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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이병헌(李炳憲, 1870-1940)의 역경(易經)에대한연구는 역경금문고(易
經今文考)와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에잘나타나있으며, 서명에서
도알수있듯이이병헌은 역경(易經)의금고문(今古文) 중금문(今文)에대해
관심을가지고연구와저술을했다고할수있다. 이병헌의금문역(今文易)에대

한연구는차후를기약하고, 본논문에서는우선이병헌의공자십익지설(十翼之

* 이논문은2017년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산하종교문제연구소동삼운해유교연구기금으

로부터 지원받았음.

**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지원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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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에 대한 비판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역학사에서공자의 십익(十翼) 저작설은사마천 사기(史記)의
공자세가(孔子世家) 와 한서(漢書)의 예문지(藝文志) 의기록이후유가의

정통적인 학설로 여겨져왔다. 특히 당대(唐代) 공영달의 주역정의는 공자의
십익(十翼)저작설에대해매우명확하게서술하고있다. “그 단(彖)·상(象)
등 십익(十翼)의글은공자가지은것으로선유(先儒)는이에대해이론(異論)
이 없었다. …그 십익(十翼)의수는 상단(上彖)一, 하단(下彖)二, 상상
(上象)三, 하상(下象)四, 상계(上繫)五, 하계(下繫)六, 문언(文言)七,
설괘(說卦)八, 서괘(序卦)九, 잡괘(雜卦)十이된다.”1) 물론북송대구양수
(歐陽脩)의 역동자문(易童子問)2), 청대최술(崔述)의 수사고신록(洙泗考信
錄)3) 등에서이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에대한회의가있었지만, 그럼에도
공자의 십익(十翼) 저작설은근대의고학파의등장이전까지는대체로유가의
정통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고학파중공자십익지설(十翼之說)에대한비판을체계적으로제시한

인물은 전목(錢穆, 1895-1990)을 들 수 있다. 그의 공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에관한내용은1931년출판된 고사변(古史辨)(3冊)의 논십익비공자소

작(論十翼非孔子所作) 이라는논문에나와있다. 이논문에서전목은6가지의증

거를들면서공자의 십익(十翼) 저작설을부정하고있다. 나아가전목은4가지
의증거를들면서공자가 주역(周易)에대해위편삼절의정도로깊이있게연구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4)

공자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에대한한국학계의연구성과로는황준연선생

의 공자는 주역(周易)의 십익(十翼) 를스스로지었는가? 가있다. 이논문에

서그는전목과마찬가지로공자의 십익(十翼) 저작설을강하게부정하고있다.

1) 李学勤 主编, 十三经注疏·周易正义(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9), 10.
2) 歐陽修 著, 李逸安 點校. 歐陽修全集(北京: 中華書局, 2001), 1107-1124 참조.
3) 崔述, 洙泗考信錄(上海: 商務印書館, 民國二十六年), 77-78 참조.
4) 顧頡剛 編, 古史辨(3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2), 8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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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전목과달리공자와 주역(周易)의관련성까지부정하지는않는다. 이는
1973년출토된장사마왕퇴한묘의백서 역전의연구성과에기반한것이다.5)
한말과일제시대를살았던이병헌은기존의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에대해

매우독특한견해를제시하고있다. 즉이병헌은 십익(十翼) 중 단(彖)·상
(象)·문언(文言)·설괘(說卦)의앞부분6)에대해서공자의저작임을인정하
지만, 나머지 계사(繫辭)·서괘(序卦)·잡괘(雜卦)·설괘(說卦)의뒷부분
에대해서는공자저작설을부정한다. 따라서본고는 십익(十翼)에대한이병헌
의이러한독창적인해석의내용을살펴보고나아가이러한해석을통해이병헌이

추구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연구는우선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의연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
를위해서 사기(史記)의 공자세가(孔子世家) 와 한서(漢書)의 예문지(藝

文志) 의관련기록을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공자 십익(十翼) 저작
설을비판하고있는북송대구양수(歐陽脩)의 역동자문(易童子問)과청대최
술(崔述)의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의관련기록을정리하는것도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에 대한 이병헌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에대한비판은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
家) 의관련기록에대한재해석에그근거를두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면밀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병헌의공자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은강유위(康有爲)의 신학위경
고(新學僞經考)의영향이있었다고보인다.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의본문에서이병헌이직접적으로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를참고하라는말
을하고있는것으로보아,7) 이병헌의공자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과 신학위

5) 황준연, 공자는 周易의 十翼을스스로지었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31(2), 2008), 참조.

6) 說卦의 ‘昔者聖人作易’에서 ‘成言乎艮’까지를말한다.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
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
校出版部, 1996), 231, “自聖人作易以下,至成言乎艮語,已完全當是聖人之經.”)

7)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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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新學僞經考)는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이
에대한보다철저한연구도필요하다. 특히이병헌의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의 사기경설족증위경고(史記

經說足證僞經考) 와 한서예문지변위(漢書藝文志辨僞) 에 대한연구를통해이

병헌과강유위의 십익(十翼)에대한견해의동이(同異)와그영향관계를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8)

2.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의 연원과 그 비판

1)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의 연원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의연원을살펴볼때, 가장명확한문헌적근거

는 당대(唐代) 공영달(孔穎達, 574-648)의 주역정의(周易正義)라 할 수 있
다. 주역정의(周易正義)권수(卷首)의 6번째 논설이 제육논부자십익(第六論

夫子十翼) 이다. 즉 ‘여섯 번째, 공자의 십익을 논함’이다.

단(彖)·상(象)등 십익(十翼)의말은공자(孔子)가지은것으로선유
(先儒)사이에다시이론(異論)이없었다.단지 십익(十翼)을셈에있어서또
한여러설이있었을따름이다.문왕(文王)이 역경(易經)을본래부터상하두
편으로나누었고그구분이각각다르니 단(彖)과 상(象)의괘를해석한바
도또한마땅히경(經)에따라나누어야한다.그러므로일설에 십익(十翼)을
셀때다음과같이말했다. 상단(上彖)이하나이고, 하단(下彖)이둘이고,
상상(上象)이셋이고, 하상(下象)이넷이고, 상계(上繫)가다섯이고, 하
계(下繫)가여섯이고, 문언(文言)이칠이고, 설괘(說卦)가팔이고, 서괘
(序卦)가아홉이고, 잡괘(雜卦)가열이다. 정학(鄭學)의무리들이모두이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4.

8) 康有爲著, 朱維錚廖梅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15-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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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같이하였으니, 지금또한이를따른다.9)

여기에서공영달은매우간명하게2가지관점을제시하고있다. 즉십익의저

자는공자라는점과십익의구성이 상단(上彖), 하단(下彖), 상상(上象),
하상(下象), 상계(上繫), 하계(下繫), 문언(文言), 설괘(說卦), 서
괘(序卦), 잡괘(雜卦)라는것이다. 물론당시에십익의공자저작설은선유사
이에이론이없었지만십익의구성이구체적으로어떠한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

었음을언급하고있다. 그러나공영달은정현(鄭玄, 127-200)의설에따른다는

점을밝혔다. 십익에대한 주역정의(周易正義)의이러한관점은이후경학시대
의 정설로 이어져왔다.

십익의 연원과 관련하여 공영달이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 언급한 정현의
학설은현재명확하게그기록을확인하기가어렵다. 다만위의인용을통해알

수있듯이, 공영달의설이정현의설을계승한점만은분명하다할수있다. 그런

데정현보다이른시기의한대(漢代) 학자인유흠(劉歆, BC50-AD25)의 칠략
(七略)에십익에관한구체적인기록이나온다. 칠략(七略) 중 육예략(六藝
略)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易)에말했다. “복희씨(宓戲氏)가우러러하늘의상을관찰하고굽어땅
의모양을관찰하며,새와짐승의무늬와더불어땅의마땅함을관찰하며,가까

이몸에서취하고멀리만물에서취하였다.이에팔괘(八卦)를처음으로지어신

명(神明)의덕을통하고만물(萬物)의품성을분류했다.” 은나라와주나라의사

이에이르러주(紂)가임금의자리에있을때하늘을거스르고만물을포악하게

대하였기에문왕(文王)이제후를규합하고(하늘의)명에순종하며도를행하고

자하여하늘과땅을잇는점을얻어본받고이에역(易)을중첩하여여섯효를

9) 李学勤主编, 十三经注疏·周易正义(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99), “其彖·象等十翼之
辭，以為孔子所作，先儒更无異論。但數十翼，亦有多家。旣文王易經本分為上下二

篇，則區域各別，彖象釋卦亦當隨經而分，故一家數十翼云：上彖一，下彖二，上象

三，下象四，上繫五，下繫六，文言七，說卦八，序卦九，雜卦十。鄭學之徒並同此

說，故今亦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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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상하편을지었다.공씨(孔氏)가 단(彖)、상(象)、계사(繫辭)、
문언(文言)、서괘(序卦)등열편을지었다.그러므로다음과같이말했다.
“역(易)의도는깊구나!사람은복희, 문왕,공자를거쳤고시대는상고,중고,
하고를거쳤다.”진(秦)의분서에이르러 역(易)은점치는책으로여겨져전하
는자가끊이지않았다. 한(漢)나라가일어나자전하(田何)가전하였고, 선제

(宣帝)와원제(元帝)에이르러시(施)、맹(孟)、양구(梁丘)、경씨(京氏)가학

관(學官)에세워졌고민간에는비(費)、고(高) 이가(二家)의설이있었다. 유

향(劉向)이 천자의 비서인 고문역경(古文易經)으로 시(施)、맹(孟)、양구
(梁丘)의경을교감하니 ‘무구(無咎)’나 ‘회망(悔亡)’ 등이탈자되어있었고,오

직비씨(費氏)의경만이고문과같았다.10)

위의 인용에서 십익의 기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록은 “공씨(孔氏)가 단
(彖)、상(象)、계사(繫辭)、문언(文言)、서괘(序卦) 등열편을지었
다.”이다. 물론 여기서 ‘공씨(孔氏)’는 공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단(彖)、상
(象)、계사(繫辭)、문언(文言)、서괘(序卦) 등 열편’은 앞에서언급한
주역정의(周易正義)의십익설과일치한다. 주역정의(周易正義)의십익설은
정현의 설을 따른 것이므로 정현의 설은 유흠의 설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의기원은漢代유흠으로보는것이타당

할 것 같다.

그런데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의 기원과 관련하여 유흠의 칠략(七
略)보다더이른시기의문헌인사마천(司馬遷, BC145-?)의 사기의관련기
록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기의 공자세가 에는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

10) 班固撰,顏師古注, 漢書(北京:中華書局, 1996),卷三十藝文志第十, 1704, “《易》
曰宓戲氏仰觀象於天，俯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

是始作八卦，以通神明之德，以類萬物之情。至於殷、周之際，紂在上位，逆天暴物，

文王以諸侯順命而行道，天人之占可得而效，於是重易六爻，作上下篇。孔氏爲之

《彖》、《象》、《繫辭》、《文言》、《序卦》之屬十篇。故曰《易》道深矣，人更

三聖，世曆三古。及秦燔書，而《易》爲筮卜之事，傳者不絕。漢興，田何傳之。訖於

宣、元，有施、孟、梁丘、京氏列於學官，而民間有費、高二家之說，劉向以中《古文

易經》校施、孟、梁丘經，或脫去無咎、悔亡，唯費氏經與古文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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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의 기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孔子晚而喜易,序彖繫象說卦文言.讀易,韋編三絕.曰假我數年,若是,我於易

則彬彬矣.11)

필자가위인용을번역하지않은것은위인용문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

그내용이달라지기때문이다. 당대(唐代) 장수절(張守節)의 사기정의(史記正
義)에 따르면, 위의 인용문 중 ‘序彖繫象說卦文言’을 ‘서(序)·단(彖)·계
(繋)·상(象)·설괘(説卦)·문언(文言)’으로해석한다. 특히 ‘서(序)’에대한
주석에서장수절은매우명확하게위의문장이십익을나타내는것으로보았다.

“‘서(序)’는 역(易)의 서괘(序卦)이다. 부자(夫子)가 십익(十翼)을지었는
데 상단(上彖), 하단(下彖), 상상(上象), 하상(下象), 상계(上繫),
하계(下繫), 문언(文言), 서괘(序卦), 설괘(說卦), 잡괘(雜卦)를 말
한다.”12) 즉장수절은 위의문장을십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의

문장은십익중 雜卦가　빠져있지만, 전체적으로십익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
할 수 있다. 장수절은 생졸년이 미상이자만 사기정의(史記正義)의서문에 그
기록 연대가 당대(唐代) 개원(開元) 24년(73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영달의 주역정의(周易正義)의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13) 위인용에
대한장수절의해석이비교적보편적인해석으로받아들여졌다고할수있다. 그

러므로 사기 공자세가 에나타난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은공영달의
주역정의(周易正義)와유흠의 칠략(七略)과그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볼때,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은 사마천의 사

기에서기원하였고, 유흠의 칠략(七略)에서그설이정착하였으며, 후에정현

11) 司馬遷 撰, 史記(北京: 中華書局, 2002), 1937.
12) 司馬遷撰, 史記(北京:中華書局, 2002), 1937. “序，易序卦也。夫子作十翼，謂上

彖、下彖、上象、下象、上繫、下繫、文言、序卦、說卦、雜卦也。”

13) 張守節,史記正義(欽定四庫全書 온라인 버전), 권130, 序 , 2(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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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그설이전수되었고, 공영달의 주역정의(周易正義)는정현의설을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구양수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 에나타난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은대략
송대초기까지이어져온것으로보인다. 그런데송대의고학풍의영향으로이러한

설은도전을받았으며, 송대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공자(孔子) 십익지

설(十翼之說)에대한회의가나타나이후학계에매우큰영향을끼쳤다. 구양수

의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에대한비판은그의 역동자문(易童子問)에
나온다. 역동자문(易童子問)에나타난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은
대략 2가지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 십익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 논리상

모순이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팔괘지설에대한구양수의비판은다음과같다.

계사(繫辭)에말했다. “황하에서그림이나오고낙하에서글이나와성인이
그것을본받았다.”이른바‘그림’이라는것은팔괘의문양이다.신령한말이그것

을지고황하에서나와복희에게전해준것이다.팔괘라는것은사람이만든것

이아니고하늘이내려준것이다.또말했다. “포희씨(包羲氏)가천하를다스릴

때우러러하늘의상을관찰하고굽어땅의모양을관찰하고새와짐승의무늬와

땅의마땅함을관찰하고가까이몸에서취하고멀리만물에서취하여이에처음

으로팔괘를지었다.”그렇다면팔괘라는것은사람이만든것으로하도와함께하

지못한다.이두가지설은이미서로용납할수없다. 설괘(說卦)에또 “옛날
에성인이 역(易)을지었다.신명(神明)의도움을받아시초(蓍草)를내고천
수3과지수2로숫자를표현하고음양의변화를관찰하여괘를세웠다.”고했으

니괘는또시초에서나온것이다.팔괘지설이이와같다면과연(팔괘는)어디에

서나왔다는것인가?이세가지설이한사람에게서나왔다고한다면사람의일

반적인정서와는맞지않을것이다.14)

14) 歐陽修著,李逸安點校. 歐陽修全集(北京:中華書局, 2001),권78, 1120-1121쪽,
“《系辭》曰：‘河出圖，洛出書，聖人則之。’所謂圖者，八卦之文也，神馬負之自河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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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수는 계사등이공자가지은것이아니라고주장하면서위와같은예증을
들고있다. 즉 계사와 설괘등이한사람의손에서나온저작이라면그내용에
있어서서로모순이존재하면안된다. 그러나 계사와 설괘 등의내용을살펴
보았을때, 한사람의손에서나온저작으로보기어려운내용이여럿이존재한다.

그중의하나가팔괘지설이다. 위의인용에의하면,팔괘지설은세가지가존재하

게된다. 하나는하늘이내려준것이라는설이고, 다른하나는포희씨가팔괘를

지었다는설이고, 세번째는팔괘는시초로부터파생된것이라는설이다. 이렇게

세가지의팔괘지설이 계사와 설괘에존재한다는것은 계사와 설괘 등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명에 다름 아니다.

구양수의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에대한비판의근거중둘째는 문언
에대한역사적기록이다. 구양수는 문언의역사적기록이 春秋左傳의노나라
양공9년(BC564년)조에나타난것을근거로 문언이공자의저작일수없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역동자문(易童子問)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자가말했다. “네가지덕에대해감히여쭙니다.” 대답했다. “이는노나라

목강(穆姜)이말한것이다.처음에목강이점을쳤을때,간(艮)이수(隨)로변동

하는경우를얻었는데수괘(隨卦)의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설명했다. 양공

(襄公) 9년의일이다. 15년후공자가비로소태어났고또수십년이지난후

비로소역(易)을지었다.그렇다면네가지덕은건괘(乾卦)의덕이아니고 문
언(文言)은공자의말이되지못한다.”15)

出，以授於伏羲者也。蓋八卦者，非人之所爲，是天之所降也。又曰：‘包羲氏之王天下

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

始作八卦。’然則八卦者，是人之所爲也，河圖不與焉。斯二說者已不能相容矣，而《說

卦》又曰‘昔者聖人之作《易》也，幽贊於神明而生蓍，參天兩地而倚數，觀變於陰陽而

立卦’，則卦又出於蓍矣。八卦之說如是，是果何從而出也？謂此三說出於一人乎？則殆

非人情也。”

15) 歐陽修著,李逸安點校. 歐陽修全集(北京:中華書局, 2001),권78, 1122, “童子曰：
“敢問四德？”曰：“此魯穆姜之所道也。初，穆姜之筮也，遇艮之隨，而爲‘《隨》，元亨

利貞’說也，在襄公之九年。後十有五年，而孔子始生，又數十年而始贊《易》。然則四

德非《乾》之德，《文言》不爲孔子之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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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春秋左傳의 문언(文言) 기록은 양공 9년(BC564년)이고,16) 공자가
태어난것은그15년후인 BC 551년이고, 그리고공자가 역(易)을지은것은
그로부터또수십년후의일이니, 문언(文言)이공자의저작일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구양수는십익중 계사, 문언, 서괘, 잡괘, 설괘 등은공자가

지은것이아니지만 단전과 상전은공자저작설을부정하지않는다. 이는 단
전과 상전이일관된문체로인해한사람의저작임을긍정하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하여 역동자문(易童子問)에서구양수의구체적인언급은찾
아볼수없지만다만 역동자문(易童子問)에드러난내용만으로유추해보면이
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17)

3) 최술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

구양수이후공자의십익지설에대한비판은송말조여담(趙汝談,미상-1237년)

의 남당역설(南塘易說), 청초요제항(姚際恒, 1647-약1715년)의 역전통론
(易傳通論), 청대중엽최술(崔述,1740-1816년)의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
등으로이어진다.오늘날 남당역설(南塘易說)과 역전통론(易傳通論)은전하
지않기때문에그내용을자세히알수없다. 반면에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은
오늘날온전하게전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의내용을
통해 최술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기로 한다.

16)春秋左傳의기록은다음과같다. 晉杜氏著,唐陸徳明音義,孔穎達疏,春秋左傳注疏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권30,37a-40a, “穆姜薨於東宮. 始往而筮之, 遇艮之八.
史曰, “是謂艮之隨.隨,其出也.君必速出!”姜曰, “亡!是於周易曰, ‘隨,元、亨、利、貞,

無咎.’元,體之長也.亨,嘉之會也.利,義之和也.貞,事之幹也.體仁足以長人,嘉德足以合

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然, 故不可誣也,是以雖隨無咎.今我婦人,而與於亂.

固在下位, 而有不仁, 不可謂元. 不靖國家, 不可謂亨. 作而害身, 不可謂利. 棄位而姣,

不可謂貞. 有四德者, 隨而無咎. 我皆無之, 豈隨也哉?我則取惡, 能無咎乎?必死於此,

弗得出矣.”“

17) 歐陽修著,李逸安點校. 歐陽修全集(北京:中華書局, 2001),권78, 1119, “童子問
曰：“《繫辭》非聖人之作乎？”曰：“何獨《系辭》焉，《文言》、《說卦》而下，皆非

聖人之作，而眾說淆亂，亦非一人之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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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에 나타나는 최술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
說) 비판은대략 4가지측면에서이루어진다. 첫번째는 계사와 문언의글에
나오는 ‘자왈(子曰)’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다.

계사、문언의글은혹은‘자왈(子曰)’로시작하고혹은‘자왈(子曰)’로시
작하지않는다.만약 역전을진실로모두공자가지었다면마땅히스스로‘자왈
(子曰)’자를쓰지않아야한다.18)

‘자왈(子曰)’의 ‘자’는공자를의미하고존칭을의미한다. 그런데일반적인경우

자신의글에 ‘선생이말했다.’라는존칭을쓰는경우는없다. 따라서 계사와 문
언의글은공자가지은글로볼수없다.또한글의구성이라는측면에서도어떤
때는 ‘자왈(子曰)’로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자왈(子曰)’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계사와 문언이 한 사람의 작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최술의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의 두번째근거는다음과 같다.

맹자가춘추(春秋)에대해일찍이여러차례언급을했지만공자가 역(易)
을전한일에대해서는한마디도언급하지않았다. 공자와맹자사이의시간적

거리가매우가깝고맹자가공자를표장함에전력을다했으니 (공자가 역(易)
을전한일이있었는데도)알지못했다는것은마땅하지않고,또한알았는데말

을하지않았다는것도마땅하지않다. 이를통해볼때, 역전(易傳)은필시
공자가지은것이아니고또한한사람이지은것도아니다.19)

공자(BC551년-BC479년)의 손자인 자사(BC483?-BC402?)의 재전제자

18) 崔述,洙泗考信錄(上海:商務印書館, 民國二十六年). 권3, 77쪽, “《繫詞》、《文

言》之文，或冠以子曰，或不冠以子曰。若《易傳》果皆孔子所作，不應自冠以子曰

字。”

19) 崔述,洙泗考信錄(上海:商務印書館, 民國二十六年). 권3, 77-8쪽, “孟子之於《春
秋》也，嘗屢言之，而無一言及於孔子傳《易》之事。孔、孟相去甚近，孟子之表章孔

子也不遺餘力，不應不知，亦不應知之而不言也。由此觀之，《易傳》必非孔子所作，

而亦未必一人所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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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자(BC372년추정-BC289년추정)라는설이학계에서대체로공인되고있

는점, 즉 학통의측면에서맹자가공문의제자라는점을볼때, 그리고 시간적

측면에서공자와맹자가약100 여년의거리정도이고, 공간적측면에서공자의

고향인곡부와맹자의고향인추성과의거리가약 20km정도인점을고려해볼

때맹자가공자의 역전(易傳)을언급하지않았다는것은공자가 역전(易傳)
을 짓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최술의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의세번째근거는다음

과 같다.

두씨(杜氏)의 춘추전후서(春秋傳後序) 에 “급현(汲縣) 묘의 주역(周易)
상하편은지금과정확히같고,별도로 음양설(陰陽說)이있지만, 단(彖)、
상(象)、문언(文言)、계사(繫辭)는없다. 이때중니(仲尼)가노나라에
서책을지었지만먼나라에까지아직전해지지않은것같다.”20)고했다.내가

생각하기에,급총의 기년편(紀年篇)은위(魏)나라의역사서이고급총의책은
위나라사람이소장한것이다.위나라문후(文侯)는자하(子夏)를스승으로모

셨고, 자하가위나라에서가르침을전수한지오래되었다. 공자의제자가운데

공자의책을능히전한자중자하만한이가없었다.자하가전하지않았다면위

나라사람이알지못했을것이므로 역전(易傳)은공자에서나오지않았고, 70
제자이후의유자들에게서나왔음은의심의여지가없다.21)

여기에서최술은진(晉)나라두예(杜預)의 춘추경전집해(春秋經傳集解) 춘
추경전집해후서(春秋經傳集解後序) 의 급총 죽서를 인용하면서 십익이 공자의

20) 晉杜預著, 春秋經傳集解(宋嘉定9年興國軍學刊本, 日本宮內廳書陵部藏本,電子版),
春秋經傳集解後序 , 1b-2a.

21) 崔述,洙泗考信錄(上海: 商務印書館, 民國二十六年). 권3, 78, “杜氏<春秋傳後序>
云，汲縣塚中，《周易》上下篇與今正同，別有《陰陽說》，而無《彖》、《象》、

《文言》、《系辭》。疑於時仲尼造之於魯尚未播之於遠國也。餘按，汲塚《紀年篇》

乃魏國之史，塚中書魏人所藏也。魏文侯師子夏，子夏教授於魏久矣，孔子弟子能傳其

書者莫如子夏。子夏不傳，魏人不知，則《易傳》不出於孔子而出於七十子以後之儒者

無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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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이아님을논증하고있다.급총죽서는서진(西晋)함녕(咸宁) 5년 (279년)

급군(汲郡)22)에서출토된것으로급총은전국시대위(魏) 나라양왕(襄王)의묘

로고증되었다. 전국시대위나라양왕의묘에당시통행되던 주역은출토되었지
만 십익이 없었다는 것은 위나라 왕실의 유학적 분위기에 근거해 볼 때 십익이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최술의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의네번째근거는다음

과 같다.

논어에“증자가말했다. ‘군자는사고함에자신의위치를벗어나지않는다.’”
라고했고지금 상전또한이글을싣고있다.진실로 역전의글이앞시기에
있었다면기록에참여한자가처음부터마땅히그것을보았을것이니, 증자가그

것을일찍이서술하였다하더라도끝내증자가스스로한말일수는없다.그리고

역전의명언은매우많아서증자가유독이말만절취하여서술하지는않았을
것이다.그렇다면 역전을지은작자는때로선인의말을두루채집하여그것을
완성했을것이다.그리고그말을수집한것이괘의뜻에부합함이있더라도반드

시모두자기가말한것일수없다.이미증자의말을수집하였다면반드시증자

이후의문인이지은것이고공자가지은것이아니다.23)

주지하듯이 논어 헌문편(憲問篇) 에 ‘군자는사고함에자신의위치를벗어
나지않는다.(君子思不出其位)’라는말이나온다. 그런데 주역 간괘(艮卦) 상
전에도 “산이겹치는상이간(艮)이다. 이에군자는생각함에자신의위치를벗
어나지않는다.(兼山艮.君子以思不出其位.)”라는말이나온다. 만약 상전이증
자이전에존재했었다면, 증자는공자의저서인 상전을보았을것이고그리고

22) 지금의 하남성 급현(汲县)

23) 崔述,洙泗考信錄(上海:商務印書館,民國二十六年).권3, 78, “《論語》云,曾子曰,君
子思不出其位。今《象傳》亦載此文。果《傳》文在前與記者固當見之，曾子雖嘗述

之，不得遂以爲曾子所自言,而《傳》之名言甚多，曾子亦未必獨節此語而述之。然則

是作《傳》者往往旁采古人之言以足成之，但取有合卦義，不必皆自己出。既采曾子之

語，必曾子以後之人之所爲，非孔子所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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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말을인용하게되면반드시 ‘자왈’이라는말을붙였을것이다. 그런데현재

통용되는 논어에는 ‘자왈’이아니라 ‘증자왈’로되어있다. 따라서 ‘군자는사고함
에자신의위치를벗어나지않는다.(君子思不出其位)’라는 말은공자가한말일

수없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상전은반드시증자이후의문인이지은것임
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3. 이병헌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

1) 역(易)의 형성에 대한 이병헌의 인식

이병헌은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의 작역원위(作易原委) 에서 역
(易)의형성에관해논하고있다. 작역원위(作易原委) 에의하면, 역(易)이라는
책은공자이전의시대즉신농(神農)·황제(黃帝)·당우(唐虞)·하·은·서주의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었다.

내가 살펴보기에, 신농(神農)·황제(黃帝)·당우(唐虞)·하·은·서주의 책에서

단지역(易)의명칭을들어보지못했을뿐만아니라또한괘(卦)와효(爻)의이

름도보지못했다.비록주공이 금등(金縢) 에서낙읍으로의천도라는국가대

사를점쳤을때도단지낙읍으로의천도에대한거북점을세번치고길함이거듭

나왔다고했을뿐이며괘효의주사에대해서는한글자도언급하지않았다.24)

이병헌에 의하면, 역(易)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대전(易大
傳)이다. 역대전(易大傳)은서명에서알수있듯이 역(易)에대한해설서이

24)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1, “按,神農黃帝唐虞夏殷西周之

書,不惟未聞易之名稱,亦未見卦與爻之名目.雖周公請命于金縢作宅于洛鼎重於卜筮之

際,而但云,三龜習吉,卜惟洛食而已,無一字及於卦爻之繇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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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병헌의 이와 같은 견해를 조금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역대전(易大傳)에이르러서야 ‘복희(伏羲)가팔괘를지었다.’라고했고,
또 ‘역(易)을지은것은문왕(文王)과주(紂)의일에해당한다.’라고한후후
세사람들이비로소복희가팔괘를지었고문왕이육십사괘를연역했다는일을

믿었다.25)

역대전(易大傳)에는 역(易)을지은시대가서주라는점을서술하고있다.
하지만이병헌은서주시대에 역(易)의주사가형성되었다는것을인정하지만
통행본 역(易)은공자에이르러비로소형성되었다고본다. 즉 역(易)의주사
가서주시대에형성되었다고하더라도통행본 역(易)은공자가지었다는것이다.

지금 좌전(左傳)의기록을살펴보면주사(繇辭)와경(經)의괘효사가혹은
같고혹은다르며,혹은부연되어있고혹은탈자되어있으니, 유흠(劉歆)이어

지럽힌바가없지는않지만그것이주나라때에정리되지않은 역(易)이라는
점은분명하다.만약공자이전의정리되지않은 역(易)을경(經)으로받든다
면이는온전하지못한 노사(魯史)를곧 춘추경(春秋經)이라하는것과다
르지않다.26)

즉노나라역사서인 노사(魯史)를공자가지은 춘추경(春秋經)이라하지
않듯이주나라초기의 역(易)을유교의경전인통행본 역(易)이라하지않는
다. 또한공자는단순히서주초기의 역(易)을정리했을뿐만아니라여기에다
공자 자신의 해설인 단(彖)·상(象)·설괘(説卦)·문언(文言)을 지었다.

25)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1, “卽至易大傳稱,伏羲作八卦,又

稱作易者當文王與紂之事,然後後世始信㐲羲作八卦文王演六十四之事.”

26)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7, “今考左傳所錄繇辭與經之卦爻

辭或同或異,或衍或欫,當不無劉歆所亂者,而其爲周世不修之易則明矣.徒尊孔子以前不
修之易奉以為經,則是無異乎以斷爛之魯史,卽謂春秋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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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역(易)의상하편은공자가주나라시대괘효의주사를취해서정리한
것으로 단(彖)·상(象)·설괘(説卦)·문언(文言)을지어경으로정했다.
그러므로 역경(易經) 二篇은공자가지은것이라하였다.27)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 통행본 역경(易經)의원텍스트와 단(彖)·상
(象)·설괘(説卦)·문언(文言)으로이루어진것이공자가지은 역경(易經)
二篇이된다. 이병헌의이러한인식은역학사에있어서매우독특한견해임에틀

림없다.

2) 경(經)과 전(傳)의 구분

이병헌의 공자 십익지설 비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거는 경(經)과 전(傳)의

명확한 구분에 있다. 유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주역(周易)고경을 문왕과
주공이지었고 주역(周易)의해설서인 역전(易傳) 즉 십익(十翼)을공자
가지었다면 주역(周易)은경이되고 십익(十翼)은전이된다. 이렇게되면
공자의지위는좌씨나공양씨,곡량씨등의지위로떨어지게된다. 따라서이병헌

은 공자 십익지설을 비판함으로써 공자의 지위를 보위하고자 하였다.

이병헌에의하면, 선진과서한의제자서에는괘효사뿐만아니라 단(彖)과
상(象)에 대해서도 모두 ‘경’이라 칭하였다.

선진과서한의제자서에는괘효의주사는말할것없이단사와상사도모두

‘역왈(易曰)’이라칭했고, 단전(彖傳)과 상전(象傳)이라는명칭은들어보
지못했다.태사공은자서에서 역(易)의‘신하가임금을시해하고자식이아비
를살해하는것은하루아침과하루저녁에생긴이유때문이아니다.’라는내용

을정중하게인용했는데, 이는곤괘의 문언(文言)이다. 역대전(易大傳)의
‘천하는하나로일치하지만백가지고려가있고같은곳으로귀의하지만길은

27)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7, “凡易之上下篇者,孔子因周世卦

爻之繇辭取以裁之,序彖繋象說卦文言定之為經.故曰易經二篇者孔子之所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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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라는내용의인용은곧 繫辭의말이다.28) 이어찌공자가직접지은
것을경이라하고문인이기록한것을전이라말하지않은것이겠는가?서한경

사(經師)의책중지금전하는것은오직 경씨역(京氏易)이다. 경씨역(京氏
易)의건괘전(乾卦傳)에 “역에 ‘용구(用九)는나타난여러용이머리가없으니
길하다.’”고했고또 “역에 ‘건(乾)에서두려워하다.’”라고했는데이는효사와 설
괘(説卦)를모두 역경(易經)으로본것이분명하다. 그나머지 단(彖)과
상(象)을 역(易)이라한것은하나가아니고여럿이다.허신의 오경이의
(五經異義)는공자의단사(彖辭)을인용하면서바로 역경(易經)이라칭했
으니, 이를 통해 괘효·단(彖)·상(象)·설괘(説卦)·문언(文言)을 합해
서 역(易)이라했음을알수있다.29)

위 인용에서 이병헌은 역(易)과 역전(易傳)에 대한 구분을 문헌 자료를
통해증명하고있다. 첫번째, 사마천(BC145?-BC86?) 사기(史記) 태사공
자서 에나오는 문언(文言)의 “臣弑君,子弑父,非一朝一夕之故.”30)를인용하면
서 문언(文言)을 당시 역(易)으로칭했음을 증명했다. 즉, 문언(文言)이
역전(易傳)이아님을증명했다. 두번째, 繫辭의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
塗.”을인용하면서당시 계사(繫辭)를 역(易)이아닌 역대전(易大傳)으로
칭했음을증명했다. 세번째, 경방(BC77년-BC37년)의 경씨역(京氏易)에서
효사인 “用九,見羣龍无首,吉.”을 역(易)으로칭했을뿐만아니라 설괘(説卦)
의 “戰于乾”도 역(易)으로 칭했음을 밝히면서 당시 설괘(説卦)도 역전(易
傳)이아님을증명했다. 네번째,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허신이단사를인
28) 통행본 繫辭에는 “天下同歸而殊塗，一致而百慮.”로 되어 있다.
29)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27, “先秦西漢諸子之書,勿論卦爻之

繇,彖象之辭,皆稱易曰,未聞彖傳象傳之稱.太史公自敍鄭重引易曰,臣弑君,子弑父,非一

朝一夕之故者,乃坤之文言也.引易大傳曰,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塗者,乃繋辭語也.

是豈不曰孔子手定者爲經,而門人所記者爲傳乎.今西漢經師所傳之本,惟京氏易也.京氏

乾卦傳曰,易云,用九,見羣龍无首,吉.又曰,易云,戰于乾,其以爻辭説卦同爲易經者,審矣.

其餘所稱彖象爲易者,則不一而足.許慎五經異義,則引孔子彖辭直稱易經,此可見卦爻彖

象文言說卦合而爲易也.”

30) 司馬遷撰, 史記, 권130, 太史公自序 제70(北京:中華書局, 2002), 3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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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역경이라칭했음을밝히면서단사도 역전(易傳)이아님을증명했다.
이러한증명을통해서이병헌은통행본 주역(周易)의괘효사뿐만아니라 단
(彖)·상(象)·설괘(説卦)·문언(文言)도 역전(易傳)이아니라 역(易)
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유흠(劉歆)의 칠략(七略)에 나타난 공자 십익지설 비판 

이병헌은공자십익지설의남상이유흠(劉歆, BC53?-25)의 칠략(七略)에
있다고보았다. 반고(班固)의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에의하면,칠략(七
略)은 집략(輯略), 육예략(六藝略), 제자략(諸子略), 시부략(詩賦略), 병서략
(兵書略), 술수략(術數略), 방기략(方技略)이 된다.31) 이 중 공자 십익지설과

관련된 것은 육예략(六藝略)이다. 여기서 육예(六藝)는 육경(六經)을 의미한

다.32) 반고(班固)는이육예략(六藝略)에근거하여 예문지(藝文志) 를지었다.

예문지(藝文志) 의 공자 십익지설에 대해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내가살펴보기에,이 예문지 에서논한바‘복희씨가우러러살펴보다.(伏羲

氏仰觀)’이하 ‘역을중첩하여여섯효로만들다.(重易六爻)’까지는모두 역대전
(易大傳)과 사기(史記)의말을서술한것으로역사적사실이다. (그리고) ‘상
하두편(上下二篇)’은공자가이미정리한 역경(易經)이되고주나라시대의
주사(繇辭)의저본(底本)은아니다. 무엇으로그것을증명할수있는가?만약

문왕이 역(易)을부연하여이미상하두경이있었다면무왕과주공의효성과
성왕(成王)과강왕(康王)의어짐으로마땅히선왕의뜻과사업을계승하여그

공덕을선양함에겨를이없었을터인데, 그럼에도 역(易)에대해한마디도언
급함이없었다.하물며상하편의명칭을논함이있었는가?소공(召公)·태공(太

公)·육자(鬻子)·관자(管子)의책과제가(諸家)의논술을살펴보아도또한 역
(易)의주사에대해언급한바가있지않았다.33)

31) 班固 撰, 顏師古 注, 漢書(北京: 中華書局, 1996), 1701.
32) 班固 撰, 顏師古 注, 漢書(北京: 中華書局, 1996), 1702.
33)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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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에서이병헌은 예문지 에서언급한 ‘상하두편(上下二篇)’은 유흠이

위조한 것이며 문왕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병헌에 의하면 ‘상하

두 편(上下二篇)’은 문왕이 아니라 공자가 정리한 역경(易經) 두 편이 된다.
이에대한근거로이병헌은선진시대의문헌에문왕이 역경(易經) 두편을정리
했다는언급이한마디도없다는점을들고있다. 문왕의아들인무왕이나주공,

그리고문왕의손자인성왕과성왕의아들인강왕에관한기록중어디에도이와

관련된언급이없으며, 소공(召公)·태공(太公)·육자(鬻子)·관자(管子)의책과제

가(諸家)의 논술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이병헌은유흠이 사기 공자세가 의 ‘序彖繫象說卦文言’을망령되이왜
곡하여 공자 십익지설을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한다.

예문지(藝文志) 끝에 단(彖)·상(象)·계사(繫辭)·설괘(說卦)·문
언(文言)·서괘(序卦)’ 등으로억지로열편의명목으로정한것은대략태사
공의‘序彖繫象說卦文言’의말을변용하여망령되이두편으로경과전을나눈것

이다.이천년이래유자들이그설을깊이받아들여성인을능욕하고성경을속이

는데에미혹된것은모두이십익지설을허수아비로삼았기때문이다.결국그

원인은 예문지(藝文志) 의이한마디에서진실로벗어나지않는데, 금고문학

파를막론하고한사람도이관문을능히돌파한자가있지않았다.34)

결국공자십익지설은유흠이 사기(史記)의말을망령되이왜곡한것에그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4-215, “按,此志所論,自伏羲氏仰

觀以下,至重易六爻,皆述易大傳及史記之語,乃已然之事實也.至若上下二篇,則爲孔子已

修之易經,非周代繇辭之底本.何以明其然也? 若文王演易,已有上下二經,則以武王·周公

之達孝,成王·康王之慈孫,當繼志述事稱引贊揚之不暇,而乃無一言及於易.况論有上下篇

之名乎.歴考召公太公鬻子管子之書及諸家論述,亦未有及於易繇者.”

34)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7-218, “盖藝文志末以彖象繫辭說

卦文言序卦之屬强定十篇之名目,畧變太史公序彖繫象說卦文言之語,妄以二篇分經分傳.

二千年來,儒者深中其說,惑於先入侮聖誣經,皆以十翼之說爲之俑也.究厥原因亶不出乎

藝文志一語,而勿論今古學派未有一人能透破此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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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왜곡된공자십익지설이이후유교의전통적인

학설이 되었다는 것이다.

4. 강유위의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와이병헌의십익지설
1) 강유위의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에 나타난 공자 십익지설 비판

강유위(康有爲, 1858-1927)는 만청의 금문경학가이자 변법운동가이고 공

교운동가로서 변법운동이 실패하자 16년 동안 해외를 떠돌다가 귀국 이후에는

공교운동의중심으로활동했다. 그의 금문경학을대표하는 신학위경고(新學僞
經考)는1891년의저술로청대금문경학가인공자진(龔自珍, 1792-1841), 위
원(魏源, 1794-1857), 료평(廖平, 1852-1932) 등의금문경학전통의연속선

상에있다할수있다.35)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의주요한기조는금문경이
공자의경전이며고문경은漢代유흠이위조한경전이라는것이다. 이러한기조에

따라강유위는고문경인 주례(周禮)·고문상서(古文尙書)·좌전(左傳)·모
시(毛詩) 등이위경임을증명하고있다. 본논고에서는 신학위경고(新學僞經
考)에 나타난 공자 십익지설 비판에 한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강유위의공자십익지설에대한비판은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의 한서예

문지변위(漢書藝文志辨僞) 편과 사기경설족증위경고(史記經說足證偽經考) 편

에주로나타난다. 강유위에의하면, 고문경전의위조는대부분유흠에의해비롯

되었다고본다.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도 기본적으로유흠의 칠략에근거
하고있기때문에위서로보고있다. 유흠이전의 역(易)은주로금문역이중심
이었다. 전하(田何)는한초금문역의개창자라할수있으며, 선제(宣帝)와원제

(元帝)에 이르러 금문역의 시(施)·맹(孟)·양구(梁丘)·경씨(京氏)가 학관(學官)

에세워졌다.36) 그런데유흠이고문경을중시하여비씨(費氏)역을강조하게되

35) 康有爲 著, 朱維錚 廖梅 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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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자 십익지설이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한서예문지

(漢書藝文志) 의 공자 십익지설이유흠의위조임에대해강유위는다음과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내가살펴보기에, 역학이유흠에의해위조되었다는비판에는3가지근거
가있다.……첫째, 문왕이단지 역을중첩하여육효를만들었지만상하편을
지었다는말은없었다.주공이지었다는설은그후의일이다.둘째 역에는단
지상하두편이있을뿐십편지설(十篇之說)은없었다.공자가 십익(十翼)을
지었다는설은진실로망령된것이다.셋째, 역에는시(施)、맹(孟)、양구(梁
丘)학이모두전하(田何)에게서나왔고후에경씨(京氏)학이좀달랐을뿐이다.

이모두는금문역으로 비씨역(費氏易)은없었다.37)

즉 강유위는우선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의 ‘(문왕이) 역(易)을 중첩하여

여섯효를만들고상하편을지었다.’(重易六爻作上下篇)는 설이문헌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증으로 사기(史記)·주본기(周本紀)의
“西伯蓋即位五十年，其囚羑裏，蓋益易之八卦爲六十四卦。”, 사기(史記)·일
자열전(日者列傳)의 “周文王演三百八十四爻。”, 법언(法言)·문신편(問神篇)
의 “易始八卦，而文王六十四，其益可知也。”, 법언(法言)·문명편(問明篇)
의 “文王淵懿也。重易六爻，不亦淵乎！”, 한서(漢書)·양웅전(楊雄傳)의 “文
王以諸侯順命而行道，於是重易六爻。”를 들고 있다.38)

둘째, 강유위는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의 ‘공씨(孔氏)가 단(彖)·상(象)·
계사(繫辭)·문언(文言)·서괘(序卦)등열편을지었다.’(孔氏爲之 彖·象

36) 康有爲 著, 朱維錚 廖梅 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49.
37) 康有爲著,朱維錚廖梅編校, 新學僞經考(上海:中西書局, 2012), 49, “按《易》學爲
歆亂偽之說有三，而京、焦之說不與焉。其一，文王但重六爻，無作上、下篇之事，以

爲周公之作，更其後也。其二，《易》但有上、下二篇，無十篇之說，以爲孔子作《十

翼》，固其妄也。其三，《易》有施、孟、梁丘，並出田何，後有京氏爲異，然皆今文

之說，無《費氏易》。”

38) 康有爲 著, 朱維錚 廖梅 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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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繫辭·文言·序卦之屬十篇.)는 설이 문헌적 근거가 없음을 증명한다.

사마천의 태사공자서 에 계사를 역대전이라칭했다. 계사에‘자왈(子
曰)’ 부분은공자가직접쓴것이아니고공문의제자가지은것으로상구(商瞿)

의무리가전수한것이다.때문에태사담이경이아니라전으로여긴것이다. 설
괘·서괘·잡괘세편도 수서·경적지는후에얻은것으로보고있다.이는
대체로 논형(論衡)·정설편(正說篇)의‘하내(河內)에서후에일역(逸易)을얻
은일’을기록한것에근거를두고있다. 법언(法言)·문신편(問神篇)에‘역에
그하나가결손되어있으니, 비록어리석은자라할지라도그결손을안다.’라고

했으니, 서한이전 역에는 설괘가없었음을알수있다.양웅과왕충은일찍
이서한박사(博士)의구본(舊本)을보았기때문에알수있었다. 설괘와맹희·
경방의 괘기도(卦氣圖)는서로합치되니그것이한나라때에위조되었음은의
심의여지가없다. 서괘는글이천박하고 잡괘는훈고를말한것이니이는
유흠이위조한것이며하내에서나온것이아니다.송나라의섭적(葉適)도일찍

이 서괘와 잡괘가후인의위작이라고비판했다.유흠이 서괘와 잡괘두
편을위작했으니서한사람들이보지못한것이다.39)

위인용에서강유위는십익중 계사는사마천의 태사공자서 에서 역대전
으로 칭하고 있는 점과 설괘·서괘·잡괘 세 편은 수서·경적지에서 후에
얻은것으로기록되어있는점을들어공자의저작이아니라고주장한다. 그리고

내용적인측면에서도 ‘서괘는글이천박하고 잡괘는훈고를말한것’으로보아
공자의 저작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39) 康有爲著,朱維錚廖梅編校, 新學僞經考(上海:中西書局, 2012), 50, “史遷《太史公
自序》稱《繫辭》爲《易大傳》，蓋《繫辭》有子曰，則非出孔子手筆，但爲孔門弟子

所作，商瞿之徒所傳授，故太史談不以爲經而以爲傳也。至《說卦》《序卦》《雜卦》

三篇，《隋志》以爲後得，蓋本《論衡·正說篇》 河內後得逸《易》 之事。《法言·問

神篇》《易》損其一也，雖蠢知闕焉，則西漢前《易》無《說卦》可知。楊雄、王充嘗

見西漢博士舊本，故知之。《說卦》與孟、京《卦氣圖》合，其出漢時偽托無疑。《序

卦》膚淺，《雜卦》則言訓詁，此則歆所偽竄，並非河內所出，宋葉適嘗攻《序卦》

《雜卦》爲後人偽作矣。《習學記言》歆既偽《序卦》《雜卦》二篇，爲西漢人所未

見.”



이병헌(李炳憲)의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비판 23

셋째, 강유위는 서한 시기에는 시(施)·맹(孟)·양구(梁丘)·경씨(京氏)학의 금

문역만 존재했고 유흠이 위조한비씨역(費氏易)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이는서한시기에 비씨역(費氏易)에관한기록이없는것에근거하고있다.
따라서유흠이 비씨역(費氏易)을위조하여공자십익지설을만들었다고보고
있다.40) 이렇게 유흠에 의해 위조된 비씨역(費氏易)은 왕황(王璜)·진흠(陳
欽)·정흥(鄭興)·진원(陳元)·정중(鄭眾) 등에의해전해졌고, 마융, 정현,순상등

에 의해 마침내 역학의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본다.41)

2) 강유위와 이병헌의 공자 십익지설 비교

한말성리학의한계를절감한이병헌이강유위의변법사상을받아들여1914년

45세에 중국에 들어가 강유위를 만난 이후 1916년(47세), 1920년(51세),

1923년(54세), 1925년(56세) 등총다섯번강유위와교류하면서공교운동에

진력한사실은널리알려져있다. 이병헌과강유위의이러한학문적, 사상적교류

를통해볼때, 강유위의학문과사상이이병헌에상당한영향을끼쳤을것으로

생각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이러한맥락에서강유위와이병헌의공자십익

지설도 서로 영향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강유위가공자십익지설을비판하면서십익중 계사(繫辭)·설괘(說卦)·서
괘(序卦)·잡괘(雜卦)가공자의저작이아님을주장하였다. 따라서 단(彖)·
상(象)·문언(文言)은 공자의 저작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병헌은 공자
십익지설을비판하면서강유위와달리 계사(繫辭)·서괘(序卦)·잡괘(雜卦)
및 설괘(說卦)의뒷부분은공자의저작이아님을주장하였다. 따라서 단(彖)·
상(象)·문언(文言)과 설괘(說卦)의앞부분은공자의저작임을인정하고있
다. 이를통해보면, 강유위와이병헌은공통적으로 단(彖)·상(象)·문언(文

40) 康有爲著,朱維錚廖梅編校, 新學僞經考(上海:中西書局, 2012), 50, “《儒林傳》云
費直徒以《彖》、《象》、《繫辭》、十篇《文言》解說上、下經.”

41) 康有爲 著, 朱維錚 廖梅 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51; 康有爲
著, 朱維錚 廖梅 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236-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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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은공자의저작임을인정하고있으며, 계사(繫辭)·서괘(序卦)·잡괘(雜
卦)는공자저작이아니라고보고있다. 다만 설괘(說卦)에대해서만서로인식
이 다르다.

강유위와 이병헌의 십익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 의 ‘序彖繫象說卦文言’에 대한해석이다르기때문이
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병헌은 이 부분을 ‘序其彖,繫其象,說其卦,文其
言’42)으로해석하고있는반면에강유위는 ‘序彖·繫·象·說卦·文言’43)
으로해석하고있다. 강유위의해석은비교적전통적인해석인데비해이병헌의

해석은상당히독특하다. 그럼에도이병헌의해석은문법적으로큰문제가없을

뿐만 아니라 이병헌 자신의 역학 체계에도 잘 들어맞는다. 즉 이병헌의 해석인

‘序其彖,繫其象,說其卦,文其言’은 일단 3자씩구가맞으며, 그리고이부분을
사마천의기록그대로공자가 단(彖)·상(象)·설괘(說卦)·문언(文言)을
지었다고해석하게되면, 이병헌의금문역체계에도잘들어맞는다. 이병헌의이

러한해석은그의스승인강유위의해석보다더정합적이며더독창적인면으로

볼수있다. 그럼에도강유위의십익에대한인식이기본적인측면에서는이병헌

의 십익에 대한 인식으로 계승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강유위와이병헌의십익에대한해석중가장큰차이를보이는 설괘(說
卦)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강유위는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괘(說卦)에 ‘제(帝)는 진(震)에서 나오고, 손(巽)에서 가지런하며, 리(離)
에서서로만나고,곤(坤)에서수고를다하고태(兌)에서기쁜말을하고건(乾)

에서두려워하고, 감(坎)에서힘쓰고, 간(艮)에서말을이룬다.’고했고, 또말하

기를 ‘진(震)은동방이고리(離)는남방괘이고태(兌)는가을이며,감(坎)은정북

방괘이다.’라고한것은초연수와경방의 괘기도(卦氣圖)와서로합치한다. 대
개선제(宣帝)때 역(易)을설하는자가경에붙여넣은것이다. 전하(田何)와

42)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3.

43) 康有爲 著, 朱維錚 廖梅 編校, 新學僞經考(上海: 中西書局, 20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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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丁寬)의 전함에는그것이없었다.”44)라고하여 설괘(說卦)의내용이서
한시기의초연수와경방의괘기설과합치하는것으로보고있다. 문헌적측면에

서볼때도 설괘(說卦)는서한시기에얻은것으로나온다. “수서·경적지에
‘진나라의 분서 때 주역은 복서(卜筮)의 책이라 하여 소실되지 않았다. 오직
설괘세편을잃었는데후에하내(河內)의여자가그것을얻었다.’고했다. 수
서의설은 논형(論衡)에서나왔고이는필시왕충(王充)이일찍이무제와선
제전의판본을보았다는의미이다.”45) 강유위의이러한견해는설득력이있고,

이병헌도이글을읽었을것이분명하다. 그래서그런지이병헌은 설괘(說卦)의
전체를공자가지었다고하지않고일부분만공자가지었다고했다. 그일부분은

설괘(說卦)의 ‘昔者聖人之作易’에서 ‘成言乎艮’까지이고, ‘萬物出乎震’ 이하는
모두위의문장의뜻을해설한것이므로공자가지은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46)

이렇게본다면, 설괘(說卦)에대한강유위와이병헌의견해가서로크게어긋나
지않는다. 즉강유위가지적한것처럼초연수와경방의괘기설과합치하는부분

이공자가지은것이아니고서한시기에형성되었다고한다면, 그부분을제외한

앞부분의내용만공자가지은것으로볼수도있기때문이다. 즉이병헌의언급처

럼 ‘萬物出乎震’ 이하는모두앞부분의해설이기때문이다. 물론이병헌의견해에

서 ‘萬物出乎震’ 앞부분의 ‘帝出乎震，齊乎巽，相見乎離，致役乎坤，說言乎兌，

戰乎乾，勞乎坎，成言乎艮。’이 강유위의견해와약간차이가있지만, 이병헌의

말처럼이부분까지는 ‘萬物出乎震’ 이하와성격이다른글임은여러역학자들도

44) 康有爲著, 朱維錚廖梅編校, 新學僞經考(上海:中西書局, 2012), 34, “帝出乎《
震》，齊乎《巽》，相見乎《離》，致役乎《坤》，說言乎《兌》，戰乎《乾》，勞乎

《坎》，成言乎《艮》。又曰,《震》，東方也；《離》也者，南方之卦也；《兌》，

正秋也；《坎》者，正北方之卦也。與焦、京《卦氣圖》合。蓋宣帝時說《易》者附之

入經，田何、丁寬之傳無之也。”

45) 康有爲著,朱維錚廖梅編校, 新學僞經考(上海:中西書局, 2012), 34, “《隋書經籍
志》云,及秦焚書，《周易》獨以卜筮得存，唯失《說卦》三篇，後河內女子得之。

《隋志》之說出於《論衡》，此必王充曾見武、宣前本也。”

46)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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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적이있기때문에 설괘(說卦)의내용을 ‘昔者聖人之作易’에서 ‘成言乎艮’
까지와 ‘萬物出乎震’ 이하를나누는것은근거가있다고보여진다. 조선후기의대

표적인역학자인정약용도 설괘(說卦)를이병헌과같이 ‘昔者聖人之作易’에서
‘成言乎艮’까지와 ‘萬物出乎震’ 이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성격의 글로

이해하고있다.47)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 강유위와이병헌의 설괘(說卦)
에 대한 이해가 서로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유위와 이병헌의 공자

십익지설에대한이해는거의일치하며, 이러한점에서이병헌의공자십익지설의

비판은 강유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어

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은유흠의 칠략 이후약 2,000여년동안유교의
전통적인학설로받아들여져왔다. 그러나송대의의고학풍의유행과청대고증학,

청대공양학의영향으로공자십익지설은여러학자에의해비판이제기되었다.

한말과일제시대를살았던이병헌도이러한맥락에서 십익(十翼)의저자에대해
합리적인고증을시도하였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십익(十翼)의저자에대한
합리적인고증이이병헌이추구했던목적은아니고, 이보다는 십익(十翼)에대
한합리적인고증을통해서공자가지은 단(彖)·상(象)·문언(文言)·설괘
(説卦)의앞부분을 ‘경(經)’의 위치로격상하기위한것이목적이라할수있다.
이병헌의공자십익지설비판의핵심적인내용을정리하면대략다음과같다.

이병헌에의하면,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 의 “孔子晚而喜易序彖繋象
説卦文言讀易韋編三絶”는지금까지잘못해석되어왔다. 이문장에대한전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孔子晚而喜易,序彖·繋·象·説卦·文言.讀易,
韋編三絶.”48) 그런데, 이병헌은이에대해기존의해석과다르게해석한다. “孔子

47)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26 참조.
48) 司馬遷 撰, 史記(北京: 中華書局, 20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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晚而喜易,序彖,繋象,説卦,文言.讀易,韋編三絶.”49) 즉이병헌의해석에
의하면, 이문장에서특히 ‘序彖繋象説卦文言’의해석은 ‘단(彖)을서술하고, 상
(象)을 달고, 괘(卦)를 해설하고, 주사(繇辭)에 대해 뜻을 밝혔다’50)가 된다.
이에따르면, 공자는 단(彖)·상(象)·문언(文言)·설괘(説卦)를지은것으
로되고, 따라서공자 십익(十翼) 저작설의근거는자연히무너지게된다. 다만,
설괘(説卦)의경우 ‘昔者聖人之作易’에서 ‘成言乎艮’까지가공자가지은것이고,
‘萬物出乎震’ 이하는 모두 위의 문장의 뜻을 해설한 것이므로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51)

이병헌의공교운동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그에게있어서공자는유교의교주

이기때문에공자가지은 단(彖)·상(象)·문언(文言)·설괘(説卦)의앞부
분을 ‘경(經)’이 아닌 ‘전(傳)’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기존의 전통처럼 단
(彖)·상(象)·문언(文言)·설괘(説卦)의 앞부분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
傳)·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과 같이 ‘경(經)’에

대한주석서인 ‘전(傳)’과동격으로놓인다면, 공자의위치는좌씨(左氏)·공양(公

羊)·곡량(穀梁)과동열에놓이게되며, 따라서이병헌은이러한상황을받아들일

수없게되는것이다.52) 특히공교운동의핵심적인사상이관괘(觀卦) 단(彖)
의 ‘신도설교(神道設教)’라는 점에서 단(彖)의 작자가 공자가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단(彖)이 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병헌은 “역(易)은
신도설교(神道設教)의대경(大經)이고”53),또 “교주(教主)는공자(孔子)이다.”54)

49)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13.

50)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30-231 참조.

51)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31 참조.

52)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24 참조.

53)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30, “易卽神道設教之大經也.”



28 종교와 문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이병헌의공자십익지설비판은본론에서도살펴보았듯이기본적으로

만청의금문학자인강유위의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 물론그렇다고해서

이병헌이강유위의관점을그대로묵수한것은아니다. 설괘(説卦)를 ‘昔者聖人
之作易’에서 ‘成言乎艮’까지가공자가지은것이고, ‘萬物出乎震’ 이하는공자가지

은것이아니라고주장한것은이병헌의철저한주역연구에기반한독자적인창

견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병헌(李炳憲), 공자(孔子), 십익지설(十翼之說), 강유위(康有爲),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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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李炳憲, 易經今文考通論, 韓國經學資料集成(119)·易經(三十三)(成均館大學校大
東文化硏究院,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230, “教主即孔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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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Yi Byeongheon(李炳憲)’s Criticism 
of Confucius’s Shi yi(十翼) 

– Focusing on Influence of Kang You-Wei(康有爲)’s Xin xue 
wei jing kao(新學僞經考)

Im, Jaekyu(Seoul National Univ.)

Confucius‘s Shi yi(十翼) has been accepted as a traditional 

orthodoxy of Confucianism for about 2,000 years after Liu xin(劉歆)’s 

Qi lüe(七略). However, due to the influences of the Song’s school 

of suspecting the ancient (疑古學), the Qing’s Textual Criticism(考證學) 

and School of Gongyang(公羊), Confucius‘s Shi yi(十翼) was criticized 

by many scholars. In this context, Yi Byeongheon, who liv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seems to have attempted 

a reasonable check on the author of Shi yi(十翼). And the purpose 

of a reasonable check on the author of Shi yi(十翼) is to upgrade 

Tuan(彖)·Xiang(象)·Wen Yan(文言)·the front part of Shuo Gua(説卦) 

created by Confucius to the position of The Scripture. Especially, in 

the point that the core idea of Confucian Religion Movement by Yi 

Byeongheon(李炳憲) is the way of god(神道) theory in Tuan(彖), 

the author of Tuan(彖) must be Confucius, and Tuan(彖) also must 



be the position of The Scripture.

Yi Byeongheon's criticism of Confucius’s Shi yi(十翼) can 

be regarded as basically influenced by Xin xue wei jing kao(新學僞經考) 

of Kang You-Wei(康有爲), a scholar of JinWenXue(今文學) in late 

Qing Dynasty. Of course, Yi Byeongheon did not accept the point 

of view of Kang You-Wei(康有爲) uncritically. It is Yi Byeongheon's 

unique viewpoint that the front part of Shuo Gua(説卦), that is from 

‘昔者聖人之作易’ to ‘成言乎艮’ is the work of Confucius.

Key Words : Yi Byeongheon(李炳憲), Confucius, Shi yi(十翼), Kang 

You Wei(康有爲), Xin xue wei jing kao(新學僞經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