心經釋疑校正之命 上下優批 命從速登程.”
194) 당시 경연에서 왕은 서경을 다 읽어서 송시열의 권유에 따라 역경을 강독하고자 했는
데 박세채가 심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상소했고, 숙종은 이에 따라 4월 22일부터 심경을 강하
기 시작한다. 숙종실록 숙종 9년 4월 15일. “行司直朴世采上疏 請經筵繼講之書 勿先易經 以
初定心經爲講.”; 숙종실록 숙종 9년 4월 22일. “御晝講 初講心經 用朴世采言也.”
195) 숙종실록 숙종 9년 4월 24일. “吏曹參議朴世采上疏 進心學旨訣 世采取鄭逑所編心經發揮
與趙翼所撰持敬圖說 損益成書 時上方講心經 世采以爲 爲學之方必先分別公私義利 而其本又在於
敬之一字 撰成是書 凡於經傳中 提及敬字者 毋論緊漫 悉收入其中 又於疏中引先儒所論 居敬工夫
以上之.”
196) 박세채는 청납(聽納)을 넓히는 것, 국체(國體)를 높일 것, 인심(人心)을 따를 것, 당론(黨論)
을 소멸시킬 것에 대한 차자를 올렸다. 숙종실록 숙종 20년 6월 4일. “左議政朴世采上箚言
(중략) 附進別單啓箚四本 乞賜察納 仍下廟堂 使得以可否相濟 一曰 廣主聽 蓋願聖明 懲前事而毖
後圖也 二曰 尊國體 亦願聖明 深察世道之汚隆而爲之裁制也 三曰 順人心 亦願聖明 深察人心之
是非而爲之斟酌也 四曰 消黨論 亦願聖明 用舍進退 不以色目而一以賢否爲重.”
197) 이 차자는 숙종실록에 다소 축약된 형태로 실렸으며,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
2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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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典章制度]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제의 권위가 높다는 말의 의미
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관료들이 왕의 사유와 판단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높인다는
것은 왕이 된 자가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를 바루고, 정부를 바룸으로써 모든
관료들을 바루게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가 되면 낮아집니다”198)라는 박
세채의 발언에서 “왕이 된 자가 마음을 바르게 함”은 단순히 도덕성을 획득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이 직접 법제를 결정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세채는 4번의 환국과 저사(儲嗣)문제와 관련된 숙종의 판단을 비판한 뒤 환국
의 원인을 왕의 판단력 부족과 파벌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 두 가지로 정리한다. 환
국의 결과는 관료들[搢紳大夫]이 모함을 받아 물러나고, 그 자리를 관료의 자질이
없는 자들이 차지하려고 경쟁함으로써 국가의 법제, 그리고 범법으로 규정된 것들
[邦禁]을 지키지 않아 법과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법적 해석을 요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에 의한 판단이 불가능해졌다면 왕이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왕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태는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박세채의 판단이다.199)
이렇게 볼 때 박세채가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와 관료들을 바로잡
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왕이 제도의 토대라는 바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왕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와 관료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치도
(治道)’에 해당되는 말로, 주희와 여조겸이 편찬한 근사록(近思錄) 제 8권 ｢치체
(治體)｣에 나온다.200) 근사록은 통치를 도(道), 즉 방법[治道]과 법[治法], 즉 제
도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에서 제도는 기강문장(紀綱文章), 즉 크고 작은 제도와
문자로 된 법과 규칙201) 등으로 표현된다. 근사록에서는 법을 “정치의 원칙을 세
198)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2. “其所謂尊者 如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而百
官 (중략) 反是則爲卑.”
199) 숙종실록 숙종 20년 6월 4일. “蓋自甲寅以來 至今二十一年 而朝著四變 初則起於宗班代奠
之日 次則成於戚里當朝之時 皆有源委矣 至於己巳之事 殿下固憂儲嗣之深切 今日之擧 特察中宮
之冤痛 其獨斷宸衷者 豈非較著 而乃有閭巷金貨之言 傳說訛誤 久而不止 至發於獄端 雖以殿下之
盛德 猶若有所未盡 而搢紳大夫 往往或被其疑誣 究厥所本 無非同出於兩黨之迭翻 私意之轉盛 至
于今日 世道益卑 穰穰爲利 惟得是求 側微陋劣之徒 莫不生心於富貴 祖宗數百年 國體邦禁 蕩然
無存 而殿下亦不能建極而臨涖之 使不得各售其私 其係於討逆者 殿下固有所不得自由 而其專出於
報復者 亦乃一聽其所爲 俾成世讎.”
200) 近思錄 권8 ｢治體｣. “治道亦有從本而言 亦有從事而言 從本而言 惟從格君心之非 正心以正
朝廷 正朝廷以正百官.”
201) 近思錄 권8 ｢治體｣ 註. “大曰綱 小曰紀 文章爲文法章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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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모든 직책을 나누고 계절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되니, 제도를 창립해서 천하의
일을 다하는 것이 통치의 법제이다”202)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데,203) “담당관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일과 향촌의 관리가 백성에게 법을 숙지시
키는 일, 물가를 조절하고 도량형을 통일하는 일”204) 즉 직업[世業], 조세제도, 행
정제도, 군사제도205)부터 큰 강령[大綱] 즉 삼강(三綱)과 오상(五常)206)까지를 포괄
한다. 이와 같은 법에 선행하는 것이 통치의 방법[治道]이다.
통치의 방법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하나는 근본에 기초해 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성리
학에서는 후자를 “일에 따라 논하는 것”207)이라고 명명하는데, 특히 근사록에서
는 이를 ‘크게 변혁시키는 것’[大更革], 즉 개혁과 연결시킨다. 개혁은 기존 제도의
누적된 폐단을 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사록은 현재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판
단될 경우 개혁하되, 그 규모가 전면적이어야만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208)
근본에 대한 것은 박세채가 언급한 “왕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와 관료
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도의 맥락에서 왕의 마음을 해석하면, 왕의 마
음이 바르게 되어 정부와 관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 시행하려는 대변혁
의 정당성이 왕의 바른 마음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209)
202) 近思錄 권8 ｢治體｣. “建立治綱 分正百職 順天時以制事 至於創制立度 盡天下之事者 治之法
也.” 이 구절은 이광호 역주. 2006. 근사록집해2. 아카넷, p.681의 번역을 인용하였다.
203) 법이 기강과 행정제도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법은 형정(刑政), 즉 사법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제도(institution)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법제로 번역한다.
204) 近思錄 권8 ｢治體｣. “爲政須要有綱紀文章 先有司 鄉官讀法 平價 謹權衡 皆不可闕也.”
205) 근사록 제 8권에서는 한당의 제도에 대해 논하면서, 한나라의 경우 큰 강령이 잘 시행되
었고 당은 세세한 제도들이 잘 작동했다고 지적하는데, 그 세목들이 각종 제도들에 해당된다.
근사록에서는 송(宋) 정부를 평가하면서 강령은 바르게 되었어도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近思錄 권8 ｢治體｣. “漢之治過於唐 漢大綱正 唐萬目舉 本朝大綱正
萬目亦未盡舉 ”; 註. “唐之治目 若世業 若府兵 若租庸調 若省府.”
206) 근사록에서는 한나라의 통치가 당나라보다 뛰어났던 이유를 삼강오륜이 제대로 구현되었
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근사록에 따르면 당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 없었는데, 그로 인하여 왕은 왕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했다. 이렇게 강상이 바
르지 않은 문제, 질서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당은 사회적 혼란과 국가가 취약해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近思錄 권8 ｢治體｣. “唐有天下 雖號治平 然亦有夷狄之風 三綱不正 無君臣
父子夫婦 其原始于太宗也 故其後世子弟皆不可使 君不君 臣不臣 故藩鎮不賓 權臣跋扈 陵夷有五
代之亂 漢之治過於唐 漢大綱正 唐萬目舉 本朝大綱正 萬目亦未盡舉.”; 註. “大綱謂綱常.”
207) 近思錄 권8 ｢治體｣. “治道 亦有從本而言 亦有從事而言.”
208) 近思錄 권8 ｢治體｣. “若從事而言 不救則已 若須救之 必須變 大變則大益 小變則小益.”; 近
思錄 권8 ｢治體｣ 註. “取事而言 則必有大更革 然後能求積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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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혁이 전면적이라면, 기존의 관습, 법제,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기가 위한 복잡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
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혁의 정당성이 충분히 설득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누적된 병폐를 개혁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
로 설명될 수 없다. 기존의 구습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
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로 인해 기존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사람들
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새
로운 법제가 기존의 제도보다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왕에게 심학
을 강조했던 것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성리학에서는 법제의 공정성을 그 법제를 제
시하는 왕의 공정성에서 찾았다. 이렇게 볼 때 근사록의 편자들이 치도를 논하면
서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도덕과 정치를 일치시키려는 태도를 전제한 것이 아니
라, 공동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정부와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리
고 새로운 법제를 확산시키고 실현하고자 하는 현명한 사대부들을 등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제도개혁은 비교적 적은 진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세채가 범학전편에서 상수학적으로 왕의 절대적인 위상을 설정한 것은 여
기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세채의 권위규정은 왕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구조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세채는 상수학적으로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연성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
명한다. 1694년(숙종 20) 6월 4일에 올린 차자 중 첫 번째 차자에서 당시를 대경
장, 즉 대변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왕의 마음이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10)
이는 근사록에서 말하는 치도, 즉 통치의 방법의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한 것이다.
만약 박세채가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한 것이라면, 그가 염두에 둔 것은 그 제도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라고 볼 수 있다.

209) 실제로 근사록에서는 임금의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대변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近
思錄 권8 ｢治體｣ 註. “論治本 則正君而國定矣 就事而言 則必有大更革 然後能求積弊 然要以格
君心爲本.”
210)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1. “然則爲殿下今日計 正宜因此大變革大更張之會 務
以所謂當理而無私心者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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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응의 황극개념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은 소론계 명가의 후손으로 영조대
부터 정조 초까지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한 학자관료이다. 서명응의 집안은 대표적인
경화사족으로, 그 아버지인 서종옥(徐宗玉, 1688-1745)은 영조대 호조판서였고, 동
생 서명선(徐命善, 1728-1791) 정조의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영의정까지 올랐
다.211)
서명응은 소옹 상수학에 기초한 선천학을 구축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소옹과
마찬가지로 서명응은 ｢하도｣와 복희선천팔괘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문을 체계화하였
다. 서명응에게 있어서 선천은 역사적으로 요순 이전의 시대로 복희부터 우임금까지
성왕(聖王)들이 하늘을 계승하여 통치의 기준을 제시한[繼天立極]의 시기를 의미한
다. 이봉호에 의하면 서명응의 학문이 선천학에 집중되어 있고 후천학에 대한 저술
은 거의 없는 이유는, 그가 후천이란 선천을 연구하면 저절로 연역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이봉호 2014, 106).
서명응이 남긴 홍범에 대한 저술은 보만재잉간(保晩齋剩簡)의 ｢홍범오전(洪
範五傳)｣과 보만재총서의 ｢상서일지(尙書逸旨)｣에 보인다. ｢홍범오전｣은 기자세가
(箕子世家)로부터 시작한다. 서명응은 기자가 은 멸망 이후 조선을 세우고 이룬 업
적, 기자조선이 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남아 있는 유적에 대해 서술한 뒤, 도통에 대
해 언급하는데, 서명응이 제시한 도통은 기존의 도통과 차이가 있다. 서명응은 명
홍무년간에 송렴(宋濂, 1310-1381)이 석전의(釋奠儀)를 찬하면서 복희, 신농, 황제,
요, 순, 우, 탕, 문왕, 기자, 무왕, 주공, 공자를 태학에 제사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다.212) 서명응에 따르면 기자는 단지 무왕에게 홍범을 전해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홍범전을 통해 ｢낙서｣의 학문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역의 ｢단전(彖傳)｣을
연구해 ｢하도｣의 학문을 도출해낸 지은 문왕의 아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
을 집대성한 공자에 비견된다.213)
211) 서명응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김문식(1999), 장원목(2003)을 참조할 것.
21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有明洪武年間 國子司業 宋濂撰釋奠儀有曰 罷七十子及鄭玄馬融等
従祀 以伏羲神農黄帝堯舜禹湯文王箕子武王周公孔子 祀於太學 其意以爲古者合國之子弟 使有道
徳者敎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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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한 서명응의 찬사는 그의 학문에서 ｢하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명응의 학문적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만재
총서는 선천역학, 즉 ｢하도｣의 원리에를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214)
서명응은 ｢보만재총서범례｣에서 이 체계가 의도적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특히 총 13
종의 저술로 구성되어 있는 보만재총서이 첫 번째 조목이 ｢선천사연(先天四演)｣
인 이유는 그 체계가 선천역학의 원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다.215) ｢선천사연｣은 현상[萬殊]을 통관하는 하나의 근본인 선천에 관한 책으로,216)
목차를 보면 선후천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하도｣를 언(言), 상(象), 수(數), 의(意)
에 따라 분석한다. 이는 서명응의 선천학에 있어서 ｢하도｣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도에 있어서 문왕과 기자의 기여가 동등하거나 기자가 더 높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기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
낙서｣는 일반적으로 우가 치수의 결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명응
이 기자가 ｢홍범｣으로 ｢낙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기자를 단순히 “전
달자”가 아닌 “제작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명응의 기자에 대한 의미부여는 일차적으로는 조선이 문명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며,217) 따라서 ｢홍범구주｣는 조선의 왕은 국가를 문명화하거
213)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且文王以易彖傳河圖之學 箕子以洪範傳洛書之學 由武王周公迄于孔
子集其大成 則箕子之統於道 不在文王下也.”
214) 서명응은 소옹의 선후천을 범주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선천학을 구축한다. 서명응의 선
천학은 복희, 신농, 황제, 요, 순, 우가 주고받은 계천입극의 도를 기초로, 구고법과 천문학, 도
교의 수련이론까지 포괄한다. 이때 서명응이 그 체계 내에 후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하
도｣의 상수가 후천의 상수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로부터 복희팔괘의 제
도(諸圖)들이 나오며 ｢태극도｣와 ｢낙서｣도 연역된다. ｢하도｣는 기본적으로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상팔괘를 유추할 수도 있고, 오행을 도출해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봉호. 2014. ｢『중용경위』의 심법과 선후천의 법상｣동양고전연구
54, pp.107-109를 참조할 것.
215) 保晚齊叢書｢凡例｣. “古人編書 必有所以主宰綱紀之者 易之主宰綱紀 則陰陽是已 書文主宰綱
紀 則道一法是已 (중략) 是書凡十有三種 雖各自爲一書門戶殊別肰 皆以先天爲主宰綱紀 故以先天
四演冠於首.”
216) 保晚齊叢書｢凡例｣. “先天一本也 十有二種萬殊也.”
217) 서명응은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하고 팔조목을 제정하고 각종 문명을 전달
함으로써 조선의 풍속이 변화하면서 대동강은 황하에, 영명상은 숭산에 비유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기자조선이 문명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保晩齋剩簡｢
洪範五傳｣. “率中國五千人 詩書禮樂之文 醫巫卜筮之流 百工技藝之徒 皆従焉 都平壤穪爲後朝鮮
始至言語不通 譯而後知 乃經畫井田七十而助 衣冠悉同中國 教以農蠶織作 施八條之禁 曰相殺以
命償 曰相傷以穀償 (중략) 自是朝鮮之俗崇信義篤儒術 (중략)人民懽恱 以大同江比黄河 永明嶺比
崇山 作歌頌禱其君 後世冩之爲西京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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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무엇이 된다. 그리고 ｢홍범｣의 내에서 문명국
이 되기 위한 노력은 정치공동체의 안정, 사회질서의 확립, 공정한 법과 제도의 공
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① 상수학적으로 규정된 황극의 중심성과 왕의 절대적 위상

서명응은 먼저 홍범구주를 읽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낙서｣의
원리에 있다. 이는 홍범과 ｢낙서｣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정한 것으로, ｢낙
서｣의 대대(待對), 유행(流行), 시중종(始中終)을 홍범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먼저 대대와 홍범의 관계를 살펴보자. 대대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서로 보
완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둘이라는 짝수를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도｣는
전체의 수가 10이고, ｢낙서｣는 전체 수가 9이기 때문에 ｢하도｣는 대대하지만 ｢낙서
｣는 대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명응은 ｢낙서｣
4 9 2
3
7
8 1 6

가 실제로는 10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218) 낙수의 중간의 5를 제외하고 보면 낙서의 배열은 다음 그림
과 같이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된다.

짝이 되는 두 수들을 더하면 10이라는 짝수가 되므로, 10은 ｢낙서｣와 동일한 수의
배열을 갖고 있는 홍범의 법칙이 된다.
수의 배열을 대대로 읽을 경우,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은 서로를 보완해
주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명응은 1오행은 세계의 시작으로, 9복극은 세계의
끝을 의미하므로 끝과 시작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고, 2오사는 하늘의 법칙을 공
부하는 것이고, 8서징은 이 법칙이 인간의 일에 드러난 효험이므로, 공부와 효험이
짝을 이루는 것이며, 3팔정과 7 계의는 서로 짝이 됨. 3팔정은 인간의 지혜이고 7계
의는 신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면 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간과 신이 서로 짝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4오기는 하늘에서 완성된 상징이
고, 6삼덕은 땅에서 완성된 성질이므로 상징과 성질이 짝을 이루는 것이다.219)
21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河圖有十 洛書無十 然洛書對待 實含十數 故北一對南九爲十 西南
二對東北八爲十 東三對西七爲十 東南四對西北六爲十.”
21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以五行 乃萬事萬物之所由始 而福極又人事氣運之所已終 終與始對
也 二五事與八庶徴相對 以五事乃天則之工夫 而庶徴又人事之效驗 工與效對也 三八政與七稽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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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운데 5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명응은 5가 유일하
5

게 무엇과도 대대하지 않으며, 자리를 비어 있다고 보고, 상으로 말
하면 “태극”이라고 주장한다. 5는 비어 있기 때문에 1과 9, 2와 8
등이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되어 짝을 이루게 된다.220) 홍범에서 5황

극은 8주(疇)의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전후의 여러 주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
어서 8주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221)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명응이 황극을 태극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서명응은 황극을 마음으로 해석하고 심
법으로 정치를 이해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그의 이러한 태도와 ｢하도｣, ｢낙서｣의 가
운데 5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홍범의 경우 5가 채워져 있지만, 이를 “비어 있음
[虛]”으로 해석하는 것은 황극이 왕을 표상한다고 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서명응이 유행으로 홍범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서명응은 ｢
하도｣는 왼쪽으로 돌아서 낳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반면(목→화→토→금→수) ｢낙서｣
는 기본적으로 대대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222)
홍범이 왕의 정치를 의미한다고 상정할 때, 그 운용원
리가 “이기 것”에 국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서명응은 서로 극(克)하는 가운데에 상생의 기미가 존
재한다고 상정한다.223) 그것은 낙서의 배열이 생수(生數)와
성수(成數)가 이웃해서 각기 오행을 완성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포착한 것이다.
[그림17]
오행상극도

6삼덕은 1오행의 완성이 된다. 오행이 뒤섞이고 엉겨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그 인간의 기질과 속습이 치우

對 以八政爲人謀 稽疑爲神謀 必人謀有未決然後 㫁之於神謀 人與神對也 四五紀與六三徳相對 以
五紀在天成象者 三徳在地成質者 象與質對也.”
22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於中五無與爲對 (중략) 而虗其中五之一以象太極 故洪範一五行與
九五福六極相對.”
221)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若皇極居八疇之中 而前後諸疇莫不統於皇極 故皇極可以順五行
可以敬五事 可以厚八政 可以協五紀 可以乂三徳 可以念庶徴 可以嚮五福威六極也.”
22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河圖左旋主生 對待主克 洛書右旋主克 比耦主生主克 故一六水右旋
克二七火 二七火右旋克 四九金 四九金右旋克三八木也 主生故一六比居於北 而一生水六成之 二
七比居於西 而二生火七成之 三八比居於東 而三生木八成之 四九比居於南 而四生金九成之.”
223)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於相克之中 有相生之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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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문제가 생기면 삼덕을 사용해서 편파성을 바로잡아 오행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오행은 인간의 편파적 기질을 상정하지 않지만, 그 작용의 결과로 발생
한 인간은 문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삼덕이라는 저울[權衡]으로 저울질해서 문제적
인 사람들을 이기고 다스려서 오행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1과 6의 유행
이다.224) 7계의는 2 오사의 완성으로, 오사가 군주가 감각과 사유를 통해 현상을 인
지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계의는 현상
의 변화에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판
단하고자 하는 것이다.225) 서명응은 그래서 계의를 오사의 통변(通變)이라고 말한
다.226) 8서징은 3팔정의 완성인데, 팔정은 실제 행정과 연관되며, 행정의 결과 성공
과 실패가 있게 된다. 그 성공과 실패는 재앙과 복으로 드러나므로 서징은 팔정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227) 9복극 역시 5오기의 완성으로, 일월성
신을 잘 관찰해 일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육극이 이르
게 된다.228)
이와 같이 보면 1과 6(水), 2와 7(火), 3과 8(木), 4와 9(金) 중 생수에 해당하
는 1, 2, 3, 4는 그 수가 의미하는 바의 이상적인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고, 성수에
해당하는 6, 7, 8, 9는 현실에서 그 이상적인 상태가 구현되지 못했을 경우나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5황극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상적인 상태에 가깝
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229)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의 기능은 “저울(權衡)”로 표현
된다. 왕은 습속과 기품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억누르고 권장하는 권력과 생살여
탈권을 사용한다.230) 홍범을 유행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24)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洪範六三徳爲一五行之成 以五行之雜糅凝聚 莫有著於人之氣質
世之俗尚 而其氣質俗尚或偏於剛或偏於柔者 必用三徳克之治之 以反五行之本 然是三徳卽五行之
權衡也.”
225)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七稽疑爲二五事之成以人君敬用五事 則於天下之萬理 可以沛然無疑
矣 然事變無窮 或有非人謀所能決者 則求諸卜筮以㫁其志.”
226)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是稽疑 卽五事之通變也.”
227) 保晩齋剩簡｢洪範五傳｣. “八庶徴爲三八政之成 以八政皆國家大事 凡有得失 輙見灾祥不徒爲
五事之休咎而已 是庶徴卽八政之考驗也.”
22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九福極爲四五紀之成 以日月星辰 章明順叙 則泰和肹蠁 五福畢至
俶擾錯亂 則時氣乖舛 六極備至 是福極卽五紀之要終也.”
22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若皇極居八疇之中 察五行以乂三徳 敬五事以明卜筮 厚八政以念
庶徴 協五紀以錫福除極 而前後諸疇 莫不因於皇極也.”
23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王者御世酬物 必當視習俗之不齊 氣禀之不一 抑揚與奪以爲治道
之權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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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홍범오전｣의 황극의 중심성

이렇게 볼 때 ｢홍범오전｣에서의 황극은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 황극을 제외한
모든 8주는 황극에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황극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인식가능하고
실천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황극의 주체성과 중요성은 홍범을 읽는 마지막 방식인 시, 중, 종에서 잘 드러
난다. 서명응은 황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낙서｣가 아닌 ｢하도｣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명응은 시간, 인간, 동물, 사건에는 모두 처음, 중간, 마
지막이 있다고 말하고231) 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중간, 마지막이 있다고 말한
다.232) 시중종을 말하기 위해서 ｢낙서｣가 아닌 ｢하도｣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처
음, 중간, 마지막에 해당되는 수가 애초에 1과 2, 5와 6, 9와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낙서｣의 수는 9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10을 도출해낼 수가 없
다. 따라서 ｢하도｣를 통해 ｢낙서｣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시, 중, 종을 말하는 것이다.
｢하도｣와 ｢낙서｣는 그 수가 각기 10과 9로, 수 자체만 보면 서로 교환불가능하
다. 박세채가 ｢하도｣의 음양을 서로 교차시켜 팔괘를 만들고, 팔괘의 배열을 ｢낙서｣
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도｣와 ｢낙서｣를 연결시킨다면, 서명응은 ｢낙서｣
가 ｢하도｣와 같은 원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수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하도｣
은 원으로, ｢낙서｣는 방형으로 이해되는데, 서명응은 ｢낙서｣에서 짝수를 뺀 홀수의
배열만 놓고 보면 원이 된다고 본다.233) 한편 ｢하도｣의 천수와 지수가 모두 시, 중,
종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서,234) 천수의 시, 중, 종들이 각각 짝이 되기 때문에 짝수
231)
232)
233)
234)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日有朝午暮 人有少壮老 物有首腹尾 事有始中終.”
“夫圖書之數何獨不然.”
“四正去其隅 非所謂體圓也乎.”
“天數始於一 地數始於二 爲二始 天數中於五 地數中於六 爲二中 天

- 103 -

가 상징하는 방형과 연관되는데,235) ｢낙서｣가 방형을 그 기본적인 형태로 갖는 이
유는 모퉁이에 배열되어 있는 짝수들 때문이다.236)
9
3

2

4

8

6

7
1

여기까지 설명한 뒤 서명응은 ｢낙서｣의 시, 중, 종에 해당되는 1, 5, 9에 대해
설명한다. ｢하도｣와 ｢낙서｣의 연관성을 복잡하게 설명한다 해도, ｢낙서｣에는 짝수의
종에 해당되는 10이 없기 때문에 짝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서명응
이 궁극적으로 주목하고자 한 것은 홀수의 중수인 5이다.
9(終)
5(中)

｢홍범구주｣의 배열에서 1은 북쪽에 위치하며, 5는 가운
데에, 마지막 수인 9는 남쪽에 위치한다.237) 1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로서의 1은 모든 수의 유래이며, 1

1(始)

이 의미하는 오행은 모든 작용의 원인이 된다.238) 2오사
는 오행의 응결되어 형태와 몸이 된 것이고, 3팔정은 오

행이 뒤섞여서 일과 물이 된 것이고, 4오기는 오행의 운행이 역상(曆象)이 된 것이
고, 6삼덕은 오행의 맑고 탁함이 기질로 변화한 것이고, 7계의는 오행의 고요하고
움직임이 점으로 드러난 것이고, 8서징은 오행을 따르거나 어김이 재앙과 상서로움
으로 드러난 것이며, 9복극은 오행의 득실이 징험으로 드러난 것으로 종횡 상하가
모두 오행의 용이 된다.239)
이를 수의 차원에서 보면, 1에 1을 더해 2가 되고, 2를 더해 3이 되고 3을 더
해 4가 되고 4를 더해 5가 되고 10, 100, 1000, 10000이 모두 1에 기반하는 것처
럼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오행의 조합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240) 따라서
數終於九 地數終於十 爲二終.”
235)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皆兩其始中終 凡兩必耦 凡耦必方 非所謂用方也乎.”
236)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洛書體方而用圓 四正有其隅 非所謂軆方也乎.”
237)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一居北爲數之始 五居中爲數之中 九居南爲數之終 皆一其始中終 凡
一必竒 凡竒必圓 非所謂用圓也乎.”
23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洪範五行居初一之位者 以初一爲衆數之所由始 而五行亦爲衆用之
所由始.”
23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五事 乃五行之凝聚爲形身者 八政 乃五行之雜楺爲事物者 五紀
乃五行之運行爲暦象者 三徳 乃五行之粹駁爲氣質者 稽疑 乃五行之動静爲卜筮者 庶徴 乃五行之
順逆爲灾祥者 福極 乃五行之得失爲應驗者 縱横上下 無徃非五行之用.”
24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此卽洛書一與一爲二 與二爲三 與三爲四 與四爲五 雖至十百千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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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을 1에 배당한 것은 양자가 의미하는 바가 유비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오행이 객관세계의 구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황극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해서 작
동하게 만드는 주체이다. 황극은 가운데의 자리에서 5가 수들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주들의 근본이 된다.241) 서명응은 황극을 군주의 마음으로 푸는데, 천하만사는
군주의 마음에 달려 있어서, 군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치는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242) 여기에서 군주는 곤(鯤)과 같이 오행의 순서와 성질을 이해하지 못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禹)처럼 정확하게 오행의 순서와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존
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황극은 오행을 따라야 하고, 도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실
천해야 하고,243) 팔정은 후하게 해야 하고, 오기에 협력해야 하고, 삼덕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하고, 계의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고, 서징을 유념해야 하고, 오복과 육극
을 베풀 때는 권면과 위엄으로 해야 한다.244)

[표8] ｢홍범오전｣에서 오행의 작용과 심법적 태도

오

6삼덕: 오행의 맑고 탁함→기질

황

1오행:
2오사:
3팔정:
4오기:
6삼덕:

행

7계의: 오행의 동정→복서(卜筮)
8서징: 오행의 순과 역→재상

극

7계의: 명(明)

2오사: 오행의 응결→형체와 몸
3팔정: 오행의 뒤섞임→사물
4오기: 오행의 운행→역상

(災祥)
9복극: 오행의 득실→응험(應驗)

순(順)
경(敬)
후(厚)
협(協)
예(乂)

8서징: 염(念)
9복극: 향위(嚮威)

세계가 오행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여덟 개의 주가 오행의 작용결과라면, 순, 경,
후, 협, 예, 명, 향위는 황극이 세계를 인식하고 조절할 때 취해야 할 태도이다. 서명
응이 홍범구주를 오행과 황극을 중심으로 각각의 의미를 해석할 때 강조되는 것은

無不始於一者 故以五行配初一 而諸疇皆言用 五行獨不言用 以見諸疇之用 皆始於此也.”
241)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皇極居中五之位者 以中五爲衆數之所由本 而皇極亦爲諸疇之所由
本.”
24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皇極者 乃人君之心 天下萬事無一不本於人君之心.”
243) 오사(五事)는 신체의 기능으로부터 규범이 도출되어 도덕적 태도와 도덕에 대한 실천가능성
으로 연결되므로 이 글에서는 도덕이라고 번역한다.
244)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五行得皇極而順 五事得皇極而敬 八政得皇極而厚 五紀得皇極而
協 三徳得皇極而乂 稽疑得皇極而明 庶徴得皇極而念 五福六極得皇極而嚮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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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있어서 황극의 중요성이다. 황극의 개입에 의해 여덟 개의 주가 황극과 무관
한 객관세계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극의 판단과 실천에 의해 세계가 재조직되는 것은 질서의 재현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것은 9복극에 대한 서명응의 서술에서 유추할 수 있다. 서명응에게 복극
은 황극이 세계를 인식하여 조절한 방법에 따라 사회규범, 제도, 그리고 천문이 작
동하게 된다고 본다. 황극이 재현한 질서가 조화롭고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백
성들은 장수하고 복이 응하게 되는데, 요순의 시대가 그 예이다.245) 그 반대의 경우
재현된 질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어그러짐이 심하면 백성들은 요절하고 육극의 조응
이 되는데, 걸주의 시대가 그 예이다.246)
황극이 정치에 있어서 왕의 주체성과 절대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복극은
왕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정치의 결과로 제시된다. 오행-황극의 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황극은 세계의 유일한 재현자이지만, 오행-황극-복극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약 황극이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의 실패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관계에서 황극의 재현은 복극에 의해 그
방식이 제한되는데, 복극은 그 재현된 질서가 우주적 패턴, 즉 올바른 순서를 재현
하지 못할 경우를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복과 극을 함께 말한 것은 모든 일과 실천
에는 두 가지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7) 결
과를 염두에 둘 때 황극은 세계를 임의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현해서는
안된다.
대대, 유행, 시종중에 따른 홍범구주의 분류는 황극을 중심으로 앞의 4주를 왕
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로, 뒤의 4주를 왕의 표준의 결과로 보는
분류나, 1과 2, 3과 4, 5와 6, 7과 8주를 짝짓고 마지막 9주를 별도로 보는 분류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황극을 중심으로 전후 4주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는 구조상 황극이 강조되지만, 주로 2오사, 즉 도덕부분에 황극을 귀속시키

245)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若五福六極 其人事之相因 氣化之相乗 五運六氣之推遷 極其調和
順適 則民躋於仁壽之域 而爲五福之應 如堯舜之世 是也.”
246)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人事之相因 氣化之相乗 五運六氣之推遷 極其乖舛拂戾 則民值乎札
瘥之氣 而爲六極之應 如桀紂之世 是也.”
247)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至此則善惡之驗 判爲兩塗治亂之分 便成天壤 故以五福六極 係之
於終 而兩言其用 盖凡事莫不有兩於終 四徳之終 貞固爲兩四方之終 龜蛇爲兩四時之終 既成今嵗
之事 又始来嵗之事 亦爲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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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9주 중 앞의 8주를 둘씩 짝지어 분류한 체
계의 경우, 황극은 9주 안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지 못한다. 서명응의 유행에 따른 9
주의 분류는 사실 황극을 중심으로 전후 4주를 나누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전4주를
황극이 인식해야 하는 조건으로, 후4주를 황극에 의해 조절되고 제어되는 정치로 규
정함으로써 5황극의 중심적 위상과 기능을 명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서명응은 전4주를 생수(生數)로, 후4주를 성수(成數)로 나눈다. 이 분
류법은 ｢낙서｣의 생수와 성수의 분류방식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서명응은 단순히
8주를 생수와 성수의 관계로만 풀지 않고, 원회운세론과 연관시켜 해석한다. 1에서
4까지는 순수한 수이기 때문에 계지자선(繼之者善), 즉 진실되고 일정함[誠]이 유지
되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고 원회운세에서 보면 오회(午會) 이전으로 인간들이 순수
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권력이 왕에게 존재하는 시대와 일치한다.248) 반면 6에서 9
까지는 수에 있어서도 어지럽게 뒤섞인 성수(成數)로, 성지자성(成之者性), 즉 발생
한 개체들 간의 차이가 크고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오회 이후로 사람들이
편파적이고 권력이 왕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다.249) 생수가 수가 일정하다는 것
은 1에서 4까지는 모두 오행, 오사, 팔정(팔정은 실질을 5로 해석한다), 오기 등 숫
자 5로 일정하다는 의미이고, 모든 일이 선하고 악이 없어 순수한 것이다.250) 성수
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그 수들이 3, 8, 7, 5로 복잡한데, 이는 일이 됨이 모두
선악 양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251)
서명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범구주를 분류한 뒤 이를 심법(心法)과 연관해서
해석한다. 생수에 해당하는 1에서 4는 마음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未發]를 의미하
며, 6에서 9는 마음이 발현된 상태[已發]를 의미한다. 5황극은 마음이 본성과 감정
을 통괄하는 것[心統性情]이 된다.252)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앞의 홍

24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洛書 自一至四 在數爲生數之不雜 在氣化爲繼之者善純粹至美 在元
㑹爲午㑹以前剛柔不偏威福不下移.”
24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自六至九 在數為成數之紛糅錯雜 在氣化爲成之者性清濁粹駁至不齊
焉 在元㑹爲午㑹以後剛柔多偏威福多下移.”
25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洪範自一至四其爲數皆五 惟八政獨擧成數 然其實五而已 其爲事
皆有善無惡 極其純粹.”
251)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自六至九其爲數三八七五至不整焉 其爲事皆善惡兩道至不純焉.”
25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今按九疇約之於心法 則自一至四此心未發之前 氣不用事 一性湛然
故四疇所言皆純一不雜 自六至九 此心既發之後 剛柔斯判善惡異應 故言剛柔於六 言福極於九 至
於皇極 乃心之統性情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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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구주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황극은 질서를 재현하는 적극적인 주체이자 왕으로 표
현되는데 반해 홍범구주를 심법으로 수렴하는 방식에서는 황극은 마음이 된다. 물론
앞에서도 황극은 “군주의 마음”으로 해석되었고, 마음은 판단과 실천의 주체이기 때
문에, 황극을 마음으로 번역해도 그 주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다면, 황극은 특히 2오사, 즉 도덕적 실천부분과
상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경우 심법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 황극과 대대,
유행, 시중종의 측면에서 규정된 황극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상서일지(尙書逸旨)｣에서 황극은 심법의 관점에서 서술되지만, 서명응은 황극
을 오사, 즉 도덕과 연결시키지 않고, 또한 마음에 대해 전통적인 성리학이나 주자
학적 해석을 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서명응에게 마음은 중심성이라는 위치가 중요
하며, 그 위치 때문에 생기는 감응(resonance)이 강조된다. 서명응은 마음을 본성과
의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고, 중간이라는 마음이 갖는 위치와 작용[用]에 초점을 맞
춰 설명한다.
서명응은 군주의 마음을 본체[體]와 작용[用]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군주 마음
의 본체는 편파적이지 않고 무리짓기를 하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고,253) 그
작용은 “계획하고 실천하고 준수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이다.254) 군주 마음의 체용
은 중심축[關軸]이 되어서 아래 위와 전후의 여덟 주를 포괄한다.255) 이를 이미지
화[象]하면 중심성으로 드러난다.

상으로 보면, 중국은 천하의 중심에 있고 수도는 중국의 중심에 있고 왕궁은 수도의
중심에 있고 군주는 왕궁의 중심에 있고 군주의 마음은 또한 군주 몸의 중심에 있
다. 궁중의 사람들이 사면에서 군주를 둘러싸고 향하여서 군주 마음의 작용을 보고
서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수도의 사람들이 왕궁을 둘러싸고 향하여 군주의
마음작용을 보고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중국의 사람들이 사면에서 수도를 둘
러싸고 향하여 군주마음의 작용을 보고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천하의 사람들
이 사면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향하여 군주마음의 작용을 보고서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마치 옥극(屋極)이 마룻대와 추녀끝, 당실(堂室)의 가운데 있고, 마룻대와
추녀끝, 당실이 옥극으로 모이는 것과 같고, 태극이 음양과 강유의 가운데 있고, 음
253) 保晩齋叢書｢尙書逸旨｣. “無偏無陂無黨蕩蕩平平 皆君心之體也”
254)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有猷有爲有守及有能有爲 皆君心之用也.”
255) 保晩齋叢書｢尙書逸旨｣. “君心之體用 爲上下關軸之所包 上下關軸爲前後八疇之所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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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강유가 태극을 중심점[樞紐]로 삼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256)

왕이 상하의 인간들과 전후의 여덟 주를 왕이 모두 포괄한다는 것과, 세계의 중
심에서 마음의 작용을 통해 세계를 통괄한다는 것은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모두 왕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명응의 설명은 왕은 세계에서 유일하
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서명응은 왕의 절대성을 공정성과 연관시킴으로써 제한하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
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정성과 관계되어 언급되는 심법이 무엇인지가 분
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명응이 말하는 심법이 어떤 개념들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 서명응은
“군주 마음의 본체는 편파적이지 않고 무리짓기를 하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
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이를 “군주의 심법”이라고 부연한다.257) 여기에서 편파성은
사(私)를 의미하며, 인욕이다. 서명응에 의하면 인욕이 문제인 것은 사람마다 욕망하
는 것이 달라서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공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258) 반면 왕이 제시한 기준[義]와 방법[道, 路]는 하나로, 공적이며 넓고
예외[委折]가 없다.259) 서명응은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호오라고 말한다.
호오(好惡)와 연관시켜 설명하지만, 박세채가 호오를 인(仁)으로 해석했던 것과 달리
대학(大學)｢성의(誠意)｣장과 연관시킨다.
대학｢성의｣장의 핵심주제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의 호오는 논어｢이인｣편의 호오와 다르
다. 논어｢이인｣편은 호오에 있어서 “인자”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논어 텍스트
안에서 인자란 타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260) 그런데 대학
256) 保晩齋叢書｢尙書逸旨｣. “凡以象中國在天下之中 邦畿在中國之中 王宫在邦畿之中 人君在王
宫之中 而君心又在君身之中 宫中之人 四面環向於君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邦畿之人 四面環
向於王宫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中國之人 四靣環向於邦畿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天下之
人 四面環嚮於中國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如屋極中于棟宇堂室 棟宇堂室莫不輻輳于屋極 太
極中于隂陽剛柔 隂陽剛柔莫不樞紐于太極.”
257) 保晩齋叢書｢尙書逸旨｣. “…皇極之體 乃人君之心法.”
258)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曰偏曰陂曰黨曰反曰側 何其名之不一乎 私卽人欲 千塗萬轍如人人
各異其面也.”
259)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曰王之義 曰王之道 曰王之路 何其言之反復一轍乎 公卽天理 坦夷
寬廣 無有許多委折也.”
260) 論語集註｢里仁｣.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論語集註｢雍也｣. “仁者 以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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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장의 호오는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호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261) 하는 호오이다. 논어의 호오가 나와 타인의 관계가 전
제된 말인 반면 대학｢성의｣장의 호오의 주체는 군자이지만, 이 군자는 자기 수양
의 첫 번째 단계인 성의(誠意)의 방법인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기를 실천해야 하
는 존재로,262) 이 단계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악
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파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오행과 9복극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고 보면 서명응이 생각
하는 황극, 즉 왕은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심지어 서명응은 유황작극(惟皇作極)
을 “오직 왕만이 표준을 세운다”라는 해석에서 더 나아가 “군주가 스스로 그 표준
을 세운다”고 말한다.263) 그러나 동시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왕이 제시한 표준
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치공동체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서명응의 논리에
서 정치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왕에게 귀속된다.264) 기본적으로 서
명응이 왕의 절대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이유는 질서의 재현과 해석이 하나의 원천
으로부터 나와야 하며,265) 그럴 때에만 왕에 의해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통제가 되
어 질서정연하게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266)

萬物爲一體 莫非己也.”
261) 大學章句｢誠意｣.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其獨
也.”
262) 大學章句｢誠意｣. “誠其意者自修之首也 (중략) 言欲自修者知爲善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
禁止其自欺 使其惡惡則如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快去而求必得之 以自快足於己 不可徒苟且
以徇外而爲人也.”
263)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惟皇作極者 君之所以自建其極也.”
264)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惟公與私 豈在下之人所使然㢤 比之於表君猶圭 而民猶影比之於水
君其源而民其流 源淸則流潔 圭端則影正 故欲人君以至公無私之道 臨之使天下之爲臣爲民者 消其
狹陋之質忘其偏側之心 以卒歸於廣大公平之域 此無有滛朋 無有比徳 所以爲皇極之應也歟.”
265) 保晩齋叢書｢尙書逸旨｣. “臣庶之衆千萬人 各自千萬心千萬心 各自千萬岐 雖欲納民生於軌 則
一天下於同道 以致五福之應 亦將何所得哉 故皇極一疇上言 民無有滛朋 人無有比徳 而結之以 惟
皇作極下言 民之有爲有守 人之有能有爲 而終之以蕩蕩平平 會極歸極 盖欲人君以天地日月之心
立表準於上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萬民 使天下之人民 皆有廣大公平之心 以歸于吾之極也.”
266) 保晩齋叢書｢尙書逸旨｣. “盖王者御世酬物 必當視習俗之不齊 氣禀之不一 抑揚與奪以爲治道
之權衡 不然而欲以藥石之攻 代梁肉之治 優㳺之工矯 褊駁之質 則施非其冝鮮能有效矣 福卽爵祿
慶賞是也 威卽刑罰懲討是也 玉食凡車輿冕服 所以示上下名分之類 皆是也.”;保晩齋叢書｢尙書逸
旨｣. “大抵三徳之治人 乃是權柄不下 治機在上 故欲人君審時識勢 以爲之操縱焉耳 其或不幸 而值
委靡衰弱之世 強臣在朝 主勢孤弱 則旣不可剛克以召亂 又不可柔克以致侮 故此疇前一半之後不可
無 後一半而前一半如枰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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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왕의 해석과 재현이 공동체를 복된 상태로 이끌고 그렇지 못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 왕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결되
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시 서명응에게 있어서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 하나는 왕의 해석과 재현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시
대적 맥락 때문에─성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기수(氣數)” 때문에─ 통치가 실패할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서명
응의 왕에 대한 묘사 기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가 본성, 마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② 상수학적 심법규정과 기계론적 왕권

마음과 변화에 대한 서명응의 이해가 담겨 있는 텍스트는 ｢선천사연(先天四演)｣
이다.267) ｢선천사연｣은 서양의 천문학과 동양의 상수학이 결합된 독특한 저술로 평
가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음에 대한 저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천사
연｣에서 드러나는 서명응의 문제의식은 객관세계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선천사연｣을 관통하는 큰 주제어가 중(中)과 심법(心法), 그리고 변화[變]이기 때문
이다. 또 하나, ｢선천사연｣은 서명응의 홍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텍
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서술은 홍범 황극
에 대해 서명응이 설명한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주자학은 본성과 마음의 관계설정을 통해 마음의 자율성을 제어하고자 한다. 주
희는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사람과 물이 태어남에 각각 부여받은 바의 리를 얻
어서 건순(健順)과 오상(五常)의 덕을 삼는데, 이것이 본성이다. (중략) 사람과 물이
각각 그 본성의 자연을 따르면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각각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도”라고 말하고 인간의 본성을 인의예지(仁

267) ｢선천사연｣은 보만재총서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다. 이 총서의 체계에 대한 설명은 ｢보
만재총서범례(保晩齋叢書範例)｣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보만재총서는 선천역학의 원리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총 13종의 저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술에 해당되
는 ｢선천사연｣이 나머지 12종의 저술을 주재하는 의미를 담아 목차를 구성했다. 서명응은 이
러한 의도적 배치를 일본만수(一本萬殊)에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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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禮智) 즉, 도덕과 직결시킨다. 그러나 서명응은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관점에서 설
명하지 않는다. 서명응에게 인간의 본성은 수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는, 즉, 수이
기 때문에 일정함을 유지하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다음은 서명
응이 ｢선천사연｣에서 서명응이 본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대체로 역수는 혹은 묶고[約] 혹은 총괄하여 움직이면서 서로 부합되고 은미함과 현
저함이 서로 일치하고 표리가 일관되기 때문에 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상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효 64괘에서는 8괘의 이름이 모두 변했지만 8순괘(純卦)는 각
기 본래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생겨나는 수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조화가 수
가 될 때 완전히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극한 일정함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命) 이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도 다만 이 수 때문이고, 본성이 일정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단지 이 수 때문이다. 세(世)와 운(運)의 오르내림과 인간사가 옮겨 바뀌
어감[推遷]도 다만 이 수 때문이다. 이 수 외에 남는 수는 없다.268)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명응이 본성의 일정성을 수의 일정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패턴, 즉 규칙성
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명응이 8괘를 8순괘로 명명하고 각기 본래의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한 것은 8괘는 이미 태극에서 음양이 분화되고 다시 사상(四象)과 팔
괘로 변화한 것인데, 8괘까지의 변화를 변화패턴의 기본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8괘가 64괘가 되고 다시 4096으로 확장되어 나가 완전히 변화해도 8괘의 일
정함은 유지된다.269) 서명응은 본성을 규정하지 않고 본성이 일정한 것을 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본성을 무엇이라고 보는 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세와 운, 그리고 인간사는 일정함
[常]과 변화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성의 수를 파악

268) 保晩齋叢書｢先天四演｣次序數箋. “大抵易數 或約或總 動相符合 微顯一致 表裏一貫 而數之
所在 象亦隨焉 故上爻六十四卦 雖盡變八卦之名 然八純卦各居本位 不改生出之數 可見造化爲數
至變之中 有至常者存焉 至雜之中 有至一者存焉 命之所以流行而不已 只是此數 性之所以一定而
不易只是此數 以至世運之升降 人事之推遷 亦只是此數 此數之外 無餘數也.”
269) 소옹과 채침의 상수학은 모두 세계를 수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발생한 사와 물들을 수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64괘로 8괘로 수렴될 수 있다는 사고는 채침처럼 많은
사물들을 5개로 분류할 수 있다거나 소옹처럼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수비학적 카테
고리화와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서명응의 발언은 변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사물이 출
현하더라도 결국 8순괘, 즉 8개의 카테고리로 수렴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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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면, 세와 운으로 표현되는 장기적인 시공간과 인간사로 표현되는 단기간
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선천사연｣에서 본성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규정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법(心法)이라고 표현된 무엇이다. 이봉호(2014, 110)에
의하면 서명응은 심법이 성왕들이 주고받은 계천입극의 도이자, 중용장구에서 말
하는 공자 문하에서 전수한 심법이기도 하며, 서경에 등장하는 정일집중(精一執
中)을 의미한다고 나열한 뒤, 이를 소옹의 심법과 동일한 것으로 수렴한다.
소옹의 심법이 선천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천학에 대한 정의가 심법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서명응이 선천학을 설명할 때의 핵심은 중(中) 개념인데, 그에게
중은 마음을 의미한다.270) 마음이 중이라면, 심법은 무엇인가? 서명응의 심법에 대
한 독특한 설명은 하도의전(河圖意箋)에서 나온다. 서명응은 의(意)를 음자와 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의는 마음이 맹동(萌動)해서 마치 음성이 안에
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71)

하도의 사방 수들

의 변동과 이합에는 각각 의가 존재하는데,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중앙의 10음수
와 5양수이다. 그 주재성은 리(理)로 보면 태극(太極), 기(氣)로 보면 중토(中土), 하
늘에서는 북극(北極), 인간에게는 심법(心法)에 비유할 수 있는데, 태극, 중토, 북극,
심법은 모두 가운데에 존재하면서 밖을 제어한다.272) 서명응은 태극, 중토, 북극, 심
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음이 없는 것 같은 것이며, 그
것이 의(意)의 의미라고 본다.273)
앞서서 언급한 주희의 태극, 황극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태극은 인극, 황극과
연관되며, 옥극, 북극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닌 피라미드
형태의 꼭짓점에 위치해서 사방을 통관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 한
편 인간의 극에 해당되는 인극은 성인이 인간의 본성, 즉 인의예지를 이해해서 재현
한 사회질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극이 중토, 북극, 심법에 비유된다
는 것은 태극, 중토, 북극, 심법의 중심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0) 皇極經世書｢觀物外篇｣. “…先天之學 要皆聖人之心法 按其方圓二圖 皆與河圖五十居中 虛含
四生四成 而各因之以起數者相推 (중략) 中以宅心生極 法貫于一 起乎中者 生乎心者也.”
271)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意者從音從心 言其中心萌動 如音聲之蔵中形外也”
272)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河圖之四方諸數 變動離合 固各有意存焉 而其中央之十陰
五陽 或縱橫參列四指四向 或對待偶列周遭均布 以理則太極 以氣則中土 以天則北極 以人則心法.”
273)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 皆居中制外 無在而無不在 卽所謂意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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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邵子: 소옹)는 “선천학은 심법이다. 모두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인
간과 물도 천지를 법칙으로 삼는다. 건(乾)과 곤(坤)으로 밖을 둘러싸고 진(震)과 손
(巽)이 가운데 위치해서 변화하는 법은 중으로부터 일어나 품부받고 화생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물의 형체가 외부를 감싸서 견실하게 되는 것은
건과 곤이 밖을 둘러싸는 것과 같고, 마음과 뜻이 중에 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진과
손이 가운데 거하여 변화하는 것과 같다. 대개 이 진과 손이 중에 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마음과 뜻이 부여되어 중에 거하여 처음과 끝이 모두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본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이고, 이 마음의 작용을 오묘하게
하는 것 역시 중일뿐이다.274)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심법은 천지를 법칙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천지의 기
능이 생생(生生), 즉 낳고 낳는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이 천지를 법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변화를 그 법칙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된다. 건과 곤이 외부를 감싸는 것과 같
이 인간의 형체가 견실, 즉 고정된다는 것은 변화란 인간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마음과 뜻이 중에 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곧 변화란
인간 내부의 중앙에 존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응은 심
법을 변화에 연관된 것이라고 보면서도 심법의 중심성을 설정함으로써 그 변화를
예측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다음의 그림은 중심에 진괘와 손괘를 위치시키고 가장
바깥에 건괘와 손괘를 위치시킨 것이다. 건곤,
진손이 인간의 신체와 마음의 관계에 대한 비유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변화에 연관된 마음이
어떻게 고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손진항익도(巽震恒益圖)｣275)로,
진괘, 손괘, 항괘, 익괘가 중심에 위치해 변화를
[그림19] 손진항익도(巽震恒益圖)

일으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274) 保晩齋叢書｢先天四演｣ “次序意箋 故邵子曰 先天學心法也 皆從中起也 至於人物則天地 又以
此乾坤包外 震㢲居中 變化之法 象從中而起賦與化生 故人物形體包外 而堅實者 乾坤之包外也 心
意居中而變化者 震㢲之居中變化也 盖惟此震㢲之居中變化者 賦心意而居中 始終皆位於中 故存此
心之體 惟曰中而已 妙此心之用 亦惟曰中而已.”
275) 이 그림은 맹천술. 1987. 역리의 새로운 해석. 맹천술선생 화갑기념 준비위원회,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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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8순괘, 즉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괘는 마름모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
다. 이를 좌표로 표현하면, y축의 고정된 점들로 표현될 수 있다. 사와 물들은 리
(離), 태(泰), 손(損), 기제(旣濟), 익(益), 항(恒), 미제(未濟), 함(咸), 비(否), 감(坎)괘
로 구성되어 있는 x축과 8순괘가 배열되어 있는 y축 사이에서 위치를 갖고 등장한
다.276)
｢손익항진도｣가 변화를 구조화해서 보여줌으로써 변화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한다면, 서명응은 이러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주역의 대연수(大衍數)
를 끌어들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서명응이 인간의 마
음을 어떻게 사유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한다.
서명응은 중의 문제로 돌아가 ｢하도｣의 중앙 5생수와 10성수를 곱해 50을 구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50은 바로 주역의 대연수 50을 의미한다. 서명응은 시
초법을 치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한 뒤 점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여 수많은 변화
를 제어하고 또 천하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있다고 말한다.277) 즉, 서명응은 변화
를 구조로 제시함으로써 변화가 등장할 수 있는 범주(乾坤)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는 고정된 기준점(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초법을 제
안함으로써 마음의 역량을 고정시킨다. 즉, 마음은 인간의 가운데에서 세계를 인식
하고 해석하며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그 인식과 해석은 고정된 구조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명응이 점이 인간의 마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마음이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미래의 실천과 행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변화의 패턴이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인간의 마음은 미래를 정확하
게 예측함으로써 행동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즉, 서명응에게 심법이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행동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명응은 심법을
중(中)으로, 중을 태극과 동의어로 규정한 것이며, 이를 확장해 하도(중궁, 상수)와
주역(효위)과 연결시킨 뒤, 자사(子思)가 중용을 지은 이유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276) 이러한 배열은 소옹의 반관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277)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伏羲成卦之後 未知生卦 用卦之法 默觀河圖 中央十成數
合四方之四十數 則爲五十 此四象兩儀 所以經緯乎萬化也 五生數 乗中央之十成數 則亦爲五十 此
太極所以樞紐乎兩儀四象也 表裏相衘 精粗一貫 造化之妙於斯盡之 故伏羲擇於植物之中 必得其一
根 百莖之蓍草 其一半五十莖 則象中十含四方之五十數 而截去不用 其一半五十莖 則象中五乗中
十之五十數 而用以求 卦 掛一太極也 分二兩儀也 揲四四象也 得竒得偶四象 又生兩儀也 如是變
動推遷 隨其所値之卦爻 或吉或凶或悔或吝 莫不神易之用 以擬人心 制天下之萬變 盡天下之萬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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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기까지 한다.278)
서명응이 태극, 중에 해당되는 것을 마음, 즉 심이라고 하지 않고 심법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서명응에게 있어서 태극과 중은 주희가 규정한 기준
이 아니라 법칙이다. 법칙에 조응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 마음의 법칙, 즉 심법이다.
서명응은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것은 상(象)이고 다른 것은 정(情)이기 때문에, 하늘
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은 공통된 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
하는데,279) 이는 서명응이 감응을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추론하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태극, 중, 심법은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서로 감응하며, 동일한 법칙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정, 즉 변화를 조율해서 일치시킬 수 있다 .
이 문제를 다시 황극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해진다. 홍범구
주 속에서 황극, 즉 왕의 마음은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현상을 조절해서 정치공동체
의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의 판단과 실천이 미래와 연
관된 것이고, 왕의 통치가 실패해서는 안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왕의 자의적인
판단보다 점이 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명응에게 있어서 마음은 점으로 대
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명응이 심법을 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왕의 판단의 정확함과 나아가 왕의 통치의 성공을 중요하게 인식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명응의 논리에서 보면 통상적인 심법에 대한
해석, 즉 도덕적 차원에서 심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왕
권에 대한 서명응의 이해가 통상적인 성리학적 관점과 달랐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78)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心之法中 中者太極 太極之位中 故五性信爲中 五行土爲中
五音宫爲中 五色黄爲中 五味甘爲中 天下之萬性實於信 天下之萬形冲於土 天下之萬聲始於宫 天
下之萬彩章於黄 天下之萬食和於甘 中宫九六 加之于四外 所生六十四卦 周流變動 以斷爻位之吉
凶 而盖無論陽卦陰卦 皆以得中爲吉 夫何故 中宫九六 以至中之象數居至中之爻位 猶聖人以天下
之達德 行天下之達道也 子思之作中庸 只是推演此理.”
279)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曰天人之不同者情也 所同者象也 以象類求之知天之有怒 亦由人之
有怒也 今有人於此怒甚盛 則性情思慮 皆不得其正 是何爲而然耶 以其心中五氣動盪汩亂 不能循
其本然 故也 方鯀之湮洪水造化閼於上 土性失於下 農不得耕 婦不得織 冶不得鎔 陶不得搏埴 六
府三事 皆不允治 此非五氣動盪汩亂於天圓之中乎 五氣動盪汩亂於天圓之中 非天之怒乎 故求諸所
同之象 而其不同之情 因可以類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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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에 근거한 권위의 정당화와 권력규정
박세채와 서명응이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정당화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윤휴와 황경원은 도덕적 차원에서 심법을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1) 윤휴의 황극개념: 절대적인 제도와 왕의 의미의 재규정
윤휴는 일반적으로 왕권과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을 전개한 인물로 알
려져 있다.280) 윤휴는 다른 경전 해석이나 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례연구와 마
찬가지로 홍범해석에서도 주희나 채침의 홍범설과 달리 왕의 수신을 강조하는 대신
강한 왕권을 주장했고, 강한 왕권의 주장을 개혁의 토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인식
된다(김성윤 1999; 정호훈 2003). 윤휴가 왕의 특수한 지위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
지만, 그것이 왕의 자의적인 권력사용을 긍정한 것인지 아니면 권위를 강조하기 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윤휴의 홍범
구주에 대한 설명은 사실 주희와 채침의 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고
증보다는 언어에 대한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도덕적 해석을 중심으로 주석을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휴가 서경에 대한 주석을 달 때 가장 많이 참고한 학자
들은 주희, 채침, 김인산(金仁山)이다.281)
윤휴의 홍범에 대한 사유가 잘 드러나 있는 글은 백호전서 41권 ｢홍범경전통
의(洪範經傳通義)｣이다. ｢홍범경전통의｣는 윤휴가 경전들을 읽고 그에 대해 기록한
독서기(讀書記) ｢독상서(讀尙書)｣에 포함되어 있으며,282) 1642년(인조20)에 작성
280) 왕권강화론자로서의 윤휴를 특히 부각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9. ｢백호 윤휴의
홍범관 연구｣역사와 현실 34; 정호훈. 1994. ｢白湖 윤휴의 現實認識과 君權强化論｣학림
제16권; 정호훈. 1995. ｢尹鐫의 經學思想과 國家權力强化論｣한국사연구. 제89권; 정호훈.
2003. ｢尹鑴의 政治理念과 富國强兵策｣민족문화 제26권; 정호훈. 2004.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17세기 북인계남인을 중심으로-. 혜안; 정호훈. 2005. ｢17세기 체제 개혁론의 전개와
『주례(周禮)』｣한국실학연구 10. 이 연구들은 윤휴의 정치이념과 정치론은 주자학을 존숭했
던 노론들과 차이가 있었으며, 왕의 결단을 중시했다고 주장한다.
281) 김성윤은 윤휴의 서경이해에서 주희, 채침, 김인산 등의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데(김성
윤 1999, 130-137), 사실 김인산은 윤휴가 학설을 구성하는데 참고한 주요 학자이다. 윤휴와
주희, 채침, 김인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만일(2007) 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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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서기를 1662년(현종3)에 약간 부연하였다. 이 글은 말 그대로 독서기이기 때
문에 범학전편이나 홍범연의와 같은 책들처럼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글
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범경전통의｣에는 기자고사나 홍범과 낙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윤휴가 홍범과 기자, 낙서의 연관성에 관심이 없어서
가 아니라 이 텍스트의 성격이 서경을 읽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거
나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283) 이 글은 홍범구주에 대한 개요, 각 주에 대한 설
명, 그리고 윤휴의 설명에 대한 문답형식의 부연, 그리고 20년 후에 덧붙인 설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윤휴의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의 특징은 그 해석이 상수학적이기보다는 윤리적
이라는 점이다. 윤휴는 홍범구주를 하늘과 인간을 함께 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284)
실제 홍범구주의 제 1주인 오행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1642년까지의 글을
보면 “구봉(九峯)선생의 ｢홍범전｣ 뒤에 쓴다(書九峯先生洪範傳後)”라는 문장이 나오
는데, 여기에서 구봉선생은 채침을 말하며 ｢홍범전｣은 채침이 서경에 붙인 주석을
의미한다. 1662년의 설명부분에 유향(劉向)의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과 채침의 
홍범황극내편이 모두 홍범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이나285)
오행에 대한 설명을 부연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수준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전
개되는 것이나, 채침 상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의(稽疑)에 대해 윤휴는 사
람의 지식의 유한성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있다거나, 주희나 김인산이 다 논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286) 윤휴가 홍범해석을 함에 있어 상수학을 크게 중요
282) 윤휴는 ｢독상서｣에서 서경 58편 중 23편에 대해 주석을 붙였다. 김만일(2007, 70)에 따
르면 윤휴의 독상서는 조선시대 상서주석서 중에서는 비교적 그 양이 많은 편인데, 그 이유
는 어구해석, 지리, 역사 등에 대한 고증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283) 윤휴의 홍범과 낙서의 관계는 백호전서35권의 도상들에서 발견되는데, ｢우칙낙서작범도
(禹則洛書作範圖)｣, ｢기자서주도(箕子序疇圖)｣, ｢우서이륜지도(禹敍彜倫之圖)｣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한편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을 전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백호전서 1권의 ｢조기자부(吊箕子
賦)｣에 서술되어 있다.
284)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九疇者 合天與人以爲言者也 惟天制物 惟聖承天 以人合天
以心制事道在是矣.”
285)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然五行有傳(洪範五行傳)則其所以考祥徴異者詳矣 而非以探
淵源而出治道也 皇極有數則(皇極內篇)其所以極數占事者深矣 而又非以貫本末而立大經也.”
286)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 蓋天下之事理 有所不可側 心有所不能知 一人之知識有限
也 有心之謀 或不能無適莫之私也 苟非明目達聰以考乎天下之公議 極數觀變以決乎爻象之貞朕 則
固無以開物成務定天下之吉凶也.” ; “曰然則子之所謂推其數 究其所未發者 又奚謂哉 曰此朱夫子
所謂茫眇微昧 不可得而知者 胡可驟而言哉 抑朱子之訓 仁山之説旣已備矣 竊嘗因其意而推之 蓋
禹之叙範 雖因人事實稽天地故其以協之於龜文也.” 윤휴는 계의의 수에 대해서는 양수와 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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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지 않았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휴가 상수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윤휴는 상
당히 어린 시절부터 소옹의 상수학에 관심을 두었던 듯하다. 윤휴의 행장에는 그가
13세 이전에 소옹의 황극경세서에 관심을 두었으며, 탄옹(炭翁) 권시(權諰,
1604-1672)가 감탄하며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서술하고 있다.287) 권시가 어
린 아이에게 스승이라고 불렀다는 고사는 과장일 가능성이 크지만, 윤휴가 어린 나
이임에도 어느 정도 상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을 듯하다.
채침의 홍범황극내편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분류와 미래에 대한 예측, 즉 변
화의 패턴을 상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윤휴는 실제로 홍범 해
석에 있어서 상수학은 물론이고 변화의 원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윤휴는 홍범구주를 심법에 토대를 두고 설명해나간다. 여기에서 심법은 소옹의
심법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자세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 윤휴는 홍범구주의 내용
그 자체보다 구주를 수식하고 있는 경(敬, 敬用五事), 농(農, 農用八政), 협(協, 協用
五紀), 건(建, 建用皇極), 예(乂, 乂用三德), 명(明, 明用稽疑). 염(念, 念用庶徴), 향
(嚮, 嚮用五福), 위(威, 威用六極)을 심법(心法)으로 보고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윤휴는 채침의 경과 농을 자신의 경과 농 개념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채침이 경과
농을 수신과 경제의 조목으로, 오사와 팔정을 그 방법으로 보는 것과 반대로 경과
농을 방법으로, 오사와 팔정을 조목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를 경과
농이 일을 바르게 하고 정사를 세우는 심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88) 채침과 같
이 볼 경우 홍범은 일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심법을 위주로 보아야만 성인이 세
상을 경영하고 도덕을 펼치는 법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289)
정(正)과 편(偏) 정도로만 논의한다(統也 體也 經也 本也 常也 得乎陽位 而終乎陽數 紀也 用也
權也 末也 變也 據乎陰位 而窮乎陰數 此則龜文陰陽之理 徧正之體然也 一三九七五 陽也 正也
二四六八 隂也 偏也).
287) 白湖全書 부록 2 ｢行狀｣. “公在三山 一日以皇極經世書 請學于僉樞公 公言世無解是書者 又
非小子之可學也 (중략) 公兀然危坐 對皇極經世書 俯而讀 仰而思 不知窓外之有跫音矣. (중략) 時
炭翁權公諰往拜僉樞公 僉樞公言吾外孫有如此兒者 具以是道之 權公請與相見 與之論難奧義 起而
拜之曰 子吾之師也 非吾之友也.”
288)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蓋嘗竊考仲黙之説則以若敬若農者爲 誠身厚生之目而五事
若八政者即所以爲誠身厚生之具也 若某之説則謂五事若八政者只是九類之目而若敬若農者實所以用
是類而弘是道者云耳 推之九類 莫不皆然 然則五事事也 八政政也 曰敬曰農者乃聖人所以正事立政
之心法也.”
289)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愚故曰以人合天 以心制事 道在是矣 由前之説則範者有其
事而無其法 無以發聖人弘道之意由後之説則本其事而存其法 實有以見聖人經世叙倫之大法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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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에 대한 강조는 오사(五事)와 더불어 성왕들의 덕─요의 흠(欽), 순의 공
(恭)과 우의 지덕(祗德)과 탕의 무덕(懋德)─을 왕의 표준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학인된다.290) 흠, 공, 지덕, 무덕은 왕들이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 개념들이 드러내듯이 두려워하고 공손한 태
도, 즉 반성적 태도가 왕이 통치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만약 왕이
심법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면, 이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윤휴는 세계의 중심에서
황극이 서면 질서가 확정되고 시공간이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291) 또한 사람들은 이에 위엄을 느끼고 모방해서 따라 하기 때문에 마치 북
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 듯 국가 역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된다.292)
항상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윤휴가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
는 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휴는 심법 자체 뿐만 아니라 통치에 있어서 도
덕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서이륜지도(禹敍彛倫之圖)｣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윤휴는 ｢우서이륜지도｣에서 도덕과 홍범구주의 관계를 설명한다. 다음은
｢우서이륜지도｣의 전문이다.

하늘이 내려준 오상(五常)은 백성들의 근본 윤리이다. 무왕이 말한 이륜도 바로 이것
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기자가 말한 홍범도 바로 이를 순서대로 펼쳐 밝힌 것이다.
하늘이 명한 항성(恒性)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 의, 예, 지, 신이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도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자ㆍ군신ㆍ부부ㆍ장유ㆍ붕우(관계가 그것)이
다. 인은 부자 사이에서 행해지고, 의는 군신 사이에서 행해지며, 예는 장유 사이에
서 행해지고 지는 부부사이를 구별해주며, 신은 붕우의 교제에서 온전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근본적인 윤리[大經](부자)가 확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마
땅함[大義](군신)이 확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근본적인 순리[大順](장유)에
순서가 생기고, 만 가지 변화의 도타움이 근원하는 바가 있게 되고(부부) 백가지 행

290)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敬也者 所以畏天命而修人事者也 所以主此身(貌言視聽) 而
存此心(思)者也 堯之欽 舜之恭 大禹之祗德 成湯之懋敬 蓋皆從事乎此者 而其所以繼天立極之道
有不能出乎此矣.”
291)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使吾之作則於一身而爲法於兆民者 粹然造乎平平蕩蕩之極
而卓然立乎天下四海之中 而如天地四時之不可變 如性命肌膚之不可易.”
292)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於是乎天下之人 自將環而望之 會而歸之 威而愛之則而象
之 如星之拱北如水之赴海 有不暇乎爵賞之勸 斧鉞之威而存神過化 動和綏來 有不知所以然者 此
所以首出庶物而萬國咸寧也 剛中正履帝位而不疚也 故曰君志定而天下服 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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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수양이 내용 있게 된다(붕우). 하늘에 근본하고(오행) 마음에 구비하여(오사) 일
월에 따라 행동하고(팔정) 확장하면 천지와 짝이 되고(오기) 미루어 가면 사해의 표
준이 되니(황극) 다스린다는 것은 이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어지럽힌다는 것은 이것
을 어지럽히는 것이다(삼덕). 고요히 귀신과 통하고(계의), 끊임없이 사시를 확인하면
(서징) 길한 자는 이를 따랐기 때문에 복을 받고, 흉한 자는 이를 어겨서 화를 받을
것이다(복극).
오행에 근본해서 오사를 이루어 팔정을 행하고 오기에 통달하여 황극으로 모으고 삼
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계의로 분변하고 서징에 징험하고 복극을 헤아린다. 경(敬)은
이를 세우는 것이고 농(農)은 이를 후하게 하는 것이고 협(協)은 이에 합하는 것이고
건(建)은 이를 세우는 것이고 예(乂)는 이를 다스리는 것이고 명(明)은 여기에 밝은
것이고 염(念)은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고, 향(嚮)은 이를 향하는 것이고 위(威)는 이
를 무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준 것은 오직 하늘이고, 이를 돕는 것은 오직 군주 뿐
이다. 즐(隲)은 묵묵히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홍범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
는 것이다. 복희가 하늘을 이어 표준을 세웠던 것[繼天立極], 헌황이 때에 따라 변통
했던 것[順時變通], 요의 관대함[蕩蕩], 순의 높음[嵬嵬], 대우의 세밀함[仔仔], 성탕
의 무서움[慄慄], 문왕의 화목함[緝煕], 무왕의 이어나감[繼述]은 모두 이것이다.293)

위의 인용문에서 윤휴는 오상을 질서의 토대로 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오
상, 즉 부자, 군신, 장유, 부부, 붕우의 관계가 모든 질서의 토대가 되며, 이로부터
윤리, 정의[마땅함], 위계, 근본과 실질적인 내용이 나온다. 즉, 윤휴가 생각하는 왕
의 표준, 제도, 법은 모두 도덕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이 왕권을 도덕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왕권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윤휴의 논리전개를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위 인용문에서 그가 홍범을 “천하를 크게 바로잡는 것”이

293) 白湖全書 권35 ｢禹敍彛倫之圖｣. “天叙五常 生民之大倫也 武王之所謂弊倫 正以指此而言也
箕子之所謂洪範 正以叙此而發也 天命之恒性有五 仁也義也禮也智也信也 生民之大道有五 曰父子
也君臣也夫婦也長幼也朋友也 仁行於父子 義行於君臣 禮行於長幼 智別乎夫婦之際 信周於朋友之
交 由是焉而立天下之大經(父子) 由是焉而立天下之大義(君臣) 由是焉而序天下之大順(長幼) 萬化
之惇有所源矣(夫婦) 百行之修有所有也(朋友) 本乎天(五行) 具於心(五事) 行於日月(八政) 廓之配
天地(五紀) 推之準四海(皇極) 治者 治此也 而亂者 亂此也(三德) 幽㕘乎鬼神(稽疑) 迭運乎四時(庶
徴) 吉者循此而福也 凶者悖此而禍也(禍極) 原於五行 載於五事 行於八政 達於五紀 會於皇極 權
於三德 辨於稽疑 驗於庶徴 究於福極 敬也者 立此者也 農也者 厚此者也 協也者 合此者也 建也
者 立此也 乂也者 乂此也 明也者 明此也 念也者 念此也 嚮所以向此也 而威所以畏此也 畀此惟
天 相此惟君 隲者默定之乎民心也 洪範者大正是於天下也 伏羲之繼天立極 軒皇之順時變通 堯之
蕩蕩 舜之嵬嵬 大禹之仔仔 成湯之慄慄 文王之緝熈 武王之繼述 舎是道旡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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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나서 복희, 헌황, 요, 순, 대우, 성탕, 문왕, 무왕의 각기 다른 덕목을
홍범과 연관시켜 나열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성인들
의 통치방법은 성왕들의 심법, 즉 요의 흠(欽), 순의 공(恭), 우의 지덕(祗德), 탕의
무덕(懋德)과 다르다. 윤휴에게 있어서 오상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관계윤리가 왕의
표준, 즉 질서의 토대가 된다면, 계천입극(繼天立極), 순시변통(順時變通), 탕탕(蕩
蕩), 외외(嵬嵬), 자자(仔仔), 율율(慄慄), 집희(緝煕), 계술(繼述)은 질서와 제도를 세
우고 이를 기준으로 공동체의 문제적 상황을 다루는 군주의 방식을 언급한 것이다.
왕이 도덕에 기초하여 기준을 제시한 뒤, 그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것이 형정이다. 윤휴는 제 6주 삼덕을 윤휴는 삼덕을 형정으로 해석하며,
왕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종류별로 나눠 각각에 적합한 사법적 처리를 해
야 한다고 말한다.294) 왕이 적절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습속과 백성들의 성품 때
문에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윤휴는 이를 시변(時變)이라고 보고, 왕
은 이러한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
다.295) 그리고 그 부득이한 방법이 삼전(三典)과 오형(五刑), 즉 형법이다.
윤휴는 형법을 통해 변화를 제어하고자 한다. 형법이야말로 왕이 변화를 제어해
서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다.296) 형법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명확한 기준
이 있어야만 한다. 기준이 있어야만 형법은 권형(權衡), 즉 도덕이나 제도와 맞지 않
지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된다.297) 삼덕을 설명함에 있어서 윤휴가 사
용하는 변화라는 말은 변화라기보다 일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시변(時變)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제어되
어야 할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윤휴에게 있어서 변화는 문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것으

294)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乂用三德者 乂也者 裁化制治之謂也 所以執持權柄 摠攬威
福 以通夫時變者也 帝王御世 循時賦政 因物制命 有中和之施 有剛制之治 有柔道之行者 世道之
變 民俗之或異也 而或揚之而趨中 或抑之而就平者 則氣質之殊而成性之不齊也.”
295)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夫旣執極處勢中正 以觀天下 則天下之人固有不言而喩 無
爲而治者矣 其或習俗之剛柔 民性之高下而所以應之者或不能無梗順 過不及之不一則於是乎有趨時
制變不得已之用焉.”
296)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此先王立本制變 酬酢斯世之大用也.”
297)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然必也裁化制治 無敢違拒 賞罰威愛 無或狂撓奮乾剛之德
行不反之令規矩誠陳 必有方圓繩墨 誠施必見正直 夫然後 可以紀綱天下 權衡萬物而順時措之宜哉
蕩平之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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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298) 윤휴는 사법적 권력
의 소재가 왕, 즉 위계의 정점에 있는 왕의 권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
로써 일탈적 상황에 대한 제어만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윤휴에게 있어서 황극, 즉 왕이 세운 표준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일
까? 다른 학자들과 유사하게 윤휴도 제 5주 건용황극을 9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한
다. 즉 음양에 근본해[五行] 물의 규칙에 따라[五事] 백성들에게 다스림을 베풀고
[八政] 칠정을 가지런히 해서[五紀] 가운데에 위상을 이루어[皇極] 군중을 재제하
고[三德] 신명에게 지혜를 물어[稽疑] 천계(天戒)를 공경하게 받아[庶徵] 명토(命討)
를 엄숙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 설명이다.299) 인과관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처럼 1주에서 4주까지가 황극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6주에서 9주까지는 황극의
효과가 된다.
윤휴의 황극해석에서의 특징은 황극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건”에 대한 윤휴의 해석에서 나타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윤휴는 건을
“세워서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대학의 지어지선(止於至善), 중용
의 수신입도(修身立道)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300) 윤휴가 말하는 황극이 세
워진다는 의미는 왕의 기준이 천하 사해의 가운데에 세워져 천지(天地)와 사시(四
時), 성명(性命)과 기부(肌膚)의 변화가 멈추고 고정된 상태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
다.301)
황극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윤휴의 논리 내에서 황극이 이
륜(彛倫)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황극의 중심성과 이륜을 연결
시킨 윤휴의 텍스트이다. 황극이 중심수인 5에 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윤휴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98)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以言乎人君撫世 固有剛柔治教之施 然必其名分謹嚴威福自
出 乃有以操刑賞之柄而施威慶之化 否則屯膏貞凶 有施不光 魏髦唐昭之事是也 而上下交亂 人記
不立 向之言天下之患.”
299)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所以本陰陽循物則敷民治齊七政 以成位乎中而有以宰制群
衆 稽謀神明 欽承天戒 肅將命討者也.”
300)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建也者立而不易之謂 學所謂止於至善 庸所謂修身立道者是
已.”
301) 白湖全書 41권 ｢洪範經傳通義｣. “使吾之作則於一身而爲法於兆民者 粹然造乎平平蕩蕩之極
而卓然立乎天下四海之中 而如天地四時之不可變 如性命肥膚之不可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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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仁)은 사람이 되는 도리로 천지의 마음이다. 의(義)는 마땅함으로 천하의 바른 길
이다. 예는 도를 밟고 문채를 이루는 것으로 인사(人事)의 예법이다. 지(知)는 의심이
가는 것을 판단하고 사물의 원리를 나누어 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어보는 본
심이다. 신(信)은 물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으로 천하의 실리(實理)이다. 부모가 자
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친함이 있기 때문이고, 임금이 명령하고 신하가 공손
한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며, 어른이 온화하고 젊은이가 순종하는 것은 차례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은 강하고 부인은 유한 것은 분별이 있기 때문이고, 친구 간에 공경하
고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사덕(四德, 元亨利貞)
과 사시(四時)가 있어 만물을 완성하고, 땅에는 오행과 그 운행이 있어서 끝이 있다.
천인(天人, 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전(五典)과 오교(五敎)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베
푼다. 하도의 5는 가운데 거함으로써 대연의 수를 이루는 바가 되고, 낙서의 5는 가
운데 거함으로써 열다섯 가지의 변화를 완성한다. 비어있는 것은 태극이 되고, 채워
져 있는 것은 황극이 되니, (태극은) 중에 거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바가 없는 것
이고, (황극은) 위계의 정점[極]에 위치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오상이 그
원리이고, 오륜이 그 상도(常道)이니 이것이 소위 이륜(彛倫)으로, 왕이 천하에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02)

위의 인용문에서 윤휴는 황극의 수인 5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 중심성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5에 속하는 토(土), 단맛(甘), 황색, 믿음(信)
의 관계를 상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본성(인의예지신), 오상(五常),
오륜(五倫)을 중심성 그 자체로 본다. 그 근거는 중심에 위치하는 황극의 유위성(有
爲性) 때문으로, 황극은 “위계의 정점[極]에 위치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 즉 황극이 해야 하는 것이 오상과
오륜이므로, 오상과 오륜은 중심인 황극으로부터 전체 공동체에 확산되어야 하는 기
준이 된다. 윤휴에 따르면 이 오상과 오륜이 바로 이륜이다. 한편 윤휴는 황극을 인
극이라고 표현하는데,303)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극은 성인이 공동체에 부여하는 질
302)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仁也者 人也 天地之心也 義也者 宜也 天下之正路也 禮也
者履道成文者也 人事之儀則也 知也者 決嫌疑分物理者也 是非之本心也 信也者 物之所以成始成
終 天下之實理也 父慈子孝 所以有親也 君令臣恭 所以有義也 長和幼順所以有序也 夫剛婦柔 所
以有別也 朋敬友久 所以有信也 天有四德四時成物也 地有五行五運終也 天人有五典五教敷民也
河圖五居中所以成大衍之數也 洛書五居中所以成十五之變也 虚之爲太極 實之爲皇極 居中而無所
爲也 處極而無不爲也 五常其理也 五倫其常也 此所謂彜倫也 王者之所以立於天下者 在是也.”
303) 白湖全書｢箕子序疇圖｣. “九者 天下之事備矣 而其所謂敬也農也恊也建也乂也明也念也嚮也威
也 則正聖人所以操持運用㕘賛左右 以之順天道五行 正人事(五事) 正王政(八政) 授民時(五紀)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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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따라서 윤휴에게서는 성인과 왕, 사회와 정치 사이에 영역적인 구분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인과 왕, 인극과 황극의 일치는 적어도 홍범에 대한 그의 텍스트에서는 다음
의 두 가지 방향으로 그 논리가 전개된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도덕에
의한 권력의 제어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과 정치가 결합됨에 따른 권력의 절대화이
다. 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논하기로 하고 먼저 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휴는 변화를 일탈로 보고 제어되어야 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윤휴는 변화의 원리나 패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그가 절대
성, 혹은 불변성에 대해 가졌던 관심과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이 윤휴의 주석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보는 지점은 “변하지 않음” 즉 항상성에
대한 강조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을 성(性)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항자를 삽입
해 항성(恒性)이라고 강조한다든지 “황극을 세운다”의 “세운다[建]”의 의미를 “세워
서 바꾸지 않는 것”304)이라고 규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제 1주인 오행과 나머지
여덟 주의 관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황극을 항상적인 법으로, 삼덕(三德)을 변칙으로
규정305)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윤휴에게 있어서 변화는 왕에 의해─특히 형벌을 통
해─ 제어되어 일정함, 즉 왕이 세운 법과 제도로 수렴되어야 하는 변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윤휴가 변화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통치의 토대를 삼고자
하는 상수학을 홍범이해의 방법으로 보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윤휴의 항상성에 대한 관심은 윤휴의 왕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며, 이 문제는 왕
의 표준인 황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홍범경
전통의(洪範經傳通義)｣에서 윤휴는 왕을 지위와 의미로 나누어 사용한다. 윤휴가 인
군(人君)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일반적인 호칭을 의미하고, 왕이라고 명명할 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포함해서 말한다. 예를 들어 윤휴는 “왕이 되기는 쉽지 않다.
대인(大人)만이 존망(存亡)을 알 수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마지막을 마무리하
여 사특함을 막고 진실함을 지속해서 싫어함 없이 보존할 수 있다.”306)라고 말할

人極(皇極) 治世變(三德) 㕘鬼神(稽疑) 燮氣化(庶徴) 逆休祥(五福) 彌災禍(六極)之大經大法也.”
304)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建也者立而不易之謂.”
305)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皇極其常也 三德其變也.”
306)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不易惟王 惟大人者爲能知存知亡 克艱克終 閑邪而存誠 無
歝而亦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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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왕은 그 자격을 의미한다. 한편 지위는 왕의 역할을 지시하며 왕으로서의 자격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실로 총명한 자가 원후(元后, 왕)가 되고, 원후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서경｢주
서｣ 태서(泰誓)편)라고 하였다. 천덕의 지위에 자리해서 사해를 다스리니, 천지가 더
불어 서는 바가 되고 귀신이 기대어 의지하는 바가 되고 억조(의 백성들)가 우러러
바라보는 바이며 만 가지의 변화가 달려 있고, 백가지의 복이 모이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중에 거해서 사방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307)

위의 인용문은 윤휴가 서경｢주서｣ 태서(泰誓)편을 인용해서 왕의 역할에 대해
논한 부분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왕의 의미는 무엇인지, 왕이 어떻게 그 지위
에 오를 수 있는지, 그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
지 않는다. 왕의 지위, 즉 왕의 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
에 의해서 천지가 더불어 서고, 귀신이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백성들이 그 위상을 바
라보며, 만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백 가지 복이 모인다. 왕의 위상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세계의 중심에 존재해서 “사방의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왕의 역할은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질서란 안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위태로워지고,
다스려지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자
칫 오만한 자[狂]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겨 변화를 파악했다고 판단하면 통치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308) 따라서 천위, 즉 왕의 자리는 어렵고, 대인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윤휴에게 왕은 인격적인 왕, 즉 실제 왕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
다. 윤휴가 왕의 지위와 역할, 왕의 자격조건, 그리고 왕의 법의 절대성을 주장한 것
을 인격적 왕의 실질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왕의 기준은 한번 세워지면 바뀌어서는 안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형정으

307)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蓋亶聰明作元后 元后作民父母 位乎天德而臨莅四海 天地
之所與立 鬼神之所憑依 億兆之所瞻望 萬化之攸繫 百福之攸聚也 是固居天下之至中而爲四方之表
準者也.”
308)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天難諶靡常 安危之推蘯 治忽之倚伏 聖狂之分 危微之幾
蓋未嘗不爭於此也 故曰天位艱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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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해야 한다는 윤휴의 주장은 성인이 왕위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왕에
게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논리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 물론 왕의 지위와 자격을 구
분함으로써 윤휴는 지위와 구분된 정당한 왕의 조건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황극의
토대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왕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자질에 대해 문제
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자질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형이상학의 부재, 왕
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홍범구주 내에서는 제 7주인 계의─을 대체할 만
한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실제로 윤휴에게 왕은 인격적 존재라기보다 권력의 정당한 원천으로서의 의미
를 더 크게 갖는다. 서경｢주서｣낙고(洛誥)편에 대한 윤휴의 주석은 윤휴가 인격적
인 왕이 아닌 왕의 의미 자체를 중시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낙고는 “주공(周公)
이 배수계수하며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대 밝은 임금(成王)께 돌려줍니다”309)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김만일(2007, 92-93)에 따르면 주공이 성왕에게 돌려준 것이 왕
권인가의 여부가 낙고에 대한 해석사에서 중요한데, 왕권의 의미와 왕, 신하의 위상
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왕망(王莽, BC 45- AD 23)의 찬탈의 정당
화논리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유자들에게 논변의 대상이 되었다.
채침은 이전의 학자들은 주공이 성왕을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다가 성왕이
성인이 된 후 왕위를 돌려주었다고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주공은 성왕의 명령을 받
아 총재가 되어서 관료들을 통솔했을 뿐 왕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310)
채침은 주공이 한 일을 행정에 국한시켜 논하고 있다. 채침의 논의에서 보면 주공은
천지제사나 순수, 조회와 같은 천자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행정만
주관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윤휴는 순이 요를 대신해 섭정할 때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백신
(百神)에게 예를 올리고 사악(四岳)을 순수하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은 것은 천자의
일을 행한 것이며, 이윤(伊尹)과 주공이 각기 태갑(太甲)과 성왕을 대신했다고 할 때
는 바로 이 일들을 포함해서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311) 그리고 세도가 낮아져서 주
309) 書經｢周書｣ 洛誥. “周公拜手稽首曰 朕復子明辟.”
310) 書經｢周書｣ 洛誥. “拜手稽首者 史記周公遣使之禮也 復如逆復之復 成王命周公 往營成周 周
公得卜 復命于王也 謂成王為子者 親之也 謂成王為明辟者 尊之也 周公相成王 尊則君 親則兄之
子也 明辟者 明君之謂 先儒謂成王幼 周公代王為辟 至是反政成王 故曰復子明辟 夫有失然後有復
武王崩 成王立 未嘗一日不居君位 何復之有哉 蔡仲之命 言周公住冢宰正百工 則周公以冢宰總百
工而己 豈不彰彰明甚矣乎 王莽居攝 幾傾漢鼎 皆儒者有以啓之 是不可以不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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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비난받고 왕망이 찬탈하는 바람에 이 방법을 다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
다.312) 김만일(2007, 92-93)은 유성룡, 이익과 같은 윤휴와 같은 정파인 남인들의
주석과 비교한 뒤 윤휴의 해석이 파격적이라고 지적한다. 유성룡과 이익은 모두 군
신의 지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정치를 대신 할 수는 있어도 군주의 지위를 문
란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고의 고사에 대한 윤휴의 해석은 황극, 즉 왕의 기준의 항상성과 이
를 보수하기 위한 사법적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왕의 위상을 강조했던 것과 모순이
생긴다. 그런데 홍범과 낙고에 대한 해석은 모두 윤휴의 ｢독상서｣에 포함되어 있고,
｢독상서｣를 작성한 뒤 20년 후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휴가 이러한 모순에 대
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적어도 윤휴는 직관적으로 두 해석의 차이를 모순적
인 것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양자가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윤휴가 말하는 왕은 인격적 왕
혹은 세습에 귀속되지 않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만약 현실에서의 왕이 통치를 제대
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경우 성인(聖人) 혹은 ─윤휴의 표현에 따르면─ 대인
(大人)들이 대리하여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왕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왕의
통치가 왕통(王統) 즉 왕의 세습적 지위와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
다.
윤휴의 왕권에 대한 사유는 급진적이지만, 홍범에 대한 해석을 전개함에 있어서
왕의 한계를 상정하거나 왕권의 자의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물론 윤휴는 왕
의 마음과 태도가 통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왕은 신중하게 지각하고 사
고해야만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만하고
참람하며 우유부단하거나 미혹되어 급하게 결정하고, 몽매해져서 인도(人道)가 서지
않고 천직(天職)이 폐해지며, 백도(百度)가 어긋나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
고 경고한다.313) 그러나 왕의 판단이 신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지
311) 白湖全書 권41. ｢讀尙書｣ 舜傳. “舜之攝堯也 類上帝 禮百神 巡四岳 朝群后 儼然行天子之
事矣 伊尹之於太甲 周公之於成王 蓋未嘗不由是道也.”
312) 白湖全書 권41. ｢讀尙書｣ 舜傳. “世道旣下 周公致疑謗 王莽成篡奪 則是道也 不可復行於天
下矣.”
313)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天下本於身 萬化出乎心 敬也者 所以主此身而存此心 以循
夫天則者也 所以修己安人 懋德配天 以之立天下之極 而宰萬事之化者也 翼翼乎 (敬) 動黙視聽之
間 言貌視聽 兢兢乎 幾微幽隱之際 (思) 凛乎天地鬼神 臨之在上 質之在傍(兢翼) 儼然也 肅然也
不敢肆 不敢慢(動然) 洞洞然 屬屬然 如執玉 如奉盈(㡬微)若是則敬之道也 知用力乎此 則貌之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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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윤휴의 논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계의를 강조하는 학자
들의 경우, 왕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관료, 백성, 그리고 두 가지 점을 통해 그 결정
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휴에게는 검증의 영역이 생략
되어 있다. 다만 왕의 반성적 태도, 즉 판단의 토대로서의 심법만 존재하는데, 마음
의 주관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휴의 논리로는 실제 왕의 자의적 결정이나
권력의 사용에 대해 비판하기가 어렵게 된다.314)

2) 황경원의 황극개념: 상제의 대리자로서 왕의 위상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이재의 문인으로 영조대에 예문관검열 · 병조좌
랑 · 홍문관응교 · 대사성 · 대사간 · 대사헌 ·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노론 낙론계
학자관료이다. 황경원은 특히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자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정옥(張廷玉)의 명사(明史)를 읽다가 홍광제(弘光帝) 이하 3제(帝)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고 1418년(영락 16, 태종 18)부터 1645년(홍광 1, 인조 23)까지의 『남
명서(南明書)』를 편찬하였고,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조선 사람들의 전기(傳記)
인 『명조배신전(明朝陪臣傳)』을 저술하였다.
황경원은 춘추대의를 자임한 사람답게 홍범구주의 상당부분을 춘추와의 비교
를 통해 주석하고 ｢대우모(大禹謨)｣, ｢주고(酒誥)｣, ｢소고(召誥)｣, ｢낙고(洛誥)｣ 등과
같은 서경의 다른 편들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홍
범전｣은 홍범구주를 보편적인 통치이론이 아닌, 역사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텍스
트로 규정된다. 황경원의 이러한 시도는 홍범해석의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홍범편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개념들이 서경의 다른 편들에서 사용하는 개
言之從 視之明 聽之聰 思之睿 而恭作肅 從作乂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人事(五事)立 而天則(恭)
修聖德(肅)成而王道(八政以下倣此例推之)行矣 反此則貌則慢 言則悖 視則昏 聽則惑 思則蔽 而慢
斯狂 悖斯僭 昏斯豫 惑斯急 蔽斯蒙 人道不立而天職廢 百度爽而萬事不治矣.
314) 이는 김성윤(1999)이 주장하는 마음의 자율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김성윤은 윤휴의
황극개념을 주희, 채침의 황극개념과 대비시키면서 주희와 채침이 황극과 오사(五事)를 연결시
킴으로써 황극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정치를 예치화하고자 했으며, 윤휴의 경우 마음을 강조함
으로써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설명한 바와 같이 윤휴 역시 오사를 토대로 황
극을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륜과 황극을 동일시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다만 윤휴는 마음의 토대로서의 본성이나 형이상학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마음의 자의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윤휴가 마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고 볼 수는 없다.

- 129 -

념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홍범해석이 내
적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단편적인 해석의 열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조와 체제를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황경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황경원의 해석의 방식이 동시대 인물인 서명응의 분석방식과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과 둘째, 그가 보수적인 대명의리론자이자 노론 출신의 학자관료임에도
주자와 다른 황극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소론계
였다가 이후 노론으로 전신한 학자관료인 서명응의 경우, 상수학에 기초, 홍범해석
에서 극단적인 이론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황경원은 홍범구주를 상수학
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역사적 맥락 안에
서 홍범구주를 독해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황극의 경우 주희의 해석대로 “왕의 표
준”이라고 번역하는 대신 “상제의 표준”이라고 해석하고 왕은 상제를 대리해서 이
표준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15)
먼저 ｢홍범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범전｣에서 가장 중요
하게 보는 주(疇)는 제 2주인 오사(五事)이다. 일반적으로 제 2주 오사는 제 5주 황
극을 세우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목되지만, 황경원의 경우 오사와 황극의 직
접적인 연관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황경원이 오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
수학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황경원은 원리와 현상이 있을 때 원리는 그 자체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상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 천하게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다면 굳이 통치의 원리인 ｢낙서｣를 상세하게 몰라도 그 대법
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316) 황경원은 ｢하도｣와 ｢낙서｣를 언급
하면서 문왕이 단사, 즉 괘사를 해석했기 때문에 ｢하도｣가 밝혀지고, 무왕이 기자를
방문해서 홍범을 얻었기 때문에 ｢낙서｣가 행해졌다고 말한다.317) 이는 황경원가 생
각하는 원리와 현상의 관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원리는 그 자체로 추구해서
알 수 없고,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사유가 그것이다.
315) 김성윤은 황경원의 홍범해석의 특징을 주희나 노론의 입장에 의거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홍범 첫머리의 13사를 공안국이나 주희와 같이 주무왕 13년으로 보는 입장을 부정
하고 상왕 13년으로 본 것도 그렇고, 남인 성호 이익의 설이나 한유(漢儒)의 설을 자유롭게 취
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라고 설명한다(김성윤 2001, 83).
316) 江漢集 권11 ｢洪範傳｣. “其曰 錫禹洪範者 曾氏傳 論之詳矣 然洪範 自古帝王治天下之大法
也 天下旣治 則洛書雖不告祥 而可知大法之修也.”
317) 江漢集 권11 ｢洪範傳｣. “易曰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始文王囚于羑里 繫彖辭而河圖明 及
武王訪于箕子 得洪範而洛書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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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사유는 ｢홍범전｣ 전체에서 드러난다.
｢홍범전｣에서 규정하는 홍범구주의 핵심은 제 2주 오사이다. 황경원은 홍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사(五事)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다.318) 즉 군주들은 홍범의 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주의 도가 마음에
근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319) 여기에서 홍범의 구성은 아마도 구주
내에서의 조응관계─예를 들어 ｢낙서｣와 홍범의 관계, 대쌍이 되는 주들간의 관계
등 상수학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황경원은 홍범
구주에서 상수학적 설명의 대상이 되는 5나 9를 모두 실제 사용하는 수나 관료제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등320) 수의 신비성이나 필연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도 한
다.321)
통치를 함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상수학적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은 이유는 현
상이 원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황경원은 하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늘이기 때문에
양자는 조금의 차이도 없다고 말하는데,322) 그렇다면 굳이 리나 태극, 상수학 등을
모르더라도 인간을 연구하면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그는 “인간과 하늘과의 거리가 멀지만,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은 빠르게 조응한
다”323)고 말하는데, 이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지만, 인간의 일들은 이해
하기 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사는 인간의 지각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런 논리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행은 인간에게 오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사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고,324) 팔정, 오기, 황극, 삼덕과 같은 오사 이
318)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則洪範不離於言貌視聽之內 不可他求也.”
319) 江漢集 권11 ｢洪範傳｣. “世之人君 知洪範之爲九疇 而不知九疇之道本於一心也.”
320)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虞舜昭明之德 鼓舞天下 而九歌興 然九歌出於九叙 而九叙出於九
功 九功者 六府三事之功 而五行爲其綱領 盖以謂水無不修 然後能成澤萬物之功也 火無不修 然後
能成烜萬物之功也 木無不修 然後能成繁萬物之功也 金無不修 然後能成裁萬物之功也 土無不修
然後能成育萬物之功也 五行之所以爲用者 不亦盛乎.”
321) 김성윤은 황경원이 한대 상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는데(김성윤 1999, 84),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황경원이 한서｢율력지｣ 등을 통해 재해를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권을 오행과 연관시켜 설명하거나, 상수학적으로 왕권을 규정하려는 시도
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 상수학이 사용된 부분도 상수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수학에 의한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었다.
322) 江漢集 권11 ｢洪範傳｣. “天亦人也 人亦天也 夫豈有毫釐之差哉.”
323) 江漢集 권11 ｢洪範傳｣. “人之於天 其相去如彼其遠 而容貌言語視聽思慮之間 其相應如此其
速.”
324) 江漢集 권11 ｢洪範傳｣. “學者 求上帝於五行之天 不求上帝於五事之天 惡知天人渾合之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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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주들은 결국 인간의 인식과 행위가 원리에 부합하면 자연히 천도와도 조응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325) 따라서 인간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천, 혹은 우주
의 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되어 드러난 것을 통해 재인식되는 원리이
다.
조응관계의 설정 역시 특이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황경원은 주들간의 조응관계
를 설정하지 않는데 다만 제 2주와 제 4주, 제 6주와 제 9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
급한다. 황경원은 당시 학자들이 낙서가 각 1주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황극이
특별히 다섯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서 오사와 오기가 서로 상통하
고 삼덕과 오복이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326) 그런데
황경원의 이런 분류는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홍범 구주를 구조화할
때 일반적으로 5를 중심으로 1-9, 2-8, 3-7, 4-6으로 합쳐서 10이 되는 구조로 만
들거나, 1-2, 3-4, 5-6, 7-8을 짝으로 삼아 홀수를 원리로 짝수를 그에 대한 실천
으로 보고 9에서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황경원이 제 2주와 제 4주,
제 6주와 제 9주가 연관되어 있다고 본 것은 새로운 분류방식일 수 있지만, 이 외에
다른 주들 간의 조응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경원은 제 1주에서 9주까지 앞의 주와 뒤의 주가
연속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어떻게 연속적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제 5주인 황극과 제 6주인 삼덕은 왕의 법과 형법, 권위와 권
력 등의 관계로 설명되는데, 황경원에게 있어서 제 5주인 황극은 상제로부터 받은
이륜이고 제 6주인 삼덕은 인재를 키우는 방법으로 양자의 관계는 전혀 알 수 없다.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석의 내용을 볼 때 구분되는 측면들도 있다.
황경원은 홍범을 주석할 때 서경의 다른 편들과 춘추를 인용해서 홍범의 각주
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와 맥락을 제시하는데, 제 1주부터 5주까지의 주석에는 서
경의 인용이 주로 나오고, 춘추의 인용은 제 6주에서 9주에서만 나타난다. 제 6
주 이하의 주석에 서경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주를 중심

哉.”
325) 江漢集 권11 ｢洪範傳｣. “五行 於人爲五事 五事者 修身之本也 自五事而爲八政 自八政而爲
五紀 此人事之合於上 而天道之應於下也.”
326) 江漢集 권11 ｢洪範傳｣. “學者徒見洛書之各爲一疇 而不究五事五紀之與相流通也 徒見皇極之
特立五位 而不究三德五福之與相聯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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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이전의 주들은 춘추시대 이전, 그 이후의 주들은 춘추시대를 표상한다고 말
하기는 어렵지만, 텍스트를 구분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홍범전｣을 관통하는 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의 보편
성이고, 다른 하나는 춘추의리이다. 먼저 도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황경원의
논리 속에서 홍범은 평이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윤휴가 오행을 상
식적인 상수학적 수준에서나마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과 달리 황경원은 이를 거부하
는데, 기초적인 감응론, 즉 오행(五行), 오미(五味), 오음(五音)과 같은 정도의 상관론
이외의 상수학적 설명, 특히 소옹상수학적 설명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홍범의
평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황경원은 홍범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황경원은 소식(蘇軾,
1037-1101)이 도통의 전수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와 기자가 살았
던 시대는 천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그 전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홍범오행의 도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27)
한편 그는 우의 ｢낙서｣, 그리고 기자의 홍범이라고 말할 때의 신비성을 제거하
기 위해 홍범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이 특별히 받거나 그 인물만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홍범황극을 받
았다고 설명한다.328) 보편적인 도처럼 통치의 방법인 홍범 역시 보편적인 것이다.
심지어 “신성한 거북이가 낙수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야 상서롭다고 할 수 있는
가”329)라고 말함으로써 ｢낙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이러한 그의 비판들은 ｢낙
서｣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도의 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는 논어를 홍범과 연결시키는 지점에서도 발견된다.
황경원에게 “용모는 공손함을, 말을 할 때는 진실됨을, 볼 때는 밝게 봄을, 들을 때
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라”고 한 공자의 말과 홍범의 오사를 동일한 것이

327) 江漢集 권11 ｢洪範傳｣. “蘇氏曰 天以是道 畀之禹 傳至於我 不可使自我而絶 非也 夫洪範自
夏禹氏 至箕子千有餘歲 猶未絶也 是洪範五行之道 流行於天地之間 亘萬世而常不絶也 箕子以亡
國之臣 雖不陳焉 亦可也 何論其道之絶與不絶邪.”
328) 江漢集 권11 ｢洪範傳｣. “盖洪範皇極之妙 不在於日月星辰風雨寒燠歲時曆數 而在於人主之一
心也 故虞書曰 惟精惟一 允執厥中 執中者 會極之謂也 洪範在虞 雖謂之上帝錫舜 固可也 商書曰
懋昭大德 建中于民 建中者 建極之謂也 洪範在商 雖謂之上帝錫湯 亦可也.”
329) 江漢集 권11 ｢洪範傳｣. “何待神龜出於洛 然後爲瑞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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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330) 사(思) 즉 생각하는 것 역시 공자의 말 안에 있다고 본다.331) 황경원이 오사
를 공자의 말과 연결시킨 이유는 오사를 인(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황경원은
공자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방법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듣지 말며 예
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인이 마음의 오묘함을 전수한 것으로, 그 시작은 기자가 무왕에게 고한 것이라고
말한다.332)
황경원이 강조하는 춘추의리는 기본적으로 군신관계, 특히 군주와 신하의 위상
에 대한 것이며, 왕권의 속성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가 기자에게 주목하는 것은 기
자의 정체성과 은(殷)과 주(周)에 대해 보인 태도 때문이다. 먼저 황경원은 기자가
스스로를 은의 신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왕 13년이 아니라 은나라
의 13사라고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333) 그럼에도 홍범편이 ｢상서(尙書)｣에 들어
가지 않고 ｢주서(周書)｣에 들어간 이유는 이미 천하가 주무왕에게 넘어갔기 때문이
라고 밝힌다.334) 이는 기자가 은의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드
러낸 것이다. 한편 기자가 은의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인 무왕에게 홍범을 진실한 이유는 무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의
질서와 문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부연한다.335)
황경원은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을 전해주었을 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는 무왕이 말한 이륜(彛倫)과 기자가 말한
이륜은 의미가 다르다고 전제하고, 무왕은 오교(五敎)에 기초하여 이륜을 물었으나
기자는 이에 대해 말하는 대신 구주(九疇)를 부연하여 답하였다고 한다.336) 황경원
330) 江漢集 권11 ｢洪範傳｣. “孔子曰 貌思恭 言思忠 視思明 聽思聰 與洪範所謂五事 未嘗異焉.”
331) 江漢集 권11 ｢洪範傳｣. “而思也亦在其中矣.”
332) 江漢集 권11 ｢洪範傳｣. “顔淵問仁 孔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
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孔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
敏 請事斯語矣 此聖人傳心之妙也 非惟孔子授之於顔淵也 始自箕子告之於武王也.”
333) 江漢集 권11 ｢洪範傳｣.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何也 其曰十有三祀者 商王之十有三祀也
非武王之十有三年也 商王之十有三祀 武王何以訪箕子也 盖文王囚于羑里 至商王之十有三祀 自羑
里釋歸岐陽 故武王訪于箕子 亦在是年歟.”
334) 江漢集 권11 ｢洪範傳｣. “曰 商王之十有三祀 非武王之十有三年 則孔子何以錄之於周書 而繫
之於武成之下也 其所謂訪于箕子者 武王也 非商王也 故洪範繫於周書 而不繫於商書也 孔氏傳曰
箕子稱祀 不忘本也 然武王旣有天下 則箕子雖不忘本 必不以周十三年 稱商之祀也.”
335) 江漢集 권11 ｢洪範傳｣. “且書曰 商其淪喪 我罔爲臣僕 言商室雖淪且亡 我不能爲人臣僕也
箕子之志 誠不能爲人臣僕 則安能爲人傳道乎 由此觀之 商室旣亡 不爲武王陳洪範者 可知矣.”
336) 江漢集 권11 ｢洪範傳｣. “武王之所謂彝倫者 本之以五敎之常而問之也 箕子之所謂彝倫者 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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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기에 무왕의 질문은 기자가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미 무왕이 상왕(商王)이
무도하여 천명을 잃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정당성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정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에게 도리어 이륜(彛倫)을 묻는 것은 이상할 뿐 아니라 기자
에게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337) 기자가 오교에 기초한 이륜을 설명한다면, 이는 자
신의 왕이 무도하다고 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그 상황에서 상
왕의 패륜을 언급하는 대신 오행(五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홍수를 다스리지 못
했던 곤(鯤)의 문제를 들어 홍범을 나열함으로써 무왕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황경
원은 해석한다.338)
황경원은 왜 기자가 무도한 상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은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황경원이 제 6주 삼덕에서 이
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답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황경원은 제 6주 삼덕을 교
화로 설명한 뒤, 교화의 내용이 되는 이륜 중에서 군신의 의리가 가장 크다고 말하
고,339) 홍범을 춘추의 유래라고까지 본다.340) 공자가 춘추를 지은 이유가 권위
의 정립 때문이라고 할 때,341) 홍범이 춘추의 유래라고 보는 것은 곧 황경원이
홍범의 핵심을 권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6주 삼덕에서 신하가 군주의
위상을 침범하지 않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춘추의리라고 보는 것과342) 기자의
상왕에 대한 태도를 연결시켜보면, 황경원은 신하가 충성을 맹세한 군주에 대해 그
군주가 패륜을 했다고 해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之以九疇之常而答之也.”
337)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問答皆以彝倫爲言者 抑又何哉 泰誓曰 天有顯道 厥類惟彰 今商
王受狎侮五常 荒怠不敬 自絶于天 嗚呼 武王之問箕子者 與泰誓無以異也 然則所謂我不知彝倫攸
叙者 豈非爲商而發也歟..”
338)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人臣之事其君也 君雖無道 而不忍斥言其惡 故詩人知厲王之將亡
而託於文王之所以嗟歎殷紂者 以刺厲王 其詩曰 咨女殷商 如蜩如螗 如沸如羹 小大近喪 人尙乎由
行 內奰于中國 覃及鬼方 箕子不忍言商王之斁彝倫 故言鯀之所以汨陳五行者 以對武王 亦詩人忠
厚之意也.”
339)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此五者 生民之彝倫也 而君君臣臣之義爲最
大.”
340)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君君臣臣之義 不待春秋而明者 其惟洪範乎.”
341) 江漢集 권11 ｢洪範傳｣. “子路曰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定公問君使臣
臣事君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孟子曰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然則臣之於君也 烏
可以不盡其義乎 故傳曰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 此之謂也 至於後
世 彝倫斁滅 君不君 臣不臣 威福下移 大夫玉食而無所懼 孔子於是作春秋 以明大義.”
342) 江漢集 권11 ｢洪範傳｣. “臣之有作福作威玉食 其害于而家 凶于而國 凡天下之爲人臣者 讀洪
範三德之疇 孰敢有作福作威玉食之心乎 然則洪範其可謂春秋之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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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 옮겨간 상황에서 패륜한 왕이지만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간다는 사유
에는 운명에 대한 인정과 개인적 결단 사이의 역설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운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결단이다. 황경원의 운
명과 개인적 결단에 대한 사유는 제 4주 오기(五紀)에서 드러난다. 황경원은 오기에
나오는 역수(曆數)를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의 1원(元)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논자이다. ｢율력지｣의 1원은, 세계가 출현해서 재해가 나타나는 패턴을 음양을 계산
해서 주기를 찾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원의 처음 106년이 되면 가뭄이 9년 들고, 그
다음 374년에 수해가 9년이 든다. 이런 방식으로 재해가 누적되어 4617년이 되면
천지 1원이 끝난다.343) 황경원은 4617년을 음양이 누적되어 재해가 생기는 수라고
규정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이를 모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천하 국가의 운
명 역시 알 수 없다고 말한다.344)
1원을 재해의 주기로 설명하는 황경원의 결론은 결국 운명을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는 소옹의 원회운세설과 비교해보면 황경원의 운명과 변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소옹상수학에서 변화를 원회운세(元會運世)와 세월일성(歲月日星)으
로 나눈 것은 변화의 주기를 파악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황경원은
｢율력지｣의 재해의 패턴을 가져오면서도 운명은 알 수 없고 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황경원에게 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일
뿐이다. 황경원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순과 우의 고사를 인용해 성왕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길흉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345) 또
한 양위와 세습의 문제를 들어 요와 순이 뛰어난 통치자들이었고 또한 세습과 비교
해볼 때 양위가 통치의 측면에서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346) 성
왕의 개인적인 행복으로 보자면 세습이 더 좋은 것이다.347) 세습왕조의 왕위계승자
343) 江漢集 권11 ｢洪範傳｣. “歲月日星十二辰 天官之書 盖亦詳矣 而惟其所謂曆數 誠不可推也
律曆志 稱十九歲爲一章 四章爲一部 二十部爲一統 三統爲一元 則一元有四千五百六十歲 初入元
一百六歲 有陽九爲旱九年 次三百七十四歲 有陰九爲水九年 凡災歲通爲四千六百一十七年 而天地
一元之氣 於是乎終.”
344) 江漢集 권11 ｢洪範傳｣. “此陰陽水旱之數 自然相乘 雖聖人 亦不可得而免也 况天下國家之命
或長焉 或不長焉 孰能識予奪之機也哉.”
345) 江漢集 권11 ｢洪範傳｣. “故舜之告禹曰 天之曆數在汝躬 何其神也 禹曰 枚卜功臣 惟吉之從
舜曰 官占惟先蔽志 昆命于元龜 朕志先定 詢謀僉同 鬼神其依 非天下之至精 其孰能與於此哉.”
346) 江漢集 권11 ｢洪範傳｣. “孟子曰 丹朱之不肖 舜之子亦不肖 舜之相堯 禹之相舜也 歷年多 施
澤於民久 啓賢能敬承繼禹之道 益之相禹也 歷年少 施澤於民未久.”
347) 江漢集 권11 ｢洪範傳｣. “且聖人所貴乎命者 尊爲天子 富有四海 宗廟饗之 子孫保之也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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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반드시 적합한 통치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와 순과 같은 성왕들만
이 자신의 아들들의 통치자로서의 부적합성 때문에 왕위를 세습하지 못한 것은 역
수로 이해하기 어렵다.348)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운명이다.349)
｢홍범전｣이 운명의 가혹함과 인간이 그 운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경원의 운명에 대한 강조가 비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황경원은 역수로 운명을 예측할 수 없고 운명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오기를 설명함에 있어
서 운명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황경원은 제 4주와 제 6주가 연결된다고 주장했는
데, 제 6주 삼덕을 이륜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군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
명했고, 제 4주는 운명의 문제로 보았다. 이로부터 그가 운명과 관계없이 군신의 의
리는 지켜져야 하며, 왕의 권위는 침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황경원에게 있어서 왕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는 전제적인 왕을 전제하
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제 5주 황극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면,
홍범에 대한 해석에서 강한 왕권이나 그 전제성, 혹은 자의적인 권력의 사용으로 해
석될만한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황극을 왕의 표준이 아닌 상제
의 표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황경원의 왕권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등장
하는 지점이다. 황경원에게 있어서 법과 제도의 정당성은 왕이 아닌 상제로부터 나
오는 것이며, 왕은 상제를 대리해 통치를 하는 존재가 된다.
황경원은 황을 제(帝)로 번역한다. 상제가 백성들이 갖고 있는 표준을 세워서
천하의 아들들에게 효를 행함을 알게 하고 신하들에게 충을 행함을 알게 하며, 어린
자들에게 공경을 알게 한 뒤에 오복의 상서로움이 모아서 이를 베풀어주는 것이라
고 해석한다.350) 성인이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상제가 세운 표준으로 백성들과 함

348)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上帝不以太康絶禹之世 不以武乙絶湯之世 不以穆王絶文武成康之
世 而獨於堯舜之子 以其不肖 使不得繼父之世 則曆數甚不中也.”
349) 江漢集 권11 ｢洪範傳｣. “舜禹益相去久遠 其子之賢不肖 皆天也 非人之所能爲也 然堯之子舜
之子 雖皆不肖 豈不若夏之太康 商之武乙 周之穆王乎. (중략) 豈曆數不在於德 而上帝亦莫能移者
歟.”
350) 江漢集 권11 ｢洪範傳｣. “皇之爲言 猶帝也 盖言上帝旣建庶民所有之極 使天下之爲人子者 知
其爲孝 天下之爲人臣者 知其爲忠 天下之爲人弟者 知其爲敬 然後集五福之祥而敷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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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고 이를 보존하며 상제가 모은 복을 베풀어주는데, 황경원은 이를 하늘을 “대
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51)
이렇게 규정한 뒤, 황극을 군주의 표준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황경
원은 먼저 공영달이 황극을 대중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황을 대로, 중을 극으로
번역할 경우 “유황작극(惟皇作極)”이라는 말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352) 채
침의 경우 황을 군주로, 극을 북극의 극과 같이 지극함 또는 표준의 명칭으로 해석
했는데, 그럴 경우 “우제기훈(于帝其訓)”이라는 말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다.353) 그리고서 기자가 홍범을 말할 때 하늘을 지칭할 때 황(皇)이나 제(帝)라고 부
르고, 군주를 지칭할 때는 너[汝]라고 말하거나 왕(王)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황을
왕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54) 황극이 상제가 된다면, 왕은 입법자가 아니
라 상제의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대리자이자 수호자가 된다.
황경원의 황극해석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황극을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보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주 성왕이 즉위했을 때 무경(武庚), 관숙(管叔)，채숙(蔡
叔)，곽숙(霍叔)의 반란과, 반란진압과정에서 주공과 성왕이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355)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가혹
351) 江漢集 권11 ｢洪範傳｣. “聖人爲天下君 以上帝所建之極 與庶民而保守之 錫上帝所集之福 所
以代天工也.”
352) 江漢集 권11 ｢洪範傳｣. “孔氏曰 皇大也 極中也 施政敎 治下民 當使大得其中 (중략) 然孔氏
以皇爲大 則所謂惟皇作極者 何也.”
353) 江漢集 권11 ｢洪範傳｣. “蔡氏曰 皇君 極 猶北極之極 至極之義 標準之名。(중략) 而蔡氏以
皇爲君 則所謂于帝其訓者 何也.”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처음 번역한 것은 채침이 아니라 주희
이다. 황경원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으나, 주희를 직접 비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침을
통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354) 江漢集 권11 ｢洪範傳｣. “箕子之於洪範 稱天則或謂之皇 或謂之帝 稱君則或謂之汝 或謂之王
未嘗以王謂之皇也.”
355) 江漢集 권11 ｢洪範傳｣. “古之王者 治國家 必立皇極 皇極不立 不足以化成天下也 昔周成王
旣踐位 武庚先叛 而管叔蔡叔霍叔爲之黨 以助其亂 周公受命討武庚 遂戮管叔 囚蔡叔 降霍叔于庶
人 居未幾 奄人繼叛 成王出師往討之 盡滅奄人 然殷民思先七王如父母 武庚雖誅 而妹土不靖之民
不心服 謀爲大亂者久矣 周公患之 與召公始營洛邑 遷殷民於四百里外 召公卜宅 定城郭溝洫之仞
而殷民相率攻位 周公用書命邦伯 以役侯甸 而殷民無不丕作 此所謂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也 周之御事 苟不與殷之御事相親比 則殷之御事不變也 故召誥曰 予小臣 敢以王之讎民 百君子越
友民 保受王威命明德 讎民者 殷之御事仇讐之民也 友民者 周之御事友順之民也 盖成王旣立皇極
使卿士無敢朋比 不可以王之讎民 而惡之也 亦不可以王之友民而好之也 此所謂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也 殷之賢者 猷足以贊王之謀 能足以輔王之政 守足以貞王之化 則王者宜不忘之 故洛
誥曰 其大惇典殷獻民 亂爲四方新辟 獻民 賢者也 成王念殷之賢者而大厚之 此所謂凡厥庶民 有猷
有爲有守 汝則念之也 及蔡仲 克庸祗德 周公嘉之 以爲卿士 已而叔死 乃告成王 封于蔡而命之曰
惟爾率德改行 克愼厥猷 肆予命爾 侯于東土 往卽乃封 此所謂而康而色 曰予攸好德 汝則錫之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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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지 않고 위세가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황극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356) 황극은 때로는 위엄을, 때로는 은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도라
고 할 수 없다.357)
황극을 상제의 표준으로 보고 왕이 그 표준을 통치로 실현한다는 논리 속에서
보면 왕은 상제의 대리자이다. 한편 각 왕들이 시대에 따라 다른 황극을 사용한다고
할 때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일 수 있다. 만약 양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왕은 상제가 시대마다 다르게 내려주는 황극을 대리해서 실현하는 존재가 된다. 사
실 황경원이 황극을 상제의 표준으로 번역하고 왕을 대리자로 한정하고자 했던 것
은 왕의 자의적 권력의 강화나 그 폭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황경원은 왕의 사법적 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 6주 삼덕을 형정이 아닌
교화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범전｣에서 삼덕은 주관에서 말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이다.358) 황경원
은 기본적으로 제 6주를 왕의 수신에 기초한 교화로 설명한다.359) 그리고 그 사례
로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관저(關雎), 갈담(葛覃), 토저(兎罝), 한
광(漢廣), 인지(麟趾)와 소남(召南)의 채번(采蘩), 소성(小星), 고양(羔羊), 행로(行露),
추우(騶虞)의 내용을 든다. 그 교화의 효과는 세속이 변화해서 순정해지고, 대부들이
절검하고 정직하며, 인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360) 교화를 통해 사
람들과 습속이 바뀌기 위해서는 왕이 그 뜻을 진실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말하는 평천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361)
也.”
356) 江漢集 권11 ｢洪範傳｣. “王者之政 必無虐於至微之民 無畏於至盛之位 然後皇極可立也.”
357)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皇極 或主於威 或主於恩 非一道也.”
358) 江漢集 권11 ｢洪範傳｣. “(三德) 所以作人也 夫周官作人之法 於其德 則知仁聖義忠和是也 於
其行 則孝友睦婣任恤是也 於其藝 則禮樂射御書數是也.”
359)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君子不能切之如大斧之治骨焉 磋之如巨鑢之治角焉 琢之如槌鑿之
治玉焉 磨之如沙礫之治石焉 則剛者無以爲柔 而柔者無以爲剛也 雖欲作人 其可得乎.”
360) 江漢集 권11 ｢洪範傳｣. “盖文王作人之盛 最詳於詩 周南則關雎葛覃 所以見后妃性情之正 雖
已貴而能勤 已富而能儉也 樛木 所以見后妃逮下 而能無嫉妬之心 子孫衆多也 兎罝 所以見野人之
才 皆可爲公侯干城也 漢廣 所以見游女端莊靜一 非復如前日之俗也 麟趾 所以見子孫宗族之皆化
於善也 召南則鵲巢 采蘩 所以見諸侯夫人承后妃之化 而又有純一之德也 小星 所以見諸侯夫人承
后妃之化 能不妬忌 以惠其下也 羔羊 所以見大夫節儉正直也 行露 所以見女子貞信自守 而不爲强
暴所汚也 騶虞 所以見仁心之不由勉强也 豈非三德之効歟.”
361)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文王不誠其意 則無以正其心也 况能正萬民之心乎 不正其心 則無
以修其身也 况能修萬民之身乎 不修其身 則無以齊其家也 况能齊萬民之家乎 不齊其家 則無以治
其國也 况能治天下之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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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황극이 일정한 도가 아니라는 것이 왕의 자의적인 권력의 사용으
로 해석될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상제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고리는 황경원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황경원이 황을 상
제로 번역함으로써 왕과 상제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이륜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영
역과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영역을 결합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상제와 왕의 관계나, 왕이 상제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지 않
았고, 원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부정하고 현상을 통해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보았기
때문에, 황경원의 주장은 결국 왕의 결단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는 상제
의 뜻과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고, 실패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결과주
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황경원의 홍범구주해석의 또 다른 독특성은 제 3주 팔정에서 발견
된다. 황경원의 홍범해석에서 독특한 점은 팔정에 대한 해석이다. 황경원은 팔정을
관료적 입장에서 해석한다. 황경원은 먼저 팔정에서 식(食), 화(貨), 사(祀), 빈(賓),
사(師)는 는 그 일은 존재하지만 관직명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사공(司空), 사도(司
徒), 사구(司寇)는 관직명은 있지만 그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다.362) 그리고 주관(周官)의 관직명을 토대로─사공은 토지를 관장하며 경제를 담
당하고, 사도는 학교를 관장하고 교화를 위한 관직이며, 사구는 형벌을 관장하는 사
법제도이다. 그리고 팔정에 등장하지 않지만, 종백(宗伯)은 예를 관장하며 신과 인간
을 모두 다스려 상하를 화합하게 하고, 사마(司馬)는 군대를 관장한다─ 팔정을 정
리한다.363) 사실 팔정을 오관(五官)과 연관시킨 것은 성호 이익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김성윤 2001, 83) 독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경원의 정말 특이한 점은 팔
정을 총재(冢宰)와, 그리고 국가예산과 연관시킨다는 것이다. 총재는 국가예산을 관
장하기 때문에 조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국가의 일년 총수입을 계산해 삼십
년간의 국용을 예측하고 각 부서에 분배해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364) 그리고 주공(周公)의 업적을 주관(周官)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평
362) 江漢集 권11 ｢洪範傳｣. “食也貨也祀也賓也師也 著其事而不著其官 司空也司徒也司寇也 著
其官而不著其事.”
363) 江漢集 권11 ｢洪範傳｣. “此三疇之所以變化也 書稱司空 掌邦土 居四民 時地利 司徒 掌邦敎
敷五典 擾兆民 司寇 掌邦禁 詰姦慝 刑暴亂 此三者 見於三疇也 宗伯 掌邦禮 治神人 和上下 司
馬 掌邦政 統六師 平邦國 此二者 不見於三疇也 然食貨 宜屬司徒 賓祀 宜屬宗伯 師 宜屬於司馬
名爲八政 而其實 五官之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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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365)
황경원의 설명에 따르면 총재는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총
재가 행정전반을 관리하고, 통치의 기초로서의 이륜은 상제가 내리고 왕의 사법적
권한이 배제되어 있다면, 황경원에게 있어서 왕의 실질적인 역할은 교화에만 국한되
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황경원이 사유하는 왕권이란 실질적인 권력이라기보다 상징
적인 권위가 된다.
지금까지 주석자들의 황극해석과 왕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석자들의
공통점은 왕을 통해 법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는 점과,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법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왕은 표준을 제시하는 존
재이며, 왕이 제시하는 표준이 인륜이라는 것은 주희가 생각하는 왕과 정치공동체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선, 정치공동체에서 기준은 단일한 원천에
서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치공동체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
와 자신들의 지위에 따른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당성에 기초한 기준
들이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치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
치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준의 출처는 한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이론가들은 황극의 제도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문제는
왕의 판단과 왕이 만든 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이다.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황극의 조건으로 심법(心法)을 제안함으로써 아포리아를 해결하고자 한
다. 주석자들 중 도덕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심법을 경(敬), 즉 신중한 태도
라고 규정한다. 한편 상수학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심의 대상, 즉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사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수로 분할한 뒤,
왕의 판단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수학적 설명을 제공하
는 서명응의 경우 심법을 점과 동일한 것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364)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記曰 冢宰制國用 必於歲之抄 五穀皆入 然後制國用 用地大小 視
年之豐耗 以三十年之通制國用 量入以爲出 祭用數之仂 仂也者 謂一年經用之數 用其什一也 然則
八政所謂食也貨也祀也 無非冢宰之所統領也 故司徒斂其財賦 以均齊天下之政 而宗伯禋祀上帝 血
祭社稷 以烝嘗 祼享先王而已矣 安知冢宰制國用者 不在於八政之首哉 故周公始建周官 必有以折
中八政 而損益二王之制也.”
365) 江漢集 권11 ｢洪範傳｣. “惜乎 周官未及成 而周公遽已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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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극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나 상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은 모두
공통적으로 법제를 만드는 왕의 권위는 강화시키지만,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제어하
려는 태도를 보인다. 박세채와 서명응은 황극의 수인 5가 우주론(cosmology)에서
갖는 의미와 왕의 위상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왕에게 5의 의미, 즉 세계
의 중심성, 항상성, 보편성을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서명응이 심법을
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 것은, 세계의 패턴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왕을 전제하
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강한 왕권론자라고 평가되는 윤휴의 경우도 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윤휴는 왕이 결정한 제도는 왕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제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왕이 능력이 없을 경우 섭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
한 윤휴의 태도에서 그가 왕의 권위는 긍정했지만 권력은 제어하고자 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황경원은 왕의 권위의 원천을 상제로부터 도출함으로써 왕권을 강
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을 권력행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묘사함으
로써 왕권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주석자들이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구상 대신 심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왕권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상이나
언관은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왕의 판단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성리학이 왕의 자의적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도통을 왕통과 분리해 도덕적 권위를 정치적 권위 위에 놓고 도통을
제도화하는 것과, 학문적인 차원에서 최종결정자인 왕의 판단을 문제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도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성리학은 통치질서를 확고히 하
기 위해 왕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석자들은 황극개념을 해석하면서 권위를 높이고 권력은 제어할 수 있는 이론
적 사유를 개진했으나, 실제로 정치에서 황극개념은 왕권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처
럼 해석되었고, 왕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366) 그 과정에서 황극은 왕의
366) 이는 영조의 박세채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다. 영조는 즉위 초인 1727년(영조 3) 박세채의
상소문이 치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문집으로 간행할 것을 명하였고(영조실록 영조 3년 10
월 13일), 1764년(영조 40)에는 문묘에 배향하였다(영조실록 영조 40년 3월 1일). 이때 박
세채의 외손인 신경(申暻)은 영조가 박세채의 업적을 황극만으로 평가한다며 황극을 도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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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보다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하며, 심법과 분리되어 이해되기 시작한다.

부로 국한시키고, 영조의 태도를 비판하였는데(영조실록 영조 40년 10월 9일) 신경이 느꼈
던 불편함은 도덕보다 황극이 더 크게 평가받는 데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경의 태도로부터
그가 영조의 황극에 대한 관심을 왕권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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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8세기 왕권과 황극개념의 수사적 사용
3장에서 살펴본 학자관료들의 경우 홍범의 해석과 황극의 규정에서 왕의 권위
와 권력을 구분하고 후자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통치에 있어서 권위
는 질서와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공동체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권력
은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법(心法)이 강조되고 황극의 황을 왕이 아닌 상제로
규정하는 등의 이론적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 있어서 권위와 권력은
쉽게 구분되거나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고, 전통국가에서 권력을 구분해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미비했기 때문에 왕들이 권위를 강조하는 이론이나 개념들
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다. 이러
한 문제는 조선시대의 정치이론이 통치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정치에서 왕들이 황극개념을 왕권강화를 정당화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황극개념이 정치적 수사에 의해 그 의
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다룰 케이스는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와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이며,
양자 모두 황극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rhetoric)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
조와 정조가 황극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영조가 정치적 맥락에 따
라 자의적으로 황극을 해석하고 관료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로 사용한다면,
정조는 마음과 심법, 그리고 황극을 이론적으로 재규정한 위에서 수사적으로 사용하
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학문에 대한 입장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왕이 처한
역사적 맥락의 차이이기도 하다. 영조의 경우 경종독살 혐의 때문에 왕위계승의 정
당성이 취약했고, 따라서 즉위 초반부터 영조의 즉위에 반대하는 반란을 겪을 수밖
에 없었다. 영조는 무신란(戊申亂, 1728), 나주괘서사건(1755) 등과 같은 정통성을
의심하는 도전들과 직면하면서도 동시에 관료들 간의 권력균형을 맞춤으로써 왕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상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영조는 기본
적으로 정치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며, 세습적 정당성 외의 정당성의 구축에 큰 관심
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성리학적 군주로 자신을 표방함으로써 군사의 지위를 주장하
는 것(윤정 2007)과 탕평, 균역, 준천으로 요약되는 실질적인 통치의 업적367)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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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자의 경우 도통으로 요약되는 학자들의 권위를 왕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권
위를 일원화한 것이고, 업적은 왕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권력을 강
화하거나 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제이다.
한편 정조의 경우, 즉위시기부터 영조와 다른 질서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조대에 관료화가 진행되고 행정이 강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대부들이 몰
락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즉 관료제가 발달하고 사대부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를 가져온다.368) 관료제의 발달은 강한 왕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만, 발달된 관료제는 왕권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도통을
대표하는 사대부들은 권위를 두고 왕과 경쟁하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왕권을 인정
하고 존중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8세기에 나타난 중앙을 중심으로 관료제가 발달하고 사대부계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왕들과 달리 정조가 대립하고 있었던 세력이 관료들이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왕과 사대부들이 학문적 권위를 두고 경쟁한다면, 왕과 관
료들은 제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경쟁한다. 즉 왕은 기존의 법제를 넘어선 임의적인
판단을 통해 왕권을 구현하고자 하고, 관료들은 제도나 절차를 우선시함으로써 임의
적 판단을 제한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관료제의 발달은 사실 황극의 의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관료제의 발
달에서 주목해야 할 세력은 소론인데, 상수학을 통해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노정한
367) 균역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손병규(2008)를, 대동법에 대해서는 이정철(2010), 준천사업
에 대해서는 조광권(2004)을 참조할 것.
368) 베버는 중국의 군주제를 분석하면서 중국관료제가 불완전한 중앙집권화와 성문화되지 않은
운영방식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관료제와 왕의 관계는 왕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
다. 즉 왕이 비범한 정치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 관료제는 약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가
왕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관료집단의 정문성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버는 중국의 제도를 언급할 때 관료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도
관료제를 가진 국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Weber 1968).
베버가 중국의 관료체제를 관료제라고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근대적인 형태의 관료체제
에 대해서만 관료제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 쿤(Kuhn)에 따르면 베버 입장에서 가부장적이고
세습적인 통치체제를 갖고 있던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 관료제라고 보기 어려웠다. 가부장적 군
주는 관료들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률의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Kuhn 2004, 300).
중국의 관료제를 연구한 쿤과 우드사이드는, 이러한 베버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관
료제사회였던 점을 관료적 행정의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관료제적 왕정
을 서구적 의미에서의 관료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이 인간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문서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이다(Woodside 2010, 32; Kuhn 2004,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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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인 박세채와 서명응이 모두 소론과 연관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서인
에서 분화한 소론의 독특한 위상은 특히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국가의 의
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영조 초반 정국을 구성했던 소론은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행정으로 대체한다. 이들은 정치분열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힘써야 할 것은 옳고 그
름에 대한 정치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의 구현과 국가행정의 확산을 통한 민
생의 구제라고 주장한다.369)
소론은 노론에 비해 그 세력이나 영향력이 작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행정을
통한 국가의 강화는 사대부들이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분열된
사회를 성리학적 제도에 의해 통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일
한 선택지가 되었다.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론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시비판단자로서의 왕의 위상은 단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적 계기를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370) 공사(公私)의 문제를 철학적인 것
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고 국가의 관심을 도덕의 확산에서 행정의 강화로 전환
시켰다. 정치보다 행정에 방점을 둔 소론의 행보는 노론이 정치전략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영조 재위 초중반 이후부터 등장하는 원경하나 홍계희와 같은 노론계 관
료들은 기존의 노론과 다른 제도개혁론자들이었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탕평당, 탕당이라고 명명되는 영조대에 성장한 관료들을
제거하고 각 파벌들의 준론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준론, 즉 학문적․
369) 소론들의 행정의 확대에 대한 고민은 동시대 종법의 확산과 예제에 의해 국가질서를 재편하
고자 했던 노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조성산이 지적한 것처럼 소론과 노론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해석차에서도 잘 드러난다(조성산 2009a). 소론은 “예에 없는
예”에 의거해 명황제들에 대한 제사를 올림으로써 예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문명의
계승자로서 청과 경쟁하고자 하는 노론과 달리 좋은 통치가 문명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좋은 통치의 핵심을 행정으로 파악해서 국가사회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제도의 기획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소론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 18세기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목민서
의 편찬이다. 18세기부터 치군요결, 목민고, 사정고(四政考), 거관대요(居官大要), 목
강(牧綱)과 같은 조선의 지방행정 현실에 바탕을 둔 목민서류와 임관정요(臨官政要), 목민
대방(牧民大方), 선각, 칠사문답(七事問答), 삼도(三到)와 같은 중국의 지방행정사례집
인 선각류가 편찬된다(김용흠 2010, 131-132). 목민서들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이정법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370) 당시 왕권의 강화를 통한 정치분열의 해소를 주장한 소론들은 박세채, 남구만, 최석정이며,
왕권강화에 대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박세채의 남계선생문집 권16 ｢癸亥熙政堂啓箚｣2;
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권12 ｢陳時務萬言疏｣, 남구만의 藥泉集 권13, ｢因災異會議書
啓｣; 최석정의 明谷集 권19 ｢仍陳所懷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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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가 관료보다는 사대부적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를 같이 하겠다
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371)
본 장에서는 영조와 정조가 처한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전제하고, 영조와 정조
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그 과정에서 황극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조의 경우 황극개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검토함으
로써 당대인들이 영조의 왕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늠하고, 정조의 경우에는 정
조의 저술들에서 자신의 왕권을 어떤 논리로 강화시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영조의 경우 정치개념과 연관된 저술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 어
떻게 논쟁하는지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찾아 검토하고자 한다.

1. 영조의 건극론과 황극논쟁 : ‘왕의 표준’ 대 ‘대중’
황극탕평론은 숙종대에 박세채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왕권의 의미와 관
련된 복잡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영조시기이다. 영조는 경종을 독살했
다는 혐의로 인해 왕위계승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왕이었지만, 종통적 한계가 문
제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 시기는 종법이 정착된 단계였고,372) 또 숙종
의 둘째 계비인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가 영조를 “삼종(三宗)의 혈맥(血
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조대의 왕권에 대한 논쟁은 예송논쟁처럼 예
학적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고 충역 문제로 나타났다.
영조가 탕평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론과 노론의
세력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김성윤 1997;
박광용 1994). 실제로 영조는 소론과 남인이 주도하여 일으킨 무신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론만을 등용하지 않고, 노소론을 함께 파직하고 오히려 소론인 이광좌를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정국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동시에 김재로
와 송인명을 좌우상으로 재임명하고 김시환(少)를 예조판서, 서종급(老)를 예조참판,

37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광용(1994, 146-148)을 참조할 것.
372) 조선후기 종법의 정착과정에 대해서는 고영진(1989; 1995;2008), 장동우(2010a; 2010b)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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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명(少)를 대사헌, 성덕윤(老)를 대사간에 임명하는 등(영조 13년 8월 무신;경오;
병자) 양당의 인물들을 함께 등용했다.
무신란(戊申亂)은, 소론‧노론‧남인을 모두 등용해 조정 내에 세력균형을 이룸으
로써 왕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영조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
이었다.373) 그러나 영조는 난의 진압을 소론들이 주도하게 만듦으로써 세력균형을
깨지 않음으로써 무신란 이후의 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충과 역, 옳
음[시]과 그름[비]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논쟁들이 영조대 통치
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로 인해 파벌들이 분화해나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74)
도통과 왕통을 분리함으로써 도덕에 의한 권력의 제어를 지향하는 성리학은 충
역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난점을 갖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치질서와 법
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의적인 왕의
권력은 제어되어야 하는데,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행사에 대
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충과 역은 군주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충역논쟁은 정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는 왕의 권력사용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영조 13년에 있었던 ｢혼돈개벽유시｣는 당시 사대부들의 당쟁을 비판하
고 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글이다.

“왕은 이렇게 말한다. 아! 공경(公卿)과 나의 시종신(侍從臣)들이 지금 특명으로 인해
모두 전정(殿庭)에 나왔으니, 구심(舊心)을 버리고 나의 이 유시를 들으라. 아! 당습
(黨習)의 폐단이 어느 때인들 없겠는가? 한(漢)의 청의(淸議), 당(唐)의 우(牛)·이(李),
송(宋)의 삼당(三黨), 명(明)의 동림(東林)이 전사(前史)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어
찌 귀감(龜鑑)이 되지 않겠는가? 아! 우리나라는 그 명목(名目)이 서로 바뀌면서 오
373) 무신란에 대한 설명은 이욱(2011)을 참조할 것.
374) 일반적으로 18세기 조선의 파벌(黨派, faction)은 크게 노론(老論), 소론(少論), 남인(南人)으
로 나뉘며, 각 파벌 내에는 정국운영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다시 준론(峻論), 완
론(緩論), 극론(極論) 등으로 나뉜다.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의 파벌과 내부의 입장차보
다 더 복잡한 세력분열이 생겨난다. 일단 영조대의 관료들의 경우를 간략히 언급하자만 파벌
(당파) 내에서 조정(court)의 운영방향이 자파의 정치적 명분과 맞지 않더라도 국정에 참여하
는 인물들을 일반적으로 완론(緩論)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한 뒤로는 탕당
(蕩黨)이라고 불렸다. 학계에서는 완론 혹은 탕당을 정국의 지지세력으로 삼은 영조의 정국운
영을 탕평정치라고 명명하는데, 시기마다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영조는 각 당의 완론인사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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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이 더 심해서 처음에는 군자(君子)라 하고 끝에 가서는
충(忠)이라 하며, 처음에는 소인(小人)이라 하고 끝에 가서는 역적(逆賊)이라 해서 서
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는 틈을 만들어 동종(同宗)이 도리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찬
축(竄逐)이 변해 살륙(殺戮)이 되기도 하며,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무리들이 중간
에서 용사(用事)하고 효경(梟獍)의 무리가 그 사이에서 틈을 노렸다. 아! 신축년·임인
년에 만약 조종(祖宗)의 묵묵한 보우(保佑)가 아니었더라면 삼종(三宗)의 혈맥(血脈)
이 어찌 오늘날에 있었겠는가? (중략) 여러 신하들은 비록 편당을 일삼지만 나는 오
히려 권권(眷眷)하다. 지임(遲任)이 말하기를, ‘사람은 오직 옛것을 구한다.’라고 하였
다. 아! 너희 조정에 있는 교목 세신(喬木世臣)들아! 너희 할아비와 아비는 열조(列
朝)의 은혜를 받았다. 신하는 비록 나를 등지지만 나는 차마 옛날을 잊겠는가? 몇 년
동안 고심(苦心)하다가 조화시키기를 자임(自任)하고 있는데, 오직 편당을 못할까 염
려해서 일마다 갈등이 생겼다. (중략) 명(命)을 황당하게 여기지 말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왕법(王法)에는 사(私)가 없다. (중략) 십야(十夜) 이전의 일은 혼돈(混
沌)에 부칠 터이니, 지금 이후는 바로 하나의 개벽(開闢)이다. 지난 습성을 버리고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각기 자손들을 훈유(訓諭)하여 영원히 후손을 보존하고
영명(永命)을 잇도록 하라. 신(神)의 척강(陟降)하심이 양양(洋洋)하고, 신기(神祇)가
소소(昭昭)하니, 각기 마음에 새겨 널리 유시함에 어김이 없도록 하라.”375)

영조는 위의 유시에서 조선에서의 파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애초에
파벌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쟁이 심화되면서 군자와 소인에 대한 구분이
충역을 구별하는 논리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같은 종파가 서로 원수가 되고, 귀향
보내는 정도에서 끝날 사안이 살육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무리들이 왕가를 노려 종사가 위태롭게 되었으나, 조종의 도움으로 왕가의 “혈맥”,
즉 삼종의 혈맥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 글에서 영조는 당쟁의 격화와 국가의 전복이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당쟁이 문제적인 것은 격화될 경우 비록 관
료들과 사대부들이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더라도 국가의 위기를 알아채지 못한다.

375) 英祖實錄 영조 13년 8월 28일(갑신). “王若曰 噫嘻 公卿越我侍從 今因特命 咸造于庭 黜乃
舊心 聽我此諭 嗚呼 黨弊何代無之 漢之淸議 唐之牛李 宋之三黨 明之兩林 斑斑前史 豈不龜鑑
嗚呼 我朝其名互換 逮至今日 其弊轉甚 初曰君子 末則曰忠 初曰小人 末則曰逆 戈戟相尋 仍成釁
隙 同宗反爲仇敵 竄逐變爲殺戮 患失之輩 從中用事 梟獍之徒 窺釁其間 嗚呼 辛壬若非默佑 三宗
血脈 豈有今日 (중략) 諸臣雖黨 予猶眷眷 遲任有言 人惟求舊 咨爾在廷喬木世臣 乃祖乃父 受列
朝恩 臣雖負我 予忍忘舊 幾年苦志 調劑自任 惟恐不黨 隨事葛藤 (중략) 毋荒此命 若有違者 王法
無私 (중략) 十夜以前 付諸混沌 于今以往 卽一開闢 黜乃往習 同寅協恭 其各訓諭 若子若孫 永保
後昆 迓續永命 陟降洋洋 神祇昭昭 其各銘佩 無替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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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대부들이 당습을 그쳐야만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치에 대한 논쟁을 당쟁으로 폄하하고 무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갖고 있다. 박광용에 따르면(1994, 119-120) 영조는 ‘제일 먼저 당론을 없
앨 것’을 탕평정국의 표방으로 내세우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개인 차원의 싸
움을 국가의 차원으로 비화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영조 5년에는 갑인 이후
예론과 임술년 이후 사문 시비의 전말을 국조보감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런 결정은 영조 말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조낭관의 통청권을 폐지(영조 17년)하거
나 조선의 경우 군자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붕당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영
조 25년 4월 병신). 물론 정파들이 강하게 대립할 경우, 실제 인재를 등용할 수 없
거나 통치를 위한 행정적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의 정치적 판단이나 통치의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당대인들에게 문
제적이라고 인식되었다.
반면 영조는 군주가 판단을 하면 신하들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신의 관
계를 부자관계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영조 5/10/경술). 그리고 자신을 건극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기준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3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건극에는 조건이 있다. 홍범구주의 주석들은 제 1주부터 4주까지를 건극
의 방법으로 보거나 혹은 제 2주인 오사를 강조함으로써 왕의 기준이 이륜(彛倫) 즉
도덕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조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홍범구주에서 말하는 건극을 정
치수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극개념이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황극을
주희의 정의, 즉 “왕의 표준”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주희에 의해
명백하게 “왕의 표준”이라고 설명된 황극은 왕권의 강화됨에 따라 주희가 부정했던
중(中)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영조 3년 이조참판 윤순(尹淳)
은 “대중을 세워 황극을 건설하”라는 상소를 올린다.376) 윤순의 논리에 따르면 황
극을 세울 수 있는 전제가 대중(大中)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이 표현은 주희가 “권
(權)과 의(義)가 행해지면 황극이 선다”377)라고 한 표현과 대비된다.
윤순의 발언에서 대중이 마음의 문제에 속한다면, 주희가 말한 권과 의는 변화

376) 承政院日記 영조 3년 10월 11일.“立大中而建皇極矣.”
377) 朱子語類37:54. “權義擧 而皇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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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378)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권은 일상적인 법이나 예제가 아
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변칙적 대응을 의미한다. 주희는 권과 같
은 변칙이 수용될 수 있는 근거는 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379) 여기에서 의는 정당
성으로, 정당성이 획득되면 변칙인 권이 상법(常法)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주
희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황극의 임의성이다. 주희에게 있어서 황극은 왕
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인(聖人)이 자연질서와 인간본성의 패턴을 파악해 인간의 질
서로 재현한 인극(人極)380)과 다르게 자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의 구절은 주희가
왕의 자의적 판단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화과정을 거쳐야 한
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희는 인극과 황극을 구분
한 뒤 황극을 인극에 수렴함으로써 그 자의성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윤순의 황극 역시 왕의 자의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의
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황극의 조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극을
세우는 조건으로 대중, 즉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황극을 내면적 질서와 연결시
키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황극을 마음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 하는 입장들은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난다. 영조 4년 지평 조정순(趙正純)의 상소
에는 “표준을 세우는 방법에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인주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에 편벽되고 매인 바가 없어 대중지정(大中至正)으로 그
아래에 임하는 것 뿐입니다”381)라고 말하는데, 그 역시 마음을 바르게 해서 대중지
정해지는 것을 황극을 세우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영조 9년 지평 권영(權瑩)은 아예
황극을 표현할 때 “황극대중의 다스림(皇極大中之治)”(승정원일기 영조 9/1/14)이
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황극과 대중을 병렬시킴으로써 황극의 의미를 대중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다.
황극을 대중으로 설명한 인물 중 주목해야 할 사람은 조명리(趙明履,
1697-1756)이다. 졸수재 조성기의 조카이자 정제두의 제자였던 조명리는 영조 22

378) 朱子語類37:54. “緣權字與經字對說 纔說權 便是變卻那箇 須謂之反可也 然雖是反那經 卻不
悖於道 雖與經不同 而其道一也.”
379) 朱子語類37:54. “義字大 自包得經與權 自在經與權過接處 如事合當如此區處 是常法如此.”
380)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381) 承政院日記 영조 4년 10월 5일. “持平趙正純疏 夫破朋黨 爲蕩平之術 莫詳於洪範一篇 而建
皇極實爲樞要 建極之道 無他 只是人主 先正其心 無一毫偏係之私 而以大中至正 臨其下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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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연자리에서 영조가 주희의 ｢황극변｣을 읽고 그 의미를 묻는 자리에서 황극을
대중으로 해석한다.

영조: 황자는 무슨 의미인가?
조명리: 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자는 극을 중으로, 황은 대라고 말했습니다. 대
개 황극은 대중을 말한 것입니다.382)

영조의 질문에 대해 조명리는, 주자가 반대한 해석을 주자가 한 말이라고 영조
에게 고한다. 주자가 대중으로 황극을 해석하는 것을 부정한 사실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조명리의 해석은 이전에 황극을 대중과 병렬시키거나 황극의 방법으로 대중을
제시한 사람들과 달리 황극을 대중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조명리의 황극해석은 그의 스승이었던 정제두의 이중적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제두는 서경에 대한 해석에서는 “황극은 대중이 아니다. 황은 곧 천자이며 극은
끝까지 이른 것이다”383)라고 말한 반면, 영조 4년 4월 24일 영조 앞에서 주희의 ｢
무신봉사｣를 강의하면서, 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 기준은 정일집중(精一執中)의 중으로, 시중(時中)이자 대중(大中)이다.384) 그는
물론 이 말이 황극을 대중으로 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황극을 계속 중과 함께
거론함으로써 황극이 마치 대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조명리가 황극을 대중이라고 해석한 것은, 왕의 자의적 기준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
는 황극을 마음에 묶어두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극을 마음과 연관해 해석하는 것은 홍양한(洪良漢, 1724-미상)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홍양한은 영조 32년 중용을 강의하는 자리에서 황극이 중용의 다른 이
름이라고 말한다.385) 영조가 황극과 중용이 같은 뜻이냐고 묻자 그는 “한나라 유자
들이 황극을 대중으로 해석했는데, 주자 역시 ‘끝까지 이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
니다. 표준의 명칭은 대중을 말한 것이고 ‘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중용입니다”386)
382) 承政院日記 영조 22년 4월 12일. “上曰 皇字何義也 明履曰 如大字之義也 朱子云極中 皇
大也 大抵皇極者 如大中之謂也.”
383) 霞谷集 권16 ｢書箚錄｣ 拾遺 皇極正解[又解]. “皇極非大中也 皇乃天子 極乃極至 言皇建此
極也 以上朱子言.”
384) 承政院日記 영조 4년 4월 24일. “如欲蕩平 則莫如建極 而第時中之義 未易 精一之中 天下
之大中也 子莫之中 爲執着之中也 必也講求大中之中 以爲根本.”
385)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7월 4일 “皇極卽中庸之異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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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한다.
황극을 마음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조선유자들의 경향은 황극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위에 인용한 윤순, 조명리, 정제두는 일반적으로 조제
론과 왕권강화를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는 소론계인데, 이들이 왕의 위상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주희의 황극해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시기 사대부들의 정체
성이 관료와 사대부 사이에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황극개념은 영조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영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왕의 특수한 위상을 구조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북극(北極)이나 옥극(屋
極)의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대부들이 영조의 왕권강화
의 방식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극개념과 연관해서 황극을 왕권의 유일한 속성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사대부
들의 저항은 18세기 문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하게 황극이 왕의 전유처
럼 사용되는 데 대해 저항감을 드러낸 사람은 노론인 김이안(金履安, 1722-1791)이
다. 김이안은 이선장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황극에 대해 논하면서, “모두 자신의 이
기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위의 교화에 따르는 것인데, 지금 인군의 일신에 그 중
요함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387)라고 짧게 불만을 드러낸다.

2. 정조의 명덕개념과 왕의 특수성
정조는 즉위와 함께 국조상례보편으로 상징되는 존왕적 예학을 폐지하고,388)
386)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7월 4일 “漢儒釋皇極以大中 朱子亦解以極至之義 標準之名 所謂大
中也 極至也 便是中庸也.”
387) 三山齋集 권3. ｢答李善長｣. “無偏無陂 朱子明言天下之人 皆不敢徇己之私 以從乎上之化 而
今欲歸重於人君身上 何也.”
388) 정조는 영조가 왕위의 강화를 위해 한 작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조상례보편의 위상을 약
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영조 훙서 직후 사학유학 정재관 등은 연거복(燕居腹)의 요질(腰絰, 燕
居帶)을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포대(布帶)로 사용하는데, 이는 참최상을 재최의 포대로 삼년
상을 끝내는 것이 됨으로 방상(方喪, 군주상)을 치루는 예가 되지 못하며 의례와 맞지 않는
다고 비판하면서, 연거복 문제 외에도 성균관 사학 유생의 상복을 3개월 복 후 백의백관으로
3년 상기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조 즉위년/3/16). 정재관의 비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조상례보편이 전중(傳重)과 계승(繼承)와 연관된 측면에서는 왕의 상례를 일반 사대부의 예
와 달리 했을 수는 있지만, 상례의 거행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편의에 따라 상의 기간과
방식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조상례보편는 영조가 홍계희 등에게 명해 편찬하게 한 왕례서로, 왕을 일반 사대부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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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신, 권간이라 불리는 관료세력을 정계에서 축출한다. 정조는 대대적인 숙청 끝에
명의록과 속명의록을 간행하고 독특하게 의리주인(義理主人)을 지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국운영을 해나간다. 이 때 의리주인이 된 사람들은 홍국영, 서명선, 그리
고 정민시이다.389) 원래 왕의 의리가 반포되면 당연히 의리주인은 왕이 된다. 그런
데 정조는 자신을 의리주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의리주인을 지목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의 판단 기준의 제시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의리주인이 나뉘는 것은 의리의 정당성을 왕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
한 왕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의 문제에 사대
부들을 개입시킴으로써 공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예학에 있어서도 왕과 사대부의 형식적 구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
며,390) 정조가 계지술사라는 수사를 통해 영조대에 이루어진 특정한 작업들을 우회
적으로 부정─예를 들어 속대전의 이전 법전과 달라진 조항들을 다시 원상복귀시
키는 방식으로 대전통편을 발간한 것391)─한다.
종속시키지 않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책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영조대에 공식적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가 영조 훙서 후 상례보편의 예문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올라왔다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8월 7일). 정조는 왕의 특수례를 강조하기보다는 주자예학의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조상에서는 상차에서 주자예학의 핵심서적인 의례경전통해(儀禮經
傳通解)를 진강하는데, 의례경전통해는 주자의 후기예학을 대표하는 예서로서 각종 시례서
(時禮書), 고례서(古禮書), 왕례서(王禮書) 등이 망라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17세기 이후
주자예학에서 주자가례보다 의례경전통해의 위상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국왕들은 국상 때 상차에서 예기를 읽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처음에
는 정조도 예기진강을 명했는데, 신하들의 권유로 의례경전통해를 진강책을 바꾼다(정조
즉위년/5/20). 정조는 노론 측의 예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1785년(정조 9) 제주의 민속
교화를 위해 김장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와 박성원(朴聖源)이 저술한 예의유집(禮疑類輯)
을 각각 1질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영조가 주자예학의 상징적 인물인 김장생의 대표적 예서인
의례문해를 불태운 점과 대비된다(정경희 2004, 231). 이후 왕가에서 상례를 적용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정조는 국조상례보편의 조항 중 주자예학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채택하는 경
향을 보인다.
389) 정조 초기 정치세력의 교체에 대해서는 김정자(2008)를 참조할 것.
390) 정조실록 11년 4월 5일. “不用朞制則已 已用之 獨於徵吉之節 捨已行之儀 先正之說 而規規
於王朝禮三字 萬萬無是義.”
391) 대전통편의 항목들을 보면 속대전 편찬시 경국대전에 있었던 조항들을 없앴던 것들을
다시 되살린 것들이 많다. ｢吏典｣의 內命婦, 外命婦, 奉朝賀, 內侍府, 政案, 解由, 遞兒, 鄕吏, ｢
戶典｣의 給造家地, 無農, 獎勵, 進獻, ｢禮典｣의 生徒, 五服, 陳弊, 依牒, 寺社, 參謁, 京外官迎送,
京外官會座, 請臺, ｢병전｣의 外衙前, 疊鼓, 疊鐘, 復戶, 給假, 救恤, 城堡, 積芻, 護船, 迎送, 路
引, 改火, ｢刑典｣의 才白丁團聚. 銀錢代用, 罪犯准計, 停訟, 賤妾, 賤妾婢産, 跟隨, 外奴婢, ｢공전
｣의 院宇, 鐵場, 寶物. 京工匠, 外工匠은 경국대전의 조항들인데속대전에 빠졌다가 다시 
대전통편에 편입한 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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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주자예학에 대한 묵수는 당연히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문제
는 왜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자성리학에 매달리는가라는 것이다. 예학뿐만
아니라 정조는 주자서 편찬과 간행에 총력을 다하는 면모를 보인다. 정조는 일생에
걸쳐 주자를 존숭하고 주자서를 애독한 군주(김문식 1999, 115)로 알려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주서백선, 아송과 같이 주희 글의 선본을 만드는가 하면, 주자의 자
치통감강목을 모방하여 춘추좌씨전을 정리하고 주희와 송시열의 도통을 연결시
키는 양현전심록을 편찬한다. 정조의 작업에 대해 군사(君師)로서 도통을 이었다
는 당대의 평가는 역으로 정조가 도통을 담보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홍재전서에는 실제로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조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학문적 우월성에 기초한 권위가 증명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치와 통치에 있어서 왕이 행동의 자의성을 그에 의
해 보장받아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조가 성리학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
고자 했다면 왕권강화는 얼마나 성리학의 이름으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정조가 도덕, 즉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와
직결된다.
정조의 마음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는 ｢경사강의｣이다. 정조는 초계문신
들과 대학의 의미를 놓고 정조 5년(1781년), 정조 7년(1783년), 정조 8년(1784
년), 정조 10년(1786년), 정조 11년(1787년) 다섯 번에 걸쳐 문대(問對)하는데, 이
때 정조는 마음을 본심(本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본성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자신
의 입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조의 입장이 보다 잘 드러난 텍스트는 정조 23년
(1799년) 윤행임과 대학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대한 ｢증전추록(曾傳秋錄)｣이다.
1781년의 경사강의에서 정조는 대학의 삼강령 중 하나인 명명덕에 대해 논
하면서 명덕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부르고 굶주리고 따뜻하고 추운 것은 사람마다 각각 같지 않으나 명덕에 이르러서
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단지 이 명덕만이 존재한다. 게다가 천
지 만물이 우리의 직분 안의 일이 아님이 없으니 남의 덕이 일분 밝아지면 바로 자
신의 덕도 일분 밝아지는 것인즉 명덕과 신민은 비록 체용의 다름은 있으나 근원에
서 보면 남과 나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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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인간의 동일성은 명덕에서 담보된다고 설명한다. 인간
이 현실에서 처한 상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동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명덕 때문이다. 여기서 “남의 덕이 일분 밝아지면 바로 자신의 덕도 일분 밝
아지는 것”이라는 정조의 말에서 인간의 동질성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내재되어 있는 진리
의 기준이며면, 마음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
간의 조건들과 함께 성리학에서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그것은 관계이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성의 내용을 “인의예지”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인의예지는 개인의 내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치이다.
즉 인간이 자신을 수양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사유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에까지 그 사유와 행동이 영
향을 미친다는 독특한 관계에 대한 사유이다. “남의 덕이 밝아지면 나의 덕도 밝아
진다”라는 정조의 말은 개별적인 실천의 결과는 타자와의 연관 속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형세가 필부의 비천한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주를 요순과 같이 만들고 그 백성을 요순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주희의
주장과 유사한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명덕과 신민은 체용의 다름이 있으나, 근
원에서 보면 남과 나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이 말은 정조가 인간의
동질성을 복잡한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에서 핵심은 주체
에 따라 명덕과 신민을 실천하는 수준과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조의 입장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실천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
다.
정조는 일관되게 인간의 본성은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명덕’을 가지고 있
지는 않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다음의 예문은 정조가 명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392)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大抵飢飽寒煖, 人各不同, 而至於明德, 則通古今一宇宙, 只是
此箇明德而已. 况天地萬物, 無非吾人分內事, 人德之明了一分, 便是己德之明了一分, 則明德新民,
雖有體用之殊, 初無物我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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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대학의 규모의 절목은 인군의 직분 내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지금 “몸소 행
하여[躬行] 마음으로 터득한다[心得]”고 한 것은 마치 밖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얻어
지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 행한다면 혹 도와 더불어 둘이 되
는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시수: 규모와 절목이 아무리 상세하더라도 배우는 자가 능히 마음으로 터득해서
몸소 행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한다고 한 것이지 자신의 성분 밖에서 구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393)

여기에서 정조가 한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궁행과 심득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궁행은 실천하는 행위이고 심득은 마음을 수양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명덕을 마음으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것이 정조
의 질문이다. 둘째, 이 질문은 만약 궁행 다음에 심득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범
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명덕에는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정조가 전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궁행심득의 순서에 대한 정조의 불만은 이시수
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다. 이시수는 궁행과 심득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한다고 한 것이지 자신의 성분 밖에서 구한다고 한 것이 아닙
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정조의 질문이 궁행심득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니라 병렬
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심득의 대상인 명덕은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는
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성분의 차이에 따라 밝혀야 할 명덕이 다르다는 정조의 입장은 다음 대학 ｢
전수장(傳首章)｣의 “극명준덕(克明峻德)”이란 구절을 해석하면서 던지는 질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명덕은 바로 至善의 所在로서 성인과 범인이 함께 표준으로 삼는 바이다. 비유하자
면 활쏘기에 과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살이 멀리까지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
람은 가까운 데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기도 하여 기술과 힘
의 차이가 서로 현저하게 다른 것과 같으니, 이는 氣質의 고하와 조예의 얕고 깊은
차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克明이란 두 자는 진실로 사람마다 참여할 수 있는 바가
393)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 “大學之䂓模節目, 莫非人君分內事. 今曰躬行心得, 有若由外而
得諸內, 以此而行乎彼, 無或有與道爲二之嫌耶. 時秀對, 䂓模節目雖詳, 而學之者, 不能心得而躬行,
則便非己有. 故曰躬行心得, 非謂求之於自己性分之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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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덕에 이르러서는 요순도 이 큼을 같이하며 세상 사람도 이 큼을 함
께하는 것이거늘 굳이 요임금에 대해서만 유독 크다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덕이
반드시 사방에 널리 입혀지고 상하에 이른 뒤에야 크다고 한다면 지위를 얻지 못한
성인은 준덕에 참여하기에 부족한가?394)

위의 인용문에서 정조가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은 극명준덕의 의미이다. 우선
정조는 극명의 개념을 설명한다. 정조에 따르면 명덕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
는 것이지만, 개체의 능력차이 때문에 명덕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극명”의 주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해석
이다. 그러나 극명의 단계에서는 능력여부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조는 준덕의 의미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신분의 차이와
덕의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다. “덕이 반드시 사방에 널리 입혀지고 상하에 이른 뒤
에야 크다고 한다면 지위를 얻지 못한 성인은 준덕에 참여하기에 부족한가”라는 질
문은 준덕은 덕과 다른 종류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성인의 능력에 대
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위에 따라 실천범위가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
제를 제기한 것이다.
명덕에 내포되어 있는 차이를 강조하여 왕과 일반인의 명덕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도는 정치를 학문 아래 두어 통제하고자 했던 주희의 정
치와 학문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삼대의 정치를 군사의 정치로 설명한다.

한 사람이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워 그 본성을 다한 자가 나오면, 하늘은 반드시
그를 명하여 천하 만백성의 임금이요 스승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들의 본성을 회복시키도록 하였다.395)

정조는 위의 대학장구서의 내용 중 “다스리고 가르쳐서”[治而敎]의 의미를 묻
394) 弘齋全書 권68 ｢經史講義｣5.. “明德,卽至善之所在, 而聖凡之所共表準也. 譬之如射之有的, 雖
其或遠或近或中或不中, 不無巧力之相懸, 而此屬氣質之高下, 造詣之淺深, 則克明二字, 固非人人
之所得與. 至於德, 堯舜同此峻, 塗人同此峻, 而必於堯獨言峻者, 何也. 德必有待於光四表格上下而
後峻, 則不得位之聖人, 不足與於峻德歟.”
395) 大學 ｢大學章句序｣. “一有聰明叡智, 能盡其性者, 出於其間, 則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復其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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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여기에 ‘다스리고[治] 가르쳐서[敎]’라고 하였다. 치는 어떤 의미이며 교는 어떤 방
법인가? 그리고 먼저 다스린다고 말하고 나중에 가르친다고 말한 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인가?396)

정조는 이 질문을 한 뒤에, 다스림과 가르침의 선후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희의 "대학장구서"의 내용을 왕의 통치지침으로 전환한다.

다스림과 가르침은 반드시 선후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체로 임금이 정사
를 펴고 인을 베풀어서 한 명의 남자나 여자라도 다 그 본연의 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治라는 한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략) 정치와 교육은 의당 병행해야 하
겠지만 정치는 더욱이 위아래로 통하여 처음과 끝을 이루는 일이다. 대개 다스린다
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을 모두 치라고 이를 수 있지만, 가르침
에 있어서는 단지 남을 가르친다고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을 가르친다고는 할 수 없
다. 이 서문에서 군사(君師)의 도를 미루어 논하였으므로 비록 치와 교를 함께 들어
말하기는 했지만 만약 가르침이 다스림보다 먼저라고 한다면 안된다.397)

분명히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이 대목을 통해 더 이상 왕들이 군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정조는 대학장구서의 내용을 군사의 도에 대한 것으로 규정함으
로써 대학의 의미를 왕의 통치지침서로 전환시켰다. 또, 정치의 의미는 “한 명의 남
자나 여자라도 남김없이 다 본연의 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使一夫一婦, 盡復其本然
之性者]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본연지성의 의미는 앞에 “그[其]”가 붙음으로써
각 사람의 개별적인 본연지성이라는 의미로 한정되며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1783년, 1786년의 경사강의에서 명덕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진
다. 1781년의 경사강의는 명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 이루어

396)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此曰, 治而敎之, 治是何義. 敎亦何術, 而先言治, 後言敎者, 又
何也.”
397)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 “治與敎, 似不必分先後. 大抵人君之發政施, 使一夫一婦, 盡復
其本然之性者, 不出治之一字. …治敎雖當竝, 而治尤是徹上徹下, 成始成終之事. 蓋治者, 治己治
人, 皆可謂之治, 至於敎, 則只可曰敎人, 而不可曰敎己. 此序推論君師之道, 故雖以治敎二字對擧言
之, 而若謂敎先於治則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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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면, 1783년과 1786년의 경사강의는 본연의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명덕의
독특성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정조의 명덕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초계문신들은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고 대답
한다. 심통성정이란 지각과 의지로 이해되는 심과 달리, 마음 안에 성과 정이 공존
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심통성정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본성을 인지해서 그
에 따라 작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심통성정은 마음이지만 리의 속성을 갖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음은 리를 지각
하고 지각된 리를 의지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덕을 심통성정이라
고 주장하는 입장은 명덕의 마음으로서의 특징, 즉 기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
다. 그 이유는 명덕이 기질로 표현되면 명덕 자체가 차이를 내포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조는 심통성정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명덕을 기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질의 품부받은 바가 혹 같지 않아’라고 했는데 기질이란 과연 어떤 것인
가? (중략) 무릇 기란 혈기의 기가 아니고, 질도 형질의 질이 아닌 것으로,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어서 기로써 알고 질로써 행하니 곧바로 기질은 마음이라고 지적한 논의
도 식견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중략) 만일 마음과 기질이 다시 구별이 없다고 한다
면 이는 바로 심선악의 설이니 명덕에도 분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
밖에서 이른바 기질을 구한다면 또 장차 무엇을 지적하여

그 위치를 들춰내고 그

체단을 밝히겠는가?398)

위의 예문은 주희가"대학장구서"에서 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주희는 .군사로서의 왕의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질적 차이가
있어서 모두가 본성의 고유한 바를 알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조
의 위의 질문은 그 설명에서 기질적 차이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차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정조는 기질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첫째, 마
음의 작용을 지각(“기로써 알고”)과 의지(“질로써 행하니”)라고 한다면 지각과 의지
는 외물에 반응하는 것이 되므로 심은 리가 아니라 기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둘

398) 弘齋全書 권69 ｢經史講義｣6. “此云氣質之稟, 或不能齊, 氣質者, 果何物歟. …夫氣非血氣之
氣, 質非形質之質, 而具在方寸之中, 氣以知質以行, 則直指氣質爲心之論, 似不爲無見. …若謂心與
氣質, 更無區別, 是乃心善惡之說, 而明德有分數矣. 不然而此心之外, 更求所謂氣質者, 又將何所
指, 而拈其位置, 明其體段歟.”

- 160 -

째, 마음이 기질이라면(“마음과 기질이 다시 구별이 없다고 한다면”), 기질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본심인 명덕에 차이(“분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1786년 경사강의에서 정조는 정호, 주희가 본성을 기로 설명한 사례들을 들면
서 본성을 기라고 볼 수 있다는 논변을 펼친다.

성이란 글자는 심과 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형기와 분리해서 성을 말한다면 이는
곧 성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정자는 “살아 있는 것을 성이라고 부르니[生之謂性]
성은 곧 기이고 기가 곧 성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性은 모두 주역에서 말한 ‘계지자선(繼之者善)’을 가리키니 성을 말한 바로 직후에는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주자는 “성을 말할 때는 반드시 기질이 함께 드러난
다”고 하였고, 또 “성이라는 글자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리가 기와 합해진 것이다”
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건대, 본연의 성이란 본원을 끝까지 궁구하는 의논이
며, 이 성의 체단을 구하자면 요컨대 기질이란 두 자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399)

정조가 “본연의 성이란 본원을 끝까지 궁구하는 의논이며, 이 본성의 체단을 구
하자면 요컨대 기질이란 두 자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본성의 두 가
지 측면에 대한 설명이다. 즉 본성의 목적은 본원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본성의 성
질은 기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동질성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의 종류를 구분한 것과 차이가 있다. 본성
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분리해서 보는 입장은 이원론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은 리일원론을 지향하는 성리학과 배치된다. 리와 기를 배타적
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본성에 리와 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본성
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은 이분
법적 구분을 통해 일원론을 설명해야 한다는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조는 여
기에서 본성은 본성의 목적과 성질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일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목적과 성
질이라고 본다면, 본연지성은 정향에 해당되는 것이지 존재의 속성이 되지는 않기
399) 弘齋全書 권70 ｢經史講義｣7.“性之爲字, 从心从生, 苟或離形氣而言性, 則便不是性矣. 是以
程子云,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又云, 今人言性, 皆是繼之者善, 纔說性時, 便不是性. 朱子云,
才說性, 便須帶著氣質. 又云, 才說性字, 此理便與氣合. 執此以言, 本然之性, 只是窮本極源之論,
而苟求此性之體段, 則要當以氣質二字, 爲正法眼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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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성은 기질에 보다 가깝게 정의된다. 그리고 본성을 기질을 위주로 정의하
는 것은 결국 차이에 대한 강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조는 본성이 차등성을 포함한 내용이라는 점을 진성(盡性), 즉 성을 실천한다
는 의미를 밝힐 때에도 분명히 한다.

정조: ‘그 성을 온전히 다 실천한다’[盡性]는 의미를 자세히 말해볼 수 있겠는가?
(중략) 만일 이와 같다면 반드시 덕과 지위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성을 완전히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곤궁하여 아랫자리에 있는 성인의 경우는 오히려 ‘본성
을 완전히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것인가?
송상렴: ‘그 본성을 온전히 다 실천한다’는 것은 대개 그 성분의 고유한 바와 직분의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아랫자리에 있는 성인은 도
를 행할 권한이 없으니 어찌 혜택을 베풂이 천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번에
그 본성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400)

진성의 의미에 대한 정조의 질문에 송상렴은 그 의미가 “그 성분의 고유한 바
와 직분의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능히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성분은
그렇다면 본성이란 성분과 직분이 된다. 따라서 왕이 되지 못한 성인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성분과 직분을 다해야 한다. 도통에 의해 왕통이 제어되어야 한다
는 주장은 왕통 위에 도통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성인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한다
면, 이는 그 성분과 직분을 넘어서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송상렴은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조가 답변을 이끌어내는 문제
제기 방식에 있다. 정조는 “왕이 되지 못한 성인이란 결국 본성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서 성의 의미를 성분과 직분에 국한시킬 수 있
는 답변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조 입장에서 성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말하는 평천하의 주체는 군주이다. 군주가 평천하
를 하고자 노력하고 수신하고 다스리는 것이야 말로 군주의 진성이다. 정조는 이렇

400) 弘齋全書 권70, ｢經史講義｣7. “盡其性之義, 可詳言歟. …苟如是則必須有德有位, 然后始可
謂能盡其性, 而窮而在下之聖人, 猶有歉於盡性之義耶. 濂對, 盡其性云者, 蓋謂能盡其性分之所固
有, 職分之所當爲而已. 在下之聖人, 旣無行道之權, 則豈可以施澤之不及於天下, 遽謂其不能盡其性
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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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의 의미를 성리학적 논리를 통해 분수[지위] 개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군주만
이 진정한 평천하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위가 본성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능력에 상관없이 군주가 군주된
소이를 밝히고 능히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정조는 성분
이 결정된 뒤에야 명덕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명(明命)은 본래 형체가 없으니 내가 덕으로 삼는 것을 가지고 하늘이 나에게 명
한 바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늘이 나에게 명한 바를 가지고 내가 덕으로 삼는
바를 구하기는 어렵다.401)

위의 예문에서 정조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건으로부터 유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덕으로 삼는 것을 가지
고 하늘이 나에게 명한 바를 구한다면 가하다”는 정조의 주장은 첫째, 명덕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며, 둘째, 자신의 명덕의 의미를 밝힌다
는 것은 자신의 상황적 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조의 논리 하에서는 명덕은 리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타고 태어난 성분의 의미를 밝
히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결국 자기 분수 안에서의 실천이라는 한계를 갖는 것이
어야 한다.
이러한 정조의 성과 명덕에 대한 해석은 1799년 윤행임과 문답한 글인 ｢증
전추록｣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윤행임은 “하늘이 백성을 내리시매 각기 성을
부여하였다”라는 말에 각기라는 말은 받은 성이 다르다는 의미인가라는 문제를 던
진다. 이에 대한 정조의 답변은 “같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가 “같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각자(各字)는 각색(各色)이나 각양(各樣)과 달라서 분(分)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하늘이 이 이치를 만물에 고르게 나누어주었는데, (중략) 나누어 주는 이치는 본
디 같지만 받는 대상에게 다름이 있으니, 이는 기의 부림을 받아서이다.402)
401) 弘齋全書 권 68 ｢經史講義｣. “且明命, 本無形體, 以我之所以爲德者, 求天之所以命我則可也,
以天之所以命我者, 求我之所以爲德則難矣,”
402) 弘齋全書 권 126 ｢曾傳秋錄｣. “此各字異於各色各樣之各, 帶得分字義. 天以此理, 均分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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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리가 만물에 나누어지는 행위에 차별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각”을 해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동일하게 리를 품부받는다
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 즉, 인간은 동일한 명덕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서로 같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성을 부여하는 동일한
메커니즘 안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것이다.
정조는 새롭게 규정된 리와 본성, 리와 명덕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한
유비로 설명함으로써 왕과 백성의 관계를 리와 본성의 관계로 전환시킨다.

대저 이 리는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흩어져 만 가지가 되고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다. 천자가 다섯 가지 신표[五瑞]를 다섯 등급의 제후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천자를)
뵈올 적에 앞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거두어 모아 모규[瑁圭]로써 합하여 믿을 수 있
는지를 징험하였다. (중략) 각기 그 성을 받은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어찌 그 성이
실천되는 곳에서 살펴보아야 일리(一理)가 고루 나누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일리는 모규이며 성은 오서이니(중략) 이처럼 만국의 玉
은 모두 4치의 冒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모를 잡아 징험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
다.403)

정조는 여기에서 하늘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
다. 왕은 통치를 기획하는 자(다섯가지 신표를 제후에게 나누어주어 천자의 정치를
하게 만드는 자)이며, 통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존재(그 다섯 가지 신표를 거두어 정
치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이다. 통치의 기획자이자 완성자라는 정조
의 이러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
만 통치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존재는 오직 왕 뿐이다. 정조의 논리 속에서 사람들의
통치에의 참여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주희와 정조는 똑같이 직분과 성분을 이
야기하지만, 주희는 동질성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동일한 개념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차이를 강조하고, 그
…分之之理固同然, 而受之者有殊, 爲氣所使也.”
403) 弘齋全書 권 126 ｢曾傳秋錄｣. “大抵是理也, 始一散萬, 復合于一, 天子則之班五瑞于五等諸
侯, 及其肆覲, 輯其前所班者, 以瑁圭合而驗其信然. …欲識各與其性之所以, 盍於能盡其性處諦看,
而覺得一理之均分耶. 故曰一理瑁圭也, 性五瑞也, …若是則萬國之玉, 皆出於四寸之冒, 而執此冒
而驗之者, 惟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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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과 성분에 한정된 행위를 요구하고 한다.

그 성분의 고유한 바를 안다는 구절에서 분이란 말은 분한을 이른 것이다. (중략) 성
분의 가진 바라는 것은 곧 인의예지의 덕이요, 직분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곧 자식
은 직분 상 마땅히 효도해야 하고 신하는 직분 상 충성해야 하는 따위이다.404)

위의 예문에서 정조는 인의예지를 추구하는 것을 직분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으
며, 그 직분이란 효도나 충성을 통해 부모와 군주의 악함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자식이 효도하고” “신하가 충성해야 하는” 일들이 된다. 이렇게 성과 명덕의 직분
관념에 대한 강조는 실제 정치에서 정조가 군주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신하들의 반
대를 막는 논리로 전개된다.

주부자께서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성명을 확립할 것을 먼저 요구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뭇 생령을 계도하셨다. 대저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
아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솜털이나 물거품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 직분을 다
했다고 여기고 있으나 모두 다 분수를 넘어서는 짓이다. .…나는 나의 직분에 맞게
하고, 신하된 자의 분수로서는 또 그 신하된 본분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405)

위의 인용문은 주희가 주장한 성명(性命)의 논리를 끌어들여 신하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한 것이다. 이처럼 정조가 성리학적 용어
를 사용해서 주희의 대학해석을 해체한 것은 성리학의 전제들과 배치되는 역설적
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덕을 밝힐 때 올바른 정치
가 이루어진다는 성리학적 이상에서 벗어나, 정치의 유일한 주체는 왕이며 명덕은
본성이고 본성은 분수라는, 교조적인 논의로의 변화이다.

3. 정조의 왕권론: 황극에서 태극으로

404) 홍재전서 권70 ｢經史講義｣7. “此云知其性分之所固有, 分之爲言, 分限之謂也. …且性分所有,
卽仁義禮智之德也, 職分當爲, 卽子職當孝, 臣職當忠之類也.”
405) 正祖實錄 23년 11월 2일. “此朱夫子所以先要人用力於主靜立性, 詔來學牖群生也. 大抵今人,
多坐不讀書, 一有事爲, 如絮如漚, 自以爲盡分者, 都是犯分. … 吾則從吾, 臣分則從他臣分.”

- 165 -

영조와 정조 모두 왕의 우월성을 주장했다고 할 때 정조의 특징은 왕의 권위를
자연성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정조가 본성과 마음을 재규정함으로써 질서론을 도출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원용하기 좋은 대상은 주희이다.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희가 육구연과의 논쟁에서 도출해낸 무극-태극-인극-황극의 논리
는 왕권의 절대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주희가 황극을 북극, 옥극
에 비유한 것은 왕의 위상을 구조적으로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왕이 정치질서의 기
초임을 강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황극을 정치수사적으로는 사용했지만 학문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영조와 달리 정조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황극의 절대성을 본
질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조가 생각한 황극의 절대성은 자의적인 왕권의 사용이다. 영조대 사대부들은
황극이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하지 못하도록 왕의 표준이라는 표현을 회피하고 황극
과 마음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정조는 역으로 황극의 절대성을 중(中)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증명한다. 정조는 황극과 마음의 문제에 해당되는 중을 연결시키고, 중을 다
시 자의적 권력을 상징하는 권(權)으로 해석함으로써 황극을 권도개념으로 전환시킨
다. 다음 책문은 정조가 황극을 중 개념을 거쳐 권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중(中)이란 한 글자는 천고 성학(聖學)의 요결이다. 홍범(洪範)의 황극(皇極)은 중(中)
에 자리하고, 중용의 대본(大本)은 중이라고 하였다. 홍범에서 ‘중에 자리한다’는
것과 《중용》에서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중’ 자의 뜻이 동일하냐, 서로 다르
냐? (중략) 자사(子思)는 대순(大舜)에 대하여 ‘중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큰 지혜가
있다고 칭송하였고, 맹자는 자막(子莫)에 대하여 ‘중을 잡았다’고 하면서 권도를 모른
다고 기롱하였다. 중이란 한 가지인데, 사용한다는 것과 잡는다는 것의 사이에 문득
성인(聖人)과 우인(愚人)의 분별을 두는 것은 어째서이냐? 군자는 시중(時中)한다고
하였는데 군자가 때에 맞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요점이 어느 곳에 있으며, 소인은
중에 반(反)한다고 하였는데 소인이 중에 반하여 행동하는 원인은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중략) 하도낙서의 수를 보면 5가 모두 중(中)에 자리하여 있고 천지의 운행
에서는 토(土)가 항상 중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극은 구규(九逵)의 중심이며 낙양(洛
陽)은 사방의 중심인데, 그렇게 된 이치와 그러한 까닭을 모두 차례로 논술할 수 있
겠느냐? 역(易)에 중정(中正)의 설이 있고 전에 중립(中立)의 설이 있는데, 중정이라
는 중과 중립이라는 중은 당연이 두 갈래가 아닌 것 같으나 말할 때 동일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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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어째서이냐? 대체로 중이란 고정된 형체가 없어서 곳에 따라 있게 되고
중이란 고정된 취향이 없어서 시기에 따라 있는 것이니, 요는 백천만 가지의 도리와
백천만 가지의 사무를 고르고 정당하게 하여 치우치거나 기울어지는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만 비로소 때에 따라 중에 처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대 이후로
유정유일(惟情惟一)의 법이 전승되지 않아서 중 자의 뜻이 밝혀지지 않은 지 오래되
었다. 인심을 두고 말한다면 취향의 옳고 그름이 맞지 않고, 시사를 두고 말한다면
경중과 완급이 중(中)을 잃었다. 시군(時君)과 세주(世主)가 몸소 하늘과 사람의 귀중
함을 담당하였다면 당연히 중화(中和)의 표준을 세워야 하는데도, 침잠한 경우에는
굳건함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고명한 경우에는 온유함으로 극복하지 못하여, 희로애
락의 발로됨이 간혹 알맞지를 못하며 애증 여탈의 거동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모습
이 단정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바를 수 없고 근원이 맑지 않으면 흐름이 깨끗할 수
없는 법이다. 경위(涇渭)를 분별하지 못하며 흑백을 가릴 수 없는 것이 마치 향초와
약초를 같은 그릇에 담고 얼음과 숯불을 서로 혼합함과 같아서, 심지어는 집집마다
학문이 다르고 사람마다 논설이 다르다. 따라서 시상(時象)은 결렬되고 조정도 괴려
되어, 협동하며 서로 공경하는 풍조가 사라져 들을 수 없게 된 반면에 면종복배(面從
腹背)하는 습성이 넘쳐흘러 모두가 그러하다. 이에 온갖 제도가 쇠미하고 잔약해지며
모든 관직이 병들고 피폐해져 난망(亂亡)이 뒤따르는 것이 전후 동일한 궤도이니, 탄
식을 이루 금할 수 없다. 오직 우리 동방은 비록 천지의 중심은 아니나 또한 작은 중
국[小華]이란 호칭이 있고, 기자(箕子) 같은 성인이 구주(九疇)의 조목을 부연하여
팔조(八條)의 교시로 삼았으니, 천 년 후에도 오도(吾道)가 동으로 갔다는 아름다움
이 있으며 홍범(洪範) 오황극(五皇極)의 뜻을 강론하여 밝히고 준수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지난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군주는 황극을 사용하여 다스린 적이 없었고 백성
은 황극에 의지한 효험이 없었으며, 소위 집중(執中)이니 건중(建中)이니 하는 설은
옛 성인의 그림자이며 종이 위의 공담에 불과하였으니, 문헌이 증험해 주지 못하며
예악이 흥기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삼가 생각건대 아조(我朝)는 성신(聖
神)이 계승하여 치화가 흡족하니, 기자의 구주와 자사의 경전을 높여 강독하고 인심
도심(人心道心)의 설을 연구하여 토론한다면 당연히 조정에는 편당을 만드는 풍조가
없어지고 사류들에게는 편벽된 행동이 없어져 세도가 순수하게 되어 하나같이 중정
한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중략) 어떻게 하면 군신 상하가 제각기 그 중도를 얻
어서 설립하고 시행함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되고, 정직하고 평탕한 다스림이
진실로 홍범의 규모에 부합하며 중과 화(和)를 이루어 천지 만물을 길러 내는 공적
이 중용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겠느냐?406)
406) 弘齋全書 권 48 ｢策問｣ 中 庭試殿試. “王若曰 中之一字 千古聖學之要訣也 洪範之皇極 居
中 中庸之大本爲中 範之所以居中 庸之所以言中者 其中字之義同歟異歟 (중략) 子思於大舜 則謂
之以用中而稱其有大 孟子於子莫 則謂之以執中而譏其無權 中則一也 而用與執之間 便有聖愚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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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에서 정조는 중을 몇 가지 차원에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서경 ｢
홍범｣의 중개념과 중용의 ｢중｣개념이 같은 의미인지, 둘째, 일반인의 중과 성인의
중이 동일한지의 여부, 셋째, 시중(時中)의 의미, 넷째, ｢하도낙서｣에는 5가 중의 위
치에 있고, 오행 중 토가 중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극이 별들의 중심에 있고 낙양이
중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섯째, 주역에서 중정과 중립이 같은 의미이면
서도 다르게 쓰이는 이유이다.
그리고 책문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를 그 아래에 기술한다. 정조에 따르면 현재
정치는 중을 잃어서 군주가 중화의 표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중의 의미
가 무엇인지 학문으로 밝혀야 하는데, 사람마다 이론이 달라서 현상에 대한 적합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정부도 분열되어 실제로는 국가의 정책에 회의적이면서도 그렇
지 않은 척 하고 있어서 제도가 무너져서 모든 관직이 병들고 피폐해져서 혼란스러
워졌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중심은 아니지만 소중화라는 호칭이 있고, 기자와 같은
성인이 홍범구주의 조목을 부연했기 때문에 조선이 홍범 황극의 의미를 강론하고
밝히고 준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상 군주가 황극을 사용해서 다스리거나 백성
이 황극에 의지한 효험이 없었다. 따라서 왕에 의한 집중이나 건중이 공담에 불과했
다. 군신상하가 그 중도를 얻어 설립하고 시행함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 홍범
의 규모에 부합하는 중화를 이루어내어 중용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시되어야 한다.
者何歟 君子而時中 則君子之所以時者要在何處 小人而反中 則小人之所以反者 失在那邊 (중략)
河洛之數 五皆居中 天地之行 土常居中 北極爲九逵之中 洛陽爲四方之中 則其所以然之理 所以然
之故 皆可歷論歟 易有中正之說 傳有中立之說 中正之中 中立之中 宜無二致 而立言之不同者何歟
大抵中無定體 隨處而在 中無定向 隨時而在 則要使百千萬道理 百千萬事爲 平均亭當 無所偏倚之
差 然後方可謂隨時處中之道 而三代之後 精一之法不傳 而中字之義不明久矣 以言乎人心 則趨向
是非之不中 以言乎時事 則輕重緩急之失中 而時君世主 身任天人之重 則宜建中和之極 而沉潛者
不能剛克 高明者 不能柔克 喜怒哀樂之發或不中 而愛憎與奪之動非其宜 表之不端而影不得其正
源之不淸而流不得其潔 涇渭莫辨 黑白難別 薰蕕同器 冰炭相濟 而甚至於家家異學 人人異論 時象
決裂 朝著乖潰 同寅協恭之風 蔑蔑乎無聞 面從後言之習 滔滔 而皆是百度叢脞 庶官癏曠 亂亡隨
至 前後一轍 可勝歎哉 惟我東方 雖非天地之中 而粤有小華之稱 箕聖九疇之目 演爲八條之敎 則
千載之下 實有吾道東之休 而洪範五皇極之義 庶可講明而遵守之矣 然而稽諸往牒 君無用極之治
民無保極之效 而所謂執中建中之說 不過古聖之影子 紙上之空談 則文獻之無徵 禮樂之不興 固其
所也 恭惟我朝聖神承繼 治化煕洽 箕疇思傳之書 尊閣而講讀之 人心道心之說 硏究而討論之 則宜
乎朝無黨比之風 士無偏陂之行 而世道粹然一歸於中正之路矣 (중략) 何以則君臣上下各得其中 設
施注措 無過不及 正直平蕩之治 允合洪範之謨 而中和位育之功 無負中庸之訓歟 肆陳中心之言 願
聞中正之論 咨爾諸生 其各悉著于篇 予將親覽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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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이 글에서 중을 몇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서경｢홍범｣에서 중은 황극
이 홍범 구주 중에 다섯 번째, 즉 가운데 자리한다는 의미이다. 중용의 중은 마음
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未發]의 본성의 차원과 마음이 발현해서[已發] 행위가 모두
적절한 상태를 의미하는 중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군자는 법을 완고하게 지키지
않고 때에 따라 변칙적으로 사용하되 그 행위가 적절하다. 이를 시중이라고 부르는
데, 여기에서 중은 중용의 이발의 중과 같은 의미이다. ｢하도낙서｣, 북극, 낙양은
중심에 대한 유비이다.
책문의 내용을 보면, 정조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행위인 중을 자연질서의 중(｢하
도낙서｣, 오행, 북극 등)와 연결시키고, 그럼에도 그 중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유와
고정된 법을 넘어서는 중을 성인과 군자가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권도로서
의 중을 성인과 군자는 행할 수 있고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이유를 논증하는 것이다.
이 책문은 군주가 황극을 세우고 백성들은 황극을 따를 수 있는 일관된 이론을 자
연질서와의 연속성 속에서 경전과 개념분석을 통해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천적 의미의 중은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군주의 중도로, 군주
의 중도는 공동체에 중 또는 황극 즉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황극에 따
르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하의 중도로 왕에 의해 제시된 황극에 적절하게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사가 순임금이 중을 사용했다고 칭찬하고 맹자는 자막이
권도를 모른다고 조롱한 이유는 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권도를 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이며, 권도를 사용해야만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을 본성이 아닌 자연질서와 연결시켜 논
하고자 한 점이다. 중용에서 중은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희노애락애오욕이라는 인
간의 감정으로 적절하게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
성을 잘 알아야 하고,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발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책문
에서 본성에 대한 논의 대신 본성적 지위를 갖고 행위로서의 중과 연결되는 것은 ｢
하도낙서｣, 오행, 북극이다.
성리학에서 인간은 변화하는 시간과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질서의
원리를 찾아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변화와 혼돈을 조정해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해
야 한다. 이것이 성리학의 이념적 목적이라고 할 때, 성리학적 통치와 질서는 공간
적 표상을 통해 가시화된다. 이러한 공간적 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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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중심성이 임의적이라면, 통치와 연관된 중심성의 표상은
관념적이고 임의적이지만, 제도로 전환되어 실체화되기 때문에 필연성을 갖게 된다.
｢하도｣와 ｢낙서｣, 오행, 북극으로 표현되는 하늘의 질서를 중개념와 연결시키려
는 것은 중의 해석에서 인간의 본성 대신 숫자 5를 판단과 시비의 기준과 연결시키
는 것이며, 숫자 오로 표현되는 황극을 질서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하도｣｢낙서｣와 연결된 황극은 주희가 말한 것처럼 왕의 표준이기는 하
되 변화하는 시간에 대처하는 권도의 의미로 전환된다.
황극을 중과 권도개념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조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화된 권도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왕이 권도에 의해
이법하면 공동체 성원들은 모두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권도와 그에 대비되는 개
념인 경도에 대해서 왕과 관료들 사이에 흥미로운 대립이 발견된다. 정조는 권도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자신이 입법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
는 법의 일관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정조는 자신의 행위가 선왕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
기존의 법제에 어긋나는 경우 권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
다. 박현모( 2001, 40)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아닌 효장세자의 종통을 이어 왕위를
계승한 정조는 종법적 차원에서 영조와의 약속과 친부에 대한 감정이 충돌할 경우
정해진 법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권도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위기
간 중 발생한 역모사건에 연루된 종친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도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권도론의 사용은 은언군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은언군이 역모사건에 연
루되었을 때 역모문제를 법에 근거해 처리하고자 하는 관료들과 정조는 크게 충돌
한다. 당시 관료들은 정조가 은언군을 용서하려고 하자 전례가 없다며 정조의 타협
안을 거부하고 정조의 입장을 사(私)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자신의 작은 사
사로운 정을 끼워넣는 것이 왜 나쁘냐며 이런 타협안이 바로 권도로, 권도를 써서
중을 얻으면 경도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정조 18/4/14). 이에 대해 신하들
이 나라를 위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이 때 관료들의 논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가 다
르다는 것이다. 즉, 왕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모는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질서와 왕의 판단을 별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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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리가 정조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정조는 논쟁의 과정에
서 “권”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의 신하된 사람이 만일 “위에서 혹 때로는 권을 쓰니, 아래서도 때로 권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왕릉의 의리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 권이 어찌 아랫
사람이 의논할 바이겠는가.407)

정조의 발언은 법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왕으로 국한한 것이다. 정조는 효친과 충의가 모순되고 충역과 친친
의 의리가 서로 충돌할 때 왕은 권도를 통해 경도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신하들은 오
로지 경도, 즉 정해져 있는 법만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하의 충성은 여자
의 정절과 마찬가지”(정조 18/9/3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하의 의리는 정해진 법
을 따르는 것이고, 왕의 결정을 올바름의 근거로 삼는 데 있다(정조 22/6/21). 이때
관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 발언들의 핵심은 왕이 경과 권을 섞어서 쓸 수
있거나 권도를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데 있다. 이병모는 “성인
의 권이라는 것이 일찍이 전하가 사용하시는 것처럼 연례행사처럼 활용된 적이 있
습니까”(22/9/8)라고 비난했고, 심환지는 왕만이 권을 쓸 수 있고 신하는 경만을 지
켜야 한다는 주장은 요순과 같은 성왕에게만 적용된다고 하고 논쟁을 막은 것을 비
판했다.408)
정조의 왕권의 특수성에 대한 주장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서도 잘 드러난
다. 정조가 1798년 12월 3일 작성한 만천명월주인옹자서는 자신의 왕권론을 “만
천명월주인옹”으로 상징화한 글이다. 홍재전서 ｢일득록｣에는· 정조가 자서를 작성
한 뒤 신하들에게 자서를 베끼게 하여 이를 새겨서 연침 여러 곳에 걸어두고 “만천
명월주인옹”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겼다는 기록이 나온다.409) 일반적으로 이 글은
407) 正祖實錄 22년 6월 21일. “爲予臣者 若曰 上或有時而出於權 下亦有時而可權 云爾 則王陵
之義 果安在哉 權豈下之人之所可議到乎 .”
408) 정조와 심환지의 비밀편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병모와 심환지는 사실 정조의 측근이
기 때문에 이들이 한 발언이 이들의 진짜 정치적 입장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정조의 권도사용을 비판한 것이든, 아니면 정조의 계산에 의해 일부러 비판한
것이든 의미하는 바는 같다. 후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조는 권도사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
기 전에 이들을 통해 먼저 비판하게 만들어 파장을 막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당대의 사대부들
이 이에 대해 가질 불만은 전자의 경우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조어찰첩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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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의 의미에 대한 정조의 해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정조의 왕권강화에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글이라고 해석되어 왔다(이태진 1992; 김성윤 1994; 한상권 2007).
정조는 왕권을 제약하는 사대부들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왕만이 유일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410) 자서는 이와 같은 정조의 왕권론을 잘 반영한 것으
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만천명월’이란 표현이 리일분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정조가 자신을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리(理)에 비정함으로써 왕권
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소진형 20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의 세계는 분열된 세계이다. 정조가 관찰한 세계 속의 사
람들은 동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에는 “모양이 얼굴빛과 다르고 눈이 마음과
틀린 자가 있는가 하면 트인 자, 막힌 자, 강한 자, 유한 자,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소견이 좁은 자, 얕은 자, 용감한 자, 겁이 많은 자, 현명한 자, 교활한 자, 뜻만
높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자, 생각은 부족하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 모난 자, 원만한 자, 활달한 자, 대범하고 무게가 있는 자, 말을 아끼는 자, 말재
주를 부리는 자, 엄하고 드센 자, 멀리 밖으로만 도는 자, 명예를 좋아하는 자, 실속
에만 주력하는 자” 등 천 가지 백 가지도 넘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 사람들로 가
득 차 있다.411) 정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결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근래 와서 다행히도 태극, 음양, 오행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또 사람을 꿰뚫어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 쓰는 방법은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쓰
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여 만물이 각각 그 만물대로 존재하게 하
면서 만물이 오면 그에 따라 응하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고, 좋은 점은 드러
내고 나쁜 점은 숨겨주며,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아닌 것은 진압하고, 규모가 큰 자
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고 그 기술보다는 뜻을 높게 여겨서 양단(兩端)을
409) 홍재전서 권 173 ｢일득록｣ 13. “予以萬川明月主人翁自號 其義詳於自序 而命朝臣數十人各
書以進 刻揭于燕寢諸處 卽其點畫揮染之間 其人之䂓模意象 可以髣想 此眞所謂萬川明月也.”
410) 正祖實錄 24년 6월 16일. “曰 予雖否德 凡屬義理邊 一番秉勢之後 不容一毫移易 今日臣子
孰敢生意於背馳角勝之計哉 (중략) 書不云乎, 惟皇作極”
411)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予之所閱人者多矣 朝而入 暮而出 羣羣逐逐 若去
若來 形與色異 目與心殊 通者塞者 強者柔者 癡者愚者 狹者淺者 勇者怯者 明者黠者 狂者狷者
方者圓者 疏以達者 以重者 訒於言者 巧於給者 峭而亢者 遠而外者 好名者 務實者 區分類別 千
百其種 始予推之以吾心 信之以吾意 指顧於風雲之際 陶鎔於爐韛之中 倡以起之 振以作之 規以正
之 矯以錯之 匡之直之 有若盟主珪璋以會諸侯 而疲於應酬登降之節者 且二十有餘年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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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그 중(中)을 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홉 개의 하늘 문이 열려 탁 트인 듯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머리를 들면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412)

정조는 태극, 음양, 오행으로 요약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패턴을 발견했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태어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은 정조의
다른 말로 하면 명덕이라고 할 수 있다. 명덕에 따라 사는 것은 성분과 직분에 따른
삶이다. 왕의 통치는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문은 성리학의 리일분수 논리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
은 리일분수의 해석에서 세계의 구성 원리로서의 리와 개별적인 리 사이의 무차별
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대들보, 기둥, 오리, 학 등 개별자들
의 차별성, 즉 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
로 쓰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여”라는 정조의 표현에는 현상적 차
이가 근본적 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오리가 오리인 이유와 학이 학인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자들이 동일성을 갖
는 이유를 자각할 것을 촉구하고,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덕적 실천에 의해 세
계의 통합 혹은 자연세계와 인간사회의 일치가 구현된다고 본 성리학의 정치적 이
상은 이 논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조가 리일분수로부터 차별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분수(分殊)라는 표
현이 갖는 “본분 또는 등급의 구분”(陳來 2002, 83) 때문이다. 분수는 단순한 구분
이나 차이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 성리학은 동일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자들의 차등적 지위 역시 인정했기 때문에, 분수라는 말에는 일리(一理)와 동일
성을 갖는 중리(衆理) 외에 차등적 지위와 구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진래 2002, 82-84). 그러나 성리학이 도덕적 실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차등성보다 동일성을 강조하였다면, 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조의 논리 속
에서는 사람들의 성분(性分)과 직분(職分), 그리고 그 한계 내에서의 실천이 강조된

412)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近幸悟契於太極陰陽五行之理 而又有貫穿於人 其
人之術 莛楹備於用 鳧鶴遂其生 物各付物 物來順應 而於是乎棄其短而取其長 揚其善而庇其惡 宅
其臧而殿其否 進其大而容其小 尙其志而後其藝 執其兩端而用其中焉 天開九閽 廓如豁如 使人人
者 皆有以仰首而快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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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분과 직분이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외부적 한계 안에서의 실천은 “만물
을 만물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왕의 공정성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이처럼 왕의
공정성 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심(心), 즉 사고(思考)와 의지(意志)로 요약되
는 자발성과 주체성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정조가 성리학적 언어와 개념구조를 사용해 질서론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본성
에 기초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상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그는
왜 그가 사대부에 기초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정조가 사
대부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관료들과 달리 말을 바꾸거나 명실이 분리된 자들
이 아니기 때문이다.413) 정조에게 사대부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왕의 대리자에 불
과하다.
정조는 다시 태극론과 상수론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다. 정조
는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태극과 만물로 설명하면서, 태극이 나뉘어 만물이 되며,
만물은 다시 태극으로 수렴된다고 설명한다.414) 만물은 태극에 의해 삶이 가능하며,
성인에 의해 생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조는 “공중에 나는 놈, 물속에서 노는 놈, 굼
틀거리는 벌레, 아무 지각없는 초목들 그 모두가 제각기 영췌(榮悴)를 거듭하면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중략) 이것이 바로 참찬위육(參贊位育)의 일인 동
시에 성인이 하는 일인 것”415)이라고 말한다.
정조는 태극과 만물의 관계, 그리고 본체로서의 태극과 만물이 갖고 있는 태극
의 관계를 통해 동일성의 기초가 왕임을 분명히 한다. 이 지점에서 정조는 본성을

413)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夫天地之道 貞觀也 日月之道 貞明也 萬物相見 南
方之卦也 南面而聽 嚮明而治 予因以有得於馭世之長策 革車變爲冠裳 城府洞如庭衢 而右賢而左
戚 遠宦官宮妾 而近賢士大夫 世所稱士大夫者 雖未必人人皆賢 其與便嬖僕御之伍 幻黧晳而倒南
北者 不可以比而同之.”
414)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如仲尼之徒三千 而扣之則響 春工之化羣生 而著
之則成 以至聞言見行 則大舜之沛然若決江河也 予懷明德 則文王之照臨于西土也 寸長不讓於人
萬善都歸於我 物物太極 罔咈其性 性性存存 皆爲我有 自太極而推往 則分而爲萬物 自萬物而究來
則還復爲一理 太極者 象數未形 而其理已具之稱 形器已具 而其理无眹之目 太極生兩儀 則太極固
太極也 兩儀生四象 則兩儀爲太極 四象生八卦 則四象爲太極.”
415)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爲一千六百七十有七萬餘畫 一皆本之於三十六分六
十四乘 而可以當吾蒼生之數矣 不以界限 不以遐邇 攬而歸之於雅量己分之內 而建其有極 會極歸
極 王道是遵 是彝是訓 用敷錫厥庶民 而肅乂哲謀之應 五福備具 而康而色 予則受之 豈不誠淵乎
遠哉 (중략)九州萬國 統於一王 千流百派 歸於一海 千紫萬紅 合於一太極 地處天中而有限 天包地
外而無窮 飛者之於空也 潛者之於川也 蠢動之自蠕也 草木之無知也 亦各榮悴 不相凌奪 (중략)是
蓋參贊位育之功 爲聖人之能事也.”

- 174 -

대체하는 질서의 토대가 된다.

달이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다. 그 달이 아래로 비치면서 물 위
에 그 빛을 발산할 때 용문(龍門)의 물은 넓고도 빠르고, 안탕(雁宕)의 물은 맑고 여
울지며, 염계(濂溪)의 물은 검푸르고, 무이(武夷)의 물은 소리 내어 흐르고, 양자강의
물은 차갑고, 탕천(湯泉)의 물은 따뜻하고, 강물은 담담하고 바닷물은 짜고, 경수(涇
水)는 흐리고 위수(渭水)는 맑지만, 달은 각기 그 형태에 따라 비춰 줄 뿐이다.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그 물의
원뿌리는 달의 정기(精氣)이다. 거기에서 나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춰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太極)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만천(萬川)의 밝은 달에 태극의
신비한 작용을 비유하여 말한 그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나는, 저 달이 틈만 있
으면 반드시 비춰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태극의 테두리를 어림잡아 보려고 하는 자
가 혹시 있다면,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달을 잡아 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무
소용없는 짓임도 알고 있다.416)

정조는 직접 자신을 달과 태극에, 백성을 물에 비유한다. 이 달은 공평하게 모
든 물에 빛을 비춰준다. 백성에게 투영된 왕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면, 이것은 왕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흐르고 멎고 소용돌이치는 물의 상태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
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에 비춰진 달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자신
에게 투영된 왕을 보아야 한다. 만천에 해당되는 신민들에게 달인 자신의 모습이 비
춰진다는 비유는, 리의 동일성에 기반한 도덕-정치주체를 왕의 정치적 프로그램 안
에서 움직이는 대리자(agent)로 전환시킨다. 정조는 분수, 즉 차이를 개별자의 본질
적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자들의 동일성이 자신에 의해 담보된다고 주장
함으로써 왕을 정치의 근원이자 질서의 원천, 그리고 리일분수로 정치적 영역을 조

416) ｢弘齋全書 권 10 ｢萬川明月主人翁自序｣. “譬諸在水之月 月固天然而明也 及夫赫然而臨下 得
之水而放之光也 龍門之水洪而駛 鴈宕之水淸而漪 濂溪之水紺而碧 武夷之水汩而㶁 揚子之水寒
湯泉之水溫 河淡海鹹 涇以渭濁 而月之來照 各隨其形 水之流者 月與之流 水之渟者 月與之渟 水
之溯者 月與之溯 水之洄者 月與之洄 摠其水之大本 則月之精也 吾知其水者 世之人也 照而著之
者 人之象也 月者太極也 太極者吾也 是豈非昔人所以喩之以萬川之明月 而寓之以太極之神用者耶
是豈非昔人所以喩之以萬川之明月 而寓之以太極之神用者耶 以其容光之必照 而儻有窺測乎 太極
之圈者 吾又知其徒勞而無益 不以異於水中之撈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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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으로써 정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정치주체로 만들었다. 성리학에서 리일분수를
통해 동일성을 자각한 도덕적 주체를 호명한다면, 정조는 왕이 부여한 정치적 동일
성을 자각한 주체들이 왕이 제시한 기준과 정치적 이상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이
렇게 리=태극에 비유된 왕의 표상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성리학에서 설정한 왕의
범주를 넘어선다. 더 이상 왕은 천명을 깨닫고 세계의 통합에 참여지 않는, 백성들
에게 동일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세계의 통합의 방향
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조의 해석은 주희의 통치자에 대한 인식과 배치된다.

그러나 받은 기질이 간혹 같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그 본성의 고유
한 바를 알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워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 나오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만
백성의 군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
였다.417)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왕의 필요성을 교육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다. 모든 사
람들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기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현우(賢愚)의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을 제거하여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
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군사가 된다. 따라서 군사로서의 왕은 제한적인 권력
을 갖고 있다. 그의 역할은 제도나 구조의 변화를 통해 천하를 평등하게 만드는 자
가 아니라, 백성들이 본연을 깨닫고 그 본연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학장구서｣의 내용은 따라서 왕이 실현하는 평천하(平天下)의 의미를 제
한한다. 즉, 평천하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그 직분과 성분을 다하
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왕이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상태는 아닌 것이
다.
따라서 정조가 스스로를 군사라고 자임했다는 사실이 곧 왕의 판단과 행위의
절대성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기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자서의 편찬이나
도통과 왕통의 일치는 성리학적 정치체제에서 정조의 권위를 강화시켜줄 수는 있었
417) 大學 ｢大學章句序｣.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
明叡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復其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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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시에 정조 역시 성리학적 논리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서에서 나타난 왕의 위상재고는 도통과 왕통의 합치나 군사의
자임과 다른, 성리학적 정치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시도는 왕의 기준에 따라 정치공동체의 위계를 재조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미를
새로운 왕의 의미와의 연계 속에서 재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조가 자서에서 주장한 왕의 특수한 위상은 1799년 윤행임(尹行恁, 1762～
1801)과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내용을 문대한 ｢증전추록｣(曾傳秋錄)에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증전추록｣에서 리일분수의 논리를 왕이 신표를 나눠주는 행위에
빗대 설명한다.

대저 이 리는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흩어져 만 가지가 되고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다. 천자가 다섯 가지 신표[五瑞]를 다섯 등급의 제후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천자를)
뵈올 적에 앞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거두어 모아 모규[瑁圭]로써 합하여 믿을 수 있
는지를 징험하였다. (중략) 각기 그 성을 받은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어찌 그 성이
실천되는 곳에서 살펴보아야 일리(一理)가 고루 나누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일리는 모규이며 성은 오서이니(중략) 이처럼 만국의 玉
은 모두 4치의 冒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모를 잡아 징험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
다.418)

정조는 여기에서 하늘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
다. 왕은 통치를 기획하는 자(다섯 가지 신표를 제후에게 나누어주어 천자의 정치를
하게 만드는 자)이며, 통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존재(그 다섯 가지 신표를 거두어 정
치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이다. 통치의 기획자이자 완성자라는 정조
의 이러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통치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존재는 오직 왕 뿐
이기 때문이다.
자서에서 발견되는 왕의 초월적 위상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모색이라
고 할 수 있다. 왕을 사대부의 대표로 이해하고 사집단의 존재의미에서 도출되는 정
418) 弘齋全書 권 126, ｢曾傳秋錄｣. “大抵是理也 始一散萬 復合于一 天子則之班五瑞于五等諸侯
及其肆覲 輯其前所班者 以瑁圭合而驗其信然 …欲識各與其性之所以 盍於能盡其性處諦看 而覺得
一理之均分耶 故曰一理瑁圭也 性五瑞也 …若是則萬國之玉 皆出於四寸之冒 而執此冒而驗之者,
惟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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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정당성을 왕에게 투영시켰던 사집단의 정치관과 달리 정조는 역으로 왕의 상
징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적 의미를 백성들에게 투영시켜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리학이 리일분수라는 표현을 통해 각기 다른 직분
과 성분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정조
는 리일분수를 가져와 왕과 백성들의 동일성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조는 리와 태극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다른 도덕-정치주체들과 차별성
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조의 왕권론은 성리학적 언어와 개념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
만, 그 방향성에서 성리학적 정치관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가 성리학적 질서론의 구조를 차용해 제시한 왕을 토대로 한 질서론은 새
로운 질서의 기초를 필요로 했던 당대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다. 다
음 홍길주의 리와 태극개념에 대한 비판에 나오는 표현들은 정조의 ｢자서｣의 표현
들과 유사하지만, 태극의 의미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학자들은 이치를 말할 때면 반드시 태극에까지 이른 후라야 그친다. 이치를 탐구함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을 밝혀 행하고, 일을 처리함에 마땅한 원칙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두려운 듯 “이 일의 근본은 태극
이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사물을 대할 때 근심스러운 듯 “이 물건의 근본은 태극
이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은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저 아득하기만
한 태극으로 돌려버린다면, 이것을 일러 이치를 탐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른바 이치란 무엇인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체도 방향도 장소도 없고 표현할
이름도 조목도 없으며, 그저 일과 물건마다 당연한, 또 마땅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뿐이다.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이치가 있으며, 곤충과 초
목에게는 곤충과 초목의 이치가 있고, 물과 불과 흙과 돌에는 물과 불과 흙과 돌의
이치가 있다. 이러한 이치는 모두 하늘에 근본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은 그저 크고도
푸르며, 지극히 높이 아래를 덮고 있을 뿐이니, 만물을 주재하고 안배한 흔적을 드러
낸 적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치는 하늘이라는 말도 정말 그런지는 감히 모르겠
다.419)
419) 縹礱乙㡨권16｢明理｣. “學者說理 必推以至于太極而后已 所貴乎窮理者 欲其明乎善而行已 處
事無失其宜然之則也 如有人焉 遇一事而惕然曰 是事之本 太極也 遇一物而愀然曰 是物之本 太極
也 不求其當行之善 而擧以歸之于太極之茫茫 則是可謂之能窮理耶 且所謂理者 何也 無形體方所
之可執 無名狀條目之可言 特卽事卽物而無不有其當然所以然之故而已 在天而有天之理 在人而有
人之理 在昆蟲草木而有昆蟲草木之理 在水火土石而有水火土石之理 是其理莫不本乎天 然天固穹
穹蒼蒼 至高而覆下而已 又曷嘗見主宰安排之迹哉 故謂理爲天 亦未敢知其信然也.”(표롱을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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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각각의 이치를 찾고자 한 것은 각 존재들 사이에 공
유할 수 있는 동일성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홍길주 역시 각각의 사물들의 이치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조가 동일성의 기반이 없는 존재들에게 동일성을 부
여하는 것을 자신으로 명명한 반면 홍길주는 하늘을 거론한다. 홍길주의 논리에 따
르면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일한 동일성은 하늘이 이들을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
뿐이다. 여기까지는 정조와 홍길주의 사고의 구조는 동일하다. 그런데 태극의 개념
으로 가면 다르다. 정조는 동일성을 부여하는 자신을 태극에 비견한 반면 홍길주의
언술에서 태극은 의미를 잃는다.
정조와 홍길주의 글에서 발견되는 존재 간의 동일성의 부재는 권위에 대한 새
로운 질서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정조는 성리학이론을 원용해 자신이 질서의 토
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자연성에 비유함으로써 설득하고자 했다. 홍길주가 동일성
의 토대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하늘인데, 사실 하늘이 무엇인지는 추상적이고 의미
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성리학에서 하늘로 표상되는 리, 태극은 복잡한 논리구조를
가짐으로써 물질적 의미에서 자연원리로 이해될 수 있었다. ｢명리｣라는 텍스트에서
홍길주는 그런 복잡한 이론을 버리고 하늘이라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늘이
동일성을 부여한다는 논리를 거칠게 확장시킨다면 하늘이 동일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신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만이다. 홍길주의 주장에는 질서
의 토대로서 하늘의 조건에 대한 이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저 하늘로 동일성이
부여된다고 전제하고 리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원리로서 하늘을
전제한 것이지만, 그 하늘은 임의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다.
성리학에서 태극, 홍길주에게서 하늘이 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성
과 추상성 때문이다. 본성은 추상적인 한편 자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서의 토대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왕은 그 존재는 자연에 속하지만 추상화되지 않는
다. 왕의 존재가 질서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왕 개인의 신체가 드러나서는 안되고
절대왕정의 경우처럼 법제의 형태로 편재해야 한다(Monod 1999). 이는 다시 말해
정조가 만들어낸 질서론이 확인될 수 있는 제도의 형태가 존재함으로써 새로운 믿
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 박무영․이주해(2006)의 번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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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홍범구주의 황극해석과 수사적 사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왕
권의 정당성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우주의 본체[太極]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되었
던 서경의 홍범구주의 제 5주인 황극은 주희가 “왕의 표준”이라고 적극적으로 해
석한 이래 정치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조선에서 황극개념은 17
세기에 왕이 당쟁의 조정자이자 제도를 만드는 자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왕권과
적극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대부들은 도통의 담지자가
아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따라서 당쟁을 종식시
키고 제도를 개혁하고 좋은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왕이 주목받게
되었다.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당시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사대
부들은 공평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왕의 가능성을 황극을 통해 강조하였고, 왕권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적 정당화는 왕의 권위에 대한 강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황극의 주석자들은 왕이 만든 제도의 절대성을 왕의 세계 내에서의 중심성과
우주론적 위상을 통해 주장한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왕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그 왕
의 중심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들은 현실에서 왕의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심법에 주목한다. 심법은 도덕적 태도 혹은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설
명된다. 왕은 심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제도를 세우기 때문에, 제도의 공정성은 심법
에 의해 정당화된다. 심법은 결국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나 정확한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주석자들 중 도덕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심법을 경
(敬), 즉 신중한 태도라고 규정하는 한편 상수학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심의 대상, 즉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사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수로 분할한 뒤, 왕의 판단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한다.
양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왕의 권위는 강화시키고자 하고 권력은 제도에 귀속시
켜 그 자의성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세채와 서명응은 황극의 수인 5가 우
주론(cosmology)에서 갖는 의미와 왕의 위상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왕에
게 5의 의미, 즉 세계의 중심성, 항상성, 보편성을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위를 구
축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옹호한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서명응이 심법을 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 것은, 세계의 패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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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움직이는 왕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강한 왕권론자라고 평가되는 윤휴의 경우도 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윤휴에게 있어서 왕은 인격적 존재라기보다는 제도의 원천으로서
의 의미가 더 크다. 윤휴는 서경｢낙고｣의 주석에서 섭정의 가능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왕이 능력이 없을 때는 대인이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윤휴에게 왕이
란, 세습에 의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상적 통치자로서의 왕이다. 이러한 윤
휴의 태도에서 그가 왕의 권위는 긍정했지만 권력은 제어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황경원은 왕의 권위의 원천을 상제로부터 도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
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을 권력행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왕권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주석자들에 의해 왕의 권위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황극은 왕들에 의해
적극적인 정치수사로 사용된다. 왕들은 자신들을 공동체의 유일한 판단자로 규정하
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황극개념을 사용할 때 심법을 배제하는 내러
티브를 구사한다. 심법은 황극의 권위를 강화시키지만, 왕이 심법을 따르지 않는다
고 판단될 경우 왕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왕들은 황
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할 때 왕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황
극의 의미를 제한한다.
왕들이 황극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황극개념은 애초에 주석자들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효과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부들은 황극개념을 주희가
해석한 대로 “왕의 표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영조가 황극개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자 사대부들은 “왕의 표준”
이라는 해석보다 대중이라고 주장하거나 중(中)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황극에서 도덕을 탈각시킨 채 사용하고자 하는 왕과, 황극의 도덕적 의미를 강
조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이 황극을 정치수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이론적․철
학적 의미는 소진된다. 따라서 황극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거나 정당화하고 권력을
제약하려는 의도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한 오롯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정조가 황극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성리학적 원천들을 동원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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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君師)를 자임하면서 왕에 의한 도통과 치통의 통합을 주장했던 정조는 심성론,
우주론을 동원해 절대적인 왕권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정조는 왕의 특수성이 이미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5의 중심성과 왕을 연결시키고, 황극개념을
넘어서 왕을 태극에 비유한다. 정조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되던 마음, 즉 명덕(明德)에 이미 사회적 위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서 확인되듯이 자신을 태극이 비정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함으로써 성리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전제, 즉 인간의 태생적
평등성에 배치되는 사유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석자들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왕이 자신
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에 왕
의 가장 큰 정당성은 세습적 정당성이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즉위한 왕의 정당성은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황극개념의 사용만 놓고 볼 때때 왕권은 강화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다른 맥락에서 조망하면 다른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
히 18세기의 제도의 발달에서 보면, 황극개념을 통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관료제와 제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확산되었던 새로운 조세제도, 새로운 행정구획, 새롭게 만들어진 법전은 기존의 관
습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관습과 다른 제도가 확산되
고 작동할 수 있으려면 관료제가 발달해야 하며, 동시에 강한 국가의 힘이 필요하
다. 왕의 강한 권위는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편, 왕의 자
의적 권력행사는 발달된 관료제와 법제와 충돌하게 된다. 정조가 왕의 절대적 권위
를 강조하며 제도를 넘어선 권력인 권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관료제에 의
해 그 권력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왕권을 황극개념의 변화를 통해 볼 경우 다음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후기는 관료제와 제도로 표현되는 국가는 커지는 반면 실제 왕권은 취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왕권과 연관된 정치수사들만 보면 왕권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모순되어 보이는 두
현상은 관료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왕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점을 이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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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다. 특히 박세채와 서명응처럼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규정하거나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 결단을 상수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경우, 이들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막연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판단으로부터 도출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윤휴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심법은 왕의 판단과 제도를 정당화하고 절대화
하기 위한 절차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제도 혹은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개혁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적
으로 필수적인 기제가 관료제라고 할 때, 관료제에 의한 자의적 권력의 제약은 거칠
게 말하자면 황극개념을 권위와 권력으로 구분했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들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를 시도했던 반면 영조와 정조의 경우 이들이 황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은 방법론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론이나 정치수사만으로 정치사상을 분석
할 때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수사는 단편적이고 의견 중심적이기 때
문에 이를 통해 황극과 왕권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편 개념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경우, 특정한 맥락에서 개념이 어떻게 정치
수사로 사용되며, 그 의미가 변화해가는 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양자를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이론적 차원에서의 황극개념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변화하는지를 추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황극을 개념과 정치수사,
즉 언어적 관점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왕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실제 황극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황극이 이론적･정치수사적 힘을 소진하면
서 왕들이 그 대안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대부들 혹은 일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왕의
위상과 왕권의 의미, 그리고 권위와 권력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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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Power and Authority of Kings
in Late Choson Dynasty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Hwangkuk
Soh, Jeanhyo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explain the meaning of kingship in late Choson
Dynasty analyzing interpretations of Hwangkuk(皇極). The existing literature
on late Choson kingship, which mainly focused on the point that there os a
certain correlation between the phenomenon that kingship has received
empowerment in the late Choson Dynasty and the concept of Hwangkuk.
That is to say, the issue of whether the concept of Hwangkuk reflects the
enhanced kingship has been relatively less documented. In particular,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Hwangkuk seem to be
unsuccessful in fully explaining what kingship is due to a failure in defining
Hwangkuk in terms of Neo-Confucian statecraft. This thesis focuses on
revealing how the concept of Hwangkuk was deployed theoretically and
rhetorically within the context of late Choson by explaining the meaning of
Hwangkuk in more detail from Neo-Confucian statecraft perspective.
The concept of Hwangkuk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by the
literati who tried to end the faction strife. In this regard, a king emerged
and received attention, as a being capable of equitable judgement and
trobleshooting.

From a

Neo-Confu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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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kings

are

usually

regarded just human being who has limitations and weaknesses. Therefore,
according to a description of the ideal politc in Neo-Confucian philosophy as
legitimate governors should govern their countries with the literati as
legitimate advisor for the righteousness, because the literati is able to
provide insights for the right judgement to kings. If a king wants to act as
the only juge and troubleshooter alone, he need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serve as justification for his legitimacy which requires to secure the
king’s judgement to be fair, unlike the literati who lacks a fairness as an
arbitrator in the middle of the faction strife. Hwankuk is the concept based
on the theory emerged from this legitimation purpose.
It is widely accepted that Hwangkuk means the king’s ultimate standard.
During the Song Dynasty, Hwangkuk became understood as a concept related
to the king. Chu Xi, a preeminent Neo-Confucian scholar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s the one who translated the term of Hwangkuk as the king’s
standard. By redefining it as king’s standard different from the given
interpretation, Chu Xi provides the possibility that Hwangkuk can be used as
a political concept.
Here, the problem is whether it can be proved that the king’s judgement
and institution are fair and equitable with the concept of Hwangkuk.
Commentators on the Great Plan Composed of Nine Divisions(洪範九疇) tried
to resolve this aporia by suggesting ‘the means of mind(心法)’ as a requisite
for Hwangkuk. Among commentators, particulary, the ones who want to
interpret Hwangkuk with ethics are trying to define the means of mind as
prudent attitude. On the other handa, the others who are trying to explain it
with images and numbers emphasize the exact judgement within the
particular situation in order to detect the beings and events more accurately.
These two different glossator groups which explaning Hwangkuk either
with ethics or with images and numbers have in common that both prefer to
enhance the authority of a king to make legislation, while they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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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arbitrary abuse of power at the same time. They tend to
distinguish power from authority, and believe that legitimate exercise of
power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authority. In spite of such
theoretical efforts Hwangkuk is sometimes used as a rhetorical vehicle to
emphasize absoluteness of king’s power.
As kings deploy the concepts as political rhetoric, the literati attempts to
unlink the theoretical connction between Hwangkuk and kingship by restoring
back to the old interpretation to see Hwangkuk as Daijung(大中) or Jung(中,
mean). Looking at how the concept Hwangkuk was utilized, it seems that
most theoretical attempt to put a limitation on the exercise of king’s power
but enhance the legitimate authority of king at the same time have failed.
From a different viewpoint, however, we can find what such attempts have
achieved, which cannot be said completely unsuccessful.
One of the most conspicuous changes in the eighteenth century Choson
was characterized as a creation of a series of reformative institu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ureaucracy. In order to operate such new
institution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developed bureaucratic
system as well as the king’s authority powerful enough to support them.
Thus, kings’ absolute authority became considered foundation for such
reformation and bureaucracy. On the other hand, there must sometimes be
conflicts between a king and bureaucrats inclined to keep the rule and law.
It could be a good example that King Jungjo tried to use power over
institutional authority.
Therefore,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about the way that
the concept of Hwangkuk is used as political rhetoric, we find there were at
least two approaches to perception of kingship in the late Choson dynasty:
One defines the kingship dependant on institution, the other appreciates the
kingship as autonomous power independent from institution. Whereas the
former recognizes king as the creator and subordinator of institu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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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r defines the literati and bureaucrats not as legitimate advisors or
partners of governance, but as vassals of a king submissive to a king’s
decision. Such different viewpoints regarding kingship can be understood as
practical

reflection

of

the

theoretical

attempt

to

distinguish

aut

horityfrompowerthroughtheconceptofHwangkuk.

Keyword: Hwangkuk, kingship, authority, power, transmission of the Way,
legitimacy, the Great Plan Composed of Nine Divisions, the rule of mind
Student number: 20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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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 18세기 조선에서 황극(皇極)개념이 사용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
써 조선후기 왕권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왕권연구들은 조선후기에 왕권
이 주목되는 현상과 황극개념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나, 황극과 왕권의
관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황극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 황극을 성리학
적 통치론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왕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
히지 못한다. 본 논문은 황극개념을 성리학적 통치론과 연관시켜 설명한 뒤, 조선후
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황극개념은 조선후기 파벌간의 대립을 종식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주목을 받았다. 17세기 이후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파벌들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당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왕이 부상하게 되었다. 성
리학은 왕은 인간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치통(治統)을 가진 왕과
도통(道統)을 가진 사대부들이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았
다. 사대부들이 당쟁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판단
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왕을 주목하게 만들었지만, 일시적으로 강화된 왕권을 안정적

- i -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왕의 공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다. 그
이론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 황극이다.
황극은 조선시대에 “왕의 표준”으로 이해되었다. 황극은 우주의 본체로서의 태
극(太極), 대중(大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송대에 이르러 왕과 연관되는 개념
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를 “왕의 표준”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남송대 성리
학자인 주희이다. 주희는 황극을 왕의 표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치개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문제는 황극으로 왕의 판단과 왕이 만든 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는가이다.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황극의 조건으로 심법(心法)을 제안함으로써 아포
리아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석자들 중 도덕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심법을
경(敬), 즉 신중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한편 상수학(象數學)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사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강조한다.
황극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나 상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은 모두
공통적으로 왕의 권위를 이론적으로 강화시키고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제어하고자
한다. 이들은 권력을 권위로부터 구분한 뒤 다시 권위에 귀속시키려는 경향을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가 그 의미에서 강조됨에 따라 황극은 왕들에 의해
적극적인 정치수사로 사용된다. 왕들이 황극개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사대부들은
황극을 대중이나 중(中) 개념으로 재규정함으로써 황극과 왕권의 이론적 연속성을
단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황극이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주석자들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황극개념을 통해 왕의 권위를 강
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조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료제가 발달하고 개혁적인 제도들이 시행되
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습과 다른 제도가 확산되고 작동할 수 있으려면 관료제가
발달해야 하며, 동시에 강한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왕의 강한 권위는 이러한 개혁
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편 관료들은 제도의 변칙적 적용이나 제도적
규정을 넘어서는 판단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조가 왕
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제도를 넘어선 권력인 권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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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료제에 의해 그 권력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황극의 이론적 설명과 정치수사로서의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적어도 왕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왕권을 제
도에 종속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왕권을 제도로부터 자유로
운 권력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전자가 왕을 제도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제도에 종
속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후자는 사대부나 관료들을 정치의 조언자나 통치의 파트
너가 아닌 왕의 가신으로 격하시킴으로 왕의 결정에 복종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왕
권에 대한 이러한 입장차는 당대인들이 황극개념을 통해 왕권을 권력과 권위로 구
분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주요어: 황극, 왕권, 권위, 권력, 도통, 왕통, 홍범구주, 심법
학 번: 20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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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왕권의 변화이다. 왕과 사대부의 위상논쟁에 해당되는 예송논쟁1)이나, 숙종(肅宗,
1661-1720, 재위 1674-1720) 이후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 정
조에 이르기까지 탕평(蕩平)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왕 중심의 정국운영이 이루어졌다
는 사실은 이 시기의 왕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실제로 17세기 이후의 왕의 위상변화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권력구조의 변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먼저 사회경제적 구조와 왕을 연
관시키는 연구들은 조선후기에 사회･경제적인 발달과 신분제의 변동에 주목, 사회경
제제도 및 신분제의 개혁을 추진할 주체로 왕이 주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2) 국
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왕권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연구들로,

1) 갑인예송(甲寅禮訟), 기해예송(己亥禮訟)으로 대표되는 복제(服制) 논쟁은 기본적으로 왕이 사
대부와 동일한 예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의
연장선 상에 있다. 고영진에 따르면 충청지역의 이이계통의 서인과 노론, 서울․충청지역의 성혼․
김상헌 계통의 소론학자들은 의례와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삼고 예가 가(家)-향(鄕)-국가로 확
산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예학을 발전시킨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서경덕․조식 계열의 기호남
인과 최석정 등 일부 소론들은 주례, 예기 등 고례를 기반으로 삼는다. 전자의 경우 예의
기초가 가(家)에 있기 때문에 천하동례, 혹은 왕사동례(王士同禮)를 주장하고, 후자의 경우 국
가가 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수장인 왕과 사대부는 예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고영진 2008, 18-19). 이러한 예학적 주장은 이론적으로 국가를 사회의 반영으로 보는가,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단절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나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입장,
즉 국가가 예의 기초라고 본다는 것은, 국가와 분리된 보편적 도덕에 회의적인 태도의 반영이
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연구들은 대체로 실학과 왕권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2.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부산사학 15‧16 합집; 1994. ｢정
조 철학사상의 정치적 조명｣부산사학 25․26 합집;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연구. 지식산
업사; 2007. ｢탕평기 군주의 정치사상｣. 한국국학진흥언 편. 한국유학사상대계Ⅵ-정치사상편
. 한국국학진흥원; 배병삼. 1996. ｢조선후기 개혁사상의 고찰―정조와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국정치의 재성찰: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 한울; 원재린. 2000. ｢성호 이익의 정치개혁론―
입법탕평론과 탕평책｣민족과 문화 9; 2000. ｢성호 이익의 ‘탕평’ 인식과 소농안정책｣명지사
론 11‧12 합집; 이태진. 1993. ｢정조―유학적 계몽절대군주｣한국사시민강좌 13; 정호훈.
2005.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의 편찬｣. 오영교 편 조선후기 체제변동과
속대전.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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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교체 이후 조선은 스스로를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실현할 주체라고 규정하였고,
조선중화주의가 유행하였던 시기에 왕이었던 숙종･영조･정조는 이러한 문화국가를
실현하고 중화질서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고 규정한다.3) 마지막으
로 권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왕권을 규정하는 연구들의 경우 당쟁(黨爭)이라는 파벌
간의 대립 속에서 왕이 권력구조상의 우월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파벌
정치의 대안으로서 국왕 중심의 정국운영을 통해 왕권을 설명한다.4)
구조적 변화와 왕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은 왕권이 질서관과 직결되어 있다
는 전제를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신분제적 질서보다 평등한 사회질서, 새롭게 규정
되었던 중화질서, 그리고 왕이 사대부들에 대한 권력구조 상으로 우세해진 조건 속
에서 조선후기 왕권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맥락적 해석이 왕권이 변화하는 면모를 기술하기는 하지만, 이러
한 기술들에서 실제 변화한 왕권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7, 18세기의 질서관의 변화는 논쟁적 과정이었기 때문
3) 이 연구들은 주로 노론의 중화주의에 대한 입장과 왕권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9.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그 의의｣. 김문식, 노대환, 배우성, 유봉학, 정옥자 공저.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
화. 돌베개; 2004.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07. 정조의 제왕학. 태
학사; 김호. 2007. ｢정조의 속학비판과 정학론｣한국사연구 139; 안재순. 1990. ｢한국근대사
에 있어서 정조의 통치철학에 관한 연구―그 전통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양철학
과 박사학위논문; 2001. ｢정조의 서학관｣동양철학연구; 정경희. 1998. ｢영조 전반기
(1724~1748) 중앙학계와 영조의 성리학 이해｣한국사연구 103; 1999a. ｢영조 후반기
(1749~1776) 경연과 영조의 의리학 강화｣역사학보 162; 1999b. ｢군사 영조의 성리학 진흥
책｣한국학보 97; 정옥자. 1991. 조선후기 지성사. 일지사; 1997. 조선후기 문화운동사.
일조각;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사상연구. 일지사; 1999a. ｢정조시대 연구 총론｣. 김문
식, 노대환, 배우성, 유봉학, 정옥자 공저.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b. ｢정조의
사회통합사상｣. 김문식, 노대환, 배우성, 유봉학, 정옥자 공저.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
개.
4) 정국운영과 왕권의 강화를 검토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준혁. ｢정조대 정치체제운영과 개
혁정책｣동양정치사상사연구 7-1; 박광용. 1984.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한국사론 10;
1991. ｢조선후기 정치사의 시기구분 문제｣성심여대논문집 23; 1994. ｢조선후기탕평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9. ｢숙종대 기사환
국에 대한 검토 - 당론서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동양학29; 이상식. 2005. ｢숙
종 초기의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조선시대사학보33. 이희환. 1984. ｢숙종과 기사환국｣전
북사학8; 이희환. 1989. ｢갑술환국과 숙종｣전북사학 11･12; 이희환. 1992. ｢경종대의 신축
환국과 임인옥사｣전북사학15 정경희. 1993. ｢숙종대 탕평론과 ‘탕평’의 시도｣한국사론 30;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한국학보 79; 정만조. 1983.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진단학보 56; 1986.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역사학보
111; 홍순민. 1986.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한국사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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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7, 18세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평등한 제도의 확산─예를 들어 납속책(納贖
策)과 같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의 등장이나 서얼허통(庶孼許通)에 대한 제도
적 마련, 균역법 같은 평등지향적인 조세제도 등─은 기존 신분질서와 충돌하면서
사회에 새로운 균열들을 만드는 과정이었다.5) 조선중화주의 역시 논쟁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청(淸)에 사대(事大)하면서 관념적으로는 조선을 중화로 규정한다는 것이
실천적 측면에서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6) 한편 당쟁의 결과 왕이 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
제로 세습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영조와 정조가 즉위 초에 강한 왕권을 가질 수 없
었고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쉽게 관철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왕권강
화의 조건과 실제 왕권강화는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구조적 변화는 왕의 위상적 변화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기는 하지

5) 17세기의 사족(士族) 지배체제는 18세기에 이르면 경향의 분리와 향전(鄕戰)으로 대표되는 지
역내부의 갈등과 수령권의 강화(김인걸 1984; 1988; 1990; 정진영 1998), 향족(鄕族)과 사족
의 대립(김현영 1999), 납속책과 권분(勸分) 등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서한교 1990; 이세영
2009)로 그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체제를 국가행정제도가 대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균역법이나 대동법 같은 조세의 시행에서도 보인다. 조세제도에
균역법, 대동법 등 균(均), 평(平), 동(同)과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가가 공동체 성원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대동법과 균역법은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킨 제도로 평가받
는다(손병규 2008, 84-87). 균역법이 공정한 세금수취라는 점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의 제도화,
즉 인간의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성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대부들을 우
대함으로써 국가질서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통치술에는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6) 조선중화주의는 관념적인 측면보다 구체적인 실천에서 더 문제적이었다. 그 예 중 하나가 조선
중화주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던,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만든 만동묘(萬東
廟)와 대보단(大報壇)이다. 만동묘와 대보단은 세워지는 단계에서부터 예학적으로 문제가 있었
다. 만동묘제사나 대보단 제사는 모두 “예가 아닌 예(非禮之禮)”라는 말로 정당화해야 할 정도
로 예에서 어긋나 있다. 만동묘 제사의 경우 노론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형식과 정당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예를 들어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은 만동묘의 예는 원래 봄가을 첫 달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했으나, 조정에서 대보
단을 설치하면서 제사를 늦봄으로 바꿨다고 설명하면서, 만동묘 제사가 천자를 제사하는 예의
정통은 아닌 “예에 없는 예”라고 지적한다. 김원행은 당시 만동묘 제사의 형식을 둘러싸고 제
사의 날짜, 명태조, 신종, 의종을 합사할 수 있는지, 음악을 쓸 수 있는지, 각 황제들의 예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노론 사대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소개한다(渼湖集 권
13 ｢書趙內翰 㻐 所論皇壇典禮後｣. “吾邦之祀先皇 肇於萬東廟之禮 萬東之禮 始用春秋孟朔上丁
之日 盖祀天子之禮然也 其後朝家禁壇之設 乃用季春 則又以皇朝屋社之在是月也 故以是月享之
非祀天子之禮之正也 (중략) 今議者之言 其不可有四 雖曰毅皇殉社 卽皇朝運訖之秋 而其所重主於
殉社 是日者 毅皇之諱辰而已 有事其孫而幷祀列祖 是爲援尊 一不可也 擧大享而不諏日 二不可也
是日不可用樂 大享而不用樂 三不可也 爲其不可用樂於其孫 而幷廢於其祖之大享 又爲其不可不用
樂於其祖 而幷及於其孫之諱辰 四不可也”). 이는 만동묘 제사의 형식과 정당성의 문제를 놓고
노론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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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들에 대해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기본
적으로 조선이라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왕은 최종심급으로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갖고 있기 때문에7) 논리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고, 개혁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특정한 법과 제도를 유지하는 최종적 결
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이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왕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산
군(燕山君, 1476-1506, 재위 1494-1506)이나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
1608-162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반정(反正)이나 폐위(廢位)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조선의 왕이 구조적으로 충분히 강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권에 대한 상식적･관습적 규정
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반정세력들이 도덕과 관습적 사고로 명
분을 삼아 반정을 정당화한 것은, 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나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
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조선에 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상식이나 관습적 차원에서 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한 왕
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상식이나 관습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거
나, 이를 넘어서서 왕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18세기 왕권의 강화는 왕이 스스로를 군사(君師), 즉 왕이자 스승이
라는 규정과 더불어 이루어지는데,8) 이는 왕들이 성리학(性理學)9)이 규정하는 이상
7) 생살여탈권이라는 표현은 여탈권(與奪權)이라고도 부른다. 왕의 권력은 권병(權柄)이라고도 하
며, 권병의 핵심은 생살여탈권으로 요약된다. 중종실록에는 대사헌 심언경(沈彦慶)과 대사간
권예(權輗)가 권병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위복(威福) 즉 벌주고 복을 주는
것이 왕의 생살여탈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중종실록 중종 26년 11월 19일. “夫威福者
人主之所以生殺與奪 而率厲一世之具也 居其位 操其柄 不可斯須 而假人也), 뒤에서 언급하겠지
만 위복은 왕이 세운 제도와 법을 공동체 성원들이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왕이 내리
는 벌과 복을 의미한다(. 위복이 생살여탈권의 핵심이고, 권병을 왕이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은 왕의 권력이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며, 그 권력의 속성이 사법적 권력과 연관
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8) 조선후기 왕들이 스스로를 군사로 자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문식. 1996.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정조와 경기학인을 중심으로. 일조각;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2012. ｢영조의 제왕학과 『어제자성편』｣장서각 27;윤정. 2007. ｢
18세기 국왕의 문치사상 연구 : 조종사적의 재인식과 계지술사의 실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태진. 1992. ｢정조의 ‘대학’ 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대
대동문화연구총서 11;1993. ｢정조: 유학적 절대계몽군주｣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9) Routledgeecurzon Encyclopedia of Confucianism의 설명에 따르면 성리학에서 성은 본성을
의미하며 리는 보편적 원리를 지칭한다. 두 용어는 전한대(前漢代)에는 따로 사용되다가,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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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왕을 모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숙종이
나 영조가 탕평이라는 정치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왕의 위상을 재고했던 것
은, 기존의 철학적 개념을 뒤틀어서 재규정함으로써 왕권강화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왕권강화의 전략들은 왕권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다. “군사”라는 말은 왕의 권력은 학문적 권위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
편 “탕평”이라는 표현에는 탕평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왕의 조건이 전제된다. 이
용어들은 왕권강화를 정당화해주는 동시에 왕권의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실제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17, 18세기의 왕권의 이론적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로 이론적 정당화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왕권의 정당성 중 성리학에 기초
한 정당성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조선의 왕이 갖는 왕권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크
게 두 가지로부터 도출된다. 하나는 관습이 규정하는 왕권의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
는 정치이념인 성리학이 규정하는 왕권의 정당성이다. 칠게 왕권의 정당성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왕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세습적 지위, 즉 정통성으로
부터 나온다. 한편 왕은 관료제의 수장으로서의 위상과 성리학적(性理學的) 이념을
실현하는 왕이자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왕의 정통성과 관료제 수장으로서의 위상에서 나오는 권력은 제도에 의해 보장

달(孔穎達, 547-648)의 시경(詩經)의 주석에서 처음 등장한다. 성리라는 표현은 명대(明代)
에 송대(宋代)의 정주학(程朱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명대에 송대의
정주학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전집에 성리대전(性理大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데에서도 드
러난다. 한편 성리학은 단지 본성과 보편적 원리라는 철학적 문제에만 종사하는 학문은 아니
다. 성리학이 보편적인 원리의 존재과 보편적 원리의 편재성(遍在性)을 전제하는 이유는, 그 원
리대로 사회조직과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민병희 2008).
성리학적 이념 체계 내에서 이론적 논쟁은 보편적 원리와 국가의 통치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
며, 보편적 원리의 인식문제(이기(理氣), 심성(心性), 인심도심(人心道心)의 문제), 인식과 실천
의 문제(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 미발이발(未發理髮) 논쟁), 존재론에 관한 문제(인물성동이
(人物性同異) 논쟁, 화이(華夷) 구분))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논쟁부터 예학(禮學)과 같은 원리의
재현으로서 사회질서에 관한 논쟁, 중화주의 논쟁이나 예송논쟁과 같이 사회질서와 국가질서의
관계에 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논쟁이 광범위한 범주에서 나타나고 또한 도덕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 되는 이유는, 성리학이 보편적 원리가 개인의 도덕부터 국
가의 통치질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성리학은 정주학적 전통
의, 통치질서가 보편적 원리와 본성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주장하는 통치이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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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왕이 정통성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정통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합법화의
기제들이 존재하며, 관료제의 수장이나 신분제의 정점에 위치하는 왕의 위상은 질서
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되기 어렵다. 왕의 정통성이 정치문제가 되는 것은 왕
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이며, 왕의 위상 자체가 정치적 논
쟁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특정한 이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당성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왕권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의 역량과 관계된
권력이다. 개인의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의 정치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이념을 내면화하고 실천함으
로써─혹은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연극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후자는 관료제의 수장으로서의 왕의 위상과 연관되지만 양자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료제의 수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왕의 지위라면, 왕
개인의 실천적 역량은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정당하다는 믿음을 공동체에
줌으로써 제도를 만들거나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왕의 역량 중 후자, 즉 권위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 지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성리학이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이다. 제도의 권위가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왕이 제도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도는 제도가 공
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거나 구성원들에게 공평하다고 인식될 때 정당화된다. 왕이
제도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왕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거나 공평성 혹은 공정
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한편 왕이 제도를 지킨다는 의미는 보
다 복잡한데, 이는 제도의 철저한 준수와 상황에 따른 변칙적 판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는 전자를 경(經)으로, 후자를 권(權)으로 설명한다. 왕은 기본
적으로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제도의 수호자로서 왕은 후자, 즉 상황에
따른 적합한 판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제도를 지키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 안에서 이상적인 왕은 공정성의 담지자이자 제도를 초월
한 판단자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 두 가지가 이론적인 측면에 왕의 권위를 구성하는
두 측면이 된다. 그러나 성리학의 역사기술에 의하면 이러한 이상적인 왕은 요순 이
후에 나오지 않았다. 성리학은 따라서 공정성의 담보와 판단의 토대에 학문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왕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적인 통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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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들과의 공치(共治)를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성리학
은 왕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어하고 공론(公論)에 따른 정치를 지향할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왕권이 강화되었다면, 그리고 그 방식이 성리학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면, 왕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이다. 즉 왕은 자신이 공정하
다는 것, 그리고 그의 판단이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
구가 주목하는 개념이 17세기에 왕권과 연관되어 논의되었던 황극(皇極)이다. 황극
은 서경(書經)｢주서(周書)｣ 홍범편(洪範篇)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홍범구주의 황극
이 왕권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은 특히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왕권을 규정해온 연
구들에서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파벌[朋黨, faction]10) 간
의 대립이 격화되면서11) 정국이 파행으로 중재하고 시비판단의 주체로서 왕의 역
할이 강조되었다. 왕은 중재와 판단의 주체로서 표준을 세워 파벌들이 이에 따르도
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당대인들은 왕이 세우는 표준을 황극(皇極)
으로, 왕이 황극을 제시해 분열이 없어진 상태를 탕평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황극
이 왕의 판단과 연관되어 있는 한, 판단의 토대로서 왕의 마음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성리학적 이념 하에서는 문제가 된다.
탕평은 홍범구주 중 소위 황극 14구(句)라고 불리는 “편파적이지 않아서 왕의

10) 본 연구에서 붕당(朋黨)은 파벌(faction)로 번역한다. 붕당은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붕당
의 붕은 친구, 당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집권을 목적으로 하
는 현대정치제도의 정당(政黨, party)과 달리 국가의 관료제 내에 존재하는 학연, 혈연으로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파벌은 크게 서인(西人), 북
인(北人), 남인(南人)으로 나뉘며, 18세기가 되면 다시 노론(老論), 소론(少論), 남인(南人)으로
분열된다. 그러나 이 파벌들을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파벌 내에는 정국운영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다시 준론(峻論), 완론
(緩論), 극론(極論) 등으로 나뉘고, 출신성분에 따라 한당, 산당으로 나뉘기도 한다. 18세기 후
반으로 갈수록 시파, 벽파 등 복잡한 세력분열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때 붕당은 정당이나 정
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정부, 당, 조직 내의 집단이나 균열을 의미하는 파벌이 개념적으로 적
절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중국 전통시대의 붕당을 파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전의 규정과
역사적 의미, 정치수사(political rhetoric)의 전개를 검토한 연구로는 Levin(2008)이, 조선후기
붕당에 대한 규정과 인식, 담론의 전개에 대한 연구로는 박광용(1994)이 있다.
11) 숙종대의 당쟁은 환국이라는 파행적인 정국운영으로 귀결된다. 환국은 왕이 일방적으로 특정
파벌을 조정에서 제거하고 남은 파벌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 박광용. 1999. ｢숙종대 기사환국에 대한 검토 - 당론서 기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동양학29; 이희환. 1984. ｢숙종과 기사환국｣전북사학8; 이희
환. 1989. ｢갑술환국과 숙종｣전북사학 11･12; 이희환. 1992. ｢경종대의 신축환국과 임인옥
사｣전북사학15 ; 홍순민. 1986.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한국사론15; 이상식. 2005.
｢숙종 초기의 왕권안정책과 경신환국｣조선시대사학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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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준수하고, 사사로이 좋아함이 없어야 왕의 도를 준수할 수 있고,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야 왕의 길을 준수할 수 있다. 편벽됨과 무리짓기가 없으면 왕도가 넓
어지고 무리 짓기와 편벽됨이 없으면 왕도가 평탄해진다. 거스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의 도는 바르고 곧아 그 기준으로 모으면 그 기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다(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
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왕의 표준인 황극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진 상태,
즉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 말이다.
황극과 탕평이 정치수사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당쟁(黨爭)이 본격
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이다. 박광용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용어들은 파
벌에 관계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광용 1994, 17-26). 서인계 학
자인 유계(兪棨. 1607-1664)와 소론계 학자인 박세채(朴世采, 1631-1695), 그리고
남인계 학자인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황극과 탕평을 정치수사로 사용하기
시작한 인물들이다. 유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탕평의 기초라고 주장했고,
윤선도의 경우 공평한 도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파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을 황극이라고 표현하였다. 박세채는 황극의 도를 조제와 보합으로
설명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황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하였다.
왕이 파벌들을 없애고 여러 세력을 함께 등용하거나 아니면 가장 적합한 세력
을 등용해 정치를 한다는 주장의 핵심에는 판단의 주체로서의 왕에 대한 강조가 존
재한다.12) 왕이 판단의 주체라고 할 때 정치사상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왕의 정세적
12) 당시 정국운영방법으로는 조정의 분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공적이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파벌 하나만 판별･선택해서 정국운영을 하는 방법(일군자당一君子黨), 각 파벌들을 모두
정국에 참여시키는 방법(조제보합), 당과 관계없이 인재만을 등용시키는 방법 등이 모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조제･보합을 탕평책이라고 규정하거나 숙종이 ｢붕당교서｣를 내려 조제와 보합
을 통한 정국운영방식을 시사한 이래 영조･정조의 군주중심의 통치방식을 탕평정치라고 명명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탕평정치는 이전의 파벌간의 대립을 설명하는 용어인 붕당정치와 대비
되는 표현으로, 왕이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나선 정치를 의미한다. 즉, 탕평정치는 넓게는 왕에
게 권력이 집중된 상태, 즉 왕이 절대적인 인사권, 정책결정권, 생살여탈권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파벌간의 대립이 해소된 형태의 정치지향을 의미하는 듯하다. 실제로 정조(正祖)는 영조
의 정치를 평가하면서 탕평을 “큰 정치”라고 표현했는데(정조실록 즉위년 5월 16일. “先大
王事實 卽均役蕩平濬川也 蕩平爲五十年大政 而說去之際 若只書蕩平二字, 不無混淪之嫌”), 이렇
게 보면 탕평정치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붕당정치는 정당정치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붕당, 즉 정국운영
이 파벌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탕평은 정치적 지향점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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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는가의 여부보다 왕이 특정한 정국운영방식을
선택해서 제도화할 때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무엇인가이다. 이는 왕이 제도와 법
의 토대를 만들고 인재들을 등용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이 왕의 실제 정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치수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황극
개념에 대한 주석들을 먼저 분석하는 이유는 왕이 제도와 법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단순한 의견 이상의 것
을 추구하는 반면 수사는 철학적 개념들의 복잡한 논리를 사상하고 대중적인 언어
로 전환시키고,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3)
이를 황극개념의 이론적 분석과 수사적 사용에 적용해보면, 황극개념을 정치수
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개념의 이론적 복잡성이나 정당성의 구조를 사상시키고
대중적인 언어로 전환시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내러티브 안에 위치시킨다는 의
미가 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발견되
는 왕의 정국운영방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 왕권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이기보다는 왕의 권력행사를 정당화해주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수사가 이론적 정당성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특정 논쟁이 벌어지는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그리고 정치수사 내에서 개념들은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통해 왕권의 속성을 추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먼저 홍범구주의 주석들을 분석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분석한
뒤, 이를 황극이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과 비교하고자 한다.
홍범구주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왕권의 정당
때문에 탕평정치라는 표현은 붕당정치만큼 분명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위의 “탕평
이라는 두 글자는 혼란스러울 혐의가 없지 않다”라는 정조의 말에서 확인되듯이 탕평이라는
말은 정국운영이나 정치의 방식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탕평이 정확한 정의가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조선후기에 정치수사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비명변론이나 조제보합론이라고 구분하는 정치적 입장들은 붕당을 제거해서 탕평을
이루는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탕평정치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붕
당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조가 주장하는 탕평으로 당대의 탕평의 의미가 수렴되었다면, 영
조가 정치수사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영조만이 탕평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영조의 탕평에만 국한해서 탕평을 정의한다면, 이는 조제･보합에 국한하게 된다. 탕평정
치보다는 그러한 정국운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용어의 규
정은 당대의 정치를 전반적으로 이해한 뒤에 특징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탕평정치라는 표현은 일단 유보한다.
13) 철학과 정치수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Seigel(1968, 3-3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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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legitimacy)이다. 여기에서 정당성은 권위의 정당성을 의미하며 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공유된 믿음을 의미한다.14) 왕조국가에서 왕위계승자가 세습의 원리에 모두
부합할 경우, 혹은 왕이 정치이념이나 당대의 신념에 충실하게 행동할 경우 신민들
은 왕의 권력에 복종할 근거를 갖는다. 왕권은 단순히 왕이라는 위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를 통해 신민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이 될
수 있다.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화
(legitimation)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정도로 왕권의 정당성은 고정된 속성
을 갖지 않으며, 또 그 근거도 단일하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한다(Alfonso and
Escalona 2003, ⅸ-ⅹ).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먼저 왕권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분하고
자 한다. 정당화과정의 검토는 정당성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인 반면, 본 논문의
일차적인 관심은 당대인들이 왕권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논리에 있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정치체제 하에서 왕의 행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시되는 경우
는 그 행위가 성리학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이다. 예를 들어 연산군
이나 광해군의 폐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이 결정적으로 이념을 훼손했다고 판
단될 경우, 왕의 행위는 반정(反正)의 근거가 된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왕이 성리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통치자로서의 덕과 역량을 보일
경우, 왕의 권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14)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을 합법적 권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를 구분한다. 이 권위들은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베버의 지배의 정당성
에 대해서는 Weber(1958)을 참조할 것.
15) 예를 들어 성리학적 왕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예학도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17세
기 조선의 예학은 왕실례와 사대부례의 일치여부에 대한 논쟁, 의례(儀禮)과 국조오례의
의 기준이 충돌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중심으로 예를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주자가례
의 불완전성 및 위서여부에 대한 논쟁, 종통(宗統)과 혈통(血統) 중 무엇이 예에서 더 중요한
가에 대한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예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한편 왕위계승문제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많은 왕들은 적장자라는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럴 경우 왕을 일반 사대부들과 다른 존재로 규정한 뒤 입후라는 합법화의 과정을 통해 왕위를
계승했는데, 왕에 따라 정통성이 사대부들과 동일한 예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서 입후가 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보아서 혈연적 부모를 추숭함으로써 정통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경우와, 반대로 계승권을 보장해준다고 보고 정통성의 한계를 다른 정당화기제를 통해 보완하
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이는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조차 안정적인 정당성을 보
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학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고영진(1995)을 참조할 것. 왕
위계승문제는 이영춘(199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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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엇으로 왕의 행위가 혹은 왕의 판단과 결정이 성리학의 이념에 부합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장할 것인가이다. 한편 왕의 규범이나 제도는 모든 공동체
의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왕이 제시하는 규범, 제도, 법이 자의적이라면 규
범과 제도의 정당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왕권은 취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왕의 규범이나 제도가 공동체의 일부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정당화밖에 없다. 그 중 특히
성리학 이론에 기초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본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홍범구주의 주석들에서 보이는 왕권은 권위와 권력으로 구분된다. 주석자들은
왕의 규범과 제도가 공정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황극개념을 우
주론(宇宙論, cosmology), 상수학, 도덕, 심학(心學) 등과 연관시킴으로써

제도의

창출자로서 왕의 지위를 보장하고 왕의 제도가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한다. 동
시에 주석자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황극이 공동체에 수용되어 실현되어야 함을 강
조한다. 황극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왕의 권위를 전제한다면, 황극, 즉 왕의 규범 혹
은 제도가 공동체에 수용되게 하는 것은 사법적 권력과 연관된다. 왕이 일단 기준을
제시하면 이 기준에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경우 왕이 제재를 가하거나 형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홍
범구주의 주석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왕권은 왕의 권위와 권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석자들은 왕권은 법제를 만들 수 있는 왕의 권위와 공동체를 제어
할 수 있는 사법적 권력에 대한 정당화논리를 제공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홍범구주 주석들의 황극해석은 당대인들이 왕권의 정당성, 특
히 입법자로서의 왕의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17, 18세기에 황극
에 대한 주석들과 황극이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왕권의 의미와
그 정당화기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왕권의 정당성을 추적함으
로써 조선시대 왕의 권위와 권력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왕권
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검토

- 11 -

홍범구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사실 많지 않다. 조선시대 서경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고, 혹 있더라도 당대의 관심사였던 금문･고문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16)17) 서경의 한 편명인 홍범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홍범구주의 주석들에 대한
연구들과 황극개념에 대한 연구들로 나뉜다.

1) 조선시대 홍범구주의 주석들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홍범구주 주석들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김성윤의 연구와 정호훈의 연
구가 있다. 김성윤은 조선시대 홍범구주의 주석들이 파벌에 따라 왕권에 대한 해석
을 달리한다고 보고 노론들과 남인들의 홍범구주 주석들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
다.18) 또한 남인들 중 특히 윤휴(尹鑴, 1617-1680)와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강한 왕권을 주장한 학자관료들이기 때문이다.19)
김성윤은 특히 정약용의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은 정조의 정치이념의 토대가 되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성윤 1997). 한편 정호훈은 윤휴의 홍범관에 초점을 맞춰 연
16) 조선후기 서경의 금문 고문 논쟁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문식. 1995. ｢조선후기
경기학인의 한송절충론｣동양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5; 김문식. 1996.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
일조각; 펑린. 2005. ｢다산의 고거학에 관한 시론｣다산학 6 ; 김만일. 2012. ｢추사 김정희의
상서 금고문론과 위서고증｣태동고전연구28. ; 김만일. 2013. ｢주희의 상서문헌비평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태동고전연구28.; 김만일. 2014. ｢정약용의 『상서』 「태서」편 고증 1 :
「태서」의 분류와 금고문 상서와 관련하여｣태동고전연구32. 조선후기 서경 해석 중 주희
(朱熹, 1130-1200)나 채침(蔡沈, 1167-1230)의 주석과 차별적인 텍스트들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만일. 2007. 조선 17~18세기 상서 해석의 새로운 경향. 경인문화사가 있다.
17) 이러한 경향은 명청대(明淸代)의 서경 금고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에서도 드러난다. 사
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서경을 둘러싼 논쟁은 한대(漢代)에는 홍범의 오행(五行)을 중
심으로, 송대에는 우공의 산천을 중심으로, 명청대 이후로는 금고문(今古文)의 진위여부를 둘러
싸고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四庫全書總目｢經部書類｣2. “漢以來所聚訟者 莫過洪範之五行 宋
以來所聚訟者 莫過禹貢之山川 明以來所聚訟者 莫過今古文之眞僞”). 한편 명청대 금고문 논쟁에
서 나타난 고증학자들의 학문적･정치적 문제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Elman(2004)을 참조할
것.
18) 김성윤의 노론과 남인의 홍범구주해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연구. 지식산업사; 2001. ｢18~19세기 노론학자의 홍범이해와 그 정치적 의미-이민
곤･황경원･홍석주를 중심으로-｣부산사학 제40･41합집; 2003. 18세기 기호남인의 홍범이해성호 이익과 소남 윤동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6.
19) 윤휴와 정약용에 대한 김성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9. ｢백호 윤휴의 홍범관 연
구｣역사와현실 제34권. 125-158; 2001. ｢다산 정약용의 홍범설연구｣ 역사학보 제 170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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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는데, 그의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이 사천학(事天學)과 연관되어 있다고 규정하
고, 윤휴의 급진적인 개혁론은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
기존의 홍범구주 연구들은 조선시대의 홍범구주 해석들이 대한 주희와 채침의
주석을 계승하는가, 아니면 이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희와 채침이 왕권과 직결된 개념인 황극을 수신(修身),
예치(禮治)과 연결시켜 해석함으로써 통치에 있어서 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자 했다
고 본다. 성리학을 충실하게 준수하고자 했던 노론들의 경우 황극을 수신과 직결시
킴으로써 왕의 역량을 제어하고자 한 반면, 왕의 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남인
들의 경우 황극의 재해석을 통해 왕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이 왕의 정치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홍범구주 해석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왕이 정치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이들은 조선의 17, 18세기를 신분제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그
러기 위해서는 강한 왕권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왕의 도덕성과, 통치에 있어서 법보
다는 예를 강조함으로써 왕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자학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주
희, 채침, 그리고 노론들에 의해 주장된 수신론은 왕권을 제약하는 논리라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노론들의 홍범구주 해석은 주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
며, 남인들의 해석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되, 특히 주희의 황극개념에 대해 비판적이
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김성윤이 주희와 채침의 홍범구주의 해석을 왕권제
약논리로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주희와 채침이 극의 의미를 선악으로 번
역했고, 이는 정치적 결정을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이며, 둘째, 주희와 채침이 극을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결국 황
극의 의미가 인륜의 지극함을 다하는 것에 국한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성윤 1999,
133). 셋째, 황극을 인륜의 지극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황극의 14구 즉, “편파적이

20) 정호훈의 윤휴 홍범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호훈. 2003. ｢윤휴의 정치이념과 부국강
병책─홍범이해와 정치･사회개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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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왕의 정의를 준수하고, 사사로이 좋아함이 없어야 왕의 도를 준수할 수
있고, 사사로이 미워함이 없어야 왕의 길을 준수할 수 있다. 편벽됨과 무리짓기가
없으면 왕도가 넓어지고 무리짓기와 편벽됨이 없으면 왕도가 평탄해진다. 거스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의 도는 바르고 곧아 그 기준으로 모으면 그 기준으로 돌
아오게 될 것이다”에서 “편벽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는 상태는 군주의 마음 상태
가 아닌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주의 마음 외에 백성들
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군주가 결정하는 기준과 백성들의 기준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으며, 이러한 해석이 군신공치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김성윤 1999,
135-136).21)
이러한 주장은 황극을 인륜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시키고 왕
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판단에는 제도와 법은 도
덕보다 공적이며 우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사유는 정호훈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정호훈은 윤휴의 홍범관과 제도개혁론을 연결시킴으로써 군주는
단지 도덕적 표상에 그쳐서는 안되고 강력한 권세와 위복을 행함으로써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설명한다(정호훈 2003, 80-93). 이 연구들 속에서
왕은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강한 왕권으로 이를 시행하는 존재이다.
김성윤과 정호훈의 주장은 왕권 그 자체를 제도와 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다. 김성윤은 남인들이 이념적으로 주자학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으므로 제도
와 법에 대한 새로운 근거로서 왕권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호훈은 제도의
정당성을 한편으로는 개혁이 필요했던 당대의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신분제를
극복하고 강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찾았다. 즉 김성윤은 제도와 법

21) 주희는 ｢황극변｣에서 이 구절을 백성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왕의 정의, 도, 길을 준
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朱子大全 권 72「皇極辨」. “會其有極 歸其有極云者 則以言夫天下之
人 皆不敢狥其己之私 以從乎上之化 而會歸乎至極之標準也 蓋偏陂好惡者 己私之生於心者也 偏
黨反側者 己私之見於事者也 王之義 王之道 王之路 上之化也 所謂皇極者也 遵義 遵道 遵路 方
會其極也 蕩蕩 平平 正直 則已歸于極矣”). 한편 채침은 서경의 주석에서 마음을 사람들의 마
음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다(서경집전｢주서｣홍범. “偏不中也 陂不平也 作好作惡 好惡加之意
也 黨不公也 反倍常也 側不正也 偏陂好惡 己私之生於心也 偏黨反側 己私之見於事也 王之義王
之道王之路 皇極之所由行也”). 주희와 채침의 또다른 해석차는 주희는 왕의 정의, 도, 길이 황
극이라고 언급하는 반면, 채침은 황극 때문에 행해지는 바라고 주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채
침은 황극이 먼저 시행된 후에 왕의 정의, 도, 길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침이 주희보다 더 왕의 의거한 정의나 도 등을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황극을 왕의 정의, 도, 길의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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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기초로서의 왕권이 남인들의 새로운 학문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본 것이고, 정호훈의 경우 현실적 문제의식이 새로운 왕권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다
고 본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김성윤과 정호훈의 주장대로라면, 남인들의 정치이론에서 왕은 별도의 정당성의
근거 없이 스스로 자신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만약 김성윤과 정
호훈의 주장처럼 왕이 새로운 제도와 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그 제도와 법의 임의성/자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즉,
남인들에 의해 왕권강화에 대한 사유가 성리학과 다른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
었다면, 왕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론과, 그 존재로부터 도출되는 새로운 질서
관이 설명되어야 한다. 왕이 실제로 제도개혁이나 새로운 입법을 시도할 경우, 개혁
과 입법은 개혁의 당위성과 제도를 도출하는 존재로서 왕의 위상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히 전근대국가처럼 국가가 폭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국가의 재정이 부
족하며 관료제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기존의 관습이나 법에 익숙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지역의 유력자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은 난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22) 만약 제도와 법이 일방적으로 구현될 경우에는
지역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국가와 지역이 대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화기제가 필요하다.23)
22) 예를 들어 17세기 이후 지방사족들의 자치체제를 국가행정기구인 수령의 아래에 두거나(한상
권 1984), 사회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재편함으로써 자연촌에 기초한 사족지배체제를 행정제
도가 교란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오영교 2001), 재정기구의 통합과 지역재정기관과의 연계의
강화(손병규 2008), 대동법과 같은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이정철 2010)은 국가 행정과 통치
의 기술이 강화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면
경향의 분리와 향전(鄕戰)으로 대표되는 지역내부의 갈등과 수령권의 강화(김인걸 1984;
1988; 1990; 정진영 1998), 향족과 사족의 대립(김현영 1999), 납속책과 권분 등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서한교 1990; 이세영 2009)가 심화되는 한편, 국가에 의한 법제의 개편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진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회적 혼란이 국가행정제도나 제도개혁을 통해 해결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3) 볼(Bol)은 북송대 도학운동은 당나라의 정치체제와 왕안석의 국가중심의 제도개혁이 실패하면
서 개인들의 자발성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리학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음을 지적한다(Bol 2010, 81-130). 볼의 연구는 왕조국가에서조차 통치의 성공이 왕으
로 대표되는 국가의 공권력이나 일방적인 제도의 구현으로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Bol, 1994. 이는 전근대국가에 비해 관료제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근대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비담(Beetham)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에서 법적 타당성(legal validity), 믿음과
가치에 토대를 둔 통치의 정당화가능성, 피치자들의 동의의 근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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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와 채침이 왕권의 정당성을 도덕으로부터 도출했다는 것이 곧 왕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개혁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이들이 왕의 수신
을 강조한 것은, 왕의 마음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왕이 만드는 제도와 법의 자의
성이나 임의성을 이론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덕과 정
치를 분리해서 사유하지 않는 성리학적 이념에서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리학은 보편적 법칙[理]와 인간의 본성을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이로
부터 오륜(五倫)이라는 사회의 윤리질서를 도출해낸다. 그리고 왕에 의해 제시되는
제도적 표준은 이 질서를 최대한 잘 재현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24) 한편 주희는 권
위의 약화를 문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권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군주가 경계하고 두려워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왕권의 잠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5) 주희의 인식은 왕권이 제도만으로 유지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정당화를 통해 안정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
거가 된다.
둘째, 노론과 남인들이 홍범구주 해석에서 파벌 간의 차이를 보이며, 노론들은
주희와 채침의 왕권에 대한 사유를 그대로 반영하는 한편 남인들은 다른 면모를 보
인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성윤은 노론의 이민곤(李敏坤, 1695-1756), 황
경원(黃景源, 1709-1787),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주석과 남인의 윤휴, 이익
(李瀷, 1681-1763), 윤동규(尹東奎, 1695-1773)의 주석을 검토한 뒤 양자 사이에
왕권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윤이 윤휴, 이익, 윤동규의 주석이
왕권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황극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윤휴의 경우 홍범을 제왕의 심법으로 보고, 황극을 세우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지적하고서, 특히 권력자에 대한 피치자들의 협력과 지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Beetham 1991, 15-25). 사회적 모순이 심화될 때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당화기제가 없다면 개혁은 권력이나
권위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
24) 주희는 성인이 사회에 제시하는 윤리의 기준인 인극(人極)과, 왕에 의해 제시되는 황극(皇極)
을 구분하고, 양자를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제도와 법의 자의성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에 대해서는 소진형(2015)을 참조할 것.
25) 朱子語類 13:70 “君臣之際 權不可略重 纔重則無君 且如漢末 天下唯知有曹氏而已 魏末 唯知
有司馬氏而已 魯當莊僖之際 也得箇季友整理一番 其後季氏遂執其權 歷三四世 魯君之勢全無了
但有一季氏而已 (중략) 所以聖人垂戒 謂臣弑君子弑父 非一夕一朝之故 其所由來者漸矣 由辨之不
早辨也 這箇事體 初間只爭些小 到後來全然只有一邊 聖人所以一日二日萬幾 常常戒謹恐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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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오상(五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4구의 주체를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권강화를 주장한 것이고, 이익의 경우 하늘이 내리는 것으로 규정
했던 복과 형벌을 군주가 내리는 것으로 보았으며 14구의 주체를 왕으로 보았기 때
문에, 그리고 윤동규의 경우 주희의 ｢황극변｣을 비판하고 그 역시 14구의 주체를 왕
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권강화논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한편 이민곤은 송시열의
직(直)사상에 기초해서 영조의 조제와 보합을 비판했기 때문에, 황경원은 황극개념
에서 권력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수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
개했기 때문에, 홍석주는 홍범구주를 군주가 아니라 민사(民事)를 위한 것이라고 규
정했기 때문에 왕권을 제약하려는 논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4구에 대한 이민곤, 황경원, 홍석주, 이익, 윤동규의 주석들은 파벌별로
일관된 입장을 갖지 않는다. 이민곤은 채침의 주석을 인용해 편벽됨과 거스름과 호
오는 마음에 자신의 이기심[私]이 생긴 것이고, 편벽되고 무리짓고 거스르고 치우치
는 것은 그 이기심이 일로 나타난 것이며, 왕의 정의, 왕의 도, 왕의 길은 황극으로
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규정한다.26) 황경원은 14구는 황극을 부연한 것이라고 규
정한 뒤, 편파성과 호오를 왕의 마음과 연관시켜 설명한다.27) 홍석주의 14구에 대
한 해석 역시 호오를 마음과 연관시켜 설명하되, 이기심이 쉽게 폐단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을 인용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과 공정성의 관계를 규정한
다.28) 이민곤에게 있어서 마음의 주체가 왕인지 일반 백성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황
경원은 왕이라고 분명히 했으며, 홍석주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말한다.
한편 남인들의 경우, 이익은 “편벽됨과 거스름이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고,
호오가 없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29)라고 언급했고, 윤동규 역시 이 구절을 마음
26) 皇極衍義. “偏陂好惡 己私之生於心也 偏黨反側 己私之見於事也 王之義 王之道 王之路 皇極
之所由也.”
27) 江漢集 권11 ｢洪範傳｣. “其曰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
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曰皇極之敷言 (중
략) 人君之心 有所偏陂 則非所以遵王之義也 有所私好 則非所以遵王之道也 有所私惡 則非所以遵
王之路也 有所偏黨 則王道不蕩蕩也 不平平也 有所反側 則王道不正直也.”
28) 尙書補傳. “彼可好而我好之非 作好也 彼可惡而我惡之非 作惡也 彼未有可好也而好之 此之謂
作好 彼未有可惡也而惡之 此之謂作惡 夫未有好而好之 是必有私好也 未有惡而惡之 是必有私惡
也 私也者 固衆人之所易蔽也 彼固有可好也因其好 而并好其所不足好 彼固有可惡也 因其惡而并
惡 其所不必惡 是其好惡 始未甞不公也 而卒亦不免乎私 若是者 雖君子或不能免焉 大學曰好而知
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 嗚呼其惟正直乎.”
29) 書經疾書. “無偏無陂 心之軆 無有好惡 心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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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시켜서 “만약 군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벽되고 거스름이 있으면 잘 다스
리고자 해도 사람들이 모두 음붕과 비덕이 생길 것이므로 그로써 치평(致平)을 이룰
수 있겠는가”30)라고 말한다. 이익이 말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는 분명하지 않
고, 윤동규의 경우에는 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보면 14구의 주체를 왕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백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차는 파벌에 따른 것이 아
니라 개인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논리적으로 볼 때 14구와 관련한 더 근본적인 의문은 김성윤의 주장처럼
이 구절의 해석이 군신공치나 왕권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성윤의 주장은 14구의 주체를 백성으로 규정하면 군신공치론이고, 왕이라
고 규정할 경우 왕권강화 논리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4구의 주체가 왕
이라고 볼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편파와 호오의 주체를 왕이라고 해석할 경우,
그 다음의 구절의 의미가 복잡해진다. 그 다음 구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의 정
의를 준수’하고 ‘왕의 도를 준수’하며, ‘왕의 길을 준수’한다인데, 여기에서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여기에서의 왕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마음의 편파성을 없애는 것이 왕이라면, 왕이 자신의 정의와 도, 길을 준수한다는
의미이거나, 추상적 의미의 왕, 즉 요순과 같은 성왕의 정의, 도, 길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왕이 제도와 법을 한번 만들면 그 자신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후자는 왕이 자신의 제도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해석은 주희의 주석대로 이 구절을 백성들이 자신들
의 편파성을 극복해 왕의 제도와 법을 준수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 오
히려 왕권을 제약하는 논리로 해석될 소지가 더 크다.
만약 왕권의 강화나 제약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들을 검
토해보면, 각 주석자들의 고유한 관심사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익은 홍범구주의
각 주의 조목들을 오행(五行)에 분속시켜 안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31) 윤동규
30) 邵南文集｢經說｣序. “若君心小有偏陂 則雖欲善治 人皆滛朋比徳 何以致平耶.”
31) 김성윤은 이익의 해석에서 제 6주인 삼덕을 오상과 오행에 배속시켰는데, 삼덕이나 오사 뿐만
아니라 제 3주 팔정, 제 4주 오기, 제 7주 계의, 제 8주 서징도 오행에 소속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안배하다보니 논리와 오행의 순서가 맞지 않는 면들이 해석에서 보인다. 음양
과 오행을 교차시켜서 동물, 식물, 길흉, 인체와 성정 등 사물을 분류하는 것은 채침의 홍범황
극내편과 이를 수용한 주석들에서 잘 나타나지만, 이익은 구주의 조목들을 오행만으로 묶어내
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황극에 대한 해석이 소략하고 독창적이지 않다.(書經
疾書. “(八政)若配之於五行 則司空屬水 師屬火 祀與賓屬木 司寇屬金 食與司徒屬土也 (중략)

- 18 -

는 황극이 전체 나머지 팔주가 작동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32) 홍석주의
경우 오행의 신비성을 제거하고 농업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을 제
한하려고 하며,33) 이민곤의 주목할 만한 독특성은 개념들을 구분하려는 태도에 있
다.34) 홍범구주가 성리학적 국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치의 기본구조를 보여준
다고 할 때, 각 논자들의 해석차는 통치의 토대로서의 질서─오행으로 표상되는 자
연질서와 오사로 표상되는 도덕질서─, 그리고 이 질서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왕의
제도와 법이 어떻게 할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입장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홍범구주에는 왕권에 대한 규정과 제약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왕권
제약=수신론 혹은 왕 이외의 주체들의 인정, 왕권강화=왕의 자율성 증대와 같은 방
식으로 규정한다면, 당대 학자들의 왕권에 대한 규정을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

2) 황극개념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 황극개념에 대한 연구는 숙종에게 소위 “황극탕평론”을 국정이념으로

(五紀) 分儴五行 則歲越於摂提屬木 月屬水 日屬火 星辰屬金 總㑹于曆數則屬土 不必依水火金木
土之次也 (중략) (三德) 平康屬土於德爲信 剛不友屬金於德爲義 爕友屬木於德爲仁 沈潛屬水於德
爲智 髙明屬火於德爲禮 金木水火非土不有 故義仁智禮 亦非信不成 義仁智禮之管於信 如金木水
火之管於土也 (중략) (稽疑) 雨霽 固屬之水火 無疑 (중략) 蒙次于雨 驛次于火 故屬之木金 克者
交相侵 乃如土之無所不在 (중략) (庶徵) 燠寒屬木金 則只可作溫凉之義 然以極備極無者 看則便
是冬夏寒熱之義 故朱子亦甞致疑 然以五事之肅乂哲謀聖推之 各屬水火明矣 盖水火非寒熱也 冬寒
秋氣之極 夏熱春氣之極 自是金木之氣 盛於冬夏也 如獜經擧春秋 則冬夏包之矣.”
32) 邵南文集｢經說｣序. “極旣建矣 則五行順 五事敬 而肅乂哲謀 聖可以應天之休徴 八政得人 而可
厚 五紀恊 而應時月之省 三徳乂 而威福章 稽疑明 而吉㐫著矣.”
33) 尙書補傳. “九疇之叙 為民事也 故其言五行也 皆以民用為主 木之曲直金之従革 皆言夫為民器
用者也 圡之為㓛 莫大於厚載 而獨言稼穡何也 厚載者 圡之自然也 稼穡者 人之用夫圡者也 故曰
洪範之言 五行也 皆主乎民用也.”
34) 이민곤은 황극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나 인, 중, 작극, 건극과 같은 개념들의 의미 차에 주목한
다(承政院日記 영조 22년 1월 18일. “夫仁之名同 而梁武之慈悲 不可與大禹之泣辜 同謂之惻
隱也 義之同名而漢高之縞素 不可與湯·武之征伐 同謂之王道也”; 황극연의. “臣謹按 建極之極
為表凖之名 至極之義 與中庸之中 名義略不同 今以極之居中 而訓極以中 則殊非本文之㫖也 况漢
儒之以誤認之中”; “作極與建極 大略相似 而微有不 同 建者 植立之謂 作者 有皷舞振起之意 匡直
輔翼之意 提撕 警覺之意 欲其無一時一事之不作也”). 황극연의는 영조의 정국운영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김성윤 2001, 77-79), 김성윤의 지적처럼 송시열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
는지는 모르겠지만, 송대 성리학자들의 글에서 “곧바름(直)”이라는 표현을 모아 황극과 연결시
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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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박세채의 황극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35) 이 연구들
의 특징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홍범구주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숙종
대의 정치적 맥락 안에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연구들은
그의 황극개념을 텍스트 내에서 분석하기보다는, 파벌정치, 정치개혁론, 왕의 권위
약화 등과 같은 당대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분석한다.
초기 연구들의 경우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인식이 파벌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신엽(1990)의 경우 홍
범구주(洪範九疇)의 제 5주(疇)인 건용황극(建用皇極)의 황극은 왕과 백성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황극탕평”은 바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왕도정치의 이
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경지로 설명하고(강신엽 1990, 52), 황극 14구를 왕의 붕당에
대한 태도와 연관시킨다(강신엽 1990, 52-54). 우인수(1994)는 박세채의 정치적 역
할을 “중재”로 보고 그가 송시열(宋時烈, 1607-1689)과 윤증(尹拯, 1629-1714),
그리고 대신(大臣)과 대간(大諫)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정치적 태도의 연장선에서
황극탕평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노론과 소론의 분당원인이 된 송시열과
윤선거(尹宣擧,

1610-1669)･윤증

부자

사이의

갈등[懷尼是非]은

윤휴(尹鑴,

1617-1680)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되었다.36) 우인수는 박세채는 정치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아닌 군주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세채는 군주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위한 마음공부를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박세채는 왕이 
심경(心經)을 공부할 것과, 판단하고 사유하기 위한 덕목으로 신중함[敬]을 강조했
으며, 마음공부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면 파벌을 없애지 않고서도 없애는 것과 같은
표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우인수 1994, 107-110). 강신엽과 우인수의 연구
35) 박세채의 황극론을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신엽. 1990. ｢17세기
후반 박세채의 탕평책｣동국역사교육2; 우인수. 1994. ｢조선 숙종조 남계 박세채의 노소중재
와 황극탕평론｣역사교육논집19. ; 김용흠. 2008. ｢남계 박세채의 변통론과 황극탕평론｣동방
학지 143; 이민정. 2011. ｢박세채의 ‘황극’인식과 군주상｣한국사론57.
36) 윤휴는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에게 사문난적(斯文亂賊)으로 지목되었
으나, 윤선거는 윤휴와의 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이를 계기로 송시열과 윤선거･윤증은
반목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정치대립으로 이어진다. 이 정치대립은 숙종 8년 당시 척신이었던
김만기의 삼촌인 김익훈이 서인들의 재집권을 위해 남인들의 역모사건을 조작한 것을 두고 일
어났다. 당시 당파와 관계없이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대간들은 김익훈을
무고죄로 비판하였고, 남인들을 역당(逆黨)이라고 보았던 서인계 대신들은 김익훈을 옹호했다
(우인수 1994, 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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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 초기 연구들로,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파벌정치의 맥락에서 간략하게 설명
해준 것으로,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세채의 황극인식을 정치개혁론과 연결시켜 설명한 연구로는 김용흠(2008)의
연구가 있다. 김용흠은 박세채의 탕평론이 단순히 붕당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고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황극규정에서
드러나는 박세채의 왕권론은 “새로운 국가구상”의 토대라고 본다(김용흠 2008,
221).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용흠은

이이(李珥,

1536-1584)-이귀(李貴,

1557-1633)-최명길(崔鳴吉, 1586-1647)로 이어지는 경장론(更張論)─또는 변통론
(變通論)─이라 명명되는 정치개혁론에 주목한다.
김용흠은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사상을 왕권론과 신권론의 대립으로 분화되
었다고 보고, 박세채의 사상을 왕권론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이이, 이귀, 최명길, 박
세채를 정치개혁론과 왕권론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인물들이 붕당, 즉 파벌을
정치개혁의 장애물로 보았다는 데 있다. 김용흠은 이 때 정치개혁의 핵심은 주자학
정치론과 현실 정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신분제에 입각한
기존의 조세를 균역법이나 대동법 등의 평등하고 근대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
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개혁론은 양반제의 모순을 해소해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
다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군주의 수신만을 강조하는 주자학적 정치
론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김용흠 2008, 230-233).
여기에서 주자학적 정치론이란 정치개혁보다는 군주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함으
로써 군주권의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이념을 토대로 하며, 군주권의 강화를 통해 평등
지향적인 제도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치개혁론과 대척점에 존재한다. 김용흠에 따르
면 박세채는 주자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모
색했다. 박세채는 서경 ｢주서｣의 홍범조에 나오는 황극개념을 이용해서 정치의 목
적이 통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파벌이 아닌 인재에 의한 통치와 국정 전반
에 걸친 제도개혁─구준의 토지제도와 이이의 경제사(經濟司) 설치 등─을 제안한다
(김용흠 2008, 234-250). 김용흠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복잡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김용흠의 설명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에 대한
배경설명일 수는 있어도, 황극의 의미와 그에 토대를 둔 왕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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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이민정의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왕권의 문제에 충실하게 황극개념
을 규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민정은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그의 저
술인 범학전편과의 연관 속에서 의미규정을 하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파벌정치가
아닌 왕권의 위상과 관련해 맥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
리 파벌정치나 정치개혁론을 박세채 황극론의 배경으로 제안하지 않는다.37) 이민정
은 조선후기 정치사상에서 황극개념 등장이 17세기 국왕의 위상저하에 대한 문제제
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세채의 황극개념에 기초한 군주상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7세기 왕의 위상저하문제는 1674년(현종 15)에 자의대비 복제문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제 2차 예송인 갑인예송(甲
寅禮訟)과 청(淸)의 강희제가 언급한 조선 왕의 약한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君弱臣
强說]로부터 시작되었다.38) 이민정은 이 시기에 왕권의 문제는 파벌간의 대립이 아
니라 다양한 정치세력과 왕으로부터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족들을
왕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와 연관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
종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국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권강화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이러한 숙종의 태도는 왕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홍범구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었고, 각 연구들이 왕권과 연관된
37) 이 연구가 박세채의 황극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파벌정치가 아닌 왕의 권위를 둘러싼 논쟁을
맥락으로 본 이유는, 당대 정파의 지형이 단순히 노론･소론･남인의 대립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
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정은 당시 정치세력은 노･소･남인 뿐 아니라 송시열･송준길로
대표되는 산당(山黨), 김좌명･서필원으로 대표되는 한당(漢黨), 일반관료세력, 남인관료세력, 훈
척 등으로, 각 세력들은 사안에 따라 대립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파벌대립만으로 17세기 왕권
문제를 규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이민정 2011, 140). 당시 정파들에 대한 설명은 정만조
(1993), 홍순민(1986)을 참조할 것.
38) 이민정은 갑인예송 이후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공의(公義)･사의(私義)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주
장한다. 현종대에 일어난 공의･사의 논쟁은, 김만균이 현종 4년 11월,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
화도에서 순절한 사실을 들어 청나라 사신을 맞기 위해 왕을 배종해서 모화관에 가는 것을 거
부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공의･사의논쟁은 관료가 국가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의으로 표
상되는 왕 혹은 국가의 명령이 우선인지 사의로 표상되는 인륜(人倫), 즉 도덕의 문제가 우선
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공의･사의 논쟁에 대해서는 정만조(1998)를 참조할 것. 한편
군약신강설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평가로, 이러한 평가가 조선에 전해진 것은 1671년(현종
12)에 북경에 갔던 동지사들과 원접사였던 오시수에 의해, 1675년(숙종 1) 조선에 온 사신에
의해서였다. 군약신강설은 요약하자면 조선의 통치는 왕이 강한 신하에게 억눌려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약신강설에 대해서는 배우성(20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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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극을 강조했던 것은 왕의 위상약화라는 상황적 조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민
정 2008, 133-144).
이와 같은 조건이 박세채의 범학전편과 왕권론이 놓여 있는 맥락이다. 이민정
은 범학전편의 순서가 낙서, 홍범, 황극, 기자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학전편에서 박세채의 왕권에 대한 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기자에게서 찾는다. 즉, 기자는 무왕에게 통치의 요체인 홍범을 알려주었고 실
제로 홍범에 따라 조선을 다스렸으며, 군사로 추앙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박세채
는 기자에게서 “성리학적 군주상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다(이민
정 2011, 156).
이민정은 박세채가 왕을 천도와 인도의 매개자라는 측면에서 정치운영의 실질
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가진 존재로 규정했다고 보고, 그러한 왕의 위상은 용인(用
人)에서 잘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박세채의 ｢사소명소(辭召命疏)｣를 인용하면서 그에
게 있어서 황극이란 결국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이민정 2011,
172). 박세채의 황극이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민
정이 황극의 도(道)를 호오(好惡) 즉 왕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정국운영에 있어서 왕의 호오란 결국 용사(用捨)와 관련된 것으로 드
러나기 때문에, 황극의 도-호오-용사권-붕당에 대한 입장으로 논리적 연결이 가능
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의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벌정치라는 맥락이 아닌 왕의 위상문제
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황극연구에 대한 맥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황극과
호오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고 해서 황극의 의미가 정확하게 밝
혀지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민정는 연구에서 박세채가 권근의 ｢홍범구주천인합
일도(洪範九疇天人合一圖)｣를 수용하고 홍범구주 중 앞의 4주를 황극을 세우는 조건
으로 보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이민정 2011, 164-169). 홍범구주의 1주에서 4주
까지는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로, 각각 자연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들과 그 작용방식,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과 그 적합한 양식, 여덟 가지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 다섯 가지 천체의 운행이다. 이 네 가지가 황극을 세우는 조
건이 된다는 것과, 호오가 황극의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설명되어야
황극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민정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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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정은 황극을 논어｢이인｣편의 “오직 인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구절39)을 인용해 호오와 인을 연결시키고, 황극과 인
개념을 연결시킨다. 그러나 호오를 ｢이인｣편의 호오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희박하다. 예를 들어 박세채에게 호오는 대학｢성의｣장의 호오일 수도 있다.
대학의 호오는 논어｢이인｣편의 호오와 다르다. 논어에서 인한 사람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40) 그런데 대학｢성의｣장의 호오는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을 좋아하는 것처
럼”41) 하는 호오이다. 논어｢이인｣편은 호오에 있어서 “인”, 즉 인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논어 텍스트 안에서 인한 사람이란 타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
각하지 않는 사람이다.42)
이렇게 볼 때 논어의 호오는 나와 타인의 관계가 전제된 말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대학｢성의｣장의 호오의 주체는 군자이지만, 이 군자는 자기 수양의 첫
번째 단계인 성의(誠意)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기를 실천해야 하는 존
재이다.43) 이 단계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악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파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
이 된다. 박세채가 파벌문제와 관련한 판단 문제에 대해 언급한 ｢진별단계차사본차4
｣의 “대개 황극의 도는 호오를 위주로 하여 바른 것을 좋아하고 그른 것은 미워하
여 호오가 그 당연함을 얻으면 사정이 더욱 분명해집니다”44)라는 구절은 논어의
호오라기보다는 대학의 호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한편 호오를 논어나 대학과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극 14구에서는 호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호오는
왕의 이기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백성들의 이기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세채
39) 論語｢里仁｣. “子曰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40) 論語集註｢里仁｣. “惟仁者 無私心 所以能好惡也.”
41) 大學章句｢誠意｣.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其獨
也.”
42) 論語集註｢里仁｣.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論語集註｢雍也｣. “仁者 以天地萬
物爲一體 莫非己也.”
43) 大學章句｢誠意｣. “誠其意者自修之首也 (중략) 言欲自修者知爲善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禁
止其自欺 使其惡惡則如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快去而求必得之 以自快足於己 不可徒苟且以
徇外而爲人也.”
44) 南溪集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4. “蓋皇極之道 主於好惡 其正可好 其邪可惡 好惡得當
則邪正益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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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오를 왕의 이기심으로 보았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호오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
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넓게 해석한다면 박세채의 황극을 공자가 말하는 호오로, 그리고 인 개념
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에서 박세채가 황극과 연
관시켜 호오를 말할 때는 이기심(私)과 편파성에 대한 것이며, 이기심과 편파성을
제거한 기준으로서의 황극은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가 박
세채가 말하는 황극의 의미를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세채의 황극개념이 “국
왕이 탕평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나 자세”(이민정 2011, 127-128)
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황극이 “인(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홍범연구나 황극연구가 실제 황극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난행을 겪은
것은, 황극의 의미를 텍스트 안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맥락만으로 설명하
거나, 정치수사와 이론적 텍스트를 개념을 규정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
이다. 본 연구가 맥락적 분석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대인들이
황극을 사용하는 용례들이 먼저 분석한 뒤에 특정인이 그 개념을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이 제시된다면, 황극의 규정이나 의미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특정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방향을 설명해주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념의 의미를 곧바로 맥락으로 환원하거나 텍스트들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할 경우, 개념의 의미규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3. 연구의 대상․방법․구성
본 연구는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 중 박세채의 범학전편(範學全編), 윤휴의 ｢
독상서(讀尙書)｣, 황경원의 ｢홍범전(洪範傳)｣, 그리고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홍범오전(洪範五傳)｣과 ｢상서일지(尙書逸旨)｣를 선택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주석
들은 왕권의 정당성 문제에 천착한 텍스트들이다. 박세채는 파벌을 비판하고 조제･
보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인물이다. 조제･보합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나온 정국운영방식이라는 점에서 성리학적 규범과 이론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
다. 이때 조제･보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정국운영을 선택한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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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다. 따라서 박세채가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는 황극을 조제･보합을 정당화
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다면,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왕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박세채는 상수학(象數學)45)을 동원, 공정성과 왕의
위상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남인(南人)출신의 학자관료로,
강한 왕권을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윤휴46)는, 절대적인 왕권의 근거를 오상(五
常), 즉 도덕으로부터 도출한다. 도암(陶菴) 이재(李縡, 1680-1746)의 문인으로, 노
론 낙론계 학자관료이며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자임한 인물인 황경원은 왕을 상제
(上帝)의 대리자로 규정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영조대 문형(文
衡)이자, 정조의 세손 시절 빈객(賓客)이었던 서명응은 상수학 중 특히 소옹상수학
(邵雍象數學)의 논리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17세기 이후 홍범구주에 대한 연구들47) 중에서 위의 네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
45) 박권수(2006, 7)에 의하면 상수라는 말은 협소하게는 주역의 경문을 해석하는 특정한 방식
을 지칭하는 말이고, 포괄적으로는 자연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심오한 수적 원리 혹은 그 원리
에 대한 탐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46) 윤휴는 허목(許穆, 1595-1682), 유형원(柳馨遠, 1622-1673) 등과 더불어 강한 왕권을 주장
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석(2001), 정호훈(2004, 167~170)을 참조할 것.
47) 조선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홍범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선시대 홍범구주 주석서 목록
저자
權近(1352-1409)
李滉(1501-1570)
李德弘(1541-1596)
金長生(1548-1631)
禹汝楙(1591-1657)
許穆(1595-1682)
尹䥴(1617-1680)
洪汝河(1621-1678)
李玄逸(1627-1704)
朴世堂(1629-1703)
朴世采(1631-1695)
李衡祥(1653-1733)
金春澤(1670-1717)
李煥模(1675- ? )
李顯益(1678-1717)
李瀷(1681-1763)
南國柱(1690-1759)
李敏坤(1695-1756)
尹東奎(1695-1773)

서명 및 편명
書淺見錄
三經釋義 ｢書釋義｣
艮齋先生續集 ｢洪範月行九道｣
經書辨疑 ｢經書辨疑｣
洪範羽翼, 『洪範衍義』, 『洪範箕範』
記言 ｢書說｣
白湖全書 ｢讀尙書｣
木齋集 ｢讀書箚記｣
洪範衍義
思辨錄 ｢尙書｣
範學全編
甁窩講義 ｢尙書｣
北軒居士集 ｢箕子陳洪範於武王｣
斗室寤言 ｢書傳記疑｣
正菴集 ｢書釋義｣
星湖疾書 ｢書經疾書｣
鳳洲集 ｢易範通錄｣
皇極衍義
邵南文集 ｢經說｣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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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에서 언급한 왕권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이 주석들이 보이는 독특성 때문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황극의 정당성은 제 2주인 오사(五事)나 1
주에서 4주 전체로부터 온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주희와 서경집전의 주석
자인 채침의 주석에 기인한 것이다. 위의 주석자들이 주희와 채침이 말하는 왕권의
정당성과 배치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왕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서
로 다른 방식의 정당성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본 연구가 파벌을
나눠서 황극해석의 경향을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황극에 대한 해석이 정파
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는 이민곤
의 황극연의이나, 이 텍스트는 왕권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논구했다기보다는 영
조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48)

黃景源(1709-1787)
任聖周(1711-1788)
安鼎福(1712-1791)
徐命膺(1716-1787)
白鳳來(1717-1799)
金鍾厚(1721-1780)
金鍾正(1722-1787)
黃胤錫(1729-1791)
趙有善(1731-1809)
朴胤源(1734-1799)
李萬運(1736- ? )
成允信(1737-1808)
金龜柱(1740-1786)
徐瀅修(1749-1824)
李書九(1754-1825)
成海應(1760-1839)
正祖(1752-1800)
申綽(1760-1828)
丁若鏞(1762-1836)
吳熙常(1763-1833)
姜必孝(1764-1848)
白慶楷(1765-1842)
金虎運(1768-1811)
洪奭周(1774-1842

江漢集 ｢洪範傳｣
鹿門集 ｢經書疑義｣
順菴集 ｢書釋義｣ 書
保晩齋剩簡 ｢洪範五傳｣, 保晩齋叢書 ｢尙書逸旨｣
九龍齋集 ｢三經通義｣書傳
本庵集 ｢箚錄｣書傳
雲溪漫稿 ｢箚錄｣書傳
理藪新編 ｢釋朞三百註•朞三百總解•洪範九疇天人合一圖 上下•無
逸之圖｣
蘿山集 ｢經義―書｣
近齋集 ｢書經箚略｣
默軒先生文集 ｢皇極經文釋義•朞三百註解｣
愼默齋集 ｢洪範九疇皇極圖說｣
經書箚錄 ｢洪範直指｣
明皐全集 ｢書釋義｣
惕齋集 ｢尙書講義｣
硏經齋全集 ｢經翼｣書類, ｢經解｣―序辨•洪範傳•讀舜典•大禹謨說
弘齋全書 ｢經史講義｣書
古尙書, 尙書古注, 尙書百篇攷
與猶堂全書 ｢尙書古訓｣, 與猶堂全書補遺 ｢讀尙書補傳｣, ｢尙書
知遠錄｣
老洲集｢讀書隨記｣書傳
海隱遺稿 ｢時習綠｣ 書傳
守窩集 ｢讀尙書｣
雨澗集 ｢周書攷疑辨｣
尙書補傳

48) 이민곤은 1746년(영조 22) 1월 18일에 영조에게 황극연의를 바쳤는데, 김약로, 원경하 등
에게 글이 문제적이며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承政院日記 영조 22년 1월 18
일). 이민곤은 이 글에서 왕의 수신과 옳고 그름을 판별할 것을 강조한다. 수신, 시비의 판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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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황극개념과 관련된 권위와 권력의 문제가 실제 정치의 장에서 어떻
게 충돌하는지를 영조와 정조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영조의 경우에는 황극이 정
치수사로 사용되면서 사대부들이 어떻게 황극을 주희와 다르게 정의해서 영조의 자
의적 권력을 제어하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이다. 정조의 경우는 황
극개념을 확장시켜 왕권을 태극에 비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리학적 권위와
권력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양자에 대한 이론화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논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왕을 어떻게 규
정하고, 그 규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왕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뒤, 서경의 황극개념에서 비춰본 왕권의 의미와 비교할 것이다. 황극의 의미를 살
펴보기에 앞서 먼저 홍범구주의 연원과 구주의 구성을 검토하고, 특히 주희와 채침
이 황극으로 표상되는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도출했는가에 분석하고,
이들이 내리고 있는 왕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3장에서는 조선시대 홍범구주의 주석들을 검토하되,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를
상수학에서 찾는 경우와 도덕에서 찾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상수학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 논자들은 박세채와 서명응이다. 박세채는 홍범구주를 설명하
기에 앞서 상수학 전통의 도서(圖書)들인 ｢하도｣와 ｢낙서｣, 그리고 ｢복희선천팔괘도
｣, ｢문왕후천팔괘도｣를 나열하고 보편/원리에 해당되는 ｢하도｣와 ｢복희선천팔괘도｣,
그리고 변화/현상을 의미하는 ｢낙서｣와 ｢문왕후천팔괘도｣가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또, 왕의 판단의 가부를 묻는 제 7주 계의를 3의 조합을 통해 설명한 채
침의 상수학을 수용한다. 서명응은 소옹상수학에 의거해 구주를 음양오행으로 설명
한 뒤, 이를 다시 원회운세설과 연결시킴으로써 왕이 규범과 제도를 세울 때에 인식
해야 하는 수의 패턴들을 제시한다. 도덕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찾는 논자들은 윤휴
와 황경원이다. 윤휴는 황극의 근거를 오상에서 찾음으로써 왕의 규범과 제도의 불
변성을 강조한다. 한편 황경원은 황극은 왕이 아닌 상제의 표준이며, 왕은 상제의
대리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근거를 상제로부터 도출한다.
4장에서는 황극이 실제 정치수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의 근

왕의 규범과 제도의 공정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왕의 정당성을 설명해주기는 하나, 이민곤의
텍스트에는 왕의 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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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3장에서 살펴본 주석들이 제시한 근거와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
토할 것이다. 영조의 경우 ‘황극을 세운다’는 표현인 건극(建極)이 정치논쟁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영조대의 사대부들 중 황극을 주희의 번역인
‘왕의 표준’이 아니라 ‘대중(大中)’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정조의
경우에는 황극의 의미를 ‘왕의 표준’으로 고정시키는 동시에 왕의 위상을 상수학적
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논리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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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홍범구주와 왕권의 정당성의 근거
서경｢주서｣의 홍범편은 기자가 무왕에게 전해준 통치의 요체가 담긴 텍스트
로 알려져 있다. 아즈마(吾妻)에 따르면 홍범은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이나 한서
(漢書)｢五行志｣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대(漢代, B.C. 202-A.D. 220)에는 재이론
(災異論)의 관점에서 해석되다가, 송대(宋代, 960-1279)에 이르러 군주의 통치에 대
한 텍스트로 해석되면서 재조명되었다(吾妻重二 2004, 84-88).49) 송대 홍범편의 주
석은 장경(張景, 970-1018)의 홍범해(洪範解)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대의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은 왕의 행위가 자연의 변화와 직결된다고 믿었
49) 이하 홍범구주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즈마 책의 pp.89-1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아즈마가 이 책에서 정리한 송대의 홍범에 대한 주석서들은 다음과 같다.
[표2] 송대 홍범구주 주석서 목록
저자
張景
仁宗
仁宗
徐復
胡瑗
劉羲叟
劉彛
蘇洵
廖稱
王安石
孫諤
曾鞏
余燾
孔武仲
蘇轍

서명
洪範解
洪範政鑑
洛書五事圖
洪範論
洪範口義
洪範災異論
洪範解
洪範論
洪範論
洪範傳
洪範會傳
洪範傳
改正洪範
洪範五福論
洪範五事說

저자
鄭耕老
蔡元定
鄭思孟
陳埴
林維屛
趙善湘
蔡元鼎
馮去非
鄒元佐
陳剛
劉漢傳
史堯弼
蔡沈
王柏
賀成大

晁補之

洪範五行說

?

晁說之
曾致
劉彛, 曾鞏,
呂惠卿
范浚
陳伯達
孟先
吳仁傑

洪範小傳
洪範傳

祖無擇
契嵩

서명
洪範訓解
洪範解
洪範解義
洪範解
洪範論
洪範統一
洪範會元
洪範補傳
洪範福極奧旨
洪範手抄
洪範奧旨
洪範論
洪範皇極內篇
洪範九疇說
古洪範
宋史｢藝文志｣5洪範
碎金訓字
皇極箴
皇極論

四先生洪範解要

薛季宜

皇極解

洪範論
翼範
尙書洪範五行記
尙書洪範辨圖

葉適
陸九淵
朱熹

進卷 皇極
皇極講義
皇極辨

蘇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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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자연의 변화에 따른 왕의 적절한 의례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
를 들어 왕은 봄･여름･가을･겨울에 해당되는 색의 옷을 입고, 방위를 지켜 행동해야
했다. 홍범구주는 이러한 천인감응론의 관점에서 해석되었고, 홍범구주의 제 2주(疇)
인 오사(五事), 즉 용모, 언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謨言視聽思)는 왕의 행동의
적절성으로, 제 9주인 복극은 왕의 행위에 따라 하늘이 왕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한편 송대 성리학자들은 홍범구주로부터 한대 방식의 천인감응
론을 배제하고 오사를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심법(心法)으로, 그리
고 상과 벌을 내리는 주체를 하늘에서 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홍범구주를 왕의 통
치에 대한 텍스트로 전환시킨다.
본 장은 통치에 대한 텍스트인 홍범구주의 내용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 홍범구주에 등장하는 심법과 황극개념을 왕권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홍범구주는 주희와 채침의 저술을 통해 이해되었으므로, 먼저 서경
｢주서｣홍범편의 채침의 주석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홍범편에 대한 해석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뒤에 홍범구주의 제 5주에 해당되는 황극개념에 대한 소
옹, 채침, 주희의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상가들이 왕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북송대 상수학자인 소옹, 그리고 남송대 성리학자인 채침
과 주희는 모두 황극을 왕권과 연관 지어 이해한 학자들이다. 소옹과 채침의 경우
황극을 상수학(象數學)과 연관시켜 왕의 역할과 왕권의 의미를 도출하며, 주희는 도
덕과 정치를 극(極) 개념을 통해 분리하고 황극을 정치의 영역에 귀속시킴으로써 왕
권과 연결시킨다.
이 세 학자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의 황극개념이 모두 조선후기 사상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주희는 명청 교체 이후 조선의 사상계가 주자학 일변
도였다고 인식될 정도로 조선에서 추숭되었고, 소옹의 경우 그가 저술한 황극경세
서와 시공간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수론(氣數論)은 조선후기 사상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50) 채침 역시 당대에 유명한 상수학자였으며, 주희의 명으로 서경을 주
50) 기수론은 하나의 세계가 출현하고 멸망하는 사이의 시공간의 성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
명하는 논리로, 요(堯)와 순(舜)이 통치한 이래로 세계는 점차 기수가 나빠져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기수론과 소옹이 조선후기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은 박권수(2006), 조성산(2007), 곽신환(201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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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인물이다. 그는 서경의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과 이를 상수학적으로 보완한 
홍범황극내편을 저술하였고, 홍범황극내편은 숙종대에 왕권강화를 이론적으로 정
당화해준 박세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세 사상가는 조선후기 홍범구주 주석과
황극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를 제공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홍범구주의 구조와 세 학자의 황극개념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성
리학적 통치관에서 왕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성리학
은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을 내성외왕(內聖外王), 혹은 군사(君師)라고 표현한다. 이
용어가 보여주듯이 이상적인 왕은 정치적 권력과 학문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존재
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왕들이 자신을 성리학을 강화하고 군사로
표방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고,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이를 강화해주었기 때
문에, 성리학의 왕권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당대의 왕권인식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하다.

1. 성리학적 통치관에서 왕권의 의미
통치학으로서 성리학의 특징은 통치의 기초를 인간의 본성에 두고, 그 방법을
학문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 성리학의 이러한 특징은 왕권에 대한 규정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성리학은 왕권을 학문적 권위와 정치권력으로 쪼갬으로써 통치를 왕
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구분된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규정한다. 소위 도통(道
統)과 치통(治統)51)으로 이해되는 도덕과 정치의 분리는 도덕에 기초한 규범적 질서
와 그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통치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목
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닌,
51) 학문이 통치의 토대가 된다는 도통론은 당 중기 한유(768~824)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남송(南宋)의 성리학자인 주희에 의해 완성되었다. 도통론에서 성인(聖人)은 성인의 학문을 따
르는 학자[士大夫]를 표상한다(민병희 2011, 157). 민병희는 도통론이 사대부의 권력과 군주
의 권력에 대한 논의(민병희 2011, 57)라고 설명하는데, 도통론은 정당한 권력에 대한 설명이
라는 점에서 권력보다는 권위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야 한다. 피터 볼(Bol 2010, 208-209)은
도통과 치통을 학(學)과 통치로 보고 도덕과 정치의 구분으로 이해한다. 위잉스(余英時 2015,
40-270)는 도통(道統)과 도학(道學)을 구분함으로써 직접 통치에 참여한 내성외왕의 계보와
학문으로 통치의 방법을 전수한 계보를 구분하며, 일반화된 도통론은 주희(朱熹, 1130-1200)
의 제자였던 황간(黃榦, 1152-1221)에 의해 완성된 ｢성현도통전수총서설(聖賢道統傳授總緖說)
｣(勉齋集 권3)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52) 도통이 통치의 토대라는 점이 잘 드러난 글은 양유정의 ｢삼사정통변(三史正統辨)｣이다. 원(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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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목적을 통치의 기초에 둔 “사회･정치적 구상으로서의 학”(민병희 2008, 85)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성리학의 통치에 따른 왕권개념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도통(道統)개념이
다. 도통개념은 성리학에서 왕의 권력(power)과 권위(authority)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권위와 권력개념을 설명한 뒤 도통개념과 홍범구주가 어떻
게 이 개념들과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권위는 권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우드(Wood)는 성리학
의 권위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렌트(Arendt)와 롱(Wrong), 윈치(Winch)를 인용하
는데, 이들의 권위개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53) 권위는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권력과 유사해보이지만, 권위는 권력이 사용되기 위한 전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
하다. 권위는 특정한 근본적인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복종은 동의에 의한 것이지 폭압의 결과가 아니
다. 권위에의 복종은 의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것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위개념은 학문을 통치의 토대로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통치에의 자
발적 참여를 주장하는 성리학의 전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성리
학의 도통론(道統論)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54) 학문이 통치의 토대가 된다는 도
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5년(1345)에 양유정(楊維楨)은 이 표문을 황제에게 바쳐 도통이 치
통(治統), 즉 통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陶宗儀 輟耕錄 卷3 ｢正統辨｣. “道統者 治統之所
在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文武周公孔子 孔子沒幾 不得其傳百有餘年 而孟子傳焉 孟子
沒又幾不得其傳千有餘年 而廉洛周程諸子傳焉 及乎中立楊氏而吾道南矣 旣而宋亦南度矣。楊氏之
傳爲豫章羅氏廷平李氏 及於新安朱子 朱子沒而其傳及於我朝許文正公 此歷代道統之源委也 然則
道統不在遼金而在宋 在宋而後及於我朝 君子可以觀治統之所在矣”). 위잉스(余英時 2015, 57)는
이 표문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유정이 도통적 관점에 따라 원나라가 송나라를 이어 개국했다고
보고, 개국년도를 금(金)이 망한 1234년이 아닌 송이 망한 1279년으로 봄으로써 원의 실제 개
국을 45년 늦춰버릴 정도로 통치의 정당성을 도통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53) 우드의 권위에 대한 설명은 Wood, Alan T. 1995. Limits To Autocracy: From Sung
Neo-Confucianism to a Doctrine of Political Righ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6을 참조할 것.
54) 위잉스에 의하면 도통이 통치의 토대라는 점이 잘 드러난 글은 양유정의 ｢삼사정통변(三史正
統辨)｣이다. 원(元)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5년(1345)에 양유정(楊維楨)은 이 표문을 황제에게
바쳐 도통이 치통(治統), 즉 통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陶宗儀 輟耕錄 卷3 ｢正統辨｣.
“道統者 治統之所在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文武周公孔子 孔子沒幾 不得其傳百有餘年
而孟子傳焉 孟子沒又幾不得其傳千有餘年 而廉洛周程諸子傳焉 及乎中立楊氏而吾道南矣 旣而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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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론은 당 중기 한유(768~824)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고, 남송(南宋)의 성리학자
인 주희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이해된다. 도통론에서 성인(聖人)은 성인의 학문을 따
르는 학자[士大夫]를 표상한다(민병희 2011, 157). 민병희는 도통론이 ‘사대부의 권
력과 군주의 권력에 대한 논의’(민병희 2011, 57)라고 설명하는데, 도통론은 정당한
권력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권력보다는 권위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야 한다. 피
터 볼(Bol 2010, 208-209)은 도통과 치통을 학(學)과 통치로 보고 도덕과 정치의
구분으로 이해한다. 위잉스(余英時 2015, 40-270)는 도통(道統)과 도학(道學)을 구
분함으로써 직접 통치에 참여한 내성외왕의 계보와 학문으로 통치의 방법을 전수한
계보를 구분하며, 일반화된 도통론은 주희(朱熹, 1130-1200)의 제자였던 황간(黃榦,
1152-1221)에 의해 완성된 ｢성현도통전수총서설(聖賢道統傳授總緖說)｣(勉齋集 권
3)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내성외왕은 안은 성인이고 밖은 왕이라는 뜻으
로, 성인은 권위를, 왕은 권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도통이나 내성이라는 표현
에서 확인되는 것은 권력의 전제가 권위,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한 가치라는
점이다.
권위와 달리 권력은 성리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권력에 대한 규정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권력을 비대칭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정당화과정과 연관시켜 이해
하는 경우이다. 비대칭적 권력개념은 권력이 행사되는 장 내의 행위자들 간의 상충
하는 이익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쟁하
고 투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의 이익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적 권력을 가진 제도─예를 들어 홉스(Hobbes)에
게 있어서는 국가, 마키아벨리(Machiavelli)에게 있어서는 공화국, 달(Dahl)에게 있
어서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후자는 권력을 정당화의 과정 속에서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논자들로는 플
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파슨스(Parsons), 아렌트(Arendt) 등이 있
다.55)
亦南度矣。楊氏之傳爲豫章羅氏廷平李氏 及於新安朱子 朱子沒而其傳及於我朝許文正公 此歷代道
統之源委也 然則道統不在遼金而在宋 在宋而後及於我朝 君子可以觀治統之所在矣”). 위잉스(余英
時 2015, 57)는 이 표문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유정이 도통적 관점에 따라 원나라가 송나라를
이어 개국했다고 보고, 개국년도를 금(金)이 망한 1234년이 아닌 송이 망한 1279년으로 봄으
로써 원의 실제 개국을 45년 늦춰버릴 정도로 통치의 정당성을 도통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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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권력에 대한 규정은 후자에 가깝다. 성리학에서 권(權) 개념은 규범적
속성을 갖는다. 권은 추를 매달아 무게를 재는 저울로, 권이 저울질하다는 동사로
사용될 때 사물의 무게를 단다는 뜻으로, 그리고 일의 가볍고 무거움을 가늠한다는
추상적 의미로 전환된다.56) 한편 권은 변하지 않는 규범을 의미하는 경(經)과 대조
적인 개념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탈규범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57) 경
과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정당화를 통해 그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성리학에
서는 권을 시중(時中)이라고 표현한다.58)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이 황극의 전제로 상수학, 심법, 도덕[彛倫] 등을 거론하는
것은 왕의 규범과 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석자들이 왕의 규범과 제도가 기존의 권위구조와 일치하거
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면, 주석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권위의 의미와 그 정당성의 근거이다.
한편 황극의 시행과 연관된 왕의 판단과 권력의 사용은 제도에 귀속된다. 홍범
구주의 주석들은 제 6주인 삼덕(三德)과 제 9주인 복극(福極)에서 극을 규범과 제도
로부터 어긋나는 신민들에 대한 판단과 사법적 처리와 연관된 조목들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때 삼덕에 대한 주석들 중 상당수는 대상과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른
법의 시행, 즉 법의 일관된 시행이 아닌 차별적 시행을 주장한다. 이는 왕의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주석가들은 위법적이거나 탈규범적
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홍범구주에서 사법적 권력에 대한 사유에서 권
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시 이상적 왕권의 두 측면, 즉 공정성과 판단의 문제로 가져와보
자. 공정성과 판단은 성리학에서는 학문적 지식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에서 학문은
인간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질서를 궁구하는 것을 말하며,59) 학문적 권위는 변하
55) 정치권력개념에 대한 간단한 구분과 설명은 Scott(1994)의 General Commentary를 참조할
것.
56) 중국사상에서 권 개념의 의미와 범주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은강(2012)을 참조할 것.
57) 朱子語類 37:42. “經畢竟是常 權畢竟是變.”
58) 朱子語類 37:43. “經是萬世常行之道 權是不得已而用之 大槪不可用時多 (중략)權是時中 不中
則無以爲權矣.”
59) 민병희(2013, 65)에 의하면 성리학에서의 학문은 현대의 전문적 학문, 교육, 교양, 교화라는
의미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수양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와 과정 등을 포함한 의미이다.

- 35 -

지 않는 자연질서와 관습, 상규(常規)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60)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단은 규범질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변칙적 상황들을 정화
히 파악하고 대처해 기존의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다.
성리학이 심법을 강조한 것은 권위와 권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인과 통치자의 결합, 즉 내성외왕이 성리학적 공동체가 추구하는 통
치자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성인이 왕이 되는 경우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고대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은 권위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애초에 성리학의 인간규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심, 즉 마음에 대한 규정에는 도덕과 정치의 완전한 결합이 불가
능하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마음의 자율성 때문이다. 드 베리(de Bary
1998, 39)에 의하면 송대 성리학자들은 도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고정화된 신조가
아닌, 인간이 처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역동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61)
성리학은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를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다”(de Bary
1998, 33)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평가되며, 이 자율성
은 경전에 대한 해석의 자유를 의미한다(de Bary 1998, 51). 유사한 주장이 볼(Bol
2010)에게서도 나타난다. 볼(Bol 2010, 251)에 의하면 성리학은 도덕은 인간에 외
재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규범의 모델을 주입시키거나 그에 따른 훈련이 학문이
아니라고 본다. 학문의 핵심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리학이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원리와 학문의 방법을 구분한 것은
60) 롱(Wrong 1994)은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거나 기대한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
력이고, 권위는 그 권력이 행사되기 위한 권리라고 정의를 내린다. 권위는 권력의 한 형태라고
도 할 수 있는데, 권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위는
특정한 근본적인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권위는 정당성, 전문성, 그리고 개인의 탁월함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정당성은 그 권위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여
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성은 전문가들의 권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도통의 권위는 학문의 전문적 지식과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권위와, 성인에 의해 이어진다는 점에서 탁월성에 기초한 권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61) 드 베리(de Bary 1998, 39-40)는 도에 대한 이와 같은 학문이 생겨난 요인을 주역에서
찾는다. 주역 ｢계사전｣에는 도가 사물을 무궁무진하게 낳는 생명력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는 생각이 전개되는데, 정이는 이러한 도에 대한 관념이 변화를 허무한 것으로 보는 불교의 부
정적 퇴영적 사상과 대비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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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이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62)
리의 보편성63)과 규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도로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실천하는 인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인정한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발성에 대한 성리학의 인정은 기본적으로는 제도와 정
치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등장한 것이며, 인간과 사회 간의 메커니
즘을 공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통찰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l
1994). 그러나 통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규범과 보편의 고정성과 행위의 자율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규범에 기초한 실천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을 갖게 한다.
이를 통치의 관점으로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첫째, 전체
공동체에 일관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통치의 기초하고 할 때 마음의 문제는
제도화의 이전에 존재한다. 즉 신중하게 여러 상황들과 윤리적 기준들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도화의 전제가 된다. 공정성과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성
리학에서는 심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심법은 매우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심법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절차나 방법이 아니라 경(敬)이나 신(愼)
과 같은 신중한 태도로 설명된다.
공정성과 판단의 기초를 담지할 수 있는 방법이 특정한 태도라면, 공정성에 토
대를 둔 제도와 판단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태도의 문제로 회귀할 수밖
에 없다. 이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덕에
기초해 제도를 구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제도와 질서는 도덕의 추상성에 의존할 수
62) 성리학자들은 리(理)를 허구가 아닌 실재하는 것[實理]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학문 역시 실재
하는 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성리학의 학문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볼
(Bol 2010, 247-309)을 참조할 것.
63) 볼(Bol 2010, 263-264)은 이정(二程)과 주희의 리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
째, 모든 개체[物]와 사건[事]들은 각각의 리를 갖는다. 둘째, 마음은 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리는 하나의 리로 수렴된다. 볼은 이때의 리를 일관성(coherence)로 번역하
는데, 그 이유는 기(氣)를 매개로 한 창조의 과정이 일관된 리를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과 사건들은 이 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편 리는 원리(principle), 법칙(law), 패턴
(pattern), 일관성(coherence)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Angle 2009, 31-34). 본 논문에서는 리
를 원리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본 논문이 다루는 텍스트들에서 리는 일차적으로 수(數)로 치
환되어 이해되는 개별 개체들의 고유한 작동원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자들의 리가
하나의 리[太極]으로 수렴된다고 할 때 후자의 리는 일관성이라기보다는 본체에 가까운 개념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리는 원리를 의미한다. 본체로서의 리/태극 개념에 대해서는 주광호
(2006; 200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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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만약 도덕을 제도화한다고 한다면, 제도 속에 도덕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통한
재현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만약 제도가 오륜과 같은 관계윤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도, 관계윤리가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괴리가 필연적
으로 존재하며, 또한 재현과정에서 자의성과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왕이 만든 제도나 왕의 판단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판단은 결과
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오상과 재현된 제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
(理), 본성[性] 도(道)가 구체적으로 실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철
학적 차원에서 인의예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방식은 언어적 분석과 유비(analogy)이
다.64) 그런데 언어적 분석과 유비는 공유된 언어를 통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리, 본
성, 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그에 기초한 세계관을 설득하는 것이기는 해도, 리, 본
성, 도가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리, 본성, 도가 실재한다는 것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메타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들은 상수학(象數
學)이다. 상수학은 인간의 본성[仁義禮智]과 사회질서의 기초로서의 관계[五常], 행
위의 주체로서 마음의 관계설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규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과 수의 패턴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인의예지(仁義禮智), 그리고 오륜(五倫)으로 요약되는 규범은 사회질서를
조직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지만, 실제 성리학이 규범과 일
대일로 대응되는 고정된 제도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무력할 수 있
다.65) 인간의 본성이 윤리적이라는 것이 가정 하에 제도를 만들어야만 실패하지 않
64) 인(仁)의 경우 기존의 인에 대한 경전이나 학자들의 정의를 나열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인의 의미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다. 인을 사랑[愛], 지각[覺], 공(公) 개념 등과 연관시
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朱子語類 6:115 問. “以愛名仁 是仁之跡 以覺言仁 是仁之端 程子
曰 仁道難名 惟公近之 不可便以公爲仁 畢竟仁之全體如何識認 克己復禮 天下歸仁 孟子所謂‘萬物
皆備於我 是仁之體否 先生曰 覺 決不可以言仁 雖足以知仁 自屬智了 愛分明是仁之跡 浩曰 惻隱
是仁情之動處 要識仁 須是兼義禮智看 有箇宜底意思是義 有箇讓底意思是禮 有箇別白底意思是智
有箇愛底意思是仁 仁是天理 公是天理 故伊川謂 惟公近之 又恐人滯著 隨卽曰 不可便以公爲仁
萬物皆備固是仁 然仁之得名卻不然)은 언어적 분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을 복숭아
씨나(朱子語類 6:80 如穀種 桃仁 杏仁之類 種著便生 不是死物 所以名之曰仁 見得都是生意)
도(道)를 길에 비유한 것(朱子語類 6:3 道訓路 大槪說人所共由之路) 등은 유비를 통해 개념
을 설명한 것이다.
65) 고정된 제도에 대한 성리학의 비판적 태도는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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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 성리학자들 특히 주희의 전제이지만(민병희 2008, 96), 특정한 규모의
정치공동체가 그 전제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현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만약
행정제도와 관료제가 발달할수록 규범보다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제도가 발달하고 국가에 의해 공공성(公共性)의 문제가 강조될수록 인간
관계에 기초한 성리학적 규범의 공공성이나, 관계윤리에 기초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것이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은 왕권의 강화가 도통과 치통을 일치시켜 군사(君師)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범구주의 주석들은 도통론
이나 심성론(心性論)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왕으로 표상되는 공정성과 공공성의 문
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홍범구주의 내용과 구조
서경｢주서｣홍범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무왕이 기자를
방문해서 통치의 원리에 대해 질문하자 기자가 우임금의 고사를 들어 홍범구주를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홍범
구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이
다. 우임금의 고사를 들어 홍범구주를
설명했다는 것은 우임금이 대홍수기에
물의 성질을 잘 이해해 치수에 성공한
뒤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낙서(洛書)
｣66)와 기자가 무왕에게 설명한 홍범구
주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그림1] 하도낙서
66) ｢낙서(洛書)｣라는 말은 ｢하도(河圖)｣와 함께 서경의 고명(顧命)편에 처음 보이며, 주역｢계
사전｣에서 “황하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書)가 나왔는데,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河
出圖 洛出書 聖人則之)라는 표현에서 ｢하도｣, 즉 ‘황하에서 나온 그림’과 ｢낙서｣, 즉 ‘낙수에서
나온 글자’라는 말이 확정된다. 주백곤에 따르면 ｢하도｣와 ｢낙서｣는 고대에는 제왕이 천명을
받아 왕이 될 상징이거나 당시 영토와 국경, 문물 등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계사전｣
에서의 언급으로 인해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즉 보편과 변화의 상징으로 변화했고, 선후천을
설명하는 또 다른 계열의 그림인 ｢복희선천팔괘도｣, ｢문왕후천팔괘도｣와 연결되어 해석되어 
주역의 근원처럼 이해되었다(주백곤. 2005. 역학철학사3. 소명출판,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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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67)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낙서｣의 수와 홍범구주의 수가
모두 9로 동일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한편 홍범구주는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
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복극(福極)이라
는 아홉 가지 통치의 영역을 말한다. 대체로 18세기까지 조선의 주석서들은 ｢낙서｣
와 홍범구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나서 홍범구주의 각 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도 홍범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1) ｢낙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 홍범구주의 통치원리
홍범구주는 아홉 개의 통치에 관한 조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홍범
구주가 보편적 통치원리라고 이해될 수는 없다. 홍범구주가 보편적인 통치원리로 해
석되기 위해서는 ｢낙서｣와의 연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낙서
｣와 홍범구주의 동일성의 근거는 양자의 수가 9라는 것에서 도출된다.68) ｢낙서｣는
｢하도｣와 더불어 “세계의 형성 및 변화의 모형”(주백곤 2005, 85)으로, 1부터 9까
지 45개의 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다. 공안국은 우임금이 이 점들을 보고
추론해서 65자의 홍범을 서술했다고 주장한다.69) 홍범구주가 ｢낙서｣와 같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우임금과 주무왕의 시대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인 통치의 원리
가 존재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홍범구주를 ｢낙서｣의 배열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9를 이고 1을 밟으며, 좌는 3이고 우는 7이며, 2와 4는 어깨가 되고
6과 8은 발이 되는 것이 곧 ｢낙서｣의 수”70)라는 홍범편의 설명은 ｢낙서｣의 9개의
67) 書經｢周書｣洪範. “蓋曰 洪範九疇 原出於天 鯀逆水性 汩陳五行 故帝震怒 不以與之 此彛倫之
所以敗也 禹順水之性 地平天成 故天出書于洛 禹別之 以爲洪範九疇 此彛倫之所以敍也 彛倫之敍
卽九疇之所敍者也.”
68) 書經｢周書｣洪範. “按孔氏曰 天與禹神龜 負文而出 列於背 有數至九 禹遂因而第之 以成九類.”
이 문장에서 구류(九類) 즉 9개의 부류가 홍범이다.
69) 書經｢周書｣洪範. “漢志曰 禹治洪水 錫洛書 法而陳之 洪範是也.”; 朱子語類79:78 “洛書本
文只有四十五點 班固云六十五字 皆洛書本文.” 주희는 공안국의 의견을 수용해 ｢낙서｣와 홍범구
주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0) 書經｢周書｣洪範. “世傳戴九履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卽洛書之數也.” 이 번역은 성
백효 역주. 1997. 서경집전하. 전통문화연구회, p.54를 인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채침의
표현을 인용했지만, 원래 이는 남북조 시대의 수학자였던 견란(甄鸞)이 수술기유(數術記遺)에
서 한 말로, 구궁(九宮), 즉 9수의 방위에 따른 배치를 홍범구주를 연결시킨 것이다. 주백곤에
따르면 한대 학자들은 홍범을 ｢낙서｣라고 불렀기 때문에 홍범을 구궁의 수로 해설한 것이라고
한다(주백곤 200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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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배열로 홍범구주의 배열해서 이해하라는 것이다. ｢낙서｣와 홍범구주의 배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9

2

3

5

7

8

1

6

[그림2]
홍범구주의 배열

[그림 3]
구주본낙서도((九疇本洛書
數圖)

｢구주본낙서수도(九疇本洛書數圖)｣는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홍범구주를 낙서의
수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이 두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① 9의 의미, ② 그림의 중
앙을 차지하는 5의 의미, ③ 각 수들의 관계이다.
먼저 9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9는 홀수로서의 의미와 9라는 수 자체의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성리학에서 홀수는 변화와 연관되어 이해된다. 짝수는 쌍
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반면 홀수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짝
을 이루지 못한 우수리인 하나가 움직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71) 9는 홀수이기
때문에 ｢낙서｣와 홍범구주는 변화와 관련된 그림이 된다. 한편 ｢낙서｣가 또 다른 수
에 대한 그림인 ｢하도(河圖)｣와 대쌍을 이룬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9는 ｢하도｣의
수인 10과 대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짝수는 정지를 의미한
다. ｢하도｣의 짝수는 “상수(常數)”, 즉 변화하지 않는 일정함을 의미하며, ｢하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복희선천팔괘도｣ 역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고정
된 배치를 보여준다.72) ｢하도｣는 10이라는 수를 내포하고 있지만 상(象), 즉 이미지
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되는데,73) 여기에서 상은 두 개의 양의(兩儀), 즉 음양(陰陽)
71) 洪範皇極內篇 上. “天下之理動者竒 而静者偶 行者竒 而止者偶.”
72) 朱子語類 65:41. “河圖常數 洛書變數.”; 朱子語類 65:75. “先天圖更不可易 自復至乾爲陽
自姤至坤爲陰 以乾坤定上下之位次 坎離列左右之門爲正 以象言之 天居上 地居下 艮爲山 故居西
北 兌爲澤 故居東南 離爲日 故居於東 坎爲月 故居於西 震爲雷 居東北 巽爲風 居西南.”
73) 洪範皇極內篇 上. “象非耦不立 數非竒不行 竒耦之分 象數之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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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한편 ｢낙서｣는 수(數)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행(五行)을 표상한다.74)
｢낙서｣의 수를 오행과 결합해 배열하면 다음의 그림이 된다. 이 배열들을 보면,
1과 6, 2와 7, 3과 8, 4와 9가 각각 짝을 이뤄 수, 화, 목, 금을 표상하며,75) 가운
데 5의 수가 짝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배열은 흥미로운 이유는 홀짝과 오행의 의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홀수는 변화를, 짝수는 일정함을 의미한다고 할 때 ｢낙서｣에서 유일하게 짝을
이루지 못한 5가 변화를 일으키는 수가 된다. 한편 5가 표상하는 오행의 토는 수,
화, 목, 금과 비교해 가장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변화가 느리다고 이해된다.76)
오행과 연속적인 오상(五常), 즉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 중 토와 연관
된 덕목이 신, 즉 믿음이라는 것 역시 5의 수가 일정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
다. 믿음은 변하지 않음에 대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짝을 이루지 못한 5와 그 5가 표상하고 있는 덕목 사

4 金

9 金

2 火

3 木

5 土

7 火

배열한 ｢구주본낙서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그림

8 木

1 水

6 水

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앙, 즉 5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낙서｣를 홍범구주와 결합해

이다. 도서들의 비어있는 가운데는 주희에 의해 “태극(太
[그림4]
구주의 오행적 속성

極)”이라고 명명된 바 있다.77) 주희는 주역본의(周易本義)
의 서문에서 “64괘와 384효는 모두 본성과 운명의 이치를

따르고 변화의 도를 다한 것이다. (사물이 만들어져) 확산되면 원리가 만 가지로 달
74) 洪範皇極內篇 上. “河圖體圓而用方 聖人以之而畫卦 洛書體方而用圓 聖人以之而敘疇 卦者陰
陽之象也 疇者五行之數也 (중략) 河圖非無竒也 而用則存乎耦 洛書非無耦也 而用則存乎竒 耦者
陰陽之對待乎 竒者五行之迭運乎.”
75) 이 수들은 생수(生數)와 성수(成數)라고 명명된다. 생수는 1(水), 2(火), 3(木), 4(金), 5(土)로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출현을 상징하며, 성수는 6(水), 7(火), 8(木), 9(金), 10(土)로 물질
의 완성을 상징한다(易學啓蒙. “天一生水 地六成之 地二生火 天七成之 天三生木 地八成之 地
四生金 天九成之 天五生土 地十成之”). ｢하도｣에는 오행의 생수와 성수가 모두 나오지만, ｢낙
서｣의 경우 토의 성수는 생략되어 있다.
76) 물질의 발생은 부드럽고 작은 것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난 물
질은 물이 된다. 오행은 따라서 물[水]→불[火]→나무[木]→금[金]→땅[土]의 순서로 출현한
다.
77) 朱子語類 65:58. “ 問 先天圖陰陽自兩邊生 若將坤爲太極 與太極圖不同 如何 曰 他自據他意
思說 卽不曾契勘濂溪底 若論他太極 中間虛者便是 他亦自說圖從中起 今不合被橫圖在中間塞卻
待取出放外 他兩邊生者 卽是陰根陽 陽根陰 這箇有對 從中出卽無對.”;朱子語類 65:74. “問 先
天圖 心法也 圖皆自中起 萬化萬事生乎心 何也 曰 其中白處者太極也 三十二陰 三十二陽者 兩儀
也.”

- 42 -

라지고, 통합되면 도가 두 가지 이치가 없다. 그래서 ‘역에 태극이 있어서 이것이 양
의를 낳는다’라고 할 때 태극은 도이고, 양의는 음양이 된다. 음양은 하나의 원리
[道]로 움직인다. 태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無極]이다”78)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구주본낙서수도｣에서 비어있는 가운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비어 있는 중심, 즉 5는 홍범구주의 황극(皇極)을 의미하며, 황극은 왕/왕
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왕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인 동시에 공동체에 믿음과 항상성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의가 나온다. 그런데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왕에 대한 규정은 성리학적 시간 개념을 보면 그 모순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주역(周易)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성리학의 시간관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전제
한다.79) 이는 상황에 따라 인간의 대처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중용(中庸)의 중(中), 권도의 권(權)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중용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군자만이 중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군자가 중
용할 수 있는 이유는 때에 적절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80) 주희는 이
구절에 대해 “중은 정해진 형태가 없이 때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평상
의 원리이다”81)라고 주석한다. 중이 때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행동의 정해진 준칙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주희는 이를 “평상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시간의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변화하
는 시간 속에서는 특정한 시점의 적절함은 다른 시점에는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주희가 정이의 “易變易也 隨時變易以從道也”라는 말을 해석한
부분으로, 그가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78) 周易本義｢序｣. “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皆所以順性命之理 盡變化之道也 散之在理 則有萬殊
統之在道 則無二致 所以易有太極 是生兩儀 太極者 道也 兩儀者 陰陽也 陰陽 一道也 太極 無極
也.”
79) 장원석에 따르면 주역의 전통은 시간을 실재적이며 사물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정하여 왔다.
주역에서 변화와 시간은 세계의 궁극적인 사실로 인식된다. 이 전통에서 창조력이란 만물의 자
기 생성력의 연속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무시간
적인(atemporal)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사건의 의미가 충족되고 성취되는 적절
한 시간(timeliness)이다(장원석. 2001. ｢주역의 시간과 우주론 : 비교철학적 관점에서｣동양철
학연구24, p.246).
80) 中庸. “仲尼曰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81) 中庸章句. “蓋中無定體, 隨時而在, 是乃平常之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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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변역 즉 변화이다. 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함으로 도를 쫓는다”라고 하였
다. 이는 역을 가리켜 한 말인데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을 말한 것이다. 리의 측면에서
말해보자면, (우주의 변화는) 늘 지속되어 끝이 없으니 시기의 변천은 언제나 그 마
땅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마땅하게 하여 그렇게 되면 곧 도를 따라가게 된다. 사
람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보통사람들은 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치에 맞
게 살지 못한다. 시기는 이미 변하였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잘 거꾸로 행동하
여 시의적절함에 위배된다. 오직 성현만이 우주의 끝없는 변화를 알고 그에 맞춰 행
동하기 때문에 자신 역시 변화시킨다. 때문에 변화하여 도를 쫒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함으로 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시중, 즉
시의적절함에 맞춘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82)

주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그의 권(權)에 대한 해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권은 추를 매달아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는 의미인데, 일의 경중을 잰다는 의미로 사
용된다. 주희는 세상의 원리에는 정해진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正]이 있고 변화
시켜 대처해야 하는 것[權]이 있는데, 전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해했
다.83) 그는 고정된 제도를 의미하는 경(經)과 권을 구분하면서,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할 때 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도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84)
이렇게 보면 홍범구주가 통치의 제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중심에 위치한
황극은 변화를 감지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되 그 대응이 기존의 제도와 합치되도
록 하는 기능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가 변화와 항상성을 동시에
82) 朱子大全권39 ｢答范伯崇｣5. “易變易也 隨時變易以從道也 此指易而言 謂人事也 以理言之 一
流行而無窮 則時之遷移固自未嘗不隨其所當然而然也 當然而然卽從道也 就人言之 衆人不識易而
不能體 則時旣遷而不知 遂以倒行逆施而違其時之所當然 惟聖賢之流行無窮而識之體之 其身卽易
故能變易以從道 所謂‘隨時變易以從道 猶曰時中云耳.”
83) 朱子語類15:39 “理有正有權 今學者且須理會正 如娶妻必告父母 學者所當守 至於不告而娶 自
是不是 到此處別理會 如事君匡救其惡 是正理 伊川說納約自牖 又是一等 今於此一段未分明 卻先
爲彼引走 如孔子說危行言孫 當春秋時亦自如此 今不理會正當處 纔見聖人書中有此語 便要守定不
移 駸駸必至於行孫矣 此等風俗 浙江甚盛 殊可慮.”
84) 朱子語類 37:33. “經自經 權自權 但經有不可行處 而至於用權 此權所以合經也 如湯武事 伊
周事 嫂溺則援事 常如風和日暖 固好 變如迅雷烈風 若無迅雷烈風 則都旱了 不可以爲常.”;
37:38. “稱得平 不可增加些子 是經 到得物重衡昂 移退是權 依舊得平 便是合道 故反經亦須合道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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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동체를 보존해야
하는 왕의 두 가지 임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홍범구주의 구성과 그 의미
홍범구주(洪範九疇)의 명칭은 제1주 오행(五行),제 2주 경용오사(敬用五事), 제
3주 농용팔정(農用八政), 제 4주 협용오기(協用五紀), 제 5주 건용황극(建用皇極), 제
6주 예용삼덕(乂用三德), 제 7주 명용계의(明用稽疑), 제 8주 염용서징(念用庶徵), 제
9주 향용오복 위용육극(嚮用五福 威用六極)이다. 오행은 오행의 성질을 설명한다. 오
사는 용무, 말, 지각, 생각으로부터 이 오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 즉 공
(恭), 종(從), 명(明), 총(聰), 예(睿), 그리고 이 방법을 획득된 덕으로서의 숙(肅), 예
(乂), 철(哲), 모(謀), 성(聖)에 대한 것이다. 팔정은 실제 행정과 관계된 것이고, 오기
는 천문역수이다. 황극은 왕의 표준이고, 삼덕은 왕의 표준을 적용할 때 공동체 성
원들의 자질/입장 차로 인해 생기는 변칙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계의는 왕의
결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마음, 관료, 백성, 그리고 두
가지의 점에 물어보는 것이고, 서징은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재해 등
감응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복극은 통치가 성공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다.
[표3] 홍범구주의 세목

주(疇)
五行
五事
八政
五紀
皇極
三德
稽疑
庶徵
五福六極

세목
水(潤下, 鹹), 火(炎上, 苦), 木(曲直, 酸), 金(從革, 辛), 土(稼穡, 甘)
貌(恭, 肅), 言(從, 乂), 視(明, 哲), 聽(聰, 謀), 思(睿, 聖)
食, 貨, 祀, 司空, 司徒, 司寇, 賓, 師
歲, 月, 日, 星辰, 曆數
(세목 없음)
正直, 剛克, 柔克/平康, 彊弗友, 沈潛, 燮友, 高明
心, 관료, 백성, 卜(雨, 霽, 蒙, 驛, 克), 占(貞, 悔)
休徵(雨, 暘, 燠, 寒, 風, 時), 咎徵(雨, 暘, 燠, 寒, 風, 時)
五福(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明), 六極(凶･短折, 疾, 憂, 貧, 惡,
弱)

홍범구주에 구조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홍범구주를
오행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보는 방법, 주들을 두 개씩 짝짓는 방법, 5황극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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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앞의 4주와 뒤의 4주를 설명하는 방식 등이다. 첫 번째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표4] 홍범구주의 위상, 수, 의미

疇名

位 수

기의 운행

1오행

子 수의 생수

기의 시작

2오사

坤 화의 생수

기의 드러남

만들어짐으로써 수신과 형체를 지키는

기가 더욱 드러

도가 섬.
經을 세우고 紀를 진설하여 법을 만들고

남
기가 드러나 더

度를 세워 천하를 다스릴 방법을 만듦.
수와 상을 관찰하고 역법을 다스리고 때

욱 오래됨

를 밝힘. 천문을 관찰함.
인군이 지존의 위치에 거하면서 지극한

토의 沖氣

이치의 표준을 세움으로써 만가지 부류

3팔정

卯 목의 생수

4오기

巽 금의 생수

5황극

6삼덕

중
앙

중앙

乾 수의 성수

疇의 大義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교운하여 만물
을 화생하므로 인사의 시작이 됨
다섯 가지 기가 유행해서 인간의 형체가

기가 합해서 형
태가 이루어짐
기가 합하여 형

7계의

西 화의 성수

체가 이미 드러
남
기가 합해서 형

8서징

9복극

艮 목의 성수

午 금의 성수

들을 통섭함.
기미를 살펴 변화를 제어하고 일에 따라
마땅함을 제어하고 사람에 따라 그 변화
를 다함.
인간의 판단과 귀신의 판단을 모두 검토
함.
왕래가 서로 굽어지고 펴져 서로 감응함

체가 더욱 드러

으로써 득과 실, 길함과 흉함의 반응이

남
기가 합해서 드

정해짐.

러남이 이미 오

복을 받고 극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

래됨

각 주들을 두 주씩 짝짓는 방법은 첫째, 1오행-9복극, 2오사-8서징, 3팔정-7계
의, 4오기-6삼덕을 배열하고 5를 단독으로 두는 것과, 둘째, 1, 2, 3, 4를 천(天)에,
6, 7, 8, 9를 인(人)에 대응시켜서 1-6, 2-7, 3-8, 4-9에 배속시키는 것, 마지막으
로 1오행-2오사, 3팔정-4오기, 5황극-6삼덕, 7계의-8서징, 그리고 9복극을 단독으
로 두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의 경우 5황극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위계가 설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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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경우는 오행의 생수와 성수를 짝짓는 것인데, 5가 단독으로 남는다는 점
에서 5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가 설정된다. 후자의 경우 제 5주 황극을 중심으로 전
4주와 후 4주를 구분해서 앞의 4주를 황극이 세워지기 위한 조건으로 보고, 뒤의 4
주를 황극이 세워진 효과로 규정한다. 이는 홍범구주를 법제의 도출과 그 효과로 보
고 시간 순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희와 채침은 제 2주 오사, 특히 숙(肅), 예(乂), 철(哲), 모(謀), 성(聖)를
성취하기 위한 심법을 강조하고 이를 황극을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수신적이고 예치적”(김성윤 1999, 133)이라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주희가 황극
을 왕권의 강화로 설명하지 않고 오상, 즉 관계윤리로 풀었기 때문이다. 채침의 황
극에 대한 주석을 보면 그가 왕을 적극적인 입법자로 보기 보다는 정치력을 결여한
도덕적 상징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가 말하는 극(極)은 도덕에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85)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왕권에 대한 제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주무왕
과 기자의 대화에서 보이듯이 주무왕이 기자에게 듣고자 한 것은 통치의 요체를 파
악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륜(彛倫), 즉 윤리적 질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국
가통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를 인정시키는 것이다. 왕의 행위나 판단, 새로운 법
제 등이 만약 사회의 윤리에 배치된다면,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정당성은 폄훼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심법에 대한 강조를 왕권에 대한 제약으로 직결시킬 경우, 왕
권강화론자로 분류되는 박세채나 윤휴가 심법과 이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심법은 왕권의 제약 차원이 아니라 왕권이나 법제의
정당성의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심법은 황극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
되었기 때문에 심법의 의미에 따라 황극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황극의 두 가지 의미: 상수학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

85) 서경｢주서｣홍범. 채침주. “言人君 當盡人倫之至 語父子則極其親 而天下之爲父子者 於此取
則焉 語夫婦則極其別 而天下之爲夫婦者 於此取則焉 語兄弟則極其愛 而天下之爲兄弟者 於此
取則焉 以至一事一物之接 一言一動之發 無不極其義理之當然 而無一毫過不及之差 則極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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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구주의 9는 변화를 의미하며, 아홉 개의 숫자 중 유일하게 짝이 없는 5는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해 그에 따라 대응하는 왕을 표상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본 절에서는 왕의 판단과 대응이 어떻게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리학
자들의 설명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홍범구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
친 세 사상가를 다룰 것인데, 소옹, 채침, 주희가 그들이다. 소옹과 채침은 송대의
대표적인 상수학자들로, 둘 다 황극을 상수학적으로 설명한 저술을 남겼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한편 주희는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철학자로,
육구연･육구소 형제와 무극(無極)･태극(太極) 논쟁을 겪으면서 황극의 의미를 확정
한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심법 혹은 도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 황극개념을
설명하되, 소옹과 채침의 경우 상수학을 중심으로, 주희의 경우 도덕을 중심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1) 보편적 원리의 재현으로서의 상수학
① 소옹의 황극개념과 심학의 의미

소옹상수학은 북송대 학자였던 소옹(邵雍, 1011~1077)이 전개한 상수학으로,
세계의 출현과 멸망, 즉 변화를 이미지와 수로 파악, 패턴화시킨 학문이다.86) 그의
저서인 황극경세서의 대부분은 도표와 각종 사물의 분류 체계와 달력으로 채워져
있다. 프리만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칙을 적용한 황극경세서의 내
용이 우주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우주에 대해 직접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87)
86) 주희는 정이(程頤, 1033~1107)의 의리학(義理學)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소옹의 상수
학을 자신의 사유체계 내로 끌어들이는데, 이는 주희가 이기론 뿐만 아니라 도학과 상수학을
종합하여 그의 학문을 체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진래 저, 이종란 외 역. 2002. 주희의 철
학. 예문서원. pp.15-16). 주희는 소옹을 수용하여 세계가 창조되어 나가는 과정을 수라는 실
체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변화의 규칙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는 태극이 음양
으로, 음양이 오행으로, 다시 오행이 만물로 전개되는 과정을 수로 전환시켜서 이해한다. 즉 음
양오행의 결합의 결과는 괘(卦)로 드러나는데, 이 괘는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과 같은 방위에 따라 배치된다. 그리고 다시 괘는 하도와 낙서라는, 질서에 대한 고대의 그림
들과 연결되는데, 두 그림에서 세계의 질서와 변화는 수의 배열로 설명된다. 주희는 시간과 변
화를 공간적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변화의 규칙과 불변하는 규범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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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옹은 시간을 패턴화시켜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옹이 시간을 패턴화한 것
은 우주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과 사물에 패턴을 부여, 인간의 마음, 즉 황극(皇極)에 따
라 그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88) 소옹은 “막을 것을 미리 막으면 나
라가 강성해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미리 막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일러 역의 큰 강령이라고 한다”89)라고
한 뒤 “막을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천학으로 제시했다. 소옹은 이를
선천학(先天學)을 다시 심학(心學)이라고 불렀다. ｢선천도｣는 현실로서의 ｢후천도｣와
달리 세계의 원형과 최초의 정치제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복원불
가능한 것이지만, 마음을 통해 재현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소옹이 선천학을
심법(心法)이라고 말한 이유이다.90)
주역에서 역(易)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91) 과거를 수로 치환해 계산하는 것이 현재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라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열린 시간이다.
주역의 시간은 변화이며, 변화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가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특정한 행위를 선택할 때 있어서 결
정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에 맞춰 변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보존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변화 속에서 보존해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체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변화의 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현상들 모두를 인식하고 거
기에 대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소옹은 존재를 물(物)이라고 말하는데, 인간
은 이 물들 중에 지극히 뛰어난 물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지극히 뛰어난 물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은 각기 존재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에

87) Freeman, Michael. 1982. “From adept to worthy: The philosophical career of Shao
Yu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2, p.484.
88) 이에 대해서는 민병희(2013, 68~79)를 참조할 것.
89) 皇極經世書｢관물외편｣. “防乎其防 邦家其長 子孫其昌 是以聖人貴未然之防 是謂易之大綱.”
90) 皇極經世書｢관물외편｣. “先天學 心法也 故圖皆自中起 萬化萬事生乎心也.”
91) 周易 ｢說卦傳｣.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不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
易逆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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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열 개의 물을 감당
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백 개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만개의 물을 감당
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억 개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조(兆)개의 물을 감
당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조 개로 표현되는 존재들 간의 복잡한 관계로 구성
되어 있는 현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物]이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이다.92)
지극한 존재인 인간은 다시 그 능력에 따라서 한명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부터 조(兆)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 때 조, 즉 전체 인간
이 만들어낸 세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한다.93) 그는
“한 마음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한 몸으로 만 개의 몸들을 살피며, 하나
의 물로 만물을 살피고 일세(一世)로 만세(萬世)를 살핀다. 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
을 대신하고 입으로 하늘의 말을 대신하며, 손으로 하늘의 일을 대신하고 몸으로 하
늘이 맡긴 일을 대신한다. 또한 위로 천시(天時)를 알고 아래로 지리(地理)를 다하
고, 가운데로 물정(物情)에 밝고 인사를 환하게 안다. 또한 천지의 경륜과, 조화의
출입과 고금의 진퇴와 인물의 표리를 꿰뚫고 환하게 안다.”94) 조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 성인은 존재들의 무작위적인 출현을 필연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현상계의 시공간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옹은 성인의 위상을 마음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하도｣에 대해 소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천학은 마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하도｣는 모두 중앙에서 (오행의
발생과 완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 가지의 변화와 만 가지의 일들[萬化萬事]은 마
음에서 생겨난다.”95) 세계의 발생에서 ｢복희선천팔괘도｣, ｢하도｣의 중요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만 가지 변화와 만 가지 일들의 발생에 중요하다는 소옹의 발언은
마음이 세계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옹이 제시하는 현상계의 복잡성과 장기적 시간에 대한 인식은 한 두 개의 사
92) 皇極經世書 ｢관물내편｣. “然則人亦物也 聖亦人也 有一物之物 有十物之物 有百物之物
之物 有萬物之物 有億物之物有兆物之物 為兆物之物 豈非人乎.”
93) 皇極經世書 ｢관물내편｣. “有一人之人 有十人之人 有百人之人 有千人之人 有萬人之人
之人 有兆人之人 為兆人之人 豈非聖乎.”
94) 皇極經世書 ｢관물내편｣. “其能以一心觀萬心 一身觀萬身 一物觀萬物 一世觀萬世者焉
能以心代天意 口代天言 手代天功 身代天事者焉 又謂其能以上識天時 下盡地理 中盡物情
事者焉 又謂其能以彌綸天地 出入造化 進退古今 表裏人物者焉.”
95) 皇極經世書 ｢관물외편｣. “先天學 心法也 故圖皆自中起 萬化萬事生乎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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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千物
有億人
又謂其
通照人

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획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전체를 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적인
관점의 획득가능성에 대한 제시로 이어진다. 소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반관
(反觀)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는 “천지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면 만물도 물이
고, 도로 천지를 보면 천지 또한 만물”96)이라고 말한다. 즉 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공적인 시각을 가질 때,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 그는
“무릇 관물이란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다.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살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소옹은 인간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타자와의 공
통성으로부터 끌어낸다. 즉, 인간은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아닌 사
물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97)
이러한 인식은 세계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옹은 마
음이 곧바로 시공간과 사건,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질서를 재현해 인간세계의 질서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고 보았지만, 자연질서의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질서와
인간질서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소옹이 선천도의 중심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비적 관계를 통해 기능을 설명하려는 태도나,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자연질서를 제대로 인식해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은,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인은 자연질서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한 몸으로 만 개의 몸들을 살피며, 하나
의 물로 만물을 살피고 일세(一世)로 만세(萬世)를 살핀다. 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

96) 皇極經世書｢觀物內篇｣. “以天地觀萬物 則萬物為萬物 以道觀天地 則天地亦為萬物 道之道 盡
之於天矣 天之道 盡之於地矣 天地之道 盡之於萬物矣 天地萬物之道 盡之於人矣.”
97) 황극경세서｢관물내편｣. “夫鑑之所以能為明者 謂其能不隱萬物之形也 雖然鑑之能不隱萬物之形
未若水之能一萬物之行也 雖然水之能一萬物之形 又未若聖人之能一萬物之情也 聖人之所以能一萬
物之情者 謂其聖人之能反觀也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既
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是之我亦人也 人亦我也 我與人皆物也 此所以能用天下之目為己之
目 其目無所不觀矣 用天下之耳為己之耳 其耳無所不聽矣 用天下之口為己之口 其口無所不言矣
用天下之心為己之心 其心無所不謀矣.” 반관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Birdwhistell, Anne D.
1989. Transition to Neo-Confucianism: Shao Yung on knowledge and symbols of
re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79-19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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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신하고 입으로 하늘의 말을 대신하며, 손으로 하늘의 일을 대신하고 몸으로 하
늘이 맡긴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옹에게 있어서 마음은, 모든 사
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한 몸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볼 수 있
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존재는
다름 아닌 통치자이다. “한 몸으로 만 개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
듯이 천지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고, 도의 관점에서 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건
의 우발성이나 단기적 시간에 개입하는 정도로는 이와 같은 공적인 관점을 갖기 어
렵다. 공적인 관점을 가진 자,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자, 통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자
들에 의해 조절되는 세계가 바로 “마음의 학문”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치자의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은 사물들만이 아니다. 사물들이 놓여 있
는 시공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만 사물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변
화에 대처할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시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소옹이 도
출해낸 것이 바로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이다. 소옹이 만들어낸 변화의 장기패턴인
원회운세론은, 일차적으로는 객관적 판단을 위한 시공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토
대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원회운세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옹에게 있어서 시간의 패
턴의 기초가 되는 수는 해와 달의 공전주기인 12와 30이다. 그리고 양자의 조합을
통해 시간은 원(元), 회(會), 운(運), 세(世), 일(日), 월(月), 성(星), 신(辰)으로 나눠진
다. 1원은 12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는 30운으로, 1운은 12세로 구성되어 있다.
1원은 12×30×12×30세, 즉 12만 9천 6백세의 시간이 된다. 원회운세를 기본으로
해서 시간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98)
따라서 원회운세는 일종의 비례를 통해 시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원회운세로 시간을 쪼갰다는 것만이 소옹상수학의 특징은 아니다. 소옹이
98) 皇極經世書｢觀物內篇｣. “日經天之元 月經天之會 星經天之運 辰經天之世 以日經日 則元之元
可知之矣 以日經月,則元之會可知之矣 以日經星 則元之運可知之矣 以日經辰 則元之世可知之矣
以月經日 則會之元可知之矣 以月經月,則會之會可知之矣 以月經星,則會之運可知之矣 以月經辰,則
會之世可知之矣 以星經日 則運之元可知之矣 以星經月,則運之會可知之矣 以星經星,則運之運可知
之矣 以星經辰,則運之世可知之矣 以辰經日,則世之元可知之矣 以辰經月,則世之會可知之矣 以辰經
星,則世之運可知之矣 以辰經辰,則世之世可知之矣.” 소옹의 원회운세설에 대해서는 이창일.
2007. 소강절의 철학: 선천역학과 상관적 사유. 심산, pp. 329-369; 高懷民 저, 곽신환 역.
2011. 소강절의 선천역학. 예문서원, pp. 95-10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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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운세를 통해 밝혀내고 싶었던 것은 1원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
는가라는, 현재의 시공간의 특징이다. 소옹은 1원을 구성하는 12회 중 자회(子會)와
축회(丑會)에 천지가 개벽하고 인회(寅會)에 만물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巳會)에 요순(堯舜)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정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우리는
12회 중 7회에 해당하는 오회(午會), 즉 1원이 끝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살아가고 있
다고 설명한다.

[표5] 일원소장지수도(一元消長之數圖)
元
會

運
世

日甲
月

月

戌 十

亥 十

星

一
星

二
星

270
辰

300
辰

330
辰

360
辰

2,880
年

3,240
年

3,600
年

3,600
年

4,320
年

75,60

86,40

97,20

108,0

118,8

129,6

0
姤
夏 殷

0
遁

0
否

00
觀

00
剝

00
坤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子一

丑二

寅三

卯四

辰五

巳六

午七

未八

申九

酉十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30
辰

60
辰

90
辰

120
辰

150
辰

180
辰

210
辰

240
辰

360
年

720
年

1,080
年

1,440
年

1,880
年

2,160
年

2,520
年

10,80

21,60

32,40

43,20

54,00

64,80

0
復

0
臨

0
泰

0
大壯

0
夬

0
乾

周 秦
兩 漢
兩 晋
開天

闢地

開物

唐虞

十 六
國 南

閉物

北 朝
隋 唐
五 代
宋

위의 표는 소옹이 1원을 원회운세로 쪼개고, 각각의 회에 성격을 부여한 것을
배열한 것이다. 각 회는 복(復), 임(臨), 태(泰) 등의 12개의 벽괘(辟卦)와 연결되어
있는데, 벽괘란 주역의 64괘 중 12개의 괘를 골라 괘에 붙여 12월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말한다.99) 즉 12회에 12벽괘의 속성
을 부여했다는 것은 1원을 1년의 변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비유했다는 것을
99) 정월은 태괘(泰卦), 2월은 대장괘(大壯卦), 3월은 쾌괘(夬卦), 4월은 건괘(乾卦), 5월은 구괘
(姤卦), 6월은 돈괘(遯卦), 7월은 비괘(否卦), 8월은 관괘(觀卦), 9월은 박괘(剝卦), 10월은 곤괘
(坤卦), 11월은 복괘(復卦), 12월은 임괘(臨卦)이다. 協紀辨方書1, 十二月 辟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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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소옹이 현재라고 주장하는 오회(午會)는 12벽괘 중 구괘(姤卦)에 해당된다. 구
(姤)는 건괘의 첫 번째 효가 음(陰)으로 바뀐 괘로, 완전한 양(陽)을 의미하는 건(乾)
을 지나 음의 시간, 즉 소멸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인
간의 시간은 우주적 변화 하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음의 시간에는 그 시간의 성질
때문에 요순과 같은 통치가 조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시간의 성질이 기수
(氣數)이다. 그리고 요순의 시대를 지난 지금, 세계는 점차 소멸의 일로에 들어섰으
며, 따라서 이 세계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안정적인 배열과 이상적인 상태는 점점
어그러져간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기는 탁해지고,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원래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순의 통치방식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복희에 의해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통
치자의 통치기반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소옹은 통치자의 유형을 황(皇), 제(帝),
왕(王), 패(覇)로 나눈다. 그리고 황은 도(道)로, 제는 덕(德)으로, 왕은 공(功)으로,
패는 힘[力]으로 통치한다. 소옹의 우주론적 연대기에서는 이미 도와 덕으로 통치하
는 시대는 지나고 공(功)으로 통치하느냐, 힘으로 통치하느냐가 남아 있는 시대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이든 힘이든 통치가 가능해서 정치공동체가 유지되
고 있다면 아직 이 세계의 끝은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옹의 정치체제의
구분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100)

[표6] 소옹의 통치유형 분류

통치자의 구분
동원의 방법

황(皇)
도(道)

제(帝)
덕(德)

왕(王)
공(功)

패(覇)
력(力)

100) 皇極經世書｢觀物內篇｣. “三皇同意而異化 五帝同言而異教 三王同象而異勸，五伯同術而異率
同意而異化者必以道以道化民者 民亦以道歸之 故尚自然 夫自然者 無為無有之謂也 (중략) 三皇同
仁而異化 五帝同禮而異教 三王同義而異勸 五伯同智而異率 同禮而異教者必以德 以德教民者 民
亦以德歸之 故尚讓 夫讓也者 先人後己之謂也 (중략) 三皇同性而異化 五帝同情而異教 三王同形
而異勸 五伯同體而異率 同形而異勸者必以功 以功勸民者 民亦以功歸之 故尚政 夫政也者 正也
以正正夫不正之謂也 天下之正莫如利民焉 天下之不正莫如害民焉 能利民者正 則謂之曰王矣 能害
民者不正 則謂之曰賊矣 三皇同聖而異化 五帝同賢而異教 三王同才而異勸 五伯同術而異率 同術
而異率者必以力 以力率民者 民亦以力歸之 故尚爭 夫爭也者 爭夫利者也 取以利 不以義 然後謂
之爭 (중략) 名也者 命物正事之稱也 利也者 養人成物之具也 名不以仁無以守業 利不以義無以居
功 利不以功居 名不以業守 則亂矣 民所以必爭之也 (중략)帝不足則王 王不足則伯 伯又不足則左
衽矣 (중략) 由五伯借名之力也 是故知能以力率天下者 天下亦以力歸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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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재현방법
통치의 도구
세계에 대한 이해
통치자/관료의 능력
경전

의(意)
인(仁)
성(性)
성(聖)
역경(易經)

언(言)
예(禮)
정(情)
현(賢)
서경(書經)

상(象)
의(義)
형(形)
재(才)
시경(詩經)

수(數)
지(智)
체(體)
술(術)
춘추(春秋)

위의 인용문에서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통치자의 구분과 통치방식의 구
분이 존재하며, 양자의 관계는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즉, 황(皇)은 도(道)로, 제(帝)는
덕(德)으로, 왕은 공(功)으로, 패(覇)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삼황, 오제, 삼왕, 오
패는 각각 동일한 통치의 지향점을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성취한다. 예를 들어 삼
황은 만물이 그 본성과 성스러움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뜻을 갖
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오제, 삼왕, 오패도 마찬가지이다.
오제의 경우 만물이 정서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고 예(禮)를 통해 현명함을 완
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가르침의 방식은 다르다. 삼
왕은 만물이 형상을 보존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만 권면하는 방식은 다르다. 오패는 몸의 이익과 술수를 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에서 동일하지만, 그 이끄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101)
소옹에게 있어서 선천은 보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며, 황극은 성인 혹은
성왕의 마음이 자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자신이 속한 시공간과 사물들의 배치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심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이 심법을
통해 보편적인 원리와 변화의 원리를 파악해 수많은 인간들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통치가 현실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원리와 변화를 동시에 파악해 세계에 대처해나가는 왕에 대한 존재규정은,
소옹이 반관이라는 성찰적 방법론과 기수의 변화에 따른 방법론의 제약을

전제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만을 통치의 주체로 보고 인간들을 객체화함으로써 왕의
절대적인 위상을 강조한다.

101) 皇極經世書｢觀物內篇｣. “夫意也者 盡物之性也 言也者 盡物之情也 象也者 盡物之行也 數也
者 盡物之體也 仁也者 盡人之聖也 禮也者 盡人之賢也 義也者 盡人之才也 智也者 盡人之術也
盡物之性者謂之道 盡物之情者謂之德 盡物之形者謂之功 盡物之體者謂之力 盡人之聖者謂之化 盡
人之賢者謂之教 盡人之才者謂之勸 盡人之術者謂之率.” 고회민은 우주자연의 도에는 변화가 포
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황제왕패의 구분을 방법이 아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통치 메커니즘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高懷民(2011, 177-18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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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침의 분류체계와 보편적 원리의 인식

채침과 소옹의 공통점은 양자가 모두 시공간을 분절해서 분절된 시공간에 맞는
행동규범을 도출한다는 데 있다. 채침의 학문은 상수학 계열 중에서도 수학파로 분
류되며, 수의 체계 중 9를 모든 존재의 본원적인 수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세계를
수로 연역해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김연재 2010, 40). 그
의 수학적 세계관이 잘 드러난 텍스트는 홍범황극내편이
다. 홍범황극내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제 1편은 ｢홍범
황극도｣라는 제목 하에 ｢낙서｣,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
｢구구방수도(九九方數圖)｣, ｢구구행수도(九九行數圖)｣, ｢구
구적수도(九九積數圖)｣가 제시된다. ｢구구원수도(九九圓數
圖)｣도는 소옹의 64괘원도처럼 81개의 수를 원형으로 배열
한 그림이다. 한편 ｢구구방수도(九九方數圖)｣와 ｢구구행수
도(九九行數圖)｣는 가로와 세로에 1부터 9까지를 배열한
[그림 5]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

뒤 (1, 1), (1, 2)와 같은 방식으로 수들을 조합해서 배열한
그림이다. ｢구구적수도(九九積數圖)｣는 9의 배수를 1부터

6561까지를 배열한 그림이다.
2편은 수총명(數總名)과 81도와 세계의 존재와 사건들이 음양과 오행의 교차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행식물속도(五行植物屬圖)｣, ｢오행동물속도(五
行動物屬圖)｣, ｢오행용물속도(五行用物屬圖)｣, ｢오행사류길도(五行事類吉圖)｣, ｢오행
사류흉도(五行事類凶圖)｣, ｢오행간지도(五行支干圖)｣, ｢오행인체성정도(五行人體性情
圖)｣, 그리고 9의 변화(예를 들어 1×9, 9×9, 81×81의 나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공간을 9로 분절하는 방식과 존재와 사건
들이 분류되는 방식에 대해 해설한다.
채침이 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만물이 수로 드러난다는 생각 때문이
다.102) 채침은 보편적 원리는 알기 어렵지만 사물들 안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물
102) 채침은 1과 2가 있을 때, 2는 알기 쉽지만 1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2는 음양을
말하고 1은 태극을 의미한다. 원리로서의 태극은 알기 어려지만, 물질화된 음양은 드러나기 때
문에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채침이 현상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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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해하면 원리를 알 수 있다고 본다.103) 채침은 수 중에서 짝수가 아닌 홀수
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움직이는 것은 홀수이고, 고정된 것은 짝수이
기 때문인데, 홀수가 상징하는 움직임에 따라 세계가 변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04)
주역의 수 체계인 8과 64가 아니라 9와 81에 방점을 둔 것은 그가 변화와 현상
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소옹의 상수학
은 현상보다는 보편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의 도출에 관심을 두는 반면, 9, 즉 홀수로
표상되는 채침의 상수학은 구체적인 통치에 방점을 둔다.
이는 그가 9라는 수로 세계를 분류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침은 홍범
황극내편하에서 인간의 덕목, 공간, 관직, 토지, 친적, 예법, 음악, 형벌 등을 구주
(九州), 구행(九行), 구덕(九徳), 구품(九品), 구정(九井), 구족(九族), 구례(九禮), 구변
(九變), 구형(九刑), 구촌(九寸)와 같이 9로 분류한다.
이러한 구분이 공간의 분할이라면, 채침은 1년을 81로 구분해 절기를 배치함으
로써 시간의 분할 역시 시도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동지
22 입춘
33 춘분
44 입하
55 하지
66 입추
77 추분
88 입동
99 동지

[그림6] 81개의 시간분할과 절기의 배치

채침이 시공간을 9의 조합으로 분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원리이다. 채침은 세계가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105) 수를 통해 잘 알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106)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한
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洪範皇極內篇. “非一則不能成兩 非兩則不能致一 兩者可知 而一者
難知也 兩者可見 而一者難見也 可知可見者 體乎 難知難見者微乎.”
103) 洪範皇極內篇. “有理斯有氣 氣著而理隱 有氣斯有形 形著而氣隱 人知形之數 而不知氣之數
人知氣之數 而不知理之數 知理之數 則㡬矣 動靜可求其端 隂陽可求其始 天地可求其初 萬物可求
其紀 鬼神知其所幽 禮樂知其所著 生知所来 死知所去 易曰 窮神知化德之盛也.”
104) 洪範皇極內篇. “天下之理 動者竒而静者偶 行者竒而止者偶 得友者 致一 而生物者 不二也.”
105) 洪範皇極內篇. “嗟 夫天地之所以肇者 數也 人物之所以生者 數也 萬事之所以得失者 亦數
也 數之體著於形 數之用妙於理 非窮神知化獨立物表者 曷足以與於此哉.”
106) 洪範皇極內篇. “有理斯有氣 氣著而理隱 有氣斯有形 形著而氣隱 人知形之數 而不知氣之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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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채침은 수를 보편적 원리가 시간에 따라 드러나는 것
으로, 그리고 각각의 때에 맞는 해석[辭]을 수의 의미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해석
을 내린 뒤 행하는 결단으로 설명하고서,107) 천지, 즉 공간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
은 길흉을 결단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108) 채침이 만물의 변화
법칙을 드러냄으로써 길흉을 예측하고자 한 것(주백곤 2012, 197)은 .
예측에 대한 채침의 관심은 그의 심법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그는 “옛날 성
인들은 수를 근원까지 살펴 세상의 의심스러운 것들을 결정하였고, 세상에 힘써야
할 것들을 성취하였으며, 성과 명의 이치에 순응하였다. 그리고 만사를 분석하고 만
물을 분별하였으며, 오고 가는 것을 드러내고 살폈다.”109)
그가 수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은, 채침
의 홍범구주의 주석을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수를 통해
세계를 쪼개어 모든 사안들을 분절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심법이란
막연한 도덕적 수양에 대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덕과 정치의 통합을 통한 왕권의 정당성 도출: 주희의 황극개념
11세기 송대 신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질서는, 오행의 생성법칙과 상극으로 인한
세계의 탄생을 보여주는 ｢하도(河圖)｣와 ｢낙서(洛書)｣, 음양의 결합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여덟 개의 요소들을 도출하여 배열한 뒤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
계의 변화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와 ｢문왕팔괘도(文王八卦
圖)｣와 같은 도상학(圖像學), 그리고 주역(周易) 등에 대한 해석에서 주로 나타난
다. 도상학과 상수학은 현상에 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
데 신유학자들은 법칙과 현상의 관계를 나타나는 도상들과 상수학적 해석을 한편으
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불규칙성을 인지하고 있었고(Henderson 2004),
人知氣之數 而不知理之數 知理之數則㡬矣.”
107) 洪範皇極內篇. “數者 理之時也 辭者 數之義也 吉凶者 辭之斷也.”
108) 洪範皇極內篇. “惠廸從逆者 吉凶之决也 氣有醇漓 故數有得失 一成于數 天地不能易之 能易
之者 人也.”
109) 홍범황극내편. “昔者 聖人之原數也 以决天下之疑 以成天下之務 以順性命之理 析事辨物 彰
徃察來.” 이 번역은 주백곤(2012, 역학철학사4. 소명출판. p.205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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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인간의 인식적 한계─신유학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기질(氣質)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인간은 현상 안에 내재된 법칙을 인식해서 재현할
수 있지만, 이때 재현의 방식은 맥락에 따른 적절함[中]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중을 실현함으로써 법칙과 현상을 매개한다는 사고는 극에 대한 주석전
통에서도 확인된다. 주역에 나오는 태극과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
편에 나오는 홍범구주(洪範九疇) 중 제 5주인 황극은 모두 한(漢)의 공안국(孔安國,
연대미상)과 당(唐)의 공영달의 주석 이래 대중(大中)이라고 해석되었고, 황극과 같
은 의미로 이해되었던 태극 역시 중(中)으로 해석되었다. 법칙의 세계와 인간세계는
극과 마음이 모두 중이기 때문에 연속적이 될 수 있고, 극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통
해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마음인 황극의 동일성이 담보된다.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재현할 수 있는 선천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신유학자들은 할 수 있
었다. 이 마음의 표출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은 우주론적 질서를 재
현한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법칙과 현상을 연속적으로 만든다는 주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기준
이다. 태극과 마음을 동일하다는 선언이 인간의 행위가 규범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인간은 기질과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다른데, 서로 다른 판단 가운데에서 누구의 판단을 규범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태
극과 동일하다는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악과 무질서에 대한 설명이
다. 신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악의 원인으로 기(氣)를 상정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법칙으로서의 태극, 즉 리(理)와 기의 대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악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태극을 중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
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인식적 한계에 의한 질서의 재현불가능성이나 도덕주체로
서 인간 간의 현실적 차이를 이론의 체계 내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이 단지 현상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제도화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적이다.110) 주희는 이 문
110) 민병희(2007)는 주희가 태극도설을 수용한 이유를 질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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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북송대 성리학자
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무극(無極)개념111)을 수용하였고, 태극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론(cosmology)적 법칙성과 인간에 의한 법칙의 재현[人極]을 강
조하는 동시에 태극과 인극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어야만 하는 세계의 복잡성을 묘
사하는 데 성공한다.
주희는 전통적으로 중(中)이라고 번역되어 왔던 태극의 극을 별들의 중심인 북
극(北極)이나 집의 용마루에 비유함으로써 삼차원적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지점
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해석을 한다.112) 주희는 극의 형상화를 통해 법칙으로서의
태극, 성인(聖人)이 제시한 규범인 인극, 왕이 세운 표준으로서의 황극을 구분함으로
써 자연, 사회, 국가를 동일한 구조로 상상할 수 있는 기제를 도출해낸다. 주희의 극
개념에 대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질서의 조직원리를 제공하는 성인과 정치적 결
단과 통치의 토대로서 제도를 제시하는 왕을 구분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크게 질서의 발생의 법칙, 변화, 재현 세 부분으로 나뉜
다. 첫 번째 부분이 법칙이자 본체인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고 다시 오행이 분
화되어 오행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계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면,113)
두 번째 부분은 음양과 오행이 교차해서 현실 세계가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다.114) 그리고 재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은 태극으로부터 분화했으나 서로 다른

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형이상학적 작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주
희가 태극도설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는 사회
적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
111) 주희는 당시 주돈이의 주저로 인정받았던 통서와 태극도설의 연관성과 주돈이와 이정의
사숙관계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태극도설을 성리학의 중요한 텍스트로 만들고자 하였다.(
性理大全권1 ｢太極圖｣. “先生之學其妙 具於太極一圖 通書之言 亦皆此圖之蘊 而程先生兄弟語
及性命之際 亦未嘗不因其說.”; 朱子大全 권81 ｢通書後記｣. “通書者 濂溪夫子之所作也 (중략)
獨以河南兩程夫子 嘗受學焉 而得孔孟不傳之正統 則其淵源因可槪見 (중략) 獨此一篇 本號易通
與太極圖說並出程氏 以傳於世 而其爲說 實相表裏.”)
112) 주희의 극 개념은 주희가 북송대 신유학자였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글에 주해를
붙인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와 1175년 강서(江西) 신주(信州)의 아호사(鵝湖寺)에서 심학(心
學)으로 유명한 육구소(陸九韶)․육구연(陸九淵, 1139~1193) 형제와 벌인 논쟁, 1189년 6월,
논쟁을 정리하며 저술한 ｢황극변(皇極辨)｣에 잘 드러나 있다.
113)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
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
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114) ｢太極圖說｣.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惟人也得其秀而
最靈 形旣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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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萬物]과 복잡한 사건들[萬事]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즉 무질서해 보이는 세
계에 성인이 변화의 패턴을 모방해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115)
세계의 복잡성과 관련해 태극도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주돈이는 실제로 만물이 파생되어 존재 간의 차이와 선악이 발생하는 과
정에 대해 설명한다. 주희는 주돈이가 기술한 만물의 파생부분을 매우 복잡한 과정
으로 해석한다.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면서 건도와 곤도가 서고, 건도와 곤도,
즉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 수많은 만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물
들은 본성적으로 태극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수렴되지 않는 현실적인 차이를
갖는다. 세계의 복잡성은 이 현실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데, 주희는 태극도설의 주
석에서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희는 성(誠)과 성(性)이라는 개념
을 가져와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설명한다.

태극이 움직임과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명의 유행으로 이른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것이다. 성(誠)이란 성인의 본령이고 만
물을 시작하고 끝맺게 하는 것이며 천명의 도이다. 그 움직임은 ‘성(誠)의 두루 미침’
이자 ‘이어가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니, 만물이 바탕으로 취하여 시작하는 바이다. 그
고요함은 ‘성(誠)의 회복’이고 ‘완성된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니, 만물이 각각 그 성
명(性命)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고요함이 극한
에 이르면 다시 움직여,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천명이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116)

위의 인용문은 ｢태극도설해｣에서 주희가 태극을 성(誠), 그리고 성(性)개념과 연
결시켜서 설명한 부분으로, 주희가 의도한 태극-음양-오행-만물의 전개과정의 의미
가 드러난다. 주희는 성(誠)을 “만물을 시작하고 끝맺게 하는 것이며 천명의 도”라
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만물의 처음과 끝, 그리고 천명은 분화된 만물들 사이의 차
115)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
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116) ｢太極圖說解｣.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所謂一陰一陽之謂道 誠者聖人之本 物之終始而
命之道也 其動也 誠之通也 繼之者善 萬物之所資以始也 其靜也 誠之復也 成之者性 萬物各正其
性命也 動極而靜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為其根 命之所以流行而不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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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말한다. 주희는 주역｢계사전｣의 “이어가는 것은 선이고, 완성된 것은 본성이
다(繼之者善 成之者性)”이라는 말에서 “이어가는 것”을 성(誠)으로, 완성된 것을 본
성으로 규정한다. 이 언술은 본체로부터 만물은 끊임없이 분화해 탄생하며, 그렇게
분화한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다음 주희의 설명은 이
를 잘 보여준다.

‘이어가는 것은 선이다’를 곡식에 비유하면,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할 때에는 모
든 곡식들이 각기 하나의 개체를 이루지만, 봄이 되면 다시 각자 생겨난다. 사람과
짐승의 경우에도 모두 이와 같다. 예컨대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기를 받는
것을 ‘이어가는 것은 선이다’이고, 태어나 스스로 개체를 이루는 것은 ‘이룬 것이 성
(性)이다’이다. 성을 이루고 나면 또 스스로 이어나가 선이 되니 다만 이 하나의 것
일 뿐이며, 금년에 한 번 생겨나고 내년에 또 똑같은 것이 생겨나 또 ‘이어가는 것이
선이 되고’ 또 이룬 것이 성이 되니, 다만 이 하나의 것이 굴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그것을 보고 인이다’라고 한 것은 저 생겨나는 곳만을 보았을 뿐이고, ‘지자
가 그것을 보고 지이다’라고 한 것은 저 거두어들이는 곳만을 보았을 뿐이며, ‘백성
이 매일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117)

주희는 성(誠)의 확산을 “이어가는 것은 선”이라는 표현과 연결시키고, 다시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기를 받는 것”과 유비시킨다. 이 유비는 성(誠)을
하나의 종(種)이 발생해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
에서의 본성(本性)은 “태어나 스스로 개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의 특수
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희가 태극도설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
던 것은 첫째, 태극은 본체와 개체 사이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담보해주지만 동시에
그 원리는 수많은 종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종 내부에 수많은 특수한 개별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는 점, 둘째, 만물 전체를 통합하는 질서가 태극으로부터 도출
되며 그 질서의 내부에는 인간의 위계적 차이, 자연적 차이에 따라 각각의 규범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117) 朱子語類94:111 “是繼之者善 譬如禾穀一般 到秋斂冬 千條萬穟 自各成一箇物事了 及至春
又各自發生出 以至人物 以至禽獸 皆是如此 且如人 方其在胞胎中 受父母之氣 則是繼之者善 及
其生出 又自成一箇物事 成之者性也 旣成其性 又自繼善 只是這一箇物事 今年一年生了 明年又生
出一副當物事來 又繼之者善 又成之者性 只是這一箇物事滾將去 所以仁者見之謂之仁 只是見那發
生處 智者見之謂之智 只是見那成性處 到得百姓日用而不知 則不知這事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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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그 본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태극이다. 만물의 측면에서 보면 각각 그 본성을 하나씩 가지
고 있으나 만물은 하나의 태극이다. 종합해서 말하면 만물의 통체는 하나의 태극이
며,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의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이른바 세
상에는 성을 벗어난 사물이 없고 성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욱
그 전모를 볼 수 있다. 자사(子思)가 “군자는 큰 것을 말하면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싣지 못하고, 작은 것을 말하면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한 것
이 이것을 말한다.118)

주희는 위의 인용문에서 개별자들의 본성을 태극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
을 통해 세계의 근원이자 존재원리로서의 태극과 개별자들의 존재원리로서의 태극
은 발생론적 체계와 위계적 관계가 된다. “큰 것”으로서의 태극은 모든 만물의 근원
이자 궁극적인 존재이유와 원리가 되고 “작은 것”으로서의 태극은 서로 다른 개체
들의 교환불가능한 특수성의 근원이자 본체, 즉 개별자의 존재의미와 목적을 지시한
다.
주희에게 있어서 발생의 변화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하지 않는 것과 질적인 차
이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소위 일(一)과 다(多)의 관계에서 동일성의 담
보 문제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동일성을 찾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다. 동일성과 차이의 문제는 결국 만물이 태극으로부터 분화되었다는 주장에 이해
서 해결되며, 차이로서의 개체들이 동일성을 회복함으로써 최초의 규범적 상태로 돌
아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와 유사한 논의가 주희의 리일분수(理一分殊)개념에서도 보인다. 리일분수는
주자학적 질서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논리이다. 리일분수 개념을 통해 주희는 철학적
차원에서 개체와 세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한다.119) 리일분수는 개체들의

118) ｢太極圖說解｣. 自男女而觀之則男女各一其性 而男女一太極也 自萬物而觀之 則萬物各一其性
而萬物一太極也 蓋合而言之 萬物統體一太極也 分而言之 一物各具一太極也 所謂天下無性外之物
而性無不在者 於此尤可以見其全矣 子思子曰 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破焉 此之謂
也
119) 朱子語類27:41. “或問理一分殊 曰聖人未嘗言理一 多只言分殊 蓋能於分殊中事事物物 頭頭
項項 理會得其當然 然後方知理本一貫 不知萬殊各有一理 而徒言理一 不知理一在何處 (중략) 要
得事事物物 頭頭件件 各知其所當然 而得其所當然 只此便是理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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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강조하면서도 차이[分殊]를 무화시키지 않는,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리일분수는 세계가 출현할 때 이미 이상적인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
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이를 재현해서 인간사회에 규범질서를 만들어내
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리일분수 만으로는 세계의 복
잡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악의 출현이나 무질서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태극도설이 흥미로운 것은 본체이자 법칙으로부터 분화한 세계가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희에 의하면 그 원인을 기(氣)라고 보았다. 기는 만물의 형체를 구성하는 요소이
며, 개체들의 차이는 기의 조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는 법칙인
리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지만, 완전한 선인 리와 달리 악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는 축적되는 정도나 (음양오행의) 조합을 통해 만물과 시대를 만들어낸다.
그 축적과 조합의 결과로서의 질[淸濁粹駁]에 따라 개체들의 본성[氣質之性]이 결
정되며, 이러한 축적과 조합의 차이는 시대의 성격까지 결정한다.
다음은 주희가 ｢태극도설해｣에서 인간의 본성과 행위의 구분을 통해 선악의 발
생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리를 구비하고 있지만 항상 움직임에서 잘
못됨을 말한다.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태극의 도를 갖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음
양․오행의 기와 질이 교접하여 운행할 때, 사람이 받은 것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었
으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명하여 성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니, 이른바 천지의 마음이
고 사람의 표준이다. 그러나 형체가 음에서 생기고 신령함이 양에서 일어나면 오상
의 성이 외부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고 양의 선과 음의 악이 또 부류대로 나누어
져, 서로 다른 오성이 온갖 일들로 흩어진다. 음양과 오행이 만물을 변화․생성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또 이와 같다.120)

위의 인용문은 주돈이 ｢태극도설｣의 “오직 인간만이 그 빼어남을 얻어 가장 신
령하기 때문에 형체가 생기자마자 신(神)이 지각을 발현한다. 다섯 가지 본성이 반

120) ｢太極圖說解｣. “此言眾人具動靜之理 而常失之於動也 蓋人物之生 莫不有太極之道焉 然陰陽五
行 氣質交運 而人之所稟獨得其秀 故其心為最靈 而有以不失其性之全 所謂天地之心 而人之極也
然形生於陰 神發於陽 五常之性 感物而動 而陽善陰惡 又以類分 而五性之殊 散為萬事 蓋二氣五
行 化生萬物 其在人者又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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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움직이면 선악이 나뉘고 만 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事]이 생겨난다”라
는 구절에 대한 주희의 해설이다. 존재들은 음양오행의 교차로 인해 차이를 가지고
세계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한다.
“음양오행의 기와 질이 교접하여 운행할 때, 사람이 받은 것만이 그 빼어난 것
을 얻었으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명하여 성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니, 이른바 천지의
마음이고 사람의 표준이다”라는 구절은 존재들의 질적인 차이가 기와 질, 즉 물질적
측면에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질적 차이는 본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
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121) 인간의 마음은 본성의
완전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악은 바로 이
“인간의 신령한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
주희는 태극을 본성에, 음양을 마음의 동정(動靜)에 비유하곤 하였다.122) 본성
이 태극이라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앞의 무극-태극의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태극으로서의 본성은 기준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 한편 마음은 동
정의 운동원리, 즉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음하
고 한번 양함으로써 마치 음양의 운동이 만물을 생성하듯이 마음은 만 가지 일을
생성하게 된다. 주희가 마음을 음과 양이라고 설명했고, 또 음이 형체를, 양이 정신
을 만들어낸다고 말한 데에서 마음은 형체, 정신, 지각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본성과 비교한다면 조금 자취가 있고, 기와 비교한다
면 자연히 더 신령”123)한 무엇으로 표현된다.
물론 주희에게 있어서 마음은 본성보다는 형이하적인 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인
기보다는 특정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리와 결합하여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메커
니즘124), 즉 지각하여 행동하는 속성 지을 갖기 때문에 형체나 물질로서의 일반 기
와는 다르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지각능력이라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마음이 선하다
는 것이 아니다.125) 악은 지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126) 부연하자면 인간의 본
121) 朱子語類4:4. “問五行均得太極否 曰均 問人具五行 物只得一行 曰物亦具有五行 只是得五行
之偏者耳.”
122) 朱子語類5:21. “心之理是太極 心之動靜是陰陽.”
123) 朱子語類5:41. “心比性 則微有跡 比氣 則自然又靈.”
124) 朱子語類5:45. “蓋道只是合當如此 性則有一箇根苗 生出君臣之義 父子之仁 性雖虛 都是實
理 心雖是一物 卻虛 故能包含萬理 這箇要人自體察始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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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리이지만, 인간의 마음의 방향은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 악이 기질로부터 나온
다는 성리학적 전제에서 볼 때 마음은 악과 무질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선천적으
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희가 극개념을 마음을 의미하는 중(中)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마음의 기질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법칙으로서의 태극과 재현자로서의 마음의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는 세계의 복잡성 때문이다.
주희의 논리 속에서 세계는 수많은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서로 다른 능력과 특
징을 갖는 복잡한 곳이며 동시에 무질서와 그에 따른 악이 출현하는 곳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통합적인 질
서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中)이라는 번역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를 통
관하는 법칙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주희는 주돈이의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
이라는 도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주희의 논리에서 무극의 기능은 극이
표상하는 공간성과 연결된다. 비물질성과 비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희는 무극이
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과적으로 무극-태극-인극-황극의 유비적 유사성에서 보자면
실제로 강조가 되는 것은 극의 공간적 위상이다.
주희는 극을 ‘지극함’이라고 해석하면서 태극을 중(中)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관
행을 비판한다.

극이란 지극함일 뿐이다.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방팔면에서 모여 들어 이 궁
극의 근본에 이르러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기에서부터 미루어 나가면 사방팔면이
모두 앞과 뒤가 없이 모든 것이 고르게 되므로 ‘극’이라고 할 뿐이다. 후대의 사람들
은 그것이 가운데 자리 잡고 사방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위치를 가리켜 ‘중’이라고 한 것이지, 그 의미를 ‘중’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여긴 것
이 아니다. 태극의 경우에는 더구나 애초에 아무런 형상이나 장소도 말할 수 없고,
그저 이 리의 지극함 때문에 ‘극’이라고 할 뿐이다.127)
125) 朱子語類5:23. “問靈處是心 抑是性 曰靈處只是心 不是性 性只是理”
126) 朱子語類5:34. “或問心有善惡否 曰心是動底物事 自然有善惡 且如惻隱是善也 見孺子入井而
無惻隱之心 便是惡矣 離著善 便是惡 然心之本體未嘗不善 又卻不可說惡全不是心 若不是心 是甚
麽做出來 古人學問便要窮理知至 直是下工夫消磨惡去 善自然漸次可復 操存是後面事 不是善惡時
事.”
127) 朱子大全 권 36 ｢答陸子靜｣ 5. “極者 至極而已 以有形者言之 則其四方八面合輳將來 到此
築底 更無去處 從此推出 四方八面都無向背 一切停勻 故謂之極耳 後人以其居中而能應四外 故指
其處而以中言之 非以其義爲可訓中也 至於太極 則又初無形象方所之可言 但以此理至極而謂之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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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중은 “사방팔면”의 가운데 존재한다. 주희에 따르면 극은 “사방팔면에서
모여들어” 오는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것이자, 사방팔면으로 확장되어 공간 내에 존
재하는 모든 것들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 주희는 태극이라는 명칭은 그 궁극적
인 측면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중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북극, 옥극, 황
극, 민극의 극 역시 태극과 마찬가지로 중이 아닌 지극한 것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
장한다.128) 여기에서 북극은 별들의 중심에 존재하고, 옥극은 용마루, 즉 집의 중심
이다. 주희는 극이 리와 같은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라고까지 말하는데,129) 극
이 공간적 비유라면, 극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극(極)

[그림7]
극의 구조

극을 위와 같은 구조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태극과 만물, 인극과 인류, 황극과
공동체성원의 관계는 모두 동일한 구조로 묘사될 수 있다. 또한 유비에 의해 태극,
인극, 황극은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형상화는 질서와 권위를 상상하는
방식과 연관되며, 이 질서 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태극, 인극, 황극에 의해 통합되
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개체들 역시 각자의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
역 안에서 권위와 질서를 갖는다.

정중리(鄭仲履)가 말했다. “태극은 곧 사람의 마음의 지극한 리입니다.” 말씀하셨다.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극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이 도리의 지극함이다.” 채원진(蔡
元進)이 말하였다.

“예컨대 군주의 인(仁)과 신하의 경(敬)이 바로 극입니다.” 말씀

하셨다. “이는 개별 사물이 갖는 극이고, 천지만물의 리를 총괄한 것이 바로 태극이
耳.”
128) 朱子大全 권 36 ｢答陸子靜｣ 6. “非如皇極民極屋極之有方所形象 而但有此理之至極耳.”
129) 性理大全 권1 ｢太極｣. “其反覆推本聖人所以言太極之意 最爲明白 後之讀者 字義不明 而以
中訓極 已爲失之 然又不知極字但爲取喩 而遽以理言 故不惟理不可無 於周子無極之語有所難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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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0)

위의 인용문은 주희가 극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
물의 본원으로서의 태극 외에도 만물이 생성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존재들
의 극이 성립된다. 하늘, 땅, 인간은 각각의 태극, 즉 다른 존재원리를 갖고 있
다.131)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극”을 가짐으로써 각각의 존재자들의 존재이유와 목
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군주의 경우 그 극은 “인” 즉 정치공동
체의 구성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신하의 경우는 “경”
즉 군주를 공경하는 것이 행위의 준칙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준으로써의
극들은 서로 교환 불가능하지만,132) 총괄적인 태극-리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체계
내에 위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무극 개념의 도입을 통해 주희는 “극”의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 주돈이가 주장하는 개체와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동
질성, 그리고 차이와 변화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주희가 극을 표준으로 규정하고 극의 구조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태극, 인극, 황
극을 각기 다른 영역에 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극과 황극의 의미의 차이이다. 태극도설에 의하면 인극은 성인이 법칙을
재현하여 제시한 표준이다. 한편 주희의 ｢황극변(皇極辨)｣에서 말하는 황극은 왕이
제시하는 표준이다. 인극과 황극의 공통점은 양자가 모두 인간이 제시한 표준이자
태극 또는 리로 표현되는 세계의 법칙을 재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인극이
개인의 행동원칙과 연관된 것이라면 황극은 왕이 정치공동체에 제시한 제도와 연관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성과 마음, 기준과 행위의 관계와 별도로 악의 발생은 개
별자들의 기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결여된 것과 넘치는 것이 무엇
인지를 파악해서 확충하고 조절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개별자들의 노력만으로 기준
을 세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희가 성인(聖人)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인이야말로
130) 朱子語類94:44. “仲履云 太極便是人心之至理 曰事事物物皆有箇極 是道理之極至 蔣元進曰
如君之仁 臣之敬 便是極 曰此是一事一物之極 總天地萬物之理 便是太極.”
131) 周易本義 繫辭上. 朱熹註. “極至也 三極 天地人之至理 三才各一太極也.”
132) 朱子語類4:9. “先生答黃商伯書有云 論萬物之一原 則理同而氣異 觀萬物之異體 則氣猶相近
而理絶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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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질서에 합치되는 공동체에 보편적인 질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다. 주희는 성인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인극(人極)이라고 표현한다.
주돈이에 따르면 오직 성인만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처
음, 즉 최초의 상태와 세계의 메커니즘,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 정, 인, 의, 즉 인간을 태극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인
간의 본성을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고, 표준, 즉 문제의 해결방법과 제도를 제시한다.
“성인은 중, 정, 인, 의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주정
(主靜)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사람의 표준[人極]을 제시하셨다.”라는 구절은
바로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성인이 제시한 표준을 따르는 자는
군자이고, 따르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는 소인이다.133)
주희는 ｢태극도설해｣에서 “성인이 완전한 본체의 태극을 안정시키지 않았더라
면, 욕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지나쳐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공격하게 되었을 것이
니 인극(人極)이 정립되지 않아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것”134)이라고 지적한
뒤, 성인의 능력과 그가 설정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다. 주희에 의하면 성
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처음부터 중(中)․정(正)․인(仁)․의(義),
즉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135) 일반적으
로 인간은 네 가지의 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편파적인 측면을 확
충하고 조절해야 하지만, 성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질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
다.136) 일반인들은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 현상의 원리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반면 성인은 그 원리나 원인을 안다.137)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공동체
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138)
133)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
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134) ｢太極圖說解｣. “自非聖人全體太極有以定之 則欲動情勝 利害相攻 人極不立 而違禽獸不遠矣.”
135) ｢太極圖說解｣. “蓋人稟陰陽五行之秀氣以生 而聖人之生 又得其秀之秀者 是以其行之也中 其處
之也正 其發之也仁 其裁之也義.”
136) 朱子語類4:41 “然就人之所稟而言 又有昏明淸濁之異 故上知生知之資 是氣淸明純粹 而無一
毫昏濁 所以生知安行 不待學而能 如堯舜是也.”
137) 朱子語類4:95 “知天命 謂知其理之所自來 譬之於水 人皆知其爲水 聖人則知其發源處 如不知
命處.”
138) 주희에게 있어서 성인의 조건은 직분이나 조건이 아닌 개인적 자질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개인적 자질은 부모의 자질과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朱子語類4:78 或問人稟天地五行之氣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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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존재하는 원인과 사유하고 행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성인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에
서 규범을 찾는다.139) 고요함이란 성(誠)의 회복됨이고 본성의 진실됨이며, 아무런
욕심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고요할 때에 욕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지
나쳐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공격하는 일이 안정된다. 따라서 고요할 때에 본체가
정립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정립된 본체에 따라 정해진 행동의 기준은 천지·일월·사
시·귀신도 이를 어길 수 없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이 된다.140) 그런데 중정인
의로 표현되는 인극은 태극 그 자체가 아니라 인위적 해석의 산물, 즉 재현의 결과
이다.141) 그리고 고요함에 중심을 두어 움직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인극이
보편적인 차원의 기준 말고도 순간마다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기준이라는 차원
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제시한 인극이 보편적 기준, 즉 원칙과 개별 사건에 판단기준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점은 주희가 ｢태극도설해｣에서 “고요함이란 성(誠)의 회복됨이고 본성의
진실됨”에 대해 말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중요하다. “고요함이란 성의 회복이고 본성
의 진실”142)이란, 인간은 부동(不動)의 상태, 즉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자신이 태
극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왔을 때의 두 가지 의미, 즉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분화해 가
는 메커니즘과, 분화되어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서 특수한 개체인 자아가 되었을 때
父母所生 與是氣相値而然否 曰便是這氣須從人身上過來 今以五行枝幹推算人命 與夫地理家推擇
山林向背 皆是此理 然又有異處 如磁■中器物 聞說千百件中 或有一件紅色大段好者 此是異稟 惟
人亦然 瞽鯀之生舜禹 亦猶是也).
139)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움직임은 어긋남을 만든다. 움직임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에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朱子語類94:48 “問自太極一動而爲陰陽 以至於爲五行
爲萬物 無有不善 在人則才動便差 是如何 曰造化亦有差處 如冬熱夏寒 所生人物有厚薄 有善惡
不知自甚處差將來 便沒理會了 又問惟人才動便有差 故聖人主靜以立人極歟 曰然.”
140) ｢太極圖說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真也 茍非此心寂然無欲而靜 則又何以酬酢事物之變 而一
天下之動哉 故聖人中正仁義 動靜周流 而其動也必主乎靜 此其所以成位乎中 而天地日月 四時鬼
神 有所不能違也 蓋必體立 而後用有以行 若程子論乾坤動靜 而曰不專一則不能直遂 不翕聚則不
能發散 亦此意爾.”
141) 물론 주희는 인극을 자연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필연적 연속성을
강조한다(朱子語類6:54 問仁義禮智體用之別 曰自陰陽上看下來 仁禮屬陽 義智屬陰 仁禮是用
義智是體 春夏是陽 秋冬是陰 只將仁義說 則春作夏長 仁也 秋斂冬藏 義也 若將仁義禮智說 則春
仁也 夏禮也 秋義也 冬智也 仁禮是敷施出來底 義是肅殺果斷底 智便是收藏底 如人肚臟有許多事
如何見得 其智愈大 其藏愈深 正如易中道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
與義 解者多以仁爲柔 以義爲剛 非也 卻是以仁爲剛 義爲柔 蓋仁是箇發出來了 便硬而强 義便是
收斂向裏底 外面見之便是柔).
142) ｢太極圖說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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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두 가지는 자아가 전체의
관점에서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전자
는 자아와 타자의 존재의미를 밝혀주는 한편 후자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자아의 위
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위의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처럼 성인
의 인극은 우주론적 질서의 재현으로서의 질서이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인 규범이다. 그런데 주희는 성인의 조건에 대해 선천적 탁월성만을
언급한다. 즉, 성인은 지위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인극의 의미는 주희식의
황극개념과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주희의 ｢황극변｣은 태극-황극의 전통적 해석을 뒤집기 위해 언어적 분석을 시
도한 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희는 극의 형상화를 통해 법칙-사회-정치의 영
역이 동일한 위계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희가 서경｢홍범｣의 홍범구
주(洪範九疇) 중 1주에서 4주까지의 내용을 황극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부분인데, 여
기에 그가 생각하는 왕의 조건이 등장한다.

이제 내 설명으로 추론해보면 인군(人君)이 작은 몸으로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차지
하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안쪽을 향해 사방에서 바라본다. (중략) 이미 천하의 한
가운데 머무른다면 반드시 천하의 순수한 덕을 가진 다음에야 지극한 표준을 확립할
수 있다. (중략) 그래서 안쪽을 향해 사방에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법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어짊[仁]을 말하자면 어짊을 극치에 이르도
록 해서 온 세상에서 어짊을 일삼는 자들이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고, 그 효성스러움
을 말하자면 천하의 효를 극치에 달하도록 해서 온 세상의 효도를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높일 수도 없다. 이것이 ‘황극’이란 것이다.143)

왕은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하의 한 가운데” 머무르는 존재이다.
왕의 위치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법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본성을 파악
하는 성인의 능력이 태생적인 것이라면 왕의 역량은 위상으로부터 나온다. 성인은
인간을 태극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을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

143) 朱子大全 권 72「皇極辨」. “今以余說推之 則人君以眇然之身履至尊之位 四方輻湊 面內而
環觀之 (중략)旣居天下之至中 則必有天下之純德 而後可以立至極之標準 (중략) 使夫面內而環觀
者莫不於是而取則焉 語其仁 則極天下之仁而天下之爲仁者莫能加也 語其孝 則極天下之孝而天下
之爲孝者莫能尙也 是則所謂皇極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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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준, 즉 문제의 해결방법과 제도를 제시한다. 성인이 제시한 표준을 따르는 자
는 군자이고, 따르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는 소인이다.144) 그러나 왕의 표준
은 그 표준이 적합한지를 동의를 구함으로써 검증받아야 하고(稽疑)145) 왕이 표준을
세울 때 편파적이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자연현상에 의해 징험된다(庶徵)146). 왕이
성공적으로 표준을 제시할 경우 백성들은 왕의 표준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왕에게
복을 준다.147) 이렇게 볼 때 성인의 기준인 인극과 왕의 표준인 황극의 차이는 뚜
렷하다. 인극은 성인이 정확하게 파악한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라면, 왕의 표준은 왕
이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받아야 하는 무엇이다.
인극과 황극의 또다른 차이는 인극은 강제력이 없는 반면 황극은 그로부터 권
병(權柄) 즉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다.148) 위에서 말했듯이 인극을 받아들이면 길하
고 이에 반하면 흉하다. 즉 인극의 수용여부는 각 사람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
러나 왕이 세운 황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된다. 황극이 세워지면 이를 따
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 그 경우 왕은 권력을 사용하여 공동
체가 모두 자신의 표준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이 왕의 표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되는 강제적 제도이며, 따라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149) 이것이 성인과 왕의
차이이다.150)
144)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
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145) 홍범의 제 7주 계의는 이 검증체제를 왕의 마음, 경대부와 백성들의 동의, 그리고 거북점과
시초점 다섯가지로 나눈다. 앞의 셋이 왕의 표준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라면 뒤의 둘은 그 결정이 길한지 흉한지를 점치는 것이다.
146) 주희는 홍범의 제 5주인 황극을 중심으로 앞의 4주는 황극을 세우는 방법이고 뒤의 4주는
황극을 세운 효과라고 말한다. 그 중 홍범의 제 8주 서징은 왕이 성인처럼 사심없이 표준을 세
웠는지에 대한 증명이다.(朱子語類79:78. “蓋能推五行 正五事 用八政 修五紀 乃可以建極也
六三德 乃是權衡此皇極者也 德旣修矣 稽疑庶徵繼之者 著其驗也 又繼之以福極 則善惡之效 至是
不可加矣.”)
147) 朱子大全 권 72, 「皇極辨」. “其曰惟時厥庶民于汝極 錫汝保極云者 則以言夫民視君 以爲
至極之標準 而從其化 則是復以此福 還錫其君 而使之長爲至極之標凖也.”
148) 朱子語類79:78. “六三德 乃是權衡此皇極者也.”
149) 이에 대해 채침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書經｢周書｣ 洪範. “正直剛柔 三德也 正者 無邪
直者 無曲 剛克柔克者 威福予奪抑揚進退之用也 彊弗友者 彊梗弗順者也 爕友者 和柔委順者也
沉潛者 沉深潛退 不及中者也 高明者 高亢明爽 過乎中者也 蓋習俗之偏 氣稟之過者也 故平康正
直 無所事乎矯拂 無爲而治是也 彊弗友剛克 以剛克剛也 爕友柔克 以柔克柔也 沉潛剛克 以剛克
柔也 高明柔克 以柔克剛也 正直之用一 而剛柔之用四也 聖人撫世酬物 因時制宜 三德乂用 陽以
舒之 陰以歛之 執其兩端 用其中于民 所以納天下民俗於皇極者 蓋如此.”
150) 朱子語類79:89. “五皇極 只是說人君之身 端本示儀於上 使天下之人則而效之 聖人固不可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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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희는 왕의 표준이 도덕적인 것이며 그 표준이 오륜(五倫)에 기초한 것이
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을 결합시키고자 하지만,151) 그 주장 역시 양자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천자(天子)가 우리들
의 부모가 되시어 천하(天下)의 왕(王)이 된다’고 한 것은 인군이 지극한 표준을 세
울 수 있다면 억조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위는 있으나 그 덕은 없어서, 사물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나올 수도 없
고, 사람들의 무리를 통솔해서 천하의 극히 존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152)라는
주희의 언술은 역으로 지극한 표준을 세울 수 없어도 왕의 지위는 존속된다는 사실
을 드러낸 것이다.
유황작극(惟皇作極)에 대한 주희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주희의
극해석의 근거는 바로 이 구절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존의 해석대로 극이 중이라면,
유황작극은 유대작중(惟大作中), 즉 “오직 커야만 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문법적으
로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황은 왕이, 극은 표준이 되어야만 문법적 오류가 없
다.153) 그런데 주희의 주장대로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바꿀 경우 이 구절은 “왕만
이 표준을 만든다”라는 말로 해석된다. 주희가 왕의 표준을 도덕과 분리시키지 않으
려고 노력한 것과 별개로 황극에 대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왕의 영역, 즉 왕의 자질
과 별개로 왕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강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然約天下而使之歸于正者 如皇則受之 則錫之福也.”
151) 朱子語類79:90. “皇極二字 皇是指人君 極便是指其身爲天下做箇樣子 使天下視之以爲標準
無偏無黨以下數語 皆是皇之所建 皆無偏黨好惡之私 天下之人亦當無作好作惡 便是遵王之道 遵王
之路 皆會歸于其極 皆是視人君以爲歸 下文是彝是訓 于帝其訓 是訓是行 以近天子之光 說得自分
曉 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則許多道理盡在此矣.”;朱子大全 권 72「皇極辨」. “其曰皇極之
敷言 是彝是訓 于帝其訓云者 則以言夫人君以身立極而布命于下 則其所以爲常爲敎者 皆天之理,
而不異乎上帝之降衷也. 其曰‘凡厥庶民, 極之敷言, 是訓是行, 以近天子之光’云者, 則以言夫天下之
人於君所命皆能受其敎而謹行之 則是能不自絶遠而有以親被其道德之光華也.”
152) 朱子大全 권 72「皇極辨」. “其曰曰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云者 則以言夫人君能立至極之
標準 所以能作億兆之父母而爲天下之王也 不然 則有其位無其德 不足以首出庶物 統御人群而履天
下之極尊矣.”
153) 朱子大全 권 72, 「皇極辨」. “洛書九數而五居中 洪範九疇而皇極居五 故自孔氏傳訓皇極爲
大中而諸儒皆祖其說 余獨嘗以經之文義語脈求之 而有以知其必不然也 蓋皇者 君之稱也 極者 至
極之義 標準之名 常在物之中央而四外望之以取正焉者也 故以極爲在中之準的則可 而便訓極爲中
則不可 若北辰之爲天極 脊棟之爲屋極 其義皆然 而禮所謂民極 詩所謂四方之極者 於皇極之義爲
尤近 顧今之說者旣誤於此而幷失於彼 是以其說展轉迷繆而終不能以自明也 卽如舊說 姑亦無問其
它 但卽經文而讀皇爲大 讀極爲中 則夫所謂‘惟大作中 大則受之爲何等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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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인극, 황극의 위계를 동일한 구조로 형상화한 주희의 의도는 황극으로 대
표되는 정치의 영역을 태극, 인극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이는 정치영역이 도덕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희의 극개념에 대한 해석과 극의 형상화는 세계의 복잡성과 규
범적 제도의 도출이라는 목적에서 시도되었지만, 정치의 영역을 도덕의 영역과 분리
해서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 특히 주자학은 리 또는 태극이라는 우주 전체를 통괄하는 원리를 통해
지식의 전 영역, 즉 도덕규범부터 자연질서, 천문법칙, 개인부터 공동체의 문제까지
를 모두 포괄해서 사유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분명 합리적인 체계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상징체계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체계화
하여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체계로부터 배제
된 것들, 즉 원리에서 벗어난 악, 패턴화되지 않는 일탈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
문제는 상수학을 통해 리와 본성의 메타이론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리학은 상수학을 통해 도덕규범의 실재성을 증명하고, 질
서를 세분화하고 제도화하며, 변화를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로
부터 유추해낸다. 상수학은 변화를 상징과 수로 치환시켜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소옹의 선천역에서 복희육십사괘(伏羲六十四卦)는, 복괘(復卦)부
터 건괘(乾卦)까지, 구괘(姤卦)부터 곤괘(坤卦)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괘로 치환해서 배치해 고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
가 아니라 대칭과 균형을 64괘의 배열에서 발견하게 된다.154)
이러한 시간의 패턴화는 정지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정지된 시간은 보편을 상상
할 수 있게 해준다. 팔괘나 육십팔괘, 또는 하도의 수는 짝수이며, 홀수를 움직임
[動], 짝수를 고요함[靜]으로 이해하는 전통에서 보면, 짝수의 도상들은 시간을 고
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된 것(stasis)은 계산가능성과 연관되며, 계산가능
성은 질서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는 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이로부터 설명할 수는 없다.
154) 고회민(高懷民 2004, 81-82)은 진괘(震卦)는 항괘(恒卦)에, 손괘(巽卦)는 익괘(益卦)에, 감
(坎), 리괘(離卦)는 기제(旣濟)와 미제괘(未濟卦)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배치를 보여준다
고 보고, 이는 고정된 부호가 고정된 방식의 배열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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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마음[心], 중(中), 그리고 도(道)인 이
유는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성리학은 원리나 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인식
의 주체로서의 마음과 마음의 방법론으로서의 도로 모두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도덕을 인간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면서도 특정한 규범의 모델을 주입하
는 것을 학문적 방법으로 보지 않아다는 것(Bol 2010, 251)은 결국 인식하고 판단
하는 마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리의 보편성155)과 규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
도로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실천하는 인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발성에 대한 성리학의 인정은 기본적으로는 제
도와 정치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등장한 것이며, 인간과 사회 간의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통찰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해석한 질서가 실재하는 원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성리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성리학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경(敬)이나 공(恭)과 같은 태도
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왕들이 전수했다는 16자 심법(心法), 즉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알기 어려우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해서 그 중을 잡
으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中)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행위를 의미하며, 중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精)과 일(一),
즉 정밀함과 일관됨이 된다. 여기에서 아포리아가 발생한다. 정밀함, 일관됨, 혹은
공손함, 경건함과 같은 심법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포리아는 정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학문적으로 왕의 권력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의 정당성을 도덕에서 찾아 이를 질서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왕권은 이론만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철학
의 관심이 본성과 마음의 속성에 대한 문제라면, 통치자/정치가의 이론적 관심은 실
제 관계윤리에 기초해 세울 수 있는 질서와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행위의 한계─예

155) 볼(Bol 2010, 263-264)은 이정(二程)과 주희의 리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모든 개체[物]와 사건[事]들은 각각의 리를 갖는다. 둘째, 마음은 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리는 하나의 리로 수렴된다. 볼은 이때의 리를 일관성(coherence)로 번역하
는데, 그 이유는 기(氣)를 매개로 한 창조의 과정이 일관된 리를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과 사건들은 이 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 75 -

를 들어 사법적 권한은 왕과 왕의 위임을 받은 관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규정 등을
의미한다─를 정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실제 제도를 구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제도와 질서는 오상(五常)의 추상성에 의존할 수 없으며, 오상을 제도
화한다고 했을 때의 오상은 그 자체를 그대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임의적
으로 해석을 통한 재현으로서만 존재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질서가
선한 본성에 기초한 것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성
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나, 신중한 태도, 즉 심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만으로 질서는 성립되거나 유지되지는 않는다. 질서는 인간의 해석을 통해 재현
될 수밖에 없으며, 재현의 과정에서 자의성과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
주희가 극개념의 재규정을 통해 자연(태극), 사회(인극), 정치(황극)를 구분하고
각 영역을 구조화해 일치시키려고 한 것은, 메타이론으로서의 상수학이나 질서에 대
한 도덕적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장만으로 태극, 인극, 황극을 마음의 주관성
에 함몰되지 않는 객관적 영역의 위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극도설을 통
해 보편과 차이, 그리고 선과 악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이론을 정립하였
고, 도덕과 정치를 영역적으로 구분하되 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함으
로써 규범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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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후기 황극 해석과 권위와 권력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홍범구주는 왕의 권위와 그 제도적 정당성에 관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선 초
부터 왕의 행위를 경계하기 위한 클리셰(cliché)로 사용되었다. 선초에는 황극은 왕
과 공동체의 관계를 전제한 용어라기보다는, 왕이 스스로를 수양하면 복을 받게 되
고 그렇지 않으면 재해가 나타난다는 천인감응론적이며 왕 개인의 구복(求福)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언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정도전은 황
극을 제도적 관점보다는 황극을 세우기 위한 군주의 수신(修身), 즉 반성적 태도에
초점을 맞춰 수신을 잘 하면 왕이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한다.156)
세종대에는 감응론적 관점보다는 왕이 세운 표준과 공동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춰 왕의 행위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언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왕의 불교숭상을
비판하면서 왕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바르지 못한 곳으로 인도
한다고 비판할 때 황극을 사용한다든지,157) 양성지(梁誠之, 1415-1482)가 단종에게
올린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에 재이론적 관점이 탈각된 것이 그 예이다.158) 이는
감응론적 차원에서 황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가 감소하고, 왕과 통치에
초점을 맞춘 정치수사로 전환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다.
조선 중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황극을 공정성, 왕이 세운 표준/제도이라는
156) 태조실록 태조 4년 10월 7일. “蓋人君正心修德 以建皇極 則能享五福 (중략) 然所謂正心
修德 在衆人共見之處 亦有勉强而爲之者 在燕安獨處之時 則易失於安佚 而儆戒之志 每至於怠矣
而心有所未正 德有所未修 皇極不建 而五福虧矣 昔者衛武公自戒之詩曰 視爾友君子 輯柔爾顔 不
遐有愆 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 武公之戒謹如此 故享年過九十 其建皇極而享五福 明驗已然 蓋其
用功 嘗自燕安幽獨之處始也 願殿下法武公之詩 戒安佚而存敬畏 以享皇極之福 聖子神孫 繼繼承
承 傳于千萬世矣.” 재이론적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왕의 행위를 비판하는 언술은 태종 9년 8월
9일 권우(權遇) 등이 올린 상소문(태종실록 태종 9년 8월 9일. “洪範九疇 五事修而皇極建 則
休徵應 五事失而皇極不建 則咎徵應 其所以開示天人相與之際 可謂深切著明矣”)에서도 잘 드러난
다.
157) 세종실록 세종 23년 12월 9일. “凡祀有正有邪 天地日月星辰山川社稷宗廟先聖先師 此祀之
正也 佛老巫覡 此祀之邪也 王者當居正位行正道立皇極 以正萬民 民猶有趨於邪者 況導之以邪乎.”
158) 단종실록 단종 2년 1월 27일. “直集賢殿梁誠之纂《皇極治平圖》以進。 其圖: 居中曰皇極,
(중략) 上曰敬天 (중략) 下曰愛民 (중략) 左肩曰奉先 (중략) 右肩曰事大 (중략) 左足曰交隣 (중
략) 右足曰備邊 (중략) 次左曰正心 (중략) 曰修身 (중략) 曰齊家 (중략) 曰治國 (중략) 次右曰任
人 (중략) 曰納諫 (중략) 曰賞善 (중략) 曰罰惡 (중략) 又次左曰內正百官 (중략) 曰治同道 罔不
興 (중략) 又次右曰外撫八道 (중략) 曰亂同道 罔不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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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정치수사로 사용된다. 중종대 나세찬(羅世纉)은 상소문에서 사용된 호오와
시비를 먼저 정해 황극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부와 백성들을 화합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는데, 이는 그가 황극을 공정성과 제도의 측면에서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59) 황극이 공정성과 연결되는 이유는 전장(前章)에서 언급했듯이 홍범구주의 본
문에서 편파성의 극복과 연관된 것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조대부터 황극은
현실정치에서 파벌간의 대립의 해소를 극복할 수 있는 왕의 제도라는 구체적인 의
미로 사용되는데,160) 이때부터 당쟁이라는 분열과 편파성과 왕의 공정성이 대비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161)
조선 초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의 황극에 대한 용례, 즉 황극을 감응론적 관점
에서 정치수사로 사용하는 경우나 공정성과 제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왕
의 행위를 비판하고 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왕의 도덕적
수양의 결과는 왕 자신의 복에 국한되지만, 후자의 경우 왕은 그의 판단이나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판받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왕에 대한 규정, 왕과 공
동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의 도덕적 수양을 왕 자신
의 복받음에 국한시킨 정치수사에서는 공동체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왕의
도덕적 수양을 왕의 법제와 연관시키고, 이를 다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재규정하는
후자의 경우 왕은 정치공동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내는 입법자
로 이해된다.
정치수사의 측면에서 17, 18세기 홍범구주와 황극에 대한 언술 자체를 놓고 보
면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황극의 용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대의 맥
락에서 보면 차이들이 발견된다. 조선후기 황극개념의 특수성은 당쟁(黨爭) 즉, 파벌
159) 中宗實錄 중종 29년 10월 29일. “曰若稽古上世 堯舜 以克明之德 建極於上 而導民於和 故
問其朝 則九德咸事 而濟濟焉有都(喩) 相讓之美焉 (중략) 臣聞中庸曰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天地可位 而況於本厚之民生乎 萬物可育 而況於本和之人心乎 以中和之道 建皇極之德 而先定其
好惡是非之天 其於人物之進退 不以一人之言 有所輕重於其中 而使己之好惡是非 不戾於本心之權
衡 則朝廷之士 亦皆以殿下中和之德 爲無偏無黨之會極 好惡可一是非可定 朝廷庶可和矣 朝廷旣
和 則濟濟相讓者 古有其禮 而今豈無之乎.”
160) 承政院日記 인조 3년 9월 25일 윤방진(尹昉進)의 발언. “反正初 曾達洪範建極之語矣 五皇
極之註曰 極卽標準也 四方所取正 堯舜之精一執中 亦建極之意也 苟建其極 則接物應事 自得其道
自上欲去朋比 只在建極而已.”
161) 승정원일기 인조 7년 8월 6일 이상형(李尙馨)의 계(啓). “無偏無黨 王道蕩蕩者 皇極之體
無作好惡 遵王之道者 皇極之用 未有作好惡 而能無偏黨者也 故聖人之心 當[常]如明鏡 物各附物
未嘗偏繫 因人之可好而好之 因人之可惡而惡之 所以怒不遷過不貳也 今見殿下欲破朋黨 而先作好
惡 先失下功之地 何以立皇極之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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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쟁(政爭)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 등장했다는 데 있다. 이 시기의 황극이 이
전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은 황극의 내러티브, 즉 공정성의 확보-왕의 표준과 법제의
확정-공동체의 화합이라는 내러티브에서 왕의 표준과 제도의 확정이라는 부분이 특
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실제 용례에서 이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건극(建
極), 즉 황극을 세운다는 말에 관련된 정치수사만을 뽑아서 보면, 왕의 공정성이 법
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용례들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162) 그러나 이러한 수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 즉 법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왕이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163) 특히 영조의 경우 건극이나 황극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법제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에 대한 비판이 건극과 황극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암묵적으로 영조의 행위가 황극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극 용례의 변화는 조선시대 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164)
162) 박광용은 건극의 정치수사가 탕평을 비판하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
한 수사를 사용하는 입장들을 반탕평론(反蕩平論)과 의리탕평론(義理蕩平論)으로 정리한다. 본
논문은 반탕평론과 의리탕평론의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 입장들이 왕의
표준과 법제의 정당성에 대한 주된 비판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반탕평론과 의리
탕평론의 구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반탕평론과 의리탕평론의 특징에
대해서는 박광용. 1994.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51-116을 참조
할 것. 탕평책을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체계로 전제하고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
성윤. 1992.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부산사학 15․16 합집이 있다.
163)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왕의 제도개혁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대립이나 국가개혁론 대
주자성리학의 구도로 이해한다. 정치현실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대립구도는 타당하지만, 정
치사상적으로 볼 때 제도개혁에 대한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적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제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제는 유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의 정당화는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념적 정당화, 왕과
국가의 권위에 의한 정당화, 새로운 법제의 현실적 타당성 및 상대적 우월성, 여론에 의한 정
당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선후기 제도개혁, 특히 영조의 제도개혁이 당대에 정당했던 이유
로 위민(爲民)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 제도개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개
혁이 정당화되지 공동체성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왕의 제도개혁을 이념적･정치적 대립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경희.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한국학보 79; 김준석. 1999. ｢양란기의 국가재조 문제
｣, 한국사연구101; 2000. 「조선시기 주자학과 양반정치」.『실학사상연구』 17∙18; 2003.
『조선후기 정치사상사연구―국가재조론의 대두와 전개―』. 지식산업사; 김용흠. 2008. ｢남계
박세채의 변통론과 황극탕평론｣동방학지 143; 2009. ｢조선후기 정치와 실학｣다산과현대
2; 정호훈, 2004, 조선후기 정치사상연구-17세기 북인계남인을 중심으로-, 혜안.
164) 조선후기 정치를 붕당정치와 탕평정치로 나누거나 사대부중심의 정치에서 왕 중심의 정치로
변화했다고 보는 연구들은 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정치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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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7세기 이후 파벌 간의 정쟁이 심화되고 예(禮)에 관한 논쟁까지도 당쟁으로
전화되기 시작하면서165) 파벌들은 공정성을 담지하지 못하는 편파적인 이익집단으
로 폄하되는 반면 관료들과 사대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존재로 왕이 주목받기 시작
했다. 인조반정 이후에 적어도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조하던 파벌들은166)
들은 17세기 후반이 되면 정책수행에 있어서까지 대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립은 특히 1674년(현종 15년)의 복상 문제에서 남인이 승리한 이래 1680년(숙종
6년) 경신환국(庚申換局),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 1694년(숙종 20
년) 갑술환국(甲戌換局)과 같이 왕이 국정운영에 한 파벌만을 기용하고 나머지는 제
거하는 파행이 이루어지면서 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167)
파벌간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사대부와 왕의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17세기
중반까지 도통의 담지자로서 공론(公論)을 주도함으로써 통치에 공공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대부들의 위상이 파벌간의 대립으로 인해 편파적이고 이익을 추구
하는 집단으로 치부되었다.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당론
서(黨論書)의 성격에서도 확인된다. 김용흠에 따르면 당론서는 파벌들의 대립의 결
과물로, 사대부들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처하는 각 파벌의 입장
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168) 당론서의 출현은 각 파벌이 스스로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대부들이 통치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제공하는 위상을 구조적으로 갖지 못한
보여준다. 왕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국가에 대한 인식변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태진, 1990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연구;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165) 예송논쟁은 학문적 차원의 논쟁이 정쟁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송논쟁을 왕의 위
상에 대한 인식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
사 : 예의 시행·예설의 변화·예학의 성립. 한길사; 이원택. 2000. ｢숙종초 을묘복제 논쟁의 사
상적 함의｣한국사상사학 14; 이원택. 2004. ｢17세기 민신 대복 사건에 나타난 종법 인식 :
박세채와 윤전의 논쟁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29; 한기범. 2004. ｢17세기 호서예학파의 예
학사상 -왕조례(王朝禮)의 인식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26; 조무원. 2011. ｢예송논쟁
과 정치권위의 재규정 : 송시열과 윤휴의 예론 및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선비. 2013. ｢17세기 중후반 禮訟의 전개와 정치지형의 변화 : 예송의 정치사적 파장과 국
왕-붕당 역학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6) 인조시대의 관료들이 정책, 특히 사회경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당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지적은 배우성(2000)을 참조할 것.
167) 숙종대의 환국에 대해서는 이희환. 1995.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pp.9-203; 정경
희. 1995.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한국학보 79를 참조할 것.
168) 김용흠. 2012. ｢조선후기 당론서의 객관적 연구는 가능한가?｣역사와 현실 8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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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여준다.169)
이런 사대부들의 위상변화와 대조적으로 왕은 권력투쟁의 결과 강화된 위상을
갖는 동시에 사대부들을 대신해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
다. 문제는 왕이 어떻게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통과 치통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성리학적 사유 속에서는 왕이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170)
도통론에서 말하는 도통이나 내성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되는 것은 성리학적 통
치론에서 권위는 도통의 담지자인 사대부들에게 속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왕이 권위
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통론의 관점에서 볼 때 왕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인(聖人)이 되어 군사로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1)
169) 도통의 담지자로서 사대부들의 위상은 파벌간의 대립이 시비문제에서 충역문제로 변화한 경
종과 영조대에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숙종 말년에 왕위계승자로 소론은 세자인 균(昀,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은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지지하였다. 1716년(숙종 42년) 병신처분(丙
申處分)으로 노론 정권이 실권을 잡은 다음 해에 숙종은 노론의 이이명(李頤命)을 불러 세자교
체문제를 논의한 정유독대(丁酉獨對)를 한다. 그러자 이로써 소론은 경종 보호의 명분을 확고
히 하는 한편 노론은 연잉군을 추대함으로써 대립이 심각해졌다. 경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소론측은 노론을 경종에 대한 불충(不忠)으로 탄핵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결국에는 소론정권
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고(辛丑獄事), 경종 2년(1722년)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
으로 인해 경종이 후사가 없음을 이유로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주장한 김창집(金昌
集) ·이이명(李頤命) ·이건명(李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신임의리는 소론과 노론 중 누가 역적인가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게 되었
는데, 충역은 결국 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판단자로서 왕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
에 없었다. 영조는 모든 파벌을 충인 동시에 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파벌도 명분과 정당
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신임의리에 대한 영조
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최성환(2009, 12-19)과 이근호(2011)를 참조할 것.
170) 위잉스에 의하면 도통이 통치의 토대라는 점이 잘 드러난 글은 양유정의 ｢삼사정통변(三史
正統辨)｣이다. 원(元)의 순제(順帝) 지정(至正) 5년(1345)에 양유정(楊維楨)은 이 표문을 황제에
게 바쳐 도통이 치통(治統), 즉 통치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陶宗儀 輟耕錄 卷3 ｢正統辨｣.
“道統者 治統之所在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湯文武周公孔子 孔子沒幾 不得其傳百有餘年
而孟子傳焉 孟子沒又幾不得其傳千有餘年 而廉洛周程諸子傳焉 及乎中立楊氏而吾道南矣 旣而宋
亦南度矣。楊氏之傳爲豫章羅氏廷平李氏 及於新安朱子 朱子沒而其傳及於我朝許文正公 此歷代道
統之源委也 然則道統不在遼金而在宋 在宋而後及於我朝 君子可以觀治統之所在矣”). 위잉스(余英
時 2015, 57)는 이 표문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유정이 도통적 관점에 따라 원나라가 송나라를
이어 개국했다고 보고, 개국년도를 금(金)이 망한 1234년이 아닌 송이 망한 1279년으로 봄으
로써 원의 실제 개국을 45년 늦춰버릴 정도로 통치의 정당성을 도통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지
적한다.
171) 숙종대부터 왕들이 스스로를 군사(君師)로 칭하면서 도통과 치통을 결합하려는 면모를 보였
던 것은 권력 뿐만 아니라 권위까지 가져오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 영조, 정조
가 스스로를 군사로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적 권위를 확장해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윤정
(2007, 284-427)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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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왕이 성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이다. 왕이 스스로를 군사라
고 명명하거나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왕의 권위를 성리학적 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가 도통과
치통의 결합에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시공간을 규정하는 원회운세
설(元會運世說)과 기수론(氣數論)에 의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의 통치를 다시 경험하
기까지는 시간이 10만년을 기다려야 한다.172) 따라서 왕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는 왕이 시공간을 초월해 보편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야 한다.
홍범구주는 이러한 조건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만족시킨다. 우선 홍범은 보편적인
통치원리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자가 주무왕에게 전한 홍범구주를 우의 낙서
(洛書)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통치원리의 존재를 강조한다. 둘
째, 홍범구주는 숫자 5를 왕의 수로 규정하고 중(中)이라는 중심성을 왕에게 귀속시
킴으로써 왕의 위상을 강조한다. 셋째, 중의 위치에 자리하는 왕은 무리 짓고 편파
성을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나 관료들에 비해 편파성이 없고 공정할 수 있는 위상
적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조건은 왕이 제시하는 법제[황극]의 공정성으로 연결된
다.
통치에 있어서 왕이 갖는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홍범구주는 또다른 통치의
근본을 논한 텍스트인 대학(大學)과 구별된다. 대학은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
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통치를 위한 8개의 조목[팔조
목: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중에서 제가, 즉 집을 다스리
는 것까지는 왕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주희는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로서
의 왕과 모든 구성원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서문에서 주희는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그 본성을 이해해 자

172) 박권수에 따르면 기수(氣數)란 기(氣)가 있으면 당연히 존재하는 수이자 ‘우주적 운수’를 의
미하는 말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거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적․역사적 사건이나 상
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조선시대에 유행한 기수론은 송대 신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주희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기란 작용, 물질과 형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
로, 그 응집(凝集) 여하에 따라 오랫동안 존재하기도 하고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기수
는 특정한 사물과 인간이 지속하고 변화하는 시간적 연한을 의미하기도 한다(박권수 2006,
73). 조선에서 기수론은 명청교체 이후 청의 지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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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공동체의 질서에 참예할 때 평천하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173) 이와
같이 성리학은 대학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
신(修身)에 주목했고, 이는 주자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대부들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공적 영역을 조직적으로 창출하는 자발적인 운동과 조직체의 운영기
반을 만들고자 한 시도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174) 그러나 홍범구주의 9개의 범주
들에는 왕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왕이 공정한 법제를 만들기
위해 수신(修身)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수신은 왕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것으로, 일반 사람들의 반성적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홍범구주 텍스트의 이와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둘 때 17세기 이후 조선에 홍범구
주에 대한 주석서들이 증가한 사실은, 당시의 정치상황, 즉 파벌들의 대립으로 인해
왕의 위상이 재인식되고, 왕이 파벌들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
고 스스로 새로운 법제를 제안할 것을 요청받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숙종대 말 박세채가 홍범구주의 황극과 탕평개념을 내세워 갈등의 조정
자로서의 왕의 역할과, 판단의 기준이 왕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세운 이래
이에 따라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사대부 및 관료들은 공사(公私)의 문제를 철학
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고 공, 즉 공적인 것을 도덕이 아닌 국가에 귀속
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175) 이러한 태도는 권위의 정당성을 왕으로부터 찾는
173) 大學章句序. “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敎人之法也 蓋自天降生民 則旣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
性矣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出於
其閒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復其性.”
174) 대학을 사대부들의 제도적 실천과 연결지어 연구한 논문으로는 민병희. 2008. ｢주희의
‘대학’과 사대부의 사회 정치적 권력: 제도에서 심의 ‘학’으로｣중국사연구 55가 있다. 이 외
에도 성리학의 수신, 즉 본성과 마음의 문제를 개인들의 자율성과 실천과 연관지어 해석한 것
은 de Bary(1998, 91-128)를 참조할 것.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중앙집권적 관
료체제가 아닌 자발적 지역조직의 발달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로
는 Hymes, Robert P. 1986. Statemen and Gentlemen: The Elite of Fuchou, Chiang-hsi
in Northern and Southern Su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있다.
175) 실제로 이 시기 황극이나 탕평이라는 정치수사를 내세워 왕권의 강화를 주장했던 사대부 및
관료들 중에는 전폭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았다. 숙종대 이후로 통치
에 있어서 새로운 관행과 통치기술─수교(受敎)의 정리 및 새로운 법전의 편찬, 행정․사법․교육
제도의 발달이나 오가작통제의 시행, 새로운 면리제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화, 지방행정관의 위
상변화와 같은─들이 등장하고, 사회를 조절하기 위한 지침서인 목민서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들은 소위 탕평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었다. 이 변화
들은 개혁이 기존의 관습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7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제도가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제도들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손병규. 2008.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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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입장들과 직결되며, 홍범구주는 그 텍스트의 성격상 왕권의 정당성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본 장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17, 18세기의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들 중 박세채
(朴世采, 1631-1695)의 범학전편(範學全編), 윤휴(尹䥴, 1617-1680)의 ｢독상서
(讀尙書)｣,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의 ｢홍범전(洪範傳)｣, 그리고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洪範五傳｣와 ｢尙書逸旨｣이 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공정한 법제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텍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왕권을 주장하며, 그 왕권의 정당성을 심법(心法)에서 찾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 텍스트들이 규정하는 심법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서경｢주서｣ 홍범
편은 천명을 받아 은(殷)을 정벌하고 주(周)를 세운 무왕이 기자(箕子)를 찾아와 통
치의 토대로서의 이륜(彛倫)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176) 여기에서 이
륜은 오상(五常), 오전(五典)으로 표현되는 도덕으로, 문왕의 질문은 통치의 토대와
왕의 의미는 도덕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홍범구주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왕권을 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미 무왕
의 질문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심법이 무엇인지는 각 주석자
들마다 다른데, 이 심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왕권에 대한 규정의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본 장은 주석자들의 심법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기 위해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김용흠. 2010. ｢18세기 "목민서(牧民書)"와 지방통치 -『목민고(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
사상사학 Vol.35; 김인걸. 1988.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서한교. 1990. ｢17･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역사교육논집15; 김성우. 1997. 조
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2000. 조선은 지
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김백철. 2007. ｢조선후기 숙종대 『수교집록(受敎輯錄)』 편
찬과 그 성격 –체재(體裁)분석을 중심으로-｣동방학지140; 2009. ｢조선후기 영조초반 법제정
비의 성격과 그 지향 : 『신보수교집록』 체재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32-2; 조지만.
2010. ｢수교집록에 관한 연구｣법학연구50-1; 정호훈. 2010. ｢영조대 『속대전』의 편찬
논리와 그 성격｣한국문화50; 김혁. 2008.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 완문(完文)의 문서사회
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김용흠. 2009. ｢숙종대 소론 변통론의 계통과 탕평론 -명곡(明谷) 최
석정(崔錫鼎)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Vol.32; 김용흠. 2010. ｢18세기 "목민서(牧民書)"
와 지방통치 -『목민고(牧民攷)』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Vol.35.
176) 書經｢周書｣洪範.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王乃言曰 嗚呼 箕子 惟天陰騭下民 相恊厥居 我
不知其彛倫攸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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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주석자들과 도덕적으로 규정하는 주석자들을 구분해서 분석할 것이다. 전
자에 속하는 인물은 박세채와 서명응이며, 후자에 속하는 인물은 윤휴와 황경원이
다.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강조되는 것은 왕의 공간적 위상인 반면,
도덕으로 규정하는 경우 왕의 태도가 강조된다. 박세채와 서명응은 왕의 중심성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윤휴는 도덕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도
덕의 재현자로서의 왕의 위상과 그 재현물로서의 법제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한편
황경원은 왕을 상제(上帝)의 대리자로 규정한다. 한편 이들이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
는 논리를 도출했다고 해서 왕의 자의적인 권력까지 용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은 먼저 각 주석자들의 심법과 황극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법을 통해 정당화된 왕권이 자의적 권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상수학에 근거한 권위의 정당화와 권력규정
박세채와 서명응은 상수학에 근거해 왕권을 규정하고자 하지만, 박세채는 채침
의 상수학을, 서명응은 소옹의 상수학을 통해 왕권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인다. 양자는 모두 왕의 위상을 현상을 나타내는 수인 9의 중간에 위치한 5,
그리고 중심에 대한 공간적 상상력을 통해 절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과 권위에 기
초한 통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의 홍
범해석에서는 고정한 법제를 만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심법과, 도덕을 재현한 법제
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규정에서 큰 차
이가 발견된다.

1) 박세채의 황극개념: ｢하도｣와 ｢낙서｣의 결합을 통한 왕의 위상 규
정
박세채는 숙종 중반 이후 환국과 당쟁을 막기 위한 탕평정국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다.177) 박세채는 스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했으며, 가계
나 교유관계에서 학파와 당색이 얽혀 있으며, 송시열과 윤증의 대립으로 회니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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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졌을 때 양자를 중재하기도 하고, 서인들과 달리 퇴계의 학문에 호의를 보이는
등, 특정한 학파나 당파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학문적으로는 노론에 더 가
까운 경향을 보이지만,178) 정치적으로는 소론의 영수로 지목받았다는 사실179)이 공
존하므로 그의 학문과 정치적 성향은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인
수에 의하면 박세채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누어지는데,180)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50세에서 65세까지 가장 활발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우인수 1994, 81).
박세채의 범학전편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저술이다.181) 가장 큰 이유는 
범학전편의 구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텍스트는 박세채의 독창적인 저술
이라기보다는 그가 홍범과 관련된 중요한 텍스트들을 정리해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 제목인 범학전편(範學全篇), 즉 홍범학에 대한
연구들을 집대성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학전편이 기존 저술들의 나열
177) 박세채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인수. 1994. ｢조선 숙종조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의 노소중
재(老小仲裁)와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 역사교육학회19, pp.80-86), 우경섭. 2007. ｢박세
채의 주자학 연구와 『주자대전습유』 ｣한국문화39, pp.136-144를, 박세채의 가계와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근호. 2002. 「영조대 탕평파의 형성과 벌열화」『조선시대사학보』 제21
권, pp.112-118를 참조할 것.
178) 정경희는 노론의 학풍은 송시열과 박세채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양자의 학문
적 유사성을 강조한다. 송시열과 박세채는 노론의 학문적･정치적 지향을 이단배척과 주자주의
로 설정하는 데 학문적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박세채는 송시열의 주자이해에서
더 나아가 정밀하게 연구했으며, 송시열이 주자독서법과 달리 역사나 시문을 함께 가르치는 것
을 비판할 정도로 주자존숭주의에 엄격했다고 한다(정경희 1994, 173-174). 그러나 다른 한
편 박세채는 다른 노론들과 달리 퇴계 이황의 학문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박세채
는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퇴계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이기(理氣)관계에 대한 율곡
이이와 퇴계의 관점을 절충하고자 하였다(이영자, 2009). 이러한 박세채의 퇴계에 대한 태도는
이후 노론 호론의 중요한 학자인 한원진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南塘集 권 30 雜著 ｢人心
道心說｣. 近又竊聞玄石朴公之論 以爲退翁之言 不可盡棄 栗翁之言 不可盡從 遂於兩家之言 務爲
公聽幷觀 參合折衷之計 而其言又支離破碎 而益遠於栗翁 反下於退溪 而要其旨意之歸宿 則不過
以人心爲形氣之發而以道心爲形氣中之理而已 世之學者 見其說出於退，栗之後 而又樂其渾全周遍
以爲此眞天下必然之理而
卽大舜用中之道也 匍匐歸之者至衆 而退，栗兩是非之論 近日先生長
者亦有主張此論者云 遂固植乎世而未可容易打倒矣 識者之憂歎 庸有極乎 若推本其弊源之所從起
則依然只那形氣二字爲之祟耳 一字不明之害至於此 則學者之讀聖賢書者 其可一字有忽乎 乙酉臘
月下澣 書于牛灘精舍).
179) 박세채는 17세기 후반 노소분립기에 소론 측에서 당론을 조정하였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
임하면서 소론의 영수로 지목되었다(이영호 2000, 172).
180) 우인수의 구분에 따르면 첫 번째 시기는 20세 전까지로 인조 9년에서 효종 즉위년까지, 두
번째 시기는 20세에서 50세 전까지의 시기로 효종 1년부터 숙종 5년까지에 해당한다.
181) 범학전편을 단독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이기동. 2000. ｢『범학전편』 에 관한 소고｣동양
철학연구22.가 있다. 이 논문은 범학전편의 복잡한 편제에 기초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서경
본문에 대한 주석 부분만을 정리하였다. 범학전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은 이민정
(2011, 144-15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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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더라도 박세채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홍범에 대한 입장을 발견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앞에 언급한 우여무와 이현일의 저술 역시 기존 경전들의 내용들을
배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여무, 이현일, 박세채의 책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내용과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 저자들마다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전의 내용들이 다 달라서 기존 경전들의 내용의 나열이라고
해도 각 책들은 서로 다른 편제와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세채의 경우 성리학자들의 주석들을 중시하며 ｢하도｣와 ｢낙서｣, 그
리고 ｢팔괘도｣의 관계에 대한 상수학적 증명과 제 7주인 계의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현일의 홍범연의는 채침의 오행에 의거한 분류체계의 확장에 관심을 갖
고 있다. 우여무의 홍범우익 역시 오행의 분류에 따라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만들
고 있지만, 전적(典籍)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특히 오경(五經)의 주석들을
많이 인용한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범학전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박세채의 독창적
인 주장은 아니라 해도 박세채의 의도, 특히 왕권에 대한 사유를 유추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범학전편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하도｣, ｢낙서｣, ｢복희선천팔괘도｣, ｢문
왕후천팔괘도｣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특히 선천에 속하는 ｢하도｣, ｢복희선천팔괘도｣
와 후천에 속하는─그리고 홍범의 원형인─ ｢낙서｣가 동일한 것임을 증명한다. 그러
한 전제 하에 홍범구주가 통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상들을 첨부하고,
채침(蔡沈)이 쓴 『서집전(書集傳)』의 홍범에 대한 경문(經文)과 전문(傳文),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 특히 송대 성리학자들의 설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
로는 주희의 ｢황극변(皇極辨)｣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3권에서 5권까지는 황극편으
로, 채침의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과 도해들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해 해
석을 달았다. 여기에서 박세채가 채침의 상수학을 그대로 수용하여 세계를 분류하고
소옹상수학의 64수와 다른 81수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에 초점을 맞춘다. 마
지막 6권은 기자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고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학전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하도｣와 ｢낙서｣, ｢팔괘도｣의 관계를 설정
하고 그 위에 홍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 부분이다. 범학전편 1권에 나오는 도
상들은 ｢하도｣와 ｢낙서｣, ｢복희칙하도이작역도부(伏羲則河圖以作易圖附)｣, ｢대우칙락
서이작범수도(大禹則洛書以作範數圖)｣,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後天八卦合河圖位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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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선천팔괘합낙서위수도(先天八卦合洛書位數圖)｣, ｢구주상승득수도(九疇相乘得
數圖)｣ 등이다.182) 이 도상들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도상은 ｢후천팔
괘합하도위수도｣와 ｢선천팔괘합낙위수도｣이다.

[그림8]

[그림9]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

선천팔괘합낙서위수도

이 그림들은 말 그대로 선천팔괘가 후천의 ｢낙서｣와, 후천팔괘가 선천의 ｢하도｣
와 결합되어 있는 그림이다. ｢선천팔괘합낙서위수도｣를 보면 그림은 ｢낙서｣의 배열
을 갖고 있지만 각 수에 배당되어 있는 괘명을 따라 배열을 다시 보면 ｢복희선천팔
괘도｣, 즉 보편으로서의 선천도의 배치가 된다.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역시 마찬가
지인데, 그림은 ｢하도｣의 배열이지만 괘명의 배치로 보면 ｢문왕후천팔괘도｣가 된다.
이 그림을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0]

[그림 11]

하도

문왕팔괘도

182) 이 그림들은 주희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의 내용을 도상으로 정리한 것이고, 도상에 대한
박세채의 주석들은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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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와 후천팔괘, ｢낙서｣와 선천팔괘를 결합하는 방법은 수(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을 박세채는 호방평(胡方平)의 이론과 같다고 파악
했기 때문에183) 호방평의 주석을 설명함으로써 양자의 결합방식을 설명하겠다. 양
자의 결합은 아주 단순한 산수적 계산과 상과 수의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 선천팔괘
중 건괘와 태괘는 노양(老陽)의 4와 9에서 생겨나고, 리괘와 진괘는 소음의 3과 8에
서 생겨나며, 손괘와 감괘는 소양의 2와 7, 간괘와 곤괘는 노음의 1과 6에서 생겨난
다. 이 괘의 배열은 ｢낙서｣의 위치와 일치하므로 후천팔괘와 동일한 것이다. 팔괘는
따라서 감괘(1, 6, 수), 리괘(2, 7, 火), 진괘와 손괘(3, 8, 목), 건괘와 태괘(4, 9,
금), 곤괘와 간괘(5, 10, 토)에 배속된다. 8괘와 10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감괘와 리
괘에 수를 두 개씩 배속시켜 양자를 결합하였다.184)
박세채는 이를 홍범과 연관시키는데,185)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 홍범구주와 후천팔괘의 배치

4 五紀/ 巽

9 福極/ 離

2 五事/ 坤

3 八政/ 震

5 皇極

7 稽疑/ 兌

8 庶徵/ 艮

1 五行/ 坎

6 三德/ 乾

183) 範學全編 “愚按義見本文首章 註第二節下小註 玉齋胡氏說下同.”
184) 範學全編 “玉齋胡氏曰 先天八卦 乾兊生於老陽之四九 离震生於少隂之三八 巽坎生於少陽之
二七 艮坤生於老隂之一六 其卦未甞不與洛書之位數 合後天八卦 坎一六水 离二七火 震巽三八木
乾 兊四九金 坤艮五十圡 其卦未甞不與河圖之位數 合此圖書所以相為經緯 而先後天亦有相為表裏
之妙也.” 사실 ｢낙서｣의 배열을 팔괘와 짝짓는 방식은 정현(鄭玄)의 역위(易緯) 주석에서 시
작된 것이다(주백곤. 2005. 역학철학사3. 소명출판, p.63).
185) 範學全編 “大抵囙洛書之位與數 而為之洛書一位在子 其數則水之生數 氣之始也 故為五行 五
行則陽變隂合交運 而化生萬物 則為人事之始矣 二位在坤 其數則火之生數 氣之著也 故為五事 五
事 則五氣運行 人之禀形賦色妙合 而凝脩身 踐形之道立矣 三位在卯 其數 則木之生數 氣至此 而
益著也 故為八政 八政 則脩身不止於貌言視聴思之事 而立經陳紀創法立度擧 而措之天下矣 四位
在巽 其數 則金之生數 氣至此 而著益乆也 故為五紀 五紀則治不止於食貨政教之事 而察數觀象治
曆明時 仰以觀於天文矣 五居中央 為八數之中 縱横以成十五之變 蓋土之冲氣 所以管攝四時 故為
皇極耳 則人君居至尊之位 立至理之凖 使四方之面内環觀者 皆於是而取 則所以總攝萬類也 六位
在乾其數 則水之成數氣合 而成形也 故為三徳 三徳 則不徒立至極之凖 而臨機制變随事制冝 且盡
其變於人矣 七位在西 火之成數 氣合而形已著矣 故為稽疑 稽疑 則不徒順時措之冝 而嫌疑猶䂊
且决之人謀鬼謀 而盡其變於幽明矣 八位在艮 木之成數 氣合而形益著矣 故為庶徴 庶徴則徃来相
盪屈伸相感 而得失休咎之應㝎矣 九位在午 其數則金之成數 氣合而著已乆矣 故為福極 福極則休
咎得失 不徒見於一身 而通行於天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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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학전편 1권의 내용은 선천과 후천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석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서｣와 홍범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각 도상이 내포하는 수가 9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9는 기본적
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수이다. 헨더슨(2004, 80-84)은 5와 9가 중국의 우주론과 상
수학적 사색에서 중요한 수라고 지적한 뒤 9와 연관된 제도들, 즉 정전제, 구주(九
州), 분야설, 명당(明堂), 낙서(洛書), 마방진, 관료조직의 체계[九品], 구경(九經), 구
산(九山) 등을 언급한다. 이러한 공간적 구획은 관료제(九品), 땅의 구획(九州), 조세
제도(井田制, 田分九等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을 반드시 선천, 즉
원리로부터 찾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도상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와 ｢낙서｣의 관계이다. ｢하
도｣의 수인 10와 ｢낙서｣의 수인 9은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후천팔괘합하도위수도｣와 ｢선천팔괘합낙위
수도｣는 견강부회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자를 결합해서
선천과 후천, 즉 원리와 현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희와
성리학자들, 그리고 박세채의 관심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박세채는 주희가 한서
｢율력지｣의 1장(章)의 수인 19를 통해 양자의 관계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도 인용하는데,186) 이는 9와 10의 다양한 조합방식을 통해 ｢하도｣와 ｢낙서｣의 필연
적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7) 박세채에게 있어서 ｢낙서｣가 ｢
홍범｣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때, ｢하도｣와 ｢낙서｣의 관계는 결국 ｢하도｣와 ｢홍범｣의
관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먼저 박세채가 생각하는 황극
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세채의 황극인식을 검토한 뒤 다시 이와 ｢하도｣와
의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한다.188)
186) 範學全編 “朱子曰 二始者一二也 一竒故為剛 二偶故為柔 二中者五六也 五者十干 六者十二
辰也 二終者九與十也 閠餘之法 以一十九歲 為一章.”
187) 예를 들어 양자의 수가 같지 않지만 결국 동일한 것이라는 주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範學全編 “曰其多寡之不同何也 曰河圖主全 故極於十 而竒偶之位均 論其積實然後 見
其偶贏而竒乏也 洛書主變 故極於九 而其位與實 皆竒贏而偶乏也 必皆虚其中也 然後隂陽之數 均
於二十 而無偏耳.”
188) 範學全編에서는 홍범구주를 설명할 때 ｢하도｣와 ｢홍범｣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따라서 1권의 내용을 유추해 ｢하도｣와 ｢낙서｣, 즉 ｢하도｣와 ｢홍범｣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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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세채가 주희를 인용한 부분이다.

｢낙서｣의 본래 무늬는 단지 45개의 점일 뿐이다 (중략) 대개 모두 천도와 인사를 함
께 말한 것이다. 오행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제 1이 되었고, 오사 또한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 2가 되었고, 한 몸이 다스려지면 이를 미루어 정치를 할 수 있으
므로 팔정이 그 다음이 되었고, 정사가 이루어지면 천도에 징험해보는 것이므로 오
기가 그 다음이 되었다. 또한 이를 이어서 황극이 오의 자리에 거하였으니, 오행을
유추하고 오사를 경건히 하고 팔정을 후하게 하고 오기를 닦을 수 있으면 이로써 표
준을 세울 수 있다. 6 삼덕은 이 황극을 저울질[權衡]하는 것이다. 덕이 또한 이미
닦였으면 계의와 서징이 뒤를 이어 그 효험이 드러난다. 또한 복극으로 이를 이으니,
선악의 효과가 여기에 이르러 더할 수 없게 된다. 황극은 대중이 아니다. 황은 천자
이며 극은 지극한 것이니, 천자가 이 지극함을 세운 것을 말한 것이다.189)

위의 인용문은 황극에 대한 주희의 전형적인 언급이다. 박세채는 황극을 언급함
에 있어서 아예 주희의 ｢황극변｣ 전문을 싣는 등 황극개념에 있어서 주희의 입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세채는 황극과 구주의 관계에 대한 도상을 남
겼는데, 이를 보며 그가 황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황극거차오도(皇極居次五圖｣, ｢구주허오요입지도(九疇虛五用十之圖)｣, ｢
구주합팔주수지도(九疇合八疇數之圖)｣, ｢대연홍범본수도(大衍洪範本數圖)｣는 황극의
중심성을 표현한 도상들이다.

것인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189) 範學全編 “洛書本文 只有四十五㸃 (중략) 蓋皆以天道人事 叅互言之 五行最急 故第一 五事
又叅之於身 故第二 一身既修可推之於政 故八政次之 政既成 又驗之於天道 故五紀次之 又繼之以
皇極居五 蓋能推五行 敬五事 厚八政 脩五紀 乃所以建極也 六三徳 乃是權衡此皇極者也 徳既脩
矣 稽疑庶徴繼之者 著其驗也 又繼之以福極 則善惡之效 至是不可加矣 皇極非大中 皇乃天子 極
乃極至 言皇建此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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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그림12]

구주허오요입지도(九疇虗五用

황극거차오도((皇極居次五圖)

十之圖)

[그림15]

[그림14]
구주합팔주수지도(九疇合八疇數之圖)

대연홍범본수도(大衍洪範本
數圖)

위의 도상들은 다음과 같은 도형으로 재현될 수 있다.

[그림16] 범학전편의 황극의 중심성

｢구주허오요입지도(九疇虗五用十之圖)｣에 나와 있듯이 5의 위상을 갖는 황극의
실제 수는 없기 때문에, 황극을 제외하면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은 더하면 10,
즉 ｢하도｣의 수가 된다. 이것은 소위 ｢낙서｣의 수는 9이지만 실제로는 10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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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190)
그렇다면 5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 박세채는 진사개
(陳師凱)의 말을 빌어 황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황극이 서기 위한 심법으로 경(敬)
을 강조한다.191) 그런데 진사개의 말 중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5는 항상적이어서 언제나 지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192)

5가 항상적이라는 것은 5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주허오
요입지도｣의 경우 허오(虛五)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5의 자리는 비어있는 것
이다. 양자를 연결시켜 해석하면, 5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5는 변화하지 않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화하되 5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5가 유일하
게 변화 속에서 보편성을 제공하는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박세채의 황극에 대한 구상을 ｢하도｣와 연결시키면, 박세채가 ｢하도｣와 ｢
낙서｣의 관계를 강조한 이유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실재하는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양자의 관계를 강조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권위로 인해 자의적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 구상했을 가능성이다. 만약 박세채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면, 강화된 권위를 통해 박세채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범학전편의 황극개념을 박세채가 숙종에게 올린 차자들의 내용과 교직(交織)
해서 보면 그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박세채의
왕권론이 잘 드러나는 텍스트는 따라서 ｢진별단계차사본차(進別單啓箚四本箚)｣와 
반시중외계물붕당교서(頒示中外戒勿朋黨敎書)라고 할 수 있다. ｢진별단계차사본차｣
190) 洪範皇極內篇. “洛書數九 而用十 何也 十者 數之成也 數成而五行備也 數非九不生 非十不
成 九以通之 十以節之 九以行之 十以止之 九者變通之機 十者五行之敘 方隅對待中五.”
191) 範學全編. “新安陳氏曰 建用皇極 為九疇之宗主 而敬用五事 乃建用皇極之本根 敬以用五事
則身脩 而極建 而天人之道偹矣 不敬以用五事 則身不脩 而極不建 而天人之道胥失之矣 此九疇之
樞 在皇極 而皇極之要 在五事 五事之要 又在敬之一字也 又曰 自歲至暦數五者 如綱之有 紀天時
所以相維者也 故曰五紀 民政既擧 則欽天授人有不可後 推歩占驗以人合天 故五紀居八政之次 庶
徴驗吾之得失於天也 福極驗吾之得失於民也 五事之得失 極之所以建不建也 何從而驗之 觀諸天而
已 雨暘燠寒風 皆時建極之驗也.”
192) 範學全編. “五者 恒而不時不極之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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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숙종실록에 따르면 숙종 20년 6월 4일에 숙종에게 올린 차자로, 남계속집(南
溪續集) 3권에 실려 있다. 실록에 실린 차자는 원본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내용
의 차이가 크다. 한편 박세채의 황극개념은 그가 작성하고 숙종이 반포한 반시중외
계물붕당교서로 인해 주목되었다.
박세채는 “오직 왕만이 표준을 만든다(惟皇作極)”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왕이 조
정자이자 입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심법을 강조하였다. 그는 숙종
에게 심경석의(心經釋疑)의 교정을 명령받기도 하고193) 숙종 9년 4월 15일에는
경연에서 왕이 공부하는 책을 역경(易經)에서 심경(心經)으로 바꿀 것을 상소하
기도 하였다.194) 박세채는 심경강의가 시작되자 숙종 9년 4월 24일에는 정구(鄭
逑)가 편찬한 심경발휘(心經發揮)와 조익(趙翼)이 지은 지경도설(持敬圖說)을 편
집해 만든 책인 심학지결(心學旨訣)을 왕에게 올렸다. 박세채는 심학에서 우선적
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공과 사, 그리고 정의와 이익을 구분이며, 분별을 위해서
는 경(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95)
박세채의 심법은 왕의 도덕적 수양과 반성적 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박세채의 심학이 법과 제도의 토
대가 된다는 것은 그가 1694년(숙종 20) 6월 4일에 올린 4부의 별단차자196) 중 2
번째 차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197) 이 차자에서 박세채는 통치를 위해서는 국체, 즉

193) 이때 박세채는 교정을 사양했지만, 심경석의의 교정을 명령받았다는 사실은 박세채의 심
경과 심학에 대한 조예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숙종실록 숙종 8년 1월 24일. “草莽
臣朴世采上疏 辭召命 兼辭心經釋疑校正之命 上下優批 命從速登程.”
194) 당시 경연에서 왕은 서경을 다 읽어서 송시열의 권유에 따라 역경을 강독하고자 했는
데 박세채가 심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상소했고, 숙종은 이에 따라 4월 22일부터 심경을 강하
기 시작한다. 숙종실록 숙종 9년 4월 15일. “行司直朴世采上疏 請經筵繼講之書 勿先易經 以
初定心經爲講.”; 숙종실록 숙종 9년 4월 22일. “御晝講 初講心經 用朴世采言也.”
195) 숙종실록 숙종 9년 4월 24일. “吏曹參議朴世采上疏 進心學旨訣 世采取鄭逑所編心經發揮
與趙翼所撰持敬圖說 損益成書 時上方講心經 世采以爲 爲學之方必先分別公私義利 而其本又在於
敬之一字 撰成是書 凡於經傳中 提及敬字者 毋論緊漫 悉收入其中 又於疏中引先儒所論 居敬工夫
以上之.”
196) 박세채는 청납(聽納)을 넓히는 것, 국체(國體)를 높일 것, 인심(人心)을 따를 것, 당론(黨論)
을 소멸시킬 것에 대한 차자를 올렸다. 숙종실록 숙종 20년 6월 4일. “左議政朴世采上箚言
(중략) 附進別單啓箚四本 乞賜察納 仍下廟堂 使得以可否相濟 一曰 廣主聽 蓋願聖明 懲前事而毖
後圖也 二曰 尊國體 亦願聖明 深察世道之汚隆而爲之裁制也 三曰 順人心 亦願聖明 深察人心之
是非而爲之斟酌也 四曰 消黨論 亦願聖明 用舍進退 不以色目而一以賢否爲重.”
197) 이 차자는 숙종실록에 다소 축약된 형태로 실렸으며,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
2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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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典章制度]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제의 권위가 높다는 말의 의미
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관료들이 왕의 사유와 판단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높인다는
것은 왕이 된 자가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를 바루고, 정부를 바룸으로써 모든
관료들을 바루게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가 되면 낮아집니다”198)라는 박
세채의 발언에서 “왕이 된 자가 마음을 바르게 함”은 단순히 도덕성을 획득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이 직접 법제를 결정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세채는 4번의 환국과 저사(儲嗣)문제와 관련된 숙종의 판단을 비판한 뒤 환국
의 원인을 왕의 판단력 부족과 파벌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 두 가지로 정리한다. 환
국의 결과는 관료들[搢紳大夫]이 모함을 받아 물러나고, 그 자리를 관료의 자질이
없는 자들이 차지하려고 경쟁함으로써 국가의 법제, 그리고 범법으로 규정된 것들
[邦禁]을 지키지 않아 법과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법적 해석을 요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에 의한 판단이 불가능해졌다면 왕이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왕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태는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박세채의 판단이다.199)
이렇게 볼 때 박세채가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와 관료들을 바로잡
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왕이 제도의 토대라는 바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왕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와 관료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치도
(治道)’에 해당되는 말로, 주희와 여조겸이 편찬한 근사록(近思錄) 제 8권 ｢치체
(治體)｣에 나온다.200) 근사록은 통치를 도(道), 즉 방법[治道]과 법[治法], 즉 제
도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에서 제도는 기강문장(紀綱文章), 즉 크고 작은 제도와
문자로 된 법과 규칙201) 등으로 표현된다. 근사록에서는 법을 “정치의 원칙을 세
198)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2. “其所謂尊者 如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而百
官 (중략) 反是則爲卑.”
199) 숙종실록 숙종 20년 6월 4일. “蓋自甲寅以來 至今二十一年 而朝著四變 初則起於宗班代奠
之日 次則成於戚里當朝之時 皆有源委矣 至於己巳之事 殿下固憂儲嗣之深切 今日之擧 特察中宮
之冤痛 其獨斷宸衷者 豈非較著 而乃有閭巷金貨之言 傳說訛誤 久而不止 至發於獄端 雖以殿下之
盛德 猶若有所未盡 而搢紳大夫 往往或被其疑誣 究厥所本 無非同出於兩黨之迭翻 私意之轉盛 至
于今日 世道益卑 穰穰爲利 惟得是求 側微陋劣之徒 莫不生心於富貴 祖宗數百年 國體邦禁 蕩然
無存 而殿下亦不能建極而臨涖之 使不得各售其私 其係於討逆者 殿下固有所不得自由 而其專出於
報復者 亦乃一聽其所爲 俾成世讎.”
200) 近思錄 권8 ｢治體｣. “治道亦有從本而言 亦有從事而言 從本而言 惟從格君心之非 正心以正
朝廷 正朝廷以正百官.”
201) 近思錄 권8 ｢治體｣ 註. “大曰綱 小曰紀 文章爲文法章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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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모든 직책을 나누고 계절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되니, 제도를 창립해서 천하의
일을 다하는 것이 통치의 법제이다”202)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데,203) “담당관리에게 직분을 맡기는 일과 향촌의 관리가 백성에게 법을 숙지시
키는 일, 물가를 조절하고 도량형을 통일하는 일”204) 즉 직업[世業], 조세제도, 행
정제도, 군사제도205)부터 큰 강령[大綱] 즉 삼강(三綱)과 오상(五常)206)까지를 포괄
한다. 이와 같은 법에 선행하는 것이 통치의 방법[治道]이다.
통치의 방법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하나는 근본에 기초해 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성리
학에서는 후자를 “일에 따라 논하는 것”207)이라고 명명하는데, 특히 근사록에서
는 이를 ‘크게 변혁시키는 것’[大更革], 즉 개혁과 연결시킨다. 개혁은 기존 제도의
누적된 폐단을 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사록은 현재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판
단될 경우 개혁하되, 그 규모가 전면적이어야만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208)
근본에 대한 것은 박세채가 언급한 “왕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부와 관료
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도의 맥락에서 왕의 마음을 해석하면, 왕의 마
음이 바르게 되어 정부와 관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 시행하려는 대변혁
의 정당성이 왕의 바른 마음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209)
202) 近思錄 권8 ｢治體｣. “建立治綱 分正百職 順天時以制事 至於創制立度 盡天下之事者 治之法
也.” 이 구절은 이광호 역주. 2006. 근사록집해2. 아카넷, p.681의 번역을 인용하였다.
203) 법이 기강과 행정제도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법은 형정(刑政), 즉 사법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제도(institution)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법제로 번역한다.
204) 近思錄 권8 ｢治體｣. “爲政須要有綱紀文章 先有司 鄉官讀法 平價 謹權衡 皆不可闕也.”
205) 근사록 제 8권에서는 한당의 제도에 대해 논하면서, 한나라의 경우 큰 강령이 잘 시행되
었고 당은 세세한 제도들이 잘 작동했다고 지적하는데, 그 세목들이 각종 제도들에 해당된다.
근사록에서는 송(宋) 정부를 평가하면서 강령은 바르게 되었어도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近思錄 권8 ｢治體｣. “漢之治過於唐 漢大綱正 唐萬目舉 本朝大綱正
萬目亦未盡舉 ”; 註. “唐之治目 若世業 若府兵 若租庸調 若省府.”
206) 근사록에서는 한나라의 통치가 당나라보다 뛰어났던 이유를 삼강오륜이 제대로 구현되었
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근사록에 따르면 당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 없었는데, 그로 인하여 왕은 왕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했다. 이렇게 강상이 바
르지 않은 문제, 질서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당은 사회적 혼란과 국가가 취약해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近思錄 권8 ｢治體｣. “唐有天下 雖號治平 然亦有夷狄之風 三綱不正 無君臣
父子夫婦 其原始于太宗也 故其後世子弟皆不可使 君不君 臣不臣 故藩鎮不賓 權臣跋扈 陵夷有五
代之亂 漢之治過於唐 漢大綱正 唐萬目舉 本朝大綱正 萬目亦未盡舉.”; 註. “大綱謂綱常.”
207) 近思錄 권8 ｢治體｣. “治道 亦有從本而言 亦有從事而言.”
208) 近思錄 권8 ｢治體｣. “若從事而言 不救則已 若須救之 必須變 大變則大益 小變則小益.”; 近
思錄 권8 ｢治體｣ 註. “取事而言 則必有大更革 然後能求積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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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혁이 전면적이라면, 기존의 관습, 법제,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기가 위한 복잡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
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혁의 정당성이 충분히 설득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누적된 병폐를 개혁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
로 설명될 수 없다. 기존의 구습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
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로 인해 기존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사람들
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새
로운 법제가 기존의 제도보다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왕에게 심학
을 강조했던 것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성리학에서는 법제의 공정성을 그 법제를 제
시하는 왕의 공정성에서 찾았다. 이렇게 볼 때 근사록의 편자들이 치도를 논하면
서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도덕과 정치를 일치시키려는 태도를 전제한 것이 아니
라, 공동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정부와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리
고 새로운 법제를 확산시키고 실현하고자 하는 현명한 사대부들을 등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제도개혁은 비교적 적은 진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세채가 범학전편에서 상수학적으로 왕의 절대적인 위상을 설정한 것은 여
기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세채의 권위규정은 왕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구조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세채는 상수학적으로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연성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
명한다. 1694년(숙종 20) 6월 4일에 올린 차자 중 첫 번째 차자에서 당시를 대경
장, 즉 대변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왕의 마음이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10)
이는 근사록에서 말하는 치도, 즉 통치의 방법의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한 것이다.
만약 박세채가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한 것이라면, 그가 염두에 둔 것은 그 제도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라고 볼 수 있다.

209) 실제로 근사록에서는 임금의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대변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近
思錄 권8 ｢治體｣ 註. “論治本 則正君而國定矣 就事而言 則必有大更革 然後能求積弊 然要以格
君心爲本.”
210) 南溪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1. “然則爲殿下今日計 正宜因此大變革大更張之會 務
以所謂當理而無私心者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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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응의 황극개념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은 소론계 명가의 후손으로 영조대
부터 정조 초까지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한 학자관료이다. 서명응의 집안은 대표적인
경화사족으로, 그 아버지인 서종옥(徐宗玉, 1688-1745)은 영조대 호조판서였고, 동
생 서명선(徐命善, 1728-1791) 정조의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영의정까지 올랐
다.211)
서명응은 소옹 상수학에 기초한 선천학을 구축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소옹과
마찬가지로 서명응은 ｢하도｣와 복희선천팔괘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문을 체계화하였
다. 서명응에게 있어서 선천은 역사적으로 요순 이전의 시대로 복희부터 우임금까지
성왕(聖王)들이 하늘을 계승하여 통치의 기준을 제시한[繼天立極]의 시기를 의미한
다. 이봉호에 의하면 서명응의 학문이 선천학에 집중되어 있고 후천학에 대한 저술
은 거의 없는 이유는, 그가 후천이란 선천을 연구하면 저절로 연역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이봉호 2014, 106).
서명응이 남긴 홍범에 대한 저술은 보만재잉간(保晩齋剩簡)의 ｢홍범오전(洪
範五傳)｣과 보만재총서의 ｢상서일지(尙書逸旨)｣에 보인다. ｢홍범오전｣은 기자세가
(箕子世家)로부터 시작한다. 서명응은 기자가 은 멸망 이후 조선을 세우고 이룬 업
적, 기자조선이 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남아 있는 유적에 대해 서술한 뒤, 도통에 대
해 언급하는데, 서명응이 제시한 도통은 기존의 도통과 차이가 있다. 서명응은 명
홍무년간에 송렴(宋濂, 1310-1381)이 석전의(釋奠儀)를 찬하면서 복희, 신농, 황제,
요, 순, 우, 탕, 문왕, 기자, 무왕, 주공, 공자를 태학에 제사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다.212) 서명응에 따르면 기자는 단지 무왕에게 홍범을 전해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홍범전을 통해 ｢낙서｣의 학문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역의 ｢단전(彖傳)｣을
연구해 ｢하도｣의 학문을 도출해낸 지은 문왕의 아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
을 집대성한 공자에 비견된다.213)
211) 서명응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김문식(1999), 장원목(2003)을 참조할 것.
21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有明洪武年間 國子司業 宋濂撰釋奠儀有曰 罷七十子及鄭玄馬融等
従祀 以伏羲神農黄帝堯舜禹湯文王箕子武王周公孔子 祀於太學 其意以爲古者合國之子弟 使有道
徳者敎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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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한 서명응의 찬사는 그의 학문에서 ｢하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명응의 학문적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만재
총서는 선천역학, 즉 ｢하도｣의 원리에를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214)
서명응은 ｢보만재총서범례｣에서 이 체계가 의도적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특히 총 13
종의 저술로 구성되어 있는 보만재총서이 첫 번째 조목이 ｢선천사연(先天四演)｣
인 이유는 그 체계가 선천역학의 원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다.215) ｢선천사연｣은 현상[萬殊]을 통관하는 하나의 근본인 선천에 관한 책으로,216)
목차를 보면 선후천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하도｣를 언(言), 상(象), 수(數), 의(意)
에 따라 분석한다. 이는 서명응의 선천학에 있어서 ｢하도｣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도에 있어서 문왕과 기자의 기여가 동등하거나 기자가 더 높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기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
낙서｣는 일반적으로 우가 치수의 결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명응
이 기자가 ｢홍범｣으로 ｢낙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기자를 단순히 “전
달자”가 아닌 “제작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명응의 기자에 대한 의미부여는 일차적으로는 조선이 문명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며,217) 따라서 ｢홍범구주｣는 조선의 왕은 국가를 문명화하거
213)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且文王以易彖傳河圖之學 箕子以洪範傳洛書之學 由武王周公迄于孔
子集其大成 則箕子之統於道 不在文王下也.”
214) 서명응은 소옹의 선후천을 범주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만의 선천학을 구축한다. 서명응의 선
천학은 복희, 신농, 황제, 요, 순, 우가 주고받은 계천입극의 도를 기초로, 구고법과 천문학, 도
교의 수련이론까지 포괄한다. 이때 서명응이 그 체계 내에 후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하
도｣의 상수가 후천의 상수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로부터 복희팔괘의 제
도(諸圖)들이 나오며 ｢태극도｣와 ｢낙서｣도 연역된다. ｢하도｣는 기본적으로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상팔괘를 유추할 수도 있고, 오행을 도출해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봉호. 2014. ｢『중용경위』의 심법과 선후천의 법상｣동양고전연구
54, pp.107-109를 참조할 것.
215) 保晚齊叢書｢凡例｣. “古人編書 必有所以主宰綱紀之者 易之主宰綱紀 則陰陽是已 書文主宰綱
紀 則道一法是已 (중략) 是書凡十有三種 雖各自爲一書門戶殊別肰 皆以先天爲主宰綱紀 故以先天
四演冠於首.”
216) 保晚齊叢書｢凡例｣. “先天一本也 十有二種萬殊也.”
217) 서명응은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하고 팔조목을 제정하고 각종 문명을 전달
함으로써 조선의 풍속이 변화하면서 대동강은 황하에, 영명상은 숭산에 비유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기자조선이 문명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保晩齋剩簡｢
洪範五傳｣. “率中國五千人 詩書禮樂之文 醫巫卜筮之流 百工技藝之徒 皆従焉 都平壤穪爲後朝鮮
始至言語不通 譯而後知 乃經畫井田七十而助 衣冠悉同中國 教以農蠶織作 施八條之禁 曰相殺以
命償 曰相傷以穀償 (중략) 自是朝鮮之俗崇信義篤儒術 (중략)人民懽恱 以大同江比黄河 永明嶺比
崇山 作歌頌禱其君 後世冩之爲西京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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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무엇이 된다. 그리고 ｢홍범｣의 내에서 문명국
이 되기 위한 노력은 정치공동체의 안정, 사회질서의 확립, 공정한 법과 제도의 공
유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① 상수학적으로 규정된 황극의 중심성과 왕의 절대적 위상

서명응은 먼저 홍범구주를 읽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낙서｣의
원리에 있다. 이는 홍범과 ｢낙서｣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정한 것으로, ｢낙
서｣의 대대(待對), 유행(流行), 시중종(始中終)을 홍범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먼저 대대와 홍범의 관계를 살펴보자. 대대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서로 보
완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둘이라는 짝수를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도｣는
전체의 수가 10이고, ｢낙서｣는 전체 수가 9이기 때문에 ｢하도｣는 대대하지만 ｢낙서
｣는 대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명응은 ｢낙서｣
4 9 2
3
7
8 1 6

가 실제로는 10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218) 낙수의 중간의 5를 제외하고 보면 낙서의 배열은 다음 그림
과 같이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된다.

짝이 되는 두 수들을 더하면 10이라는 짝수가 되므로, 10은 ｢낙서｣와 동일한 수의
배열을 갖고 있는 홍범의 법칙이 된다.
수의 배열을 대대로 읽을 경우,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은 서로를 보완해
주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명응은 1오행은 세계의 시작으로, 9복극은 세계의
끝을 의미하므로 끝과 시작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고, 2오사는 하늘의 법칙을 공
부하는 것이고, 8서징은 이 법칙이 인간의 일에 드러난 효험이므로, 공부와 효험이
짝을 이루는 것이며, 3팔정과 7 계의는 서로 짝이 됨. 3팔정은 인간의 지혜이고 7계
의는 신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면 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간과 신이 서로 짝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4오기는 하늘에서 완성된 상징이
고, 6삼덕은 땅에서 완성된 성질이므로 상징과 성질이 짝을 이루는 것이다.219)
21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河圖有十 洛書無十 然洛書對待 實含十數 故北一對南九爲十 西南
二對東北八爲十 東三對西七爲十 東南四對西北六爲十.”
21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以五行 乃萬事萬物之所由始 而福極又人事氣運之所已終 終與始對
也 二五事與八庶徴相對 以五事乃天則之工夫 而庶徴又人事之效驗 工與效對也 三八政與七稽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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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운데 5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명응은 5가 유일하
5

게 무엇과도 대대하지 않으며, 자리를 비어 있다고 보고, 상으로 말
하면 “태극”이라고 주장한다. 5는 비어 있기 때문에 1과 9, 2와 8
등이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되어 짝을 이루게 된다.220) 홍범에서 5황

극은 8주(疇)의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전후의 여러 주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
어서 8주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221)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명응이 황극을 태극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서명응은 황극을 마음으로 해석하고 심
법으로 정치를 이해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그의 이러한 태도와 ｢하도｣, ｢낙서｣의 가
운데 5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홍범의 경우 5가 채워져 있지만, 이를 “비어 있음
[虛]”으로 해석하는 것은 황극이 왕을 표상한다고 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서명응이 유행으로 홍범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서명응은 ｢
하도｣는 왼쪽으로 돌아서 낳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반면(목→화→토→금→수) ｢낙서｣
는 기본적으로 대대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222)
홍범이 왕의 정치를 의미한다고 상정할 때, 그 운용원
리가 “이기 것”에 국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서명응은 서로 극(克)하는 가운데에 상생의 기미가 존
재한다고 상정한다.223) 그것은 낙서의 배열이 생수(生數)와
성수(成數)가 이웃해서 각기 오행을 완성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포착한 것이다.
[그림17]
오행상극도

6삼덕은 1오행의 완성이 된다. 오행이 뒤섞이고 엉겨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그 인간의 기질과 속습이 치우

對 以八政爲人謀 稽疑爲神謀 必人謀有未決然後 㫁之於神謀 人與神對也 四五紀與六三徳相對 以
五紀在天成象者 三徳在地成質者 象與質對也.”
22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於中五無與爲對 (중략) 而虗其中五之一以象太極 故洪範一五行與
九五福六極相對.”
221)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若皇極居八疇之中 而前後諸疇莫不統於皇極 故皇極可以順五行
可以敬五事 可以厚八政 可以協五紀 可以乂三徳 可以念庶徴 可以嚮五福威六極也.”
22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河圖左旋主生 對待主克 洛書右旋主克 比耦主生主克 故一六水右旋
克二七火 二七火右旋克 四九金 四九金右旋克三八木也 主生故一六比居於北 而一生水六成之 二
七比居於西 而二生火七成之 三八比居於東 而三生木八成之 四九比居於南 而四生金九成之.”
223)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於相克之中 有相生之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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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문제가 생기면 삼덕을 사용해서 편파성을 바로잡아 오행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오행은 인간의 편파적 기질을 상정하지 않지만, 그 작용의 결과로 발생
한 인간은 문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삼덕이라는 저울[權衡]으로 저울질해서 문제적
인 사람들을 이기고 다스려서 오행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1과 6의 유행
이다.224) 7계의는 2 오사의 완성으로, 오사가 군주가 감각과 사유를 통해 현상을 인
지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계의는 현상
의 변화에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판
단하고자 하는 것이다.225) 서명응은 그래서 계의를 오사의 통변(通變)이라고 말한
다.226) 8서징은 3팔정의 완성인데, 팔정은 실제 행정과 연관되며, 행정의 결과 성공
과 실패가 있게 된다. 그 성공과 실패는 재앙과 복으로 드러나므로 서징은 팔정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227) 9복극 역시 5오기의 완성으로, 일월성
신을 잘 관찰해 일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육극이 이르
게 된다.228)
이와 같이 보면 1과 6(水), 2와 7(火), 3과 8(木), 4와 9(金) 중 생수에 해당하
는 1, 2, 3, 4는 그 수가 의미하는 바의 이상적인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고, 성수에
해당하는 6, 7, 8, 9는 현실에서 그 이상적인 상태가 구현되지 못했을 경우나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5황극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상적인 상태에 가깝
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229)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의 기능은 “저울(權衡)”로 표현
된다. 왕은 습속과 기품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억누르고 권장하는 권력과 생살여
탈권을 사용한다.230) 홍범을 유행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24)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洪範六三徳爲一五行之成 以五行之雜糅凝聚 莫有著於人之氣質
世之俗尚 而其氣質俗尚或偏於剛或偏於柔者 必用三徳克之治之 以反五行之本 然是三徳卽五行之
權衡也.”
225)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七稽疑爲二五事之成以人君敬用五事 則於天下之萬理 可以沛然無疑
矣 然事變無窮 或有非人謀所能決者 則求諸卜筮以㫁其志.”
226)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是稽疑 卽五事之通變也.”
227) 保晩齋剩簡｢洪範五傳｣. “八庶徴爲三八政之成 以八政皆國家大事 凡有得失 輙見灾祥不徒爲
五事之休咎而已 是庶徴卽八政之考驗也.”
22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九福極爲四五紀之成 以日月星辰 章明順叙 則泰和肹蠁 五福畢至
俶擾錯亂 則時氣乖舛 六極備至 是福極卽五紀之要終也.”
22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若皇極居八疇之中 察五行以乂三徳 敬五事以明卜筮 厚八政以念
庶徴 協五紀以錫福除極 而前後諸疇 莫不因於皇極也.”
23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王者御世酬物 必當視習俗之不齊 氣禀之不一 抑揚與奪以爲治道
之權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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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홍범오전｣의 황극의 중심성

이렇게 볼 때 ｢홍범오전｣에서의 황극은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 황극을 제외한
모든 8주는 황극에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황극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인식가능하고
실천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황극의 주체성과 중요성은 홍범을 읽는 마지막 방식인 시, 중, 종에서 잘 드러
난다. 서명응은 황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낙서｣가 아닌 ｢하도｣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명응은 시간, 인간, 동물, 사건에는 모두 처음, 중간, 마
지막이 있다고 말하고231) 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중간, 마지막이 있다고 말한
다.232) 시중종을 말하기 위해서 ｢낙서｣가 아닌 ｢하도｣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처
음, 중간, 마지막에 해당되는 수가 애초에 1과 2, 5와 6, 9와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낙서｣의 수는 9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10을 도출해낼 수가 없
다. 따라서 ｢하도｣를 통해 ｢낙서｣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시, 중, 종을 말하는 것이다.
｢하도｣와 ｢낙서｣는 그 수가 각기 10과 9로, 수 자체만 보면 서로 교환불가능하
다. 박세채가 ｢하도｣의 음양을 서로 교차시켜 팔괘를 만들고, 팔괘의 배열을 ｢낙서｣
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도｣와 ｢낙서｣를 연결시킨다면, 서명응은 ｢낙서｣
가 ｢하도｣와 같은 원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수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하도｣
은 원으로, ｢낙서｣는 방형으로 이해되는데, 서명응은 ｢낙서｣에서 짝수를 뺀 홀수의
배열만 놓고 보면 원이 된다고 본다.233) 한편 ｢하도｣의 천수와 지수가 모두 시, 중,
종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서,234) 천수의 시, 중, 종들이 각각 짝이 되기 때문에 짝수
231)
232)
233)
234)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日有朝午暮 人有少壮老 物有首腹尾 事有始中終.”
“夫圖書之數何獨不然.”
“四正去其隅 非所謂體圓也乎.”
“天數始於一 地數始於二 爲二始 天數中於五 地數中於六 爲二中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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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징하는 방형과 연관되는데,235) ｢낙서｣가 방형을 그 기본적인 형태로 갖는 이
유는 모퉁이에 배열되어 있는 짝수들 때문이다.236)
9
3

2

4

8

6

7
1

여기까지 설명한 뒤 서명응은 ｢낙서｣의 시, 중, 종에 해당되는 1, 5, 9에 대해
설명한다. ｢하도｣와 ｢낙서｣의 연관성을 복잡하게 설명한다 해도, ｢낙서｣에는 짝수의
종에 해당되는 10이 없기 때문에 짝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서명응
이 궁극적으로 주목하고자 한 것은 홀수의 중수인 5이다.
9(終)
5(中)

｢홍범구주｣의 배열에서 1은 북쪽에 위치하며, 5는 가운
데에, 마지막 수인 9는 남쪽에 위치한다.237) 1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로서의 1은 모든 수의 유래이며, 1

1(始)

이 의미하는 오행은 모든 작용의 원인이 된다.238) 2오사
는 오행의 응결되어 형태와 몸이 된 것이고, 3팔정은 오

행이 뒤섞여서 일과 물이 된 것이고, 4오기는 오행의 운행이 역상(曆象)이 된 것이
고, 6삼덕은 오행의 맑고 탁함이 기질로 변화한 것이고, 7계의는 오행의 고요하고
움직임이 점으로 드러난 것이고, 8서징은 오행을 따르거나 어김이 재앙과 상서로움
으로 드러난 것이며, 9복극은 오행의 득실이 징험으로 드러난 것으로 종횡 상하가
모두 오행의 용이 된다.239)
이를 수의 차원에서 보면, 1에 1을 더해 2가 되고, 2를 더해 3이 되고 3을 더
해 4가 되고 4를 더해 5가 되고 10, 100, 1000, 10000이 모두 1에 기반하는 것처
럼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오행의 조합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240) 따라서
數終於九 地數終於十 爲二終.”
235)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皆兩其始中終 凡兩必耦 凡耦必方 非所謂用方也乎.”
236)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洛書體方而用圓 四正有其隅 非所謂軆方也乎.”
237)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一居北爲數之始 五居中爲數之中 九居南爲數之終 皆一其始中終 凡
一必竒 凡竒必圓 非所謂用圓也乎.”
23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洪範五行居初一之位者 以初一爲衆數之所由始 而五行亦爲衆用之
所由始.”
23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五事 乃五行之凝聚爲形身者 八政 乃五行之雜楺爲事物者 五紀
乃五行之運行爲暦象者 三徳 乃五行之粹駁爲氣質者 稽疑 乃五行之動静爲卜筮者 庶徴 乃五行之
順逆爲灾祥者 福極 乃五行之得失爲應驗者 縱横上下 無徃非五行之用.”
24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此卽洛書一與一爲二 與二爲三 與三爲四 與四爲五 雖至十百千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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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을 1에 배당한 것은 양자가 의미하는 바가 유비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오행이 객관세계의 구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황극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해서 작
동하게 만드는 주체이다. 황극은 가운데의 자리에서 5가 수들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주들의 근본이 된다.241) 서명응은 황극을 군주의 마음으로 푸는데, 천하만사는
군주의 마음에 달려 있어서, 군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치는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242) 여기에서 군주는 곤(鯤)과 같이 오행의 순서와 성질을 이해하지 못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禹)처럼 정확하게 오행의 순서와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존
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황극은 오행을 따라야 하고, 도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실
천해야 하고,243) 팔정은 후하게 해야 하고, 오기에 협력해야 하고, 삼덕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하고, 계의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고, 서징을 유념해야 하고, 오복과 육극
을 베풀 때는 권면과 위엄으로 해야 한다.244)

[표8] ｢홍범오전｣에서 오행의 작용과 심법적 태도

오

6삼덕: 오행의 맑고 탁함→기질

황

1오행:
2오사:
3팔정:
4오기:
6삼덕:

행

7계의: 오행의 동정→복서(卜筮)
8서징: 오행의 순과 역→재상

극

7계의: 명(明)

2오사: 오행의 응결→형체와 몸
3팔정: 오행의 뒤섞임→사물
4오기: 오행의 운행→역상

(災祥)
9복극: 오행의 득실→응험(應驗)

순(順)
경(敬)
후(厚)
협(協)
예(乂)

8서징: 염(念)
9복극: 향위(嚮威)

세계가 오행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여덟 개의 주가 오행의 작용결과라면, 순, 경,
후, 협, 예, 명, 향위는 황극이 세계를 인식하고 조절할 때 취해야 할 태도이다. 서명
응이 홍범구주를 오행과 황극을 중심으로 각각의 의미를 해석할 때 강조되는 것은

無不始於一者 故以五行配初一 而諸疇皆言用 五行獨不言用 以見諸疇之用 皆始於此也.”
241)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皇極居中五之位者 以中五爲衆數之所由本 而皇極亦爲諸疇之所由
本.”
24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皇極者 乃人君之心 天下萬事無一不本於人君之心.”
243) 오사(五事)는 신체의 기능으로부터 규범이 도출되어 도덕적 태도와 도덕에 대한 실천가능성
으로 연결되므로 이 글에서는 도덕이라고 번역한다.
244)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五行得皇極而順 五事得皇極而敬 八政得皇極而厚 五紀得皇極而
協 三徳得皇極而乂 稽疑得皇極而明 庶徴得皇極而念 五福六極得皇極而嚮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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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있어서 황극의 중요성이다. 황극의 개입에 의해 여덟 개의 주가 황극과 무관
한 객관세계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극의 판단과 실천에 의해 세계가 재조직되는 것은 질서의 재현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것은 9복극에 대한 서명응의 서술에서 유추할 수 있다. 서명응에게 복극
은 황극이 세계를 인식하여 조절한 방법에 따라 사회규범, 제도, 그리고 천문이 작
동하게 된다고 본다. 황극이 재현한 질서가 조화롭고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백
성들은 장수하고 복이 응하게 되는데, 요순의 시대가 그 예이다.245) 그 반대의 경우
재현된 질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어그러짐이 심하면 백성들은 요절하고 육극의 조응
이 되는데, 걸주의 시대가 그 예이다.246)
황극이 정치에 있어서 왕의 주체성과 절대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복극은
왕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정치의 결과로 제시된다. 오행-황극의 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황극은 세계의 유일한 재현자이지만, 오행-황극-복극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약 황극이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의 실패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관계에서 황극의 재현은 복극에 의해 그
방식이 제한되는데, 복극은 그 재현된 질서가 우주적 패턴, 즉 올바른 순서를 재현
하지 못할 경우를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복과 극을 함께 말한 것은 모든 일과 실천
에는 두 가지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7) 결
과를 염두에 둘 때 황극은 세계를 임의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현해서는
안된다.
대대, 유행, 시종중에 따른 홍범구주의 분류는 황극을 중심으로 앞의 4주를 왕
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로, 뒤의 4주를 왕의 표준의 결과로 보는
분류나, 1과 2, 3과 4, 5와 6, 7과 8주를 짝짓고 마지막 9주를 별도로 보는 분류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황극을 중심으로 전후 4주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는 구조상 황극이 강조되지만, 주로 2오사, 즉 도덕부분에 황극을 귀속시키

245)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至若五福六極 其人事之相因 氣化之相乗 五運六氣之推遷 極其調和
順適 則民躋於仁壽之域 而爲五福之應 如堯舜之世 是也.”
246)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人事之相因 氣化之相乗 五運六氣之推遷 極其乖舛拂戾 則民值乎札
瘥之氣 而爲六極之應 如桀紂之世 是也.”
247) 保晩齋剩簡｢洪範五傳｣. “盖至此則善惡之驗 判爲兩塗治亂之分 便成天壤 故以五福六極 係之
於終 而兩言其用 盖凡事莫不有兩於終 四徳之終 貞固爲兩四方之終 龜蛇爲兩四時之終 既成今嵗
之事 又始来嵗之事 亦爲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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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9주 중 앞의 8주를 둘씩 짝지어 분류한 체
계의 경우, 황극은 9주 안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지 못한다. 서명응의 유행에 따른 9
주의 분류는 사실 황극을 중심으로 전후 4주를 나누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전4주를
황극이 인식해야 하는 조건으로, 후4주를 황극에 의해 조절되고 제어되는 정치로 규
정함으로써 5황극의 중심적 위상과 기능을 명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서명응은 전4주를 생수(生數)로, 후4주를 성수(成數)로 나눈다. 이 분
류법은 ｢낙서｣의 생수와 성수의 분류방식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서명응은 단순히
8주를 생수와 성수의 관계로만 풀지 않고, 원회운세론과 연관시켜 해석한다. 1에서
4까지는 순수한 수이기 때문에 계지자선(繼之者善), 즉 진실되고 일정함[誠]이 유지
되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고 원회운세에서 보면 오회(午會) 이전으로 인간들이 순수
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권력이 왕에게 존재하는 시대와 일치한다.248) 반면 6에서 9
까지는 수에 있어서도 어지럽게 뒤섞인 성수(成數)로, 성지자성(成之者性), 즉 발생
한 개체들 간의 차이가 크고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오회 이후로 사람들이
편파적이고 권력이 왕에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다.249) 생수가 수가 일정하다는 것
은 1에서 4까지는 모두 오행, 오사, 팔정(팔정은 실질을 5로 해석한다), 오기 등 숫
자 5로 일정하다는 의미이고, 모든 일이 선하고 악이 없어 순수한 것이다.250) 성수
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그 수들이 3, 8, 7, 5로 복잡한데, 이는 일이 됨이 모두
선악 양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251)
서명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범구주를 분류한 뒤 이를 심법(心法)과 연관해서
해석한다. 생수에 해당하는 1에서 4는 마음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未發]를 의미하
며, 6에서 9는 마음이 발현된 상태[已發]를 의미한다. 5황극은 마음이 본성과 감정
을 통괄하는 것[心統性情]이 된다.252)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앞의 홍

248)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洛書 自一至四 在數爲生數之不雜 在氣化爲繼之者善純粹至美 在元
㑹爲午㑹以前剛柔不偏威福不下移.”
249)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自六至九 在數為成數之紛糅錯雜 在氣化爲成之者性清濁粹駁至不齊
焉 在元㑹爲午㑹以後剛柔多偏威福多下移.”
250) 保晩齋剩簡｢洪範五傳｣. “故洪範自一至四其爲數皆五 惟八政獨擧成數 然其實五而已 其爲事
皆有善無惡 極其純粹.”
251) 保晩齋剩簡｢洪範五傳｣. “自六至九其爲數三八七五至不整焉 其爲事皆善惡兩道至不純焉.”
252) 保晩齋剩簡｢洪範五傳｣. “今按九疇約之於心法 則自一至四此心未發之前 氣不用事 一性湛然
故四疇所言皆純一不雜 自六至九 此心既發之後 剛柔斯判善惡異應 故言剛柔於六 言福極於九 至
於皇極 乃心之統性情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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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구주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황극은 질서를 재현하는 적극적인 주체이자 왕으로 표
현되는데 반해 홍범구주를 심법으로 수렴하는 방식에서는 황극은 마음이 된다. 물론
앞에서도 황극은 “군주의 마음”으로 해석되었고, 마음은 판단과 실천의 주체이기 때
문에, 황극을 마음으로 번역해도 그 주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다면, 황극은 특히 2오사, 즉 도덕적 실천부분과
상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경우 심법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 황극과 대대,
유행, 시중종의 측면에서 규정된 황극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상서일지(尙書逸旨)｣에서 황극은 심법의 관점에서 서술되지만, 서명응은 황극
을 오사, 즉 도덕과 연결시키지 않고, 또한 마음에 대해 전통적인 성리학이나 주자
학적 해석을 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서명응에게 마음은 중심성이라는 위치가 중요
하며, 그 위치 때문에 생기는 감응(resonance)이 강조된다. 서명응은 마음을 본성과
의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고, 중간이라는 마음이 갖는 위치와 작용[用]에 초점을 맞
춰 설명한다.
서명응은 군주의 마음을 본체[體]와 작용[用]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군주 마음
의 본체는 편파적이지 않고 무리짓기를 하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고,253) 그
작용은 “계획하고 실천하고 준수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이다.254) 군주 마음의 체용
은 중심축[關軸]이 되어서 아래 위와 전후의 여덟 주를 포괄한다.255) 이를 이미지
화[象]하면 중심성으로 드러난다.

상으로 보면, 중국은 천하의 중심에 있고 수도는 중국의 중심에 있고 왕궁은 수도의
중심에 있고 군주는 왕궁의 중심에 있고 군주의 마음은 또한 군주 몸의 중심에 있
다. 궁중의 사람들이 사면에서 군주를 둘러싸고 향하여서 군주 마음의 작용을 보고
서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수도의 사람들이 왕궁을 둘러싸고 향하여 군주의
마음작용을 보고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중국의 사람들이 사면에서 수도를 둘
러싸고 향하여 군주마음의 작용을 보고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천하의 사람들
이 사면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향하여 군주마음의 작용을 보고서 나아가고 머무름을
결정한다. 마치 옥극(屋極)이 마룻대와 추녀끝, 당실(堂室)의 가운데 있고, 마룻대와
추녀끝, 당실이 옥극으로 모이는 것과 같고, 태극이 음양과 강유의 가운데 있고, 음
253) 保晩齋叢書｢尙書逸旨｣. “無偏無陂無黨蕩蕩平平 皆君心之體也”
254)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有猷有爲有守及有能有爲 皆君心之用也.”
255) 保晩齋叢書｢尙書逸旨｣. “君心之體用 爲上下關軸之所包 上下關軸爲前後八疇之所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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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강유가 태극을 중심점[樞紐]로 삼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256)

왕이 상하의 인간들과 전후의 여덟 주를 왕이 모두 포괄한다는 것과, 세계의 중
심에서 마음의 작용을 통해 세계를 통괄한다는 것은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모두 왕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명응의 설명은 왕은 세계에서 유일하
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서명응은 왕의 절대성을 공정성과 연관시킴으로써 제한하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
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정성과 관계되어 언급되는 심법이 무엇인지가 분
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명응이 말하는 심법이 어떤 개념들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자. 서명응은
“군주 마음의 본체는 편파적이지 않고 무리짓기를 하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
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이를 “군주의 심법”이라고 부연한다.257) 여기에서 편파성은
사(私)를 의미하며, 인욕이다. 서명응에 의하면 인욕이 문제인 것은 사람마다 욕망하
는 것이 달라서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공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258) 반면 왕이 제시한 기준[義]와 방법[道, 路]는 하나로, 공적이며 넓고
예외[委折]가 없다.259) 서명응은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호오라고 말한다.
호오(好惡)와 연관시켜 설명하지만, 박세채가 호오를 인(仁)으로 해석했던 것과 달리
대학(大學)｢성의(誠意)｣장과 연관시킨다.
대학｢성의｣장의 핵심주제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의 호오는 논어｢이인｣편의 호오와 다르
다. 논어｢이인｣편은 호오에 있어서 “인자”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논어 텍스트
안에서 인자란 타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260) 그런데 대학
256) 保晩齋叢書｢尙書逸旨｣. “凡以象中國在天下之中 邦畿在中國之中 王宫在邦畿之中 人君在王
宫之中 而君心又在君身之中 宫中之人 四面環向於君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邦畿之人 四面環
向於王宫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中國之人 四靣環向於邦畿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天下之
人 四面環嚮於中國 視君心之用 而爲之趣舎焉 如屋極中于棟宇堂室 棟宇堂室莫不輻輳于屋極 太
極中于隂陽剛柔 隂陽剛柔莫不樞紐于太極.”
257) 保晩齋叢書｢尙書逸旨｣. “…皇極之體 乃人君之心法.”
258)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曰偏曰陂曰黨曰反曰側 何其名之不一乎 私卽人欲 千塗萬轍如人人
各異其面也.”
259)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曰王之義 曰王之道 曰王之路 何其言之反復一轍乎 公卽天理 坦夷
寬廣 無有許多委折也.”
260) 論語集註｢里仁｣. “程子曰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論語集註｢雍也｣. “仁者 以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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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장의 호오는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호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261) 하는 호오이다. 논어의 호오가 나와 타인의 관계가 전
제된 말인 반면 대학｢성의｣장의 호오의 주체는 군자이지만, 이 군자는 자기 수양
의 첫 번째 단계인 성의(誠意)의 방법인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기를 실천해야 하
는 존재로,262) 이 단계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악
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편파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오행과 9복극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고 보면 서명응이 생각
하는 황극, 즉 왕은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심지어 서명응은 유황작극(惟皇作極)
을 “오직 왕만이 표준을 세운다”라는 해석에서 더 나아가 “군주가 스스로 그 표준
을 세운다”고 말한다.263) 그러나 동시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왕이 제시한 표준
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치공동체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서명응의 논리에
서 정치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왕에게 귀속된다.264) 기본적으로 서
명응이 왕의 절대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이유는 질서의 재현과 해석이 하나의 원천
으로부터 나와야 하며,265) 그럴 때에만 왕에 의해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통제가 되
어 질서정연하게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266)

萬物爲一體 莫非己也.”
261) 大學章句｢誠意｣.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愼其獨
也.”
262) 大學章句｢誠意｣. “誠其意者自修之首也 (중략) 言欲自修者知爲善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
禁止其自欺 使其惡惡則如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快去而求必得之 以自快足於己 不可徒苟且
以徇外而爲人也.”
263)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惟皇作極者 君之所以自建其極也.”
264)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惟公與私 豈在下之人所使然㢤 比之於表君猶圭 而民猶影比之於水
君其源而民其流 源淸則流潔 圭端則影正 故欲人君以至公無私之道 臨之使天下之爲臣爲民者 消其
狹陋之質忘其偏側之心 以卒歸於廣大公平之域 此無有滛朋 無有比徳 所以爲皇極之應也歟.”
265) 保晩齋叢書｢尙書逸旨｣. “臣庶之衆千萬人 各自千萬心千萬心 各自千萬岐 雖欲納民生於軌 則
一天下於同道 以致五福之應 亦將何所得哉 故皇極一疇上言 民無有滛朋 人無有比徳 而結之以 惟
皇作極下言 民之有爲有守 人之有能有爲 而終之以蕩蕩平平 會極歸極 盖欲人君以天地日月之心
立表準於上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萬民 使天下之人民 皆有廣大公平之心 以歸于吾之極也.”
266) 保晩齋叢書｢尙書逸旨｣. “盖王者御世酬物 必當視習俗之不齊 氣禀之不一 抑揚與奪以爲治道
之權衡 不然而欲以藥石之攻 代梁肉之治 優㳺之工矯 褊駁之質 則施非其冝鮮能有效矣 福卽爵祿
慶賞是也 威卽刑罰懲討是也 玉食凡車輿冕服 所以示上下名分之類 皆是也.”;保晩齋叢書｢尙書逸
旨｣. “大抵三徳之治人 乃是權柄不下 治機在上 故欲人君審時識勢 以爲之操縱焉耳 其或不幸 而值
委靡衰弱之世 強臣在朝 主勢孤弱 則旣不可剛克以召亂 又不可柔克以致侮 故此疇前一半之後不可
無 後一半而前一半如枰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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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왕의 해석과 재현이 공동체를 복된 상태로 이끌고 그렇지 못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 왕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결되
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시 서명응에게 있어서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 하나는 왕의 해석과 재현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시
대적 맥락 때문에─성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기수(氣數)” 때문에─ 통치가 실패할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서명
응의 왕에 대한 묘사 기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가 본성, 마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② 상수학적 심법규정과 기계론적 왕권

마음과 변화에 대한 서명응의 이해가 담겨 있는 텍스트는 ｢선천사연(先天四演)｣
이다.267) ｢선천사연｣은 서양의 천문학과 동양의 상수학이 결합된 독특한 저술로 평
가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음에 대한 저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천사
연｣에서 드러나는 서명응의 문제의식은 객관세계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선천사연｣을 관통하는 큰 주제어가 중(中)과 심법(心法), 그리고 변화[變]이기 때문
이다. 또 하나, ｢선천사연｣은 서명응의 홍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텍
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서술은 홍범 황극
에 대해 서명응이 설명한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주자학은 본성과 마음의 관계설정을 통해 마음의 자율성을 제어하고자 한다. 주
희는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사람과 물이 태어남에 각각 부여받은 바의 리를 얻
어서 건순(健順)과 오상(五常)의 덕을 삼는데, 이것이 본성이다. (중략) 사람과 물이
각각 그 본성의 자연을 따르면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각각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도”라고 말하고 인간의 본성을 인의예지(仁

267) ｢선천사연｣은 보만재총서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다. 이 총서의 체계에 대한 설명은 ｢보
만재총서범례(保晩齋叢書範例)｣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보만재총서는 선천역학의 원리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총 13종의 저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술에 해당되
는 ｢선천사연｣이 나머지 12종의 저술을 주재하는 의미를 담아 목차를 구성했다. 서명응은 이
러한 의도적 배치를 일본만수(一本萬殊)에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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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禮智) 즉, 도덕과 직결시킨다. 그러나 서명응은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관점에서 설
명하지 않는다. 서명응에게 인간의 본성은 수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는, 즉, 수이
기 때문에 일정함을 유지하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다음은 서명
응이 ｢선천사연｣에서 서명응이 본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대체로 역수는 혹은 묶고[約] 혹은 총괄하여 움직이면서 서로 부합되고 은미함과 현
저함이 서로 일치하고 표리가 일관되기 때문에 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상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효 64괘에서는 8괘의 이름이 모두 변했지만 8순괘(純卦)는 각
기 본래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생겨나는 수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조화가 수
가 될 때 완전히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극한 일정함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命) 이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도 다만 이 수 때문이고, 본성이 일정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단지 이 수 때문이다. 세(世)와 운(運)의 오르내림과 인간사가 옮겨 바뀌
어감[推遷]도 다만 이 수 때문이다. 이 수 외에 남는 수는 없다.268)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명응이 본성의 일정성을 수의 일정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패턴, 즉 규칙성
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명응이 8괘를 8순괘로 명명하고 각기 본래의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한 것은 8괘는 이미 태극에서 음양이 분화되고 다시 사상(四象)과 팔
괘로 변화한 것인데, 8괘까지의 변화를 변화패턴의 기본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8괘가 64괘가 되고 다시 4096으로 확장되어 나가 완전히 변화해도 8괘의 일
정함은 유지된다.269) 서명응은 본성을 규정하지 않고 본성이 일정한 것을 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본성을 무엇이라고 보는 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세와 운, 그리고 인간사는 일정함
[常]과 변화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성의 수를 파악

268) 保晩齋叢書｢先天四演｣次序數箋. “大抵易數 或約或總 動相符合 微顯一致 表裏一貫 而數之
所在 象亦隨焉 故上爻六十四卦 雖盡變八卦之名 然八純卦各居本位 不改生出之數 可見造化爲數
至變之中 有至常者存焉 至雜之中 有至一者存焉 命之所以流行而不已 只是此數 性之所以一定而
不易只是此數 以至世運之升降 人事之推遷 亦只是此數 此數之外 無餘數也.”
269) 소옹과 채침의 상수학은 모두 세계를 수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발생한 사와 물들을 수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64괘로 8괘로 수렴될 수 있다는 사고는 채침처럼 많은
사물들을 5개로 분류할 수 있다거나 소옹처럼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수비학적 카테
고리화와 연관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서명응의 발언은 변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사물이 출
현하더라도 결국 8순괘, 즉 8개의 카테고리로 수렴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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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면, 세와 운으로 표현되는 장기적인 시공간과 인간사로 표현되는 단기간
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선천사연｣에서 본성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규정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심법(心法)이라고 표현된 무엇이다. 이봉호(2014, 110)에
의하면 서명응은 심법이 성왕들이 주고받은 계천입극의 도이자, 중용장구에서 말
하는 공자 문하에서 전수한 심법이기도 하며, 서경에 등장하는 정일집중(精一執
中)을 의미한다고 나열한 뒤, 이를 소옹의 심법과 동일한 것으로 수렴한다.
소옹의 심법이 선천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천학에 대한 정의가 심법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서명응이 선천학을 설명할 때의 핵심은 중(中) 개념인데, 그에게
중은 마음을 의미한다.270) 마음이 중이라면, 심법은 무엇인가? 서명응의 심법에 대
한 독특한 설명은 하도의전(河圖意箋)에서 나온다. 서명응은 의(意)를 음자와 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의는 마음이 맹동(萌動)해서 마치 음성이 안에
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71)

하도의 사방 수들

의 변동과 이합에는 각각 의가 존재하는데,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중앙의 10음수
와 5양수이다. 그 주재성은 리(理)로 보면 태극(太極), 기(氣)로 보면 중토(中土), 하
늘에서는 북극(北極), 인간에게는 심법(心法)에 비유할 수 있는데, 태극, 중토, 북극,
심법은 모두 가운데에 존재하면서 밖을 제어한다.272) 서명응은 태극, 중토, 북극, 심
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지 않음이 없는 것 같은 것이며, 그
것이 의(意)의 의미라고 본다.273)
앞서서 언급한 주희의 태극, 황극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태극은 인극, 황극과
연관되며, 옥극, 북극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닌 피라미드
형태의 꼭짓점에 위치해서 사방을 통관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 한
편 인간의 극에 해당되는 인극은 성인이 인간의 본성, 즉 인의예지를 이해해서 재현
한 사회질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극이 중토, 북극, 심법에 비유된다
는 것은 태극, 중토, 북극, 심법의 중심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0) 皇極經世書｢觀物外篇｣. “…先天之學 要皆聖人之心法 按其方圓二圖 皆與河圖五十居中 虛含
四生四成 而各因之以起數者相推 (중략) 中以宅心生極 法貫于一 起乎中者 生乎心者也.”
271)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意者從音從心 言其中心萌動 如音聲之蔵中形外也”
272)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河圖之四方諸數 變動離合 固各有意存焉 而其中央之十陰
五陽 或縱橫參列四指四向 或對待偶列周遭均布 以理則太極 以氣則中土 以天則北極 以人則心法.”
273)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 皆居中制外 無在而無不在 卽所謂意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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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邵子: 소옹)는 “선천학은 심법이다. 모두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인
간과 물도 천지를 법칙으로 삼는다. 건(乾)과 곤(坤)으로 밖을 둘러싸고 진(震)과 손
(巽)이 가운데 위치해서 변화하는 법은 중으로부터 일어나 품부받고 화생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물의 형체가 외부를 감싸서 견실하게 되는 것은
건과 곤이 밖을 둘러싸는 것과 같고, 마음과 뜻이 중에 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진과
손이 가운데 거하여 변화하는 것과 같다. 대개 이 진과 손이 중에 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마음과 뜻이 부여되어 중에 거하여 처음과 끝이 모두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본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이고, 이 마음의 작용을 오묘하게
하는 것 역시 중일뿐이다.274)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심법은 천지를 법칙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천지의 기
능이 생생(生生), 즉 낳고 낳는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이 천지를 법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변화를 그 법칙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된다. 건과 곤이 외부를 감싸는 것과 같
이 인간의 형체가 견실, 즉 고정된다는 것은 변화란 인간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마음과 뜻이 중에 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곧 변화란
인간 내부의 중앙에 존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응은 심
법을 변화에 연관된 것이라고 보면서도 심법의 중심성을 설정함으로써 그 변화를
예측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다음의 그림은 중심에 진괘와 손괘를 위치시키고 가장
바깥에 건괘와 손괘를 위치시킨 것이다. 건곤,
진손이 인간의 신체와 마음의 관계에 대한 비유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변화에 연관된 마음이
어떻게 고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손진항익도(巽震恒益圖)｣275)로,
진괘, 손괘, 항괘, 익괘가 중심에 위치해 변화를
[그림19] 손진항익도(巽震恒益圖)

일으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274) 保晩齋叢書｢先天四演｣ “次序意箋 故邵子曰 先天學心法也 皆從中起也 至於人物則天地 又以
此乾坤包外 震㢲居中 變化之法 象從中而起賦與化生 故人物形體包外 而堅實者 乾坤之包外也 心
意居中而變化者 震㢲之居中變化也 盖惟此震㢲之居中變化者 賦心意而居中 始終皆位於中 故存此
心之體 惟曰中而已 妙此心之用 亦惟曰中而已.”
275) 이 그림은 맹천술. 1987. 역리의 새로운 해석. 맹천술선생 화갑기념 준비위원회,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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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8순괘, 즉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괘는 마름모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
다. 이를 좌표로 표현하면, y축의 고정된 점들로 표현될 수 있다. 사와 물들은 리
(離), 태(泰), 손(損), 기제(旣濟), 익(益), 항(恒), 미제(未濟), 함(咸), 비(否), 감(坎)괘
로 구성되어 있는 x축과 8순괘가 배열되어 있는 y축 사이에서 위치를 갖고 등장한
다.276)
｢손익항진도｣가 변화를 구조화해서 보여줌으로써 변화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한다면, 서명응은 이러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주역의 대연수(大衍數)
를 끌어들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서명응이 인간의 마
음을 어떻게 사유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한다.
서명응은 중의 문제로 돌아가 ｢하도｣의 중앙 5생수와 10성수를 곱해 50을 구
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50은 바로 주역의 대연수 50을 의미한다. 서명응은 시
초법을 치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한 뒤 점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여 수많은 변화
를 제어하고 또 천하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있다고 말한다.277) 즉, 서명응은 변화
를 구조로 제시함으로써 변화가 등장할 수 있는 범주(乾坤)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는 고정된 기준점(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초법을 제
안함으로써 마음의 역량을 고정시킨다. 즉, 마음은 인간의 가운데에서 세계를 인식
하고 해석하며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그 인식과 해석은 고정된 구조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명응이 점이 인간의 마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마음이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미래의 실천과 행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변화의 패턴이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인간의 마음은 미래를 정확하
게 예측함으로써 행동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즉, 서명응에게 심법이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행동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명응은 심법을
중(中)으로, 중을 태극과 동의어로 규정한 것이며, 이를 확장해 하도(중궁, 상수)와
주역(효위)과 연결시킨 뒤, 자사(子思)가 중용을 지은 이유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276) 이러한 배열은 소옹의 반관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277)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伏羲成卦之後 未知生卦 用卦之法 默觀河圖 中央十成數
合四方之四十數 則爲五十 此四象兩儀 所以經緯乎萬化也 五生數 乗中央之十成數 則亦爲五十 此
太極所以樞紐乎兩儀四象也 表裏相衘 精粗一貫 造化之妙於斯盡之 故伏羲擇於植物之中 必得其一
根 百莖之蓍草 其一半五十莖 則象中十含四方之五十數 而截去不用 其一半五十莖 則象中五乗中
十之五十數 而用以求 卦 掛一太極也 分二兩儀也 揲四四象也 得竒得偶四象 又生兩儀也 如是變
動推遷 隨其所値之卦爻 或吉或凶或悔或吝 莫不神易之用 以擬人心 制天下之萬變 盡天下之萬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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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기까지 한다.278)
서명응이 태극, 중에 해당되는 것을 마음, 즉 심이라고 하지 않고 심법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서명응에게 있어서 태극과 중은 주희가 규정한 기준
이 아니라 법칙이다. 법칙에 조응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 마음의 법칙, 즉 심법이다.
서명응은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것은 상(象)이고 다른 것은 정(情)이기 때문에, 하늘
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은 공통된 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
하는데,279) 이는 서명응이 감응을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추론하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태극, 중, 심법은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서로 감응하며, 동일한 법칙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정, 즉 변화를 조율해서 일치시킬 수 있다 .
이 문제를 다시 황극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해진다. 홍범구
주 속에서 황극, 즉 왕의 마음은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현상을 조절해서 정치공동체
의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의 판단과 실천이 미래와 연
관된 것이고, 왕의 통치가 실패해서는 안된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왕의 자의적인
판단보다 점이 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명응에게 있어서 마음은 점으로 대
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명응이 심법을 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왕의 판단의 정확함과 나아가 왕의 통치의 성공을 중요하게 인식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명응의 논리에서 보면 통상적인 심법에 대한
해석, 즉 도덕적 차원에서 심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왕
권에 대한 서명응의 이해가 통상적인 성리학적 관점과 달랐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78) 保晩齋叢書｢先天四演｣河圖意箋. “心之法中 中者太極 太極之位中 故五性信爲中 五行土爲中
五音宫爲中 五色黄爲中 五味甘爲中 天下之萬性實於信 天下之萬形冲於土 天下之萬聲始於宫 天
下之萬彩章於黄 天下之萬食和於甘 中宫九六 加之于四外 所生六十四卦 周流變動 以斷爻位之吉
凶 而盖無論陽卦陰卦 皆以得中爲吉 夫何故 中宫九六 以至中之象數居至中之爻位 猶聖人以天下
之達德 行天下之達道也 子思之作中庸 只是推演此理.”
279) 保晩齋叢書｢尙書逸旨｣. “曰天人之不同者情也 所同者象也 以象類求之知天之有怒 亦由人之
有怒也 今有人於此怒甚盛 則性情思慮 皆不得其正 是何爲而然耶 以其心中五氣動盪汩亂 不能循
其本然 故也 方鯀之湮洪水造化閼於上 土性失於下 農不得耕 婦不得織 冶不得鎔 陶不得搏埴 六
府三事 皆不允治 此非五氣動盪汩亂於天圓之中乎 五氣動盪汩亂於天圓之中 非天之怒乎 故求諸所
同之象 而其不同之情 因可以類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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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에 근거한 권위의 정당화와 권력규정
박세채와 서명응이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정당화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윤휴와 황경원은 도덕적 차원에서 심법을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1) 윤휴의 황극개념: 절대적인 제도와 왕의 의미의 재규정
윤휴는 일반적으로 왕권과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을 전개한 인물로 알
려져 있다.280) 윤휴는 다른 경전 해석이나 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례연구와 마
찬가지로 홍범해석에서도 주희나 채침의 홍범설과 달리 왕의 수신을 강조하는 대신
강한 왕권을 주장했고, 강한 왕권의 주장을 개혁의 토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인식
된다(김성윤 1999; 정호훈 2003). 윤휴가 왕의 특수한 지위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
지만, 그것이 왕의 자의적인 권력사용을 긍정한 것인지 아니면 권위를 강조하기 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윤휴의 홍범
구주에 대한 설명은 사실 주희와 채침의 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고
증보다는 언어에 대한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도덕적 해석을 중심으로 주석을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휴가 서경에 대한 주석을 달 때 가장 많이 참고한 학자
들은 주희, 채침, 김인산(金仁山)이다.281)
윤휴의 홍범에 대한 사유가 잘 드러나 있는 글은 백호전서 41권 ｢홍범경전통
의(洪範經傳通義)｣이다. ｢홍범경전통의｣는 윤휴가 경전들을 읽고 그에 대해 기록한
독서기(讀書記) ｢독상서(讀尙書)｣에 포함되어 있으며,282) 1642년(인조20)에 작성
280) 왕권강화론자로서의 윤휴를 특히 부각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윤. 1999. ｢백호 윤휴의
홍범관 연구｣역사와 현실 34; 정호훈. 1994. ｢白湖 윤휴의 現實認識과 君權强化論｣학림
제16권; 정호훈. 1995. ｢尹鐫의 經學思想과 國家權力强化論｣한국사연구. 제89권; 정호훈.
2003. ｢尹鑴의 政治理念과 富國强兵策｣민족문화 제26권; 정호훈. 2004.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17세기 북인계남인을 중심으로-. 혜안; 정호훈. 2005. ｢17세기 체제 개혁론의 전개와
『주례(周禮)』｣한국실학연구 10. 이 연구들은 윤휴의 정치이념과 정치론은 주자학을 존숭했
던 노론들과 차이가 있었으며, 왕의 결단을 중시했다고 주장한다.
281) 김성윤은 윤휴의 서경이해에서 주희, 채침, 김인산 등의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데(김성
윤 1999, 130-137), 사실 김인산은 윤휴가 학설을 구성하는데 참고한 주요 학자이다. 윤휴와
주희, 채침, 김인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만일(2007) 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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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서기를 1662년(현종3)에 약간 부연하였다. 이 글은 말 그대로 독서기이기 때
문에 범학전편이나 홍범연의와 같은 책들처럼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글
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범경전통의｣에는 기자고사나 홍범과 낙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윤휴가 홍범과 기자, 낙서의 연관성에 관심이 없어서
가 아니라 이 텍스트의 성격이 서경을 읽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거
나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283) 이 글은 홍범구주에 대한 개요, 각 주에 대한 설
명, 그리고 윤휴의 설명에 대한 문답형식의 부연, 그리고 20년 후에 덧붙인 설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윤휴의 홍범구주에 대한 해석의 특징은 그 해석이 상수학적이기보다는 윤리적
이라는 점이다. 윤휴는 홍범구주를 하늘과 인간을 함께 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284)
실제 홍범구주의 제 1주인 오행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1642년까지의 글을
보면 “구봉(九峯)선생의 ｢홍범전｣ 뒤에 쓴다(書九峯先生洪範傳後)”라는 문장이 나오
는데, 여기에서 구봉선생은 채침을 말하며 ｢홍범전｣은 채침이 서경에 붙인 주석을
의미한다. 1662년의 설명부분에 유향(劉向)의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과 채침의 
홍범황극내편이 모두 홍범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이나285)
오행에 대한 설명을 부연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수준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전
개되는 것이나, 채침 상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의(稽疑)에 대해 윤휴는 사
람의 지식의 유한성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있다거나, 주희나 김인산이 다 논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286) 윤휴가 홍범해석을 함에 있어 상수학을 크게 중요
282) 윤휴는 ｢독상서｣에서 서경 58편 중 23편에 대해 주석을 붙였다. 김만일(2007, 70)에 따
르면 윤휴의 독상서는 조선시대 상서주석서 중에서는 비교적 그 양이 많은 편인데, 그 이유
는 어구해석, 지리, 역사 등에 대한 고증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283) 윤휴의 홍범과 낙서의 관계는 백호전서35권의 도상들에서 발견되는데, ｢우칙낙서작범도
(禹則洛書作範圖)｣, ｢기자서주도(箕子序疇圖)｣, ｢우서이륜지도(禹敍彜倫之圖)｣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한편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을 전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백호전서 1권의 ｢조기자부(吊箕子
賦)｣에 서술되어 있다.
284)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九疇者 合天與人以爲言者也 惟天制物 惟聖承天 以人合天
以心制事道在是矣.”
285)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然五行有傳(洪範五行傳)則其所以考祥徴異者詳矣 而非以探
淵源而出治道也 皇極有數則(皇極內篇)其所以極數占事者深矣 而又非以貫本末而立大經也.”
286)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 蓋天下之事理 有所不可側 心有所不能知 一人之知識有限
也 有心之謀 或不能無適莫之私也 苟非明目達聰以考乎天下之公議 極數觀變以決乎爻象之貞朕 則
固無以開物成務定天下之吉凶也.” ; “曰然則子之所謂推其數 究其所未發者 又奚謂哉 曰此朱夫子
所謂茫眇微昧 不可得而知者 胡可驟而言哉 抑朱子之訓 仁山之説旣已備矣 竊嘗因其意而推之 蓋
禹之叙範 雖因人事實稽天地故其以協之於龜文也.” 윤휴는 계의의 수에 대해서는 양수와 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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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지 않았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휴가 상수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윤휴는 상
당히 어린 시절부터 소옹의 상수학에 관심을 두었던 듯하다. 윤휴의 행장에는 그가
13세 이전에 소옹의 황극경세서에 관심을 두었으며, 탄옹(炭翁) 권시(權諰,
1604-1672)가 감탄하며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서술하고 있다.287) 권시가 어
린 아이에게 스승이라고 불렀다는 고사는 과장일 가능성이 크지만, 윤휴가 어린 나
이임에도 어느 정도 상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을 듯하다.
채침의 홍범황극내편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분류와 미래에 대한 예측, 즉 변
화의 패턴을 상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윤휴는 실제로 홍범 해
석에 있어서 상수학은 물론이고 변화의 원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윤휴는 홍범구주를 심법에 토대를 두고 설명해나간다. 여기에서 심법은 소옹의
심법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자세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 윤휴는 홍범구주의 내용
그 자체보다 구주를 수식하고 있는 경(敬, 敬用五事), 농(農, 農用八政), 협(協, 協用
五紀), 건(建, 建用皇極), 예(乂, 乂用三德), 명(明, 明用稽疑). 염(念, 念用庶徴), 향
(嚮, 嚮用五福), 위(威, 威用六極)을 심법(心法)으로 보고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윤휴는 채침의 경과 농을 자신의 경과 농 개념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채침이 경과
농을 수신과 경제의 조목으로, 오사와 팔정을 그 방법으로 보는 것과 반대로 경과
농을 방법으로, 오사와 팔정을 조목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를 경과
농이 일을 바르게 하고 정사를 세우는 심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88) 채침과 같
이 볼 경우 홍범은 일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심법을 위주로 보아야만 성인이 세
상을 경영하고 도덕을 펼치는 법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289)
정(正)과 편(偏) 정도로만 논의한다(統也 體也 經也 本也 常也 得乎陽位 而終乎陽數 紀也 用也
權也 末也 變也 據乎陰位 而窮乎陰數 此則龜文陰陽之理 徧正之體然也 一三九七五 陽也 正也
二四六八 隂也 偏也).
287) 白湖全書 부록 2 ｢行狀｣. “公在三山 一日以皇極經世書 請學于僉樞公 公言世無解是書者 又
非小子之可學也 (중략) 公兀然危坐 對皇極經世書 俯而讀 仰而思 不知窓外之有跫音矣. (중략) 時
炭翁權公諰往拜僉樞公 僉樞公言吾外孫有如此兒者 具以是道之 權公請與相見 與之論難奧義 起而
拜之曰 子吾之師也 非吾之友也.”
288)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蓋嘗竊考仲黙之説則以若敬若農者爲 誠身厚生之目而五事
若八政者即所以爲誠身厚生之具也 若某之説則謂五事若八政者只是九類之目而若敬若農者實所以用
是類而弘是道者云耳 推之九類 莫不皆然 然則五事事也 八政政也 曰敬曰農者乃聖人所以正事立政
之心法也.”
289)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愚故曰以人合天 以心制事 道在是矣 由前之説則範者有其
事而無其法 無以發聖人弘道之意由後之説則本其事而存其法 實有以見聖人經世叙倫之大法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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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에 대한 강조는 오사(五事)와 더불어 성왕들의 덕─요의 흠(欽), 순의 공
(恭)과 우의 지덕(祗德)과 탕의 무덕(懋德)─을 왕의 표준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학인된다.290) 흠, 공, 지덕, 무덕은 왕들이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 개념들이 드러내듯이 두려워하고 공손한 태
도, 즉 반성적 태도가 왕이 통치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만약 왕이
심법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면, 이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윤휴는 세계의 중심에서
황극이 서면 질서가 확정되고 시공간이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291) 또한 사람들은 이에 위엄을 느끼고 모방해서 따라 하기 때문에 마치 북
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 듯 국가 역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된다.292)
항상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윤휴가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
는 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휴는 심법 자체 뿐만 아니라 통치에 있어서 도
덕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서이륜지도(禹敍彛倫之圖)｣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윤휴는 ｢우서이륜지도｣에서 도덕과 홍범구주의 관계를 설명한다. 다음은
｢우서이륜지도｣의 전문이다.

하늘이 내려준 오상(五常)은 백성들의 근본 윤리이다. 무왕이 말한 이륜도 바로 이것
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기자가 말한 홍범도 바로 이를 순서대로 펼쳐 밝힌 것이다.
하늘이 명한 항성(恒性)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 의, 예, 지, 신이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도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자ㆍ군신ㆍ부부ㆍ장유ㆍ붕우(관계가 그것)이
다. 인은 부자 사이에서 행해지고, 의는 군신 사이에서 행해지며, 예는 장유 사이에
서 행해지고 지는 부부사이를 구별해주며, 신은 붕우의 교제에서 온전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근본적인 윤리[大經](부자)가 확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마
땅함[大義](군신)이 확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근본적인 순리[大順](장유)에
순서가 생기고, 만 가지 변화의 도타움이 근원하는 바가 있게 되고(부부) 백가지 행

290)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敬也者 所以畏天命而修人事者也 所以主此身(貌言視聽) 而
存此心(思)者也 堯之欽 舜之恭 大禹之祗德 成湯之懋敬 蓋皆從事乎此者 而其所以繼天立極之道
有不能出乎此矣.”
291)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使吾之作則於一身而爲法於兆民者 粹然造乎平平蕩蕩之極
而卓然立乎天下四海之中 而如天地四時之不可變 如性命肌膚之不可易.”
292)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於是乎天下之人 自將環而望之 會而歸之 威而愛之則而象
之 如星之拱北如水之赴海 有不暇乎爵賞之勸 斧鉞之威而存神過化 動和綏來 有不知所以然者 此
所以首出庶物而萬國咸寧也 剛中正履帝位而不疚也 故曰君志定而天下服 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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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수양이 내용 있게 된다(붕우). 하늘에 근본하고(오행) 마음에 구비하여(오사) 일
월에 따라 행동하고(팔정) 확장하면 천지와 짝이 되고(오기) 미루어 가면 사해의 표
준이 되니(황극) 다스린다는 것은 이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어지럽힌다는 것은 이것
을 어지럽히는 것이다(삼덕). 고요히 귀신과 통하고(계의), 끊임없이 사시를 확인하면
(서징) 길한 자는 이를 따랐기 때문에 복을 받고, 흉한 자는 이를 어겨서 화를 받을
것이다(복극).
오행에 근본해서 오사를 이루어 팔정을 행하고 오기에 통달하여 황극으로 모으고 삼
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계의로 분변하고 서징에 징험하고 복극을 헤아린다. 경(敬)은
이를 세우는 것이고 농(農)은 이를 후하게 하는 것이고 협(協)은 이에 합하는 것이고
건(建)은 이를 세우는 것이고 예(乂)는 이를 다스리는 것이고 명(明)은 여기에 밝은
것이고 염(念)은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고, 향(嚮)은 이를 향하는 것이고 위(威)는 이
를 무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준 것은 오직 하늘이고, 이를 돕는 것은 오직 군주 뿐
이다. 즐(隲)은 묵묵히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홍범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
는 것이다. 복희가 하늘을 이어 표준을 세웠던 것[繼天立極], 헌황이 때에 따라 변통
했던 것[順時變通], 요의 관대함[蕩蕩], 순의 높음[嵬嵬], 대우의 세밀함[仔仔], 성탕
의 무서움[慄慄], 문왕의 화목함[緝煕], 무왕의 이어나감[繼述]은 모두 이것이다.293)

위의 인용문에서 윤휴는 오상을 질서의 토대로 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오
상, 즉 부자, 군신, 장유, 부부, 붕우의 관계가 모든 질서의 토대가 되며, 이로부터
윤리, 정의[마땅함], 위계, 근본과 실질적인 내용이 나온다. 즉, 윤휴가 생각하는 왕
의 표준, 제도, 법은 모두 도덕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이 왕권을 도덕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왕권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윤휴의 논리전개를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위 인용문에서 그가 홍범을 “천하를 크게 바로잡는 것”이

293) 白湖全書 권35 ｢禹敍彛倫之圖｣. “天叙五常 生民之大倫也 武王之所謂弊倫 正以指此而言也
箕子之所謂洪範 正以叙此而發也 天命之恒性有五 仁也義也禮也智也信也 生民之大道有五 曰父子
也君臣也夫婦也長幼也朋友也 仁行於父子 義行於君臣 禮行於長幼 智別乎夫婦之際 信周於朋友之
交 由是焉而立天下之大經(父子) 由是焉而立天下之大義(君臣) 由是焉而序天下之大順(長幼) 萬化
之惇有所源矣(夫婦) 百行之修有所有也(朋友) 本乎天(五行) 具於心(五事) 行於日月(八政) 廓之配
天地(五紀) 推之準四海(皇極) 治者 治此也 而亂者 亂此也(三德) 幽㕘乎鬼神(稽疑) 迭運乎四時(庶
徴) 吉者循此而福也 凶者悖此而禍也(禍極) 原於五行 載於五事 行於八政 達於五紀 會於皇極 權
於三德 辨於稽疑 驗於庶徴 究於福極 敬也者 立此者也 農也者 厚此者也 協也者 合此者也 建也
者 立此也 乂也者 乂此也 明也者 明此也 念也者 念此也 嚮所以向此也 而威所以畏此也 畀此惟
天 相此惟君 隲者默定之乎民心也 洪範者大正是於天下也 伏羲之繼天立極 軒皇之順時變通 堯之
蕩蕩 舜之嵬嵬 大禹之仔仔 成湯之慄慄 文王之緝熈 武王之繼述 舎是道旡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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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나서 복희, 헌황, 요, 순, 대우, 성탕, 문왕, 무왕의 각기 다른 덕목을
홍범과 연관시켜 나열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성인들
의 통치방법은 성왕들의 심법, 즉 요의 흠(欽), 순의 공(恭), 우의 지덕(祗德), 탕의
무덕(懋德)과 다르다. 윤휴에게 있어서 오상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관계윤리가 왕의
표준, 즉 질서의 토대가 된다면, 계천입극(繼天立極), 순시변통(順時變通), 탕탕(蕩
蕩), 외외(嵬嵬), 자자(仔仔), 율율(慄慄), 집희(緝煕), 계술(繼述)은 질서와 제도를 세
우고 이를 기준으로 공동체의 문제적 상황을 다루는 군주의 방식을 언급한 것이다.
왕이 도덕에 기초하여 기준을 제시한 뒤, 그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것이 형정이다. 윤휴는 제 6주 삼덕을 윤휴는 삼덕을 형정으로 해석하며,
왕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종류별로 나눠 각각에 적합한 사법적 처리를 해
야 한다고 말한다.294) 왕이 적절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습속과 백성들의 성품 때
문에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윤휴는 이를 시변(時變)이라고 보고, 왕
은 이러한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
다.295) 그리고 그 부득이한 방법이 삼전(三典)과 오형(五刑), 즉 형법이다.
윤휴는 형법을 통해 변화를 제어하고자 한다. 형법이야말로 왕이 변화를 제어해
서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다.296) 형법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명확한 기준
이 있어야만 한다. 기준이 있어야만 형법은 권형(權衡), 즉 도덕이나 제도와 맞지 않
지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된다.297) 삼덕을 설명함에 있어서 윤휴가 사
용하는 변화라는 말은 변화라기보다 일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시변(時變)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제어되
어야 할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윤휴에게 있어서 변화는 문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것으

294)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乂用三德者 乂也者 裁化制治之謂也 所以執持權柄 摠攬威
福 以通夫時變者也 帝王御世 循時賦政 因物制命 有中和之施 有剛制之治 有柔道之行者 世道之
變 民俗之或異也 而或揚之而趨中 或抑之而就平者 則氣質之殊而成性之不齊也.”
295)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夫旣執極處勢中正 以觀天下 則天下之人固有不言而喩 無
爲而治者矣 其或習俗之剛柔 民性之高下而所以應之者或不能無梗順 過不及之不一則於是乎有趨時
制變不得已之用焉.”
296)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此先王立本制變 酬酢斯世之大用也.”
297)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然必也裁化制治 無敢違拒 賞罰威愛 無或狂撓奮乾剛之德
行不反之令規矩誠陳 必有方圓繩墨 誠施必見正直 夫然後 可以紀綱天下 權衡萬物而順時措之宜哉
蕩平之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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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298) 윤휴는 사법적 권력
의 소재가 왕, 즉 위계의 정점에 있는 왕의 권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
로써 일탈적 상황에 대한 제어만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윤휴에게 있어서 황극, 즉 왕이 세운 표준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일
까? 다른 학자들과 유사하게 윤휴도 제 5주 건용황극을 9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한
다. 즉 음양에 근본해[五行] 물의 규칙에 따라[五事] 백성들에게 다스림을 베풀고
[八政] 칠정을 가지런히 해서[五紀] 가운데에 위상을 이루어[皇極] 군중을 재제하
고[三德] 신명에게 지혜를 물어[稽疑] 천계(天戒)를 공경하게 받아[庶徵] 명토(命討)
를 엄숙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 설명이다.299) 인과관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처럼 1주에서 4주까지가 황극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6주에서 9주까지는 황극의
효과가 된다.
윤휴의 황극해석에서의 특징은 황극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건”에 대한 윤휴의 해석에서 나타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윤휴는 건을
“세워서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대학의 지어지선(止於至善), 중용
의 수신입도(修身立道)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300) 윤휴가 말하는 황극이 세
워진다는 의미는 왕의 기준이 천하 사해의 가운데에 세워져 천지(天地)와 사시(四
時), 성명(性命)과 기부(肌膚)의 변화가 멈추고 고정된 상태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
다.301)
황극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윤휴의 논리 내에서 황극이 이
륜(彛倫)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황극의 중심성과 이륜을 연결
시킨 윤휴의 텍스트이다. 황극이 중심수인 5에 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윤휴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98)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以言乎人君撫世 固有剛柔治教之施 然必其名分謹嚴威福自
出 乃有以操刑賞之柄而施威慶之化 否則屯膏貞凶 有施不光 魏髦唐昭之事是也 而上下交亂 人記
不立 向之言天下之患.”
299)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所以本陰陽循物則敷民治齊七政 以成位乎中而有以宰制群
衆 稽謀神明 欽承天戒 肅將命討者也.”
300)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建也者立而不易之謂 學所謂止於至善 庸所謂修身立道者是
已.”
301) 白湖全書 41권 ｢洪範經傳通義｣. “使吾之作則於一身而爲法於兆民者 粹然造乎平平蕩蕩之極
而卓然立乎天下四海之中 而如天地四時之不可變 如性命肥膚之不可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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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仁)은 사람이 되는 도리로 천지의 마음이다. 의(義)는 마땅함으로 천하의 바른 길
이다. 예는 도를 밟고 문채를 이루는 것으로 인사(人事)의 예법이다. 지(知)는 의심이
가는 것을 판단하고 사물의 원리를 나누어 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어보는 본
심이다. 신(信)은 물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으로 천하의 실리(實理)이다. 부모가 자
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는 것은 친함이 있기 때문이고, 임금이 명령하고 신하가 공손
한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며, 어른이 온화하고 젊은이가 순종하는 것은 차례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은 강하고 부인은 유한 것은 분별이 있기 때문이고, 친구 간에 공경하
고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사덕(四德, 元亨利貞)
과 사시(四時)가 있어 만물을 완성하고, 땅에는 오행과 그 운행이 있어서 끝이 있다.
천인(天人, 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전(五典)과 오교(五敎)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베
푼다. 하도의 5는 가운데 거함으로써 대연의 수를 이루는 바가 되고, 낙서의 5는 가
운데 거함으로써 열다섯 가지의 변화를 완성한다. 비어있는 것은 태극이 되고, 채워
져 있는 것은 황극이 되니, (태극은) 중에 거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바가 없는 것
이고, (황극은) 위계의 정점[極]에 위치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오상이 그
원리이고, 오륜이 그 상도(常道)이니 이것이 소위 이륜(彛倫)으로, 왕이 천하에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02)

위의 인용문에서 윤휴는 황극의 수인 5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 중심성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5에 속하는 토(土), 단맛(甘), 황색, 믿음(信)
의 관계를 상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본성(인의예지신), 오상(五常),
오륜(五倫)을 중심성 그 자체로 본다. 그 근거는 중심에 위치하는 황극의 유위성(有
爲性) 때문으로, 황극은 “위계의 정점[極]에 위치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 즉 황극이 해야 하는 것이 오상과
오륜이므로, 오상과 오륜은 중심인 황극으로부터 전체 공동체에 확산되어야 하는 기
준이 된다. 윤휴에 따르면 이 오상과 오륜이 바로 이륜이다. 한편 윤휴는 황극을 인
극이라고 표현하는데,303)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극은 성인이 공동체에 부여하는 질
302)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仁也者 人也 天地之心也 義也者 宜也 天下之正路也 禮也
者履道成文者也 人事之儀則也 知也者 決嫌疑分物理者也 是非之本心也 信也者 物之所以成始成
終 天下之實理也 父慈子孝 所以有親也 君令臣恭 所以有義也 長和幼順所以有序也 夫剛婦柔 所
以有別也 朋敬友久 所以有信也 天有四德四時成物也 地有五行五運終也 天人有五典五教敷民也
河圖五居中所以成大衍之數也 洛書五居中所以成十五之變也 虚之爲太極 實之爲皇極 居中而無所
爲也 處極而無不爲也 五常其理也 五倫其常也 此所謂彜倫也 王者之所以立於天下者 在是也.”
303) 白湖全書｢箕子序疇圖｣. “九者 天下之事備矣 而其所謂敬也農也恊也建也乂也明也念也嚮也威
也 則正聖人所以操持運用㕘賛左右 以之順天道五行 正人事(五事) 正王政(八政) 授民時(五紀)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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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 따라서 윤휴에게서는 성인과 왕, 사회와 정치 사이에 영역적인 구분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인과 왕, 인극과 황극의 일치는 적어도 홍범에 대한 그의 텍스트에서는 다음
의 두 가지 방향으로 그 논리가 전개된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도덕에
의한 권력의 제어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과 정치가 결합됨에 따른 권력의 절대화이
다. 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논하기로 하고 먼저 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휴는 변화를 일탈로 보고 제어되어야 하는 문제적 상황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윤휴는 변화의 원리나 패턴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그가 절대
성, 혹은 불변성에 대해 가졌던 관심과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이 윤휴의 주석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보는 지점은 “변하지 않음” 즉 항상성에
대한 강조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을 성(性)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항자를 삽입
해 항성(恒性)이라고 강조한다든지 “황극을 세운다”의 “세운다[建]”의 의미를 “세워
서 바꾸지 않는 것”304)이라고 규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제 1주인 오행과 나머지
여덟 주의 관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황극을 항상적인 법으로, 삼덕(三德)을 변칙으로
규정305)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윤휴에게 있어서 변화는 왕에 의해─특히 형벌을 통
해─ 제어되어 일정함, 즉 왕이 세운 법과 제도로 수렴되어야 하는 변칙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윤휴가 변화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통치의 토대를 삼고자
하는 상수학을 홍범이해의 방법으로 보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윤휴의 항상성에 대한 관심은 윤휴의 왕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며, 이 문제는 왕
의 표준인 황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홍범경
전통의(洪範經傳通義)｣에서 윤휴는 왕을 지위와 의미로 나누어 사용한다. 윤휴가 인
군(人君)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일반적인 호칭을 의미하고, 왕이라고 명명할 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포함해서 말한다. 예를 들어 윤휴는 “왕이 되기는 쉽지 않다.
대인(大人)만이 존망(存亡)을 알 수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마지막을 마무리하
여 사특함을 막고 진실함을 지속해서 싫어함 없이 보존할 수 있다.”306)라고 말할

人極(皇極) 治世變(三德) 㕘鬼神(稽疑) 燮氣化(庶徴) 逆休祥(五福) 彌災禍(六極)之大經大法也.”
304)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建也者立而不易之謂.”
305)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皇極其常也 三德其變也.”
306)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不易惟王 惟大人者爲能知存知亡 克艱克終 閑邪而存誠 無
歝而亦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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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왕은 그 자격을 의미한다. 한편 지위는 왕의 역할을 지시하며 왕으로서의 자격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실로 총명한 자가 원후(元后, 왕)가 되고, 원후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서경｢주
서｣ 태서(泰誓)편)라고 하였다. 천덕의 지위에 자리해서 사해를 다스리니, 천지가 더
불어 서는 바가 되고 귀신이 기대어 의지하는 바가 되고 억조(의 백성들)가 우러러
바라보는 바이며 만 가지의 변화가 달려 있고, 백가지의 복이 모이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중에 거해서 사방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307)

위의 인용문은 윤휴가 서경｢주서｣ 태서(泰誓)편을 인용해서 왕의 역할에 대해
논한 부분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왕의 의미는 무엇인지, 왕이 어떻게 그 지위
에 오를 수 있는지, 그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
지 않는다. 왕의 지위, 즉 왕의 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
에 의해서 천지가 더불어 서고, 귀신이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백성들이 그 위상을 바
라보며, 만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백 가지 복이 모인다. 왕의 위상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세계의 중심에 존재해서 “사방의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왕의 역할은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질서란 안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위태로워지고,
다스려지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자
칫 오만한 자[狂]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겨 변화를 파악했다고 판단하면 통치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308) 따라서 천위, 즉 왕의 자리는 어렵고, 대인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윤휴에게 왕은 인격적인 왕, 즉 실제 왕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
다. 윤휴가 왕의 지위와 역할, 왕의 자격조건, 그리고 왕의 법의 절대성을 주장한 것
을 인격적 왕의 실질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왕의 기준은 한번 세워지면 바뀌어서는 안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형정으

307)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蓋亶聰明作元后 元后作民父母 位乎天德而臨莅四海 天地
之所與立 鬼神之所憑依 億兆之所瞻望 萬化之攸繫 百福之攸聚也 是固居天下之至中而爲四方之表
準者也.”
308)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天難諶靡常 安危之推蘯 治忽之倚伏 聖狂之分 危微之幾
蓋未嘗不爭於此也 故曰天位艱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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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해야 한다는 윤휴의 주장은 성인이 왕위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왕에
게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논리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 물론 왕의 지위와 자격을 구
분함으로써 윤휴는 지위와 구분된 정당한 왕의 조건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황극의
토대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왕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자질에 대해 문제
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자질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형이상학의 부재, 왕
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홍범구주 내에서는 제 7주인 계의─을 대체할 만
한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실제로 윤휴에게 왕은 인격적 존재라기보다 권력의 정당한 원천으로서의 의미
를 더 크게 갖는다. 서경｢주서｣낙고(洛誥)편에 대한 윤휴의 주석은 윤휴가 인격적
인 왕이 아닌 왕의 의미 자체를 중시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낙고는 “주공(周公)
이 배수계수하며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대 밝은 임금(成王)께 돌려줍니다”309)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김만일(2007, 92-93)에 따르면 주공이 성왕에게 돌려준 것이 왕
권인가의 여부가 낙고에 대한 해석사에서 중요한데, 왕권의 의미와 왕, 신하의 위상
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왕망(王莽, BC 45- AD 23)의 찬탈의 정당
화논리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유자들에게 논변의 대상이 되었다.
채침은 이전의 학자들은 주공이 성왕을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다가 성왕이
성인이 된 후 왕위를 돌려주었다고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주공은 성왕의 명령을 받
아 총재가 되어서 관료들을 통솔했을 뿐 왕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310)
채침은 주공이 한 일을 행정에 국한시켜 논하고 있다. 채침의 논의에서 보면 주공은
천지제사나 순수, 조회와 같은 천자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행정만
주관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윤휴는 순이 요를 대신해 섭정할 때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백신
(百神)에게 예를 올리고 사악(四岳)을 순수하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은 것은 천자의
일을 행한 것이며, 이윤(伊尹)과 주공이 각기 태갑(太甲)과 성왕을 대신했다고 할 때
는 바로 이 일들을 포함해서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311) 그리고 세도가 낮아져서 주
309) 書經｢周書｣ 洛誥. “周公拜手稽首曰 朕復子明辟.”
310) 書經｢周書｣ 洛誥. “拜手稽首者 史記周公遣使之禮也 復如逆復之復 成王命周公 往營成周 周
公得卜 復命于王也 謂成王為子者 親之也 謂成王為明辟者 尊之也 周公相成王 尊則君 親則兄之
子也 明辟者 明君之謂 先儒謂成王幼 周公代王為辟 至是反政成王 故曰復子明辟 夫有失然後有復
武王崩 成王立 未嘗一日不居君位 何復之有哉 蔡仲之命 言周公住冢宰正百工 則周公以冢宰總百
工而己 豈不彰彰明甚矣乎 王莽居攝 幾傾漢鼎 皆儒者有以啓之 是不可以不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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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비난받고 왕망이 찬탈하는 바람에 이 방법을 다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
다.312) 김만일(2007, 92-93)은 유성룡, 이익과 같은 윤휴와 같은 정파인 남인들의
주석과 비교한 뒤 윤휴의 해석이 파격적이라고 지적한다. 유성룡과 이익은 모두 군
신의 지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정치를 대신 할 수는 있어도 군주의 지위를 문
란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고의 고사에 대한 윤휴의 해석은 황극, 즉 왕의 기준의 항상성과 이
를 보수하기 위한 사법적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왕의 위상을 강조했던 것과 모순이
생긴다. 그런데 홍범과 낙고에 대한 해석은 모두 윤휴의 ｢독상서｣에 포함되어 있고,
｢독상서｣를 작성한 뒤 20년 후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휴가 이러한 모순에 대
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적어도 윤휴는 직관적으로 두 해석의 차이를 모순적
인 것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양자가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윤휴가 말하는 왕은 인격적 왕
혹은 세습에 귀속되지 않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만약 현실에서의 왕이 통치를 제대
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경우 성인(聖人) 혹은 ─윤휴의 표현에 따르면─ 대인
(大人)들이 대리하여 왕노릇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왕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왕의
통치가 왕통(王統) 즉 왕의 세습적 지위와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
다.
윤휴의 왕권에 대한 사유는 급진적이지만, 홍범에 대한 해석을 전개함에 있어서
왕의 한계를 상정하거나 왕권의 자의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물론 윤휴는 왕
의 마음과 태도가 통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왕은 신중하게 지각하고 사
고해야만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만하고
참람하며 우유부단하거나 미혹되어 급하게 결정하고, 몽매해져서 인도(人道)가 서지
않고 천직(天職)이 폐해지며, 백도(百度)가 어긋나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
고 경고한다.313) 그러나 왕의 판단이 신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지
311) 白湖全書 권41. ｢讀尙書｣ 舜傳. “舜之攝堯也 類上帝 禮百神 巡四岳 朝群后 儼然行天子之
事矣 伊尹之於太甲 周公之於成王 蓋未嘗不由是道也.”
312) 白湖全書 권41. ｢讀尙書｣ 舜傳. “世道旣下 周公致疑謗 王莽成篡奪 則是道也 不可復行於天
下矣.”
313) 白湖全書 권41 ｢洪範經傳通義｣. “天下本於身 萬化出乎心 敬也者 所以主此身而存此心 以循
夫天則者也 所以修己安人 懋德配天 以之立天下之極 而宰萬事之化者也 翼翼乎 (敬) 動黙視聽之
間 言貌視聽 兢兢乎 幾微幽隱之際 (思) 凛乎天地鬼神 臨之在上 質之在傍(兢翼) 儼然也 肅然也
不敢肆 不敢慢(動然) 洞洞然 屬屬然 如執玉 如奉盈(㡬微)若是則敬之道也 知用力乎此 則貌之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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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윤휴의 논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계의를 강조하는 학자
들의 경우, 왕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관료, 백성, 그리고 두 가지 점을 통해 그 결정
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휴에게는 검증의 영역이 생략
되어 있다. 다만 왕의 반성적 태도, 즉 판단의 토대로서의 심법만 존재하는데, 마음
의 주관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휴의 논리로는 실제 왕의 자의적 결정이나
권력의 사용에 대해 비판하기가 어렵게 된다.314)

2) 황경원의 황극개념: 상제의 대리자로서 왕의 위상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이재의 문인으로 영조대에 예문관검열 · 병조좌
랑 · 홍문관응교 · 대사성 · 대사간 · 대사헌 ·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노론 낙론계
학자관료이다. 황경원은 특히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자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정옥(張廷玉)의 명사(明史)를 읽다가 홍광제(弘光帝) 이하 3제(帝)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고 1418년(영락 16, 태종 18)부터 1645년(홍광 1, 인조 23)까지의 『남
명서(南明書)』를 편찬하였고,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조선 사람들의 전기(傳記)
인 『명조배신전(明朝陪臣傳)』을 저술하였다.
황경원은 춘추대의를 자임한 사람답게 홍범구주의 상당부분을 춘추와의 비교
를 통해 주석하고 ｢대우모(大禹謨)｣, ｢주고(酒誥)｣, ｢소고(召誥)｣, ｢낙고(洛誥)｣ 등과
같은 서경의 다른 편들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홍
범전｣은 홍범구주를 보편적인 통치이론이 아닌, 역사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텍스
트로 규정된다. 황경원의 이러한 시도는 홍범해석의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홍범편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개념들이 서경의 다른 편들에서 사용하는 개
言之從 視之明 聽之聰 思之睿 而恭作肅 從作乂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人事(五事)立 而天則(恭)
修聖德(肅)成而王道(八政以下倣此例推之)行矣 反此則貌則慢 言則悖 視則昏 聽則惑 思則蔽 而慢
斯狂 悖斯僭 昏斯豫 惑斯急 蔽斯蒙 人道不立而天職廢 百度爽而萬事不治矣.
314) 이는 김성윤(1999)이 주장하는 마음의 자율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김성윤은 윤휴의
황극개념을 주희, 채침의 황극개념과 대비시키면서 주희와 채침이 황극과 오사(五事)를 연결시
킴으로써 황극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정치를 예치화하고자 했으며, 윤휴의 경우 마음을 강조함
으로써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설명한 바와 같이 윤휴 역시 오사를 토대로 황
극을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륜과 황극을 동일시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다만 윤휴는 마음의 토대로서의 본성이나 형이상학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마음의 자의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윤휴가 마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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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홍범해석이 내
적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단편적인 해석의 열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구조와 체제를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황경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황경원의 해석의 방식이 동시대 인물인 서명응의 분석방식과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과 둘째, 그가 보수적인 대명의리론자이자 노론 출신의 학자관료임에도
주자와 다른 황극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소론계
였다가 이후 노론으로 전신한 학자관료인 서명응의 경우, 상수학에 기초, 홍범해석
에서 극단적인 이론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황경원은 홍범구주를 상수학
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역사적 맥락 안에
서 홍범구주를 독해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황극의 경우 주희의 해석대로 “왕의 표
준”이라고 번역하는 대신 “상제의 표준”이라고 해석하고 왕은 상제를 대리해서 이
표준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15)
먼저 ｢홍범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범전｣에서 가장 중요
하게 보는 주(疇)는 제 2주인 오사(五事)이다. 일반적으로 제 2주 오사는 제 5주 황
극을 세우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목되지만, 황경원의 경우 오사와 황극의 직
접적인 연관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황경원이 오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
수학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황경원은 원리와 현상이 있을 때 원리는 그 자체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상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 천하게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다면 굳이 통치의 원리인 ｢낙서｣를 상세하게 몰라도 그 대법
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316) 황경원은 ｢하도｣와 ｢낙서｣를 언급
하면서 문왕이 단사, 즉 괘사를 해석했기 때문에 ｢하도｣가 밝혀지고, 무왕이 기자를
방문해서 홍범을 얻었기 때문에 ｢낙서｣가 행해졌다고 말한다.317) 이는 황경원가 생
각하는 원리와 현상의 관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원리는 그 자체로 추구해서
알 수 없고,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사유가 그것이다.
315) 김성윤은 황경원의 홍범해석의 특징을 주희나 노론의 입장에 의거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홍범 첫머리의 13사를 공안국이나 주희와 같이 주무왕 13년으로 보는 입장을 부정
하고 상왕 13년으로 본 것도 그렇고, 남인 성호 이익의 설이나 한유(漢儒)의 설을 자유롭게 취
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라고 설명한다(김성윤 2001, 83).
316) 江漢集 권11 ｢洪範傳｣. “其曰 錫禹洪範者 曾氏傳 論之詳矣 然洪範 自古帝王治天下之大法
也 天下旣治 則洛書雖不告祥 而可知大法之修也.”
317) 江漢集 권11 ｢洪範傳｣. “易曰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始文王囚于羑里 繫彖辭而河圖明 及
武王訪于箕子 得洪範而洛書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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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사유는 ｢홍범전｣ 전체에서 드러난다.
｢홍범전｣에서 규정하는 홍범구주의 핵심은 제 2주 오사이다. 황경원은 홍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사(五事)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다.318) 즉 군주들은 홍범의 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주의 도가 마음에
근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319) 여기에서 홍범의 구성은 아마도 구주
내에서의 조응관계─예를 들어 ｢낙서｣와 홍범의 관계, 대쌍이 되는 주들간의 관계
등 상수학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황경원은 홍범
구주에서 상수학적 설명의 대상이 되는 5나 9를 모두 실제 사용하는 수나 관료제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등320) 수의 신비성이나 필연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도 한
다.321)
통치를 함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상수학적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은 이유는 현
상이 원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황경원은 하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늘이기 때문에
양자는 조금의 차이도 없다고 말하는데,322) 그렇다면 굳이 리나 태극, 상수학 등을
모르더라도 인간을 연구하면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그는 “인간과 하늘과의 거리가 멀지만,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은 빠르게 조응한
다”323)고 말하는데, 이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지만, 인간의 일들은 이해
하기 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사는 인간의 지각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런 논리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행은 인간에게 오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사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고,324) 팔정, 오기, 황극, 삼덕과 같은 오사 이
318)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則洪範不離於言貌視聽之內 不可他求也.”
319) 江漢集 권11 ｢洪範傳｣. “世之人君 知洪範之爲九疇 而不知九疇之道本於一心也.”
320)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虞舜昭明之德 鼓舞天下 而九歌興 然九歌出於九叙 而九叙出於九
功 九功者 六府三事之功 而五行爲其綱領 盖以謂水無不修 然後能成澤萬物之功也 火無不修 然後
能成烜萬物之功也 木無不修 然後能成繁萬物之功也 金無不修 然後能成裁萬物之功也 土無不修
然後能成育萬物之功也 五行之所以爲用者 不亦盛乎.”
321) 김성윤은 황경원이 한대 상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하는데(김성윤 1999, 84),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황경원이 한서｢율력지｣ 등을 통해 재해를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권을 오행과 연관시켜 설명하거나, 상수학적으로 왕권을 규정하려는 시도
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 상수학이 사용된 부분도 상수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수학에 의한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루었다.
322) 江漢集 권11 ｢洪範傳｣. “天亦人也 人亦天也 夫豈有毫釐之差哉.”
323) 江漢集 권11 ｢洪範傳｣. “人之於天 其相去如彼其遠 而容貌言語視聽思慮之間 其相應如此其
速.”
324) 江漢集 권11 ｢洪範傳｣. “學者 求上帝於五行之天 不求上帝於五事之天 惡知天人渾合之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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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주들은 결국 인간의 인식과 행위가 원리에 부합하면 자연히 천도와도 조응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325) 따라서 인간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천, 혹은 우주
의 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되어 드러난 것을 통해 재인식되는 원리이
다.
조응관계의 설정 역시 특이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황경원은 주들간의 조응관계
를 설정하지 않는데 다만 제 2주와 제 4주, 제 6주와 제 9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
급한다. 황경원은 당시 학자들이 낙서가 각 1주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황극이
특별히 다섯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서 오사와 오기가 서로 상통하
고 삼덕과 오복이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326) 그런데
황경원의 이런 분류는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홍범 구주를 구조화할
때 일반적으로 5를 중심으로 1-9, 2-8, 3-7, 4-6으로 합쳐서 10이 되는 구조로 만
들거나, 1-2, 3-4, 5-6, 7-8을 짝으로 삼아 홀수를 원리로 짝수를 그에 대한 실천
으로 보고 9에서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황경원이 제 2주와 제 4주,
제 6주와 제 9주가 연관되어 있다고 본 것은 새로운 분류방식일 수 있지만, 이 외에
다른 주들 간의 조응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황경원은 제 1주에서 9주까지 앞의 주와 뒤의 주가
연속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어떻게 연속적인지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제 5주인 황극과 제 6주인 삼덕은 왕의 법과 형법, 권위와 권
력 등의 관계로 설명되는데, 황경원에게 있어서 제 5주인 황극은 상제로부터 받은
이륜이고 제 6주인 삼덕은 인재를 키우는 방법으로 양자의 관계는 전혀 알 수 없다.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석의 내용을 볼 때 구분되는 측면들도 있다.
황경원은 홍범을 주석할 때 서경의 다른 편들과 춘추를 인용해서 홍범의 각주
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와 맥락을 제시하는데, 제 1주부터 5주까지의 주석에는 서
경의 인용이 주로 나오고, 춘추의 인용은 제 6주에서 9주에서만 나타난다. 제 6
주 이하의 주석에 서경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주를 중심

哉.”
325) 江漢集 권11 ｢洪範傳｣. “五行 於人爲五事 五事者 修身之本也 自五事而爲八政 自八政而爲
五紀 此人事之合於上 而天道之應於下也.”
326) 江漢集 권11 ｢洪範傳｣. “學者徒見洛書之各爲一疇 而不究五事五紀之與相流通也 徒見皇極之
特立五位 而不究三德五福之與相聯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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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이전의 주들은 춘추시대 이전, 그 이후의 주들은 춘추시대를 표상한다고 말
하기는 어렵지만, 텍스트를 구분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홍범전｣을 관통하는 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의 보편
성이고, 다른 하나는 춘추의리이다. 먼저 도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황경원의
논리 속에서 홍범은 평이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윤휴가 오행을 상
식적인 상수학적 수준에서나마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과 달리 황경원은 이를 거부하
는데, 기초적인 감응론, 즉 오행(五行), 오미(五味), 오음(五音)과 같은 정도의 상관론
이외의 상수학적 설명, 특히 소옹상수학적 설명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홍범의
평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황경원은 홍범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황경원은 소식(蘇軾,
1037-1101)이 도통의 전수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와 기자가 살았
던 시대는 천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그 전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홍범오행의 도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27)
한편 그는 우의 ｢낙서｣, 그리고 기자의 홍범이라고 말할 때의 신비성을 제거하
기 위해 홍범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이 특별히 받거나 그 인물만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홍범황극을 받
았다고 설명한다.328) 보편적인 도처럼 통치의 방법인 홍범 역시 보편적인 것이다.
심지어 “신성한 거북이가 낙수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야 상서롭다고 할 수 있는
가”329)라고 말함으로써 ｢낙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이러한 그의 비판들은 ｢낙
서｣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도의 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는 논어를 홍범과 연결시키는 지점에서도 발견된다.
황경원에게 “용모는 공손함을, 말을 할 때는 진실됨을, 볼 때는 밝게 봄을, 들을 때
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라”고 한 공자의 말과 홍범의 오사를 동일한 것이

327) 江漢集 권11 ｢洪範傳｣. “蘇氏曰 天以是道 畀之禹 傳至於我 不可使自我而絶 非也 夫洪範自
夏禹氏 至箕子千有餘歲 猶未絶也 是洪範五行之道 流行於天地之間 亘萬世而常不絶也 箕子以亡
國之臣 雖不陳焉 亦可也 何論其道之絶與不絶邪.”
328) 江漢集 권11 ｢洪範傳｣. “盖洪範皇極之妙 不在於日月星辰風雨寒燠歲時曆數 而在於人主之一
心也 故虞書曰 惟精惟一 允執厥中 執中者 會極之謂也 洪範在虞 雖謂之上帝錫舜 固可也 商書曰
懋昭大德 建中于民 建中者 建極之謂也 洪範在商 雖謂之上帝錫湯 亦可也.”
329) 江漢集 권11 ｢洪範傳｣. “何待神龜出於洛 然後爲瑞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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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330) 사(思) 즉 생각하는 것 역시 공자의 말 안에 있다고 본다.331) 황경원이 오사
를 공자의 말과 연결시킨 이유는 오사를 인(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이다. 황경원은
공자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방법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듣지 말며 예
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인이 마음의 오묘함을 전수한 것으로, 그 시작은 기자가 무왕에게 고한 것이라고
말한다.332)
황경원이 강조하는 춘추의리는 기본적으로 군신관계, 특히 군주와 신하의 위상
에 대한 것이며, 왕권의 속성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가 기자에게 주목하는 것은 기
자의 정체성과 은(殷)과 주(周)에 대해 보인 태도 때문이다. 먼저 황경원은 기자가
스스로를 은의 신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왕 13년이 아니라 은나라
의 13사라고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333) 그럼에도 홍범편이 ｢상서(尙書)｣에 들어
가지 않고 ｢주서(周書)｣에 들어간 이유는 이미 천하가 주무왕에게 넘어갔기 때문이
라고 밝힌다.334) 이는 기자가 은의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드
러낸 것이다. 한편 기자가 은의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인 무왕에게 홍범을 진실한 이유는 무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의
질서와 문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부연한다.335)
황경원은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을 전해주었을 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는 무왕이 말한 이륜(彛倫)과 기자가 말한
이륜은 의미가 다르다고 전제하고, 무왕은 오교(五敎)에 기초하여 이륜을 물었으나
기자는 이에 대해 말하는 대신 구주(九疇)를 부연하여 답하였다고 한다.336) 황경원
330) 江漢集 권11 ｢洪範傳｣. “孔子曰 貌思恭 言思忠 視思明 聽思聰 與洪範所謂五事 未嘗異焉.”
331) 江漢集 권11 ｢洪範傳｣. “而思也亦在其中矣.”
332) 江漢集 권11 ｢洪範傳｣. “顔淵問仁 孔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
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孔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
敏 請事斯語矣 此聖人傳心之妙也 非惟孔子授之於顔淵也 始自箕子告之於武王也.”
333) 江漢集 권11 ｢洪範傳｣.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何也 其曰十有三祀者 商王之十有三祀也
非武王之十有三年也 商王之十有三祀 武王何以訪箕子也 盖文王囚于羑里 至商王之十有三祀 自羑
里釋歸岐陽 故武王訪于箕子 亦在是年歟.”
334) 江漢集 권11 ｢洪範傳｣. “曰 商王之十有三祀 非武王之十有三年 則孔子何以錄之於周書 而繫
之於武成之下也 其所謂訪于箕子者 武王也 非商王也 故洪範繫於周書 而不繫於商書也 孔氏傳曰
箕子稱祀 不忘本也 然武王旣有天下 則箕子雖不忘本 必不以周十三年 稱商之祀也.”
335) 江漢集 권11 ｢洪範傳｣. “且書曰 商其淪喪 我罔爲臣僕 言商室雖淪且亡 我不能爲人臣僕也
箕子之志 誠不能爲人臣僕 則安能爲人傳道乎 由此觀之 商室旣亡 不爲武王陳洪範者 可知矣.”
336) 江漢集 권11 ｢洪範傳｣. “武王之所謂彝倫者 本之以五敎之常而問之也 箕子之所謂彝倫者 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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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기에 무왕의 질문은 기자가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미 무왕이 상왕(商王)이
무도하여 천명을 잃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정당성으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정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에게 도리어 이륜(彛倫)을 묻는 것은 이상할 뿐 아니라 기자
에게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337) 기자가 오교에 기초한 이륜을 설명한다면, 이는 자
신의 왕이 무도하다고 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그 상황에서 상
왕의 패륜을 언급하는 대신 오행(五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홍수를 다스리지 못
했던 곤(鯤)의 문제를 들어 홍범을 나열함으로써 무왕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황경
원은 해석한다.338)
황경원은 왜 기자가 무도한 상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은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황경원이 제 6주 삼덕에서 이
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답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황경원은 제 6주 삼덕을 교
화로 설명한 뒤, 교화의 내용이 되는 이륜 중에서 군신의 의리가 가장 크다고 말하
고,339) 홍범을 춘추의 유래라고까지 본다.340) 공자가 춘추를 지은 이유가 권위
의 정립 때문이라고 할 때,341) 홍범이 춘추의 유래라고 보는 것은 곧 황경원이
홍범의 핵심을 권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6주 삼덕에서 신하가 군주의
위상을 침범하지 않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춘추의리라고 보는 것과342) 기자의
상왕에 대한 태도를 연결시켜보면, 황경원은 신하가 충성을 맹세한 군주에 대해 그
군주가 패륜을 했다고 해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之以九疇之常而答之也.”
337)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問答皆以彝倫爲言者 抑又何哉 泰誓曰 天有顯道 厥類惟彰 今商
王受狎侮五常 荒怠不敬 自絶于天 嗚呼 武王之問箕子者 與泰誓無以異也 然則所謂我不知彝倫攸
叙者 豈非爲商而發也歟..”
338)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人臣之事其君也 君雖無道 而不忍斥言其惡 故詩人知厲王之將亡
而託於文王之所以嗟歎殷紂者 以刺厲王 其詩曰 咨女殷商 如蜩如螗 如沸如羹 小大近喪 人尙乎由
行 內奰于中國 覃及鬼方 箕子不忍言商王之斁彝倫 故言鯀之所以汨陳五行者 以對武王 亦詩人忠
厚之意也.”
339)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此五者 生民之彝倫也 而君君臣臣之義爲最
大.”
340)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君君臣臣之義 不待春秋而明者 其惟洪範乎.”
341) 江漢集 권11 ｢洪範傳｣. “子路曰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定公問君使臣
臣事君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孟子曰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然則臣之於君也 烏
可以不盡其義乎 故傳曰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 此之謂也 至於後
世 彝倫斁滅 君不君 臣不臣 威福下移 大夫玉食而無所懼 孔子於是作春秋 以明大義.”
342) 江漢集 권11 ｢洪範傳｣. “臣之有作福作威玉食 其害于而家 凶于而國 凡天下之爲人臣者 讀洪
範三德之疇 孰敢有作福作威玉食之心乎 然則洪範其可謂春秋之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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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이 옮겨간 상황에서 패륜한 왕이지만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간다는 사유
에는 운명에 대한 인정과 개인적 결단 사이의 역설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운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결단이다. 황경원의 운
명과 개인적 결단에 대한 사유는 제 4주 오기(五紀)에서 드러난다. 황경원은 오기에
나오는 역수(曆數)를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의 1원(元)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논자이다. ｢율력지｣의 1원은, 세계가 출현해서 재해가 나타나는 패턴을 음양을 계산
해서 주기를 찾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원의 처음 106년이 되면 가뭄이 9년 들고, 그
다음 374년에 수해가 9년이 든다. 이런 방식으로 재해가 누적되어 4617년이 되면
천지 1원이 끝난다.343) 황경원은 4617년을 음양이 누적되어 재해가 생기는 수라고
규정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이를 모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천하 국가의 운
명 역시 알 수 없다고 말한다.344)
1원을 재해의 주기로 설명하는 황경원의 결론은 결국 운명을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는 소옹의 원회운세설과 비교해보면 황경원의 운명과 변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소옹상수학에서 변화를 원회운세(元會運世)와 세월일성(歲月日星)으
로 나눈 것은 변화의 주기를 파악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황경원은
｢율력지｣의 재해의 패턴을 가져오면서도 운명은 알 수 없고 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황경원에게 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일
뿐이다. 황경원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순과 우의 고사를 인용해 성왕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길흉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345) 또
한 양위와 세습의 문제를 들어 요와 순이 뛰어난 통치자들이었고 또한 세습과 비교
해볼 때 양위가 통치의 측면에서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346) 성
왕의 개인적인 행복으로 보자면 세습이 더 좋은 것이다.347) 세습왕조의 왕위계승자
343) 江漢集 권11 ｢洪範傳｣. “歲月日星十二辰 天官之書 盖亦詳矣 而惟其所謂曆數 誠不可推也
律曆志 稱十九歲爲一章 四章爲一部 二十部爲一統 三統爲一元 則一元有四千五百六十歲 初入元
一百六歲 有陽九爲旱九年 次三百七十四歲 有陰九爲水九年 凡災歲通爲四千六百一十七年 而天地
一元之氣 於是乎終.”
344) 江漢集 권11 ｢洪範傳｣. “此陰陽水旱之數 自然相乘 雖聖人 亦不可得而免也 况天下國家之命
或長焉 或不長焉 孰能識予奪之機也哉.”
345) 江漢集 권11 ｢洪範傳｣. “故舜之告禹曰 天之曆數在汝躬 何其神也 禹曰 枚卜功臣 惟吉之從
舜曰 官占惟先蔽志 昆命于元龜 朕志先定 詢謀僉同 鬼神其依 非天下之至精 其孰能與於此哉.”
346) 江漢集 권11 ｢洪範傳｣. “孟子曰 丹朱之不肖 舜之子亦不肖 舜之相堯 禹之相舜也 歷年多 施
澤於民久 啓賢能敬承繼禹之道 益之相禹也 歷年少 施澤於民未久.”
347) 江漢集 권11 ｢洪範傳｣. “且聖人所貴乎命者 尊爲天子 富有四海 宗廟饗之 子孫保之也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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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반드시 적합한 통치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와 순과 같은 성왕들만
이 자신의 아들들의 통치자로서의 부적합성 때문에 왕위를 세습하지 못한 것은 역
수로 이해하기 어렵다.348)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운명이다.349)
｢홍범전｣이 운명의 가혹함과 인간이 그 운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경원의 운명에 대한 강조가 비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황경원은 역수로 운명을 예측할 수 없고 운명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오기를 설명함에 있어
서 운명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황경원은 제 4주와 제 6주가 연결된다고 주장했는
데, 제 6주 삼덕을 이륜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군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
명했고, 제 4주는 운명의 문제로 보았다. 이로부터 그가 운명과 관계없이 군신의 의
리는 지켜져야 하며, 왕의 권위는 침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황경원에게 있어서 왕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는 전제적인 왕을 전제하
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제 5주 황극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면,
홍범에 대한 해석에서 강한 왕권이나 그 전제성, 혹은 자의적인 권력의 사용으로 해
석될만한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황극을 왕의 표준이 아닌 상제
의 표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황경원의 왕권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등장
하는 지점이다. 황경원에게 있어서 법과 제도의 정당성은 왕이 아닌 상제로부터 나
오는 것이며, 왕은 상제를 대리해 통치를 하는 존재가 된다.
황경원은 황을 제(帝)로 번역한다. 상제가 백성들이 갖고 있는 표준을 세워서
천하의 아들들에게 효를 행함을 알게 하고 신하들에게 충을 행함을 알게 하며, 어린
자들에게 공경을 알게 한 뒤에 오복의 상서로움이 모아서 이를 베풀어주는 것이라
고 해석한다.350) 성인이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상제가 세운 표준으로 백성들과 함

348)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上帝不以太康絶禹之世 不以武乙絶湯之世 不以穆王絶文武成康之
世 而獨於堯舜之子 以其不肖 使不得繼父之世 則曆數甚不中也.”
349) 江漢集 권11 ｢洪範傳｣. “舜禹益相去久遠 其子之賢不肖 皆天也 非人之所能爲也 然堯之子舜
之子 雖皆不肖 豈不若夏之太康 商之武乙 周之穆王乎. (중략) 豈曆數不在於德 而上帝亦莫能移者
歟.”
350) 江漢集 권11 ｢洪範傳｣. “皇之爲言 猶帝也 盖言上帝旣建庶民所有之極 使天下之爲人子者 知
其爲孝 天下之爲人臣者 知其爲忠 天下之爲人弟者 知其爲敬 然後集五福之祥而敷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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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고 이를 보존하며 상제가 모은 복을 베풀어주는데, 황경원은 이를 하늘을 “대
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51)
이렇게 규정한 뒤, 황극을 군주의 표준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황경
원은 먼저 공영달이 황극을 대중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황을 대로, 중을 극으로
번역할 경우 “유황작극(惟皇作極)”이라는 말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352) 채
침의 경우 황을 군주로, 극을 북극의 극과 같이 지극함 또는 표준의 명칭으로 해석
했는데, 그럴 경우 “우제기훈(于帝其訓)”이라는 말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다.353) 그리고서 기자가 홍범을 말할 때 하늘을 지칭할 때 황(皇)이나 제(帝)라고 부
르고, 군주를 지칭할 때는 너[汝]라고 말하거나 왕(王)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황을
왕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54) 황극이 상제가 된다면, 왕은 입법자가 아니
라 상제의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대리자이자 수호자가 된다.
황경원의 황극해석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황극을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보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주 성왕이 즉위했을 때 무경(武庚), 관숙(管叔)，채숙(蔡
叔)，곽숙(霍叔)의 반란과, 반란진압과정에서 주공과 성왕이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355)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가혹
351) 江漢集 권11 ｢洪範傳｣. “聖人爲天下君 以上帝所建之極 與庶民而保守之 錫上帝所集之福 所
以代天工也.”
352) 江漢集 권11 ｢洪範傳｣. “孔氏曰 皇大也 極中也 施政敎 治下民 當使大得其中 (중략) 然孔氏
以皇爲大 則所謂惟皇作極者 何也.”
353) 江漢集 권11 ｢洪範傳｣. “蔡氏曰 皇君 極 猶北極之極 至極之義 標準之名。(중략) 而蔡氏以
皇爲君 則所謂于帝其訓者 何也.”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처음 번역한 것은 채침이 아니라 주희
이다. 황경원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으나, 주희를 직접 비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침을
통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354) 江漢集 권11 ｢洪範傳｣. “箕子之於洪範 稱天則或謂之皇 或謂之帝 稱君則或謂之汝 或謂之王
未嘗以王謂之皇也.”
355) 江漢集 권11 ｢洪範傳｣. “古之王者 治國家 必立皇極 皇極不立 不足以化成天下也 昔周成王
旣踐位 武庚先叛 而管叔蔡叔霍叔爲之黨 以助其亂 周公受命討武庚 遂戮管叔 囚蔡叔 降霍叔于庶
人 居未幾 奄人繼叛 成王出師往討之 盡滅奄人 然殷民思先七王如父母 武庚雖誅 而妹土不靖之民
不心服 謀爲大亂者久矣 周公患之 與召公始營洛邑 遷殷民於四百里外 召公卜宅 定城郭溝洫之仞
而殷民相率攻位 周公用書命邦伯 以役侯甸 而殷民無不丕作 此所謂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也 周之御事 苟不與殷之御事相親比 則殷之御事不變也 故召誥曰 予小臣 敢以王之讎民 百君子越
友民 保受王威命明德 讎民者 殷之御事仇讐之民也 友民者 周之御事友順之民也 盖成王旣立皇極
使卿士無敢朋比 不可以王之讎民 而惡之也 亦不可以王之友民而好之也 此所謂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也 殷之賢者 猷足以贊王之謀 能足以輔王之政 守足以貞王之化 則王者宜不忘之 故洛
誥曰 其大惇典殷獻民 亂爲四方新辟 獻民 賢者也 成王念殷之賢者而大厚之 此所謂凡厥庶民 有猷
有爲有守 汝則念之也 及蔡仲 克庸祗德 周公嘉之 以爲卿士 已而叔死 乃告成王 封于蔡而命之曰
惟爾率德改行 克愼厥猷 肆予命爾 侯于東土 往卽乃封 此所謂而康而色 曰予攸好德 汝則錫之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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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지 않고 위세가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황극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356) 황극은 때로는 위엄을, 때로는 은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도라
고 할 수 없다.357)
황극을 상제의 표준으로 보고 왕이 그 표준을 통치로 실현한다는 논리 속에서
보면 왕은 상제의 대리자이다. 한편 각 왕들이 시대에 따라 다른 황극을 사용한다고
할 때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일 수 있다. 만약 양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왕은 상제가 시대마다 다르게 내려주는 황극을 대리해서 실현하는 존재가 된다. 사
실 황경원이 황극을 상제의 표준으로 번역하고 왕을 대리자로 한정하고자 했던 것
은 왕의 자의적 권력의 강화나 그 폭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황경원은 왕의 사법적 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 6주 삼덕을 형정이 아닌
교화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범전｣에서 삼덕은 주관에서 말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이다.358) 황경원
은 기본적으로 제 6주를 왕의 수신에 기초한 교화로 설명한다.359) 그리고 그 사례
로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관저(關雎), 갈담(葛覃), 토저(兎罝), 한
광(漢廣), 인지(麟趾)와 소남(召南)의 채번(采蘩), 소성(小星), 고양(羔羊), 행로(行露),
추우(騶虞)의 내용을 든다. 그 교화의 효과는 세속이 변화해서 순정해지고, 대부들이
절검하고 정직하며, 인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360) 교화를 통해 사
람들과 습속이 바뀌기 위해서는 왕이 그 뜻을 진실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말하는 평천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361)
也.”
356) 江漢集 권11 ｢洪範傳｣. “王者之政 必無虐於至微之民 無畏於至盛之位 然後皇極可立也.”
357) 江漢集 권11 ｢洪範傳｣. “夫皇極 或主於威 或主於恩 非一道也.”
358) 江漢集 권11 ｢洪範傳｣. “(三德) 所以作人也 夫周官作人之法 於其德 則知仁聖義忠和是也 於
其行 則孝友睦婣任恤是也 於其藝 則禮樂射御書數是也.”
359)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君子不能切之如大斧之治骨焉 磋之如巨鑢之治角焉 琢之如槌鑿之
治玉焉 磨之如沙礫之治石焉 則剛者無以爲柔 而柔者無以爲剛也 雖欲作人 其可得乎.”
360) 江漢集 권11 ｢洪範傳｣. “盖文王作人之盛 最詳於詩 周南則關雎葛覃 所以見后妃性情之正 雖
已貴而能勤 已富而能儉也 樛木 所以見后妃逮下 而能無嫉妬之心 子孫衆多也 兎罝 所以見野人之
才 皆可爲公侯干城也 漢廣 所以見游女端莊靜一 非復如前日之俗也 麟趾 所以見子孫宗族之皆化
於善也 召南則鵲巢 采蘩 所以見諸侯夫人承后妃之化 而又有純一之德也 小星 所以見諸侯夫人承
后妃之化 能不妬忌 以惠其下也 羔羊 所以見大夫節儉正直也 行露 所以見女子貞信自守 而不爲强
暴所汚也 騶虞 所以見仁心之不由勉强也 豈非三德之効歟.”
361)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文王不誠其意 則無以正其心也 况能正萬民之心乎 不正其心 則無
以修其身也 况能修萬民之身乎 不修其身 則無以齊其家也 况能齊萬民之家乎 不齊其家 則無以治
其國也 况能治天下之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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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황극이 일정한 도가 아니라는 것이 왕의 자의적인 권력의 사용으
로 해석될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상제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고리는 황경원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황경원이 황을 상
제로 번역함으로써 왕과 상제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이륜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영
역과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영역을 결합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상제와 왕의 관계나, 왕이 상제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지 않
았고, 원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부정하고 현상을 통해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보았기
때문에, 황경원의 주장은 결국 왕의 결단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는 상제
의 뜻과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고, 실패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결과주
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황경원의 홍범구주해석의 또 다른 독특성은 제 3주 팔정에서 발견
된다. 황경원의 홍범해석에서 독특한 점은 팔정에 대한 해석이다. 황경원은 팔정을
관료적 입장에서 해석한다. 황경원은 먼저 팔정에서 식(食), 화(貨), 사(祀), 빈(賓),
사(師)는 는 그 일은 존재하지만 관직명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사공(司空), 사도(司
徒), 사구(司寇)는 관직명은 있지만 그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다.362) 그리고 주관(周官)의 관직명을 토대로─사공은 토지를 관장하며 경제를 담
당하고, 사도는 학교를 관장하고 교화를 위한 관직이며, 사구는 형벌을 관장하는 사
법제도이다. 그리고 팔정에 등장하지 않지만, 종백(宗伯)은 예를 관장하며 신과 인간
을 모두 다스려 상하를 화합하게 하고, 사마(司馬)는 군대를 관장한다─ 팔정을 정
리한다.363) 사실 팔정을 오관(五官)과 연관시킨 것은 성호 이익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김성윤 2001, 83) 독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황경원의 정말 특이한 점은 팔
정을 총재(冢宰)와, 그리고 국가예산과 연관시킨다는 것이다. 총재는 국가예산을 관
장하기 때문에 조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국가의 일년 총수입을 계산해 삼십
년간의 국용을 예측하고 각 부서에 분배해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364) 그리고 주공(周公)의 업적을 주관(周官)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평
362) 江漢集 권11 ｢洪範傳｣. “食也貨也祀也賓也師也 著其事而不著其官 司空也司徒也司寇也 著
其官而不著其事.”
363) 江漢集 권11 ｢洪範傳｣. “此三疇之所以變化也 書稱司空 掌邦土 居四民 時地利 司徒 掌邦敎
敷五典 擾兆民 司寇 掌邦禁 詰姦慝 刑暴亂 此三者 見於三疇也 宗伯 掌邦禮 治神人 和上下 司
馬 掌邦政 統六師 平邦國 此二者 不見於三疇也 然食貨 宜屬司徒 賓祀 宜屬宗伯 師 宜屬於司馬
名爲八政 而其實 五官之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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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365)
황경원의 설명에 따르면 총재는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총
재가 행정전반을 관리하고, 통치의 기초로서의 이륜은 상제가 내리고 왕의 사법적
권한이 배제되어 있다면, 황경원에게 있어서 왕의 실질적인 역할은 교화에만 국한되
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황경원이 사유하는 왕권이란 실질적인 권력이라기보다 상징
적인 권위가 된다.
지금까지 주석자들의 황극해석과 왕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석자들의
공통점은 왕을 통해 법제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는 점과,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법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왕은 표준을 제시하는 존
재이며, 왕이 제시하는 표준이 인륜이라는 것은 주희가 생각하는 왕과 정치공동체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선, 정치공동체에서 기준은 단일한 원천에
서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치공동체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
와 자신들의 지위에 따른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당성에 기초한 기준
들이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치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
치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준의 출처는 한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이론가들은 황극의 제도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문제는
왕의 판단과 왕이 만든 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이다.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은 황극의 조건으로 심법(心法)을 제안함으로써 아포리아를 해결하고자 한
다. 주석자들 중 도덕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심법을 경(敬), 즉 신중한 태도
라고 규정한다. 한편 상수학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심의 대상, 즉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사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수로 분할한 뒤,
왕의 판단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수학적 설명을 제공하
는 서명응의 경우 심법을 점과 동일한 것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364) 江漢集 권11 ｢洪範傳｣. “然記曰 冢宰制國用 必於歲之抄 五穀皆入 然後制國用 用地大小 視
年之豐耗 以三十年之通制國用 量入以爲出 祭用數之仂 仂也者 謂一年經用之數 用其什一也 然則
八政所謂食也貨也祀也 無非冢宰之所統領也 故司徒斂其財賦 以均齊天下之政 而宗伯禋祀上帝 血
祭社稷 以烝嘗 祼享先王而已矣 安知冢宰制國用者 不在於八政之首哉 故周公始建周官 必有以折
中八政 而損益二王之制也.”
365) 江漢集 권11 ｢洪範傳｣. “惜乎 周官未及成 而周公遽已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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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극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나 상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은 모두
공통적으로 법제를 만드는 왕의 권위는 강화시키지만,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제어하
려는 태도를 보인다. 박세채와 서명응은 황극의 수인 5가 우주론(cosmology)에서
갖는 의미와 왕의 위상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왕에게 5의 의미, 즉 세계
의 중심성, 항상성, 보편성을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서명응이 심법을
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 것은, 세계의 패턴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왕을 전제하
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강한 왕권론자라고 평가되는 윤휴의 경우도 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윤휴는 왕이 결정한 제도는 왕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제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왕이 능력이 없을 경우 섭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
한 윤휴의 태도에서 그가 왕의 권위는 긍정했지만 권력은 제어하고자 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황경원은 왕의 권위의 원천을 상제로부터 도출함으로써 왕권을 강
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을 권력행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묘사함으
로써 왕권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주석자들이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구상 대신 심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왕권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상이나
언관은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왕의 판단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성리학이 왕의 자의적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도통을 왕통과 분리해 도덕적 권위를 정치적 권위 위에 놓고 도통을
제도화하는 것과, 학문적인 차원에서 최종결정자인 왕의 판단을 문제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도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성리학은 통치질서를 확고히 하
기 위해 왕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석자들은 황극개념을 해석하면서 권위를 높이고 권력은 제어할 수 있는 이론
적 사유를 개진했으나, 실제로 정치에서 황극개념은 왕권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처
럼 해석되었고, 왕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366) 그 과정에서 황극은 왕의
366) 이는 영조의 박세채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다. 영조는 즉위 초인 1727년(영조 3) 박세채의
상소문이 치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문집으로 간행할 것을 명하였고(영조실록 영조 3년 10
월 13일), 1764년(영조 40)에는 문묘에 배향하였다(영조실록 영조 40년 3월 1일). 이때 박
세채의 외손인 신경(申暻)은 영조가 박세채의 업적을 황극만으로 평가한다며 황극을 도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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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보다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하며, 심법과 분리되어 이해되기 시작한다.

부로 국한시키고, 영조의 태도를 비판하였는데(영조실록 영조 40년 10월 9일) 신경이 느꼈
던 불편함은 도덕보다 황극이 더 크게 평가받는 데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경의 태도로부터
그가 영조의 황극에 대한 관심을 왕권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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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8세기 왕권과 황극개념의 수사적 사용
3장에서 살펴본 학자관료들의 경우 홍범의 해석과 황극의 규정에서 왕의 권위
와 권력을 구분하고 후자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통치에 있어서 권위
는 질서와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공동체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권력
은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법(心法)이 강조되고 황극의 황을 왕이 아닌 상제로
규정하는 등의 이론적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 있어서 권위와 권력은
쉽게 구분되거나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고, 전통국가에서 권력을 구분해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미비했기 때문에 왕들이 권위를 강조하는 이론이나 개념들
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다. 이러
한 문제는 조선시대의 정치이론이 통치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정치에서 왕들이 황극개념을 왕권강화를 정당화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황극개념이 정치적 수사에 의해 그 의
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다룰 케이스는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와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이며,
양자 모두 황극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rhetoric)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
조와 정조가 황극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영조가 정치적 맥락에 따
라 자의적으로 황극을 해석하고 관료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로 사용한다면,
정조는 마음과 심법, 그리고 황극을 이론적으로 재규정한 위에서 수사적으로 사용하
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학문에 대한 입장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왕이 처한
역사적 맥락의 차이이기도 하다. 영조의 경우 경종독살 혐의 때문에 왕위계승의 정
당성이 취약했고, 따라서 즉위 초반부터 영조의 즉위에 반대하는 반란을 겪을 수밖
에 없었다. 영조는 무신란(戊申亂, 1728), 나주괘서사건(1755) 등과 같은 정통성을
의심하는 도전들과 직면하면서도 동시에 관료들 간의 권력균형을 맞춤으로써 왕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상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영조는 기본
적으로 정치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며, 세습적 정당성 외의 정당성의 구축에 큰 관심
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성리학적 군주로 자신을 표방함으로써 군사의 지위를 주장하
는 것(윤정 2007)과 탕평, 균역, 준천으로 요약되는 실질적인 통치의 업적367)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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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자의 경우 도통으로 요약되는 학자들의 권위를 왕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권
위를 일원화한 것이고, 업적은 왕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권력을 강
화하거나 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제이다.
한편 정조의 경우, 즉위시기부터 영조와 다른 질서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조대에 관료화가 진행되고 행정이 강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대부들이 몰
락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즉 관료제가 발달하고 사대부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를 가져온다.368) 관료제의 발달은 강한 왕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만, 발달된 관료제는 왕권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도통을
대표하는 사대부들은 권위를 두고 왕과 경쟁하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왕권을 인정
하고 존중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8세기에 나타난 중앙을 중심으로 관료제가 발달하고 사대부계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왕들과 달리 정조가 대립하고 있었던 세력이 관료들이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왕과 사대부들이 학문적 권위를 두고 경쟁한다면, 왕과 관
료들은 제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경쟁한다. 즉 왕은 기존의 법제를 넘어선 임의적인
판단을 통해 왕권을 구현하고자 하고, 관료들은 제도나 절차를 우선시함으로써 임의
적 판단을 제한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관료제의 발달은 사실 황극의 의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관료제의 발
달에서 주목해야 할 세력은 소론인데, 상수학을 통해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노정한
367) 균역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손병규(2008)를, 대동법에 대해서는 이정철(2010), 준천사업
에 대해서는 조광권(2004)을 참조할 것.
368) 베버는 중국의 군주제를 분석하면서 중국관료제가 불완전한 중앙집권화와 성문화되지 않은
운영방식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관료제와 왕의 관계는 왕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
다. 즉 왕이 비범한 정치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 관료제는 약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가
왕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관료집단의 정문성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버는 중국의 제도를 언급할 때 관료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도
관료제를 가진 국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Weber 1968).
베버가 중국의 관료체제를 관료제라고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근대적인 형태의 관료체제
에 대해서만 관료제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 쿤(Kuhn)에 따르면 베버 입장에서 가부장적이고
세습적인 통치체제를 갖고 있던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 관료제라고 보기 어려웠다. 가부장적 군
주는 관료들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률의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Kuhn 2004, 300).
중국의 관료제를 연구한 쿤과 우드사이드는, 이러한 베버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관
료제사회였던 점을 관료적 행정의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관료제적 왕정
을 서구적 의미에서의 관료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이 인간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문서에 의해 통치되었기 때문이다(Woodside 2010, 32; Kuhn 2004,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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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인 박세채와 서명응이 모두 소론과 연관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서인
에서 분화한 소론의 독특한 위상은 특히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국가의 의
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영조 초반 정국을 구성했던 소론은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행정으로 대체한다. 이들은 정치분열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힘써야 할 것은 옳고 그
름에 대한 정치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의 구현과 국가행정의 확산을 통한 민
생의 구제라고 주장한다.369)
소론은 노론에 비해 그 세력이나 영향력이 작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행정을
통한 국가의 강화는 사대부들이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분열된
사회를 성리학적 제도에 의해 통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일
한 선택지가 되었다. 분열을 해소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론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시비판단자로서의 왕의 위상은 단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적 계기를 마련해주었을 뿐만 아니라370) 공사(公私)의 문제를 철학적인 것
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고 국가의 관심을 도덕의 확산에서 행정의 강화로 전환
시켰다. 정치보다 행정에 방점을 둔 소론의 행보는 노론이 정치전략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영조 재위 초중반 이후부터 등장하는 원경하나 홍계희와 같은 노론계 관
료들은 기존의 노론과 다른 제도개혁론자들이었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탕평당, 탕당이라고 명명되는 영조대에 성장한 관료들을
제거하고 각 파벌들의 준론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다. 준론, 즉 학문적․
369) 소론들의 행정의 확대에 대한 고민은 동시대 종법의 확산과 예제에 의해 국가질서를 재편하
고자 했던 노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조성산이 지적한 것처럼 소론과 노론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해석차에서도 잘 드러난다(조성산 2009a). 소론은 “예에 없는
예”에 의거해 명황제들에 대한 제사를 올림으로써 예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문명의
계승자로서 청과 경쟁하고자 하는 노론과 달리 좋은 통치가 문명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좋은 통치의 핵심을 행정으로 파악해서 국가사회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제도의 기획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소론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 18세기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목민서
의 편찬이다. 18세기부터 치군요결, 목민고, 사정고(四政考), 거관대요(居官大要), 목
강(牧綱)과 같은 조선의 지방행정 현실에 바탕을 둔 목민서류와 임관정요(臨官政要), 목민
대방(牧民大方), 선각, 칠사문답(七事問答), 삼도(三到)와 같은 중국의 지방행정사례집
인 선각류가 편찬된다(김용흠 2010, 131-132). 목민서들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이정법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370) 당시 왕권의 강화를 통한 정치분열의 해소를 주장한 소론들은 박세채, 남구만, 최석정이며,
왕권강화에 대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박세채의 남계선생문집 권16 ｢癸亥熙政堂啓箚｣2;
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권12 ｢陳時務萬言疏｣, 남구만의 藥泉集 권13, ｢因災異會議書
啓｣; 최석정의 明谷集 권19 ｢仍陳所懷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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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가 관료보다는 사대부적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를 같이 하겠다
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371)
본 장에서는 영조와 정조가 처한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전제하고, 영조와 정조
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그 과정에서 황극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조의 경우 황극개념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검토함으
로써 당대인들이 영조의 왕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늠하고, 정조의 경우에는 정
조의 저술들에서 자신의 왕권을 어떤 논리로 강화시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영조의 경우 정치개념과 연관된 저술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 어
떻게 논쟁하는지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찾아 검토하고자 한다.

1. 영조의 건극론과 황극논쟁 : ‘왕의 표준’ 대 ‘대중’
황극탕평론은 숙종대에 박세채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왕권의 의미와 관
련된 복잡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영조시기이다. 영조는 경종을 독살했
다는 혐의로 인해 왕위계승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왕이었지만, 종통적 한계가 문
제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 시기는 종법이 정착된 단계였고,372) 또 숙종
의 둘째 계비인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가 영조를 “삼종(三宗)의 혈맥(血
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조대의 왕권에 대한 논쟁은 예송논쟁처럼 예
학적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고 충역 문제로 나타났다.
영조가 탕평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론과 노론의
세력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김성윤 1997;
박광용 1994). 실제로 영조는 소론과 남인이 주도하여 일으킨 무신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론만을 등용하지 않고, 노소론을 함께 파직하고 오히려 소론인 이광좌를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정국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동시에 김재로
와 송인명을 좌우상으로 재임명하고 김시환(少)를 예조판서, 서종급(老)를 예조참판,

37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광용(1994, 146-148)을 참조할 것.
372) 조선후기 종법의 정착과정에 대해서는 고영진(1989; 1995;2008), 장동우(2010a; 2010b)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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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명(少)를 대사헌, 성덕윤(老)를 대사간에 임명하는 등(영조 13년 8월 무신;경오;
병자) 양당의 인물들을 함께 등용했다.
무신란(戊申亂)은, 소론‧노론‧남인을 모두 등용해 조정 내에 세력균형을 이룸으
로써 왕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영조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
이었다.373) 그러나 영조는 난의 진압을 소론들이 주도하게 만듦으로써 세력균형을
깨지 않음으로써 무신란 이후의 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충과 역, 옳
음[시]과 그름[비]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논쟁들이 영조대 통치
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로 인해 파벌들이 분화해나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74)
도통과 왕통을 분리함으로써 도덕에 의한 권력의 제어를 지향하는 성리학은 충
역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난점을 갖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치질서와 법
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의적인 왕의
권력은 제어되어야 하는데,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행사에 대
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충과 역은 군주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충역논쟁은 정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는 왕의 권력사용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영조 13년에 있었던 ｢혼돈개벽유시｣는 당시 사대부들의 당쟁을 비판하
고 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글이다.

“왕은 이렇게 말한다. 아! 공경(公卿)과 나의 시종신(侍從臣)들이 지금 특명으로 인해
모두 전정(殿庭)에 나왔으니, 구심(舊心)을 버리고 나의 이 유시를 들으라. 아! 당습
(黨習)의 폐단이 어느 때인들 없겠는가? 한(漢)의 청의(淸議), 당(唐)의 우(牛)·이(李),
송(宋)의 삼당(三黨), 명(明)의 동림(東林)이 전사(前史)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어
찌 귀감(龜鑑)이 되지 않겠는가? 아! 우리나라는 그 명목(名目)이 서로 바뀌면서 오
373) 무신란에 대한 설명은 이욱(2011)을 참조할 것.
374) 일반적으로 18세기 조선의 파벌(黨派, faction)은 크게 노론(老論), 소론(少論), 남인(南人)으
로 나뉘며, 각 파벌 내에는 정국운영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차에 따라 다시 준론(峻論), 완
론(緩論), 극론(極論) 등으로 나뉜다.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의 파벌과 내부의 입장차보
다 더 복잡한 세력분열이 생겨난다. 일단 영조대의 관료들의 경우를 간략히 언급하자만 파벌
(당파) 내에서 조정(court)의 운영방향이 자파의 정치적 명분과 맞지 않더라도 국정에 참여하
는 인물들을 일반적으로 완론(緩論)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한 뒤로는 탕당
(蕩黨)이라고 불렸다. 학계에서는 완론 혹은 탕당을 정국의 지지세력으로 삼은 영조의 정국운
영을 탕평정치라고 명명하는데, 시기마다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영조는 각 당의 완론인사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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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이 더 심해서 처음에는 군자(君子)라 하고 끝에 가서는
충(忠)이라 하며, 처음에는 소인(小人)이라 하고 끝에 가서는 역적(逆賊)이라 해서 서
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는 틈을 만들어 동종(同宗)이 도리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찬
축(竄逐)이 변해 살륙(殺戮)이 되기도 하며,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무리들이 중간
에서 용사(用事)하고 효경(梟獍)의 무리가 그 사이에서 틈을 노렸다. 아! 신축년·임인
년에 만약 조종(祖宗)의 묵묵한 보우(保佑)가 아니었더라면 삼종(三宗)의 혈맥(血脈)
이 어찌 오늘날에 있었겠는가? (중략) 여러 신하들은 비록 편당을 일삼지만 나는 오
히려 권권(眷眷)하다. 지임(遲任)이 말하기를, ‘사람은 오직 옛것을 구한다.’라고 하였
다. 아! 너희 조정에 있는 교목 세신(喬木世臣)들아! 너희 할아비와 아비는 열조(列
朝)의 은혜를 받았다. 신하는 비록 나를 등지지만 나는 차마 옛날을 잊겠는가? 몇 년
동안 고심(苦心)하다가 조화시키기를 자임(自任)하고 있는데, 오직 편당을 못할까 염
려해서 일마다 갈등이 생겼다. (중략) 명(命)을 황당하게 여기지 말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왕법(王法)에는 사(私)가 없다. (중략) 십야(十夜) 이전의 일은 혼돈(混
沌)에 부칠 터이니, 지금 이후는 바로 하나의 개벽(開闢)이다. 지난 습성을 버리고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각기 자손들을 훈유(訓諭)하여 영원히 후손을 보존하고
영명(永命)을 잇도록 하라. 신(神)의 척강(陟降)하심이 양양(洋洋)하고, 신기(神祇)가
소소(昭昭)하니, 각기 마음에 새겨 널리 유시함에 어김이 없도록 하라.”375)

영조는 위의 유시에서 조선에서의 파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애초에
파벌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쟁이 심화되면서 군자와 소인에 대한 구분이
충역을 구별하는 논리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같은 종파가 서로 원수가 되고, 귀향
보내는 정도에서 끝날 사안이 살육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무리들이 왕가를 노려 종사가 위태롭게 되었으나, 조종의 도움으로 왕가의 “혈맥”,
즉 삼종의 혈맥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 글에서 영조는 당쟁의 격화와 국가의 전복이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당쟁이 문제적인 것은 격화될 경우 비록 관
료들과 사대부들이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더라도 국가의 위기를 알아채지 못한다.

375) 英祖實錄 영조 13년 8월 28일(갑신). “王若曰 噫嘻 公卿越我侍從 今因特命 咸造于庭 黜乃
舊心 聽我此諭 嗚呼 黨弊何代無之 漢之淸議 唐之牛李 宋之三黨 明之兩林 斑斑前史 豈不龜鑑
嗚呼 我朝其名互換 逮至今日 其弊轉甚 初曰君子 末則曰忠 初曰小人 末則曰逆 戈戟相尋 仍成釁
隙 同宗反爲仇敵 竄逐變爲殺戮 患失之輩 從中用事 梟獍之徒 窺釁其間 嗚呼 辛壬若非默佑 三宗
血脈 豈有今日 (중략) 諸臣雖黨 予猶眷眷 遲任有言 人惟求舊 咨爾在廷喬木世臣 乃祖乃父 受列
朝恩 臣雖負我 予忍忘舊 幾年苦志 調劑自任 惟恐不黨 隨事葛藤 (중략) 毋荒此命 若有違者 王法
無私 (중략) 十夜以前 付諸混沌 于今以往 卽一開闢 黜乃往習 同寅協恭 其各訓諭 若子若孫 永保
後昆 迓續永命 陟降洋洋 神祇昭昭 其各銘佩 無替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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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대부들이 당습을 그쳐야만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치에 대한 논쟁을 당쟁으로 폄하하고 무화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갖고 있다. 박광용에 따르면(1994, 119-120) 영조는 ‘제일 먼저 당론을 없
앨 것’을 탕평정국의 표방으로 내세우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개인 차원의 싸
움을 국가의 차원으로 비화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영조 5년에는 갑인 이후
예론과 임술년 이후 사문 시비의 전말을 국조보감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런 결정은 영조 말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조낭관의 통청권을 폐지(영조 17년)하거
나 조선의 경우 군자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붕당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영
조 25년 4월 병신). 물론 정파들이 강하게 대립할 경우, 실제 인재를 등용할 수 없
거나 통치를 위한 행정적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의 정치적 판단이나 통치의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당대인들에게 문
제적이라고 인식되었다.
반면 영조는 군주가 판단을 하면 신하들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신의 관
계를 부자관계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영조 5/10/경술). 그리고 자신을 건극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기준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3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건극에는 조건이 있다. 홍범구주의 주석들은 제 1주부터 4주까지를 건극
의 방법으로 보거나 혹은 제 2주인 오사를 강조함으로써 왕의 기준이 이륜(彛倫) 즉
도덕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조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홍범구주에서 말하는 건극을 정
치수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극개념이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황극을
주희의 정의, 즉 “왕의 표준”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주희에 의해
명백하게 “왕의 표준”이라고 설명된 황극은 왕권의 강화됨에 따라 주희가 부정했던
중(中)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영조 3년 이조참판 윤순(尹淳)
은 “대중을 세워 황극을 건설하”라는 상소를 올린다.376) 윤순의 논리에 따르면 황
극을 세울 수 있는 전제가 대중(大中)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이 표현은 주희가 “권
(權)과 의(義)가 행해지면 황극이 선다”377)라고 한 표현과 대비된다.
윤순의 발언에서 대중이 마음의 문제에 속한다면, 주희가 말한 권과 의는 변화

376) 承政院日記 영조 3년 10월 11일.“立大中而建皇極矣.”
377) 朱子語類37:54. “權義擧 而皇極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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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378)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권은 일상적인 법이나 예제가 아
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변칙적 대응을 의미한다. 주희는 권과 같
은 변칙이 수용될 수 있는 근거는 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379) 여기에서 의는 정당
성으로, 정당성이 획득되면 변칙인 권이 상법(常法)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주
희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황극의 임의성이다. 주희에게 있어서 황극은 왕
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인(聖人)이 자연질서와 인간본성의 패턴을 파악해 인간의 질
서로 재현한 인극(人極)380)과 다르게 자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의 구절은 주희가
왕의 자의적 판단이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화과정을 거쳐야 한
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희는 인극과 황극을 구분
한 뒤 황극을 인극에 수렴함으로써 그 자의성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윤순의 황극 역시 왕의 자의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의
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황극의 조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극을
세우는 조건으로 대중, 즉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황극을 내면적 질서와 연결시
키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황극을 마음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 하는 입장들은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난다. 영조 4년 지평 조정순(趙正純)의 상소
에는 “표준을 세우는 방법에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인주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에 편벽되고 매인 바가 없어 대중지정(大中至正)으로 그
아래에 임하는 것 뿐입니다”381)라고 말하는데, 그 역시 마음을 바르게 해서 대중지
정해지는 것을 황극을 세우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영조 9년 지평 권영(權瑩)은 아예
황극을 표현할 때 “황극대중의 다스림(皇極大中之治)”(승정원일기 영조 9/1/14)이
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황극과 대중을 병렬시킴으로써 황극의 의미를 대중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다.
황극을 대중으로 설명한 인물 중 주목해야 할 사람은 조명리(趙明履,
1697-1756)이다. 졸수재 조성기의 조카이자 정제두의 제자였던 조명리는 영조 22

378) 朱子語類37:54. “緣權字與經字對說 纔說權 便是變卻那箇 須謂之反可也 然雖是反那經 卻不
悖於道 雖與經不同 而其道一也.”
379) 朱子語類37:54. “義字大 自包得經與權 自在經與權過接處 如事合當如此區處 是常法如此.”
380)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
其序 鬼神合其吉凶.”
381) 承政院日記 영조 4년 10월 5일. “持平趙正純疏 夫破朋黨 爲蕩平之術 莫詳於洪範一篇 而建
皇極實爲樞要 建極之道 無他 只是人主 先正其心 無一毫偏係之私 而以大中至正 臨其下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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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연자리에서 영조가 주희의 ｢황극변｣을 읽고 그 의미를 묻는 자리에서 황극을
대중으로 해석한다.

영조: 황자는 무슨 의미인가?
조명리: 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자는 극을 중으로, 황은 대라고 말했습니다. 대
개 황극은 대중을 말한 것입니다.382)

영조의 질문에 대해 조명리는, 주자가 반대한 해석을 주자가 한 말이라고 영조
에게 고한다. 주자가 대중으로 황극을 해석하는 것을 부정한 사실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조명리의 해석은 이전에 황극을 대중과 병렬시키거나 황극의 방법으로 대중을
제시한 사람들과 달리 황극을 대중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조명리의 황극해석은 그의 스승이었던 정제두의 이중적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제두는 서경에 대한 해석에서는 “황극은 대중이 아니다. 황은 곧 천자이며 극은
끝까지 이른 것이다”383)라고 말한 반면, 영조 4년 4월 24일 영조 앞에서 주희의 ｢
무신봉사｣를 강의하면서, 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 기준은 정일집중(精一執中)의 중으로, 시중(時中)이자 대중(大中)이다.384) 그는
물론 이 말이 황극을 대중으로 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황극을 계속 중과 함께
거론함으로써 황극이 마치 대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조명리가 황극을 대중이라고 해석한 것은, 왕의 자의적 기준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
는 황극을 마음에 묶어두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극을 마음과 연관해 해석하는 것은 홍양한(洪良漢, 1724-미상)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홍양한은 영조 32년 중용을 강의하는 자리에서 황극이 중용의 다른 이
름이라고 말한다.385) 영조가 황극과 중용이 같은 뜻이냐고 묻자 그는 “한나라 유자
들이 황극을 대중으로 해석했는데, 주자 역시 ‘끝까지 이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
니다. 표준의 명칭은 대중을 말한 것이고 ‘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중용입니다”386)
382) 承政院日記 영조 22년 4월 12일. “上曰 皇字何義也 明履曰 如大字之義也 朱子云極中 皇
大也 大抵皇極者 如大中之謂也.”
383) 霞谷集 권16 ｢書箚錄｣ 拾遺 皇極正解[又解]. “皇極非大中也 皇乃天子 極乃極至 言皇建此
極也 以上朱子言.”
384) 承政院日記 영조 4년 4월 24일. “如欲蕩平 則莫如建極 而第時中之義 未易 精一之中 天下
之大中也 子莫之中 爲執着之中也 必也講求大中之中 以爲根本.”
385)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7월 4일 “皇極卽中庸之異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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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한다.
황극을 마음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조선유자들의 경향은 황극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위에 인용한 윤순, 조명리, 정제두는 일반적으로 조제
론과 왕권강화를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는 소론계인데, 이들이 왕의 위상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주희의 황극해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시기 사대부들의 정체
성이 관료와 사대부 사이에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황극개념은 영조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영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왕의 특수한 위상을 구조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북극(北極)이나 옥극(屋
極)의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대부들이 영조의 왕권강화
의 방식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극개념과 연관해서 황극을 왕권의 유일한 속성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사대부
들의 저항은 18세기 문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하게 황극이 왕의 전유처
럼 사용되는 데 대해 저항감을 드러낸 사람은 노론인 김이안(金履安, 1722-1791)이
다. 김이안은 이선장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황극에 대해 논하면서, “모두 자신의 이
기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위의 교화에 따르는 것인데, 지금 인군의 일신에 그 중
요함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387)라고 짧게 불만을 드러낸다.

2. 정조의 명덕개념과 왕의 특수성
정조는 즉위와 함께 국조상례보편으로 상징되는 존왕적 예학을 폐지하고,388)
386)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7월 4일 “漢儒釋皇極以大中 朱子亦解以極至之義 標準之名 所謂大
中也 極至也 便是中庸也.”
387) 三山齋集 권3. ｢答李善長｣. “無偏無陂 朱子明言天下之人 皆不敢徇己之私 以從乎上之化 而
今欲歸重於人君身上 何也.”
388) 정조는 영조가 왕위의 강화를 위해 한 작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조상례보편의 위상을 약
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영조 훙서 직후 사학유학 정재관 등은 연거복(燕居腹)의 요질(腰絰, 燕
居帶)을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포대(布帶)로 사용하는데, 이는 참최상을 재최의 포대로 삼년
상을 끝내는 것이 됨으로 방상(方喪, 군주상)을 치루는 예가 되지 못하며 의례와 맞지 않는
다고 비판하면서, 연거복 문제 외에도 성균관 사학 유생의 상복을 3개월 복 후 백의백관으로
3년 상기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조 즉위년/3/16). 정재관의 비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조상례보편이 전중(傳重)과 계승(繼承)와 연관된 측면에서는 왕의 상례를 일반 사대부의 예
와 달리 했을 수는 있지만, 상례의 거행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편의에 따라 상의 기간과
방식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조상례보편는 영조가 홍계희 등에게 명해 편찬하게 한 왕례서로, 왕을 일반 사대부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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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신, 권간이라 불리는 관료세력을 정계에서 축출한다. 정조는 대대적인 숙청 끝에
명의록과 속명의록을 간행하고 독특하게 의리주인(義理主人)을 지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국운영을 해나간다. 이 때 의리주인이 된 사람들은 홍국영, 서명선, 그리
고 정민시이다.389) 원래 왕의 의리가 반포되면 당연히 의리주인은 왕이 된다. 그런
데 정조는 자신을 의리주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의리주인을 지목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의 판단 기준의 제시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의리주인이 나뉘는 것은 의리의 정당성을 왕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
한 왕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의 문제에 사대
부들을 개입시킴으로써 공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예학에 있어서도 왕과 사대부의 형식적 구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
며,390) 정조가 계지술사라는 수사를 통해 영조대에 이루어진 특정한 작업들을 우회
적으로 부정─예를 들어 속대전의 이전 법전과 달라진 조항들을 다시 원상복귀시
키는 방식으로 대전통편을 발간한 것391)─한다.
종속시키지 않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책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영조대에 공식적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가 영조 훙서 후 상례보편의 예문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올라왔다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8월 7일). 정조는 왕의 특수례를 강조하기보다는 주자예학의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조상에서는 상차에서 주자예학의 핵심서적인 의례경전통해(儀禮經
傳通解)를 진강하는데, 의례경전통해는 주자의 후기예학을 대표하는 예서로서 각종 시례서
(時禮書), 고례서(古禮書), 왕례서(王禮書) 등이 망라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17세기 이후
주자예학에서 주자가례보다 의례경전통해의 위상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국왕들은 국상 때 상차에서 예기를 읽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처음에
는 정조도 예기진강을 명했는데, 신하들의 권유로 의례경전통해를 진강책을 바꾼다(정조
즉위년/5/20). 정조는 노론 측의 예서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1785년(정조 9) 제주의 민속
교화를 위해 김장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와 박성원(朴聖源)이 저술한 예의유집(禮疑類輯)
을 각각 1질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영조가 주자예학의 상징적 인물인 김장생의 대표적 예서인
의례문해를 불태운 점과 대비된다(정경희 2004, 231). 이후 왕가에서 상례를 적용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정조는 국조상례보편의 조항 중 주자예학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채택하는 경
향을 보인다.
389) 정조 초기 정치세력의 교체에 대해서는 김정자(2008)를 참조할 것.
390) 정조실록 11년 4월 5일. “不用朞制則已 已用之 獨於徵吉之節 捨已行之儀 先正之說 而規規
於王朝禮三字 萬萬無是義.”
391) 대전통편의 항목들을 보면 속대전 편찬시 경국대전에 있었던 조항들을 없앴던 것들을
다시 되살린 것들이 많다. ｢吏典｣의 內命婦, 外命婦, 奉朝賀, 內侍府, 政案, 解由, 遞兒, 鄕吏, ｢
戶典｣의 給造家地, 無農, 獎勵, 進獻, ｢禮典｣의 生徒, 五服, 陳弊, 依牒, 寺社, 參謁, 京外官迎送,
京外官會座, 請臺, ｢병전｣의 外衙前, 疊鼓, 疊鐘, 復戶, 給假, 救恤, 城堡, 積芻, 護船, 迎送, 路
引, 改火, ｢刑典｣의 才白丁團聚. 銀錢代用, 罪犯准計, 停訟, 賤妾, 賤妾婢産, 跟隨, 外奴婢, ｢공전
｣의 院宇, 鐵場, 寶物. 京工匠, 外工匠은 경국대전의 조항들인데속대전에 빠졌다가 다시 
대전통편에 편입한 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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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주자예학에 대한 묵수는 당연히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문제
는 왜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자성리학에 매달리는가라는 것이다. 예학뿐만
아니라 정조는 주자서 편찬과 간행에 총력을 다하는 면모를 보인다. 정조는 일생에
걸쳐 주자를 존숭하고 주자서를 애독한 군주(김문식 1999, 115)로 알려져 있을 뿐
만 아니라 주서백선, 아송과 같이 주희 글의 선본을 만드는가 하면, 주자의 자
치통감강목을 모방하여 춘추좌씨전을 정리하고 주희와 송시열의 도통을 연결시
키는 양현전심록을 편찬한다. 정조의 작업에 대해 군사(君師)로서 도통을 이었다
는 당대의 평가는 역으로 정조가 도통을 담보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홍재전서에는 실제로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조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학문적 우월성에 기초한 권위가 증명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치와 통치에 있어서 왕이 행동의 자의성을 그에 의
해 보장받아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조가 성리학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
고자 했다면 왕권강화는 얼마나 성리학의 이름으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정조가 도덕, 즉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와
직결된다.
정조의 마음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는 ｢경사강의｣이다. 정조는 초계문신
들과 대학의 의미를 놓고 정조 5년(1781년), 정조 7년(1783년), 정조 8년(1784
년), 정조 10년(1786년), 정조 11년(1787년) 다섯 번에 걸쳐 문대(問對)하는데, 이
때 정조는 마음을 본심(本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본성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자신
의 입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조의 입장이 보다 잘 드러난 텍스트는 정조 23년
(1799년) 윤행임과 대학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대한 ｢증전추록(曾傳秋錄)｣이다.
1781년의 경사강의에서 정조는 대학의 삼강령 중 하나인 명명덕에 대해 논
하면서 명덕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부르고 굶주리고 따뜻하고 추운 것은 사람마다 각각 같지 않으나 명덕에 이르러서
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단지 이 명덕만이 존재한다. 게다가 천
지 만물이 우리의 직분 안의 일이 아님이 없으니 남의 덕이 일분 밝아지면 바로 자
신의 덕도 일분 밝아지는 것인즉 명덕과 신민은 비록 체용의 다름은 있으나 근원에
서 보면 남과 나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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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인간의 동일성은 명덕에서 담보된다고 설명한다. 인간
이 현실에서 처한 상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동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명덕 때문이다. 여기서 “남의 덕이 일분 밝아지면 바로 자신의 덕도 일분 밝
아지는 것”이라는 정조의 말에서 인간의 동질성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내재되어 있는 진리
의 기준이며면, 마음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
간의 조건들과 함께 성리학에서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그것은 관계이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성의 내용을 “인의예지”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인의예지는 개인의 내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치이다.
즉 인간이 자신을 수양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사유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에까지 그 사유와 행동이 영
향을 미친다는 독특한 관계에 대한 사유이다. “남의 덕이 밝아지면 나의 덕도 밝아
진다”라는 정조의 말은 개별적인 실천의 결과는 타자와의 연관 속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형세가 필부의 비천한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주를 요순과 같이 만들고 그 백성을 요순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주희의
주장과 유사한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명덕과 신민은 체용의 다름이 있으나, 근
원에서 보면 남과 나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이 말은 정조가 인간의
동질성을 복잡한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에서 핵심은 주체
에 따라 명덕과 신민을 실천하는 수준과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조의 입장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실천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
다.
정조는 일관되게 인간의 본성은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명덕’을 가지고 있
지는 않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다음의 예문은 정조가 명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392)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大抵飢飽寒煖, 人各不同, 而至於明德, 則通古今一宇宙, 只是
此箇明德而已. 况天地萬物, 無非吾人分內事, 人德之明了一分, 便是己德之明了一分, 則明德新民,
雖有體用之殊, 初無物我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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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대학의 규모의 절목은 인군의 직분 내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지금 “몸소 행
하여[躬行] 마음으로 터득한다[心得]”고 한 것은 마치 밖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얻어
지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 행한다면 혹 도와 더불어 둘이 되
는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시수: 규모와 절목이 아무리 상세하더라도 배우는 자가 능히 마음으로 터득해서
몸소 행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한다고 한 것이지 자신의 성분 밖에서 구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393)

여기에서 정조가 한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궁행과 심득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궁행은 실천하는 행위이고 심득은 마음을 수양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명덕을 마음으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것이 정조
의 질문이다. 둘째, 이 질문은 만약 궁행 다음에 심득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범
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명덕에는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정조가 전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궁행심득의 순서에 대한 정조의 불만은 이시수
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다. 이시수는 궁행과 심득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한다고 한 것이지 자신의 성분 밖에서 구한다고 한 것이 아닙
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정조의 질문이 궁행심득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니라 병렬
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심득의 대상인 명덕은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는
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성분의 차이에 따라 밝혀야 할 명덕이 다르다는 정조의 입장은 다음 대학 ｢
전수장(傳首章)｣의 “극명준덕(克明峻德)”이란 구절을 해석하면서 던지는 질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명덕은 바로 至善의 所在로서 성인과 범인이 함께 표준으로 삼는 바이다. 비유하자
면 활쏘기에 과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살이 멀리까지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
람은 가까운 데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기도 하여 기술과 힘
의 차이가 서로 현저하게 다른 것과 같으니, 이는 氣質의 고하와 조예의 얕고 깊은
차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克明이란 두 자는 진실로 사람마다 참여할 수 있는 바가
393)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 “大學之䂓模節目, 莫非人君分內事. 今曰躬行心得, 有若由外而
得諸內, 以此而行乎彼, 無或有與道爲二之嫌耶. 時秀對, 䂓模節目雖詳, 而學之者, 不能心得而躬行,
則便非己有. 故曰躬行心得, 非謂求之於自己性分之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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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덕에 이르러서는 요순도 이 큼을 같이하며 세상 사람도 이 큼을 함
께하는 것이거늘 굳이 요임금에 대해서만 유독 크다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덕이
반드시 사방에 널리 입혀지고 상하에 이른 뒤에야 크다고 한다면 지위를 얻지 못한
성인은 준덕에 참여하기에 부족한가?394)

위의 인용문에서 정조가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은 극명준덕의 의미이다. 우선
정조는 극명의 개념을 설명한다. 정조에 따르면 명덕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
는 것이지만, 개체의 능력차이 때문에 명덕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극명”의 주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해석
이다. 그러나 극명의 단계에서는 능력여부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조는 준덕의 의미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신분의 차이와
덕의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다. “덕이 반드시 사방에 널리 입혀지고 상하에 이른 뒤
에야 크다고 한다면 지위를 얻지 못한 성인은 준덕에 참여하기에 부족한가”라는 질
문은 준덕은 덕과 다른 종류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성인의 능력에 대
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위에 따라 실천범위가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
제를 제기한 것이다.
명덕에 내포되어 있는 차이를 강조하여 왕과 일반인의 명덕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정조의 의도는 정치를 학문 아래 두어 통제하고자 했던 주희의 정
치와 학문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삼대의 정치를 군사의 정치로 설명한다.

한 사람이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워 그 본성을 다한 자가 나오면, 하늘은 반드시
그를 명하여 천하 만백성의 임금이요 스승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들의 본성을 회복시키도록 하였다.395)

정조는 위의 대학장구서의 내용 중 “다스리고 가르쳐서”[治而敎]의 의미를 묻
394) 弘齋全書 권68 ｢經史講義｣5.. “明德,卽至善之所在, 而聖凡之所共表準也. 譬之如射之有的, 雖
其或遠或近或中或不中, 不無巧力之相懸, 而此屬氣質之高下, 造詣之淺深, 則克明二字, 固非人人
之所得與. 至於德, 堯舜同此峻, 塗人同此峻, 而必於堯獨言峻者, 何也. 德必有待於光四表格上下而
後峻, 則不得位之聖人, 不足與於峻德歟.”
395) 大學 ｢大學章句序｣. “一有聰明叡智, 能盡其性者, 出於其間, 則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復其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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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여기에 ‘다스리고[治] 가르쳐서[敎]’라고 하였다. 치는 어떤 의미이며 교는 어떤 방
법인가? 그리고 먼저 다스린다고 말하고 나중에 가르친다고 말한 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인가?396)

정조는 이 질문을 한 뒤에, 다스림과 가르침의 선후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희의 "대학장구서"의 내용을 왕의 통치지침으로 전환한다.

다스림과 가르침은 반드시 선후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체로 임금이 정사
를 펴고 인을 베풀어서 한 명의 남자나 여자라도 다 그 본연의 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治라는 한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략) 정치와 교육은 의당 병행해야 하
겠지만 정치는 더욱이 위아래로 통하여 처음과 끝을 이루는 일이다. 대개 다스린다
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을 모두 치라고 이를 수 있지만, 가르침
에 있어서는 단지 남을 가르친다고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을 가르친다고는 할 수 없
다. 이 서문에서 군사(君師)의 도를 미루어 논하였으므로 비록 치와 교를 함께 들어
말하기는 했지만 만약 가르침이 다스림보다 먼저라고 한다면 안된다.397)

분명히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이 대목을 통해 더 이상 왕들이 군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정조는 대학장구서의 내용을 군사의 도에 대한 것으로 규정함으
로써 대학의 의미를 왕의 통치지침서로 전환시켰다. 또, 정치의 의미는 “한 명의 남
자나 여자라도 남김없이 다 본연의 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使一夫一婦, 盡復其本然
之性者]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본연지성의 의미는 앞에 “그[其]”가 붙음으로써
각 사람의 개별적인 본연지성이라는 의미로 한정되며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1783년, 1786년의 경사강의에서 명덕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진
다. 1781년의 경사강의는 명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 이루어

396)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此曰, 治而敎之, 治是何義. 敎亦何術, 而先言治, 後言敎者, 又
何也.”
397)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4. “治與敎, 似不必分先後. 大抵人君之發政施, 使一夫一婦, 盡復
其本然之性者, 不出治之一字. …治敎雖當竝, 而治尤是徹上徹下, 成始成終之事. 蓋治者, 治己治
人, 皆可謂之治, 至於敎, 則只可曰敎人, 而不可曰敎己. 此序推論君師之道, 故雖以治敎二字對擧言
之, 而若謂敎先於治則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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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면, 1783년과 1786년의 경사강의는 본연의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명덕의
독특성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정조의 명덕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초계문신들은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고 대답
한다. 심통성정이란 지각과 의지로 이해되는 심과 달리, 마음 안에 성과 정이 공존
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심통성정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본성을 인지해서 그
에 따라 작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심통성정은 마음이지만 리의 속성을 갖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음은 리를 지각
하고 지각된 리를 의지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덕을 심통성정이라
고 주장하는 입장은 명덕의 마음으로서의 특징, 즉 기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
다. 그 이유는 명덕이 기질로 표현되면 명덕 자체가 차이를 내포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조는 심통성정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명덕을 기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질의 품부받은 바가 혹 같지 않아’라고 했는데 기질이란 과연 어떤 것인
가? (중략) 무릇 기란 혈기의 기가 아니고, 질도 형질의 질이 아닌 것으로,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어서 기로써 알고 질로써 행하니 곧바로 기질은 마음이라고 지적한 논의
도 식견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중략) 만일 마음과 기질이 다시 구별이 없다고 한다
면 이는 바로 심선악의 설이니 명덕에도 분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
밖에서 이른바 기질을 구한다면 또 장차 무엇을 지적하여

그 위치를 들춰내고 그

체단을 밝히겠는가?398)

위의 예문은 주희가"대학장구서"에서 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주희는 .군사로서의 왕의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질적 차이가
있어서 모두가 본성의 고유한 바를 알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조
의 위의 질문은 그 설명에서 기질적 차이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차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정조는 기질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첫째, 마
음의 작용을 지각(“기로써 알고”)과 의지(“질로써 행하니”)라고 한다면 지각과 의지
는 외물에 반응하는 것이 되므로 심은 리가 아니라 기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둘

398) 弘齋全書 권69 ｢經史講義｣6. “此云氣質之稟, 或不能齊, 氣質者, 果何物歟. …夫氣非血氣之
氣, 質非形質之質, 而具在方寸之中, 氣以知質以行, 則直指氣質爲心之論, 似不爲無見. …若謂心與
氣質, 更無區別, 是乃心善惡之說, 而明德有分數矣. 不然而此心之外, 更求所謂氣質者, 又將何所
指, 而拈其位置, 明其體段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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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마음이 기질이라면(“마음과 기질이 다시 구별이 없다고 한다면”), 기질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본심인 명덕에 차이(“분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1786년 경사강의에서 정조는 정호, 주희가 본성을 기로 설명한 사례들을 들면
서 본성을 기라고 볼 수 있다는 논변을 펼친다.

성이란 글자는 심과 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형기와 분리해서 성을 말한다면 이는
곧 성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정자는 “살아 있는 것을 성이라고 부르니[生之謂性]
성은 곧 기이고 기가 곧 성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性은 모두 주역에서 말한 ‘계지자선(繼之者善)’을 가리키니 성을 말한 바로 직후에는
이미 성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주자는 “성을 말할 때는 반드시 기질이 함께 드러난
다”고 하였고, 또 “성이라는 글자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리가 기와 합해진 것이다”
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건대, 본연의 성이란 본원을 끝까지 궁구하는 의논이
며, 이 성의 체단을 구하자면 요컨대 기질이란 두 자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399)

정조가 “본연의 성이란 본원을 끝까지 궁구하는 의논이며, 이 본성의 체단을 구
하자면 요컨대 기질이란 두 자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본성의 두 가
지 측면에 대한 설명이다. 즉 본성의 목적은 본원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본성의 성
질은 기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동질성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의 종류를 구분한 것과 차이가 있다. 본성
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분리해서 보는 입장은 이원론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은 리일원론을 지향하는 성리학과 배치된다. 리와 기를 배타적
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본성에 리와 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은 본성
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분은 이분
법적 구분을 통해 일원론을 설명해야 한다는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조는 여
기에서 본성은 본성의 목적과 성질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일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목적과 성
질이라고 본다면, 본연지성은 정향에 해당되는 것이지 존재의 속성이 되지는 않기
399) 弘齋全書 권70 ｢經史講義｣7.“性之爲字, 从心从生, 苟或離形氣而言性, 則便不是性矣. 是以
程子云,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又云, 今人言性, 皆是繼之者善, 纔說性時, 便不是性. 朱子云,
才說性, 便須帶著氣質. 又云, 才說性字, 此理便與氣合. 執此以言, 本然之性, 只是窮本極源之論,
而苟求此性之體段, 則要當以氣質二字, 爲正法眼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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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성은 기질에 보다 가깝게 정의된다. 그리고 본성을 기질을 위주로 정의하
는 것은 결국 차이에 대한 강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조는 본성이 차등성을 포함한 내용이라는 점을 진성(盡性), 즉 성을 실천한다
는 의미를 밝힐 때에도 분명히 한다.

정조: ‘그 성을 온전히 다 실천한다’[盡性]는 의미를 자세히 말해볼 수 있겠는가?
(중략) 만일 이와 같다면 반드시 덕과 지위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성을 완전히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곤궁하여 아랫자리에 있는 성인의 경우는 오히려 ‘본성
을 완전히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다는 것인가?
송상렴: ‘그 본성을 온전히 다 실천한다’는 것은 대개 그 성분의 고유한 바와 직분의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아랫자리에 있는 성인은 도
를 행할 권한이 없으니 어찌 혜택을 베풂이 천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번에
그 본성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400)

진성의 의미에 대한 정조의 질문에 송상렴은 그 의미가 “그 성분의 고유한 바
와 직분의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능히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성분은
그렇다면 본성이란 성분과 직분이 된다. 따라서 왕이 되지 못한 성인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성분과 직분을 다해야 한다. 도통에 의해 왕통이 제어되어야 한다
는 주장은 왕통 위에 도통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성인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한다
면, 이는 그 성분과 직분을 넘어서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송상렴은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조가 답변을 이끌어내는 문제
제기 방식에 있다. 정조는 “왕이 되지 못한 성인이란 결국 본성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서 성의 의미를 성분과 직분에 국한시킬 수 있
는 답변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조 입장에서 성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말하는 평천하의 주체는 군주이다. 군주가 평천하
를 하고자 노력하고 수신하고 다스리는 것이야 말로 군주의 진성이다. 정조는 이렇

400) 弘齋全書 권70, ｢經史講義｣7. “盡其性之義, 可詳言歟. …苟如是則必須有德有位, 然后始可
謂能盡其性, 而窮而在下之聖人, 猶有歉於盡性之義耶. 濂對, 盡其性云者, 蓋謂能盡其性分之所固
有, 職分之所當爲而已. 在下之聖人, 旣無行道之權, 則豈可以施澤之不及於天下, 遽謂其不能盡其性
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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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의 의미를 성리학적 논리를 통해 분수[지위] 개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군주만
이 진정한 평천하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위가 본성 안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능력에 상관없이 군주가 군주된
소이를 밝히고 능히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정조는 성분
이 결정된 뒤에야 명덕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명(明命)은 본래 형체가 없으니 내가 덕으로 삼는 것을 가지고 하늘이 나에게 명
한 바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늘이 나에게 명한 바를 가지고 내가 덕으로 삼는
바를 구하기는 어렵다.401)

위의 예문에서 정조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건으로부터 유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덕으로 삼는 것을 가지
고 하늘이 나에게 명한 바를 구한다면 가하다”는 정조의 주장은 첫째, 명덕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며, 둘째, 자신의 명덕의 의미를 밝힌다
는 것은 자신의 상황적 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조의 논리 하에서는 명덕은 리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타고 태어난 성분의 의미를 밝
히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결국 자기 분수 안에서의 실천이라는 한계를 갖는 것이
어야 한다.
이러한 정조의 성과 명덕에 대한 해석은 1799년 윤행임과 문답한 글인 ｢증
전추록｣에서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윤행임은 “하늘이 백성을 내리시매 각기 성을
부여하였다”라는 말에 각기라는 말은 받은 성이 다르다는 의미인가라는 문제를 던
진다. 이에 대한 정조의 답변은 “같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가 “같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각자(各字)는 각색(各色)이나 각양(各樣)과 달라서 분(分)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하늘이 이 이치를 만물에 고르게 나누어주었는데, (중략) 나누어 주는 이치는 본
디 같지만 받는 대상에게 다름이 있으니, 이는 기의 부림을 받아서이다.402)
401) 弘齋全書 권 68 ｢經史講義｣. “且明命, 本無形體, 以我之所以爲德者, 求天之所以命我則可也,
以天之所以命我者, 求我之所以爲德則難矣,”
402) 弘齋全書 권 126 ｢曾傳秋錄｣. “此各字異於各色各樣之各, 帶得分字義. 天以此理, 均分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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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리가 만물에 나누어지는 행위에 차별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각”을 해석
하고 있다. 동시에 이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동일하게 리를 품부받는다
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 즉, 인간은 동일한 명덕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서로 같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성을 부여하는 동일한
메커니즘 안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것이다.
정조는 새롭게 규정된 리와 본성, 리와 명덕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한
유비로 설명함으로써 왕과 백성의 관계를 리와 본성의 관계로 전환시킨다.

대저 이 리는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흩어져 만 가지가 되고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다. 천자가 다섯 가지 신표[五瑞]를 다섯 등급의 제후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천자를)
뵈올 적에 앞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거두어 모아 모규[瑁圭]로써 합하여 믿을 수 있
는지를 징험하였다. (중략) 각기 그 성을 받은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어찌 그 성이
실천되는 곳에서 살펴보아야 일리(一理)가 고루 나누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일리는 모규이며 성은 오서이니(중략) 이처럼 만국의 玉
은 모두 4치의 冒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모를 잡아 징험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
다.403)

정조는 여기에서 하늘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
다. 왕은 통치를 기획하는 자(다섯가지 신표를 제후에게 나누어주어 천자의 정치를
하게 만드는 자)이며, 통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존재(그 다섯 가지 신표를 거두어 정
치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이다. 통치의 기획자이자 완성자라는 정조
의 이러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
만 통치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존재는 오직 왕 뿐이다. 정조의 논리 속에서 사람들의
통치에의 참여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주희와 정조는 똑같이 직분과 성분을 이
야기하지만, 주희는 동질성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동일한 개념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차이를 강조하고, 그
…分之之理固同然, 而受之者有殊, 爲氣所使也.”
403) 弘齋全書 권 126 ｢曾傳秋錄｣. “大抵是理也, 始一散萬, 復合于一, 天子則之班五瑞于五等諸
侯, 及其肆覲, 輯其前所班者, 以瑁圭合而驗其信然. …欲識各與其性之所以, 盍於能盡其性處諦看,
而覺得一理之均分耶. 故曰一理瑁圭也, 性五瑞也, …若是則萬國之玉, 皆出於四寸之冒, 而執此冒
而驗之者, 惟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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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과 성분에 한정된 행위를 요구하고 한다.

그 성분의 고유한 바를 안다는 구절에서 분이란 말은 분한을 이른 것이다. (중략) 성
분의 가진 바라는 것은 곧 인의예지의 덕이요, 직분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곧 자식
은 직분 상 마땅히 효도해야 하고 신하는 직분 상 충성해야 하는 따위이다.404)

위의 예문에서 정조는 인의예지를 추구하는 것을 직분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으
며, 그 직분이란 효도나 충성을 통해 부모와 군주의 악함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자식이 효도하고” “신하가 충성해야 하는” 일들이 된다. 이렇게 성과 명덕의 직분
관념에 대한 강조는 실제 정치에서 정조가 군주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신하들의 반
대를 막는 논리로 전개된다.

주부자께서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성명을 확립할 것을 먼저 요구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뭇 생령을 계도하셨다. 대저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
아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솜털이나 물거품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 직분을 다
했다고 여기고 있으나 모두 다 분수를 넘어서는 짓이다. .…나는 나의 직분에 맞게
하고, 신하된 자의 분수로서는 또 그 신하된 본분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405)

위의 인용문은 주희가 주장한 성명(性命)의 논리를 끌어들여 신하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방어한 것이다. 이처럼 정조가 성리학적 용어
를 사용해서 주희의 대학해석을 해체한 것은 성리학의 전제들과 배치되는 역설적
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덕을 밝힐 때 올바른 정치
가 이루어진다는 성리학적 이상에서 벗어나, 정치의 유일한 주체는 왕이며 명덕은
본성이고 본성은 분수라는, 교조적인 논의로의 변화이다.

3. 정조의 왕권론: 황극에서 태극으로

404) 홍재전서 권70 ｢經史講義｣7. “此云知其性分之所固有, 分之爲言, 分限之謂也. …且性分所有,
卽仁義禮智之德也, 職分當爲, 卽子職當孝, 臣職當忠之類也.”
405) 正祖實錄 23년 11월 2일. “此朱夫子所以先要人用力於主靜立性, 詔來學牖群生也. 大抵今人,
多坐不讀書, 一有事爲, 如絮如漚, 自以爲盡分者, 都是犯分. … 吾則從吾, 臣分則從他臣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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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와 정조 모두 왕의 우월성을 주장했다고 할 때 정조의 특징은 왕의 권위를
자연성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정조가 본성과 마음을 재규정함으로써 질서론을 도출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원용하기 좋은 대상은 주희이다. 4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희가 육구연과의 논쟁에서 도출해낸 무극-태극-인극-황극의 논리
는 왕권의 절대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주희가 황극을 북극, 옥극
에 비유한 것은 왕의 위상을 구조적으로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왕이 정치질서의 기
초임을 강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황극을 정치수사적으로는 사용했지만 학문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영조와 달리 정조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황극의 절대성을 본
질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조가 생각한 황극의 절대성은 자의적인 왕권의 사용이다. 영조대 사대부들은
황극이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하지 못하도록 왕의 표준이라는 표현을 회피하고 황극
과 마음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정조는 역으로 황극의 절대성을 중(中)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증명한다. 정조는 황극과 마음의 문제에 해당되는 중을 연결시키고, 중을 다
시 자의적 권력을 상징하는 권(權)으로 해석함으로써 황극을 권도개념으로 전환시킨
다. 다음 책문은 정조가 황극을 중 개념을 거쳐 권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중(中)이란 한 글자는 천고 성학(聖學)의 요결이다. 홍범(洪範)의 황극(皇極)은 중(中)
에 자리하고, 중용의 대본(大本)은 중이라고 하였다. 홍범에서 ‘중에 자리한다’는
것과 《중용》에서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중’ 자의 뜻이 동일하냐, 서로 다르
냐? (중략) 자사(子思)는 대순(大舜)에 대하여 ‘중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큰 지혜가
있다고 칭송하였고, 맹자는 자막(子莫)에 대하여 ‘중을 잡았다’고 하면서 권도를 모른
다고 기롱하였다. 중이란 한 가지인데, 사용한다는 것과 잡는다는 것의 사이에 문득
성인(聖人)과 우인(愚人)의 분별을 두는 것은 어째서이냐? 군자는 시중(時中)한다고
하였는데 군자가 때에 맞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요점이 어느 곳에 있으며, 소인은
중에 반(反)한다고 하였는데 소인이 중에 반하여 행동하는 원인은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중략) 하도낙서의 수를 보면 5가 모두 중(中)에 자리하여 있고 천지의 운행
에서는 토(土)가 항상 중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극은 구규(九逵)의 중심이며 낙양(洛
陽)은 사방의 중심인데, 그렇게 된 이치와 그러한 까닭을 모두 차례로 논술할 수 있
겠느냐? 역(易)에 중정(中正)의 설이 있고 전에 중립(中立)의 설이 있는데, 중정이라
는 중과 중립이라는 중은 당연이 두 갈래가 아닌 것 같으나 말할 때 동일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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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어째서이냐? 대체로 중이란 고정된 형체가 없어서 곳에 따라 있게 되고
중이란 고정된 취향이 없어서 시기에 따라 있는 것이니, 요는 백천만 가지의 도리와
백천만 가지의 사무를 고르고 정당하게 하여 치우치거나 기울어지는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만 비로소 때에 따라 중에 처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대 이후로
유정유일(惟情惟一)의 법이 전승되지 않아서 중 자의 뜻이 밝혀지지 않은 지 오래되
었다. 인심을 두고 말한다면 취향의 옳고 그름이 맞지 않고, 시사를 두고 말한다면
경중과 완급이 중(中)을 잃었다. 시군(時君)과 세주(世主)가 몸소 하늘과 사람의 귀중
함을 담당하였다면 당연히 중화(中和)의 표준을 세워야 하는데도, 침잠한 경우에는
굳건함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고명한 경우에는 온유함으로 극복하지 못하여, 희로애
락의 발로됨이 간혹 알맞지를 못하며 애증 여탈의 거동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모습
이 단정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바를 수 없고 근원이 맑지 않으면 흐름이 깨끗할 수
없는 법이다. 경위(涇渭)를 분별하지 못하며 흑백을 가릴 수 없는 것이 마치 향초와
약초를 같은 그릇에 담고 얼음과 숯불을 서로 혼합함과 같아서, 심지어는 집집마다
학문이 다르고 사람마다 논설이 다르다. 따라서 시상(時象)은 결렬되고 조정도 괴려
되어, 협동하며 서로 공경하는 풍조가 사라져 들을 수 없게 된 반면에 면종복배(面從
腹背)하는 습성이 넘쳐흘러 모두가 그러하다. 이에 온갖 제도가 쇠미하고 잔약해지며
모든 관직이 병들고 피폐해져 난망(亂亡)이 뒤따르는 것이 전후 동일한 궤도이니, 탄
식을 이루 금할 수 없다. 오직 우리 동방은 비록 천지의 중심은 아니나 또한 작은 중
국[小華]이란 호칭이 있고, 기자(箕子) 같은 성인이 구주(九疇)의 조목을 부연하여
팔조(八條)의 교시로 삼았으니, 천 년 후에도 오도(吾道)가 동으로 갔다는 아름다움
이 있으며 홍범(洪範) 오황극(五皇極)의 뜻을 강론하여 밝히고 준수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지난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군주는 황극을 사용하여 다스린 적이 없었고 백성
은 황극에 의지한 효험이 없었으며, 소위 집중(執中)이니 건중(建中)이니 하는 설은
옛 성인의 그림자이며 종이 위의 공담에 불과하였으니, 문헌이 증험해 주지 못하며
예악이 흥기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삼가 생각건대 아조(我朝)는 성신(聖
神)이 계승하여 치화가 흡족하니, 기자의 구주와 자사의 경전을 높여 강독하고 인심
도심(人心道心)의 설을 연구하여 토론한다면 당연히 조정에는 편당을 만드는 풍조가
없어지고 사류들에게는 편벽된 행동이 없어져 세도가 순수하게 되어 하나같이 중정
한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중략) 어떻게 하면 군신 상하가 제각기 그 중도를 얻
어서 설립하고 시행함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되고, 정직하고 평탕한 다스림이
진실로 홍범의 규모에 부합하며 중과 화(和)를 이루어 천지 만물을 길러 내는 공적
이 중용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겠느냐?406)
406) 弘齋全書 권 48 ｢策問｣ 中 庭試殿試. “王若曰 中之一字 千古聖學之要訣也 洪範之皇極 居
中 中庸之大本爲中 範之所以居中 庸之所以言中者 其中字之義同歟異歟 (중략) 子思於大舜 則謂
之以用中而稱其有大 孟子於子莫 則謂之以執中而譏其無權 中則一也 而用與執之間 便有聖愚之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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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에서 정조는 중을 몇 가지 차원에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서경 ｢
홍범｣의 중개념과 중용의 ｢중｣개념이 같은 의미인지, 둘째, 일반인의 중과 성인의
중이 동일한지의 여부, 셋째, 시중(時中)의 의미, 넷째, ｢하도낙서｣에는 5가 중의 위
치에 있고, 오행 중 토가 중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극이 별들의 중심에 있고 낙양이
중심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섯째, 주역에서 중정과 중립이 같은 의미이면
서도 다르게 쓰이는 이유이다.
그리고 책문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를 그 아래에 기술한다. 정조에 따르면 현재
정치는 중을 잃어서 군주가 중화의 표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중의 의미
가 무엇인지 학문으로 밝혀야 하는데, 사람마다 이론이 달라서 현상에 대한 적합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정부도 분열되어 실제로는 국가의 정책에 회의적이면서도 그렇
지 않은 척 하고 있어서 제도가 무너져서 모든 관직이 병들고 피폐해져서 혼란스러
워졌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중심은 아니지만 소중화라는 호칭이 있고, 기자와 같은
성인이 홍범구주의 조목을 부연했기 때문에 조선이 홍범 황극의 의미를 강론하고
밝히고 준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상 군주가 황극을 사용해서 다스리거나 백성
이 황극에 의지한 효험이 없었다. 따라서 왕에 의한 집중이나 건중이 공담에 불과했
다. 군신상하가 그 중도를 얻어 설립하고 시행함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 홍범
의 규모에 부합하는 중화를 이루어내어 중용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시되어야 한다.
者何歟 君子而時中 則君子之所以時者要在何處 小人而反中 則小人之所以反者 失在那邊 (중략)
河洛之數 五皆居中 天地之行 土常居中 北極爲九逵之中 洛陽爲四方之中 則其所以然之理 所以然
之故 皆可歷論歟 易有中正之說 傳有中立之說 中正之中 中立之中 宜無二致 而立言之不同者何歟
大抵中無定體 隨處而在 中無定向 隨時而在 則要使百千萬道理 百千萬事爲 平均亭當 無所偏倚之
差 然後方可謂隨時處中之道 而三代之後 精一之法不傳 而中字之義不明久矣 以言乎人心 則趨向
是非之不中 以言乎時事 則輕重緩急之失中 而時君世主 身任天人之重 則宜建中和之極 而沉潛者
不能剛克 高明者 不能柔克 喜怒哀樂之發或不中 而愛憎與奪之動非其宜 表之不端而影不得其正
源之不淸而流不得其潔 涇渭莫辨 黑白難別 薰蕕同器 冰炭相濟 而甚至於家家異學 人人異論 時象
決裂 朝著乖潰 同寅協恭之風 蔑蔑乎無聞 面從後言之習 滔滔 而皆是百度叢脞 庶官癏曠 亂亡隨
至 前後一轍 可勝歎哉 惟我東方 雖非天地之中 而粤有小華之稱 箕聖九疇之目 演爲八條之敎 則
千載之下 實有吾道東之休 而洪範五皇極之義 庶可講明而遵守之矣 然而稽諸往牒 君無用極之治
民無保極之效 而所謂執中建中之說 不過古聖之影子 紙上之空談 則文獻之無徵 禮樂之不興 固其
所也 恭惟我朝聖神承繼 治化煕洽 箕疇思傳之書 尊閣而講讀之 人心道心之說 硏究而討論之 則宜
乎朝無黨比之風 士無偏陂之行 而世道粹然一歸於中正之路矣 (중략) 何以則君臣上下各得其中 設
施注措 無過不及 正直平蕩之治 允合洪範之謨 而中和位育之功 無負中庸之訓歟 肆陳中心之言 願
聞中正之論 咨爾諸生 其各悉著于篇 予將親覽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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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이 글에서 중을 몇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서경｢홍범｣에서 중은 황극
이 홍범 구주 중에 다섯 번째, 즉 가운데 자리한다는 의미이다. 중용의 중은 마음
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未發]의 본성의 차원과 마음이 발현해서[已發] 행위가 모두
적절한 상태를 의미하는 중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군자는 법을 완고하게 지키지
않고 때에 따라 변칙적으로 사용하되 그 행위가 적절하다. 이를 시중이라고 부르는
데, 여기에서 중은 중용의 이발의 중과 같은 의미이다. ｢하도낙서｣, 북극, 낙양은
중심에 대한 유비이다.
책문의 내용을 보면, 정조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행위인 중을 자연질서의 중(｢하
도낙서｣, 오행, 북극 등)와 연결시키고, 그럼에도 그 중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유와
고정된 법을 넘어서는 중을 성인과 군자가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권도로서
의 중을 성인과 군자는 행할 수 있고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이유를 논증하는 것이다.
이 책문은 군주가 황극을 세우고 백성들은 황극을 따를 수 있는 일관된 이론을 자
연질서와의 연속성 속에서 경전과 개념분석을 통해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천적 의미의 중은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군주의 중도로, 군주
의 중도는 공동체에 중 또는 황극 즉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황극에 따
르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하의 중도로 왕에 의해 제시된 황극에 적절하게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사가 순임금이 중을 사용했다고 칭찬하고 맹자는 자막이
권도를 모른다고 조롱한 이유는 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권도를 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이며, 권도를 사용해야만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을 본성이 아닌 자연질서와 연결시켜 논
하고자 한 점이다. 중용에서 중은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희노애락애오욕이라는 인
간의 감정으로 적절하게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
성을 잘 알아야 하고,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발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책문
에서 본성에 대한 논의 대신 본성적 지위를 갖고 행위로서의 중과 연결되는 것은 ｢
하도낙서｣, 오행, 북극이다.
성리학에서 인간은 변화하는 시간과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질서의
원리를 찾아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변화와 혼돈을 조정해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해
야 한다. 이것이 성리학의 이념적 목적이라고 할 때, 성리학적 통치와 질서는 공간
적 표상을 통해 가시화된다. 이러한 공간적 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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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중심성이 임의적이라면, 통치와 연관된 중심성의 표상은
관념적이고 임의적이지만, 제도로 전환되어 실체화되기 때문에 필연성을 갖게 된다.
｢하도｣와 ｢낙서｣, 오행, 북극으로 표현되는 하늘의 질서를 중개념와 연결시키려
는 것은 중의 해석에서 인간의 본성 대신 숫자 5를 판단과 시비의 기준과 연결시키
는 것이며, 숫자 오로 표현되는 황극을 질서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하도｣｢낙서｣와 연결된 황극은 주희가 말한 것처럼 왕의 표준이기는 하
되 변화하는 시간에 대처하는 권도의 의미로 전환된다.
황극을 중과 권도개념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조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화된 권도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왕이 권도에 의해
이법하면 공동체 성원들은 모두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권도와 그에 대비되는 개
념인 경도에 대해서 왕과 관료들 사이에 흥미로운 대립이 발견된다. 정조는 권도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자신이 입법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
는 법의 일관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정조는 자신의 행위가 선왕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
기존의 법제에 어긋나는 경우 권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
다. 박현모( 2001, 40)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아닌 효장세자의 종통을 이어 왕위를
계승한 정조는 종법적 차원에서 영조와의 약속과 친부에 대한 감정이 충돌할 경우
정해진 법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권도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위기
간 중 발생한 역모사건에 연루된 종친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도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권도론의 사용은 은언군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은언군이 역모사건에 연
루되었을 때 역모문제를 법에 근거해 처리하고자 하는 관료들과 정조는 크게 충돌
한다. 당시 관료들은 정조가 은언군을 용서하려고 하자 전례가 없다며 정조의 타협
안을 거부하고 정조의 입장을 사(私)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자신의 작은 사
사로운 정을 끼워넣는 것이 왜 나쁘냐며 이런 타협안이 바로 권도로, 권도를 써서
중을 얻으면 경도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정조 18/4/14). 이에 대해 신하들
이 나라를 위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이 때 관료들의 논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가 다
르다는 것이다. 즉, 왕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모는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질서와 왕의 판단을 별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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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리가 정조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정조는 논쟁의 과정에
서 “권”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의 신하된 사람이 만일 “위에서 혹 때로는 권을 쓰니, 아래서도 때로 권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왕릉의 의리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 권이 어찌 아랫
사람이 의논할 바이겠는가.407)

정조의 발언은 법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왕으로 국한한 것이다. 정조는 효친과 충의가 모순되고 충역과 친친
의 의리가 서로 충돌할 때 왕은 권도를 통해 경도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신하들은 오
로지 경도, 즉 정해져 있는 법만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하의 충성은 여자
의 정절과 마찬가지”(정조 18/9/3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하의 의리는 정해진 법
을 따르는 것이고, 왕의 결정을 올바름의 근거로 삼는 데 있다(정조 22/6/21). 이때
관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 발언들의 핵심은 왕이 경과 권을 섞어서 쓸 수
있거나 권도를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데 있다. 이병모는 “성인
의 권이라는 것이 일찍이 전하가 사용하시는 것처럼 연례행사처럼 활용된 적이 있
습니까”(22/9/8)라고 비난했고, 심환지는 왕만이 권을 쓸 수 있고 신하는 경만을 지
켜야 한다는 주장은 요순과 같은 성왕에게만 적용된다고 하고 논쟁을 막은 것을 비
판했다.408)
정조의 왕권의 특수성에 대한 주장은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서도 잘 드러난
다. 정조가 1798년 12월 3일 작성한 만천명월주인옹자서는 자신의 왕권론을 “만
천명월주인옹”으로 상징화한 글이다. 홍재전서 ｢일득록｣에는· 정조가 자서를 작성
한 뒤 신하들에게 자서를 베끼게 하여 이를 새겨서 연침 여러 곳에 걸어두고 “만천
명월주인옹”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겼다는 기록이 나온다.409) 일반적으로 이 글은
407) 正祖實錄 22년 6월 21일. “爲予臣者 若曰 上或有時而出於權 下亦有時而可權 云爾 則王陵
之義 果安在哉 權豈下之人之所可議到乎 .”
408) 정조와 심환지의 비밀편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병모와 심환지는 사실 정조의 측근이
기 때문에 이들이 한 발언이 이들의 진짜 정치적 입장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정조의 권도사용을 비판한 것이든, 아니면 정조의 계산에 의해 일부러 비판한
것이든 의미하는 바는 같다. 후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조는 권도사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
기 전에 이들을 통해 먼저 비판하게 만들어 파장을 막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당대의 사대부들
이 이에 대해 가질 불만은 전자의 경우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조어찰첩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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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의 의미에 대한 정조의 해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정조의 왕권강화에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글이라고 해석되어 왔다(이태진 1992; 김성윤 1994; 한상권 2007).
정조는 왕권을 제약하는 사대부들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왕만이 유일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410) 자서는 이와 같은 정조의 왕권론을 잘 반영한 것으
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만천명월’이란 표현이 리일분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정조가 자신을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리(理)에 비정함으로써 왕권
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소진형 20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의 세계는 분열된 세계이다. 정조가 관찰한 세계 속의 사
람들은 동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에는 “모양이 얼굴빛과 다르고 눈이 마음과
틀린 자가 있는가 하면 트인 자, 막힌 자, 강한 자, 유한 자,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소견이 좁은 자, 얕은 자, 용감한 자, 겁이 많은 자, 현명한 자, 교활한 자, 뜻만
높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자, 생각은 부족하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자, 모난 자, 원만한 자, 활달한 자, 대범하고 무게가 있는 자, 말을 아끼는 자, 말재
주를 부리는 자, 엄하고 드센 자, 멀리 밖으로만 도는 자, 명예를 좋아하는 자, 실속
에만 주력하는 자” 등 천 가지 백 가지도 넘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 사람들로 가
득 차 있다.411) 정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결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근래 와서 다행히도 태극, 음양, 오행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또 사람을 꿰뚫어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 쓰는 방법은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쓰
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여 만물이 각각 그 만물대로 존재하게 하
면서 만물이 오면 그에 따라 응하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고, 좋은 점은 드러
내고 나쁜 점은 숨겨주며,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아닌 것은 진압하고, 규모가 큰 자
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고 그 기술보다는 뜻을 높게 여겨서 양단(兩端)을
409) 홍재전서 권 173 ｢일득록｣ 13. “予以萬川明月主人翁自號 其義詳於自序 而命朝臣數十人各
書以進 刻揭于燕寢諸處 卽其點畫揮染之間 其人之䂓模意象 可以髣想 此眞所謂萬川明月也.”
410) 正祖實錄 24년 6월 16일. “曰 予雖否德 凡屬義理邊 一番秉勢之後 不容一毫移易 今日臣子
孰敢生意於背馳角勝之計哉 (중략) 書不云乎, 惟皇作極”
411)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予之所閱人者多矣 朝而入 暮而出 羣羣逐逐 若去
若來 形與色異 目與心殊 通者塞者 強者柔者 癡者愚者 狹者淺者 勇者怯者 明者黠者 狂者狷者
方者圓者 疏以達者 以重者 訒於言者 巧於給者 峭而亢者 遠而外者 好名者 務實者 區分類別 千
百其種 始予推之以吾心 信之以吾意 指顧於風雲之際 陶鎔於爐韛之中 倡以起之 振以作之 規以正
之 矯以錯之 匡之直之 有若盟主珪璋以會諸侯 而疲於應酬登降之節者 且二十有餘年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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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그 중(中)을 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홉 개의 하늘 문이 열려 탁 트인 듯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머리를 들면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412)

정조는 태극, 음양, 오행으로 요약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패턴을 발견했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태어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은 정조의
다른 말로 하면 명덕이라고 할 수 있다. 명덕에 따라 사는 것은 성분과 직분에 따른
삶이다. 왕의 통치는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문은 성리학의 리일분수 논리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
은 리일분수의 해석에서 세계의 구성 원리로서의 리와 개별적인 리 사이의 무차별
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정조는 대들보, 기둥, 오리, 학 등 개별자들
의 차별성, 즉 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
로 쓰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여”라는 정조의 표현에는 현상적 차
이가 근본적 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오리가 오리인 이유와 학이 학인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에서의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자들이 동일성을 갖
는 이유를 자각할 것을 촉구하고,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덕적 실천에 의해 세
계의 통합 혹은 자연세계와 인간사회의 일치가 구현된다고 본 성리학의 정치적 이
상은 이 논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조가 리일분수로부터 차별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분수(分殊)라는 표
현이 갖는 “본분 또는 등급의 구분”(陳來 2002, 83) 때문이다. 분수는 단순한 구분
이나 차이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 성리학은 동일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자들의 차등적 지위 역시 인정했기 때문에, 분수라는 말에는 일리(一理)와 동일
성을 갖는 중리(衆理) 외에 차등적 지위와 구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진래 2002, 82-84). 그러나 성리학이 도덕적 실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차등성보다 동일성을 강조하였다면, 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조의 논리 속
에서는 사람들의 성분(性分)과 직분(職分), 그리고 그 한계 내에서의 실천이 강조된

412)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近幸悟契於太極陰陽五行之理 而又有貫穿於人 其
人之術 莛楹備於用 鳧鶴遂其生 物各付物 物來順應 而於是乎棄其短而取其長 揚其善而庇其惡 宅
其臧而殿其否 進其大而容其小 尙其志而後其藝 執其兩端而用其中焉 天開九閽 廓如豁如 使人人
者 皆有以仰首而快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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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분과 직분이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외부적 한계 안에서의 실천은 “만물
을 만물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왕의 공정성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이처럼 왕의
공정성 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심(心), 즉 사고(思考)와 의지(意志)로 요약되
는 자발성과 주체성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정조가 성리학적 언어와 개념구조를 사용해 질서론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본성
에 기초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상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그는
왜 그가 사대부에 기초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힌다. 정조가 사
대부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관료들과 달리 말을 바꾸거나 명실이 분리된 자들
이 아니기 때문이다.413) 정조에게 사대부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왕의 대리자에 불
과하다.
정조는 다시 태극론과 상수론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다. 정조
는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태극과 만물로 설명하면서, 태극이 나뉘어 만물이 되며,
만물은 다시 태극으로 수렴된다고 설명한다.414) 만물은 태극에 의해 삶이 가능하며,
성인에 의해 생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조는 “공중에 나는 놈, 물속에서 노는 놈, 굼
틀거리는 벌레, 아무 지각없는 초목들 그 모두가 제각기 영췌(榮悴)를 거듭하면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중략) 이것이 바로 참찬위육(參贊位育)의 일인 동
시에 성인이 하는 일인 것”415)이라고 말한다.
정조는 태극과 만물의 관계, 그리고 본체로서의 태극과 만물이 갖고 있는 태극
의 관계를 통해 동일성의 기초가 왕임을 분명히 한다. 이 지점에서 정조는 본성을

413)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夫天地之道 貞觀也 日月之道 貞明也 萬物相見 南
方之卦也 南面而聽 嚮明而治 予因以有得於馭世之長策 革車變爲冠裳 城府洞如庭衢 而右賢而左
戚 遠宦官宮妾 而近賢士大夫 世所稱士大夫者 雖未必人人皆賢 其與便嬖僕御之伍 幻黧晳而倒南
北者 不可以比而同之.”
414)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如仲尼之徒三千 而扣之則響 春工之化羣生 而著
之則成 以至聞言見行 則大舜之沛然若決江河也 予懷明德 則文王之照臨于西土也 寸長不讓於人
萬善都歸於我 物物太極 罔咈其性 性性存存 皆爲我有 自太極而推往 則分而爲萬物 自萬物而究來
則還復爲一理 太極者 象數未形 而其理已具之稱 形器已具 而其理无眹之目 太極生兩儀 則太極固
太極也 兩儀生四象 則兩儀爲太極 四象生八卦 則四象爲太極.”
415) 홍재전서 권 10 ｢만천명월주인옹자서｣. “爲一千六百七十有七萬餘畫 一皆本之於三十六分六
十四乘 而可以當吾蒼生之數矣 不以界限 不以遐邇 攬而歸之於雅量己分之內 而建其有極 會極歸
極 王道是遵 是彝是訓 用敷錫厥庶民 而肅乂哲謀之應 五福備具 而康而色 予則受之 豈不誠淵乎
遠哉 (중략)九州萬國 統於一王 千流百派 歸於一海 千紫萬紅 合於一太極 地處天中而有限 天包地
外而無窮 飛者之於空也 潛者之於川也 蠢動之自蠕也 草木之無知也 亦各榮悴 不相凌奪 (중략)是
蓋參贊位育之功 爲聖人之能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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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질서의 토대가 된다.

달이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다. 그 달이 아래로 비치면서 물 위
에 그 빛을 발산할 때 용문(龍門)의 물은 넓고도 빠르고, 안탕(雁宕)의 물은 맑고 여
울지며, 염계(濂溪)의 물은 검푸르고, 무이(武夷)의 물은 소리 내어 흐르고, 양자강의
물은 차갑고, 탕천(湯泉)의 물은 따뜻하고, 강물은 담담하고 바닷물은 짜고, 경수(涇
水)는 흐리고 위수(渭水)는 맑지만, 달은 각기 그 형태에 따라 비춰 줄 뿐이다.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그 물의
원뿌리는 달의 정기(精氣)이다. 거기에서 나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춰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太極)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만천(萬川)의 밝은 달에 태극의
신비한 작용을 비유하여 말한 그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나는, 저 달이 틈만 있
으면 반드시 비춰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태극의 테두리를 어림잡아 보려고 하는 자
가 혹시 있다면,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달을 잡아 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무
소용없는 짓임도 알고 있다.416)

정조는 직접 자신을 달과 태극에, 백성을 물에 비유한다. 이 달은 공평하게 모
든 물에 빛을 비춰준다. 백성에게 투영된 왕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면, 이것은 왕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흐르고 멎고 소용돌이치는 물의 상태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
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에 비춰진 달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자신
에게 투영된 왕을 보아야 한다. 만천에 해당되는 신민들에게 달인 자신의 모습이 비
춰진다는 비유는, 리의 동일성에 기반한 도덕-정치주체를 왕의 정치적 프로그램 안
에서 움직이는 대리자(agent)로 전환시킨다. 정조는 분수, 즉 차이를 개별자의 본질
적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자들의 동일성이 자신에 의해 담보된다고 주장
함으로써 왕을 정치의 근원이자 질서의 원천, 그리고 리일분수로 정치적 영역을 조

416) ｢弘齋全書 권 10 ｢萬川明月主人翁自序｣. “譬諸在水之月 月固天然而明也 及夫赫然而臨下 得
之水而放之光也 龍門之水洪而駛 鴈宕之水淸而漪 濂溪之水紺而碧 武夷之水汩而㶁 揚子之水寒
湯泉之水溫 河淡海鹹 涇以渭濁 而月之來照 各隨其形 水之流者 月與之流 水之渟者 月與之渟 水
之溯者 月與之溯 水之洄者 月與之洄 摠其水之大本 則月之精也 吾知其水者 世之人也 照而著之
者 人之象也 月者太極也 太極者吾也 是豈非昔人所以喩之以萬川之明月 而寓之以太極之神用者耶
是豈非昔人所以喩之以萬川之明月 而寓之以太極之神用者耶 以其容光之必照 而儻有窺測乎 太極
之圈者 吾又知其徒勞而無益 不以異於水中之撈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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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으로써 정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정치주체로 만들었다. 성리학에서 리일분수를
통해 동일성을 자각한 도덕적 주체를 호명한다면, 정조는 왕이 부여한 정치적 동일
성을 자각한 주체들이 왕이 제시한 기준과 정치적 이상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이
렇게 리=태극에 비유된 왕의 표상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성리학에서 설정한 왕의
범주를 넘어선다. 더 이상 왕은 천명을 깨닫고 세계의 통합에 참여지 않는, 백성들
에게 동일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세계의 통합의 방향
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조의 해석은 주희의 통치자에 대한 인식과 배치된다.

그러나 받은 기질이 간혹 같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그 본성의 고유
한 바를 알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워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사람들 중에서 나오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만
백성의 군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
였다.417)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왕의 필요성을 교육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다. 모든 사
람들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기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현우(賢愚)의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을 제거하여 본성을 다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
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군사가 된다. 따라서 군사로서의 왕은 제한적인 권력
을 갖고 있다. 그의 역할은 제도나 구조의 변화를 통해 천하를 평등하게 만드는 자
가 아니라, 백성들이 본연을 깨닫고 그 본연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학장구서｣의 내용은 따라서 왕이 실현하는 평천하(平天下)의 의미를 제
한한다. 즉, 평천하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그 직분과 성분을 다하
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왕이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상태는 아닌 것이
다.
따라서 정조가 스스로를 군사라고 자임했다는 사실이 곧 왕의 판단과 행위의
절대성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기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자서의 편찬이나
도통과 왕통의 일치는 성리학적 정치체제에서 정조의 권위를 강화시켜줄 수는 있었
417) 大學 ｢大學章句序｣. “然其氣質之稟或不能齊 是以不能皆有以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一有聰
明叡智能盡其性者出於其間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敎之 以復其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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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시에 정조 역시 성리학적 논리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서에서 나타난 왕의 위상재고는 도통과 왕통의 합치나 군사의
자임과 다른, 성리학적 정치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시도는 왕의 기준에 따라 정치공동체의 위계를 재조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미를
새로운 왕의 의미와의 연계 속에서 재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조가 자서에서 주장한 왕의 특수한 위상은 1799년 윤행임(尹行恁, 1762～
1801)과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내용을 문대한 ｢증전추록｣(曾傳秋錄)에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증전추록｣에서 리일분수의 논리를 왕이 신표를 나눠주는 행위에
빗대 설명한다.

대저 이 리는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흩어져 만 가지가 되고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다. 천자가 다섯 가지 신표[五瑞]를 다섯 등급의 제후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천자를)
뵈올 적에 앞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거두어 모아 모규[瑁圭]로써 합하여 믿을 수 있
는지를 징험하였다. (중략) 각기 그 성을 받은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어찌 그 성이
실천되는 곳에서 살펴보아야 일리(一理)가 고루 나누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일리는 모규이며 성은 오서이니(중략) 이처럼 만국의 玉
은 모두 4치의 冒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모를 잡아 징험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
다.418)

정조는 여기에서 하늘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
다. 왕은 통치를 기획하는 자(다섯 가지 신표를 제후에게 나누어주어 천자의 정치를
하게 만드는 자)이며, 통치를 완성하는 유일한 존재(그 다섯 가지 신표를 거두어 정
치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이다. 통치의 기획자이자 완성자라는 정조
의 이러한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통치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존재는 오직 왕 뿐
이기 때문이다.
자서에서 발견되는 왕의 초월적 위상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모색이라
고 할 수 있다. 왕을 사대부의 대표로 이해하고 사집단의 존재의미에서 도출되는 정
418) 弘齋全書 권 126, ｢曾傳秋錄｣. “大抵是理也 始一散萬 復合于一 天子則之班五瑞于五等諸侯
及其肆覲 輯其前所班者 以瑁圭合而驗其信然 …欲識各與其性之所以 盍於能盡其性處諦看 而覺得
一理之均分耶 故曰一理瑁圭也 性五瑞也 …若是則萬國之玉 皆出於四寸之冒 而執此冒而驗之者,
惟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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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정당성을 왕에게 투영시켰던 사집단의 정치관과 달리 정조는 역으로 왕의 상
징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적 의미를 백성들에게 투영시켜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리학이 리일분수라는 표현을 통해 각기 다른 직분
과 성분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정조
는 리일분수를 가져와 왕과 백성들의 동일성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조는 리와 태극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다른 도덕-정치주체들과 차별성
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조의 왕권론은 성리학적 언어와 개념을 통해 표현되고 있지
만, 그 방향성에서 성리학적 정치관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가 성리학적 질서론의 구조를 차용해 제시한 왕을 토대로 한 질서론은 새
로운 질서의 기초를 필요로 했던 당대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다. 다
음 홍길주의 리와 태극개념에 대한 비판에 나오는 표현들은 정조의 ｢자서｣의 표현
들과 유사하지만, 태극의 의미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학자들은 이치를 말할 때면 반드시 태극에까지 이른 후라야 그친다. 이치를 탐구함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을 밝혀 행하고, 일을 처리함에 마땅한 원칙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두려운 듯 “이 일의 근본은 태극
이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사물을 대할 때 근심스러운 듯 “이 물건의 근본은 태극
이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은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저 아득하기만
한 태극으로 돌려버린다면, 이것을 일러 이치를 탐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른바 이치란 무엇인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체도 방향도 장소도 없고 표현할
이름도 조목도 없으며, 그저 일과 물건마다 당연한, 또 마땅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뿐이다.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이치가 있으며, 곤충과 초
목에게는 곤충과 초목의 이치가 있고, 물과 불과 흙과 돌에는 물과 불과 흙과 돌의
이치가 있다. 이러한 이치는 모두 하늘에 근본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은 그저 크고도
푸르며, 지극히 높이 아래를 덮고 있을 뿐이니, 만물을 주재하고 안배한 흔적을 드러
낸 적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치는 하늘이라는 말도 정말 그런지는 감히 모르겠
다.419)
419) 縹礱乙㡨권16｢明理｣. “學者說理 必推以至于太極而后已 所貴乎窮理者 欲其明乎善而行已 處
事無失其宜然之則也 如有人焉 遇一事而惕然曰 是事之本 太極也 遇一物而愀然曰 是物之本 太極
也 不求其當行之善 而擧以歸之于太極之茫茫 則是可謂之能窮理耶 且所謂理者 何也 無形體方所
之可執 無名狀條目之可言 特卽事卽物而無不有其當然所以然之故而已 在天而有天之理 在人而有
人之理 在昆蟲草木而有昆蟲草木之理 在水火土石而有水火土石之理 是其理莫不本乎天 然天固穹
穹蒼蒼 至高而覆下而已 又曷嘗見主宰安排之迹哉 故謂理爲天 亦未敢知其信然也.”(표롱을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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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각각의 이치를 찾고자 한 것은 각 존재들 사이에 공
유할 수 있는 동일성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홍길주 역시 각각의 사물들의 이치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조가 동일성의 기반이 없는 존재들에게 동일성을 부
여하는 것을 자신으로 명명한 반면 홍길주는 하늘을 거론한다. 홍길주의 논리에 따
르면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일한 동일성은 하늘이 이들을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
뿐이다. 여기까지는 정조와 홍길주의 사고의 구조는 동일하다. 그런데 태극의 개념
으로 가면 다르다. 정조는 동일성을 부여하는 자신을 태극에 비견한 반면 홍길주의
언술에서 태극은 의미를 잃는다.
정조와 홍길주의 글에서 발견되는 존재 간의 동일성의 부재는 권위에 대한 새
로운 질서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정조는 성리학이론을 원용해 자신이 질서의 토
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자연성에 비유함으로써 설득하고자 했다. 홍길주가 동일성
의 토대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하늘인데, 사실 하늘이 무엇인지는 추상적이고 의미
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성리학에서 하늘로 표상되는 리, 태극은 복잡한 논리구조를
가짐으로써 물질적 의미에서 자연원리로 이해될 수 있었다. ｢명리｣라는 텍스트에서
홍길주는 그런 복잡한 이론을 버리고 하늘이라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늘이
동일성을 부여한다는 논리를 거칠게 확장시킨다면 하늘이 동일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신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만이다. 홍길주의 주장에는 질서
의 토대로서 하늘의 조건에 대한 이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저 하늘로 동일성이
부여된다고 전제하고 리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원리로서 하늘을
전제한 것이지만, 그 하늘은 임의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다.
성리학에서 태극, 홍길주에게서 하늘이 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성
과 추상성 때문이다. 본성은 추상적인 한편 자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서의 토대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왕은 그 존재는 자연에 속하지만 추상화되지 않는
다. 왕의 존재가 질서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왕 개인의 신체가 드러나서는 안되고
절대왕정의 경우처럼 법제의 형태로 편재해야 한다(Monod 1999). 이는 다시 말해
정조가 만들어낸 질서론이 확인될 수 있는 제도의 형태가 존재함으로써 새로운 믿
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 박무영․이주해(2006)의 번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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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홍범구주의 황극해석과 수사적 사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왕
권의 정당성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우주의 본체[太極]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되었
던 서경의 홍범구주의 제 5주인 황극은 주희가 “왕의 표준”이라고 적극적으로 해
석한 이래 정치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조선에서 황극개념은 17
세기에 왕이 당쟁의 조정자이자 제도를 만드는 자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왕권과
적극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대부들은 도통의 담지자가
아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따라서 당쟁을 종식시
키고 제도를 개혁하고 좋은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왕이 주목받게
되었다.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당시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사대
부들은 공평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왕의 가능성을 황극을 통해 강조하였고, 왕권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적 정당화는 왕의 권위에 대한 강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황극의 주석자들은 왕이 만든 제도의 절대성을 왕의 세계 내에서의 중심성과
우주론적 위상을 통해 주장한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왕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그 왕
의 중심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들은 현실에서 왕의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심법에 주목한다. 심법은 도덕적 태도 혹은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설
명된다. 왕은 심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제도를 세우기 때문에, 제도의 공정성은 심법
에 의해 정당화된다. 심법은 결국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나 정확한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주석자들 중 도덕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심법을 경
(敬), 즉 신중한 태도라고 규정하는 한편 상수학으로 황극을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심의 대상, 즉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사건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수로 분할한 뒤, 왕의 판단을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한다.
양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왕의 권위는 강화시키고자 하고 권력은 제도에 귀속시
켜 그 자의성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세채와 서명응은 황극의 수인 5가 우
주론(cosmology)에서 갖는 의미와 왕의 위상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왕에
게 5의 의미, 즉 세계의 중심성, 항상성, 보편성을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위를 구
축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옹호한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서명응이 심법을 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 것은, 세계의 패턴에 따라

- 180 -

판단하고 움직이는 왕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강한 왕권론자라고 평가되는 윤휴의 경우도 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윤휴에게 있어서 왕은 인격적 존재라기보다는 제도의 원천으로서
의 의미가 더 크다. 윤휴는 서경｢낙고｣의 주석에서 섭정의 가능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왕이 능력이 없을 때는 대인이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윤휴에게 왕이
란, 세습에 의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상적 통치자로서의 왕이다. 이러한 윤
휴의 태도에서 그가 왕의 권위는 긍정했지만 권력은 제어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황경원은 왕의 권위의 원천을 상제로부터 도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
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을 권력행사를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왕권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주석자들에 의해 왕의 권위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황극은 왕들에 의해
적극적인 정치수사로 사용된다. 왕들은 자신들을 공동체의 유일한 판단자로 규정하
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황극개념을 사용할 때 심법을 배제하는 내러
티브를 구사한다. 심법은 황극의 권위를 강화시키지만, 왕이 심법을 따르지 않는다
고 판단될 경우 왕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왕들은 황
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할 때 왕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황
극의 의미를 제한한다.
왕들이 황극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황극개념은 애초에 주석자들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효과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부들은 황극개념을 주희가
해석한 대로 “왕의 표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영조가 황극개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자 사대부들은 “왕의 표준”
이라는 해석보다 대중이라고 주장하거나 중(中)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황극에서 도덕을 탈각시킨 채 사용하고자 하는 왕과, 황극의 도덕적 의미를 강
조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이 황극을 정치수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이론적․철
학적 의미는 소진된다. 따라서 황극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거나 정당화하고 권력을
제약하려는 의도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한 오롯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정조가 황극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성리학적 원천들을 동원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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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君師)를 자임하면서 왕에 의한 도통과 치통의 통합을 주장했던 정조는 심성론,
우주론을 동원해 절대적인 왕권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정조는 왕의 특수성이 이미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5의 중심성과 왕을 연결시키고, 황극개념을
넘어서 왕을 태극에 비유한다. 정조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되던 마음, 즉 명덕(明德)에 이미 사회적 위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서 확인되듯이 자신을 태극이 비정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함으로써 성리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전제, 즉 인간의 태생적
평등성에 배치되는 사유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석자들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왕이 자신
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에 왕
의 가장 큰 정당성은 세습적 정당성이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즉위한 왕의 정당성은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황극개념의 사용만 놓고 볼 때때 왕권은 강화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다른 맥락에서 조망하면 다른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
히 18세기의 제도의 발달에서 보면, 황극개념을 통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관료제와 제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확산되었던 새로운 조세제도, 새로운 행정구획, 새롭게 만들어진 법전은 기존의 관
습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관습과 다른 제도가 확산되
고 작동할 수 있으려면 관료제가 발달해야 하며, 동시에 강한 국가의 힘이 필요하
다. 왕의 강한 권위는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편, 왕의 자
의적 권력행사는 발달된 관료제와 법제와 충돌하게 된다. 정조가 왕의 절대적 권위
를 강조하며 제도를 넘어선 권력인 권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관료제에 의
해 그 권력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왕권을 황극개념의 변화를 통해 볼 경우 다음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후기는 관료제와 제도로 표현되는 국가는 커지는 반면 실제 왕권은 취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왕권과 연관된 정치수사들만 보면 왕권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모순되어 보이는 두
현상은 관료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왕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점을 이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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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다. 특히 박세채와 서명응처럼 심법을 상수학적으로 규정하거나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 결단을 상수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경우, 이들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막연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판단으로부터 도출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윤휴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심법은 왕의 판단과 제도를 정당화하고 절대화
하기 위한 절차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홍범구주의 주석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제도 혹은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개혁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적
으로 필수적인 기제가 관료제라고 할 때, 관료제에 의한 자의적 권력의 제약은 거칠
게 말하자면 황극개념을 권위와 권력으로 구분했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홍범구주에 대한 주석들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를 시도했던 반면 영조와 정조의 경우 이들이 황극을 정치수사로 사용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은 방법론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론이나 정치수사만으로 정치사상을 분석
할 때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수사는 단편적이고 의견 중심적이기 때
문에 이를 통해 황극과 왕권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규정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편 개념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게 될 경우, 특정한 맥락에서 개념이 어떻게 정치
수사로 사용되며, 그 의미가 변화해가는 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양자를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이론적 차원에서의 황극개념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변화하는지를 추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황극을 개념과 정치수사,
즉 언어적 관점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왕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실제 황극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황극이 이론적･정치수사적 힘을 소진하면
서 왕들이 그 대안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대부들 혹은 일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왕의
위상과 왕권의 의미, 그리고 권위와 권력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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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Power and Authority of Kings
in Late Choson Dynasty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Hwangkuk
Soh, Jeanhyo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explain the meaning of kingship in late Choson
Dynasty analyzing interpretations of Hwangkuk(皇極). The existing literature
on late Choson kingship, which mainly focused on the point that there os a
certain correlation between the phenomenon that kingship has received
empowerment in the late Choson Dynasty and the concept of Hwangkuk.
That is to say, the issue of whether the concept of Hwangkuk reflects the
enhanced kingship has been relatively less documented. In particular,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Hwangkuk seem to be
unsuccessful in fully explaining what kingship is due to a failure in defining
Hwangkuk in terms of Neo-Confucian statecraft. This thesis focuses on
revealing how the concept of Hwangkuk was deployed theoretically and
rhetorically within the context of late Choson by explaining the meaning of
Hwangkuk in more detail from Neo-Confucian statecraft perspective.
The concept of Hwangkuk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by the
literati who tried to end the faction strife. In this regard, a king emerged
and received attention, as a being capable of equitable judgement and
trobleshooting.

From a

Neo-Confu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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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kings

are

usually

regarded just human being who has limitations and weaknesses. Therefore,
according to a description of the ideal politc in Neo-Confucian philosophy as
legitimate governors should govern their countries with the literati as
legitimate advisor for the righteousness, because the literati is able to
provide insights for the right judgement to kings. If a king wants to act as
the only juge and troubleshooter alone, he need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serve as justification for his legitimacy which requires to secure the
king’s judgement to be fair, unlike the literati who lacks a fairness as an
arbitrator in the middle of the faction strife. Hwankuk is the concept based
on the theory emerged from this legitimation purpose.
It is widely accepted that Hwangkuk means the king’s ultimate standard.
During the Song Dynasty, Hwangkuk became understood as a concept related
to the king. Chu Xi, a preeminent Neo-Confucian scholar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s the one who translated the term of Hwangkuk as the king’s
standard. By redefining it as king’s standard different from the given
interpretation, Chu Xi provides the possibility that Hwangkuk can be used as
a political concept.
Here, the problem is whether it can be proved that the king’s judgement
and institution are fair and equitable with the concept of Hwangkuk.
Commentators on the Great Plan Composed of Nine Divisions(洪範九疇) tried
to resolve this aporia by suggesting ‘the means of mind(心法)’ as a requisite
for Hwangkuk. Among commentators, particulary, the ones who want to
interpret Hwangkuk with ethics are trying to define the means of mind as
prudent attitude. On the other handa, the others who are trying to explain it
with images and numbers emphasize the exact judgement within the
particular situation in order to detect the beings and events more accurately.
These two different glossator groups which explaning Hwangkuk either
with ethics or with images and numbers have in common that both prefer to
enhance the authority of a king to make legislation, while they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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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arbitrary abuse of power at the same time. They tend to
distinguish power from authority, and believe that legitimate exercise of
power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boundary of authority. In spite of such
theoretical efforts Hwangkuk is sometimes used as a rhetorical vehicle to
emphasize absoluteness of king’s power.
As kings deploy the concepts as political rhetoric, the literati attempts to
unlink the theoretical connction between Hwangkuk and kingship by restoring
back to the old interpretation to see Hwangkuk as Daijung(大中) or Jung(中,
mean). Looking at how the concept Hwangkuk was utilized, it seems that
most theoretical attempt to put a limitation on the exercise of king’s power
but enhance the legitimate authority of king at the same time have failed.
From a different viewpoint, however, we can find what such attempts have
achieved, which cannot be said completely unsuccessful.
One of the most conspicuous changes in the eighteenth century Choson
was characterized as a creation of a series of reformative institu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ureaucracy. In order to operate such new
institution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developed bureaucratic
system as well as the king’s authority powerful enough to support them.
Thus, kings’ absolute authority became considered foundation for such
reformation and bureaucracy. On the other hand, there must sometimes be
conflicts between a king and bureaucrats inclined to keep the rule and law.
It could be a good example that King Jungjo tried to use power over
institutional authority.
Therefore,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about the way that
the concept of Hwangkuk is used as political rhetoric, we find there were at
least two approaches to perception of kingship in the late Choson dynasty:
One defines the kingship dependant on institution, the other appreciates the
kingship as autonomous power independent from institution. Whereas the
former recognizes king as the creator and subordinator of institu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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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r defines the literati and bureaucrats not as legitimate advisors or
partners of governance, but as vassals of a king submissive to a king’s
decision. Such different viewpoints regarding kingship can be understood as
practical

reflection

of

the

theoretical

attempt

to

distinguish

aut

horityfrompowerthroughtheconceptofHwang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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