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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김 현 ̂ V 

오늘날 陰陽과 五行 개념은 현대인들이 소위 미신체계라고 부르는 풍수 

와 점성술올 위시한 다양한 I감術체계들의 칠명왼리로서만 겨우 그 명맥올 

유지하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동양에서는 수십세기 전부터 이른바 경험과 

학으로서 그 실천적 효능올 인정받아왔으며 서구에서는 21세기의 대체의학 

으로 평가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동양의학( 한의학) 체계의 기본적인 셜명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판l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 

학의 가교를 건설하는 뇌과학과 생물학의 연구자들은 상반되는 두 생리상 

태 및 심리상태에서 작용하는 두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음양의 원리로 설명 

하기도 한다 1) 이러한 사실들은 음양이 현때 과화에서는 설명원리로서의 

효력올 상실한 고대인들의 근거없는 미신체계률 뒷받침하는 왼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올 가능케 하고， 감성파 이성올 

* 서율대 강사， 종교학 
1) Jean-Didier Vincent, Biologie des passions, Odile Jacob(Pointl , Paris, 

1986. pp.24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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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사고작용의 완리를 셜명해 줄 수 있는 개념임올 시사한다. 

정보화시대인 21세기는 근대 이후 분리되어 각자 별개의 길올 걸어왔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화합파 소통올 추구한다. 만일 옴양의 원리가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작용동}는 포괄적 사고작용의 원리라면， 음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은 통찰은 우리 시대의 문제와 대안을 통시에 엿볼 수 있는 시대 

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음양에 대한 외적 관찰이 아닌 음양의 실체 자체에 대한 이해룰 

목적으로 쓰여졌다. 

고대 중국 문화의 큰 두 흐름이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불교와 함께 한 

국올 비롯한 극동아시아 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유교와 도교는 중국에 

서 기원 전 5-4 세기 경부터 점차 서로 구별되는 사유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음양(陰陽) 개념은 이때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五行 개 

념과 함께 중국인의 사유， 나아가 동아시아인들의 사유률 툴지워 왔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음양 개념은 중국인， 일본인 둥 동양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서구 학자들이 관심올 기울여 그 실체 규명올 시도했던 주 

제 중의 하나다. 그 중 가장 탁월한 통찰력으로 음양 개념올 셜명하여 그 

실체의 이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프랑스인 중국 

학자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의 작업이다.2) 

그라네는 먼저 음양올 대립되는 두 실질(substance) ， 힘(force) ， 또는 원 

리(principe)로 셀명했던 서구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한다. 음양올 서구 철 

학의 개념적 용어들올 사용하여 대립되는 두 실질이나 힘으로 설명할 경우， 

고대 중국인들의 사유 속에서 실체론적 이분법의 경향올 보게 만들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는 추상적 개념어가 되기 이전의 음양의 용례들올 관찰 

하고， 이어서 철학적 개념어로서의 음양이 어떤 것들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지를 천착함으로써， 옴양은 힘 또는 실질들올 독립된 어떤 실체로서 대립시 

키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대립되고 교체되는 두 측면， 상반되 

는 두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암시력이 풍부한 상정， 총체를 환기시키는 상징 

일뿐임올 보여준다. 

나는 여기서 음양과 관련하여 그라네가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를 

밝혀보려고 한다. 그라네는 주로 고대 중국인들이 사용했던 용례들을 통해 

2) Marcel Granet, “Le Yin et le Yang", La Pensée chinoise, Albin 
MicheI<어. 1988, 초판 1934), Paris, pp. 101-126 



톰를빼，~~의 표상에서 우주교향악으로 51 

대립되고 교체되는 두 측면을 상기시키는 음양의 총체적 상징성에 주목하 

였으나， 여기서는 음양이 상반되는 두 이미지 전체를 환기시키는 거대한 상 

징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개입하는 이념들 및 정신의 작용들올 

추적하는 데 주안점올 둘 것이다. 이 작업올 통해 우리는 왜 옴양 개념이 

그토록 장구한 세월동안 중국인올 위시한 극동 아시아인들의 사유를 틀지 

어왔으며， 또 이 개념에 토대를 두고 발전해온 동양의학이 왜 21세기에 서 

구에서 대체의학으로 각광올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 음양， 사회질서와 우주질서의 분류원리 

1. 時空의 표상 

중국의 고대 전적 중 댐휩휩， r畵經J ， r易經」의 ~解에서는 陰과 陽이 추 

상적 개념어가 아니라 구체어로 나타난다.3> 추상적 개념어로서의 음양의 

의미는 이들보다 후기의 문헌들에서 나타나므로，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 

내에서 陰， 陽의 초기 의미는 이 세 문헌 속애서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그라네는 부당 전제를 피하기 위해 고대 중국인들이 陰陽의 용어를 어떻 

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詩紙의 용례들을 통해 파악한다. 아무리 늦어도 기 

원 전 5 세기 이전의 詩들인 『詩*￥뇨에는 후기의 가펼 주석들이 거의 끼어 

들지 않았으므로 F詩經4의 詩들올 통해 적어도 문헌상으로 드러난 중국인 

들의 최초의 陰， 陽 용어의 쓰임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은 방법론적 타당성올 지니므로， 그가 누락시킨 예들을 추가하여 『詩經J ，

『書짧， 『易經」의 깅Z蘇에 나타나는 옴， 양의 익미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일 

부터 시작해보자. 

陰은 그늘진 곳(강의 남쪽， 산의 북쪽)， 흐1검， 습기， 가리는 것과 연결된 

다. 

“習習삼風 以陰以雨 살랑살랑 동풍에， 흐렸다 비가 왔다."4) , “嗚歡짧， 

3) r易經」에서는 음이 한 번 r홉經」에서는 옴이 두 번， 양이 세 번 언급되며 r흡혐￥」 

에서는 옵이 8번， 양이 14번， 읍양이 한 번 언급원다. 
4) 댐經~， r jl:Jl凰J ， 10. 삼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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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子和之 우는 학이 그늘에 있으니， 그 새끼가 화답한다"5) , “1t1t委옮， 陰

雨齊之 더북한 기장싹올 장마비가 윤택하게 하였네"6) , 옵인(陰햄1， 수레 앞 

턱나무률 덮어 가리어 막은 판)7) ; 慶陰(얼음 저장고)8) ; “王흰憂， 亮陰三

~E 왕은 거상하시어 삼년올 웅막에서 지내시다7F’9) , “많之陰女 反予來輪

그대를 감싸주는데， 되려 내게 화률 내도다."10) , “推天陰鷹下民 하늘은 은 

밀히 백성들올 정해놓고"11) 

陽은 빛나는 곳， 밝은 곳(산의 남쪽， 강의 북쪽)， 따스함， 밝고 경쾌한 모 

습과 연결된다. 

Y뽑陽(위수의 북쪽 기숨)12) ; 짧陽(경수의 북쪽 기숨)13) ; 1뻐山之陽(기산 

의 남쪽)14) ; 朝陽(산의 동쪽 양지바른 기숨)15)) ; 강陽(산의 서쪽 양지바 

른 기숨)16) ; 春日載陽(봄날의 햇볕은 따스함올 싣고)17) ; 君子陽陽(생황과 

새깃올 들고 춤추는 모습올 묘사)18); 龍b때鄭흉(용올 그린 깃발이 산뜻하게 

휘날리는 모습을 묘사)19) . 

陽은 또 때를 나타내기도 한다. 

“ B歸B觀， 歲亦陽止， 돌아가세 돌아가세， 이 해도 시월이 되었네"20) , 

“日月陽止， 女心陽止 세월이 흘러 10월이 되니， 여인의 마옴 서글퍼지네 

r詩經」 에서 陰陽은 꼭 한 번 언급되는데， 양지바른 곳과 그늘진 곳올 

5) w易짧， 風澤中óf， 九二죠. 

6) r曺風u , 4. 下형 

7) r奏風J ， 3. 小或
8) 團風 1. 七月
9) r홉經」， 「商홉J ， 說命 下

10) r大雅J ， 陽之什， 3‘ 윷柔. 

11) r畵經』， r洪範J.

12) r奏風J ， 9. 햄陽 북쪽 기늙온 남향 경사로 햇볕이 찰 내리찍므로 陽이라 한다. 

13) 付輔省에서 발원하여 陳西省、의 慣水에 훌러드는 강‘ r小雅J ， 南有훌魚之什， 10 六

月.

14) r大雅J ， 文王之tt-. 7. 皇훗 r書經4의 r禹홉.J편에 양이 세 번 나타나는데， 모두 산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15) r大雅J ， 生民之什， 8. 췄阿 

16) r大雅J ， 生民之什， 6. 公劉.

17) 團風，1. 七月.

18) r王風J , 3 겸子陽陽. 

19) r大雅J , 楊之什， 8. 載見.

20) r小雅J , 塵q용之什， 7. 짖흉. 

21) r'J、雅J , 塵q홉之什， 9 . .f};;f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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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많景週뼈， 相其樓陽 그림자로 방향 재고， 언덕에 올라 양지바른 곳파 그 

늘진 곳올 살피시니"22) 

앞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헌들에서 음은 주로 

그늘진 곳， 습기， 비， 어두움， 숨기는 것， 은밀한 행위， 감싸는 행동과 연결 

되는 반면， 양온 양지 바른 곳， 용기， 밝히 드러내는 것， 밝읍， 밝고 경쾌한 

모습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보다 후기의 문헌인 r易經j 의 「緊購傳」 에서 

음양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온갖 대립되는 두 이미지의 상정 

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초기의 쓰임에서부터 음， 양은 이미 대립되는 두 

양상올 가리키는 용어였음올 알 수 있다. 

「詩經」 에 나타난 음， 양의 용례들올 살펴본 뒤， 그라네는 옴양은 먼저 

지형과 때(또는 地勢와 時勢)를 살피는 총체적 지식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라네의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음양 개념올 만들어 낸 고대 중국인의 사유 

속으로 인도하여 읍양올 근거없는 미신체계의 설명원리로 부당하게 가치협 

하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음양꾀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23) 그러나 앞의 예들에서 옴 양이 때와 관련하여 사용 

된 경우는 단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의 주장이 수용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時空의 표상들올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보충적 증거들 

을 더 제시할 펼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朝陽과 갖陽의 초기 의미에 주목해보자. 

朝陽과 강陽은 오늘날의 쓰임처럼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서쪽으로 지 

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산의 동쪽 양지 바른 곳파 산의 서쪽 양지 

바른 곳올 가리켰다. 이러한 용례를 풍해 우퍼는 다옴의 사실올 알 수 있 

다. 양지 바른 곳과 그늘진 곳은 산의 동쪽과 서쪽이라는 고정된 상이한 

22) 같은 책 
23) 양계초는 『詩經』， r홉經」， 「易짧 의 !1홉￥에 나타나는 옴， 양 용어의 판찰올 통해， 

‘은주 시대 이전에 陰陽이라는 것은 자연계 속의 하잖고 미세한 현상에 불과했으며， 

어떤 심오한 의미률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계초의 

이러한 음양 이해는 몇몇 중국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옴양에 대한 편견과 현대인들 

의 고대 문화에 대한 몰이해 및 가치명하가 함께 작용한 데서 기언한다- 아니 그보 
다는 그롤의 음양에 대한 편견과 자신들의 고대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옴양의 연 

구에서 방법론적으로 올바로 내디딘 첫 발걸용애도 불구하고， 융양의 참된 의미률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梁걷#趙 「

陰陽五行說之來歷」， 「東方雜誌~， 20卷 12월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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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해의 움직임에 따라 아첨에는 산의 동쪽 

기숨이 양지 바른 곳， 서쪽 기숨이 그늘진 곳이 되지만， 저녁에는 서쪽 기 

숨이 양지 바른 곳， 동쪽 기숨이 그늘진 곳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와 

음지라는 공간적 대립은 동일한 때에 지리적으로 고정된 두 다른 공간의 

대립 양상이기도 하지만， 이처럽 해의 움직임， 즉 시간의 흐롬에 따라 양지 

가 옴지로 바뀌는 같은 공간의 상반되는 두 측면이기도 하다. 이것은 음양 

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고대 중국인들의 時 • 空 개념， 나아가 고대 중국인 

의 사유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고대 중국인들의 공간에 대한 지각은 시간 인식과 함께 맞물려 이루어졌 

으며， 실제로 음양이 처음에 地勢와 時뺑를 살피는 총체적 지식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불가분리하게 연결된 이러한 時空 개념으로 인해 가능했올 것 

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렇게 긴밀히 서로 맞물린 時空觀으로 인해 음 

양 용어의 사용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었올 것이다. 이러한 

추측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과정을 추적해보자. 

이미 그 속에 시간의 흐름올 내포한 옴지와 양지라는 옴， 양의 공간적 

대립은 해가 밝은 빛을 던지는 낮의 때와 해가 그 모습올 서서히 감추면서 

달이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밤의 때라는 시간적 대립올 연상시켰을 젓 

이며， 그리하여 낮 동안의 해의 이동에 따른 양지와 옴지의 대립온 하루 

중 해가 모습올 나타내는 낮과 달이 모습올 드러내는 밤， 즉 日/月의 대립 

과 연결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해와 달의 출입을 주관하여 밝음 

(明)과 어두움(廳)(낮과 방)이 규칙적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義

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r龜藏j 의 문장은， 이처럼 陽地(양)/陰地 

(음)， 밝은 때(낮)/어두운 때(밤)， 해( 日)/달(月)의 대립쌍들올 연결시키는 

정신 작용의 과정에 대한 추적에 타당한 근거률 제공해 준다.24) 

한편 「쫓典」 의 다옴 기록은 고대 중국인들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기준으로 네 계절올 구분하였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 H 中星鳥， 以般件春， ..... 日永星火， 以正件夏， ..... . 

24) “空윷之蒼蒼， A極之fff:張 乃有夫훌훌和， 是主日月， 職出入* 以옳隨明" “廳彼上天，
}明→H없 有夫훌和之子， 出子8易:e:." r훌藏J ， r뺨옳J. r周易」 이 周 나라의 러書 

라연 「앓흉」 은 商(般) 나라의 古홉로 말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고대 훈현은 연설 
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고 그 단편적 내용을만이 여기저기서 인용훨 뿔이다. 이 내 
용은 「山海經C.J • 15장， 주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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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中星虛， 以般件秋 ... ‘... 日 短星해， 以正빼장，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 저녁에 鳥星이 나타난다. 이로써 f매春(춘분) 

의 때롤 바로 정한다. 

낮이 길고 밤이 짧으면 황혼 초에 太火星이 (정남방에) 나타난다. 이로 

써 件夏(하지)의 때를 바로 정한다 .. 

밤과 낮의 길이가 같으면 저녁에 虛星이 정남방에서 나타난다. 이로써 

#秋(추분)의 때률 바로 정한다 ....... 

낮이 짧고 밤이 길면 황혼 초에 1m星이 나타난다. 이로써 件쪽(동지) 

의 때률 바로 정한다"25) 

게다가 “春H 載陽 봄의 햇살은 따스함올 짙고”라는 표현올 통해， 우리는 

음/양이 뼈明이라는 빛의 밝기뿐 아니라， 햇살의 온기의 차이와도 연결되 

었음올 알 수 있다. 10월올 해의 기운이 고요히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상 

태를 시사하는 ‘陽止’라는 표현으로써 나타낸 점， 또 중국의 고대 민요에서 

동짓달이 一之E!， 섣달이 二之ß ， IE月이 프之口로 표현되어 있는 점26) ， 이 

러한 사실들은 분명 고대 중국인들이 동짓날을 기점으로 바야흐로 온기를 

퍼뜨리려하는 태양의 힘을 지각했으며， 그리해 음， 양 용어가 햇살의 강 

도와 연결되어 사용되었음올 증거해 준다. 

이러한 용례들은 양/음이 하루 중 낮/밤의 시간 구분과 연결되어 사용되 

는 데서 더 나아가 따뜻함， 더위， 서늘함， 추위가 번갈아 교체되는 일년 사 

계절의 시간 구분을 인식하는 기호로서도 사용되었올 개연성올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양/음과 해/달의 연결은 음양끊 낮/밤이라는 대립 외에 또 

다른 시간적 대립인 봄/ 가올， 여륨/겨울과 연결짓는 것올 가능케 하였으리 

라 무리없이 추정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음， 양이 처음에 햇빛의 밝기와 

햇살의 온기의 변화 양상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면， 양/음， 해/탈의 연결 

이전에 양-봄 • 여름/음-가을 • 겨올의 대립쌍이 먼저 형성되었을지도 모룬 

다. 

어햇건 그라네가 정확하게 파악했듯이， “옴양 개념은 구체적이고 복합적 

25) r홉經」， r뚫典」의 이 기록올 중국의 과학사가들은 대체로 기훤 전 11 세기 商， 周

사이의 천문판촉으로 간주한다{~마1園 :ξ文學몇~， 폐學出版iñt， 9쪽， 1981년 판， {óJ新，

~j뼈의 起源닝， 洪.. 譯， 동문선， 337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레오폴드 소쉬르 

(Lédpold de Saussure)롤 위시한 유럽의 천문환자들은 r훌典」에서 언급되는 춘분 
정의 별자리는 기원 전 2250년의 사실올 가리킨다고 하였다. CHOU KING, 
trad. Couvreur(4e éd.l, p.5, n.4. 

26) 양흉修 r團風J ， l. 七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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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 悔의 촉연과 明의 측면이 결합된 이미지이며， 이 두 상반된 측 

면은 항상 교차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것은 어둠의 때(밤， 겨울)와 밝음 

의 때(낮， 여름)의 계승올 고려할 때 뿐 아니라， 옴지에서 양지로 지나갈 

때의 풍경의 이중적 경관올 떠올릴 때 이 둘은 교체되는 것 같아 보인다 

,"'2:7)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국인들에게 초기의 옴， 양의 대립은 별개로 독 

립된 두 실체의 대립 양상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체의 대립되 

고 교체되는 두 측면，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실체가 드러내는 상반 

되는 이미지들의 대립을 나타내며， 또 같은 음이나 양이라 할지라도 그 정 

도에 있어서 다양한 편차를 드러낸다. 아마도 이로 인해 후기에 음양이 보 

다 광범위하게 대립의 이미지들올 표상하게 되었올 것이다 

그런데 고대 중국인들은 그늘진 곳과 밝은 곳에서 뿐 아니라 땅 위 사방 

에서 태양의 행로를 감지하였다. 그리하여 음 -어두움/양-밝음의 대립은 음 

지/양지라는 공간적 대립 외에 사방올 동/서 남/북으로 대립시킨다. 중국 

전승은 ‘陰陽家의 부류는 대개 희화의 관직에서 나오며， 이뜰온 하늘에 순 

종하여 해， 달， 별들의 운행올 추산하여 천문올 보고 백성들에게 때를 일러 

주는 소임올 맡았다’고 전한다.잃) 그들의 구체적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옳 

典」 에 의하면， 왕은 봄에 義件올 동쪽 觸횟에 거처하게 하여 해가 뜨는 

것올 공손히 인도하고 백성들의 봄 농사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여름에는 義

됐을 南交에 거처하게 하여 백성들의 여릅 농사일을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 

였으며， 가올에는 和件올 서쪽에 살게 하여 해가 지는 것올 공손히 전송하 

고 농사일올 잘 마무리짓게 하였고 겨울에는 和웠올 북쪽 期方에 거처하게 

하여 겨울의 변화들올 고르게 살피도록 하였다 

해를 맞이하는 곳인 동쪽 爛헛는 8騎.E>~로， 南交는 明都로， 해를 전송하 

는 곳인 서쪽 지역은 味삽으로 북쪽 삭방은 뼈都라고도 불렸다. 일출의 장 

소를 H易양， 일몰의 장소를 味삽으로 부르고， 또 義和의 사계절의 거주지가 

陽갑， I껴都， 味갑， 뼈都로 명명되었디는 사실은 고대 중국인들이 해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뿔 아니라 일년의 움직임올 지상의 네 방위점들과 연결지었 

음을 보여주며， 이는 곧 지리적 구역들 또한 음， 양과 연결되었음을 말해준 

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찰은 ‘옴양은 먼저 지형과 때률 살피는 총체적 지 

27) 앞의 책， p.1lO‘ 
28) “陰陽家者流， 蓋냄於義和之官 敬順뭇￡ 歷象H 꺼星IR， 敬授댔흉" r漢홉J ， r훌文 

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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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었다’는 그라네의 주장올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地勢와 時勢롤 살피는 총체적 지식이썼던 옴양이 어떻게 해서 대립 

되는 두 이미지의 총체적 상정으로 확대될 수 있었는지를 탑색해보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r쫓典」에서 또 그 실마리롤 발견할 수 있다. 

2. 사회 활동의 분류원리 

고대 농경인들의 삶의 리듬은 자연의 변화와 밀접히 환련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뚫典」의 기록은 고대 중국인들이 사계절의 인간의 사 

회활동 모습 및 통물의 변화 양상올 음양과 띤결 지은 구체적 예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음양 개념이 자띤 및 사회활동의 분류기준으로 

사용되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성올 지닌다 

“以股件春， 願民析， 鳥厭整尾. ...... 以正件夏， 願民因， 鳥默希草.

以股件秋 厭民훗， 鳥厭짧 .. ‘.... 以正{中:용， 願民團 鳥數앓짚 .. 

이로써 件春(춘분)의 때률 바로 정하면， 백성들은 들판으로 흩어져 나가 

고 새와 짐승들은 교미률 하고 새끼률 쳤다 ... 

이로써 件夏(하지)의 때를 바로 정하면， 백성들은 경작에 몰두하고 새와 

짐승들은 털과 깃이 빠져 살갖이 듬성듬성 E러났다 ... … 
이로써 件秋(추분)의 때를 바로 정하면， 백성들은 모여 사냥올 하고 새 

와 짐숭들은 털과 깃이 새로 난다 .. 

이로써 1'P장(동지)의 때롤 바로 정하면， 백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새와 짐승들은 솜털이 길게 자란다 .. 

r쫓典」의 기록자는 백성들의 모습올 봄에는 析， 여름에는 因， 가올에는 

헛， 겨울에는 뺏로 묘사하고 있다. 뼈代 武T 시기의 갑골문에서 ‘ 東方티析， 

南方티因， 西方日훗， 北方되f;R:’이라는 刻離를 발견한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네 방위와 연결된 析， 因， 횟，f;R:올 사방의 선으로 규정한다. 이 刻蘇와 함 

께 언급된 사방의 바랍과 이들에게 제사가 바쳐졌기 때문이다.29)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동물의 외형적 변화 양끼싸이 뒤이어 함께 묘사되는 점 

으로 볼 때， 위 문장의 析， 因， 횟， 뼈 또한 인간활동의 계절적 변화 양상을 

29) 何新，神의 起源J ， 흥회 역， 동문선， 1990, 부록 3, 잃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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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용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네 낱말올 어원적으로 해석하 

변 인간활동 양상의 계철적 톡징이 형상적 이미지를 통해 상기된다. 

봄의 析은 도끼질로 나무토막이 갈라지듯이， 남자들은 들판의 경작지록 

여자들은 뽕밭으로 갈라져 흩어지는 모습올 떠오르게 한다.30) 형상 자체가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랍의 모습올 보여주는 因은31) 남녀가 각기 자신 

의 활동영역에 갇혀 경작에 몰두해 있는 한여릅 농부의 모습올 상기시킨다. 

몇는 활올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32)， 이것은 중국인들의 태고적의 

한 계절 풍속과 관련된 듯이 보인다. 

『周禮」와 『左傳」에는 사계절의 사냥이 봄 사냥 수(짧)， 여름 사냥 묘( 힘)， 

가을 사냥 선(爛)， 겨울 사냥 수(初)라는 각기 다른 용어로 표현되며，33) 이 

들을 총칭하여， 또는 사냥 일반을 렵(繼)이나 出繼이라 불렀다.34) 가을 사 

냥에는 왕이 직접 참여하였다고 하였다는 기록은 고대 중국인들이 사계절 

의 사냥 중 가을 사냥올 특히 중시했음을 말해준다)5) 

사계절의 사냥은 모두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 행해져야 했으며， 각 

계절마다 사냥의 유형파 목적도 달랐던 것 같다.36) 가올 사냥은 활과 화살 

올 사용했으며， 군사훈련이 목적이었다고 「月슴」 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데 「月令」 올 비롯한 고대 歷畵들에서 발견되는 절기담돌파 r詩經」 에서 

발견되는 세시풍속에 관한 단편적 증언들올 보면， 이 가올 사냥은 태고적의 

중요한 가올 축제의 잔존처럼 보인다. 우리는 고대의 절기담에서 이를 뒷받 

3이 『謝쩔J의 r톨엉凰」에는 “三之F:Ff뚫， 四之H慶址 I페我짧子， 廳彼南敏， 田廣￥홈 일월 
(굶春)엔 쟁기 손질하고， 이월(件春)엔 밥을 가는데， 아내는 자식틀과 함께 남향 밭 
비탈로 밥올 날라 오면， 권농용 이률 보고 기뻐하네”라는 시구가 있다 또 월령에 
는 季春의 달에 행해지는 부녀자들의 훌훌農에 대한 기록이 있다 

31) Wieger. S.]. Caractères chinois, 光행H:1Jl&jπ， 臺<P， 훌빽 1963(7e. éd'), p.l56, 
32) 앞의 책. p.l56 
33) ~周禮I ， r夏官J ， 大司馬 r左傳l. 隱公， 15 년 
34) r周禮J ， r春官J , 建師. “凡四時之大뼈繼" r月令」 에서는 田繼으로 표현된다. 

35) “天子乃屬節， 執란俠失以li. 命主@폐찢홈T四 }J. 천자가 (채服으로) 엄하게 꾸민 뒤 
에， 활올 잡고 확살올 끼워 사냥올 한다 그리고 E휩]에게 사냥한 짐숭들을 제물로 
바쳐 사방의 신에게 제사롤 지내라고 명한다" r짧읍è.J. r져令J , 季*κZ月

36) “春짧， 훌짧， 秋.. ~N:， 皆於農隊 以講事m."( r左傳J , 隱公， 5 년) 이 문장융 주 
석가들은 “봉에는 새끼흉 배지 않은 짐승만 꼴라 잡는 수 사냥올 하고， 여륨에는 

곡물의 싹을 헤치는 것들용 잡는 묘 사냥용 하며， 가올철에는 군사 훈련을 겸해서 
짐숭올 죽이는 선 사냥올 하고， 겨울철에는 침승올 에워싸서 잡는 수 사냥올 하는 
데， 이 모두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틈올 타서 함으로써 볍도에 맞춰 얼하는 것올 

실습시킨다”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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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주는 몇가지 사실들올 발견할 수 있다. 

“財쫓默 숭냥이가 짐승들올 (잡아 늘어놓고) 제사지낸다”라는 표현은 

『禮듬è.n와 f呂￡春f*깅의 月令뿐 아니라 r夏小正」과 같용 고대의 層書들 거 

의 어디서건 발견되며， 이 歷書들은 중국 상고대의 시간지표인 절기담들로 

이루어져 있다.37) ‘쳤聚厭’가 시간지표의 절기담이라면， “財察默然後田繼 숭 

냥이가 짐숭들올 잡아 늘어놓고 제사지낸 후에야 사냥을 한다”라는 「王制」

의 구절은 때에 맞춰 행해졌던 상고대인들의 경제활동올 일러주는 절기담 

이다. 이 절기담은 季秋의 달과 관련되며， 주석가들은 고대 鷹書들올 참조 

하여 ‘쳤察戰’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의 자연의 사건이라 설명하고， 고 

대 鷹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24 절기 중 露降과 연결짓는다.38) 실제로 “露

始降， 則百그[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백공들은 모두 휴업에 들어간다”라 

는 문장이 季秋의 월령에서 발견된다.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상올 알려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에서 우리는 

상고대에 서리가 내려 농사일이 모두 끝난 후에 활과 화살올 사용한 대대 

적인 사냥이 있었다고 생각활 수 있다. 그리끄 앞에서 언급된 여러 정황으 

로 볼 때， 이 사냥은 그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맞셜 수 있는 武力의 

강화， 제사에 사용할 제물과 겨올 동안의 식량 확보39) ， 그리고 한 해 동안 

의 백성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 둥 다목적의 따올 축제 행사의 일부였올 개 

연성이 크다. 

주석가들은 ‘願民勇’를 ‘백성들은 편히 쉬고’ 또는 ‘백성들은 기뻐하고’로 

해석한다. 그러나 상고대인들의 생활상올 알펴주는 이러한 여러 정보들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종는 고대인들의 가올 축제인 사냥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게다가 훗(yi)는 고대 중국의 전설적 

명사수 쩔(yj)와 유사하게 발음되었다는 사실 또한 시사적이다. 

‘廠民嘴’는 백성들의 겨울 삶의 모습올 잘 표현하고 있다 곤충이 땅 속 

구멍으로 들어가 칩거하고， 동변하는 동물들이 굴 속에 몽을 숨기듯이， 백 

37) 이 첼기담들의 태고성은 이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고대의 주요 歷

書들로는， 현재 r大數禮응ê.J 에 보존되어 있는 r짧小正」， 「置홉마의 r月令J- 동일한 
내용이 「呂Jf;합상의 十二紀에도 었다 _ r管쓴J~프의 때官 과 야홉圖에 삽입 

되어 있는 내용들， l及家周홉의 췄七 둥이 있다. 그라네는 그 내용과 표기방식으로 
보아 이들 중 夏小正이 가장 오래된 것 같r;;고 말한다iFêtes et Cmnζ'Ons 
αlciennes de la Chine, 중국의 고대 축제와 민요들 pp. 53-54). 

38) 이은성 r홈法의 原理分析J , 제4장 계절의 변화， 정읍λ1-， 1985, 129쪽 
39) ~tr:{홉ι ， 隱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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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겨울 동안 집 안에 틀어박혀 띠풀올 모아 새끼를 본다.40) 

이상의 해석올 타당한 것으로 수용한다면， 앞에 인용한 「훌典」 의 기록 

을 통해 우리는 동물의 변모 및 인간활동들의 변화 양상들이 사계철에 분 

배되었옴올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언급한 ‘왕은 봄에는 義

件에게 H혔용에， 여름에는 義g에게 明都에， 가을에는 和件에게 8未갑에， 겨울 

에는 和寂에게 k뼈都에 거주하도록 명하여 백성들의 경제활동이 때에 맞춰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사계철과 네 방위가 밀접히 연결되었음올 

보여준다. 사계절과 네 방위 지역이 음양의 정도차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활동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좌표들과 통， 서， 남， 

북의 공간화표 상에 대용되어 배열됨으로써 결국 인간과 자연물의 움직임 

들도 옴， 양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가 그 힘올 떨철 때는 사랍들 

도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해가 그 힘올 거두어들여 휴식을 취할 때는 사 

람들도 안으로 들어가 휴식올 취한다. 쟁음은 그렇게 해서 펀死， 關閒，

外/內， 빠入， 街來 짧g훌 둥과 연결된다 

그런데 고대 歷書들올 보면 동물뽕 아니라 자연현상， 자연계의 모든 생 

명체， 그리고 인간의 사회활동 전체가 때와 장소에 맞춰 배치되었으며， 이 

러한 분배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변화와 그 순 

환 리듬에 따라， 말하자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옴올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계절의 교체에 따른 대자연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고대 중 

국인들의 지속적이고 예리한 관찰이 이러한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래 

서 鷹의 용례들에서 음양은 계절 리듬의 원리처럼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 

제 곧 보겠지만，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질 수 밖에 없는 농경생활의 리듬은 

음양의 적용 범위를 자연계를 넘어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전 영역으후 광범 

위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은다. 

3. 우주교향악 

고대 중국인들이 자연의 움직임， 동식물의 습관들을 얼마나 정말하게 관 

40) “흙我農夫， 我흉없同， 上入執宮功 훌爾子쫓， ￥!fm킹~~ 아아 농부률이여 우리 곡식은 

다 모아 들였으니， 고올로 들어가 집일을 하세. 낮에는 띠훌울 거둬들이고1 밤에는 
새끼를 꼬아" f;詩經J ， r觸」 風 1.七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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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나률 확인시켜주는 구체적 예들로서 고대의 절기담들올 열거해 보겠 

다. 

굶春에는 초목이 싹이 트며(草木뼈動)， 件春에는 복숭아 꽃이 펴기 시작 

하고(힘밟윤華) 꾀꼬리가 울며(용康嗚)， 제비가 돌아온다(玄鳥줌). 季春에는 

오동나무가 꽃올 피우기 시작하고(쩌始華)， 표지개가 처음으로 나타나며(따， 

始見)， 마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淳始生). 또 이때는 움추려 있던 땅 속의 

벌레가 모두 기어나오며(句者畢出) 초목의 싹이 모두 눈올 트면서 번창한 

다{뼈者盡達) 

굶夏에는 청개구리가 울고(樓爛嗚)，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며(빠弼|出)， 쥐 

참외가 생겨나고(王따生)， 씀바귀가 더욱 자란다{苦菜秀). 件夏에는 작은 더 

위가 오고(小暑至)， 사마귀가 나오며(廳觸生)，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觸始 

q덩). 사슴의 뿔이 빠지고(塵角解)， 매미가 울기 시작하고(觸始嗚) 무궁화 꽃 

이 핀다{ 目童榮). 季夏에는 초저녁에 ':1 炳4l)이 바로 위에 있으며(初품斗炳 

正{E_ l:) ，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溫風始￥)， 때로 큰 비가 내리며 

(大雨時行)， 매를 처음으로 꽉 쥔다{鷹始擊). 

B효秋에는 은하수가 문에 이르며(漢案戶)， 새벽에는 斗炳이 늘어져 아래에 

있고(斗炳縣在下則 f3.)， 서늘한 바랍이 불어오고(源風至)， 흰이슬이 내리며 

(r역露降)， 쓰르라미가 운다{寒輝嗚). 중추에늪 빠른 바랍이 불어오고(둡風 

至)， 기러기가 남에서 북으로 오며(짧雅來) 제비는 북에서 남으로 돌아가고 

(玄鳥歸)， 뭇 새들이 식량올 저장한다{훨鳥養養). 辰星이 숨어 들어가 보이 

지 않고(辰則代)， 천퉁이 비로소 그 소리를 거두며(雷收聲)， 땅 속으로 들어 

가는 벌레가 그 구멍의 입구를 막기 시작한다(짧蟲杯戶). 季秋에는 기러기 

가 모두 와서 모이고(爛雅來홉)， 국화는 노란 꽃을 피우며(轉有黃華)， 초목 

은 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진다{草木黃落). 칩충들은 모두 머리를 떨어뜨리 

고 구멍 속에 있으면서 그 틈을 막고(짧蟲!짧冊內在皆樓其戶)， 곰， 말곰， 오 

소리， 담비， 족제비들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熊懶銷g뼈願뱅則*). 

a효쪽에는 물이 처음으로 얼고(水始永)， 땅이 얼기 시작하며(地始漢)， 무지 

개는 감추어져 보이지 않게 되고(없藏不見)， 새벽에 織女가 정북향에 있다 

(織女正北鄭~lj ê.). 件쫓에는 얼음이 더욱 심하게 열고(永益밤)， 땅이 갈라지 

기 시작하며(地始야)， 할단 새가 울지 않고(關묘不嗚)， 범이 교미를 하기 시 

작하며(虎始交)， 고라니가 뿔올 간다{慶角解). 季쪽에는 기러기가 북쪽으로 

41)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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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雅北獅)， 까치가 둥지를 짓기 시작하며(購始뚫)， 쩡이 암컷올 찾아 

울고(雅雖)， 닭이 알올 품는다{鍵￥U.42) 

그야말로 우주 교향악의 장관이 눈 앞에 펼쳐지지 않는가 고대 중국인 

들은 우주와 우주 내 존재들의 이 조화로운 춤과 노래(樂舞)률 大樂， 至樂

이라 불렀다. 

至樂올 이야기하는 r莊子」 의 다융 문장에서는 우주의 율동적인 조직올 

드러내는 유의미한 대비들이 열거된 후， 곧 바로 음양 조화의 공식이 뒤따 

른다. 

“~t門成이 :*帝에게 물었다. 폐하께서 없池의 옴악융 洞훨의 들에서 연 

주하셨을 때， 저는 처옴 듣고선 두려워했고， 다시 듣고선 나른해졌으며， 

끝까지 듣고서는 멍해져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이에 황제가 말했다. 

자네는 아마 그랬을 것이네. 나는 사합의 일을 따라 연주하다가 하늘의 

이치를 따라 골랐었다. 곧 예의률 따라 연주하다가 太淸율 따라 끈본올 

확립한 것이다. 대저 지극한 옴악은 먼저 사람의 일에 웅하고1 하늪의 

이치를 쫓으며， 五德올 행하다가 자연에 용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四時

를 고르게 다스리고 만물을 크게 조화시킨다. 따라서 四時는 서로 바꾸 

어 일어나고 만물이 순환하여 생겨난다. 한 번 성했다가 한 번 쇠하여 

문과 무가 차례를 얻고， 한 번 밝았다가 한 번 탁해져 옴과 양이 조화 

를 이푼다. 만물이 순환하여 생겨난다‘ 그 소리를 우렁차게 훌려보내어 

칩거해 있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는 우레로써 그것들올 놓라 

게 하였다. 그것이 끝나도 꼬리가 없고， 그것이 시작되어도 머리가 없으 

며， 한 소리가 죽으면 한 소리가 생겨나고， 한 소리가 엎드리면， 한 소 
리가 일어나 항상 끝이 없어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네 

가 두려워한 것이네， 

~t門成問於黃帝B， 帝張l행池之樂於洞底之野， 흙始聞之健， 復聞之효 率聞

之ffiî愚， 져홍v훌默默， 乃不펌得， 帝日， 女챔其然짧， 홈奏之以人， 徵之以天，

行之以뚫義 建之以太淸. 夫至樂者， 先應之以人事， 行之以五德， 應之以自

然， 然後調理四時， 太和萬物， 四時迷起， 萬物O옵'E， 一盛 -흉， 文武倫經

淸 一風 圍흉調和， ìilE:光其聲 훌훌훌뼈作， 흠홈之以雷鍾， 其率無앓 Jt~음 

無首， →死}生， --{貴一起， 所常無뿔， íñi 一不可待， 女故健t!L."43) 

우리는 黃帝의 大樂 !奭池는 곧 앞의 철기담이 보여주는 우주교향악임올 

알 수 있다. “리듬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전 표상들 속에 陰陽 개념이 끼 

42) r夏小正」과 r月令」의 몇몇 철기담은 시기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43) r莊子~， 14. 天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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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들어갔다는 느낌율 갖는다. 그리고 이 리렐 개념은 상반되는 두 측면올 

기록하는 모든 이미지를 상정으로 가짐을 엿불 수 있다”고 그라네는 말한 

다44). 그러나 그가 지적했듯이， 고대 중국인될은 ‘힘 또는 실질들올 독립된 

어떤 실체들처럼 대립시키려 생각했던 것이 싸나라 단지 대조되는 두 이미 

지블올 선택했울 뿐이며’， 이 이미지들온 바로 대자연의 춤파 노래들이다. 

물론 이 우주교향악에셔 인간의 몸짓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계절별 인간 

활동의 특정적 모습만이 간략히 언급된 「쫓典」 과는 달리 I月令」 에서는 

매월마다의 백성들의 활동이 더욱 상세히 제시된다. 예를 들면 낮과 밤이 

같은 춘분과 추분에는 도량형올 정비해서 관량올 바로잡는 일올 하며45) ， 

춘분이 있는 件春의 달에는 식물의 싹올 보호하고1 동물의 어린 것올 기르 

며， 고아들올 돌보는 반면46) ， 추분이 있는 件秋의 달에는 노언을 봉양하 

고， 왕은 그들에게 편히 앉올 수 있는 의자와 지팡이， 미음죽파 음식을 하 

사한다.47) 

인간의 활동들이 해와 달의 변화에 맞춰 조절될뿔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자연계의 움직임을 본받아 이루어진다 농부들이 주목했던 대자연 

(Nature)의 습관들이 인간들에게 유익한 활동들이 어떻게 이어지나률 가리 

켜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종의 自然歷인 고대의 절기담들은 처옴에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옴이 분명하다. 농사일은 우주 현상과 자연의 변화에 좌우되기 때 

문이다. 자연의 변화에 순웅해야 하는 것은 1에단 농사일만이 아니다. 인간 

존재들의 생사는 자연 존재들의 생사에 의존해 있으므로， 산란기 이전의 대 

규모의 물고기 낚시， 짐숭들이 새끼를 배태하고 있는 봄파 여름에 하는 대 

규모의 사냥은 인간 사회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래서 봉에는 어렵올 허락하 

되 川澤의 몰고기와 짐승을 몰살시키는 일이 없게 하고， 못의 물고기를 모 

두 잡아 없애지 못하게 하며， 산림올 불태우만서 사냥하지 못하게 한다. 가 

을에는 수달이 물고기를 제사지낸 후에야 盧人48)이 못에 통발올 설치하고， 

숭냥이가 짐숭올 잡아 제사 지낸 후에야 왕은 이를 본받아 가올 사냥올 하 

여 그 짐숭틀로써 사방의 신들에게 제사지내게 한다. 그리고 초목의 잎이 

44) 앞의 책， p.l05 
45) “日夜分， 則|可度훌， j~fî， 角斗南， 正樓鷹”

46) “安뼈흉， 養왜少， 存諸孤”

47) “養寶老， 授JU1:， 行훌정~~食" 

48) llJ澤과 판련된 일올 담당하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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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후에야 산립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곤충이 아직 칩복하지 않았으면 

불올 놓아 사냥하지 않는다.49} 

그런데 「月令」 의 행위 범례들올 보면 고대 중국인들은 경제활동 외에 

다른 사회활동들까지 자연의 움직임올 본받아 행하려 하였융을 알 수 있다. 

생기가 짱성하고 양기 또한 발동하여 넘쳐 나오고 움추렸던 땅 속의 벌레 

가 기어나오며 초목이 모두 싹올 퇴워 번성하는 ‘봉에는， 왕은 창고의 곡식 

올 풀어 빈궁한 백성들에게 하사하고， 또 府庫를 열어 폐백올 꺼내어 널리 

천하의 백성들에게 하사한다. 그러나 칩충이 머리를 숙이고 구멍 속으로 들 

어가 그 틈올 막고， 통변하는 동물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며， 뭇 새들이 식 

량올 저장하는 가올에는 온갖 물건올 안으로 수렴해 들이고， 농가의 온갖 

곡식들올 걷어 들이게 한다. 서늘한 바랍이 불어오고 흰 이슬이 내리며， 새 

매가 잡은 새들을 늘어놓고 제사지내는 것처럼 하는 늦가올이 오면 冊웠을 

시행한다. 

r月令」에서 음양은 두 상반되는 실체(entity)의 측면으로， 즉 하나는 殺

氣(가을， 겨울)로서， 다른 하나는 生氣(봄， 여륨)로서 형상화되면서 생사의 

기운에 맞춰 인간의 활동들이 조절된다. 상반되는 기운들이 번갈아 교체되 

고 生死가 이어지면서 영구히 존속하는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가 인간 사회 

에도 널리 퍼지기를 바랬기 때문이리라. 생명의 기운과 죽옴의 기운올 예리 

한 감각으로 느껴 구별했던 고대 중국인들은， 그리하여 陰올 만났올 때는 

그 陰과 더불어 닫아 몸을 숨기고， 陽을 만났을 때는 그 陽파 더볼어 열어 

몽올 나타내었다.5O} 

인간의 몸짓들이 그 속에 동화된 이 우주의 춤과 노래는， 지금까지의 관 

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지 사계젤의 리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 

은 또한 네 방향에서의 저마다의 움직임과 소리들이다. 고대 중국인들의 大

樂은， 말하자면 詩와 춤과 노래가 그리고 時空이 불가분리하게 연루된 대 

우주교향악이다. 

그라네의 주장대로， 때와 장소률 살피는 총체적 지식으로서의 음양은 먼 

저 예식(liturgy)과 의 례(rite)를 통제하는 종교적 용도로 쓰였던 것 같다. 

그 후 자연계의 모든 존재의 생성파 소멸 및 활동 양상들이 대립되는 두 

측면으로 인식됨에 따라 음양이 이들 대립쌓들올 표상하는 상징으로 확대 

49} “觸흉魚然後， 廣人入澤梁， 짧흉厭， 然後田繼 ..... 草木零落， 然後入山林， 昆훌훌未훨， 
不以火田 .. r禮흠마 r王制」‘ 

50) “與陰명閒， 與陽명開.. rt흩南子」， r原道훨I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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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올 것이다. 음양의 조화로운 행위가 인간사회의 전 질서와 연결되면서， 

時空과 우주의 리듬올 표상하는 음양온 사회훨동 전체를 때와 장소에 맞춰 

분배하는 총체적 분류의 기본 상징이 된다 해와 달이， 추위와 더위가 번갈 

아 교체되고， 식물이 生과 藏올 반복하고， 곤‘중과 동물들은 문을 열어 활동 

하다 문을 닫고 휴식에 들어가곤 하는 우주익 질서는 규칙적이라 그 변화 

양상이 예측 가능하다. 이 예측 가능한 순환적 질서의 세계 속에 고대 중 

국인들온 자신들의 삶올 동화시켰다. 그래서 l꺼뿔인 W J:렴易J ， r緊辦簡」에서 

음양의 최초의 형이상학적 전개가 발견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강한 것과 유한 것이 서로 마찰하고， 팔패기- 서로 이행되어， 이것올 우 

레로 고동시키고， 이것올 바랍과 비로 적시며， 해와 달이 운행되고， 춤 

기도 하고 럽기도 하다. 건도는 남성을 이함고 곤도는 여성올 이푸니， 

건은 광대한 시초롤 알고， 곤은 샤불올 작성한다 ... 문호를 닫는 것 

을 곤이라 하고 문호를 여는 것올 건이라 한다. 한번 열고 한번 닫는 

것올 변이라 하고. 가고 옴이 다하지 않는 것올 통이라 한다， 剛柔相

摩， 八封相햄， 鼓之以當쫓， 潤之以風雨. fUI運行-寒)→t옳.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 關戶謂之乾， 圖戶謂之坤 _.o圖 -關謂之

變，往來不뿔謂之適” 

우리는 El/月， 寒/暑， 없킨閒 둥과 같은 자연의 작용 및 변화와 점패의 조 

작 사이에 정확한 대용을 느낄 수 있다. 음양의 도해적 표상이 곧 坤(__ ) 

과 乾(-)이며， 乾의 측면으로 나타난 道는 낭성이고， 坤의 측면으호 나타 

난 道는 여성이다. 주지하듯이 rJ캡易」 은 64패가 모두 음양의 조합과 배 

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패는 6개의 ~- 음의 죠 또는 양의 죠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6개의 죠가 상징하는 것은 天地인 공간의 축과 

춘하추동 사계절인 시간의 축， 또는 口月인 시간의 축과 동서남북인 공간의 

축이 맞물려 움직이는 宇庫體 및 社會體의 질서라는 것올 깨달을 수 있다. 

이른바 점복술 전체가 바로 우주교향악인 陰|훌의 지식에 의존하였다고 하 

겠다.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한 것올 도라고 한다 →陰一陽

之謂道”라고 「緊戰傳」의 한 문구가 말하듯이 고대 중국인들은 이 우주교향 

악의 리듬， 즉 우주의 질서를 道라고 불렀다. 大樂에 관한 r呂a;春f火』 의 

아래 진술은 점술의 질서 음악의 질서， 우주익 질서의 일치성올 잘 말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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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악이 유래한 바는 매우 오래되었으니 이는 度훌→으로부터 나왔고 도 

에 근본올 두고 있다 도는 兩嚴롤 낳고 兩嚴는 陰陽율 낳는다. 옴양은 

변화하는데， 하나는 위록 다른 하나는 아래로 각각 움직여 한데 모임으 

로써 형체롱 이룬다. 한데 어우려져서 구별이 확실치 않으면서도， 흩어 

지면 다시 모이고 모이면 다시 흩어지는데 이것올 일컬어 하늘의 변치 

않는 도리(天常)라고 부른다. 천지는 수레바퀴가 도는 것과 같아서， 마 

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다 가면 다시 툴아오니， 어떠한 

것도 이와 완전하게 맞먹올 것이 없다， 해와 달과 벌은 어떤 것은 빨리 

가고 어떤 것은 느리게 감으로써 운행의 과정올 두루 다 거친다. 네 계 

절은 교대로 일어나는데， 어떤 것은 럽고 어떤 것은 추우며， 또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다. 옴양은 변화하는데 어떤 것은 위로 어떤 것 

은 아래로 웅직이고， 또 어떤 것은 부드럽고 어떤 것은 강하다. 만물이 

생겨나는 바는 도로부터 만들어지고， 음양에 의해서 변화한다， 식물이 

싹이 트고 동물이 웅직여 소생하게 됨은 음양이 그 가운데에서 웅결되 

어 형체롤 이루게 하는 것이다. 형체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 어떠한 

것도 소리가 없는 것이 없다 소리는 조화로부터 나오고 조화는 일정한 

표준애 맞추는 것에서 나온다 先王들이 음악올 제정할 때에는 이 조화 

시키는 일과 표준에 맞추는 일로부터 나왔다 

音樂之所由來者i훌훗.1:於度量， 本於太 - 太→→1:1 1兩嚴 兩歲1:11陰陽 陰

陽쩌IHt" 一上 →下， 合而成章 混混MU1t!， 離J{IJ復감， ff則復離， 是謂天常.

天地車輪， 終則復始， 極則復反， 莫不!때當. f~ 月星辰， ~1Ji:或徐， fl 月不떠， 

以盡其行 四時大興， 或著或寒， 或短或長， 或쫓或剛 萬物所t:B， 造於太

↑뼈‘陰陽. 뼈흉始屬， 왔寒以形. 形體有處， 莫不有聲. 톨훌出於和， 和出於適

和適先￡定樂， 由此rfìî生."5ll

道의 작용을 말하는 「老fJ 의 그 유명한 문구 “反者， 道之動”은 상반 

되는 운동올 하여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 

돌아 가는 우주의 순환적 질서의 원리， 즉 상호작용하는 옴양의 원리를 표 

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은 春分은 옴의 기운 

과 양의 기운이 균형올 이루는 때이다. 그러나 봄은 해의 기운이 왕성히 

작용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 쪽으로 삼투해 들어가 

면서 이 균형은 곧 깨어진다. 그리하여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 

가 가장 짧은 夏至 때까지 양기가 그 세력을 떨치면서 계속 상숭하다가 정 

점에 이르면 음기에게 서서히 자리를 물려주면서 하강하기 시작한다. 이때 

부터 음기가 활력올 퍼뜨리며 점차 음양의 조화를 되찾는 쪽으로 나아가다 

51) r呂民春f*.J， r件夏紀.j， 1 大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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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첨내 조화의 상태에 도달할 때가 秋分이다.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지자 이 

번에는 음의 기운이 양의 가운 쪽으로 삼투해 들어간다. 이 과정이 계속되 

면서 음의 세력이 상숭하여 마침내 정정에 이르는 캉至 때가 되면 다시 음 

은 하강의 옴직임올 시작한다. 이처럼 기운이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 

가 변하면 생명이 갖추어지날，2) 우주 질서의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오늘 

날의 우리에게 다소 황당해 보이는 ‘季春의 틸에는 두더쥐가 변화하여 종달 

새가 되며， 季秋의 달에는 참새가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가 되고 또 굶쫓의 

달에는 쟁이 바다로 들어가 이무기가 된다’는 月令의 문구는 이해 가능한 

것이 된다.딩) 마찬가지로 ‘바닥 없는 깊은 구렁(大훨)은 한없이 높은 둔덕 

(歸塊)이 되며54) ， 북쪽 바다{北훗)에 사는 크끼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물고기 騙은 풍 넓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새 

關으로 변하여，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의 하같 못(南릇， 天池)으로 옮겨간 

다’또)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에서 우펴는 음양의 미묘한 상호작용 

원리를 읽게 된다. 

滿家들이 강조했던 聖王의 道 또한 마찬가지다. 道가 우주의 질서를 뜻 

하는 天道를 가리킬 때， 道家들이 말하는 道와 f蘇들이 말하는 道는 그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유가 어햇건 전자에게는 세 

상올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들이 결여되어 있었던 반면， 후자는 治世

의 의욕이 강했으며， 또 적극적으로 그 길올 모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른 

바 隔家들에게 사회 속에서 天道의 구체적 실현이 곧 禮， 즉 인간 행위의 

본받아야 할 범례들이며，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月令」 의 행위 규범들은 

바로 禮의 일부이다. 

우주의 리듬올 조절하고 인간사회의 질서들올 이 우주의 리듬에 동화시 

키는 자질은 고대 聖王들의 특권이다 r周職 는 여섯 樂舞률 언급하는데， 

‘이것들로써 三界(天， 地， 人)의 신들을 불러들여 극진히 제사지내고， 왕국과 

52) 앞에서 인용한 r莊子J r꽃찢」 외 구절， “혔뿔띠有形， 形훌而有生” 

53) “田鼠化鳥훌; 없入大水鷹뾰; 雅入大水혔廣" fj훔듭ê.J， r져令J . 

54) “발해의 동쪽에 몇 억만리나 되는지도 모르쓴 큰 구렁이 있는데， 실은 이것온 바닥 
이 없는 골쩌기이다. 그 아래로 바닥이 없어 이혼용 귀허라 한다 온 세상 팔방 구 

주의 물과 은하수의 물이 모두 그곳으로 훌러들지만， 물온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 
는다. 漸海之東， 不쩌l其憶홈里， 有大뿔꿇， 寶推無따之삼. 其下無없 名R歸塊. J\f/í;.九

野之水， 天漢之流 莫까얘E之 而無t읍無減鳥" r列子J ， r樓問」 ‘ 

55) ~莊子J ， 「消遺遊J. 존재의 궁극적 시원은 인간E 인식 범위롤 념어서는 불가지의 

세계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의 선화적 사변은 그 모습올 종종 크기도 깊이도， 

높이도 알 수 없는 물체로 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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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후국들올 조화시키며， 만민올 화합시키고， 빈객들율 환대하며， 멀리 

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뭇생명들올 용직이게 한다고 하였다)56) 黃帝，

쫓， 舞， 禹， 場， 武王 같은 고대 성왕이 만든 것으로 간주되는 이 樂舞들은 

비록 문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명명되어 聖토들과 연관되어지기는 하 

나57) ， 聖王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樂舞로써 인간과 신들올 조화시키고 세상 

과 오별올 질서잡았다고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하다.않) 그 

런데 周 황조는 그들의 왕인 天子에게 그 책엄과 전권올 위임했으며59) ， 우 

리는 여기서 陰陽에서 五行으로 미끄러져 가게 했던 실마리를 본다. 

m. 천자， 우주질서와 사회질서의 조절자 

1. 고대 성왕의 도 : 음양의 조화 

天子 개념은 周 왕조가 무력에 의한 商 왕조의 정복올 정당화하기 위해 

서 하늘은 덕과 자질올 갖춘 인물에게 왕조률 맡긴다는 天命사상〈또는 主

朝受命사상)과 함께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중국학 연 

구자들이 별 의의없이 받아뜰이는 사실이다，60) 

子頁이 孔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이 풍족 

하고， 병력이 충분히 강해야 하며， 백성의 신뢰률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공이 ‘만약 피치못해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하는 

56) r春官J ， 大司樂

57) ~莊子ι ， 33. 天 f; r堆南子J ， r’ß論넓/lj . 

58) 이것은 그라네가 그의 저서 Dances et Legendes de la Chine ancíenne (고대 
중국의 춤과 전성들)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59) “聖A有傳， 天地m‘ lIlJE11:下， 四R흉tl1， 則Fl陰陽， 人↑훔tl!.1I1J8男女， 홈릅~tl1， 則tx:~t雄
h훌tfL" rS훌子J ，第七 三辯(제자집성， 21-22 쪽). 

60) 天命사상은 「書經」의 r商書J와 r周홉」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 톡히 商의 揚왕이 

樂률 쳐서 夏나라올 무너뜨린 후에，!'f. 周의 j式王이 주훌 쳐서 商나라률 무너뜨린 

후에， 자신들의 무력에 의한 왕조 교체훌 정당화하기 위해 백성들올 설득하는 연설 
속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천명사상의 때양는 상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어렴풋 

이 엿볼 수 있으나 인격신으로서의 天 개업융 내포한 王朝手命論은 周 왕조가 짧 

周 혁명올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물어낸 이론이라는 데논 중국인 학자들이건 구미의 

학자들이건 대체로 동의한다. 천명사%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H.G, Creel, “The 
mandate of Heaven'’, The Origins af 5띠tecrafts in Chin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ondon, 1970, pp.81-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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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또 물었다. 이에 공자는 가장 먼저 버펴야 할 것은 병력이교 그 다 

옴에는 식량으로， 식량이 없으면 죽겠지만， 백성들의 신뢰률 얼지 못하면 

아예 일어섬(立)이 없다고 말했다ßll 공자만이 무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 

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舞이 쫓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임금이 된 뒤， 三휩族이 舞에게 복종하 

지 않고 혼란올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짧윤 禹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 

고 가 三홉族을 치라고 명한다. 禹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짧族올 공격했으 

나 묘족이 완강히 저항하여， 禹는 군사를 되혈려 돌아왔다. 그래서 짧이 널 

리 덕올 펴고 방패와 새깃으로 춤올 추니 많族들이 감복하여 마침내 짧에 

게 복종했다는 이야기가 r뿔經」 에 전해진다， 이 기록은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고대 중국인들의 治世觀올 단편적으로 말해준다ß2) 

공자와 자공의 담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고대 중국인들도 안정된 사회 

의 유지를 위해 병력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력에 의한 힘의 우위보다는 자연력에 의한 힘의 우위를 더 중시했다. 고 

대 그리스인들의 이상적 영웅인 헤라클레스외 아킬레우스， 율리시스(오뒤세 

우스)가 육체적 강건함이나 책략에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반면， 중국인들의 

영웅 제갈공명은 천문올 읽고 우주적 힘들의 변화를 올바로 파악하여 잘 

활용했던 인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찰끌 통해 중국인들의 이러한 영 

웅상은 상고시대부터 서서히 형성되어 왔음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웅관， 聖王의 道가 함축하고 있는 治世觀이 널리 퍼져 있었다 

면63) ， 周 武王의 무력에 의한 商 왕조 정복은 분명 백성의 신뢰를 크게 저 

버리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天命사상의 조작， 유포만으로는 왕조의 정당 

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올 것이다. 周 왕조는 하늘로부터 통치권올 위엄받았 

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천자인 周 왕조의 왕들은 

고대의 성왕들처럼 우주 질서의 조절자이자 사회 속에 우주의 조화로운 질 

서를 실현시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올 공공연히 보여줘야 할 펼요 

61) 덩倫語'，，!l， r題淵j . 

62) ~書經J ， r大홈讓j. r大禹護」 는 今文에는 없는 隱古文의 한 章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대개가 r左傳J ， r國語.J ， r굶子」 둥 옛날 책으로부터 글귀롤 차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 이야기에 당긴 사상온 앞에서 말한 고대 聖王들의 大
樂에 의한 다스림이 내포한 사상과 일맥상통한디. 

63) 뿔王의 治世는 혼히 法治에 대립되는 德治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찰에 
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중국인들이 말히촌 聖王의 道논 용상적 의미에서의 德治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의 융합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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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마련된 의례적 장치가 바로 했察와 왕의 %s 
符， 그리고 明堂의 건축이다. 고대 문헌이 제공하는 정보들에서 우리는 이 

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올 찾아불 수 었다. 

2. 했쫓， lι符， 明堂

왕의 성인符가 天子의 의무로서， 따라서 天命사상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時遭其좋ß， 昊天其子之 때에 맞춰 나라를 순수하사， 넓은 하늘은 저분을 아 

들로 두셨으니， 실로 周 나라를 돕고 순조롭게 하시도다”라는 「周領」 의 

짧歌 한 구절이 잘 보여준다.64) 파符는 5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二月

(春分이 있는 件春의 달)에는 동쪽으로 파行하여 東-ffi에 올라 산천의 신들 

에게 제사률 지내고， 동쪽 지방의 제후들을 만나 철과 달(月)을 맞추고 날 

짜를 바로 잡았으며， 樂律과 度量衝올 통일하고 禮를 바로 정리하였다. 五

月(夏至가 있는 件夏의 달)에는 남쪽으로 八月(秋分이 있는 1'f秋의 달)에 

는 서쪽으로， j-一月(쪽至가 있는 件쪽의 달)에는 북쪽으로 순행하여 東逃

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였다고 고대 기록은 전한다.잃) 

칫B察와 연관된 문헌 증언들올 보면， 우리는 天命사상， 파符， 交g察가 동일 

한 사상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옴을 분명히 알아첼 수 있다. 

“가올에 곡식이 여물었는데 거둬들이지 않고 있으니， 하늘에서 크게 벼 

락과 번개가 치며 바랍이 불어 곡식이 모두 넘어지고 큰 나무가 뽑혀져 

나라 사랍들이 이를 크게 두려워 하였다 ... 왕이 했로 나가니， 하늪이 

비를 내리고 바랍을 반대로 불게 하여 곡식이 모두 일어났다. 秋大熟未

樓 天大雷電以風， 未盡{훌 大木斯技， 왜人J::.恐 ... 王出짧 天乃雨反風.
未則盡起"66)

“가뭄이 너무 심하여 뜨거운 기운만 혹혹 오릅니다. 끊임없이 정결한 

제사를， 했로부터 宮에 이르기까지. 위 아래로 제물올 바치고 묻고 하였 

으며， 모든 신을 높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직께서도 모른채 하시고， 상제 

도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올 멸망시키려 하시니， 제 몽으로 화를 받 

겠습니다. 멀많大甚， 溫隆훌훌훌훌 不珍禮祖 떠칫ßt且혐 」二下尊쩔 願j神不宗

64) r詩經J ， r周짧J , lIi遭
65) r書經J ， r舞典」 동일한 내용이 f禮記J ， r:f制」 에도 있으며 rl，:子」 에서도 

5년마다의 i샌符가 언급되어 있다 

66) 팽經J ， r周書J , 金縣. 이 사건은 武王의 아들 成王과 판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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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樓不克， 上帝不臨 흉#훌下士， 寧丁致뽕"67) 

첫번째의 기록은 때에 따른 임무를 소흉동 하면 우주의 질서에 이상이 

생겨 인간의 삶이 위협받으며， 왕은 쨌察률 지냉으로써 일그러진 우주와 사 

회의 질서를 바로 잡올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것은 했 

와 宮에서 지낸 제사의 대상은 上帝와 JQ樓믿을 명시하며， 가뭄에 대한 책 

임은 왕에게 있으며， 왕은 조화가 깨어져 난폭해진 우주 질서를 했와 宮에 

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바로잡으려 하다는 점올 암시한다. 여기에 더하여 

‘활 왕조의 후손들은 했聚에서 銀(禹의 아버지)올 제사지내고， 股의 후손들 

은 훗을， 周의 후손들은 樓을 제사지낸다는 r禮記J ， r察法」 의 기록과， 

“恩文팀樓， 克맴E彼天 立我짝民， 莫IÆ爾極 문덕 많으신 후직께서는 하늘의 

짝이 되실만 한 분이시니. 우리 백성들이 안정되었옴은 모두 그분의 은덕이 

라‘’68)라고 노래하는 周 나라 짧歌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잣際의 성격과 

대상올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했짱는 엄밀한 의미에서 짱天 의례라기 보다는 周 왕조의 왕이 天子임올 

재확인하는 配天 의례의 성격올 띠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하늘로부터 통 

치권을 수여받은 왕조의 시조와 하늘을 짝짓는 의례로서， 이를 통해 왕은 

우주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조절하는 天子임관 천하에 알려 왕조의 정당성 

올 재확인시키려 했던 것이다 

『禮듭~， r했特뺨」의 다음 기록은 교제의 대상 및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시사하지만， 쨌쩔의 성격올 위와 같이 파악하고， 또 짓6察를 illS符와 

天命사상과 함께 구성된 체계의 일부로 이해하면 앞의 설명에 위배되지 않 

는다. 

“쨌察는 해가 가장 긴 것올 맞이하는 제사로 크게 하늘의 은혜에 보답 

하고 해( 日)를 존중한다 제단올 남쪽 교외에 설치하는 것온 陽의 방위 

를 취하는 것이다 ........ 생찢라 칭하는 것은 교외(했)에서 제사하기 때 

문이고’ ‘ ..... 제삿날로 辛일올 사용하는 것은 周 왕조에서 처음으로 쨌 

察를 거행한 날이 동짓날이었기 때문이다. ~~於南했， 就陽tI也.. ‘ .... 쨌 

之用辛봐 周之始쨌. f3以至 "69)

67) f，詩經J. r大雅J • 第 슨 楊之什， 雲漢

68) f詩經~， r周짧J • 思、文.

69) “섰之흉lι 迎長H之~야‘ 大報天以E 1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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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했奈라 이룡하였다는 후기의 셜명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에서 본 「周書J , 金緣의 내용과 「大雅」 의 詩句로 볼 

때， 했察는 처옴부터 쨌에서 행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왜 했 

짱를 했에서 지냈느냐는 물옴을 제기할 때， ‘교류(交)와 마올( ~)로 구성된 

쨌라는 글자 자체가 교류， 화해룰 목적으로 하는 했察의 성격올 잘 가리키 

고 있다는 위거(Wieger)’의 견해는 경청할만 하다.70) 

한편，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해( 日)를 존중한다는 했쯤의 대상과 목적 

에 대한 「쨌特뺨」 의 설명은， 비록 天命사상， 젠符， 했察로 구성되는 사상 

적 체계의 일관성올 손상시키지는 않으나， 짓E察가 配天 의례라는 정， 또 우 

주 및 사회 질서의 조절자라는 天 f의 기능올 명확히 드러내는 파符 의식 

에서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쨌察의 대상으로 낌樓이 제외되고 하늘과 해가 거론되었다는 사실 

에서， 우리는 配天 의례에서 단순한 察天 의 례로의 찾E察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쨌쯤의 목적을 해가 가장 낀 것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逃符 의식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우주 질서의 조절자로서의 왕의 기능올 

했짱와 연결짓는 것으로， 이는 퍼符 의식의 약화 혹은 쇠퇴를 암시하는 것 

으로 읽올 수도 있다. 비록 5년에 한 번이기는 하나， 왕이 직접 偏行에 나 

서기는 사실상 어려웠올 것이다. 후기에 초朝受命사상올 굳이 강조해 내세 

울 펼요가 없는 상황이 되자 配天 개념이 약화되어 짓C찢는 단순한 聚天 의 

식이 되어버리고， 고대 성인들처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우주의 칠서에 맞춰 

조화롭게 조절시키는 권위와 책임올 가진 천자 개념은 계속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으나 파符의 실행이 어려워져 우주와 사회 질서의 조절자 

라는 천자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결국 逃符의 절 

차는 간소화하면서 그 의미는 그대로 보존하는 가시적인 제도를 마련할 펼 

요에서 明堂이 건축되지 않았올까? 

사실 明堂이 퍼符를 대체한 것이냐 아니냐는 정확히 알 수 없올뿐더러， 

여기서는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천자는 세계의 중 

심에서 온갖 우주 현상과 우주 내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을 주관하여 이 

들을 때와 장소에 맞게 적철히 배치하여 우주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존재이며， 이 점에서에서 센符와 明堂은 ‘우주와 사회질서의 조절자로서의 

천자’라는 개념올 명확히 보여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70) Léon Wieger S.j, Histoires des cr따lances et des opinions philosophiques 
en Chine,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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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堂이 언제 처음으로 건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明堂

내에서의 제후들의 서열과 그곳으로 제후들올 불러들여 禮樂올 제정하고 

度量衝올 공포해서 천하가 따르게 하였다는 「明堂位」 의 기록과.71) 천자 

와 관련된 明堂의 기능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月令의 기 

록을 통해 우리는 明堂의 기능이 逃符의 기콤과 같았옴올 알 수 있다. 그 

러나 엘리아데의 지적대로 종교적 의례와 상징물의 차이점은， 의례가 신성 

한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고 5}는 특칠올 지녔다면， 상징은 

인간과 聖 사이에 항구적인 연속을 실현한다. 다시 말해서 明堂은 젠符보다 

‘天子는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者’라는 생각이 가시적으로 더 확연히 인식되도록 하는 건축물이자， 천자를 

통해 사회질서가 영속적으로 우주질서에 동화되도록 바랬던 고대 중국인들 

의 염왼올 담고 있는 건축물이다. 

문자 그대로 ‘빛의 願堂’올 의미하는 明堂4븐.72) 都城의 남쪽에 고대 중국 

인들의 우주관에 따라 네모난 전당-땅의 모습올 본따-에 둥근 지붕-하 

늘의 모습올 본따-으로， 둘레를 물이 감몰게 건축되었다고 한다.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月令 J 0] 전"ð}는 바에 의하면， 중앙의 

太顧太室올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춤陽， 明堂， 總‘童， 玄堂의 측실들이 

있었다. 천자는 봄에는 좁陽， 여룸에는 明堂， 가올에는 總童， 겨울에는 玄堂，

그리고 춘하추동의 각 중간에는 太顧太햇에 거처하여 政務를 살폈다고 한 

다 우리는 동남북 세 측실의 명칭이 義와 져1가 봄， 여름， 겨울에 거주했던 

동남북 세 지역의 명칭 陽갑， 明都， 뼈都-잎?의 홍좋典에서 보았다-와 동일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올 얄 수 있다. 

천자가 내리는 政令이란 백성들이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은 도 

와 추진시키고， 때와 장소에 어긋나므로 해서 는 안될 일들은 금지시키고 감 

시하는 관리들의 엽무이다. 결국 「月 令」 이 전하는 메시지는 天 f는 종교 

71) ~禮흡ò， r明堂位」 에서는 明堂은 周公이 처옵 션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 

은 홈 나라에서 시행했던 했흉훌 정당화하기 휘해 후기에 꾸며낸 이야기처럽 보인 

다， 했흉는 天命융 확인하는 配天 의헤이므로 天子가 있는 곳에서만 수행할 수 있 

었다 그런데 홉 나라는 제후국인데도 째奈홉 지냈다‘ 실제로 챙 나라의 史書 r春

f~ 에는 쨌찢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타난다 그래서 흉 나라의 했흉에 대한 비 

난의 말률이 고대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런 점블로 볼 때， 明쏠位가 진술하는 내용 
은 흉 나라의 교제룰 정당화하는 부분올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특정 시대의 

사실올 말해주는 것 같다. 

72) 굶子는 明堂올 王의 밟堂으로(“夫明堂者， 王者之堂1í!." ) 설명하며('굶子J， r梁惠王

FJ), 주석가 鄭玄은 그 기능올 정치와 교육올 반히는 願혈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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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면들올 다 포함한 사회활동 전체률 음양에 의해 

결정되는 우주 질서에 맞춰 조절하는 자이며， 天子가 거처하여 政務룰 돌보 

는 明堂은 전 우주가 그곳올 중심으로 움직이는 時 • 空의 주축이라는 것이 

다. 

사실 r月令」에서 서술되는 우주만물과 사회활동들의 배치는 이미 五行

사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明堂에 관한 정보들올 담고 있는 『禮듬바의 r明

堂位篇」과 r月令篇」 및 『大數簡등èJ의 r盛德篇」의 내용들을 통해， 또 이들은 

모두 『陰陽明堂J 33편의 일부라는 F漢書J， 「훨文志」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明堂은 표行 사상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음양사상과 관련된 건축물로 존 

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천자의 기능， 그리고 이 가능올 가시적 

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明堂의 폰재로부터 죠行 사상이 발전했다면， 우리는 

陰陽에서 五行으로의 발전 가능성올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행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가설로서의 채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가능성만올 언급하고 지나가겠다. 

어햇든， 오행 사상체계에서 중앙의 帝는 黃帝이다. 중국 고대 전승에 의 

하면 黃帝의 大樂 成池는 또 별의 이륨이기도 한데， 이 벌은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가리키며 일주를 하여 일년'i}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므로 太

歲라고도 불렸다고 한다73) 현대 파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올 하나 

로 합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올 상정하고， 이를 통일장 이론(string 

theory)이라 명명했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서 미묘한 파장의 변화 하나하나 

가 섬세한 음을 창조해내듯이， 원자보다， 미 립자보다 훨씬 작은 어떤 한 폰 

재의 미묘한 파동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한 존재란 바로 明堂에 거처하여 陰陽의 리듬이 서로 

교체되는 우주교향악을 지휘하는 天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개 

IV. 맺는 말 

중국에서 음양은 한(漢) 대의 학자들이 음양개陰陽家)라 규정했던 화파 

들의 사상적 근간올 이루는 독특한 개념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이 개념이 

도교서들 속에서 종종 천(天)， 도(道)， 기(氣) 개념들과 함께 발견되므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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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혼히 도교적 개념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옴양(陰陽) 개념이 

음양가{陰陽家)-만일 옴양가라 불릴 수 있는 구별되는 화파가 실제로 존재 

했었다면-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옴양(陰陽)， 천(天)， 도(道)， 기(氣) 라는 

용어들도 이른바 도가(道家)의 전유물들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적 편향 여 

하에 상관없이 고대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들이었음올 선진 

문헌들은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찰웰 통해， 음양은 천문， 역법올 

위시해서 禮， 樂， 점술， 의학， 경제활동 및 사폐활동 동 고대 중국인의 삶의 

전 분야를 질서 잡았던 분류의 토대였음올 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고 

대 중국인들의 사유의 특정들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음양을 올바로 이해하 

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서두에서 이미 말하였지만 음양에 대한 연구는 동서양올 막론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 고대 

전적들이 서술하는 음양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리한 것들이라， 독자들 

이 ‘음양이 과연 그들이 설명효}는 그러한 것인지’를 판단할 근거들올 제시 

하지 못하고 다만 중국 고대 전숭의 설명올 수용하도록， 그리하여 어떤 변 

에서는 연구자의 결론을 강요받는 성격의 것들이었다‘ 그라네의 음양 연구 

는 바로 이 점에서 다른 대다수의 연구자들의 작엽과 구별된다. 그의 연구 

는 우리 자신을 고대 중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우리로 하여 

금 음양의 실체 자체를 통찰하도록 길올 열어준다. 그리고 이 글은 그라네 

가 열어준 그 길에 접어들어 작업올 시작했으므로 그만큼 그에게 빛지고 

있다 

사실 ‘음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식의 결환적 설명만을 가지고 볼 때는 

이 글이 기존의 연구들이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음양의 어떤 변릎을 특별 

히 부각시켰다고 할만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올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 

서 그런 음양관들이 형성되었는지의 과정에 우리가 의문올 갖는다띤， 이 작 

업은 적어도 음양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활 열어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 

된다. 지금까지의 관찰올 통해 우리는 옴양적 사고는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또 우주 질서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조화시키는 통합적 사고임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감성과 이성의 화합， 그리고 자연과 인간 

과의 화합올 추구한다면， 음양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천착은 단순히 고 

대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 과거에 대한 통찰이 현재를 반추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올 것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작금의 상황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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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과 질서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찰올 요하며， 이 우주 질서와 인 

간의 삶올 조화롭게 연결시킬 필요성올 젤실히 느끼게 한다. 서구에서 나타 

나고 있는 동양의학에의 관심，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새로훈 만남올 위한 학 

계의 여러 시도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올 것이다. 물론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여 연결짓기 위해서는 음양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부 

족하고 우주 질서와 인체의 질서를 연결한 오행사상의 실체에 대한 깊은 

천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온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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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inyang, from Spatio-temporal Representations to Cosmic 

Symphony 

Kim , Hyun-Ja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ach a deeper understanding of 

yinyang which had been, in ancient China, a key-word explaining 

the principle of social order and universal order. There is a reason 

to 야netrate again into this old theme to which many scholars 

have ever devoted their investigations. Toda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 number of people pay special attention to 

Korean anψ'or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appreciated as an 

altemative medicine. It is well known that the yinyang is an 

elementary concept of the system of this orienta1 medicine. 

As Marcel Granet insisted pro야rly， the terms yin and yang 

indicated originally the two antithetic aspects of the site and the 

occasion. They have been, with time, used for symbols of two 

opposed classes, and came to be foundation of distributing a11 

human activities and natural phenomena. 1 would like to retrace, 
in this article, 야lÎs process of semantic extension of the word 

yinyang and to see how the thinking of yinyang have tried to 

keep human and nature in harmony. The immers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of oriental medicine as an altemative for 

modem m떠icine， instead of considered as a superstitious art' te11 

us a crisis in rational mind which put the nature under the control 

of man. This work, 1 hope, will help us to reflect the position of 

man 10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