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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논문은 천학(天學) 에 나타나는이병헌(李炳憲, 1870-1940)의천관념

(天觀念)을고찰함으로써그의종교사상의특징을규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병헌은개항기에서일제강점기에이르는시기에활동하면서유교개혁운동(儒

敎改革運動)을펼친것으로널리알려진인물이다. 그는 20대에곽종석(郭鍾錫)

에게사사(師事)하면서이진상(李震相)의학맥과접하는등전통성리학(性理學)

의배경속에서학문적소양을쌓았지만, 30대중반부터성리학을고수하는것으

* 이논문은2017년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산하종교문제연구소동삼운해유교연구기금으

로부터 지원 받았음.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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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더이상시국의변화에대응할수없음을깨닫고서양의근대학문을적극적

으로공부하였으며, 이후강유위(康有爲)의영향아래공교운동(孔敎運動)을전

개하면서 유교(儒敎)를 근대종교로 재정립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다.1)

국권상실기에이르러시대적요청에따라다양한유교개혁운동이전개되었는

데, 그중에서이병헌의공교운동은유교의종교적각성을주창했다는점에서독

특한위상을갖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2) 곧이병헌의공교운동은, 유교를개혁

하여근대종교로재정립하기위한방안으로유교의종교적특성을강조하는방법

을택했다는점에서, 당시의다른유교개혁운동들과구별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이병헌을제대로이해하려면그가어떻게유교의종교성을확보하려고했

는가를해명하는것이필연적으로요청된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그가유교의

궁극적실재이자신앙의근원인 ‘천(天)’에대해서어떻게인식했는가를규명하는

것이필요하리라생각한다. 유교의위상이심각하게추락하고있었던당시의시대

상황속에서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유교종교화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

였던이병헌의입장을생각해볼때, 유교의종교성의원천인天의문제는그에게

있어유교종교화운동의신앙적기초를확보하는일과관련되는중요한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병헌의 천 관념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천학 이다. 천학 은

이병헌의주요저서인 유교복원론(儒敎復原論)3) 안에들어있는저작이다. 유
교복원론은 유교복원론 과 천학 두 편의 저술을 묶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교복원론 이본편이고 천학 이부록에해당한다. 이중 유교복원론 은유교

종교화운동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고있는 부분으로 그의 주저(主著)라고 할 수

1) 금장태·고광직, 유학근백년 (서울: 박영사, 1986), 537-538.
2) 박미라, 이병헌의孔敎운동에나타난神道論연구-性卽理에서心卽理로의전환 , 동양철
학연구 제38집, 356.

3) 儒敎復原論의판본으로는 1919년 중국靑島同文印刷局에서간행한 60쪽으로된
활자본과,康有爲의제자王良鳴의서문이붙어있는1925년에제작된필사본이있다.

현재이중1925년의필사본이,韓國學文獻硏究會가묶어서1989년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李炳憲全集에수록되어있다. 이논문에서는 李炳憲全集에수록된필사본
天學 을 텍스트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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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천(天)이나상제(上帝) 등궁극적실재에대한언급이전혀없다.4) 대신

그뒤에붙어있는 천학 은천(天)에대한문제만을다루고있다. 천학 은문답

형식으로된 10개의장과서론에해당하는서언(敍言) 및결론에해당하는통론

(通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5) ‘천’에 대한 쟁점과 그에 대한 이병헌의 견해가

주제별로일목요연하게정리되어있어, 그의천관념의전모를파악하기에대단히

좋은자료이다. 그러나그중요성에비해 천학 은지금까지크게주목받지못했

으며, 이에따라이병헌의천관념에대한연구또한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

다.6) 이병헌에대한그동안의연구를보면유교개혁운동의전개과정및사상적

특징을다룬연구가대다수이고, 그의종교사상에초점을맞추어진행한연구는

상대적으로적은편이며,7) 특히그의천관념을중심주제로삼아진행한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병헌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천관념에대한연구는시급히이루어져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이논문에서

필자가 천학 에집약되어있는이병헌의천관념을분석하고자함은이러한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이병헌의천(天)에대한지대한관심은당시의시대적상황속에서나온

것이다. 이병헌이 주로 활동하였던 20세기 초는 국망의 위기 속에 부국강병과

근대화의요구가강렬하였던시기이다. 유교는 ‘근대국가’의길을모색함에있어

걸림돌이 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서구의 학문과 사상, 그 중에서도

4) 이연승, 이병헌의유교론-비미신적인신묘한종교 , 종교문화비평 제27집, 238.
5) 천학 의전체구성은,敍言, 제1장天之形體, 제2장天之性情, 제3장天之主宰, 제4장

天之變化, 제5장天之部位, 제6장天之感應, 제7장天之度數, 제8장天之元素, 제9장

天之動靜, 제10장天之始終,通論순으로되어있으며, 서언과통론을제외한1~10장은

모두 73조목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이병헌의천관념에대해언급한연구로는위의박미라의논문이있다. (박미라, 이병헌의

孔敎운동에나타난神道論연구-性卽理에서心卽理로의전환 , 동양철학연구제38집,
363-364 참조.)

7) 이병헌의 종교사상을본격적으로다룬대표적 논문으로는, 위에서인용한, 박미라의

이병헌의孔敎운동에나타난神道論연구-性卽理에서心卽理로의전환 과이연승의

이병헌의 유교론-비미신적인 신묘한 종교 를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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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근대과학이시급히받아들여할대상이되었다. 이에따라유교는지식체계

로서의유용성을더이상인정받지못하게되었으며, 근대과학특히서양천문학

지식의확산으로인해, 이전에는의심할여지없이진리로받아들여졌던성리학적

세계관또한신뢰를잃게되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서양의근대학문을수용할

것을주장하는한편, 유교의종교성을강조하면서근대종교로의변신을통해유교

의새로운활로를모색하려했던이병헌의입장에서는, 더이상신뢰할수없는

성리학적세계관를대신할새로운유교적세계관의수립이절실하게요구되었고,

이는필연적으로유교적세계관의핵심인천(天) 문제에대한천착으로이어졌다

고할수가있다. 이처럼이병헌의천관념은유교의사회적영향력이약화되고

한국사회의중심적지식체계가유교에서근대학문으로전환되는때에성립된것

이었으며, 특히 근대 천문학 지식의 확산으로 인한 성리학적 천 관념의 동요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구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양 천문학의 학설을

긍정하면서이를바탕으로성리학의천관념을비판하고자신의관점에서천관념

을재구성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병헌의천관념의특징과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근대과학과 성리학적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두고이것이이병헌의천관념에어떻게반영되어나타나고있는지를해명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인식아래이논문에서는, 근대과학의수용과유교적세계관의재구성

이라는측면에초점을맞추어이병헌의천관념을조명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

먼저2장에서이병헌의천관념이나오게된시대적배경곧근대천문학지식의

확산으로 인해 성리학적천 관념의 동요하는과정을 개관하고, 이어서 3장에서

이병헌이근대과학의지식을바탕으로성리학적천관념을비판하고있는정황을

서술한다음, 마지막으로4장에서이병헌이새로이구축한천관념의내용과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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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병헌 천 관념의 배경

: 근대과학의 확산과 성리학적 천 관념의 동요

이병헌이활동한 20세기초반은, 서양의근대문명이본격적으로이식되면서

이전에국가의통치이념이자중심적인지식체계였던유교가그지위와역할을결

정적으로상실하게된시기였다. 1876년개항이후깊어진위기의식은부국강병

의필요성에눈을뜨게하였으며, 이에따라개화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고전

기·전신·철도등각종문명의이기(利器)의도입또한활발히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거치면서우월한서구문명을모방·학습하는것이야말로부국강병과자주

독립을위한첫걸음이라는인식이점차확산되었고, 이는다시근대서구문명을

가능케한서양의지식과학문, 특히근대과학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다.8) 그

결과근대과학을포함한서양학문의수용이시대적과제로부상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속에서유교는서양학문에자리를내주어야할구시대의유산으로치부

되어집중적인비판을받게되었다.9) 이후한국사회의지식인들사이에서는유교

8) “1880년대이후문명개화의물결속에개화론자들에의하여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통해서구과학이적극적으로소개·도입되었다. 그러나이때만해도자연지식일반을

통칭해서성리학적용어에서비롯된格致學또는格物學으로불렀으며, 그것이포함하는

지식의영역은서구과학과종래고전적자연지식을엄밀하게구분하고고전적자연지식을

제외하는양상은아니었다. 성리학적개념에토대를둔격치학과는배치되는, 나아가

그것을부정하는 ‘과학’의출현은1890년대 독립신문과1900년대 매일신보에이르러
서였는데, 이후이와같은 ‘과학’ 관념이빠르게확산되어동아시아적자연지식의전통을

지녔던격물학은미개한수준으로전락하고새로이소개된서구과학기술의지식만이

문명개화를위해 근대국가의국민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과학’이되었다.” (문중양,

조선후기 과학사상사, 들녘, 2016, 332-334.)
9) 이와같은비판은특히1905년이후애국계몽운동기에개화지식인들에의해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은 신문·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 학문의

우수성을강조하였는데, 이때제기된것이이른바 ‘新學舊學論’이다. 여기서 ‘新學’은

‘新學問’또는 ‘泰西之學’, ‘西學’ 등으로도불렸는데서구의근대학문을가리키고, ‘舊學’은

말그대로 ‘舊學問’으로서기존의학문그중에서도특히유교를지칭하였다.新學舊學論은

이처럼동양의지식체계와서구의지식체계를각각舊學과新學으로규정하여양자를

대비시키는가운데, 둘사이의차이점을부각시키고구학을버리고신학을배울것을

강조하였다. 이에대해서는박정심, 自强期新舊學論의 ‘舊學[儒學]’ 인식에관한연구 ,

東洋哲學硏究 66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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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부정하고이를새로운지식체계곧서양의근대학문으로대체하려는움직임이

대세가되었고, 나아가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방안으로근대적교육기관의

설립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이들학교에서는어학·문학·법학등의일반교과목

과 함께 이과·이화학·물리·화학·박물·생리·위생·생리위생·동물·식물·지문·광물·

지질등다양한이름의과학과목을개설하여근대과학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

다.10) 이과정에서유교는공식적인학문과교육의영역에서점차배제되어나가

면서학문체계로서의우월성을상실하게되었고, 서양학문, 특히근대과학에대

한 지식이 한국사회에서 점차 주도권을 장악하여 나갔다.

이와같이한국사회의중심적지식체계가유교에서서양학문특히근대과학으

로전환되는과정은유교의사회적위상이현저하게하락하는과정이었다. 그런데

근대과학의수용이신념체계로서의유교에가한보다결정적인타격은유교의세

계관, 보다구체적으로는성리학의천관념을와해시킨것이었다고할수있다.

근대과학의지식이보편화되면서전통적인시간관·공간관·자연관·인간관에대한

회의가급속도로확산되었는데, 이를야기한주된요인은 ‘천(天)’에 대한새로운

관념의유포였다. 근대천문학의지식은하늘은둥글고땅은네모나다[天圓地方]

는전통적관념이전혀근거가없다는사실을일깨웠을뿐아니라, 인간을둘러싸

고있는공간이인간과는무관한객관적공간인지구, 천체, 우주공간으로이루어

져있다고설명함으로써, 하늘과땅, 그리고그사이에존재하는인간을상정하고

이세존재가서로관련을맺고있는것으로생각하였던유교의천·지·인(天地人)

관념에균열을일으켰다. 따라서근대천문학지식의보급은당시유교인들에있

어 바로 신앙과 세계관의 근원을 흔드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유교의세계관을이루는이론적바탕은성리학의이기심성론(理氣心

性論)이었다. 이 이론은예학(禮學)과더불어조선이라는정교일치적(政敎一致

的)인예교국가(禮敎國家) 체제를떠받치는두기둥이었다. 성리학의이기심성론

은, 특유의천관념,곧이(理)와기(氣)를매개로하늘과사람이연결되어있다는

10) 김우필·최혜실, 식민지조선의과학·기술담론에나타난근대성 ,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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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상관(天人相關)의 관념[天人合一論]을 전제로 하면서, 형이상학·자연학·윤

리학·정치학을동일선상에두고서로연결시켜이해하는일관구조를지니고있었

다. 곧 ‘하늘[天]’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가운데 인간이 하늘 및 자연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하늘·인간·자연에 편재(遍在)하는 이치[理]를

체득함으로써도덕적인인격체를완성하여이를바탕으로세상을다스린다고하

는관념이성리학적세계관의핵심이었다. 이에따라, 자연과사물에대한인식체

계[格物致知]와개인의수양및사회적활동의규범체계[修己治人]를일관된것

으로 인식하는 대학(大學)의 ‘팔조목(八條目: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성리학의 천 관념은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성리학에서천(天)은단순한천공(天空)이아니라, 만물을주재(主宰)

하는상제(上帝)이자만물을생성하는근원인태극(太極)으로인식되는데, 특히

후자의측면이강조되었다.태극으로서만물생성의근원인天은자연운행의원

리이자만물에내재하는법칙[理]이며, 인간이태어날때부터마음속에갖추고

있는 성품[性]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주희(朱熹)는 “푸르디 푸른 것을 천이라

하니 두루 운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11), “태극은 천지만물에

내재하는법칙[理]이다.”12), “성(性)은바로이(理)이다. 천(天)이음양오행(陰

陽五行)으로만물을화생(化生)함에있어기(氣)로써형체를이루고이(理)를또

한부여한다. 사람과만물이태어남에있어각자부여받은이(理)로인하여건순

오상(建順五常)의덕을삼으니이것이이른바이(理)이다.”13) 등의표현으로설

명하고있다. 따라서 “천과 인간은원래부터하나로서안팎으로한가지이치로

일관된존재이며서로통하여애초부터틈이없는사이”14)로인식된다. 이와같은

11) “蒼蒼之謂天, 運轉周流不已, 便是那個.” 朱子語類 권1.
12)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朱子語類 권1.
13) “性卽理也.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而理亦賦焉. ......人物之生,因各得其所

賦之理, 以爲建順五常之德, 所謂性也.” 中庸章句 제1장, 章下註.
14) “天人一物, 內外一理. 流通貫徹, 初無間隔.” 朱子語類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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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의 천 관념은, 천 또는 태극으로 표상되는 우주의 궁극적 본질이 만물과

인간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바로 성(性)이라고 하는인간의윤리적심성으로

나타난다고하는인식아래우주론(宇宙論)과심성론(心性論)을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론·수양론·경세론(經世論)·예학 등 제 영역을 연결시키는 성리학

특유의 신념체계의 구축을 가능케 한 근원이었다.15)

이와같은성리학의천관념은 20세기에들어와지동설과행성의운행에대한

근대천문학지식이확산되면서뿌리부터흔들리게되었다. 지동설은17,8세기에

이미전래되었고일부실학자들사이에서이에대한철학적모색과토론이있었던

것이역사적사실이다. 그러나이는일부에국한된제한적현상이었고사회전반

에는그다지큰영향을끼치지못하였다. 지동설등의근대천문학지식이 ‘대중적

으로’ 유포·확산된것은 1900년대 이후였는데, 이때부터지구와천체의운동에

대한근대천문학의지식이사회일반의관심을크게불러일으키며점차상식이

되어갔다. 그결과이시기에이르면우주공간은인간과는무관한객관적공간이

며천체의운행은물리적운동법칙에의해일어나는것이라고설명하는근대천문

학의지식이, 성리학의천관념에대한직접적이고전면적인도전이되기에이르

렀다. 이전에는천체의운행이우주의질서로서,땅위에있는만물과인간의모든

질서의근원이되는것이었다. 그러나이제천은인간과관계없는우주공간에불

과한것이되었고, 천체의운행역시우주의질서를표상하는것이아니라인간과

는아무상관없는물리법칙에의한운동에지나지않게되었다. 천에대한이러한

새로운이해는, 이기심성론을통해天·人을유기적으로연결시켜이해하고천을

인간윤리의원천이자수양(修養)의근거로인식하였던성리학적천관념을무너

트리는것이었다. 그리고성리학적천관념의와해는바로성리학적세계관전체

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상황이 20세기벽두에 30대의나이로본격적인활동기에접어든이병

헌이직면한현실이었다. 그는 34세때인 1903년에서울에올라와전선이연결

15) 김호덕, 權近의 天人關係論 硏究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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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전차가 왕래하는 신세계를 처음으로 본 뒤 큰 충격을 받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할방법을고민하였다. 그는이때청(淸)에서일어난무술정변(戊戌政變)의

전말과강유위(康有爲)의사상에관해듣고, 유학이수구(守舊)하여신학(新學)

을배척하는것으로는자립의계책을삼을수없음을깨닫는중대한의식의전환

을겪게되었다.16) 이후그가강유위의영향을받아유교종교화운동에진력하였

음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이처럼사상적전환을통해신학문수용의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교를버리지않고, 유교를변화시킴으로써새로운상황에적응

하려하였던이병헌에게있어서天에대한문제는매우중요한문제였다.곧유교

가학문체계로서의우월성을상실하고그사회적위상이결정적으로추락하는상

황속에서, 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유교의종교적특성을부각시키고자하

였던이병헌의입장에서, 유교의궁극적실재라할수있는천(天)의 문제는그

신앙적기초를확보하는일과직접적으로관련된중요한문제였다. 그가 “사람이

이세상에서고금(古今)에공통되고내외(內外)의구분없이가장큰목표를세우

는것을일러교(敎)라고한다. 교(敎)로써천(天)을체인(體認)할수있다면그

교(敎)됨이지극할것이다.”17)라고언급하고있는데서그의이러한입장을확인

할수있다. 게다가서양천문학지식의확산으로유교의전통적인천관념의논리

적기반이무너지고있었던당시의상황은그에게천문제에대한고민을필연적

으로요구하였다. 이에따라이병헌은 “만고(萬古)를살펴보고육주(六洲)를굽어

볼때천(天)을논한이가끝없이많지만천이천인까닭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18)고하면서,새로운천관념수립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그리고이러한그의

고민이 응축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천학 이라고 할 수 있다. 천학 을 저술한

동기에 대해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 금장태 등, 유학근백년, 537.
17) “人於斯世,通古今無內外,而立絶大之目標,曰敎.敎而能體天,則其爲敎也,至矣.” 天學

通論 (韓國學文獻硏究會編, 李炳憲全集,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9, 205.)
18) “縱觀萬古,橫瞰六洲,論天者何限,而天之所以爲天,未定矣.” 天學 敍言 (李炳憲全集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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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의큰근원은천(天)에서나온다. 천이아직정해지지않았는데도가

어떻게하나가될수있겠는가?공자(孔子)는“나를아는이는천(天)일것이다.”

라고하셨다.유교의근원을논하려하면서천(天)을버려두고서야장차어떻게

할수있겠는가?이때문에 천학(天學) 을저술하여 유교복원론(儒敎復原論)
뒤에붙인다.19)

여기서이병헌은천이유교의근원임을인식하고이를자신의관점에서재정립

하려는의도를드러내고있다. 그의이러한문제의식은기본적으로유교의종교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유교의 사회적 위상이 현저히

하락하고서양천문학지식의유입으로인해전통적인성리학의천관념이흔들리

는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3. 이병헌의 서양 천문학 수용과 성리학적 천 관념 비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병헌의천관념은유교의사회적영향력이약화되고

한국사회의중심적지식체계가유교에서근대학문으로전환되는때에성립된것

이었으며, 특히 근대 천문학 지식의 확산으로 인한 성리학적 천 관념의 동요가

직접적원인이되어구축된것이었다. 그리고30대중반이후그의기본적입장은

근대학문의유용성을인정하고수용하는가운데한·송(漢宋) 이전의유교를 ‘복

원’함으로써유교적가치를지키고자하는것이었다. 따라서이병헌은 천학 에서

자신의천관념을전개하면서기본적으로서양천문학의성과를수용하고 ‘구학

(舊學)’20)의 오류를 지적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19) “道之大原,出乎天.天旣未定,道何能一乎?孔子曰知我者其天乎.欲論儒敎之原,舍天將

何以哉? 因述天學一篇, 附復原論後.” 天學 敍言 (李炳憲全集, 195.)
20) 天學에서이병헌은당시의유교를비판하면서 ‘舊學’, ‘宋學’, ‘漢宋以來의學’, ‘宋元以來

의學’ 등으로지칭하고있는데, 대부분性理學을가리키는의미로사용하고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漢代 이후의 儒學 특히 宋代 性理學에 이르러 孔子의 뜻이 왜곡되었다는

그의 인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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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천학(天學)의잘못은오늘날보통의아이들도다말할수있다.우리나라

의경우비록노사숙유(老師宿儒)로구학(舊學)을깊이아는자라고해도미혹

되고깨닫지못하여, (서양의학설에대해)이적(夷狄)의이론이요이단(異端)

의학설이라하여자세히살피지않고개탄하기만한다.식견이있는자라면한송

(漢宋) 이래의제유(諸儒)의설(說)을모두따를수는없을것이다.온천하가

이치가옳고일이실제적인것만을추구하고있으니, 만일이적과이단이라하더

라도이치가모두옳고일이모두진실하다면,단지이적이되지못하고이단이

되지못할까걱정하는것이옳다.21)

원래성리학의풍토속에서성장하고교육받았던이병헌이이러한관점을가지

게된정확한시점은알수없지만, 1903년상경을계기로의식의전환이일어난

뒤로도다시상당한시간이지나서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이에대해그는 “나는

유문(儒門)의 한 구성원으로서처음정자(程子)와 주자(朱子) 등 여러 선생(先

生)들의책을읽고는천도(天道)를논한가르침에대해신명(神明)같이믿고정

곡(正鵠)처럼여겼었다. 그러나 ‘중세(中歲) 이후’로천지(天地)가동정(動靜)하

는 이치에 관심을 기울여 30여 년을 잠심역구(潛心力究)하였더니 서양 학문의

견해또한허황한것이라할수없음을알게되었다.”22)고언급하고있다. 이병헌

은동양의천문학설에비해서양천문학이우월한이유로 “천문대에올라서5천여

배의망원경의힘을빌어하늘을관찰하고그거리를계산하며, 나아가지학(地

學)·화학(化學)·광학(光學)·중학(重學)·전학(電學)의 도움을 받아 이를 보완하

여그정교함이더할나위없음”23)을든다. 따라서동양의천문학설은 “수천년간

21) “昔時天學之謬誤, 今日普通兒童, 亦能言之. 吾邦, 則老師宿儒深於舊學者, 迷不覺悟,

以爲夷狄之論異端之說,不足致察,良用慨惋.於此有見,則漢宋以下諸儒之論,不得盡從

矣. 天下但求理之眞是事之眞實, 如夷狄異端之理必盡是事必盡實, 則但患不爲夷狄不爲

異端, 可也.”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6.)
22) “僕亦儒門一分子,始讀程朱諸先生書,於論天道之訓,信之若神明,視之如正鵠矣.顧自中

歲以來, 留心乎天地動靜之理, 潛心力究, 積三十年之久, ... 西哲之見解, 亦不可誣也.”

天學 通論 (李炳憲全 集, 205.)
23) “西人攝天文臺,而藉五千餘倍之望遠鏡,而窺天,算其距離,參以地學.地學之不足,明以

化學,化學之不足,攷以光學,光學之不足,證以重學,重學之不足,通以電學,其精巧蔑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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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내려왔다고는해도서적에만의거하고육안으로관찰하며지학·화학·광학·

중학·전학의도움을받지못하는까닭에서양천문학의경쟁상대가될수없으

며”24), 특히성리학의천에대한이론은 “스스로는완전무결하다고말하지만, 서

양의천문학의학설과하나하나비교해보면그득실(得失)과진위(眞僞)를가리

기가 어렵지 않다.”25)는 것이다.

이와같은인식아래이병헌은지구의형태와행성·항성등천체의운동에대한

서양천문학의학설을수용하고,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과천동설(天動說) 등

전통적인성리학의관념을부정하는모습을보인다. 이병헌은, 근세의유학자들

은송유(宋儒)들의설에따르느라고오로지책속의글자만믿고서하늘은둥글고

땅은네모나며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흐리멍텅한 학설을 붙들고

있으면서과학(科學家)가들의웃음거리가되고있다고비판하면서,26) 지구가둥

글다는것은이미콜럼버스[哥侖布]가실증한사실이며지구가자전을하여낮과

밤이 생기고 지구가 궤도를 따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가 1년이라는 것은

코페르니쿠스[哥白尼] 이래깨트릴수없는정설이라하여27), 성리학의학설을

부정하고근대천문학의지구구형설(地球球形說)과지동설(地動說)을받아들이

고있다. 이병헌의주장에따르면, 해·달·별등의천체가동쪽에서서쪽으로움직

이는것은,실제로하늘이천체를매달고서쪽으로도는[左旋]것이아니라, 지구

가서쪽에서동쪽으로자전[東旋]하기때문에그렇게보이는것일뿐이다.28) 따

加矣.” 天學 제5장 (李炳憲全集, 199.)
24) “泰東之人,從藉肉眼,而窺天,又無光電重化學之可補,故泰西之天學出,而東方數千年相

傳之天文家, 相較而絀, 狼狽失據.” 天學 제5장 (李炳憲全集, 199-200.)
25) “自宋以下儒者之論天,自謂窮盡無餘蘊,而今與泰西之天文學,比並査考,一一勘破,則其

得失眞僞, 不難可定.” 天學 제7장 (李炳憲全集, 202-203.)
26) “宋儒誤信荀氏九家易, 泥守地方之說.” 天學 제5장 (李炳憲全集, 200.)
“近世諸賢, 則每專靠紙上文字, 依俙捉所以方圓動靜之說, 爲今日科學家所笑.” 天學

제2장 (李炳憲全集, 197.)
27) “地體之圓,則不待哥侖布繞大地,而亞東已有言之者,其義易見.若地久一翻一覆而爲晝

夜,一繞軌途而爲周年,則爲近世泰西人哥白尼所刱,其說顚撲不破,永爲有史後, 地文家

紀念之祖.”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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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그의관점에서동양의전통적인천문학설인주천좌선설(周天左旋說)은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이병헌은천이움직인다는전통적관념을완전히부정하고있다. 그러

나동시에그는천의동정(動靜)은관점에따라다르게말할수있음도인정한다.

이병헌의생각에천자체는형체가없는존재이고따라서움직이지않는존재이

다. 그런데천공(天空)에있는성신(星辰) 중에는항성처럼정지해있는것도있

지만행성과같이움직이는것도있다.29) 따라서천의동정은관점에따라다르게

말할수있다. 곧행성이움직이는것을두고천이움직인다고표현할수도있는

것이다. 그러나이말을천자체의운동을의미하는것으로받아들여서는안된다

는것이그의견해이다. 이처럼동정을상대적으로정의하는것은태양과지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곧 태양은 항성이고 지구는 행성이므로 태양은 항상

정지해있고지구는항상움직인다.30) 그러나태양이움직임을주동하고지구가

이에따라움직인다는점에서보면태양과지구가모두움직이는것이되고, 8행

성이돌때태양이그중심이되고바람과구름은움직여도땅은그자리에있다는

점에서보면태양과지구둘다정지해있는것이된다는것이다.31) 그의이러한

해석은근대천문학의학설과는다소차이가있는것이지만, 자신의관점에서근

대천문학을나름대로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 천이땅을둘러싸고회전하며천

28) “問:周天日星,繞地左旋,則抑皆非動歟?答:地球常繞日而東旋,則此乃視動,非眞動也.”

天學 제9장 (李炳憲全集, 204.)
29) 이병헌은이에대해 “天은형체가없지만星辰을형체로삼는다. 星辰중에서恒星은

항상정지해있고行星은항상움직인다.(天固無體,以星辰爲體,則恒星常靜,而行星常動

也.)”라고 표현하고 있다. 天學 제9장 (李炳憲全集, 204.)
30) 太陽의動靜문제에대해서이병헌은 “太陽은恒性이므로정지해있다는것이서양

천문학의학설이었지만, 근래에천문학자들이자세히측정하여추산한바에따르면太陽

또한움직이며,또여러行星과彗星을거느리고1,120만년을주기로昴星주위를돈다.(西

人云太陽恒居一處, 而近因天文士細測推算, 則亦具行動. 且率諸行星彗星等, 旋繞昴星,

一千百二十萬年一周云.)”고언급하면서당시의최신학설을소개하고있다. 天學 제9장

(李炳憲全集, 204.)
31) “日主動而地爲被動,均之爲動,八星圍繞則日居中心,風行雲過則地在故處,均之爲靜也.”

天學 제9장 (李炳憲全集,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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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운행과 자연현상및 인사(人事)가 동일한 질서에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천 관념을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천체의물리적운동에대한서양천문학이론을수용하면서천체와인간

사이의직접적연관을부정하고있는이병헌의입장에서볼때, 별자리와인사를

대응시키거나일식이나혜성과같은천변(天變)을 인사와직접적으로연결시켜

생각하는참위설(讖緯說)과재이설(災異說)은근거없는황당한학설이된다.32)

그의말에따르면참위술수(讖緯術數)의학(學)은허탄한것으로결코인사를예

측할 수 없으며 혹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많이 말한 것이 한두 번

우연히맞아들어간것에불과하다.33) 또자미성(紫微星)·삼태성(三台星)·북두

성(北斗星) 등 별자리를 천자(天子)나 공경(公卿), 또는 승정원과 같은 관청에

해당시키고나라나지방또한하늘의해당구역에배당하여양자가서로대응하는

것으로생각하는것도, 사람들이제멋대로정한것으로결코징험이있을수없는

일이다.34) 그리고그는 “일식·월식·혜성등의이변은서양사람들이계산하였듯

이천체의운동에따라규칙적으로일어나는현상에불과한데도, 이를견강부회하

여어떤이의허물이나어떤일의잘못때문에일어난것이라고한다면이는황당

하고잘못된설이다.”35)라고하면서, “그런데도일식이나월식이생기면징과북

을치면서재앙을쫓고자하니이는유학자들이어둡고열등하여서양학문의고

구(考求)에참으로미치지못하는바이다”.36)라고하여, 일식과같은성변(星變)

32) 그러나이병헌이災異說을완전히부정하고있는것은아니며天의主宰性을강조하는

맥락에서일부긍정하는태도도나타나고있다. 天學 제6장 “天之感應” (李炳憲全集,
200-201.) 참고.

33) “讖緯術數之學, 則不過多言或中而已.” 天學 제4장 (李炳憲全集, 199.)
34) “問:紫微三台北斗, 爲天子公卿喉舌之司,宇內郡國,皆有分野, 是皆人之假定而無應驗

歟?答:此實人所假定, 所謂應驗者, 不過多言而或中也.” 天學 제7장 (李炳憲全集,
203.)

35) “日月之蝕,星箒之變,確有定度,誠如西人所算 ...如又牽强附會,以此爲某人之咎,某事

之失, 則轉輾荒謬.” 天學 제6장 (李炳憲全集, 201.)
36) “如遇日月之食,則或至鳴鑼伐鼓而禳之.東儒之闇劣,固不及西哲之考求.” 天學 제6장

(李炳憲全集,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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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사의 득실(得失)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믿는 재이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함께이병헌은천을무한한우주공간으로인식한다. 그는지구에서태양

까지의거리가 8광분(光分)에불과한데비해지구에서북극성까지의거리는20

광년(光年)이나되니북극성을천의끝이라할수있는가하는질문을가설하고,

이에답하는형식으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천은형체가없으므로끝도없

다. 설사 백만억광년이라 하더라도 그 끝을 궁구하여 알 수가 없을 것이다.”37)

이는천의무형체성(無形體性)과무한성(無限性)을강조하는것으로, 다음장에

서논의할천의주재성(主宰性)과신묘(神妙)함을도출하기위한전제가되는것

이지만, 한편으로는기(氣)와상관없는무한한우주공간으로서의천을상정함으

로써이기론적(理氣論的) 입장에서천(天)·인(人)을 연결시키는성리학의천인

합일론(天人合一論)의논리구조를부정하는것이라고할수가있다. 이런관점에

서보면천·인이이(理)와 기(氣)를매개로상통(相通)한다는관념또한성립할

수없게되며, 성리학의이기심성론(理氣心性論)은여기서그근거를잃게된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氣)와 무관한 우주공간이라는 생각은 성리학의 천

관념에서는나올수없는사고이다. 이병헌이자신의천관념을수립하면서기의

작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제반 기상 현상을 공기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서잘드러난다. 그에따르면, 바람·구름·비·이슬·천둥번개·서리·눈과같은일체

의기상현상은,형이상(形而上)의관점에서보면천도(天道)이지만,실제에있어

서는오행(五行)의기로말미암아생기는것이아니라지구를둘러싸고있는공기

의작용에불과한현상이다.38) 추위와더위역시기의소장(消長)에 의한것이

아니라지면위의공기가태양의열을받는비율이달라져서생기는현상이다.39)

여기서그가자연현상을일으키는원인으로, 추상적인기운을의미하는음양오행

37) “無體者,終無窮極.假使二十光年,至百萬億光年之距離,究不能見其極端.”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6.)
38) “問:風雲雨露雷電霜雪,宣揚五行之氣,行於四時者,皆非天之道歟?答:就形於上者而論,

則固是天之道,然不過包裹地球之空氣,因以作用耳.” 天學 제2장(李炳憲全集, 196.)
39) “寒暑之候,則不過因地面上空氣,受日熱差率而進退耳.” 天學 제4장 (李炳憲全集,
199.)



154 종교와 문화

의기가아니라구체적물질인공기곧대기를지목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이병헌은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 역시부정한다. 그의말에따르면오

행상생의순서는서양 사람들이이미 반박하였으며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또한 옳지 않다고 한 것으로 선진(先秦) 이전의 정론(定論)이 아니다.40)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이병헌은기본적으로기를매개로천의작용을설명

하는성리학의논리를거부하고있다. 그러나, 한편으로그는새로이접한근대

천문학지식을, 의식의전환이이루어지기전까지자신의사상적배경이었던성리

학적개념과절충하여설명하려고시도하기도하였다.오행을대기중의원소[原

質]와대응시킬수있다는주장이그하나의예이다. 그는 “동양에서는음양오행을

천에서유행하는기라고하고서양에서는우주안의물질을탐색하여70여종의

원질로나누어이름을붙였으니, 음양오행의기를각원질에대응시키는것이가

능한가?”41)라는질문에대해, “서양사람들은지구를둘러싸고있는기를생기(生

氣)라고하는데나누어말하면양기(養氣)·담기(淡氣)·습기(濕氣)·탄기(炭氣) 등

의이름이있으니각기음(陰)과양(陽)으로분류할수있고, 각원질을구경(究

竟)·종합하면역시오행에대응시키는것이가능하다.”42)라고대답하는형식으로

각원소를음양오행에대응시킬수있다는자신의견해를피력하고있다.또이병

헌이성리학의이기론적구조로천도를설명하는것은부정하면서도, 천도자체는

긍정하고제반자연현상을천의작용으로인식하고있는점또한성리학적관념과

절충하려는시도라할수있다. 그는이를천의성정(性情)이라는관점에서설명

하고있다.43) 곧 “원(元)·형(亨)·이(利)·정(貞)은 (天의) 성(性) 가운데현저한

40) “五行相生之序,西人固已駁之,而吾邦燕巖朴公,亦以爲非是,又非先秦以上定論.” 天學

제8장 (李炳憲全集, 204.)
41) “泰東則以陰陽五行,爲在天流行之氣,而泰西學者,則摸索宇內物類,分析得七十餘種原

質之名, 二五生成之氣, 可與諸種原質相配合否?” 天學 제8장 (李炳憲全集, 203.)
42) “西人以圍繞地球之氣,通謂之生氣.分而言之,則有養氣淡氣濕氣炭氣之名,可配于陰陽.

諸種原質, 究竟綜合, 亦可配五行也.” 天學 제8장 (李炳憲全集, 203.)
43) 天의性情과관련된문제는, 4장에서다룰, 이병헌이天을인간과만물의主宰者로

규정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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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구름이움직이고비가내리며만물이형체를가지고서흐르는것은모두

(天의) 정(情)의 공용(功用)”44)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설명또한, ‘이법

(理法)’곧이·기를매개로인간과만물에까지공통적으로적용되는법칙을의미하

는 성리학의 천도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병헌의천관념: 천의초월성(超越性)과주재성(主宰性)

앞장에서는이병헌이서양에서전래된근대천문학의우월성을인정하고그

학설을수용하면서, 이를근거로성리학의이기론적천관념을여러측면에서비

판하였음을고찰하였다. 그리고그핵심적내용이천체의물리적운동을긍정하고

음양오행의기와무관한우주공간을상정함으로써천체와인간사이의관련성을

부정하는것이었음을볼수있었다. 그런데이병헌은이에그치지않고서양천문

학의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곧 그는 “서양 사람들이 천에 대해연구한것이

저처럼정밀하다고해도,헤아릴수없는 ‘신(神)’과무궁한 ‘이(理)’의문제에이르

면비록백천만배의망원경이있다고하더라도그 ‘묘(妙)’를엿볼수없고화학·

광학·중학·전학의연구또한그교묘함을발휘할수없다.”45)고말하고있다. 이

러한인식은이병헌이근대천문학의정합성과효용성을인정하면서도, 천을여전

히 유교의 종교적 신앙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지점이

바로 그가 성리학의 천 관념을 지양하는 가운데, 서양 천문학의 학설과 유교의

종교적측면의양자를상호보완적인것으로인식하고, 나름대로종합하여자신의

독특한 천 관념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된다.

앞의인용문에서이병헌은헤아릴수없는 ‘신’과무궁한 ‘이’를강조하고있다.

44) “元亨利貞,何莫非性之顯著,而雲行雨施,品物流形,皆情之功用也.” 天學 제2장(李炳
憲全集, 196.)

45) “西人天算之學,如彼其精也.至於不測之神,無窮之理,雖有百千萬倍之望遠鏡,不能窺其

妙. 化光重電之硏究力, 無以施其巧.” 天學 제5장 (李炳憲全集, 200.)



156 종교와 문화

‘신’또는 ‘신리(神理)’라는말은이병헌의천관념에있어핵심적역할을하는용어

이다. 이병헌에따르면공자가천에대해논할때가장중시하였던부분이바로

신리이다. 따라서그는천을이해하려면무엇보다도천의신리에대해알아야한

다고주장한다. 그에따르면서양천문학은천의형질(形質)에는밝지만공자가

천의신리를언급한것에는미칠수없는학설이다. 이병헌은다음과같이말하고

있다. “서양사람들의학설은형질을위주로한것이많고, 공자가천을논한것은

실로신리를위주로한것이다.”46) “공자는순수하게진리(眞理)에의거하여성

명(性命)의 올바름을 추구하였고, 서양 학자들은 실물에 밝고 기기의 이로움에

힘입으니, 숭상하는바가서로다르다.”47) “서양천문학의정교함은동양의천문

가들이따라갈수있는바가아니지만, 반드시거기에공자의신리를참여시켜서

말해야만유감이없게될것이다.48) 이처럼이병헌은공자가천을논할때주로

말한 것이 바로 신리였다고 하면서 신리를 알아야만 비로소 천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이병헌은 천학 에서신리라는개념을주로, 시공을초월하는천의무

한성과 만물을 주관하는 천의주재적성격을 강조하기위한 형용어로사용하고

있다. 그에게있어서천은, 서양천문학에서관측한, 인간과무관한객관적우주

공간과천체들의운행만으로온전히설명할수것이아니다. 아무리큰망원경으

로관측해도천의전체를볼수없고, 또천에는아무리근대과학의여러분야를

동원해서 연구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묘한 부분이 존재한다.49)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망원경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천의 극히 일부 영역에

불과할 뿐 그 바깥에는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으며,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46) “蓋西人之論,多主形質,而先聖之論天,則實主神理而言者也.” 天學 제5장(李炳憲全
集, 200.)

47) “先聖純任眞理,推原性命之正,西哲明乎實物,兼資器機之利,所尙不同.” 天學 제2장

(李炳憲全集, 197.)
48) “泰西天算之精, 非泰東天學家之所可望其項背, 然必參以先聖神化說, 而後爲無憾矣.”

天學 제5장 (李炳憲全集, 200.)

49) 주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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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천의성정과, 만물의생성과양육을주재하는천의작용또한분명히존재한

다. 이것이바로 ‘신리’이며 ‘묘(妙)’이다. 천은한계를지니지않으므로신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만물에 작용하므로 신묘하다.

이병헌이천의무한성을주장하는근거는, 그가천이형체가없다고생각하는

데에있다. 형체가있는것은아무리커도끝이있지만형체가없는것은애초에

한계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에, 둥근 지붕처럼 생긴 푸르디

푸른하늘을두고말하면천은형체가있다고할수있지만,50) 너무나아득하고

광활하여생각하거나논의할수없다는점에서보면천은형체가없는존재이며

따라서천은 ‘형체가없는형체[無體之體]’이다.51) 거꾸로천은형체가없는존재

이므로 한계 또한 있을 수 없어서 백만억 광년의 거리까지 이르더라도 그 끝을

볼수가없다.52) 이병헌은이렇게설명하면서공자의 말을인용한다. “성인(聖

人)이 ‘크디커서바깥이없다.[大而無外]’고 말씀하신것이긴요하면서도극진하

다. 하늘은실제로바깥이없으니서양의기기로관측하는것은끝내한계가있

다.”53) 또그에게있어천은형체가없는까닭에시작도없고끝도없는존재이다.

따라서천은공간적으로한계가없을뿐아니라시간적으로도영원한것으로인식

된다. 곧 “천은바깥이없음[無外]을체(體)로삼고다함이없음[無窮]을용(用)

으로 삼으니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54)는 것이다.

그러나이병헌에게있어서천이단순히공간적·시간적으로무한한우주또는

우주공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위에서도언급한것처럼그에게있어서천은

성정을 지니고 보이지 않게 우주와 만물에 작용하는 신묘한 존재이다. 곧 천은

50) “問:天有形體否?答:有. 穹窿而蒼蒼者,是也.”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5.)
51) “天空之遼闊,殆不可思議 ...知此,則知天之無體之體矣.”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6.)

52) “無體者,終無窮極.假使二十光年,至百萬億光年之距離,究不能見其極端.”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6.)
53) “聖人 ...語大而無外,則約而盡矣.天實無外,而泰西器機之所測,終有所限也.” 天學

제1장 (李炳憲全集, 196.)
54) “天以無外爲體, 又以無窮爲用, 有何始終之可言乎?” 天學 제10장 (李炳憲全集,
20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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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공간을초월한무형·무한의존재인동시에어디에나편재(遍在)하면서인

간과만물을주재하는존재로인식된다. 이런의미에서이병헌은천을 ‘조화(造

化)의주인[造化之主]’ 또는 ‘상제(上帝)’와 동일한존재로규정한다. 곧천은상

제이자 조화옹(造化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옛날의논자들은모두, 저절로그렇게이루어지는것으로서사람의손길을

거치지않은것을천이라하였는데, 저절로그렇게이루어지는이면에과연

어떤물건이있어주재를한다는말인가?

답 : 저절로그렇게되는곳에서천지의마음[天地之心]을볼수가있다.때에

따라변화하되각각조리가있으며한번정해지면변하지않으니엄연히

조화의주인[造化之主]이있는것이다.

문 : 그렇다면조화를주재하는상제는어디에있는가?

답 : 가까이는내마음[吾心]으로부터멀리는오주(五洲)의안과육합(六合)의

밖에이르기까지없는곳이없지만있는곳또한없다.

문 : 상제도또한형상이있는가?

답 :천하의만물은모두형상이있으므로한군데에얽매이게된다.그러나오직

상제만은형상이없는까닭에위로는창공에서아래로는황천(黃泉)에이

르기까지주관하지않는물건이없으니, 그래서만물의체(體)가되고빠뜨

리는것이없다.55)

여기서이병헌은, 만물이생겨나고자라는것은인위를가하지않아도저절로

그렇게되는[自然] 것이지만, 만물이이처럼때가되면각각의성질대로고유의

55) “問:古之論者,皆以出乎自然,不涉人爲者,謂之天.未知自然裏面,果有何物,爲之主宰

耶?

答: 自然處, 可以見天地之心. 隨時變化, 各有條理, 一定不變, 儼然爲造化之主也.

問: 然則主張造化之上帝, 在於何處耶?

答: 近而自吾心, 遠而至於五洲之內, 六合之外, 無乎不在, 亦無在處.

問: 上帝亦有形狀否?

答:天下之物,皆有形狀,故滯於一隅,而惟上帝則無形狀,故上窮碧落,下及黃泉,無物不

管, 所以能

體物而不遺也.”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7.)



이병헌(李炳憲)의 천 관념(天觀念) 연구 159

정해진경로[條理]에따라자연스럽게화생(化生)하는데에는반드시그조화를

가능케하는주재자가있음을천명한다. 그리고그조화의주재자곧상제는무형

상의존재로서어디에도얽매이지않으며, 지구뿐아니라우주전체에편재하면

서 인간의 마음과 만물을 주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언급하였듯이이병헌에게있어서천은 ‘신리(神理)’로이해해야할대상

이다. 따라서만물의주재자인상제의가장중요한특성또한 ‘신묘불측(神妙不

測)’ 곧신리를갖추고있는점에있다. 이병헌의말에따르면상제의신묘불측함

은천하의어떤물건으로도형용할수없으며, 상제란애초에일정한모양을갖추

고서어둡고아득한곳에머물러있는존재가아니다.56) 여기서그가천(=上帝)

의가장중요한특성으로 ‘신묘불측’함곧 ‘신(神)’을제시하고있는것은, 유교를

‘종교’로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그의 지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곧

성리학에서기(氣)의작용을뜻하는말에불과하였던 ‘신’이, ‘신묘불측’ 즉 ‘인간의

능력으로헤아릴수없는어떤것’으로해석되고다시천의핵심적특성으로부각

됨으로써, 天이비로소인간의이성으로탐구할수있는형이상학적본체[理]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종교의

대상이될수있게되는것이다.57) 이처럼신묘불측한존재로묘사되는상제는

만물을 화생케 하는 조물주이기도 하다. 조물주인 상제는 무형상의 존재이므로

직접볼수는없지만,58) 만물이화생하는것을보고분명히상제가존재함을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고기가 부화하는 것을

보면작은데서시작하여점점커지니 ... 정황상조물주가그곁에서말없이돕는

다는사실을알것이다. ... 천하 만물가운데그어느것이물고기와같지않은

것이 있으며 그 어느 것이 조물주의 힘이 아니겠는가?”59)

56) “上帝之神妙不測,於普天之下,無物可狀 ...初非具一定之形貌,滯於冥漠之間也.”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7.)
57) 박미라, 이병헌의 孔敎운동에 나타난 神道論 연구-性卽理에서 心卽理로의 전환 ,

362-363.

58) “吾心之神明, 木不能見, 況上帝乎?”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8.)
59) “見魚子之孵化者, 由小而寢大 ... 情知造物主, 從傍黙相 ... 天下之物, 孰非魚子之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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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병헌은 상제를 신리를 갖추고 만물을 화생하는 존재로 묘사하면서

그주재적성격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상제(=天)가구체적인형상을가진존

재로서작위적으로만물을주재하는것은아니다. 상제는형상을갖추고특정한

장소에거처하는존재가아니며, 만물을주재하는방식도의지를가지고대상하

나하나에간섭하는형태로하지않는다. 이점에서상제는 ‘태극(太極)’과동일시

된다. 이병헌에따르면태극은상제의대명사이고, 상제는태극의주재자[主翁]

이다.60) 또상제는바로태극과같은것이므로,감정도없고뜻도없으며[無情無

意], 황홀하여헤아릴수없는[恍惚不測]사이에있다.61) 그러나마음이없으면

몸이살아있을수없는것처럼상제가없다면천지또한운행을멈추게된다.62)

또상제가천지를주재하는것은내마음[吾心]이내몸을주재하는것이나같고,

따라서상제를허공중에서찾는것보다내마음속에서찾는것이낫다.63) 이처

럼그는태극과상제를호칭만다를뿐서로같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곧모든

것을다통괄하고모으지않는바가없다는점에서 ‘태극’이라고하고, 주재하지

않는바가없다는점에서 ‘상제’라고하는것이기때문에태극과상제는같은것이

다.64) 그러므로이병헌에게있어서천은상제이자태극이다.또그에게있어천

은 ‘천도(天道)’로서인간윤리의근원이기도하다. 이병헌에의하면인간의성정

(性情)은천에서비롯된다.65) 천의성(性)은원·형·이·정이고, 천의정(情)은구

름을움직이고비를내리며만물로하여금형체를가지고유행(流行)하도록하는

것이다.66)

孰非造物之力乎?”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8.)
60) “問:上帝,無形狀方所之可言,則如太極之爲樞紐而已耶?答:太極爲上帝之代名詞,而上

帝實太極之主翁也.”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7.)
61) “上帝, 無情無意, 在恍惚不測之間.”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7.)
62) “天地, 非帝則息矣, 此身, 非心則死矣.”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7.)
63) “求之虛空,不若求諸吾心.上帝之主天地,若吾心之主一身也.” 天學 제3장(李炳憲全
集, 197.)

64) 이연승, 이병헌의 유교론-비미신적인 신묘한 종교 , 241.

65) “天若無性情, 人之性情, 從何而來?” 天學 제2장 (李炳憲全集,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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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이병헌의인식을보면그의천관념이천을이(理=太極)로상정하고

이가천지만물과인간의심성에내재하는것으로인식하는성리학의천인합일적

천관념을답습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이병헌에게있어서천(=上帝=

造物主=太極=天理)은단순히이법(理法)에그치는것이아니라 ‘둘도없는유일

한[獨一無二]’ 존귀한존재이며,67) 무엇보다도 ‘신(神)’으로설명되는존재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천의 주재가 상제이며 상제는 바로 신(神)을 일컫는 말이

다.68) 따라서이병헌에게있어태극곧천은, 성리학에서처럼형이상학적본체인

‘이’로표상되는것이아니라, 이나기보다우월하며, 신묘하여인간이헤아릴수

없는초월적존재인 ‘신’으로표상된다. 이것이바로그가말하는이른바 ‘신리’이

다. 이점에서이병헌의천관념은성리학의천관념과그내용이다르며, 그핵심

은천의초월성과종교적성격을강조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병헌에게있어서

천은 형체가 없는 것이지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작위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뿐이지주재하지않는것은아니다. 따라서천은인간이진실로성심(誠心)으로써

이르면감응하는존재이며,69) 공자가가르쳤듯이인간이정성껏섬겨야할대상

이 된다.70)

지금까지고찰한바와같이이병헌은, 천을, 시공을초월하는무한한존재, 형

체가없으면서우주와만물에편재하는존재, 그리고무엇보다도인간이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신리를 갖춘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천을, 우주와

만물을 주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제, 만물을 화생·양육한다는 측면에서는 조물

66) “元亨利貞,何莫非性之顯著,而雲行雨施,品物流形,皆情之功用也.” 天學 제2장(李炳
憲全集, 196.)

67)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8.)
68) “天之主宰卽上帝, 而帝卽神之稱.”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8.)
69) “天의感應은분명히드러나지는않지만, 진실로誠心으로써이르면참으로반응이

있다.(天之感應,在恍惚之際,而眞以誠心格之,則孚如影響)” 天學 제6장 (李炳憲全集
, 201.)

70) “그래서공자는 ‘하늘에죄를지으면빌곳도없다.’고하셨으니天을섬김에있어둘도

없는유일한높은존재에대한뜻을이미다한것이다.(故曰獲罪於天,無所禱也.於事天之

際, 已盡獨一無二之尊.)” 天學 제3장 (李炳憲全集,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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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화옹,누구도모르는사이에천지의운행을가능케한다는측면에서는태극,

사덕(四德)을성정(좁게는性)으로갖추고있는인간윤리의근원이라는측면에

서는천리, 신리를갖춘초월적존재라는측면에서는신이라고하는등여러가지

이름으로지칭하고있다. 이와같은이병헌의천관념은, 한마디로 ‘신’이라는특성

을통해천의주재자로서의성격을강화시킴으로써천의초월성을강조하고있는

것이라고요약할수있다. 그리고이는그가근대천문학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

성리학의이기론적천관념을부정하는가운데, 유교의궁극적실재내지신앙적

근원을 새롭게 모색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었다.

5. 결론

지금까지근대과학의수용과유교적세계관의재구성이라는측면에초점을두

고이병헌의천관념을고찰하였다. 그결과이병헌이근대천문학지식의유포로

인해성리학적천관념이동요하는상황속에서, 근대천문학에대한지식을바탕

으로성리학의이기론적천관념을비판하고, 천의초월성과주재성을핵심개념

으로하는자신의천관념을수립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지원설(地圓說), 지동설, 행성의 운동 등 근대 천문학의 학설을 긍정하고

음양오행의기와무관한우주공간을상정함으로써,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 천

동설등전통적관념과성리학의이기심성론적천인합일론을부정하고있음을볼

수있었다. 그리고그가근대천문학의정합성과효용성을인정하면서도천을여

전히유교의종교적신앙의원천으로인식하고있는사실, 곧천을우주만물을

주재하는상제로인식하고그속성을 ‘신’으로규정함으로써천의초월적성격과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병헌의 천 관념은 당시 새로운 권위로 등장한 근대과학 지식의

유용성을인정하는가운데, 자신이소화한근대과학의지식의바탕아래유교의

천관념을재구성한것으로서, 서양천문학의학설과유교의종교적측면의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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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인것으로인식하고, 나름대로종합하여자신의독특한천관념을수립

한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이는그자신이 유교복원론 에서주장하고있듯이

‘공자(孔子)의원상(原狀)’으로서의유교의 ‘복원(復原)’을추구함에있어그세계

관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병헌의천관념은, 유교적세계관에대한근대과학의도전에대해기존의성

리학적논리로대응하지않고천의초월성과주재성을강조함으로써문제를해결

하려한사례로서, 그독창성을평가할만하다. 당시유교지식인들이 ‘근대’의도전

에직면하여취했던태도는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첫째, 전통을고수

하는입장에서일체의근대적요소를배척하려는태도,둘째,새로운사조를받아

들이고유교자체를버리려는태도, 셋째, ‘근대’를 수용하면서도유교적가치를

지키려는태도가그것이다. 당시의유교개혁론자들은대체로이중세번째태도

를취했던이들이라할수있다. 이병헌도이그룹에속한다. 그런데당시유교개

혁론자들이취한일반적인태도는, 유교의종교적측면은부정또는도외시하고

유교의합리성과윤리적측면을강조함으로써 ‘근대’에맞는유교적가치를정립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병헌의 입장은 유교의 종교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천의주재성을부각시키는가운데근대과학과의공존을도모하고자하

는것이었다. 바로이점에서이병헌의경우는독특한사례에속한다고하겠다.

특히, 이병헌이공교운동의지표로삼았던강유위(康有爲)가유교를공자를교주

로하는종교로재확립할것을제창하면서도, 유교가과학시대에적합한 ‘인도(人

道)’의 종교임을 표방하고, 기존의 천 관념을 버리고 서양 과학에 따라야 함을

주장71)하고있는점과비교할때, 이러한그의관점은강유위의입장과도분명히

차이가있는것으로서, 그의종교사상의독창성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가있다.

71) 한성구, 康有爲사상의과학적배경과天遊境界 , 한국철학논집 제27집,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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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Yi Byeongheon’s Idea of the Heaven
: Focusing on His Cheon-Hak

Kim, Hodeok(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is paper examines the idea of Yi Byeongheon(李炳憲, 

1870-1940)’s idea of the Heaven, which appears in his Cheon-hak(天學, 

Learning of the Heaven). While previous neo-Confucian(性理學) idea 

of the Heaven was being shaken by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modern Western astronomy, Yi Byeongheon criticized the Li-qi theory

(理氣論) of neo-Confucian metaphysics on the basis of modern 

astronomy and suggested his own unique idea of the Heaven which 

emphasized the transcendency and sovereignty of the Heaven. By 

accepting the knowledge of modern astronomy such as the terrestrial 

globe, the heliocentrism and the planetary movement, and by assuming 

the universe independent from the ‘qi’(氣) of the Yin-Yang Five 

Elements(陰陽五行), he denied both previous cosmology that insisted 

hemispheric sky and rectangular earth and geocentrism and the 

neo-Confucian idea of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天人合一論). 

However, he still recognized the Heaven as the source of religious 

faith in Confucianism. Recognizing the Heaven as the Heavenly 

Emperor(上帝) presiding over all things of the universe and by d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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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ttributes as “Deity(神)”, he emphasized the transcendency and 

sovereignty of the Heaven.

Such a thought was a unique idea that recognized both the 

Western astronomy and the religious aspect of Confucianism as 

complementary, and synthesized both. And this came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o establish the world-view base in seeking 

the restoration of Confucianism as the original form of Confucius. 

Such an idea of Yi Byeongheon can evaluate its originality as an 

example of attempting to solve the problem by strengthening the 

transcendency and sovereignty of the Heaven instead of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modern science on the previous neo-Confucian 

worldview.

Key words: Yi Byeongheon(李炳憲), Cheon-Hak(天學, Learning of 

the Heaven), Sang-je(上帝, Heavenly Emperor), Sin-li(神

理, Divine Reason), the transcendency(超越性) and 

sovereignty(主宰性) of the Heaven(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