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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392년 여름, 추 와 선 의 형식을 갖추어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 비록 

‘고려’라는 이름은 그 로 사용하 지만 - 의 왕으로 등극하고 2년 후 고려의 

상징인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하 다. 천도 후 새로운 수도에 필요한 궁

궐과 종묘, 사직, 성곽 등이 속속 완성되었다. 

조선의 궁궐은 역 의 궁궐  실물이 존한다는 에서, 한 왕이 거주

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심이라는  등으로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일제시기 

京城府史를 비롯, 해방 후 서울600년사 등에서는 편년에 따른 서술을 통

해 강의 궁궐 역사를 복원하 으며, 1994년 한양 定都 600주년 기념사업  

근래의 문화유산에 한 붐은 궁궐에 한 다종다양한 연구와 인 서

들을 양산하 다. 홍순민은 조선의 궁궐체제를 “양궐체제”라 규정하여 조

선 시기의 궁궐 건설과 운용이 갖는 정치  의미를 통시 으로 살피기도 

하 다.1)1)

그러나 궁궐에 반 된 사상  측면을 다룬 본격 인 연구는 상 으로 그

다지 많지 않다. 이강근,2)2)허균3)
3)등은 建造物의 배치  양식, 혹은 각명이

1) 홍순민, 1996 조선왕조 궁궐 경 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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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상징 요소를 통해 경복궁에 반 된 사상을 되짚어보았다. 이러한 연

구들에서 경복궁은 체로 유학  이념  제에 따른 차등  계에 기반

하고 있으나 易이나 천문사상 등의 요소가 왕권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 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 부터 고종 까지의 시차와 사상  변화 등을 무시하

으며, 유교  제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상과 건축 사이의 명확한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여 무리한 분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유교 경학의 건축제도에 한 심도있는 이해 속에서 조선 기

에 확립된 의례와 건축 사이의 연 성에 주목하여 조선 궁궐제도의 형성을 

찾아내려고 한 연구도 있었다.4)4)이러한 연구들은 유교식 제와 그것이 반

된 건축제도에 한 깊은 이해가 돋보이지만, 제도의 측면에서 다루어 조선식 

궁궐제도의 완성 시 을 세종  혹은 그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보고 개창기의 

경복궁은 고려의 건축 습에 주된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조

선을 건국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이념을 궁궐에 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후와 어떠한 연 을 맺고 있는지에 해서는 다루지 못하 다.5)
5)

이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태조  건설된 경복궁이 과연 어

떠한 사상  바탕에서 건설되었으며, 건설자들이 구체 으로 어떠한 이념을 

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한 단서로서 태조  정도 에 

의해 명명된 각명에 주목하 다. 

태조  건설된 경복궁의 건축물은 존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건축물

의 배치나 양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근본 인 한계가 있으며 한 오해하

2) 이강근, 1984 ｢경복궁에 한 건축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  논

문; 1998 경복궁, 원사 빛깔있는 책들.

3) 허균, 2005 사료와 함께 새로 보는 경복궁, 한림미디어.

4) 정기철, 1999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건, 서울 학교 건축학과 박

사학  논문.

   조재모, 2003 조선시  궁궐의 건축조 과 건축형식, 서울 학교 건축학과 박사

학  논문.

5) 조재모는 경복궁 창건에서 5칸의 정 , 3칸의 보평청(곧 편 )과 연침 등 주요한 

3동의 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조선시  궁궐배치의 근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

하 다. 그러나 배치의 연원을 고려 말 궁궐운  체제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쳐 그러한 배치가 갖는 역사  의미를 규명하지는 못하 다.(조재모, 의 

논문,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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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주지하다시피 경복궁은 창건기, 세종  창기를 거쳐 임진왜란 때 

완 히 소실되어 폐허로 존재하다가 고종  건을 통해 다시 건설되었다. 고

종  건을 하면서 체 으로 기에 있었던 각들은 명칭이 그 로 사용

되었으며 치나 기능 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고종

 건된 경복궁의 모습을 바탕으로 기 경복궁의 모습까지 소 하여 서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표 인 가 바로 교태 에 한 것이다. 교

태 은 세종 에 건설되었는데, 고종  경복궁을 건하면서 교태 이 왕비의 

침 으로, 강녕 이 왕의 침 으로 건설됨에 따라 세종  건설된 교태 도 왕

비의 침 으로 오해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선 기 교태 은 왕의 별실에 불

과하 다.
6)6)

이러한 험성은 각명을 분석하는 데에도 내재되어 있다. 각명도 어떠

한 맥락에서 그러한 이름을 붙 는지에 한 설명이 없으면 잘못 분석하기 

쉽고,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시 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

나 태조  경복궁의 각명은 왜 그런 이름을 선택하 는지를 설명한 정도

의 기문들이 남아 있어 실수할 여지가 어든다. 

유학자에게 있어 자신들의 道, 즉 사상을 표 할 수 있는 궁극 인 수단은 

문자(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문자(언어)에 자신들의 지향을 표 하려

고 하 고, 특히 이름을 붙이는 것 - 개인의 號, 집이나 서원․정사 같은 장소

의 이름, 각, 친근한 풍경에 부여하는 이름 등은 외부에는 자신들의 지향을 

가장 효과 으로 드러내고, 내부 으로는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의 칙이기도 

하 다. 그 기 때문에 태조  경복궁 각명은 새 왕조의 법궁이라는 가장 

상징 인 장소에, 당시 이들이 가장 실하게 생각하 던 문제의식을 담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를 해 1장에서는 각명 기문을 분석하고 2장에서는 그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정도 의 정치사상의 특징과 지향을 서술하겠다.

6) 곽순조, 2000 ｢궁궐운 을 통하여 본 조선 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에 한 연구｣, 

성균 학교 건축학과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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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조  각명에 담긴 의미

경복궁은 1395년(태조 4) 9월 29일 완공되었으며, 약 1달 후인 10월 7일 정

도 이 새 궁궐 각의 이름들과 그 뜻을 지어 올렸다. 창건 당시의 기록을 

통해 각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7)7)

7) 太祖實 권8, 태조 4년 9월 庚申

   “新宮燕寢七間 東西耳房各二間 北穿廊七間 北行廊二十五間 東隅有連排三間 西隅

有連排樓五間 南穿廊五間 東 寢三間 穿廊七間接于燕寢之南穿廊 又穿廊五間接于

燕寢之東行廊 西 寢三間 穿廊七間接于燕寢之南穿廊 又穿廊五間接于燕寢之西行廊 

報平廳五間 視事之所 在燕寢之南 東西耳房各一間 南穿廊七間 東穿廊十五間 始自

南穿廊第五間 接于東行廊 西穿廊十五間 亦起南穿廊第五間 接于西行廊 自燕寢北行

廊東隅 止于正殿北行廊之東隅二十三間 爲東行廊 自西樓止正殿北行廊之西隅二十間 

爲西行廊 以上爲內殿 正殿五間 受朝之所 在報平廳之南 有上下層越臺 入深五十尺 

廣一百十二尺五寸 東西北階廣各十五尺 上層階高四尺 石橋五級 中階四面廣各十五

尺 下層階高四尺 石橋五級 北行廊二十九間 穿廊五間 起自北行廊 接于正殿之北 水

剌間四間 東樓三間 有上下層 其北行廊十九間接于正殿之北行廊東隅 內東廊連 其

南九間接于殿門之東角樓 西樓三間 有上下層 其北行廊十九間接于正殿之北行廊西隅 

內西廊連 其南九間接于殿門之西角樓 殿庭廣東西各八十尺 南一百七十八尺 北四

十三尺 殿門三間 在殿之南 左右行廊各十一間 東西角樓各二間, 午門三間 在殿門之

南 東西行廊各十七間 水閣三間 庭中有石橋御溝 水所流處也 門之左右行廊 各十七

間 東西角樓 各二間 東門曰日華 西曰月華 其餘厨房燈燭引 房尙衣院兩殿司饔房尙

書司承旨房內侍茶房敬 府中樞院三軍府東西樓庫之類 總三百九十餘間也 後築宮城 

東門曰建春  西曰迎秋 南曰光化門 樓三間有上下層 樓上懸鍾鼓 以限晨夕警中嚴 門

南左右 分列議政府三軍府六曹司憲府等各司公廨”.

   <표 1>은 내 과 외 의 주요 각들을 심으로 정리하 다.

구분 건물이름 간수 비고

內殿

燕寢 7 [康寧殿]

  耳房 行廊(穿廊포함) 49

東 寢 3 [延生殿]

  穿廊 12

西 寢 3 [慶成殿]

  穿廊 12

<표 1> 창건 기 경복궁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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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침은 7칸으로서 3칸 규모의 동․서 소침과 행랑으로 연결되었으며, 남쪽

으로도 천랑이 있어 5칸 규모의 보평청과 연결되었다. 정 도 5칸 규모로 보

평청 남쪽에 치하 는데, 상․하 이 의 월  에 자리잡았다. 한 정  

좌우 행랑에는 3칸 규모의 동․서각루가 있었고, 정  남쪽에는 殿門 3칸이 

있었으며 그 남쪽에는 午門 3칸이 있었다. 보평청과 정 을 비롯한 궁궐 역

은 행랑으로 둘러싸여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창건 기사를 바탕으로 彬山信

三, 김동욱, 곽순조는 창건 당시의 경복궁의 배치안을 추정한 바 있는데, 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2> 북궐도형 비교참조) 이들의 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으로 축선을 갖는 좌우 칭의 배치 속에서 정 , 보평청, 연침

의 세 각이 일렬로 늘어선 구조라는 기본 윤곽에서는 동일하다.
8)
8)

정도 은 궁궐의 제도와 이름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궁궐이란 임 이 정사를 다스리는 곳이요,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이요, 신민들이 

8) 조재모, 앞의 논문, 151-152면. 그림 4-1 재인용.

報平廳 5 [思政殿] 視事하는 곳

  耳房 行廊(穿廊포함) 82

  내  간수 소계 173

外殿

正殿 5 [勤政殿] 조회를 받는 곳

  行廊(穿廊포함) 수라간 38

東樓 3 [隆文樓]

  行廊 28

西樓 3 [隆武樓]

  行廊 28

殿門 3 [勤政門]

  行廊 角樓 26

午門 3 [正門]

  行廊, 水閣 角樓 75

  외  간수 소계 212

* 홍순민, 1996 조선왕조 궁궐 경 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

문, 77면 <표 2> 축약 재인용

** [ ]는 정도 이 명명한 각명이다.



<그림 12>  북궐도형(고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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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장엄하게 해서 엄을 보이고 이름을 아름

답게 지어 신민들로 하여  보고 느끼게[觀感] 해야 합니다. 漢唐 이래로 宮殿의 

호칭이 혹은 에 있던 이름을 따기도 하고 혹은 고쳐 부르기도 하 으나, 그 존

엄성을 보이고 觀感을 일으키는 바는 그 의의가 동일한 것입니다.
9)9)

<그림 1> 창건 경복궁 배치 추정안 ▲

궁궐은 정치 행 가 펼쳐지는 장소인 동시에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엄한 제도, 즉 가시 인 모습을 통해서 임 의 권 를 시각 으

로 드러내야 하며, 궁 에 붙여진 이름들은 신민들이 보고 감동하도록[觀感]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면 정도 이 신민들이 보고 감동하기를 바랐던 궁 의 이름들은 무

엇이었을까? 그가 지은 신궁과 각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9) 三峰集권4, 記 景福宮

   “臣按 宮闕人君所以聽政之地 四方之所瞻視 臣民之所咸造 故壯其制度 示之 嚴 

美其名稱 使之觀感 漢唐以來 宮殿之號 或沿或革 然其所以示 嚴而 觀感 則其義

一也”

   동일한 내용이 太祖實 (권8, 태조 4년 10월 丁酉)에 실려 있다. 각명 기문의 

내용과 실록의 기사가 거의 다름이 없어 이후에 기문 인용은 삼 집에 근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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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궁궐을 景福宮이라 하고, 燕寢을 康寧殿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寢을 延生

殿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寢을 慶成殿이라 하고, 연침의 남쪽을 思政殿이라 하

고,  그 남쪽을 勤政殿이라 하고, 東樓를 隆文樓라 하고, 西樓를 隆武樓라 하고, 

殿門을 勤政門이라 하며, 남쪽에 있는 문[午門]을 正門이라 하 다.
10)10)

먼  경복궁이라는 궁의 이름은 詩經 ｢大雅｣ 生民편 旣醉장에서 따왔

다.
11)11)정도 은 기취장의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가 불러서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景福]을 크게 받으리로다.’에서 그 뜻을 따오면서, 하와 자

손이 만년 태평의 업을 리시고, 사방의 신민들이 길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

을 것을 바란다고 하 다.
12)12)

시경집 에서는 生民편의 시들은 어디에 쓰인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郊

祀를 지낸 후의 와 련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13)13)그 에서도 기

취장은 제사 후 풍성하게 연향을 받은 부형이 그에 한 답으로 시를 올려 

큰 복을 받을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부형이 받기를 기원한 큰 복은 구체

으로 어떤 것인가? 바로 군자가 죽음을 잘 맞고 효자가 끊이지 않으며 자손

이 훌륭한 배필을 얻어 좋은 자손이 잇달아 나오는 것으로서 국운이 면면이 

이어지라는 것이었다. 원래 ‘경복’이라는 단어는 ‘큰 복’이라는 자  뜻 그 

자체로서 시경 곳곳에서 쓰 다. 그러나 나라의 운이 면면히 이어질 것을 

칭송한다는 에서 볼 때 기취장에 쓰인 ‘경복’은 개창한지 3년도 안 된 새 왕

조에 가장 합한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다.

장구한 국운을 기원한 것이 궁의 이름이었다면, 성리학에 기반한 군주 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침의 이름인 강녕 이다. 이 이름은 서경 홍범 편

에서 비롯하 다.

신은 상고하건 , 洪範 아홉째 五福에서 셋째가 康寧이었습니다. 개 인군이 

마음을 바루고[正心] 덕을 닦아[修德] 황극을 세우면 오복을 릴 수가 있습니다. 

강녕은 바로 그 오복의 하나인데 그 에서 강녕만 든 것은 그를 들면 나머지(壽

10) 太祖實 권8, 태조 4년 10월 丁酉.

11) 三峰集권4, 記 景福宮.

12) 앞의 기문, “臣受命謹拜手稽首 誦周雅旣醉以酒 旣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請

名新宮曰景福 庶見殿下及 子孫 享萬年太平之業 而四方臣民 亦永有所觀感焉”

13) 詩經集傳 大雅 生民之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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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富ㆍ攸好德ㆍ 終命)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4)14)

홍범은 洪範九疇라고도 하는데, 은나라의 유신인 箕子가 彛倫을 묻는 주나

라 무왕에게 한 것이다. 정치는 天의 常道인 五行을 비롯한 五事․八政․五

紀․皇極․三德․稽疑․庶徵․五福․六極 등의 九疇에 의해 인식되고 실 된

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정도 은 홍범구주의 아홉째인 오복  ‘강녕’을 

각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이다.

홍범편은 이미 漢代부터 주목받아왔으나 당시에는 天人相關의 측면에서 사

용되었다. 한 홍범편을 해석하는 심도 五行에 있어서 이를 가지고 나머지 

八疇를 통하여 설명하 다. 그러나 북송  이후 天의 주재자 인 측면이 부

정되고 天理  天으로 그 개념이 환되기 시작하면서 논의의 심은 皇極으로 

옮겨가게15)되었다.15)

사실 홍범편은 송 에  학  용에 이어 가장 많은 주석이 나올 정도

로 신유학의 정치사상 형성과 한 련을 맺고 있다. 漢代에 황극에 해

서 ‘大中’(皇=大, 極=中) 혹은 ‘君中’(皇=君, 極=中)이라 해석한 것에 하

여, 주자는 皇을 군주로, 極을 至極의 뜻으로 보아 군주가 세우는 표 으로 해

석하 다.16)16)주자는 황극이 인군이 정치를 행하는 心法이라고 본 것이다. 이

후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홍범편은 천리  천의 념에 기반하여 군주가 수신

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편  天理에 합하는 人道의 표 을 구 하는 구조

를 다룬 편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성리학  경세 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

게 되었다.

14) 三峰集권4, 記 康寧殿 “臣按洪範九五福 三曰康寧 蓋人君正心修德 以建皇極則

能享五福 康寧乃五福之一 擧其中以該其餘也”.

15) 藏秋華, 1986 宋人洪範學 台北 國立臺灣大學出版委員 , 245면.

    宋代 天觀의 변화에 해서는 미조구치 유조 /최진석 역, 2004 개념과 시 로 

읽는 국사상 명강의 소나무 참조.

16) 송 에도 여 히 황극을 大中之道로 해석한 논자들이 많았으나 주자학이 후  

강한 향력을 미치면서 주자의 해석이 권 를 얻었다.(藏秋華, 앞의 책) 송 에 

자의 해석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人君이 極(혹은 )의 주체가 되는지에 해

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오행을 심으로 보았던 漢代와는 달리 황

극이 홍범구주의 심이며 이것이 천지 만물을 화생시키는 칙으로서 지공지 한 

도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송  여러 학자들이 공통 인 기반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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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 홍범편에서도 오복  하나인 강녕을 각의 이름으로 삼은 이유

는 군주가 황극을 잘 세웠을 때 오복을 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五福과 

六極17)은17)君主에 있어서는 皇極을 세우고 세우지 못함에 계되고, 人民에 있

어서는 敎訓을 행하고 행하지 않음에 달려 있으니, 감응의 이치가 미묘하다”

고 한 서경집 의 입장18)과18)동일하다. 결국 그는 ‘강녕함’을 얻으라는 축수의 

의미에서 각의 이름을 따왔다기 보다는 ‘황극’에 해 이야기하기 해 강녕

을 거론하 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송 에 홍범편의 심이 황극으로 이동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도 은  다른 그의 에서 

일 이 논하건 , 禹가 舜에게서 傳授받은 것은 執中이라는 한 마디 말이요, 하

늘에게서 얻은 것은 洪範九疇인데, 개 皇極이 앙에 처하여 하나로써 여덟을 

어거하고, 안에 있으면서 밖을 제어하니, 역시 中일 뿐이다. 聖學이 밝아지고, 彝倫

이 펴져 더욱 世敎에 공이 있음이 이와 같았으니, 아아 훌륭하도다.
19)19)

라고 하여 홍범구주의 심이 황극에 있음을, 한 그것이 안에 있으면서 

밖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직 으로 거론하기도 하 다. 

강녕  뿐만 아니라 동․서소침의 이름도 홍범의 세계에 기반하고 있다. 소

침인 연생 ․경성 의 기문에서는, 

천지는 만물을 에 생장시키고, 가을에 성숙시키고, 성인은 만백성을 仁으로 

생장시키고 義로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하늘을 신하여 만물을 다스린다

고 하는 것이니, 그 政令을 베푸는 것은 하나같이 천지의 운행에 근본을 둡니다. 

동쪽 寢을 연생 , 서쪽 소침을 경성 이라고 하 으니, 이것은 하께서 천지의 

생장과 성숙을 본받아 정령을 밝히는 것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20)20)

17) 육극은 오복의 반 되는 것으로서 凶短折(제 로 죽지 못하거나 요 하는 것), 

疾(질병), 憂(우환), 貧(가난함), 惡(악함), 弱(나약함)이다.

18) 書經集傳 권6, 周書 洪範 “五福六極 在君則係於極之建不建 在民人則由於訓之

行不行 感應之理微矣”.

19) 三峰集권11, 經濟文鑑別集 上 禹 “蓋嘗論禹之傳於舜  執中一語 得於天  洪

範九疇 蓋皇極居中 以一御八 居中制外 亦中而已矣 聖學明而彝倫敍 尤有功於世敎

也如此 吁盛矣哉”.

20) 延生殿ㆍ慶成殿.

    天地之於萬物 生之以春 成之以秋 聖人之於萬民 生之以仁 制之以義 故聖人代天理

物 其政令施爲 一本乎天地之運也 東 寢曰延生 西 慶曰慶成 以見殿下法天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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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소침들은 임 이 천지를 본따 정령을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 하

다. 에 만물이 생장하고 가을에 성숙하는 것은 천지의 당연한 이치로서 

天理를 의미하는 것이다. 군주는 바로 그러한 천리를 신하여 정사를 펼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천리와 군주의 통치 사이의 연 성을 설명한 것이 바로 

동․서소침의 이름이다. 앙의 연침은 황극을, 좌우의 소침은 천리의 운행을 

의미하여 황극을 세운 군주가 천리를 따라 주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

로 강녕  일곽이라 하겠다.

그 다면 황극을 세우는 문제를 왜 하필 연침인 강녕 에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곳이 군주가 여러 이목을 떠나 편히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루고 덕을 닦는 일은 여러 사람이 다 보는 데서는 애써 실천하지만, 

한가하고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안일에 빠져서 경계하는 뜻이 매양 게으르게 됩니

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바가 있고 덕이 닦여지지 못하는 바가 있어, 

皇極이 서지 못하여 五福이 이지러지게 됩니다.
21)21)

여러 사람이 다 보는 데서는 마음을 바루고 덕을 닦는 일을 실천하지만 홀

로 있으면 안일해지기 쉽다. 그 기 때문에 정도 은 홀로 있는 연침에서야 

말로 임 이 마음을 바루고 덕을 닦아야 황극을 세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연침에서 황극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도 은 강녕  기문에

서 詩經 大雅 抑편의 衛武公의 시  다음을 인용하 다.

 군자와 벗함을 보건 視爾友君子

얼굴을 화하고 부드럽게 하며 輯柔爾顔

어떤 과실이 없을까 두려워하는구나 不遐有

 집에 있을 에 相在爾室

구석진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행해야 한다 尙不愧于屋漏
22)22)

生成 以明其政令也.

21) 의 기문, “然所 正心修德 在衆人共見之處 亦有勉強而爲之  在燕安獨處之時 

則易失於安佚 而 戒之志 每至於怠矣 而心有所未正 德有所未修 皇極不建而五福

虧矣”.

22) 詩經 大雅 湯之什 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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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남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도

록 행동하라고 경계하는 것으로 연침에 建皇極의 의미를 담기 해 강녕이라

는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詩經 해당 편의 주에서 “이것은 

正心誠意의 지극한 공부인데 무공이 이에 미쳤으니 한 성 의 무리로다”
23)23)

라고 하 다. 이 시를 통해 정도 은 ‘正心誠意’를 언 하려던 것일까?  

기문의 마지막에서 정도 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원컨  하께

서는 무공의 시를 법받아, 안일을 조심하고 경외를 보존하여[戒安佚而存敬畏] 

황극의 무궁한 복을 리소서.” 라고 하 다. ‘계안일’과 ‘존경외’는 大學衍義
의 편목인 ‘崇敬畏’, ‘戒逸欲’과 한두 자만 바꾸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의미

를 띠고 있는데, 이 두 편목은  학의 誠意正心편에 해당한다. 이상을 볼 때 

강녕  기문을 통해 정도 이 주장한 황극을 세우는 방법은 정심성의에 있는 

것이다.

‘정심’과 ‘성의’는 학의 8조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格物과 致知가 外物에 

한 궁구를 뜻한다면 정심과 성의는 자기 수양의 기 이다. 정심성의를 닦는 

일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까지 이어지는 경세의 시작인 것이다. 에서 언

한 무공의 시는 中庸의 마지막 장인 제33장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이 

장은 근본을 돌이켜 찾아 다시 下學이 자신을 한 학문을 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는 일로부터 미루어 공손함을 돈독히 하여 천하가 다스려지는 융성함

을 언 하 다.
24)24)즉 정심성의는 황극을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결국 강녕 과 두 소침 연생․경성 으로 구성된 연침 일곽은 서경 홍범의 

세계에 기반하여, 인군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 황극을 세우는 것이 

정사의 근본으로서(강녕 ) 그 방법은 성의정심이며, 이를 바탕으로 천도에 

순응하여 정령을 밝히는 것(연생․경성 )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정심성의를 통해 황극을 세웠다면 천하의 이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에 한 설명이 바로 강녕  일곽에 이은 사정 에 담긴 뜻이다. 그런데 사

정 이라는 이름을 설명하기 에 먼  원 명칭인 報平廳에 주목할 필요가 

23) 의 , “此正心誠意之極功 而武公及之 則亦聖賢之徒矣”.

24) 中庸 제33장 右 第三十三章 子思因前章極致之  反求其本 復自下學爲己謹獨之

事 推而 之 以馴致乎篤恭而天下平之盛 又贊其妙 至於無聲無臭而後已焉 蓋擧一

篇之要而約 之 其反復丁寧示人之意 至深切矣 學 其可不盡心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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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5)25)

1395년(태조 4) 각 규모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사용된 보평청이라는 명칭

은 고려 공민왕 5년에 최 로 등장하여26)26)이후 간헐 으로 등장하다가 조선 

태조  경복궁, 태종  창덕궁에 동일한 이름의 각이 건설되었다.
27)27)경복궁

의 보평청은 정도 이 사정 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름이 바 었고 창덕궁의 

보평청은 1446년(세종 28) 세종비의 魂宮으로 사용하면서 輝德殿으로 개명됨

으로써
28)28)보평청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보평’이라는 각명칭은 국이나 우리나라 역  

각명, 혹은 유가 경 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高麗史에 따르

면 “‘보평’의 는 정사를 처결하고 법령을 선포하는 것”
29)

이며,29)보평청은 “친

림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친히 처리하며 날마다 경연을 열고 노성한 학자들

을 맞아다가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강론하여 성 의 학문을30)연구”30)하는 곳

이라고 하고 있다. 즉 보평청은 왕이 직  신하들을 만나 정무를 보고, 경연을 

여는 곳으로 편 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하겠다.31)
31)

고려 말 군주가 일부 측근들에게만 의존하여 행 인 정사가 행해지는 것

에는 궁궐 안에 군주와 올바른 신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인 장소가 없

었던 것도 요한 이유가 아닐까? 고려 말의 유신들은 그 다고 생각하 다. 

25) 고려말 보평청의 등장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동욱, 1998 ｢조선 기 창건 경복궁

의 공간구성｣ 건축역사연구 15 를 들 수 있다. 

26) 高麗史권39, 世家39 恭愍王 5년 5월 庚辰.

27) 太宗實 권10, 太宗 5년 10월 辛巳.

28) 世宗實 권111, 世宗 28년 3월 丁酉.

29) 高麗史권134, 列傳47 禑王 6년 5월 憲府 상소 “報平之禮 所以聽政 令”.

30) 高麗史권134, 列傳47 禑王 6년 11월 白君寧의 상소 “親御報平廳 聽斷萬機 日開

經筵 詳延 成 講論治道 成就聖學”.

31) 김동욱은 보평의 어휘를 풀이하여 ‘죄를 심 하되 공평하게 한다는 뜻’으로 보고 

보평청의 주요 기능으로 죄인의 처단을 꼽았으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것

은 편 의 기능과 동일하다고 하 다.(김동욱, 앞의 논문 14면) 죄인 처단이라는 

기능은 정무라는 큰 범주에서 볼 때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공민왕  이후 보

평청에서 죄인이 처단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보평청은 죄인 처단 같

은 구체 인 정사보다는 왕이 신하들과 공식 으로 소통하는 장소라는 데에 더

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 과 보평청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각이었으며 이곳을 왕이 정사를 보는 곳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탁견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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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文寶(?-1374)는 충숙왕에 해서 연경에 머문지 5년 만에 왕의 성품이 바

어서 본국에 돌아온 후에도 

항상 깊숙한 궁 에 거처하면서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朝臣을 견하지 않고 정

사를 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소인들이 함께 나와서 …… 벼슬을 팔고 刑獄을 

팔아 못하는 짓이 없었다.
32)32) 

라고 하 다. 

그리하여 고려 말 성리학에 입각한 군주수신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로 

꼽히는 이제 33)도33)편 을 주목하게 된다. 그는 충목왕이 즉 한 후 都 에 

올린 상서에서 당 의 시 한 조목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제일 먼  꼽았다.

1) 지  우리 국왕은 옛날 임 의 맏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시기의 나이에 천자

의 명령을 받아 왕 를 이었으며 마침 왕이 실각한 직후이므로 큰 조심성을 가

지고 언어 동작을 삼가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심하고 삼가는데 德性을 닦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덕성을 닦는 요체는 을 배우는 것만한 것이 없다. …

2) 임 과 신하는 한 몸과 같으니 임 과 신하가 근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지  재상들은 연회가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으며 특별히 부르지 않으면 자진하여 

갈 수 없는 형편이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응당 임 을 매일 便殿에 나오게 하

여 재상들과 함께 정사를 의논  하거나 혹은 정기 으로 회합의 날을 정하여 신

하가 임 에게 가서 회의를 가지게 하되 아무리 일이 없을 때라도 이 행사를 폐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게 하지 않으면 신은 차 멀어지고 宦寺는 차 친하여

져서 백성의 행복과 고통, 그리고 나라의 존망에 한 문제들을 임 에게 알게 할 

수 없을 것이다.
34)34)

32) 高麗史節要권24, 忠肅王 15년 7월

    史臣白文寶曰 王留燕五年 憂勞驚悸 損傷天性 及還國 常居深殿 忽忽不  不接

朝臣 不親政事 由此 人並進 …… 擅權柄 賣官鬻獄 無所不至.

33) 김인호, 1998 ｢여말선  군주수신론과  학연의｣, 역사와 실 29.
34) 高麗史권110, 列傳23 李齊賢

    “忠穆襲位 進判三司事 府院君 上書都 曰 今我國王殿下 以古 元子入學之年 承

天子明命 紹祖宗重業 而當前王顚覆之後 可不 心翼翼 以敬以愼 敬愼之實 莫如修

德 修德之要 莫如嚮學 …… 

    君臣義同一體 元首股肱 不親附可乎 今宰相非宴  不相接 非特召 不得進 此何理

乎 當請日坐便殿 每 宰相 論議政事 或可分日進  雖無事不廢此禮 不然則大臣日

 宦寺日親 生民休戚 宗社安危 恐莫得而上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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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 은 어린 나이로 즉 한 충목왕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경연을 설

치하고 재상들과 정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정기 이고도 공식 인 형태로 만

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통로가 마련되기 

해서는 궁궐 안에 경연이나 회의를 한 장소가 공식 으로 존재해야 하는

데, 편 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소 다. 

고려 기에도 편 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형벌

을 결정하는 등의 정치행 가 펼쳐졌다. 그러나 고려 기의 궁궐에는 이러한 

편  역할을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으며,35)35)경연이 주로 행해진 것도 아

니었다. 그에 비해 고려 말 보평청은 신하들과 공식 으로 정사를 논의하는 것 

외에 경연이라는 요소가 한층 더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이 

조선 까지 그 로 이어져 경복궁에 보평청이 건설된 것이라 할 수36)있겠다.36)

바로 이 게 임 의 수신이 이루어지고 정무를 보아야 하는 보평청에 정도

이 부여한 이름은 바로 “思政” 이었다. 

천하의 理는 생각하면 얻고 생각지 않으면 잃습니다. 개 인군은 한 몸으로 숭

고한 지 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 에는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 한 사람

들이 있으며, 많은 일 가운데는 시비와 이해가 뒤섞여 있으니, 진실로 깊게 생각하

고 세 하게 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여 처리하겠으며, 

어떻게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알아서 쓰고 쓰지 않겠습니까?
37)37)

천하의 理를 얻는 것은 임 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아니면 政事가 

35) 편 의 기능을 담당했던 각들로서는 重光殿, 文德殿, 宣政殿 등을 꼽을 수 있

다. 고려 기 궁궐 각의 기능에 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36) 高麗史를 보면 고려 기에도 편 이 자주 등장한 것에 비해, 이상하게도 보

평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공민왕 부터 고려 말까지는 편 의 용례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의 상서 이후 충목왕  잠시 경연의 장이 만들어지나 이

후 폐지되었으며, 공민왕 즉  후에야 다시 실행되었다.(김인호, 1999 고려후기 

사 부의 경세론 연구, 혜안, 200면) 공민왕  보평청의 등장은 이 시기 경연제

도의 부침과 한 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37) 三峰集권4, 記 思政殿 

    天下之理 思則得之 不思則失之 蓋人君以一身據崇高之位 萬人之衆 有智愚賢不肖

之混 萬事之繁 有是非利害之雜 爲人君  苟不深思而細察之 則何以別事之當否而

區處之 人之賢否而進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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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행해지지 않는다. 그는 “思”의 요성을 논어 자한편과 서경 홍범

편을 인용하며 강조하 다. 

詩經에 이르기를, ‘어  를 생각지 않으리오마는 집이 멀어서 못한다.’ 하

는데, 공자가 이르기를, ‘생각을 하지 않음이지 어  멀어서 그 겠는가?’ 했으

며,
38)38)書經에 이르기를, ‘생각은 슬기로운 것이며, 슬기로움은 성인이 된다.’

39)

고39)했으니, 생각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쓰임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40)40)

논어 자한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음이지 어  멀어서 그 겠는가?’ 라고 

한 공자의 말에 해 程子는 仁이 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루기 쉽다

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어렵게만 여길 것만도 아니어서 항상 그에 해 생

각을 한다면 구라도 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풀이하며 공자가 이것을 말한 

뜻이 매우 심원하다고 하 다. 이 부분을 정도 이 특히 언 한 것은 임 이 

仁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실천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요하다고 말하기 

한 바일 것이다. 특히 이 장은 사정  기문을 작성하는 데 힌트를  것으

로 보인다. 이 장의 新安 陳氏 주에서 “理의 所在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으니 

어  멀 것이 있겠으며,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으니 비로소 그것이 멀

다는 것을 볼 뿐”
41)

이라고41)하여 사정  기문의 첫 구 과 거의 비슷한 구조

를 띠고 있다. 정도 은 思를 통해 理의 소재, 즉 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야기한 것이다.

한편 思는 홍범구주의 五事(貌, , 視, 聽, 思)  하나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오행이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오사인데 오사를 가지고 오행을 참고하면 

하늘과 인간이 합한다고 하여 오사는 人道의 근본으로서 시되었다. 특히 ‘敬

38) 論語集註 子罕 “唐棣之華，偏其反而 豈不爾思 室是遠而 … 子曰未之思也，夫

何遠之有 ○夫子借其 而反之，蓋前篇仁遠乎哉之意 ○程子曰 聖人未嘗 易以驕

人之志，亦未嘗 難以阻人之進 但曰未之思也，夫何遠之有 此 極有涵蓄，意思深遠”.

39) 書經集傳권6, 周書 洪範.

40) 앞의 기문, “詩曰 豈不爾思 室是遠而 孔子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書曰 思曰睿 

睿作聖 思之於人 其用至矣”.

41) 論語集註권9, 子罕.

     新安陳氏曰 逸詩所 爾思 以思其人  夫子所 未之思 以思此理  理之所在 思

則得之 何遠之有 不思則不得 始見之其遠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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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五事’
42)

라42)하여 敬하되 五事로써 한다고 하여 수양 공부와도 연 이 되었다. 

程頤는 홍범편의 오사는 성인이 되는 공부, 즉 敬을 실천하는 주요한 방법을 

가리킨다고 보았는데, 오사 에서도 思로써 학문에 힘쓰면 식견이 넓어지고 

지가 통하여 格物致知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43)43)보평청이라는 공간이 고려 

말에 격물치지의 공부가 행해지는 경연의 장으로서 시되었다는 을 염두

에 둔다면, 정도 은 정이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思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정도 은 군주가 홀로 거처하는 연침인 강녕  일곽에서는 정심성의

를 바탕으로 군주의 심법을 바로잡아 황극을 세우고, 사정 에서는 理의 소재

인 仁에 나아가는 방법에 하여 思를 비롯한 五事를 지극히 하는 格物致知

의 공부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임 이 思를 지극히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천하의 理를 얻는 법이다. 그

다면 천하의 일을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가?
44)44)이에 한 답이 바로 근정  

일곽에 붙여진 이름이다.

근정 은 조회를 받는 각으로서 그 기문에서 정도 은 人君이 정사에 부

지런할 것을 말하며 ‘勤政’이라는 이름을 택하 다고 하 다. 그러나 단순히 

임 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임 의 부지런함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에 해 정도 은 1396년(태조 5) 실시한 殿試의 책문에서 근정

문의 기문보다 좀더 구체 으로 질문을 던졌다.

書經을 상고해 보니 이르기를, ‘文王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 먹을 여

가도 없게 일하여 만민을 다 화평하게 살게 했다.’고 하 고,  ‘문왕은 여러 말과 

42) 書經集傳권6, 周書 洪範 제4장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

徵 次九曰嚮用五福 用六極”.

43) 藏秋華, 앞의 책, 236면.

    胡瑗((993~1059), 字는 翼之. 孫復과 함께 宋學의 선구로 꼽히는 인물)도 思 하

나가 오사를 다 포함한다(같은 책, 43면)고 하 고, 朱子 역시 五事는 思를 주로 

한다고 하여 오사의 심을 思로 보았다.(書經集傳권6, 周書 洪範 “洪範五事 

以思爲主 蓋不可見而行乎思 之間也”).

44) 사정 의 기문은 “天下之理 思則得之 不思則失之” 로 시작하고, 근정 의 기문

은 “天下之事 勤則治 不勤則廢 ”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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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獄에 해서 마치 일삼지 않는 것같이 하 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터 임 이 부지런히 힘써서 나라를 얻었고 편

안히 놀다가 나라를 잃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다만 부지런할 만 알고 부지

런히 해야 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면, 그 폐단이 가혹하게 살피는 데 그치고 말아 

다스림에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다면 임 이 임 으로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45)45)

시책에서 정도 은 주나라 문왕을 언 하며 임 이 부지런히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 다. 문왕의 부지런함에 한 내용은 書經 無逸편

에 보이는 것이며 근정 ․문의 기문에도 같은 편이 인용되어 있다. 이 시

책의 문제의식은 바로 근정 ․문의 기문과 동일한 것이다.46)46) 의 에서는 

‘부지런할 만 알고 부지런히 해야 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

다. 그래서 정도 은 근정 문 기문의 마지막에서 임 이 무엇에 부지런해야 

하는가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 다.

先儒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정사를 처리하고, 낮에는 어진 이를 방문하고, 녁

에는 朝令을 만들고, 밤에는 몸을 편히 쉰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인군의 부지런한 

것입니다.  이르기를, ‘어진 이 구하는 데는 부지런하고, 어진 이 임명하는 데는 

빨라야 한다.’고 하 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로써 올리는 것입니다.
47)47)

윗 에서 인용한 첫 번째 선유의 말은 春秋左氏傳 昭公傳元年에 나오는 

子産의 君子4時에 한 것이며,48)48)다음 선유의 말은 書經集傳 立政편의 주

45) 三峰集권4, 策題 殿試策 “稽之於書 曰文王自朝至于日中昃 不遑暇食 用咸和萬

民 又曰 文王罔攸兼于庶 庶獄 則宜若無所事事矣 其日不遑 何歟 自古爲人君  

莫不以勤勞得之 逸豫失之 然徒知其勤 而不知所以爲勤 其弊也失於苛察而無補於治

矣 然則人君之所當勤  抑何事歟”.

    문집에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도 이 知貢擧를 맡은 것이 1388년과 

1396년 두 차례 고 시에서 책문을 시험한 것은 조선에 들어서면서 으므로 

1396년의 책문으로 추정된다.(太祖實 권9, 태조 5년 3월 癸酉).

46) 시책의 문제의식은 근정 문 기문에 담겨 있는 임 이 부지런해야 하는 요체

에 더하여 민정이 소통되도록 하는 방법, 명령이 제 로 행해지도록 하는 방법 

등을 더 묻고 있다.

47) 三峰集권4, 記 勤政殿門 “先儒曰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修令 夜以安身 此人

君之勤也 又曰 勤於求賢 逸於任賢 臣請以是爲獻”.

48) 春秋左氏傳의 해당 부분의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晉平公이 병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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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 된 漢 孔安國의 말이다. 정도 이 근정 이라는 이름에 담은 뜻은 서
경집 의 무일편과 입정편에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서경집 에서 傳의 찬자 역시 무일편과 입정편을 함께 야 한다고 하

다. 서경집 은 蔡元定(1135-1198)-蔡沈(1167-1230) 부자에 의해서 완성되

었는데, 본래 채침의 스승인 朱子의 명에 따라 지어진 것이므로 朱子의 설을 

인용하면서도 특별히 주자의 설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49)49)홍범편만을 놓

고 볼 때 주자와 채침 사이에 세세한 주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의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 고, 홍범을 철 히 군주수신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향 역시 일치하 다.50)50)무일편과 입정편을 같이 거론했다는 에서 정도

은 채침․주자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면 왜 무일편과 입정편을 같이 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일편을 

보아야 문왕이 부지런했음을 알 수 있고, 입정편을 보아야 문왕이 무엇에 부

지런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1)51)두 편을 함께 보면 문왕이 부지런

한 요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秦始皇과 隋文帝처럼 인군이 有司

의 일까지 신하는 것 같은 부지런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진 이를 구하는 데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다.
52)52)정도 은 이러한 입장을 

인용하며 이성계에게 정사에 부지런할 것이나 그 부지런함의 요체는 오로지 

인을 등용하여 그에게 임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근정 의 기문을 통해 

정간공이 子產을 시켜 진나라를 빙문하면서 문병하게 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

지를 묻는 진나라 부 叔向에게 자산은 지  군주의 병은 출입, 음식, 哀樂이 

도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의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군자가 하루의 4시를 

지켜야 體氣를 히 발산시켜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 다.

49) 宇野哲人 지음/손 식 옮김, 2005 송  성리학사 2, 울산 학교 출 부, 193면

50) 김성윤, 1999 ｢백호 윤휴의 홍범  연구｣, 역사와 실 34, 138면.

51) 근정 문 기문에서는 입정편을 직 으로 언 하지 않았으나 시책에서는 명

료하게 書經 無逸편과 立政편을 동시에 언 하 다. ‘문왕(文王)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 먹을 여가도 없게 일하여 만민을 다 화평하게 살게 했다.’는 

것은 무일편에, ‘문왕은 여러 말과 모든 獄에 해서 마치 일삼지 않는 것같이 

하 다.’는 것은 입정편에 보이는 내용이다.

52) 書經集傳 無逸 제10장 “文王心在乎民 自不知其勤勞如此 豈秦始皇衡石程書 隋

文帝衛士傳餐 代有司之任 之爲哉 立政 罔攸兼于庶 庶獄庶愼 則文王 又若無

所事事  不讀無逸 則無以知文王之勤 不讀立政 則無以知文王之逸 合二書觀之 則

文王之所從事 可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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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 것이다.

한편 근정  일곽에는 동․서루가 있는데 이에는 隆文樓와 隆武樓라는 이

름이 붙여졌다. 그는 “文은 태평한 정치를 이룩하는 것이요, 武는 난리를 평정

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양 팔이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며 문무의 겸용을 강조하 다. 고려 말부터 문

무 양측에서 개 의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었다. 문의 측면에서는 과거제 개

을 통하여 부박한 詞章이 아닌 經學 심으로 시 의 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려고 하 다. 한 원․명의 교체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차례의 

란과 왜구의 은 군제의 개 을 강하게 요구하 는데, 공양왕  武科 신

설은 그러한 개 의 일부 다. 융문․융무루의 기문에서는 “사람을 등용함에

는 문장 도덕의 선비와 과감 용력한 무부들이 외에 포열하 다”고 하여 바

로 문․무 양측의 구체 인 정사에서 고려 말부터의 개 의 요구를 반 , 실

천하고 있음을 밝혔다.

경복궁 각 기문의 미를 장식하는 것은 正門으로 午門에 붙인 이름이다.

 

 天子와 諸侯가 비록 그 형세는 다르지만 南面하고서 정치를 하는 것은, 모두가 

正으로써 근본을 하니 개 그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고 을 상고하면 천자의 문

을 端門이라 하는데,
53)53)그 端이 바로 正인 것이다.

53) 정도 은 고 에서 천자의 문이 端門이라고 하 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

지 찾을 수가 없었다. 천자와 제후문의 명칭  개수는 한․당  이후 청 까지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때 문제가 된 명칭들은 皐․庫․應․雉․

路門으로 단문은 아니었다.(門制에 한 논란은 정기철, 1999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건 서울 학교 건축학과 박사학 논문, 90-94면 참조) 

    한편 정도 이 말한 단문이 천자의 문이라는 것은 明 남경의 궁성문에서 비롯되

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곽순조, ｢궁궐운 을 통하여 본 조선 기 경복궁의 배

치특성에 한 연구｣ 성균 학교 건축학과 석사학 논문, 128-129면) 그러나 

단문이라는 명칭은 漢 부터 이미 쓰여온 이름이었으며, 명의 궁성문이 단문이 

된 것은 1400년 이후의 일(“建文二年 八月　承天門災 詔求直  方孝孺改午門曰

端門 端門曰應門 承天門曰皋門 前門曰路門 從之” 古宮博物院 사이트 참조. 

http://dpm.or.cn) 이므로 1398년에 사망한 정도 이 단순히 명의 궁성문만을 보

고서 그 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다. 정도 이 ‘古典’을 상고해서 단문이 천자

의 문이라고 하 던 만큼 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필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 에서는 기문의 내용을 체 으로 볼 때 정도 의 의도가 천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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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午門을 지칭하여 正門이라고 했다. 명령과 政敎가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나

갈 때 살펴서 신실한 뒤에 나가게 하면, 讒說이 행하지 못하고 거짓이 의탁할 곳

이 없을 것이며, 覆奏하고 復 이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니, 살펴서 신실한 

뒤에 들어오게 하면 사벽한 것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공 [功緖]도 상고할 수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을 닫아 異 하는 奇邪한 백성을 끊고, 이 문을 열어 

사방의 어진 이를 오게 하는 것은 이 모두가 正의 큰 것인 것이다.
54)54)

의 기문에는 앞서 본 기문들의 내용이 총체 으로 압축되어 있다. 여러 

명령과 정교를 낼 때 살펴서 신실하게 하라고 한 것은 사정  기문에서 정도

은 군주가 깊이 생각하고 세 하게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

용이며, 정문의 기문에서 최종 으로 어진 이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근정 기문에서 임 이 어진 이를 등용하는 데 부지런해야 한다고 한 

뜻과 통한다고 하겠다.

한 윗 에서 정도 은 정치의 근본을 ‘正’이라는 것 하나에서 찾았는데 

이에 내포된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의 의미를 ‘바르게함’

이라고 풀이한다면 무엇을 바르게한다는 것일까? 그가 1391년 고려 말 공양왕

에 올린 상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德이란 얻는 것[得]이니 마음에 얻어지는 것을 말하

며, 政이란 바루는 것[正]이니 자신을 바루는 것[正其身]을 말합니다. 그러나 덕이

란 것은 禀賦받은 에 얻어지는 것도 있고, 수양을 쌓은 뒤에야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께서는 大度가 그러우시고 天性이 자애로우시니 품부 에 얻어

진 것은 그러하오나, 하께서 평일에 을 읽어 성 의 成法을 고찰하지 않으시

고, 일을 처리하여 당세의 通務를 알지 못하시니, 어떻게 덕이 닦아지고 정령에 잘

못이 없겠습니까?
55)55)

이름이 단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것이 아니라 ‘정’이라는 단어

를 이끌어내려고 한 데 있다고 보아서 이를 으로 분석하 다.

54) 三峰集권4, 記 正門 “天子諸侯 其勢雖殊 然其南面出治則皆本乎正 蓋其理一也 

若稽古典 天子之門曰端門 端 正也 今稱午門曰正門 命令政敎 必由是門而出 審之

旣允而後出 則讒說不得行 而矯僞無所托矣 敷奏復  必由是門而入 審之旣允而後

入 則邪僻無自進 而功緖有所稽矣 闔之以絶異 奇邪之民 開之以來四方之賢 此皆

正之大 也”.

55) 三峰集권3, 上恭讓王疏 “臣愚以爲德 得也 得於心也 政 正也 正其身也 然所

德  有得於稟賦之初  有得於修爲之後  殿下大度寬洪 天性慈仁 得於稟賦之

初 然也 殿下平日未嘗讀書以 聖賢之成法 未嘗處事以知當世之通務 安敢保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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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에 쓴 이 에서 그는 이미 政은 正을 의미하며 바로 군주 자기 자

신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선경국 의 

政典 총서에서도 그는 兵典의 이름을 政典이라 붙인 이유에 해서 “다른 사

람의 부정을 바로 잡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바로 잡은 자만이 다른 사

람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56)56)라고 하며 政을 正己의 의미로 사용하

다.

자신의 여러 에서 ‘政=正’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했던 경향을 

볼 때 기문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문의 ‘正’에 담긴 숨은 뜻은 군주의 

正己가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겠다. 

3. 각명을 통해 본 鄭道傳의 정치사상

에서 본 것처럼 정문의 기문은 여러 각명에 담은 정도 의 뜻이 압축 

요약되어 있는데, 이들 기문은 각 각별 내용만이 아니라 구성 순서에도 의

미가 있다. 기문에서 제일 처음 다룬 것은 궁명이었다. 경복궁이라는 궁의 이

름은 새로운 왕조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축수와 희망을 담고 있는데, 이것

이 바로 정도 이 사방의 신민들이 보고 느끼기를 기원한 바 다. 여기에 왕

에 한 계도의 뜻을 덧붙이기는 하 지만 핵심은 새 왕조가 오래 지속될 것

을 신민들이 보고 느껴주기를 바란 것이다. 

궁명에 이어 각명은 안 → 밖으로의 구성 순서를 가져서 “강녕  - 사정

 (이상 內殿) → 근정  → 정문”의 순서로 기문이 서술되었다.57)57)이러한 

必修 政之無闕也 漢成帝臨朝淵默 有人君之度 無補漢室之亡 梁武帝臨死刑 涕泣不

食 有慈仁之聞 不救江南之亂 徒有天質之美 而無德政之修故也 伏望殿下毋以稟賦

之善自恃 而以修爲之未至 爲戒 則德修而政擧矣”.

56) 三峰集권14, 朝鮮經國典下 政典 摠序 “六典皆政也 獨於兵典 政  所以正人之

不正也 而惟正己  乃可以正人也”.

57) 안에서 밖으로 서술하는 것은 이 시기 특징 이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완성기사 

모두 내 부터 정 으로의 순서로 서술되었으며, 내 과 외 을 분명히 구별하

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비해 조선 후기에 쓰여진 궁궐지나 한경지략 등에

서는 외 부터 서술하고 있으며, 고려 시기에 쓰여진 고려도경의 경우는 거의 

외 들만 나열되었다. 한 高麗史 지리지의 본궐의 각명 개칭을 서술한 경

우도 외 부터 서술되고 있다. 내 과 외 의 구별, 그 에서도 내  일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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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바로 “군주의 정심성의 - 격물치지와 정사(天下之理를 얻는 법) → 구

체 인 정사의 내용(天下之事를 다스리는 법) →  요약”에 해당하는 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일 처음 강녕 부터 서술한 것은 정도 은 정치의 근본이 군주의 正心에

서 시작함을 주장한 것으로 이는 그의 정치사상을 통하는 정신이기도 하

다. 권근은 정도 의 經濟文鑑別篇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삼  선생이 처음 經濟文鑑을 편찬할 때 相業부터 시작하고, 君道에 해 언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정 히 여겨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이리라.

그 이 이루어지자 선생은 말하기를, ‘임 의 마음은 정사를 해가는 근원인데, 

經濟를 논하면서 임 의 마음을 근본삼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물이 맑기를 바라면서 그 

근원을 맑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 될 일인가?’ 하고, 이에 법받을 만한 것과 

경계삼을 만한 것을 논하여 열거하되, 唐虞로부터 宋元에 이르기까지 하 다.
58)

58)

정치의 근본이 군주의 정심에 있다고 본 것은 정도 만이 아니라 당시의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공통 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59)59)흔히 사상 으

로 별된다고 여겨지는 권근과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권근 역시 고

려 말에 올린 상소들에서 당시의 국가 인 기를 극복은 군주의 修身과 올

바른 정치 운 에 달려 있다고 하 는데,60)60)이는 앞 장에서 본 정도 이 공양

왕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과 다름이 없고, 궁궐의 각명에서 이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한 경세론을 펼칠 때 서경의 홍범편과 무일편을 주목한다는 것도 권근

과 정도  양자에게서 다 발견되는 것이다. 권근은 入學圖說에서 書經의 

여러  에서도 ｢洪範｣과 ｢無逸｣ 두 편을 선정하여 ｢洪範九疇天人合一圖｣와 

｢無逸之圖｣를 만들어, 군주가 天道에 합일되는 이상 인 모범, 즉 皇極을 건설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 인 정치에서는 무일의 정치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

시되는 것 등은 이 시기 군주의 正心하는 장소로 내 이 시되었던 것과 련

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58) 권11, 경제문감별집 상 권근의 서문.

    경제문감별집은 태조 6년 7월에 편찬되었다.

59) 정도 과 정치 으로 립했던 이색의 아버지 이곡의 경우도 정심을 시했다.

(김인호, 2005 ｢정도 의 역사인식과 군주론의 기반｣ 한국사연구 131, 275면)

60) 강문식, 1999 ｢입학도설 의 편찬 목 과 특징｣, 규장각 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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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1)61)상도와 하도로 구성된 권근의 홍범구주천인합일도에서 상도는 황극을 

심으로 천인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단순히 황극을 심으로 8주를 나열

할 뿐인 서경집 의 ｢홍범구주도｣와 매우 조 으로서, 바른 군주를 시

하는 그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62)62)이는  장에서 정도  역시 홍범구주

에서 황극이 심임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입장이라 하겠다. (<그림 3> 홍

범구주천인합일도 상도(우), 하도(좌))

<그림 3> : 洪範九疇天人合一圖

權近 /權德周 역, 1974 入學圖說 을유문화사, 120-121면

그런데 정도 과 련하여 더욱 주목되는 것은 하도이다. 하도는 五事를 제

로 이행하여 황극이 세워졌을 때와 그 지 않을 때의 득실에 해 다룬 그

림으로서 황극의 建不建이 갖는 결과를 좀더 강하게 표 한 도설이다. 도설에

서는 황극이 제 로 섰을 때에는 오행이 순조로와 休徵이 응하고 오복을 향

유할 수 있음을, 그 지 못할 경우에는 咎徵이 응하고 육극이 작용함을 도식

61) 강문식, 앞의 논문 47면.

62) 장숙필, 2000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향｣,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문선

원,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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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다. 정도 도 강녕 의 기문에서 무공의 시를 언 하며 “무공이 이처럼 

근신했기 때문에 구십 세까지 산 것이다. 이는 황극을 세워 오복을 린 분명

한 증거” 라고 하며, 황극이 세워지면 오복을 릴 수 있음을 직 으로 언

하 다. 권근의 도설처럼 도식화를 통하여 설명한다거나 정도 처럼 공효를 

직 으로 각명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직설 이고 결과를 가지고 즉자

으로 회유하는 방식이다. 입학도설은 그 목 이 학자들을 한 것이므

로 개념을 직설 이고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도 의 경우는 

법궁의 각명을 지으면서 왜 그러한 방식을 택하 을까? 

그것은 당시가 아직은 성리학 인 담론이 독  지 를 가지지 못하 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불교 인 문화와 담론, 풍수  인식이 여 히 향력이 

강했던 당시에는 天譴이 보인다 하더라도 도량이나 법석, 遷都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고려 왕실에서는 그러한 통이 강하게 이어

졌으며 조선 까지도 이러한 분 기는 잔존해있어 災異가 있을 때 여 히 

소재도량이 펼쳐지곤 하 다. 

한 군주의 正心 역시 성리학  방법이 아닌 불교  방법으로도 가능하

다. 王師나 國師로 임명된 고려의 승려들은 궁궐에 출입하면서 불교교리에 입

각한 수신법을 제시하 다. 공민왕의 왕사 던 보우는 선악을 비롯한 일체에 

해 분별하는 생각을 없애고 마음을 비울 것을 권유하기도 하 다.63)63)이는 

성리학에서 마음 속에 갖추어진 본성, 즉 도덕 이고도 불변하는 명확한 칙

을 살펴서 찾는 것과는 비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근이나 정도  같은 성리학자들이 군주가 성리학 으

로 正心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기 해서는 황극과 오복을 직  연결시켜 

공효로써 회유하는, 좀더 직 이고 단순한 설명방식을 취해야 하지 않았을

까? 정도 이 논어 자한편을 언 하며 성리학  정치의 궁극  목표인 仁이 

결코 멀지 않으며 그를 향해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것도 그러한 

맥락일 것이다. 이들의 단순한 설명 방식은 성리학 인 담론을 보다 강하고 

설득력있게 달하기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군주가 홀로 있을 때에도 마음을 바로 잡고 意를 성실하게 하기 해서는 

63) 김인호, 1999 고려후기 사 부의 경세론 연구 혜안, 194-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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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理를 얻어야 한다. 바로 격물치지를 통해야 가능한 일인데, 군주가 격

물치지를 하는 방법은 바른 신하들과 학문을 닦고 좋은 습 을 몸에 익히는 

것이었다. 권근이건 정도 이건 간에 고려 말 성리학자들은 군주의 격물치지

를 한 방법으로 경연을 꼽았다. 昌王  尹紹宗은 홍범편을 거론하며 당시 

심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 임 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조짐을 보 기 때문이라

고 하 다.64)64)이어서 그는

周易에 쓰기를 ‘몽매한 자라도 스스로 正道로써 수양하면 성인으로 되는 효과

를 거두게 된다’고 하 습니다. 선천 으로 타고 난 성질은 본시 善이며 惡이 없습

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에 요, 순과 조 도 다름이 없습니다. ……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린 다음에는 便殿에 나와 식사하고 강 , 館閣, 學士들로 하

여  항상 측근에 있으면서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물의 도리에 

하여 설명하게 하십시오. 이 게 하면 …… 하가 장구한 기간에 들은 것이 쌓여

서 자연히 사리에 통달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습성으로 되어서 요, 순과 동일

한 품덕의 소유자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 다. 의 은 形氣의 사사로움에 가려진 본성을 닦아 성인과 같

은 품덕을 소유하기 해 경연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격물치지를 통해 사물과 

사람의 공통된 理를 깨닫고 그를 습성으로 갈고 닦아 덕성을 배양할 것을 이

야기하는 것이다. 이 을 보고 당시 侍讀이었던 정도 은 “의논이 아주 

하며 참으로 임 을 권고하는 풍모가 있다”고 평하여, 이러한 입장이 당시 정

도 이나 권근을 비롯한 유신들에게 있어 공통 인 정치사상  입장임을 볼 

수 있다.65)
65)

그런 측면에서 볼 때 誠意正心을 이야기한 강녕 과 格物致知가 행해지는 

사정 은 안→밖으로의 일방 인 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동 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계라고 할 수 있으며 실록에서 사정  일곽까지를 내 으로 본 

것은 매우 의미있는 기술이라 하겠다. 조선의 궁궐에서 편 은 지 의 기 으

로 볼 때 안과 밖의 경계 지 에 치한 각이었다. 구체 인 정사가 논의되

64) 이때 홍범편은 천견론의 측면에서 거론되었지만 오사와 학문을 바탕으로 한 수

신-휴징/구징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띤다는 측면에서 정도 이나 권근과 같은 맥

락에 있다고 하겠다. 

65) 高麗史권120 列傳 33, 尹紹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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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부 으로 군주가 드러나는 여러 의례들의 비공간이 된다는 에서 편

은 ‘밖’에 해당하는 각이다. 그러나 군주의 정심이 바로 정사의 근본이라

고 본 성리학  경세 을 염두에 둔다면 안 의 구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창건기 경복궁에서는 성리학  경세 에 기 하여 군

주의 성의정심과 격물치지를 하나의 의미있는 단 로 보아, 동 의 양면같은 

修身의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두 공간이 내 으로 묶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66)66)이에 비해 외 인 근정 은 구체 인 ‘治國平天下’의 

역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경복궁의 각명은 큰 틀에서 大學의 유명

한 八條目인 ‘誠意-正心-格物-致知-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구 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67)67)

군주의 수신에 한 여러 유신들의 입장은 공통되는 것이 많았던 반면, ‘치

국평천하’의 세계, 즉 구체 인 정사의 형태에 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컸다. 

근정 문 기문에서 보았듯이 정도 은 군주가 오로지 어진 이를 구하는 데 

부지런하고 그에게 정사를 맡길 것을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군주론

과 일치한다. 정도 은 주지하다시피 재상 심의 통치체제를 추구하 고, 그

에 따라 군주의 상과 역할을 상당히 제한하 다. 정도 은 ‘人君이란 宗廟와 

社稷이 의지하여 돌아가는 곳이며 子孫과 臣庶가 우러러 의뢰하는68)존재’68)라

고 하여 군주를 상징 인 최고권력자로 규정하 다. 상징 인 최고권력자로서 

군주가 행사하는 실제 인 권한은 재상을 선택, 임명하는 것과 그와 정사를 

의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69)
69)

그러나 권근은 무일지도를 다루면서 군주가 重農, 勤 , 畏天, 保民이라는 

구체 인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 다.
70)70)즉 권근에게 있어서 농, 근검, 

외천, 보민 같은 구체 인 정사는 군주가 부지런히 실천해야할 것이었던 데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인 측면에서 조선 후기에는 궁궐의 편 이 두 동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창덕궁의 경우 선정 -희정당, 건 경복궁의 경우 사

정 -수정 이 표 인 이다.(윤정 , 2000 조선시  궁궐 심공간의 구조

와 변화,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67) 齊家의 측면은 각명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68) 三峰集권14, 朝鮮徑國典 下 政殿 宿衛.

69) 한 우, 1983 (개정 ) 정도  사상의 연구, 서울 학교 출 부, 134면.

70) 入學圖說 前集 無逸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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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정도 은 군주는 어진 이를 구하는 데에만 부지런하고 그를 통해 그러

한 구체 인 정사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고려 말 고려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해서는 질서의 핵심인 군주의 상

이 먼  바로잡 야 했다. 원간섭기 내내 순탄한 왕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

으며 측근세력이 양성되어 그를 심으로 정치가 행해지면서 정상 인 정

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런 속에서 고려 왕들은 권력의 강화를 통해 그

러한 문제를 풀어가려 하 으나 원의 간섭이라는 복잡한 변수 속에서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었다. 한 권력의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 

당시 고려 왕들의 자질과 품성, 혹은 윤리의식도 고찰의 상이 되어야 했다.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은 가치의 기 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 고 그를 

해 성리학  세계 을 수용하 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윤리가 존재하며 

그것이 천지와 공유하고 있는 것임을 설 하고 군주 역시 그러한 본성을 꾸

한 학문습득과 좋은 습 의 을 통해 닦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 다. 권

근이나 정도 이나 修身한 군주가 그 질서의 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반면 그러한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유신들은 부족한 군주가 

질서의 심에 있을 가능성도 염려하여야 하 다. 따라서 정도 처럼 군주에

게 도덕  자각과 실천을 책임지우는 것과 동시에 마찬가지의 덕목을 가진 

신하에게 많은 것을 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다. 

정도 의 기문들을 총 으로 보면 군주는 아직 이른 바 聖學을 통해 마

음을 바로잡고 있는 존재로 표 되지는 않는다. 그의 기문은 군주에게 성학이 

무엇인지 그에 따르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에 한 구체 인 지침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태종 는 이와는 다른 분 기를 달해주며, 성리학  

군주상은 태조~세종  구체 인 정치 실 속에서 군신 상호간의 역학 계에 

따라 미묘한 부침을 거듭하 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태조  정도 이 명명한 경복궁의 궁명과 각명에 하여 살

펴보았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詩經 旣醉장에서 면면히 이어질 왕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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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람을 담았다. 각명을 붙이는 데 주로 바탕으로 삼은 도서는 書經
의 홍범편(강녕 , 사정 )과 무일편(근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은 

송  성리학과 같은 맥락에 있었다. 한편 각명은 안→밖으로 기술되었는데, 

“강녕 (연침) - 사정  (보평청, 이상 內殿) → 근정 (정 ) → 정문”의 순

서 다. 이러한 순서는 바로 “군주의 정심성의 - 격물치지와 정사(天下之理를 

얻는 법) → 구체 인 정사의 내용(天下之事를 다스리는 법) →  요약”에 해

당하는 구성으로서 큰 틀에서 大學의 八條目인 ‘誠意-正心-格物-致知-修身

-(齊家)-治國-平天下’를 구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 다. 

각명을 통해 볼 때, 군주의 수신을 시하고 그 방법으로 성의정심과 격

물치지를 시한다는 측면에서 강녕 과 사정 에 담긴 의미는 고려 말 조선 

의 권근이나 윤소종 등 여러 유신들과 그다지 다른 이 없었다. 그러나 치

국평천하에 해당하는 근정 에 담긴 정도 의 사상은 그의 재상 심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임 의 권한을 어진 인재를 찾아 그에게 임하는 것

에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부분은 권근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평

가할 수 있겠다.

정도 이 명명한 궁궐의 각명은 큰 틀에서 정연하게 大學의 체계를 구

하고 있고, 성리학  경세 이 일 되게 통하고 있다는 에서 고려의 본

궐에 붙여진 각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려 본궐에 붙여진 이름들이 갖

는 정확한 의미는 악하기 힘들지만, 기본 으로 유교  의례과 불․도교  

의례가 함께 설행되었으며, 실제 비 에서는 후자가 오히려 더 컸기 때문에 

단일한 일  체계를 기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창건기 경복궁에는 고려 말 조선  사회개 을 희망하고 성리학에 기반하여 

군주의 수신을 갈망하 던 유신들의 문제의식과 지향이 집약되어 있으며, 정

도  개인의 강화된 재상권에 한 구상도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조  창건된 후 경복궁은 태종  경회루가 건설되고 세종  큰 변화를 

겪는다. 세종 에 이르러 강녕 과 사정  등이 수리되었고 궁성의 북문도 설

치되었으며, 궐내에 동궁이 조성되고 여러 별실들이 건설되었다. 한 세종의 

지극한 심 속에서 완성된 각종 천문의기들을 보 하는 각들도 마련되었

다. 이후 명종  한 차례 큰 화재를 겪고 건되기는 하 으나 세종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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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구조에서 큰 변함이 없이 임진왜란  소실될 때까지 이어졌다.

성리학이 국시 던 만큼 조선 궁궐의 각명은 성리학  맥락에 치하지

만, 구체 인 의미에 있어서는 당 의 정치 실이나 상황이 반 되었다. 태종

 건설된 경회루에는 정도 이 부여한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더해졌으며, 

세종  갖추어진 경복궁의 체제는 창건 당시의 경복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기도 하 다. 

빈 터로 남아 있었던 경복궁은 조선 말 고종 년에 이르러 흥선 원군에 

의해 건되었다. 창건기와 비교할 때 건된 경복궁은 후침 역이 증설되고 

서북부에 혼  역이 형성되었으며 반 으로 각의 수도 늘어나면서 

도가 증가했다. 심 각군인 근정 -사정 -강녕 들은 큰 변화 없이 계승

된 것으로 보이나 왕의 침 인 강녕 과 왕비의 침 인 교태 이 각각 건설

되었으며 강녕  좌우에도 연생․경성  외에 연길당․응지당이 추가되어 5

침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큰 차이가 있다.
70)71)

고종  건된 경복궁 역시 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건 경복궁의 경

우에는 淸代 경학의 내용을 반 한 흔 이 보여 淸 戴震의 서인 戴氏遺書

工記圖가 참고가 되기도 하 으며, 경회루의 경우에는 태종  기문에는 보

이지 않았던 象數學  요소들이 요한 의미를 띠기도 한다.71)
72)

이런 차이들을 단순히 성리학, 혹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화시킨다면 

시기별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사상된다. 이후 시기의 경복궁은 당 의 

정치 실, 시 상과 문제의식 속에서 좀더 섬세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후

의 모습을 가지고 창건기를 소 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 : 서울 학교 국사학과 강사)

주제어 : 경복궁, 각명, 鄭道傳, 성리학

투고일(2007.4.18), 심사시작일(2007.5.8), 심사종료일(2007.5.30)

71) 조재모, 앞의 논문, 195-202면 참조.

72) 이강근, 앞의 책, 50면.

    청  경학에서는 이  시기의 경학에 해 비 과 재해석을 내놓으면서 궁실제

도  도성제도 등에 하여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고종  건된 경복궁에는 

이러한 청  고증학의 향이 반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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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ilosophical intentions and meaning 

embedded in the titles of the Jeon-gak/殿閣 

structures inside the Gyeongbok-gung palace, that 

were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Jang Ji-yeon *

73)

The text which provided the most basic philosophy in formulating the 

names for the Gyeongbok-gung structures was the 書經(The Book of 

History)text, and the ｢洪範(The Great Plan)｣ chapter and ｢無逸(Seeking 

No Ease and Comfort)｣ chapter. The names of the Jeon-gak were listed in 

the order of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like “Gangnyeong-jeon(bedroom 

chamber) → Sajeong-jeon(the office) → Geunjeong-jeon(the main hall) → 

Jeongmun(main gate)”. This order represented the intention of visualizing 

“King's own efforts of 正心誠意(Correcting one's attitude and make one's 

will Sincere) → 格物致知(Studying the phenomina of nature to ocguire 

knowledge) and the King's ruling(ways to achieve and obtain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天下之理]) → details of King's ruling(ways to rule the 

things in the universe[天下之事]) → Abstract”. This order also represented 

the 大學(The Great Learning's “八條目(eight articles)”. The names of the 

Jeon-gak in the Gyeongbok-gung palace formulated by Jeong Do Jeon 

consistently showed the Neo-Confucian philosophy of managing the order of 

the world, while the names of the Jeon-gak of the Goryeo dynasty's main 

palace did not show such degree. We can see that the wills and hopes of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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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ucian scholars who hoped for social reforms and the character- 

building exercise of the King based upon Neo-Confucian philosophy during 

the late Goyreo and early Joseon days, are embedded in the names of the 

Gyeongbok-gung palace, and so is Jeong Do Jeon's own intentions regarding 

the reinforced functions of prime ministers in nation ruling.

Key Words : Gyeongbok-gung, name of Jeon-gak structures, Jeong Do 

Jeon, Neo-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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