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금장태 저, 조선유학의 주역사상 , 예문서원, 2007
윤종빈 저, 한국역학의 논리 , 문경출판사, 2007
－한국 易學의 數理論理와 義理學－

엄 연 석

Ⅰ. 머리말
이 글은 한국의 역학사상을 다룬 금장태(琴章泰)의 조선유학의 주
역사상 (예문서원, 2007.10)과 윤종빈(尹鍾斌)의 한국역학의 논리 (문
경출판사, 2007.8)에 대한 서평이다. 그동안 한국 易學 분야는 주로
권근(權近1352〜1409)․이황(李滉1501〜1570)․장현광(張顯光1554〜
1637)․정약용(丁若鏞1762〜1836) 등 개별 학자에 대한 이론을 중심
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역학을 통시적으로 또는 일정한 주
제 또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한 저술은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위의 두 저술의 출간은 한국 易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연구영역과 시각을 열어주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 두 저술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선시대 易學 연구가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를 요약하고자
한다. 이어서

周易 이 어떤 체계와 의미를 가진 저술인가 하는 점

을 검토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易學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와 주역
의 구성체제와 함축된 의미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위의 저술들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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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의의, 그리고 문제점 등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
이다. 주역 에 함축된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위 저술들의 전모를 비
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며, 이들을 비평하기 위한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의 두 저술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의 체제와 관점,
주제, 그리고 원문 번역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부언하기로 한다.

Ⅱ. 조선시대 역학연구의 난점
조선시대 易學에 대하여 일정한 관점에 입각한 주제적 연구와 역
학사적 연구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선시대에 周易 을 연구한 학자들의 저술은
대부분 엄밀한 역학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것이 드물다는 점
이다. 주역 은 漢代 이후 현상의 다양하고 기계적인 변화 양상을 중
시하여 현상으로부터 법칙을 파악하는 ‘상수역학(象數易學)’과 보편적
이고 불변하는 의미 또는 의리를 중시하는 ‘의리역학(義理易學)’이라
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들 학파 가운데
상수역학에서는 ‘효변(爻變)’, ‘호체(互體)’, ‘물상(物象)’ 등을 중심으
로, 의리역학에서는 ‘중정(中正)’, ‘비응(比應)’, ‘효위(爻位)’ 등과 같
은 개념에 의거하여 주역 의 괘효와 괘효사를 해석하였다. 이 두 관
점은

주역 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지만, 조선시대 역학자들 가

운데 이 두 방법을 이용하여 주역 을 주석한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
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十翼｣( 또는 ｢繫辭｣) 가운데서 언급한 陰陽老
少 및 五行의 數와 ｢河圖洛書｣의 數를 결합하여 연구한 자료와 복
희․문왕 8괘와 함께 64괘를 중심으로 한 도표나 그림 등을 연구한
자료들이 많다. 이 저술들은 대체로 주역 의 수리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역학사에서 象數와 義理를 통하여 주역 을 해석하는 관점과
는 이론적 독립성을 가지며 유기적 연관성이 적다. 따라서 조선시대

금장태 저, 조선유학의 주역사상 , 문서원, 2007
윤종빈 저, 한국역학의 논리 , 문경출판사, 2007

역학에 대한 연구에서 수리 논리를 다루는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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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하여 그 의미를 연역해 내는 일은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이
조선시대 역학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역학을 연구한 자료들 중에는 朱熹의 易學
啓蒙 과 이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주석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여
기에 간단한 의견을 첨부한 저술들도 있고, 다른 한편 주역 의 數理
를 律呂, 醫學, 曆法, 그리고 自然科學的 측면과 결합하여 연구한 자료
들도 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역
을 연구한 당대 학자들의 자료적 특성에 따라 조선시대 역학 연구는
어떤 한 가지 관점 또는 주제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주역 을 연구하는 수단[tool]

으로서 象數 및 義理 역학과 엄밀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미진
한 점도 조선시대 易學에 대한 효율적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周易 의 구성 체계와 함축된 의미
그러면

주역 은 어떤 의미와 구성 체계를 가지는 저술인가? 이

질문을 인간의 지식 능력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간의 지
식은 대체로 ‘경험‣가설‣실험‣검증(경험적 방법)’을 거치거나 또
는 ‘직관‣공리‣추론‣정리(연역적 방법)’를 토대로 명제․법칙․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지식의 원천
은 상호간에 매우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가진다. 곧 사물에 대한 이
성적 직관은 경험적 지식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대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은 이성적 직관을 전제해야 한다. 서양에서 근대 이후 자
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는 이러한 두 종류의 지식의 원천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주역 은 바로 이러한

‘경험’과 ‘직관’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앎의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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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주역 은 고도로 단순하고 추상화된 陰陽이라는 부호와 상징물을
포함하는 문장을 통하여 구체적 현실 또는 현상의 특수한 상황에 대
한 설명을 포괄함으로써 자연과 인사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吉凶의 가치로 판단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역 은

‘抽象’과 ‘具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상징물을 이용
하는데, 前者를 위해서는 ‘直觀’이 後者를 위해서는 ‘經驗’이 필요하
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주역 에는 한편으로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추상화의 결과 구성된 ‘卦爻象’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구상화의 수
단으로 이용되는 ‘物象’이 있다.
먼저

주역 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八卦는 陰陽의 부호(━ ․╺╺)를 세

번 중첩하여[2³=8] 만들어진다. 이 팔괘는 자연의 가장 단순하고 동질
적인 天․地․水․火 등으로 상징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자연과 인사의
무수한 변화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팔괘를 중첩하여[2³x2³=2
=64] 64를 구성함으로써 이런 변화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이들 괘
효는 단순한 부호를 반복적으로 중복시킴으로써 기계적인 대칭성과
수리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
서 괘효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聖人은 이 괘효에 자
연 및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物象을 포함하는 괘효사를 덧붙였다.
따라서 주역 의 괘효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상
징한다면, 天地水火와 같은 자연물은 이들 괘효의 일반적․현상적 의
미를 드러내는 매개가 되는 것이며, 괘효사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특
수한 의미와 吉凶을 드러낸다.
그런데 괘효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와 괘효사의 물상을 통하
여 표현되는 특수한 의미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왜냐하면 추
상적인 부호로서의 괘효는 팔괘를 중첩시킨 64괘가 변화하는 체계로
서 팔괘에 대응하는 자연사물의 상징적 의미의 한계 안에서 해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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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괘효사의 물상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물들의 의미가 포괄되
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天地水火 같은 자연물에 대응하는 八卦
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說卦傳｣에서 八卦 각각에
대응시킨 物象들이다. 이 물상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주역

괘효의 의미와 괘효사의 의미를 정합적으로 일치시켜 해석하기 위한
표본추출물 또는 범례표이다. 여기에서 경험으로 드러나는 物象의 변
화로부터 소급하여 괘효의 象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상수역학이라면, 괘효의 선험적이고 보편적이고 의미 또는 의리에 중
점을 두어 주역 의 괘효사를 해석하는 것이 의리역학이다.
상수역학에서는 특정 괘의 괘효사에 포함된 물상의 의미와 괘효상
이 가리키는 의미를 정합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괘효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역동적인 변화의 국면과 양상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상수역
학에서는 ‘효변(爻變)’, ‘호체(互體)’, ‘물상(物象)’ 등을 통하여 괘효의
역동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의리역학은 인간의
실천적 ‘의리[理]’를 특정한 괘효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를 문제 삼음으로써 인간의 목적론적 실천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외적 상황의 다양한 변화보다는 하나의 卦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爻들 사이의 관계의 적절성 여부를 ‘중정(中正)’,
‘비응(比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괘효의 吉凶을 판단한다.
이렇게 볼 때

주역 은 象을 매개로 실현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義理’와 함께 이러한 의리를 경험적인 현실에 실현시켜 주는 매개로
서 구체적인 ‘象’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때 義理와
象 사이에는 數가 있어서 이 數가 ‘의리’와 ‘상’을 매개한다.

주역

에서 數理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繫辭｣에서 말한 大淵之數와
음양오행의 수, 그리고 ｢하도낙서｣의 수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상
관적 변화를 문제삼고 있다.

주역 의 수리는 특히 曆法, 律呂, 또는

醫學과 같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요컨대, 주역 에는 팔괘와 64괘, 그리고 이들 괘 사이의 변화라고
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는 기호상징체계가 있고, 이들 괘효에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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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서 괘효사가 있다. 이 괘효사에는 구체적인 사물들로서 物象
이 내재해 있고, 이 물상이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陰陽을 구
성하고 이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역학 중에 많은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는 수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이러한 괘효의 음양과 기계적인 변화원리를 설명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의미와 체계로 구성되는 주역
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위의 두 저술들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Ⅳ. 한국 주역 사상의 독창적 전개
먼저 금장태의

조선유학의 주역사상 은 권근의

周易淺見錄 , 성

이심(成以心1682〜1739)의 人易 , 그리고 정약용의 周易四箋 의 내
용과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금장태는 권근이 자신만의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주역 을 주석하였다는 점에서, 성이
심이 성리학적 心性修養論으로 易을 재구성하여 독특한 체계를 세웠
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약용이 주역 의 구조를 ‘역리사법’에 의거하
여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들 세 학자가 한
국적 易 해석의 독창적 경지를 열어 주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주역
해석의 일단의 특징을 드러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술 동기로
삼고 있다.
금장태는 주역천견록 에서 권근이 주역 의 卜筮的 의미와 역학사
적 연구의 전통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
하고 있으며, 정이와 주희가 유학의 도통론적 시각에서 주역 의 의
리역학 전통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권근은 주역 이 象數的 구조와 함께 天道와 人道가 상
응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권근이

주역

괘효사를 상수적인 방법과 의리적인 방법으로 괘효사를 해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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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함으로써 권근 역학사상의 역철학사적 관점을 정리하였다. 나
아가 그는 권근의 주역 해석에는 유가적 관점에 입각하여 楊朱와 墨
子, 그리고 佛敎 등을 異端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
로 지적하였다.
금장태는 주역천견록 을 중심으로 한 권근의 주역 의 구조적 특
징에 대한 인식과 유학의 도통론적 시각에서 상수와 의리를 종합하는
역철학사적 입장, 체용일원의 논리를 통한 성리학의 역학적 근거 제
시, 그리고 시대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역 해석의 관점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요컨대, 금장태는 권근의 역학사상을 통시적으
로 역철학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시적으로 시대에 대응하는 논리로
서 道學을 토대지우는 관점을 포괄하여 균형 있게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금장태가 권근의 역학을 분석 해명하는 데 있어서 권근이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에서 주역 을 해석하는 각각의 방법론에 의거하
여 괘효사를 해석한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상수
역학은 物象, 互體(反體, 易體), 爻變의 이론을 통하여 주역 괘효사
를 해석하는 반면, 의리역학의 전통에서는 中正, 比應, 爻位 등을 기
준으로 괘효사를 해석한다. 그는 상수학적 해석의 측면에서는 명시적
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卦爻變과 反對卦 등 부분적으로 상수역학적
방법을 통하여 괘효사를 설명하는 반면, 의리역학적 요소를 설명할
때는 권근이 의리역학적 해석방법론을 가지고 괘효사를 설명한 내용
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 점은 권근의 易學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보
완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장태는 成以心이 人易 을 저술한 동기가 易을 자연의
음양변화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 심성변화와 수양을 설명하는 체계
로 바라보고자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금장태는 성이심이 주역 64
괘의 괘효에 인간이 행해야 할 도덕적 덕목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擬
議圖｣를 그림으로써 주역 괘효의 실천적 수양론적 의미를 강조하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이심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卦爻圖｣, ｢性命說圖｣, ｢理氣說圖｣, ｢道義說圖｣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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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괘효에 나아가 각각의 괘효가 상징하
는 수양론적 의미를 제시한 성이심의 관점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
때 성이심이 상수역학의 방법이었던 卦變, 反體와 같은 기준을 통해
괘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거나, 의리역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대상전｣
의 내용을 인용하여 괘의 실천적 의미를 연역하는 부분 또한 그 내
용을 잘 해명하고 있다. 금장태는 성이심의 인역 이 성리학의 심성
수양론을 이해하는 가운데 易을 해소시키고, 易을 성리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봄으로써 주역 을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영
역을 개척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장태는 인역
의 도덕 실천적 의미를 전반적으로 잘 해명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성이심의 인역 은 주역 을 성
리학적 수양론을 해석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주역
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隨時變易함으로써 수양하고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역 의 체
계는 인간의 내적 수양과 실천의 덕목은 강조하면서도 이것들을 구체
적인 卦爻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없다.
역학사의 전통에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이 각각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특정한 爻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吉凶의 기준을 문제 삼는
것이다. 주역 에서는 구체적인 효의 상황이 드러내는 吉凶에 대하여
그 유의미성을 해석하는 데 반하여,

인역 에서는 구체적인 爻의 상

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다만 특정 괘 전체의 심성수양론적
의미만 문제삼고 있다. 인역 의 문제는 바로 ‘約禮’만 강조하고 구체
적 상황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지식으로서 ‘博學’을 생략하
는 데 비유할 수 있다. ｢의의도｣에서 각각의 卦에 도덕적 수양의 내
용을 대응시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역 ｢大象傳｣이 한 괘 전체의

象과 도덕실천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小象傳｣이 담
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爻辭가 해석되는 문법과 규칙이 있는데 성이심의 인역 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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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장태는 정약용의 주역사전 이 ｢역리사법｣과 ｢독역요지
｣를 주역 을 해석하는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고 漢代 이후 제기되었
던 상수역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주역 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것으로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약용이 易이 12벽괘와 50연괘
의 推移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物象, 推移, 爻變, 互體 등 ｢
역리사법｣과 ｢독역요지｣18칙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그
는 주역 의 특징으로서 복서(卜筮)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과 그가 제
시한 점치는 법[筮蓍]의 절차와 해석을 검토하고, 주역 이 天命을 받
들어 인사를 실천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는 정약용의 역학사상은 복서를 위한 해석 방법을 구사하는 동시에,
정이와 주희의 의리역학과 「河圖洛書」를 중심으로 한 상수역학적
해석 방법을 배제하면서, 궁극적으로 허물을 고치고 善을 실천하는 종
교적 경건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약용의 易學에 대한 금장태의 분석에 한두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 첫째, 정약용의 역학이론과

주역

해석의 방법론적 체계에서

괘효 사이에는 그 변화에 있어서 엄밀한 기계적 법칙성을 가지며, 괘
효상과 괘효사 사이에는 ｢說卦傳｣에서 말한 八卦의 물상을 매개로 엄
밀한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심성
수양론의 토대로서 형이상학적 본체인 太極이나 理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점은 易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易學에서 말하는 義
理는 유가의 실천적 道義 또는 義理를 말할 수도 있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체로서 天理 또는 이치를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장태가
정약용을 평가하여 ‘象數와 義理를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다’(저서,
302면)고 할 때 ‘의리’에 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
음으로 정약용의 易學 관련 저술 중에는 이전 시대 역학사의 이론들
을 비평한 易學緖言 이 있는데, 위의 저술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언급하기는 했지만,

주역사전 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좀 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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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으로써 정약용 역학 이론의 취지와 의미를 좀 더 세밀히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장태는 권근, 성이심, 정약용의 역학사상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저술 원문을 적절한 개념을 통하여 매우 간명하
면서도 유려하게 번역하였다. 다만 약간의 윤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저술 39면의 인용문에서 ‘하나를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체로 삼는 것은’이라고 한 부분은 ‘하나를 비
워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본체[體]’로 삼는 것은’이라고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를 체로 삼는다’ 할 때의 ‘체(體)’
를 ‘실체(substance)’로 번역하는 것은 서양철학에서 어떤 것에도 의
존하지 않는 자립적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변화를 낳는 ‘본원’, ‘근원’, 또는 ‘본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저술 63면 인용문에서 ‘불이 하늘에 있는 大有의 象은
불의 공로가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라는 것
은 ‘불이 하늘 위에 있어 大有의 상이 되는 것은 불의 영향력이 아니
라, 하늘에 ‘큼’이라는 덕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乾卦 彖傳에 ‘大哉乾元’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건괘에 ‘크도
다’라고 하여 하늘의 덕을 ‘큼’으로 규정하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술 265면에 인용문 ‘옛 성왕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날짜를 믿게 하고’에서 ‘날짜를 믿게 한다는 것
이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

禮記 원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삼갈

점을 가려서 때에 맞추어 吉凶에 나아가게 한다[使民擇愼而信時日與
吉凶也]고 하였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때에 맞게 하고’라고 하는 것
이 좋을 것 같다. 다음 저술 302면의 인용문에서 ‘생사화복의 실정과
기미가’라고 한 부분 중에 ‘기미’로 번역한 한자가 ‘機’인 만큼 ‘계기’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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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역학의 수리논리
다음으로 윤종빈의 한국역학의 논리 를 그 저술 목표와 내용, 그
리고 저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고 아울러
논리 전개 및 원문번역 등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저술은
기본적으로 ｢하도낙서｣의 원리를 근거로 한 수리논리로서 ‘서남금화
호역지리(西南金火互易之理)’를 한국역학의 핵심논리로 간주하고 있
다. 윤종빈은 이 저술에서 중국역학으로부터 구별되는 한국역학의 고
유한 논리를 찾고자 하여, 檀君神話의 數理에 근원을 두고, ｢하도낙
서｣의 원리에 근거한 退溪 李滉과 一夫 金恒의 역학사상의 ‘金火互
易’ 이론을 그 논리의 중심에 두며, 그 외연으로서 윤선거(尹宣擧
1610〜1669), 한원진(韓元震1682〜1752), 한석지(韓錫池1709〜1803),
이제마(李濟馬1837〜1900) 등의 역학사상을 함께 고찰하고 있다. 그
러면 필자가 한국 易學의 핵심논리로 규정하고 있는 ‘서남금화호역지
리(西南金火互易之理)’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은 ｢하도낙서｣의
四方과 間方의 數의 조합으로서 사구(四九)와 이칠(二七)이 五行으로
는 金․火와 결합되는데, 이 金과 火가 서로 바뀌면서 先天이 後天으
로 변화되는 논리를 뜻한다. 곧 ｢하도｣에서 남방과 서방을 차지하고
있는 이칠(二七)과 사구(四九)가 ｢낙서｣에서는 서방과 남방으로 서로
바뀌면서 ‘천지 이전[先天]’의 세계가 ‘천지 이후[後天]’의 세계로 변
화된다는 것이다.
윤종빈은 이러한 금화상위용(金火相爲用)의 논리가 퇴계 역학의 특
징이며 한국역학의 대표적 논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퇴계의 이
러한 역학사상이 조선 후기 一夫 김항(金恒1826〜1898)이

正易 에

서 제시한 ‘금화호역’의 논리를 낳은 이론적 토대가 된 것으로 보았
다. 그는 퇴계의 견해에 더하여 「하도낙서」를 선후천의 관계로 언
급하면서, 아울러 이의 구체적 생성과정을 ‘거꾸로 생겨나 거슬러서
이루어짐(도생역성:倒生逆成)’과 ‘거슬러서 생겨나 거꾸로 이루어짐(역
생도성:逆生倒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김항의

正易 이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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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도」의 수의 생성과정인 ‘도생역성’이 현재의 관점에
서 과거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거꾸로 追及하여 헤아리는 것이라면,
「낙서」의 수의 생성과정인 ‘역생도성’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를 거슬러 올라가 遡及하여 헤아리는 것이다. 곧 「하도」는 十數로
부터 도생작용을 시작하여 거꾸로 一數까지 낳으면서 역성작용을 이
루는 반면, 「낙서」는 一數로부터 역생작용을 시작하여 十數를 이루
면서 도성작용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그는 단군신화의 數理에 「하도
낙서」 원리의 연원이 있으며, 퇴계를 거쳐 김항에 이르러 한국역학
의 논리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종빈은 구체적으로 단군신화에 나타난 三箇, 三千, 三百六十餘,
三七日, 百日, 二十, 一千五百年 등 수리를 周易 繫辭,

書經 堯典,

그리고 「河圖洛書」의 수리로부터 연역함으로써, 단군신화가 」하도
낙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건국신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복희팔괘차서도｣를 그대로 옮겨 놓은 주희의 橫圖를 금화호역
의 내용을 반영한 퇴계의 도표와 비교하면서 퇴계가 ‘금과 화는 상호
간 번갈아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한 논리가 한국역학의 핵심논
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노서(魯西) 윤선거의 역학이론을 ｢序
卦輪看圖｣와 ｢雜卦輪看圖｣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검토하면서, 노서의
서괘원리는 음양대대원리와 유행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乾․
坤․屯․蒙卦의 순서는 천지만물 생성원리를 표상하고, 咸․恒․屯․
大壯卦는 聖人君子之道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서가 서괘원
리를 분석한 것은 정이가 ｢서괘전｣을 의리역학적 관점에서 이후 우리나
라에서 序卦에 대하여 처음 제시되는 이론적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윤종빈은 이어서 易學答問 과 文王易釋義 를 중심으로 한 한원진
의 역학이론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는 이들 저술에서 한원진이 주
희의 역학을 계승하여 「하도」를 선천태극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원진은 居觀錄 에서 ‘象에 나아가 이치를 살
핀다[卽象觀理]’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64괘의 각각의

금장태 저, 조선유학의 주역사상 , 문서원, 2007
윤종빈 저, 한국역학의 논리 , 문경출판사, 2007

389

효에 대하여 時位와 6爻 사이의 호응[應]관계에 따라 주역 의 이치
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象을 통하여 이치를 살피는
것과 효 사이의 호응관계를 기준으로

주역 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의리역학의 중심적인 해석방법이다.
윤종빈은 이어

溫故贊圖 를 중심으로 하는 한석지의 洪範사상의

圖書易學的 연원인 낙서원리와 오행원리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한석지가 五行을 五臟 등과 결부시킴으로써 이제마에게 사상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윤종빈은 한석지가 홍범사
상의 핵심을 낙서원리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구현이라고 보는 것에 근
거하여 그의 역학의 특성을 선진유학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윤종빈은 이제마의 四象醫學의 역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역 ｢건괘｣ 괘사인 元亨利貞과

동의수세보원 ｢性命論｣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석지의 仁義禮智 四德과 元亨利貞 四象
에 관한 사유가 이제마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그는 이제마가 ｢四端論｣에서 인간의 체질을 四象 체질로 구분하고
그 근거로 기존의 五行觀을 넘어서 마음을 中央土에 위치시키고 있으
며, 인간의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이 마음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밝혔
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종빈은 일부 김항의 「정역」에 나타
난 금화호역원리와 先天과 後天의 생성변화 과정에서 「하도」로부터
「낙서」로 이행하는 과정을 ‘도생역성’으로 「낙서」에서 「하도」
로 이행하는 과정을 ‘역생도성’으로 규정하는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역학의 논리가 김항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正易 에서 하도원리의 체계와 작용성을 未濟의 象으로 규정하고 도생
역성으로 설명한 것은 한국역학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윤종빈은 한국역학의 논리 에서 檀君神話의 數理로부터 이황의 역
학을 거쳐 김항의 정역 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학자들의
역학사상을 자세하게 규명하였다. 본 저술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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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은 각각의 학자의 역학사상의 내용을 의미 있게 분석하고 설명
하였다. 그러나 본 저술은 위에서 제시한 주역 의 전체적 의미에 비
추어 볼 때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저술은 제목에서 다양한 관점과 흐름을 가지는 한국역학
의 내용 가운데 ‘金火互易’이라는 특정 관점의 圖數的 원리를 유일한
중심이론으로 간주하고 한국역학의 핵심논리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역
학의 외연적 다양성과 풍부성 그리고 이론적 깊이를 제한시키고 있
다. 조선시대 역학에는 의리역학적 흐름과 상수역학적 흐름, 도수론과
도상학적 흐름, 그리고 律呂, 醫學, 曆法 등과 같은 구체적 사물세계
에 역이론을 적용하는 응용역학의 경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
리고 ‘金火互易’이라는 「하도낙서」의 생성원리가 한국역학의 핵심
논리라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위 저술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
의 이론이 어떻게 금화호역의 논리와 의미연관성을 가지거나 이 원리
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이 이 저술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러한 문제를 해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 저술에서
정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역학사상 중에는 의리역학에 접근하는
내용도 있고, 상수역학에 가까운 내용도 있으며, 어떤 것은 의학이론
과 연관되고, 어떤 것은 도수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본
저술에서 검토하고 있는 학자들의 역학사상은 이론적 다양성과 편차
를 크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학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
은 상태에서 본 저술의 전체 내용을 일의적으로 ‘금화호역’의 논리로
개괄하려는 것은 상당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본 저술은 구체적으로 의리역학적 관점에 근거한 학자의 이
론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윤선거의 역학에서 64괘 序卦 원리는
정이의 의리역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언급했던 주제로서 다분히 의리
역학의 입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한원진의 역학
은 주희의 易學 이론 가운데서도 의리역학적 측면을 계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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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크다. 여기에서 한원진의 역학사상은 본 저술의 한국역학을 대
표하는 논리로 포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셋째, 필자는 단군신화를 한국역학의 논리가 발원하는 원천으로 규
정하였는데, 이것은 단군신화에 나타는 數를 易의 수리를 통하여 해
석하는 것으로서 단군신화의 숫자에 대한 수리철학적 해석인 만큼 이
것을 필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곧
단군신화에 역학의 수리철학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단군신화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황의 역
학에서 ‘금화상위용’의 논리가 이황이 제시한 역학의 중심논리인가
하는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황의 계몽전의 는 기본적으
로 주희의 역학계몽 을 주석한 것으로서 漢代 이후 상수역학 이론으
로서 納甲, 爻變, 飛伏說 등이 개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황의 역
학이론이 그의 성리학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때, 그의 학설
을 ‘금화호역’이라는 부분적 관점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술의 내용 가운데 도표로 이
루어진 자료들이 비교적 많은 만큼 본 저술의 내용으로 볼 때 부제
를 ‘한국역학의 도상학과 수리논리’로 붙여 한국역학의 수리논리적
흐름과 경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술의 초점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황과 김항 이외에 다른 학자들이 언급
한 적이 없는 ‘금화호역’의 논리를 한국역학의 핵심논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한국역학의 도상과 수리논리적 흐름 속에서 이황이 주목하고
김항이 끝까지 밀고 나가 한국역학의 독창적 경지를 이룬 학설로 평
가할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술에서 원문을 번역하여 인용한 부분에서 윤문을 필
요로 하는 부분을 몇 군데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저술 65면에서 ‘소
견에 서로 이동이 없을 수 없다’고 할 때 ‘이동’은 ‘차이’로 쓰는 것
이 좋을 것 같다. 바로 뒤에 ‘仁者는 그것을 仁이라고 할 수 있고, 知
者만이 知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궁리한 뒤에야’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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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는 그것을 보고 인이라 말하고, 지자는 그것을 보고 지라고 말
하니, 반드시 비교검증한 뒤에야’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술
74면의 인용문에서 ‘五는 바로 五行을 가리키고, 천지음양대대의 정
체를 一에서 十까지로 이른 것은 음양유행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고 한 부분은 ‘五는 五行으로 천지음양이 대대하는 일정한 體이고,
一에서 十까지는 음양이 유행하는 차례라고 운운’이라고 體用을 對句
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음 저술 184면의 원문에서 ‘이
것이 「하도」와 「낙서」의 數가 같지 않은 까닭이지만 그 돌아가는
데에 있어서 같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이 「하도」와 「낙
서」가 같지 않으면서도 그 귀결처가 같게 되는 까닭이다’고 이유가
전체에 걸리도록 해야 하고, 바로 다음 구절 ‘역은 반드시 하도를 기
필하나’에 ‘기필하나’는 ‘본받으나’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저
술 242면의 원문에서 ‘오직 제왕이 법칙을 시행하면 백성들은 가르침
으로 삼는 것이며, 행하면 오복으로써 향하는 것이요’는 ‘오직 제왕이
표준을 세워 백성들이 이를 가르침으로 삼아 행하면 오복으로써 그에
응하지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Ⅵ. 맺음말
본 서평에서 금장태의 조선유학의 주역사상 과 윤종빈의 한국역
학의 논리 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評者의 시각에서
이들 내용과 의의를 평가하고 보완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장태의 조선유학의 주역사상 은 주로 조선시
대 유학사상을 기조로 하여 실천적 儒學의 易學的 기초를 세우는 작
업과 관련하여 세 학자의 역학사상을 분석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
다. 본서는 조선시대 역학사상의 흐름 속에서 상수와 의리가 權近에
게서 함께 문제시되다가 成以心에 이르러 義理 쪽으로 치우쳤는데,
丁若鏞에 와서 다시 상수학적 논리가 주된 이론구성의 토대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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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서는 한국주역사상의 보다 다양한 흐
름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역철학사적 표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윤종빈의 한국역학의 논리 는 조선시대 역학자들 가운데 부분적으
로 예외적인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주로 도상학적 수리논리적 이론
을 제시한 학자들의 易學사상을 주로 분석 설명하고 있다. 이 저술
또한 평자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일정한 수정을 거친다면
조선시대 수리역학적 흐름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특히 이 저술은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학자들
의 학설을 세밀하게 분석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역학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는 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두 저술이 한국역학의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필자들께서 전공분야에 대한 精
致한 硏鑽을 통하여 커다란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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