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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에서는 상수(象數)와 의리(義理)를 조화와 균형의 시각에

서 이해하는 순암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인식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

다. 안정복은 象數를 시하는 입장에서는 호체괘와 효변설 같은 방법  

기 을 시하 으며, 義理를 시하는 입장에서는 卦名과 함께 卦爻 사이

의 比應 계와 같은 기 을 강조하 다. 하지만, 안정복은 주역은 象數

와 義理가 유기 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理는 占에 의지하고 占 한 理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주역을 이해하 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기본 으로는 상수와 의리를 조화와 균형의 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안

정복은 ‘괘명’을 시하고, 괘효사 사이의 호응 계에 따라 주역 괘효사

를 해석하거나, 도덕  의리 실천의 에서 괘효사를 이해함으로써 의리

역학  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도덕  지향과 실천 여부로 인격을 구

별하는 君子와 人의 개념을 통하여 괘효사를 의리역학 으로 해석하기도 

하 다. 다른 한편 그는 ｢河圖洛書｣의 자연의 法象이 드러내는 수리  원

리에 한 인식과 互體卦(互卦)를 이용한 주역의 괘효사 해석 사례, ｢잡
괘 ｣이해 등을 통하여 상수역학  해석방법에 의거하여 주역을 이해하

고 있다. 象數와 義理의 조화를 지향하는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인식은 

기본 으로 주역을 미래를 측하는 서로서의 기능과 함께 특정한 실

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리  목표를 함께 

통섭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은 인간이 실 하고자 하는 

보편  의리와 함께 구체 이고 특수한 상황의 특성[吉凶]에 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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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함께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수와 의리를 조화와 균형

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정복의 주역인식은 경세론이나 역사사상과 련

하여 특수한 시  상황에 한 구체  인식의 요성과 같은 측면을 

시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안정복의 상수와 의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주역에 한 인식이 그의 경세론과 주체  의리  역사 에 철

학  토 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Ⅰ. 서  론

본 논문은 성호(星湖) 이익(李瀷1681〜1763)의 문인으로서 조선 후기 

학문계에 커다란 향을 끼친 순암( 菴) 안정복(安鼎福1712〜1791)의 

象數와 義理의 조화론을 심으로 하는 주역에 한 인식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안정복은 성호 이익의 문하에서 늦게 학문을 시작하

여 經史와 百家書를 두루 섭렵하면서 자신의 학문체계와 규모에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 하 다. 그는 성리학을 심으로 하는 철학과 련하

여 朱書節要를 심도 있게 연구하 고, 朱子語類節要를 편찬하 다. 
유학에 한 술로는 下學指南, 家禮集解, 希賢  등이 있으며, 
주역에 한 술로는 ｢雜卦說｣이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  특색이 

잘 드러나는 역사 지리 분야에서는 東史綱目과 列朝通紀, 地理 
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 한 술로서 臨官政要, 천주교에 

한 天學問答 등이 그의 술에서 특수한 지 를 차지한다.1)

안정복의 학문에 해서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과 단행

본이 작성되고 출간되어 그 체 인 규모를 비교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2) 하지만, 그의 학문 가운데서도 동사강목을 심으로 하는 역

1) 李丙燾,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1987, p. 430. 

2) 안정복에 한 단행본으로는 심우 , 순암 안정복 연구, 일지사, 1985. ;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연구, 혜안, 1996.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등이 표 인 작들이다. 이들은 기에 

안정복의 학문에 한 체 인 연구를 개 하고 있으나, 김문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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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야에 한 연구3)가 두드러지고, 경학과 철학사상 분야의 연구4)도 

일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안정복의 학문에 한 연구는 열조통기
를 심으로 하는 史論, 天學에 한 연구, 사회사상, 일본인식, 문학사

상, 사시와 련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연구논문이 이루어졌다.5)

본 논문은 안정복의 학문에 한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의 주역에 한 인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학문 체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가 하는 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 가운데 經學思想, 
四端七情論, 工夫論 등을 심으로 한 연구는 안정복의 학문체계에서 

철학  기 를 정립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본 논문의 목표 한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인식을 

안정복의 학문의 보다 토 가 되는 경학사상에 한 학 논문을 작성하

여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 다. 

3)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한 연구는 다음과 괕은 논문과 단행본이 있다. 이

우성, ｢동사강목 해제｣, 순암 집, 경인문화사, 1970, ; 정구복, ｢안정복의 

사학사상－동사강목을 심으로－｣, 한일근세사회의 정치와 문화, 1987. ; 
한 우, ｢안정복의 사상과 동사강목｣, 韓國學報53, 1988. ; 김 원, ｢동

사강목 연구｣, 력사과학논문집16, 1991. ; 차장섭, ｢안정복의 역사 과 

동사강목｣, 조선사연구1, 1992. ; 강세구, 동사강목연구, 민족문화사, 

1994. ; 황 숙, ｢순암 안정복의 역사  연구｣, 성균  학원석사논문, 

1999. ; 제 , ｢여사제강과 동사강목 자료의 분류와 비교｣, 국민  

학원석사논문, 2007. 등이다. 

4) 경학과 철학사상에 한 논문으로는 먼  서 석, ｢안정복 철학사상의 연

구｣, 고려  석사학 논문, 1994. ;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

각, 1996. ; 이 규, ｢순암 안정복의 유교 과 경학사상｣, 한국실학연구2, 
2000. ; 안 상, ｢순암안정복의 사단칠정설｣, 한국실학연구3, 2001. ; 정
순우, ｢순암 안정복의 공부론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6, 2003. 등이 

표 인 연구성과이다. 이들 논문은 기존에 경세론과 역사, 문학 등의 분야

를 심으로 하는 안정복의 학문에 한 연구에 철학  사상  기 를 정

립시켜 주는 의미를 가진다. 

5) 김세윤, ｢순암 안정복의 조선시  인식－열조통기의 사론을 심으로－｣, 부
산여 사학, 1986. ; 장태, ｢안정복의 서학비 론｣, 한국학19, 1978. ; 이
원순, ｢안정복의 천학논고｣,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1986. ; 한상권, ｢순암 

안정복의 사회사상｣, 한국사론17, 1987. ; 김귀 , ｢순암 안정복의 문학과 

실천｣, 연세  석사논문, 1999. 8. ; 김 숙, ｢안정복의 사시에 나타난 역사

문학성과 역사의식｣, 퇴계학과 한국문화38,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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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은 그의 理氣論과 함께 성리학  우주론의  다른 한 축

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주역을 ‘象數와 

義理의 조화와 균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정복의 시각은 그의 경세

론  역사인식의 易 철학  기 를 정립시켜 주는 의미를 가진다. 
안정복의 술 가운데 주역에 한 문 인 술이나 주석서가 

없는 만큼, 그의 주역 에 한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하

지만 그는 성호 이익 선생께 올리는 서신을 비롯하여, 여러 교우들과의 

서신에서 주역에 한 여러 견해를 피력하 다. 한 그가 주역과 

련하여 행한 논의로 ｢잡괘 ｣에 해 문제를 제기한 ｢雜卦說｣과 ｢雜

卦後說｣이 있다. 그리고 부분 이긴 하지만 그가 주역괘효사의 내용

에 하여 주석과 같은 내용을 ｢經書疑義｣에서 제기하 다.6) 이러한 자

료들은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인식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충분치는 않

지만 매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심으로 안정복이 象數와 義理를 종합하고 통섭하는 

에서 주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을 맞추어 그의 주역인식

의 특징을 살펴볼 정이다. 
이런 목표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안정복이 주역의 일반 인 내

용에 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안정복의 주역에 한 구체 인 이해를 주로 

의리역학과 상수역학의 에 의거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 검토

할 정이다. 먼  제3장에서는 의리역학 인 주역해석 방법론에 의

거하는 것으로서 卦名과 比應 계를 시하는 안정복의 견해를 

으로 고찰할 정이다. 제4장에서는 호체설, 효변설 등과 같은 상

수역학 인 방법에 따라 주역을 해석하는 내용에 하여 검토할 

정이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안정복이 특히 커다란 심을 가지고 

설명한 ｢雜卦｣에 한 학설로서 ｢雜卦說｣과 ｢雜卦後說｣에서 제기되는 

6) 이 가운데 ｢雜卦說｣과 ｢雜卦後說｣, 그리고 ｢經書疑義｣는 안정복의 주역
에 한 인식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매우 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

으며, ｢經書疑義｣는  菴集 11권에, ｢雜卦說｣과 ｢雜卦後說｣은 19권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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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에 하여 해명해볼 정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

의 내용을 정리하고 안정복의 주역인식이 지니는 특징을 본문을 

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인식이 그의 역사사상

과 경세론에 철학  토 를 정립시키는 등 그의 학문 체에서 차지하

는 지 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변화의 체계로서 周易에 관한 기본 인식

안정복은 음양과 강유의 변화와 불변, 象數와 義理 등을 심으로 

주역에 한 기본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그의 역에 한 기본  

은 주역이 의리  목표를 가지면서도 象數를 통하여 義理가 실

될 수 있는 것으로 상수와 의리 양자를 동등한 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에 있다. 이러한 시각은 주역의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주역에 하여 가장 보편 인 인식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체 으로 그가 주역에 하여 어

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정복은 무엇보다도 易을 陰陽이 번갈아 교차하는 이치로서 交

易과 음양이 교차하면서 변화하는 變易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래서 그는 ‘(사물을) 끊임없이 낳는 것을 역이라고 말한다[生生之

易]’라고 할 때의 ‘끊임없이 낳는 것’은 바로 교차 으로 변화함을 뜻

하는 것이라고 하여, ‘易’이라는 자는 이미 ‘움직임[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이런 교호  변화를 뜻하는 易은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神이라고 말한다’고 할 때의 神과 자 

뜻이 일 된다7)고 언 하 다. 그는 여기에서 ｢계사｣에서 언 하는 

생생의 易과 음양을 측할 수 없는 변화를 뜻하는 神의 動的인 측면

을 交易과 不易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안정복이 교역과 

7) 순암집( 菴集)11-1, ｢경서의의(經書疑義)｣, “交易變易. 易 , 交易變易

之名. 故曰生生之 易. 生生卽交變之義也. 然則易字已帶動意. 陰陽不測

之 神. 字義相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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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역을 포 하는 易의 기본  의미를 운동의 에서 음양의 신묘한 

변화와 사물의 끊임없는 생성을 일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정복은 ｢說卦傳｣의 구 을 근거로 陰陽과 剛柔를 각각 

卦와 爻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설괘 ｣에는 ‘음양에

서 변화[變]를 보고서 卦를 세우고, 강유로 움직이고 펼쳐서 효를 낳

는다’8)는 구 이 있다. 이 구 에 하여 節齋蔡氏는 ‘변화[變]는 곧 

十八變이고, 음양은 7ㆍ8ㆍ9ㆍ6이다. 7ㆍ8ㆍ9ㆍ6의 변화를 보면 괘를 

세울 수 있다. 음양의 변화가 곧 효가 되는 것인데, 다시 강유를 발

휘하여 효를 낳는다고 한 것은 아직 작용하지 않은 것은 陰陽이라고 

말하고, 작용에 들어가면 剛柔라고 말한다9)고 하 다. 여기에서 채씨

는 陰陽이 7ㆍ8ㆍ9ㆍ6으로 老 를 포함함으로써 변역과 교역의 측면

을 포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음양과 강유를 작용 여부

로 단하는 것은 變易이 이루어지는 不易의 體를 陰陽의 卦라고 한

다면, 이 體를 근거로 變易하는 用이 곧 剛柔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다. 
안정복 한 음양과 강유에 하여 ｢설괘 ｣과 채씨의 견해와 부

합하는 취지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강유를 말하는 것은 모두 

爻로써 말하는 것이며, 음양의 卦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설괘 ｣에서 ‘강유를 움직이고 펼쳐서 효를 낳는다’고 하는 구 을 

인용하고 있다.10) 그는 易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괘와 효를 음양과 강

유로 구별하면서 交易과 變易의 측면에서 이들이 구분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그는 爻는 음양이 교차하는 변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

다. 이 게 볼 때 陰陽으로 이루어지는 卦는 剛柔의 변화 상태로서 

8) 주역 의 24-3, ｢설괘 ｣, “觀變於陰陽而立卦, 發揮於剛柔而生爻.”

9) 의 책, 같은 곳, ‘ 註’, “節齋蔡氏曰, 變卽十有八變之變也. 陰陽, 七八九

六也. 觀七八九六之變, 則卦可得而立矣. 陰陽之變卽所以爲爻, 復 發揮剛

柔而生爻 , 蓋未入用則 之陰陽, 已入用則 之剛柔也.” 

10) 순암집11-2, ｢경서의의｣, “易 剛柔皆以爻 . 指陰陽卦 非也. 說卦發揮

於剛柔而爻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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爻를 낳는 토 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안정복은 ｢계사｣에서 언 하고 있는 卑高, 陰陽, 失得과 같

은 개념을 말하면서, 장재의 견해를 인용하여 ‘卑’, ‘陰’, ‘失’을 앞에 

말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계사｣에서 ‘낮은 것과 높은 것이 펼쳐진다[卑高以陳]’고 말한 것에 

하여, 장재는 ‘高卑’라고 말하지 않고 ‘卑高’라고 말한 것에는 그 취

지가 있는데, 높은 것[高]은 낮은 것[卑]을 기 로 하기 때문이다’고 

말하 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음양’이라고 말한 것은 陽이 陰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계사｣에서 ‘잃고 얻는 것[失
得]’이라고 말한 것은 비록 얻었더라도 상실할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서 사람에게 경계시키는 것이 아님이 없다.11)

안정복은 卑高, 陰陽, 失得과 같은 상호보완 인 의미를 가진 으

로 이루어진 말이 사실은 보다 根本 는 基礎가 되는 말을 앞에 두

었다고 생각하 다. 특히 그는 ‘失得’이라는 말에서 ‘失’을 앞에 둔 

이유는 상실하는 것에 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취지

가 있다고 주장하 다. 안정복의 이러한 해석은 사태자체의 변화 양

상이나 吉凶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실천  태도를 문제삼고 있

다는 에서 의리역학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안정복은 뿐만 아니라 역철학사에서 학설상 주요 이론  차이를 드

러내는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에서 각각 강조하는 象數와 義理 사이의 

상 계에 해서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여 두 

가지 사이의 계에 하여 매우 균형감각을 가진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주역에 해서 기본 으로 象數와 義理를 함께 아울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 다. 그는 ｢성호 선생에게 올린 편지｣에서 이러

한 象數와 義理의 동등한 가치에 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 다. 

11) 의 책, 같은 곳, “순암집11-2, ｢경서의의｣, “繫辭曰, 卑高以陳. 張子曰, 

不 高卑而曰卑高 , 亦有義. 高以下爲基. 以此推之, 曰陰陽 , 陽以陰爲根

也. 又繫辭曰, 失得 , 雖得而以失爲戒, 莫非戒人之辭也.”



특집 / 조선후기 유학의 새로운 발견42
역경에 해서는 年前에 도상(圖象)에 유의하여 간혹 깨달은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괘효사의 뜻은 심오하여 이해하기 힘

들었는데 오로지 義理만 구해서도 안되고, 象數만 추구해서도 안됩니

다. 공자는 易에 ｢傳｣을 지었는데, ｢文 ｣에서는 의리만 말하 고, ｢
繫辭｣에서는 상수만 말하 으니, 그 말하게 된 은미한 뜻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어  易이 오로지 卜筮를 해서 써진 것이 아니겠는

가?’ 라고 한다면, 아마도 術數에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易을 그  義理만을 해 지은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역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사｣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易은 반드시 象數와 義理를 함께 읽은 후에

야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서 오는 문제 이 없을 것이니, 이것

이 易이 고정된 典範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12)

안정복은 여기에서 공자가 ｢문언｣과 ｢계사｣를 지은 목 을 각각 

象數와 義理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을 가르치기 한 것으로 보

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역이 卜筮를 목 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술수에 흐르기 쉽고 의리만을 목 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역의 본래 

취지가 아님을 들어 상수와 의리를 함께 연결해 보아야 문제가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 다. 안정복은 象數에 치우치는 것의 문제 과 

의리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 明代 말기 래지덕(來知德)의 역설

(易說)에 한 비  시각을 통해서도 표명하고 있다. 
래지덕은 ‘착종’ 개념을 핵심으로 하여 ｢문왕서괘도｣, ｢복희선천괘

서착종도｣와 같은 괘도, 괘변, 그리고 괘상을 설명하고 괘를 해석함

으로써 자신의 상수역학 체계를 세웠다. 그에게서 ‘착종’은 음양변화

의 근본이 되며, 이러한 음양의 착종 변화의 기 에서 다시 상을 

이끌어 내어 괘를 해석하고 있다.13) 안정복은 ‘착종’ 개념을 심으

12) 순암집( 菴集)2-38, ｢상성호선생서(上星湖先生書)｣, “易經年前頗留意于

圖象, 似或有悟, 而卦爻辭義窅奧難通, 以義理求之不可, 以象數求之不

可. 孔子傳易, 文 義理, 繫辭 象數, 其立 微意, 可以推知矣. 豈非

以易 爲卜筮而作, 則恐其流於術數, 故文 有訓. 若以易 爲義理而作, 則

又非易之本義, 故繫辭有傅耶. 然則易 兼二義而讀之, 然後無偏係之患. 此

易所以不可爲典要 也. 伏乞下敎焉.”

13) 徐志銳, 宋明易學槪論, 遼寧古籍出版社, 朝陽, 1997, pp.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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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래지덕의 역학(易學)이 象을 주로 하면서 ｢說卦｣와 구 마다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종(錯綜), 변효(變爻), 그리고 효(中爻)의 뜻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래
지덕 역설의 의(大義)는 象을 주로 하는 것으로서 자나 구 마

다 ｢설괘｣와 합치하여 모두 근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언뜻 볼 때

는 창발하는 말이 많은 듯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인의 

입론이 반드시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천명하여 밝

히는 것은 錯綜, 變爻, 中爻의 뜻에 불과하다’14)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정복은 래지덕의 역설(易說)이 성인이 주역을 지은 취지를 착종, 
괘변, 호체 등으로 얽어맴으로써 象數에 치우쳐 있음을 비 하고 있

다. 이러한 은 ‘易의 의리는 무궁하기 때문에 착종에 의한 괘

의 변화 한 의리의 한 사례에 불과한 만큼, 문장을 붙여서 象을 미

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일일이 모두가 착종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15)는 것이다. 
이어서 안정복은 래지덕이 말하는 ‘종괘(綜卦)’는 괘변(卦變)과 합

치하는 것으로서 ｢기제괘｣와 ｢미제괘｣, ｢손괘｣와 ｢익괘｣에 보이는 동

일한 괘효사를 綜卦의 에서 해석하다가 성호 이익(李瀷)의 견해

를 듣고 이를 수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나는 이른바 ‘종괘(綜卦)’가 괘변과 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

다. 개 ｢기제괘｣와 ｢미제괘｣의 삼사효(三四爻)는 모두 ‘귀방을 정벌

한다[伐鬼方]’고 되어 있는데, 이 삼사효는 서로 종괘로 그 뜻이 같다. 
｢손괘｣와 ｢익괘｣의 이오효(二五爻)도 모두 ‘열 명의 붕우가 있다[有十

朋]’고 하 으니, 이 이오효는 서로 종괘로서 그 象이 같다. 이런 유형

의 괘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강유가 왕래하는 것이 모두 종괘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최근 성호 선생께서 주신 서신에서 卦變은 

14) 순암집3-2, ｢답소남윤장서(答邵南尹丈書)｣, “來氏易說, 雖未究竟, 而大義

以象爲主, 字字句句, 湊合說卦, 皆有下落. 乍見之, 似多警拔之語而靜而思

之, 則聖人立 , 必不若是之拘拘也. 其所以闡明 , 不過是錯綜變爻中爻之

義而已.” 

15) 의 책, 같은 곳, “易中義理無窮, 錯綜亦其一例也. 立辭推象, 恐未必一一

皆出於錯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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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곤 삼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을 읽고 비로소 이 의 견해가 잘

못되었음을 깨달았다.16)

안정복은 성호 선생의 편지를 읽기 까지는 에서 를 든 두 

卦에 같은 괘효사가 있게 된 것에는 綜卦의 에서 한 괘가 다른 

괘로 변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그는 성호선생께

서 괘변은 기본 으로 건곤 삼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견해를 읽고 

괘변에 한 래지덕의 綜卦說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 다. 
이어서 안정복은 朱熹가 元亨利貞을 四德으로 본 것을 공자의 해

석으로, 大亨貞을 문왕의 본래 취지로 악하여 두 성인의 생각이 같

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시한 것에 하여 두 

성인의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易이란 책은 卜筮를 문으로 하 기에 元亨利貞은 모두 을 

주로 하는 뜻이 되지만, 四德의 리가 실로 그 속에 깃들어 있다. 孔子

는 그것이 卜筮만을 주로 하게 되면 때로 술수에 빠져서 易의 이

치가 드러나지 못할까 염려하여 四德을 나 어 말한 것이지만, ‘크게 

형통하되 곧다[大亨貞]’고 하는 뜻은 문왕의 취지와 처음부터 다르지 

않다. 주희는 그 비교  을 둔 곳에 나아가 문왕은 占을 주로 

공자는 理를 주로 하 다고 말한 것이다. 원래 占은 理에서 벗어나

지 않았고, 理 한 占에 깃들어 있으니 두 聖人의 易은 같지 않은 

이 없다.17)

에서 안정복은 元亨利貞을 占과 理의 측면에서 모두 해석할 수 

16) 의 책, 같은 곳, “愚疑所 綜卦, 合於卦變. 蓋旣未濟之三四爻, 皆爲伐鬼

方, 是三四相綜而其義同也. 損益之二五, 皆有十朋, 是二五相綜, 而其象同

也. 此類亦多, 故妄意剛柔往來 , 皆自綜卦而來. 拜星湖下書, 卦變出於乾

坤三索, 始覺前見妄耳.”

17) 순암집3-41, ｢답소남윤장별지(答邵南尹丈別紙)-辛卯｣, 問: 元亨利貞之

文, 皆是文王之係, 四德大亨貞之解. 亦皆孔子之文, 而本義以四德爲孔子之

解, 以大亨貞爲文王本義, 晦翁緣何必 二聖之意不同. 此實平生未得解蒙 , 

幸爲明賜快釋. /答: “易之爲書, 爲卜筮, 故元亨利貞, 皆爲主占之義, 而四

德之理, 實寓於其中. 孔子恐其 主卜筮, 則或流於術數而易理不顯, 故分

四德. 而大亨貞之義, 文王初不異矣. 朱子就其 重處 之, 文王主占, 孔

子主理. 元來占不外於理, 理亦寓於占, 則二聖之易, 未嘗不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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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占과 理의 계에 하여 占은 理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理 

한 占에 깃들어 있어 이 두 가지는 긴 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

로 해석하 다. 이러한 입장에서 안정복은 공자가 元亨利貞의 四德을 

理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왕의 복서를 목표로 하여 말한 것

으로서 大亨貞의 취지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 , 안정복은 주역을 象數와 義理가 유기 으로 결합되어 있으

며, 理는 占에 의지하고 占 한 理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주역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기본 으

로는 의리역학  목 을 가지는 입장에서 상수역학의 이론을 수단으

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가 상수역학과 의리역학

인 시각에서 주역을 이해하는 구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에 하여 다음 두 장에서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周易에 관한 의리역학적 해명

의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정복은 기본 으로 주역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상수와 의리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

인 두 요소로 강조하 다. 그러면서도 그는 象數를 통하여 의리  목

표를 추구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주역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국 역학사에서 주역을 의리 으로 이해하고자 한 학 는 漢代 이래 

王弼을 거쳐 송  程頤에 의해 성 하게 이루어질 때 까지 오랜 기

간을 거쳐 개되어 왔다. 
이들이 주역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인 목표는 하나의 卦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보편  의미를 어떻게 악하느냐 하는 이었다. 그

리하여 이들은 무엇보다도 괘의 보편  의미를 가장 단 으로 드러내

는 卦名을 시하 다. 그리고 이를 하여 이들은 주역 괘효사를 

의미있게 이해하기 한 여러 해석 방법론을 이용하 다. 이런 괘효

사 해석방법론에는 中正, 比應, 主爻, 爻位 등이 있다. 안정복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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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리역학에서 원용하 던 여러 주역 괘효사 해석방법을 수용하

다. 그러면 그가 의리역학  시각에서 주역을 해석하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정복은 이병휴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家人卦｣에 하여 이병휴가 

‘卦名’이 지어진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비 하 다. 이병휴는 ｢가인

괘｣의 ‘가인’이란 괘명과 련하여 二爻와 五爻가 음양으로서 제자리

를 얻고 서로 호응하는 괘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모두 바른 자리를 

얻은 괘인데, ｢가인괘｣는 여기에 속하면서도 특히 두 여자가 함께 살

면서 그 뜻이 같은 것으로서 괘의 이름을 짓는 뜻으로 삼았다18)고 

보았다. 
그러나 안정복은 두 여자가 함께 살면서 그 생각이 같은 것으로만 

괘명을 지은 뜻으로 간주한다면, 이런 종류의 괘는 많다고 ｢가인괘｣

의 괘명이 지어진 이유를 의리역학  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인괘｣를 살펴보면, 內卦가 ‘문명(文明)’을 이루고 外卦가 

巽 한 것이 가정이 화목한 것과 같고, 불이 타오르고 바람이 아래로 

부는 것이 가정의 일이 화합하는 것과 같으며, 이효와 오효가 바른 

자리를 얻으며 서로 호응하는 것이 가정의 道가 바른 것과 같다. 그

리하여 안정복은 많은 괘 에 이 괘만이 ‘가인’이라는 상징  의미

가 있으며 어떤 다른 괘도 이만큼 하고 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라고 이름지었다19)고 하 다. 
상수역학에서는 괘효의 변화 양상에 심을 가지고 특히 소성괘의 

상징에 따라 괘효사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 이며, 괘명에 한 심

은 상 으로 다. 반면 의리역학에서는 한 괘의 보편  의리가 괘

효사를 해석하는 데 매우 요하기 때문에 ‘괘명’에 한 심이 매

18) 순암집( 菴集)4-2, ｢답이경 서(答李景協書｣-癸酉(42세), “夫六十四卦

卦名, 以反 推之, 其自相爲用也, 明矣. 觀於損益否泰晉明夷剝復之類, 可以

知之. 然則睽爲二女不同志之卦, 以家人爲二女同志之卦.”

19) 의 책, 같은 곳, “愚 不必如此說. 伏羲名卦之時, 必觀其象有如此之義, 故

隨而名之. 竊觀家人卦, 內文明而外巽 , 猶人之家政和矣. 火炎上而風下行, 

猶人之家事合矣. 二五得位而相應, 猶人之家道正矣. 諸卦中惟此卦, 果有家

人之象, 而其他則終不如此卦之切近明著 , 故名之曰家人.”



순암 안정복의 周易 인식과 象數義理論 47
우 크다. 특히 각각의 괘효사의 의미는 한 괘 체의 의미에 제약을 

받으면서 해석된다. 안정복이 괘명에 한 심을 가지고 그 의미의 

유래와 근거를 따지는 것은 의리역학 인 측면에 심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안정복은 ‘가인’이라는 괘명을 이끌어내는 

근거로서 內卦ㆍ外卦의 卦德과 함께 정비응론을 용하고 있다. 이

것은 안정복이 의리역학  괘효사 해석 방법론을 원용하여 ‘괘명’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주역을 의리역학  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안정복이 주역을 의리역학  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다른 요한 방법은 그가 효들 사이의 比應 계를 시하여 

괘효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이다. ‘比應’이라는 것은 주역의 한 괘

의 상하괘에서 天地人 각각의 자리에 응하는 爻나, 서로 인 하고 

있는 효 상이에 음양으로 서로 호응하는가 혹은 인 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특정효의 괘효사를 해석하고 그 길흉을 단하는 방법이다. 
곧 ‘比應’은 괘효 사이의 인  혹은 호응 계에 따라 그 괘효사를 해

석하고 그 吉凶을 평가하는 기 으로서 의리역학에서 주역괘효사를 

해석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의리역학에서 괘효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는 中正, 比應, 主爻, 爻位 등의 기 이 주로 이용된다. 
이 에 안정복은 특히 두 효 사이의 호응 계를 시함으로써 주

역을 의리역학  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비응 계

를 통하여 구체 으로 주역 괘효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안정복은 

｢睽卦｣육삼효가 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삼효가 상구효와 

호응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규괘｣六三爻는 양의 자리에 

있어서 성 하게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九二爻와 九四爻의 

양효 사이에 끼여서 뒤에서 당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지당하여 

손상을 받을 상황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육삼효는 밝은 덕을 

가진 상구효와 바르게 호응하기 때문에 손상당하거나 도를 잃지 않

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20) 이처럼 안정복은 육삼효가 도를 잃지 

20) ｢睽卦｣육삼효는 ‘수 가 끌리고 그 소가 제지당하며, 그 사람이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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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끝에는 유종의 미가 있다’고 하는 괘효사의 의

미를 호응 계를 통하여 설명하 다. 
그런데 안정복은 內卦와 外卦에 속한 효 사이의 호응 계에서 강

유효의 동정의 성질에 따라서 호응하는 것이 운동성을 가지는 剛陽의 

爻가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陰柔의 爻로 호응한다고 하여 호응이 일

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 다. 그에 의하면, 剛中

의 덕을 가지고 오효에 호응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호응하는 것으

로서 師卦ㆍ臨卦ㆍ升卦가 있는데, 이들은 구이효가 육오효에 호응하

는 것들이고, 밖에서 안으로 호응하는 것은 无妄卦와 萃卦가 있는데, 
이들은 구오효가 육이효에 호응하는 괘들이라고 언 하 다.21) 이것

은 안정복이 음양이 호응하는 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단순하게 호응하

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주도 이고 능동 으로 작용하는 반면, 음은 

수동 인 입장에서 호응하는 측면에 유의하여 음양의 호응 계를 이

해하는 것이다. 
안정복은 한 강효이든 유효이든 막론하고 오효에서 모두 이효에 

호응하는 계에 있는 괘 에 육자괘로서 장남장녀괘(恒卦), 남

녀괘(未濟), 소남소녀괘(咸卦) 등은 모두 남녀가 서로 감응하는 도리

이므로, 이것과 것의 구별이 없이 모두 호응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22) 여기에서 그는 이효와 오효가 호응하면서도 특히 남녀 육자괘 

깎고 코가 베어짐을 보게 되어 처음에는 무시당하지만, 끝에는 유종의 미

가 있는 것이다. (見輿曳, 其牛掣, 其人天且劓, 无初有終.)라고 말하 다. 

여기에 해 程頤는’ 삼효는 두 개의 강한 양 사이에 끼여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니, 그들의 침해를 받음을 알 수 있다. 육삼효는 상구효와 

바르게 호응하고 있어서 나아가 상구효와 뜻을 합하고자 하지만, 구사효

가 그것을 앞에서 막고 구이효가 뒤에서 당긴다. (三居二剛之間, 處不得其

所安, 其見侵陵, 可知矣. 三以正應在上, 欲進 上合志, 而四阻於前, 二牽於

後.)고 말하고 있다. 

21) 순암집11-2, ｢경서의의(經書疑義)｣, “剛中而應五, 有自內而應外 , 師臨

升彖, 指九二之應六五也. 有自外而應內 , 无妄萃彖, 指九五之應六二也. 柔

道主靜, 剛道主動, 故是剛 , 動而應乎柔也.”

22) 순암집11-2, 같은 곳, “剛柔皆應二, 恒是長男長女之卦, 未濟是中男中女

之卦, 男女相感之道, 故無彼此之分. 故皆應. 咸彖亦曰柔上而剛下. 二氣咸應

以相 . 此爲 男 女之卦, 故亦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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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호응하는 계에 있는 괘에 있어서는 五爻가 음이든 양이든 

二爻와 호응할 때 남녀를 구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일방 으로 호응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호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의리역학에서 호응 계를 설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양효와 양

효, 음효와 음효로서 같은 성질을 가진 효 사이에도 호응 계가 성립

하는 것으로 언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정이는 ‘同德相應’이
라고 말하고 있다. 안정복은 세자[正祖]와의 書筵에서 ｢ 부괘｣ 九二

爻를 이처럼 동덕상응의 에서 설명하 다. ｢ 부괘｣ 구이효의 효

사는 ‘우는 학이 그늘에 있어서 그 새끼가 화답한다. 내가 좋은 벼술

이 있으니 내 그 와 함께 그것을 행하리라’23)로 되어 있다. 여기에

서 구이효가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는 학이 그늘에 있는 것으

로 그 새끼가 화답하는 것을 구오효가 이 구이효에 감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정복은 이것에 하여 곧 ‘孚는 미더움이다. 이효가 오

효와 서로 호응하므로 미더움을 가지고 서로 감응하는 것이 이와 같

다’24)고 언 하 다. 그는 이효와 오효가 모두 양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동덕상응의 에서 이해하고 있다.25)

안정복은 도덕  지향과 실천 여부로 인격을 구별하는 군자와 소

인의 개념을 통하여 괘효사를 의리역학 으로 해석하기도 하 다. 그

는 ｢姤卦｣ 효에 하여 정이 역 과 주희의 역본의의 득실을 

평가하면서 의리  에서 효사를 해석하고 있다. ｢구괘｣ 효는 

‘쇠말뚝에 매어서 곧으면 吉하고 가는 바가 있으면 凶하게 된다. 수

척한 돼지가 날뛴다’26)라고 되어 있다. 이 효사에 하여 정이의 역
23) 周易傳義大全21-7, ｢中孚卦｣, ‘九二爻’,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 爾靡之.” 

24) 순암집16-26, ｢갑오계방일기(甲午桂坊日記)｣, “孚 , 信也. 二爻 五爻相

應. 孚信相感如此.”

25) 여기에서 세자가 주역을 읽지 않아서 二爻와 五爻 사이의 互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질문하자, 안정복은 내괘와 외괘 사이에 효와 사

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상효 사이에 내재해 있는 음양의 조화 계를 

‘호응’이라고 설명하 다. 

26) 周易傳義大全21-7, ｢姤卦｣, ‘初爻’, “繫于金柅, 貞吉, 有攸往, 見凶. 羸豕, 

孚蹢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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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쇠말뚝에 맨다’는 것을 군자가 소인의 악을 통제하는 것

으로 보는 반면, 주희는 정길유왕(貞吉攸往)을 소인을 경계하는 일로 

보았다.27) 이들 주석에 하여 안정복은 설명하는 문장이 통하지 않

는 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효의 내용은 문장의 흐름상 ‘쇠말뚝에 맨다는 것

은 당시 일이 소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마치 수 가 쇠말뚝에 매

여 굴러가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군자가 바름을 지키면 길하지

만, 움직이면 흉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효의 의미를 부연

하여 미약한 陰이 아래에 있어서 비록 수척한 돼지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실로 들이받는데 있어서 끝에는 반드시 陽을 소멸하고야 말 

것이니, 그 두려워할만 한 것이 이와 같으므로 가벼이 움직일 수 있

겠는가!28) 라고 하여 경계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정복은 ｢구괘｣

효의 효사를 군자가 바름을 지키고 소인은 그것을 해치는 취지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 방법은 바로 의리역학에서 주로 취하

고 있는 도덕의리  해석 방법론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밖에 안정복은 성호 선생에게 올린 편지에서 주역 ｢萃卦｣와 

｢巽卦｣의 괘사를 이용하여 당 의 사람들이 부귀하여 경제 으로 여

유 있는 사람이나 경제 으로 빈천한 사람들이 모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경과 효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29) 그가 주
역 괘효사를 이 게 선조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에 용하고 있는 

것은 괘효사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역을 도덕  의리실천의 에

서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 , 안정복은 ‘괘명’에 한 

27) 순암집4-6, ｢여이경 서( 李景協書)-戊寅｣, “若如程傳, 以繫金柅爲君子

禁制 人之惡, 則有字上必加使之字, 文義可通. 若如朱熹以貞吉攸往, 爲戒

人事, 則羸豕以下, 又文不相連, 必加然其以下十餘字, 然後文義亦通.” 

28) 의 책, 같은 곳, “以文勢觀之, 則繫金柅 , 似 時事爲 人所制, 如車輪

爲金柅所繫而不行, 故君子守正則吉, 往則凶. 蓋微陰在下, 雖若羸豕, 其心誠

在於躑躅, 終必消陽而後已. 其可畏如此, 其輕有所往乎!”

29) 순암집2-14, ｢상성호선생서(上星湖先生書)-丁丑｣, “易在萃, 則用大牲吉. 

當損則二簋用享. 朱子之義亦本於此矣. 今人或富厚貴顯, 陰食若流, 而反薄

於奉先. 或貧寠無賴, 不能備籩豆之數, 則亦公然不祭, 二 均爲不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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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기도 하도, 괘효사 사이의 호응 계에 따라 주역 괘효사

를 해석하거나, 도덕  의리 실천의 에서 괘효사를 이해함으로써 

의리역학  을 보여주고 있다. 

Ⅳ. 周易에 관한 상수역학적 이해 

안정복은 의리역학  심뿐만 아니라 상수를 심으로 한 상수역

학 인 주역이해에도 심을 가지고 상수와 의리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 다. 상수와 련하여 그는 ｢하도낙서｣의 수리

 원리, 호체괘를 통한 괘효사 해석, ｢잡괘 ｣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

며 효변설 한 언 하고 있다. 그러면 안정복의 이처럼 상수역학  

에 따라 주역을 이해하는 구체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안정복은 1761년 ｢권철신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권철신이 ｢하도낙

서｣가 괴이하고 근거 없는 도서(圖書)라고 하는 歐陽修의 설에 의거

하여 이 圖書를 믿지 못하는 것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도

낙서｣는 역 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

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하도낙서｣의 수리가 역 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그가 주역을 상수  측면에서 이

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는 ｢하도낙서｣의 신빙성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하도낙서｣가) 괴이하고 근거가 없어서 믿지 못할 도서(圖書)
라면 어떻게 ‘黃河에서 그림[圖]이 나오고 洛水에서 무늬[書]가 나와 

聖人이 그것을 본떴다’고 말하 겠는가? 伏羲가 ｢하도｣를 본떠서 팔괘

를 그린 것은 역 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거기에서 ‘天一에서 地十에 

이른다’고 말한 것은 지 까지 해온 ｢하도｣와 꼭 일치하여 어 남이 

없으니, 이것이 과연 근거없이 이상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인가? 禹는 ｢낙

서｣를 본떠서 九疇를 펼쳤는데, 비록 經에서 보지는 못하 지만 大戴

禮 ｢明 ｣에 二九ㆍ四七ㆍ五ㆍ三六ㆍ一八 등의 자가 있고,  그 

一에서 十에 이르는 數는 일반 으로 수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 
｢낙서｣는 숫자는 비록 九에서 멈추지만 十의 數가 그 속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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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한 五十五가 되어 ｢하도｣와 합치된다. 이것은 종횡으로 헤

아려도 모두 十五가 되는데, 이것이 자연의 法象이다. 그것을 인

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괴이하여 믿기 어려운 圖書라고 지 할 수 

있겠는가?30) 

안정복은 여기에서 역 의 두 구 에 근거해 볼 때, ｢하도낙서｣

가 복희씨 이래의 연원을 가지는 것으로서 믿을 만한 것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大戴禮 ｢明 ｣편에 나오는 숫자를 단순

한 숫자가 아니라 ｢낙서｣를 본떠서 배열한 숫자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숫자가 자연의 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의 象들을 수리  원리에 의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가 주역에
서의 상수  요소를 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안정복은 伏羲와 禹가 畫卦하고 九疇를 펼치려는 상황과 ｢하도낙

서｣가 祥瑞를 드러내는 상황 사이의 상 계를 언 함으로써 ｢하도

낙서｣가 복희와 禹가 하고자 했던 작업에 보조수단이 되었음을 드러

내고 있다. 그는 ‘복희가 하늘과 땅을 우러르고 굽어 살피고, 우가 치

수공사를 이루려고 할 즈음 괘를 그리고 九疇를 구획지음으로써 사물

을 열어 힘쓸 바를 이루는 과업으로 삼고자 하 는데, 圖書가 祥瑞를 

드러내어 그 치와 숫자에 의거하여 밝힐 수 있는 이 있었다. 그

래서 그 자리와 숫자에 의거하여 그것을 본떴을 뿐이다. 두 성인은 

뛰어나게 명하여 叡智에 한계가 없으니 비록 圖書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어  卦와 九疇의 구획이 없었겠는가? 마침 우연히 상서를 드러

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떴을 뿐이다’31)라고 말하고 있다. 안정복은 

30) 순암집6-19, ｢답권기명서(答權旣明書)-壬辰(61세)｣, “若是怪妄不信之書, 

則何以曰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云耶. 伏羲則河圖而畫八卦, 易傳可 . 其

曰天一至地十云 , 今所傳河圖, 沕合不忒. 此果爲怪妄而不信乎? 大禹則

洛書而 九疇. 雖不經見, 而大戴禮明 篇, 有二九四七五三六一八之語, 且

其自一至十, 非汎然列數之也. … 落書雖數止於九, 而十數包在其中, 則亦爲

五十五而 河圖合. 此縱橫數之, 皆成十五, 是法象之自然. 其可 以人爲之, 

而指爲怪妄不信之書乎?”

31) 의 책, 같은 곳, “伏羲仰觀俯察, 大禹治水成功之際, 欲畫卦 疇, 爲開

物成務之業, 而圖書呈瑞. 其位數有可據而明之 也. 故因寓其位數而則之耳. 

二聖人靈襟不測, 睿視無涯, 雖非圖書, 豈無卦疇, 適値禎祥之出而爲之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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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하도낙서｣가 복희와 禹가 괘를 그리고 九疇를 구획 짓는 데 있

어서 수리  원리를 드러내  우연 이면서도 보조 인 수단으로 이

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안정복은 결론 으로 ｢하도낙서｣는 수리를 드러내

는 근본인데, 참 설을 제시하는 술은 오로지 술수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인용하여 쓰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 서에서 인용했다고 하여 믿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역 에 분명히 한 말은 무시하는 것은 무

슨 까닭인가? 라고 하여 권철신의 ｢하도낙서｣에 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 다. 여기에서 안정복은 권철신에게 ‘마음을 기울여 

｢하도낙서｣의 文을 세 히 살펴서 그 지극히 당연한 취지를 찾아보고 

경솔하고 쉽게 말하는 의론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이색 인 것을 좋아

하는 부류로 돌아가지 말기 바란다’32)고 말하 다. 안정복은 ｢하도낙

서｣의 수리가 참 서에 흘러 들어간 것은 참 서가 術數를 주로 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런 상이라고 보면서, 역 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

는 圖書의 신빙성과 그 수리를 깊이 살필 것을 강조하 다. 
안정복이 상수역학의 에서 주역을 이해하는 것에는 互體卦

를 이용하여 괘효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호체괘는 본래 하나의 

卦에서 효와 상효를 제외한 나머지 네 효 가운데 2ㆍ3ㆍ4효와 3ㆍ
4ㆍ5효를 취하여 새로운 괘를 만들어 그 괘효의 象을 찰하는 상수

역학 으로 주역의 괘효사를 해석하는 기 이었다. 안정복은 이러

한 호체괘 체 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성괘로서 ‘互卦’를 

심으로 하여 주역괘효사를 해석하 다. 그는 ‘래지덕의 易變과 

術數家가 말하는 ‘互卦’라는 명칭이 효가 된다. ‘中爻’라는 이름은 

｢繫辭｣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육효를 체 으로 논하면서도 가운데 

있는 네 효로서 음미하고 살피는 뜻이 많지만, 이 中爻를 쪼개어 상

32) 의 책, 같은 곳, “幸公潛心密察于河洛之文, 以求其至當之歸趣, 勿遽爲率

易快口之論而自歸好異之科如何. 公書河洛出於緯書系辭之外, 又見於何等緯

書耶. 河洛爲數之宗, 而讖緯之書, 主術數, 故引而用之, 亦不異矣. 以緯書

之所引, 而指以爲不信, 易傳分明之語 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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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로 결합하여 새로이 괘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33) 
라고 주장하 다. 안정복은 易의 괘에서 간에 있는 네 효에 교차

으로 내재되어 있는 소성괘의 괘상을 찰하는 데 ‘ 효’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성괘로서의 호체괘에 中爻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

라고 본 것이다. 
안정복은 성호 선생에게 올리는 서신에서 이병휴(李秉休)와 주고받

았던 논의를 거론하며 ‘어떤 사람이 ｢革卦｣에 풍로(風爐)의 象이 있

다고 했다는 이병휴의 언 에 동의하는 취지로, 互體卦 이론을 용

하여 이 ｢ 괘｣에는 金이 火木의 에 있는 것으로서 불로 주물을 

만들어 내는 象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곧 그는 ｢ 괘｣에서 

上卦 ｢兌卦｣가 金을 상징하고, 下卦가 ｢離卦｣로 불을 상징하며, 간

의 호체괘인 ｢巽卦｣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나무로 불을 때 

을 녹여 주물을 만드는 상으로 해석하 다.34) 이처럼 호체괘를 이

용하여 주역을 이해하는 방법은 漢代 상수역학에서 괘효사를 해석

하는 형 인 방법이었다. 
한 안정복은 소성괘 ｢兌卦｣에는 ‘무당[巫]’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귀신과 하는 象이 있다고 언 하면서 ｢升卦｣ 사효, ｢大有

卦｣ 삼효를 로 들고 있다.35) 이 괘들은 효사에서 ‘왕이 岐山에서 

제사를 올린다’, ‘제후가 천자에게 조공하는 제사를 올린다’고 하여 

신령과 교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 괘의 괘효사를 호괘의 

에서 해석하는 것은 상수역학 인 방법으로 괘효사를 해석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36) 

33) 순암집11-2, ｢경서의의(經書疑義)｣, “來氏易變術家互卦之名, 爲中爻. 中

爻之名, 出於繫辭. 總論六爻而居中四爻. 觀玩之義爲多. 非 析此中爻, 合成

上下體而成卦也.”

34) 순암집2-6, ｢상성호선생서(上星湖先生書)-癸酉｣, “ 日景恊書, 或 鼎象

也. 反鼎爲革, 革有風爐象. ... 而愚見風爐之象, 革果有 . 下體火中巽木. 上

兌金, 金在木火之上, 有風火鼓鑄之象. 正似風爐然矣. 

35) 의 책, 같은 곳, “兌爲巫, 有交接鬼神之象, 困五隨六升四大有三, 是也.”

36) 이 밖에도 안정복은 ‘｢艮卦｣가 산이 되고, 文闕이 되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象이 있는데, 互卦를 용해 볼 때 ｢萃卦｣ 이효, ｢益卦｣ 삼효가 이

런 괘에 해당하고, ｢坎卦｣는 물이 되는데 음식은 물이 있어야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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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은 ｢睽卦｣ 상구효에 해서도 호괘를 통하여 그 의미를 해

석하고 있다. ｢규괘｣ 상구효에는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쓰고 귀신을 

수 에 한 가득 실은 것을 본다’37)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 효사에 

하여 안정복은 ‘돼지가 진흙을 뒤집어썼다는 것은 四爻의 坎體를 

을 가리키고, 귀신을 수 에 실었다는 것은 二爻의 兌體를 가리키는

데, 坎은 ‘돼지[豕]’가 되고, 兌는 무당이 되기 때문이다’38)라고 말하

다. 여기에서 안정복은 ｢감괘｣는 돼지를 상징하고 ｢태괘｣는 무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 하는 ｢설괘 ｣의 물상의 를 용하고, ｢규괘｣ 

가운데 3ㆍ4ㆍ5효가 감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호괘로 보아 상구

효의 효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효의 마지막 효사인 

‘가서 비를 만나면 길할 것이다’라고 한 부분도 상하체가 섞여서 ｢감

괘｣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안정복은 호괘 뿐만 아니라 八卦의 物象과 爻變說을 결합하는 방

법을 통해서도 괘효사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한 상수역학  시각

으로 주역을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中孚卦｣ 구이효를 

해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응 하여 아뢰었다. ‘공자는 역 을 지을 때도 象을 취하여 말을 

했는데, 단지 말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 사옵니다. 이 ｢ 부괘｣는 內

卦가 ｢兌卦｣가 되는데 괘는 ‘기쁨[悅]’을 뜻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말이 있게 되기 때문에 한 ｢태괘｣에 입이라는 상징이 있으며, 그래

서 말이 되옵니다.  二爻가 움직이면 ｢震卦｣가 되는데, 震은 움직임

[動]을 뜻하며, 행동은 움직임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에게 가

깝고 실한 것 에 말과 행동을 넘어서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象에 나아가 뜻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밝혔사옵니다. 언행을 신 히 할 

때문에 易에서 음식을 말하는 괘에는 ｢감괘｣가 많은데, ｢수괘｣ 오효, ｢곤

괘｣ 이효, ｢ 괘｣ 이효가 그 다. (艮爲山爲文闕, 有宮廟祭祀之象, 萃二益二

是也. 坎爲水, 飮食有水而成, 故易中 飮食多坎. 若 五困二漸二未濟六, 是

也. 又有坎四家人二是也. : 순암집11-2, ｢경서의의｣)고 말하 다. 

37) 주역 의 14-14, ｢睽卦｣‘上九爻’, “睽孤, 見豕負塗, 載鬼一車. 先張之

弧, 後說之弧, 匪寇婚媾, 往遇雨則吉”

38) 순암집11-2, ｢경서의의｣, “睽上九見豕負塗, 指四爻坎體, 載鬼一車, 指二

爻兌體, 坎爲豕而兌爲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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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체로 이와 같은 것이니, 임 된 사람은 더욱 조심하여 

한마디라도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39)

공자는 ｢中孚卦｣에 하여 ｢繫辭 上｣에서 ‘언행은 군자의 핵심  

추가 되는 것으로서 핵심 추가 발휘되는 것은 욕의 주된 원인

이다. 언행은 군자가 天地를 움직이는 수단이니 신 하지 않을 수 있

겠는가!’40)라고 하여 行을 君子의 實情을 보여주는 핵심  추가 

된다고 보았다. 안정복은 공자가 이처럼 ｢ 부괘｣를 설명하면서 군자

의 핵심 건으로 ‘언행’을 말한 것에 하여, ｢ 부괘｣속에 있는 내괘

로서 ｢兌卦｣의 성질로서 ‘기쁨’으로부터 ‘말[ ]’을 이끌어내고, 효변

을 통해 나오는 괘로서 ｢震卦｣가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행
동[行]’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정복이 ｢설괘 ｣에서 말하는 팔

괘의 물상을 용하고, 다시 爻變을 통하여 효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상수역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주역을 이해하고 있

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안정복은 역학계몽의 ｢原卦畫｣, ｢明蓍策｣, ｢ 變占｣ 등의 장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八卦로부터 六十四卦를 형성하는 방법, 산가지로 

十八變의 과정을 거쳐 괘효를 도출하는 과정, 을 칠 때 변효의 숫

자에 따라 치는 법 등과 련한 상수역학  측면에 심을 가지고 

일정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먼  안정복은 八卦로부터 육십사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邵雍의 加倍法은 八에서 十六, 十六에서 三十二

로 미루어 가는데, 여기에서 十六과 三十二는 단지 텅빈 그림자로 명

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팔괘를 첩하여 육십사괘를 만드는 것

이 간결한 것만 못한 것 같다41)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 산가지로 

39) 순암집16-26, ｢갑오계방일기(甲午桂坊日記)｣, “ 曰, 孔子作傳, 亦取象而

. 非徒然但 行也. 這內卦爲兌. 兌, 悅也. 人悅則有 . 且兌有口象, 故

爲 . 且二爻動則爲震. 震, 動也. 行屬動, 故孔子以人之切近, 莫過於 行, 

卽象取義而明之. 行之不可不愼蓋如此, 而爲人君 . 尤當警惕, 不可使一

有所失措.”

40) 주역 의 22-51, ｢繫辭 上-8｣, “ 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

主也. 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其不愼乎?”

41) 순암집11-5, ｢경서의의(經書疑義)｣, “邵子只以加倍推去. 故八爲十六,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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爻를 도출하는 것과 련하여 체로 주희의 견해를 그 로 따르면

서, 한 爻가 三變으로 이루어지는 것, 三歲一閏이 一變이 되는 것을 

도표로 그리고 있다. 이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八卦가 소성괘가 된다

는 문장은 한 효가 六變이 되기 때문에 세효가 십팔변이 되어 삼획

괘가 되어 팔괘의 문장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에 하여, 
이런 견해는 생각이 짧은 것으로 十八變은 당연히 주희의 一爻三變說

을 따라 六爻가 十八變이라고 보아야 한다42)고 주장하 다. 
안정복은 ｢고변 ｣장의 을 칠 때 변효의 숫자에 따라 을 치는 

방법에 해서도 주희의 견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

를 제기하 다. 그에 의하면 주희는 ｢고변 ｣장에서 네 효와 다섯 효

가 모두 변하면 변하지 않는 爻의 효사로 을 친다고 한 에 하

여 의심하 다. 이것은 老陰老陽으로서 九와 六을 쓰고 陰 陽으로

서 七과 八을 쓰지 않는다는 듯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구육을 쓰고 칠팔을 쓰지 않는 것은 역의 요

한 뜻으로서 주희가 어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하면

서,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주희가 살았던 당시 문

하의 제자들 가운데 질문하여 변론한 것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아

쉬워하고 있다.43) 주희는 역학계몽 ｢고변 ｣장에서 을 칠 때 변 

효가 네 효 는 다섯 효가 나오면 변하지 않는 두 효의 효사로 

을 친다고 하 다. 이것에 하여 안정복은 占은 기본 으로 變爻를 

뜻하는 老陽 老陰의 用九, 用六으로 을 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

고 주희의 견해를 의문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복의 문제의식은 

기본 으로 상수역학 인 심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六爲三十二. 所 十六三十二云 , 只是虛影而無所名. －似不若八卦以重之

爲六十四之簡也－”

42) 순암집11-4, 같은 곳, “然則十八變 , 當如朱子一爻三變之說, 而六爻爲

十八變矣. 或 , 疑於八卦 成之文, 以一爻有六變, －三變各有揲扐－ 三爻

爲十八變而爲三畫卦, 以應八卦之文, 却恐意短.”

43) 순암집11-5, 같은 곳, “ 變占, 四爻五爻俱變, 則占不變爻辭. 此 用九用

六, 不用七八之義不同, 爲可疑也. 用九六, 不用七八, 乃易中大義. 朱子豈不

慮此耶. 是必有其說, 而當時及門之士, 恨不問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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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안정복은 ｢河圖洛書｣가 자연의 法象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일정한 수리  원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믿을 만한 거가 역 에 

있다고 보면서 상수학  측면에 한 심과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

리고 그는 구체 으로 互體卦(互卦)를 이용하여 주역의 괘효사를 

해석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그가 상수역학  해석

방법에 의거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주

희의 역학계몽의 여러 장에서 언 하고 있는 상수역학 인 문제들

에 하여 일정한 견해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수역학에 하여 비

교  세 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Ⅴ. ｢雜卦傳｣에 관한 분석적 이해와 해명

안정복은 陰陽ㆍ剛柔로부터 괘사 형성되고 변화하는 交易과 變易으로

서 역에 한 기본 인 내용에서부터, ｢하도낙서｣와 역학계몽의 상

수  원리, 상수와 의리 사이의 계에 한 견해, 그리고 호응, 호체괘 

등 괘효사를 구체 으로 해석하는 방법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주역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들 학설을 체로 단편 인 언 이나, 간

명한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그는 ｢雜卦傳｣에 해

서는 유례없이 커다란 심을 가지고 ｢잡괘설｣과 ｢잡괘후설｣이라는 상

당히 자세한 논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논설에서 안정복은 ｢잡괘 ｣

의 함축된 의미와 특징, 그리고 괘 사이의 상 계나 배열 등에 하

여 에 보기 드문 해설을 하고 있다. 이제 안정복이 ｢잡괘 ｣에 커다

란 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분석한 이유와 그 구체  내용을 검토해 보

기로 한다. 
｢잡괘 ｣은 ｢十翼｣의 하나로서 卦의 순서에 한 이유를 제시하는 

｢서괘 ｣과는 달리 기본 으로 육십사괘를 두 개의 괘씩 을 지어 

결합하여 비슷한 뜻 는 반 되는 뜻에 따라 괘를 섞어서 괘들이 

가지는 상  의미를 밝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韓康伯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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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라는 제목 하에 ‘여러 괘를 섞어서 그 뜻을 錯綜시키는데, 때로는 

같은 것을 서로 무리짓고 때로는 다른 것을 상 으로 밝 주도록 

하 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여기에서 乾坤, 坎離卦와 같은 경우는 

여섯 효가 모두 상반되는 두 괘를 립시키고, 다시 比卦와 師卦, 泰
卦와 否卦와 같은 경우는 上下가 상반되는 두 괘를 립시킨 것으로 

그 조합되는 것은 완 히 지  上⋅下經과 동일하다.44) 요컨 , ｢잡
괘 ｣은 천지만물이 뒤섞여서 자리잡고 있는 상태  그 게 된 이유

를 설명하는 傳이라 할 수 있다.45) 그러면 안정복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잡괘 ｣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가?
안정복은 먼  ｢잡괘설｣ 서두에서 周易 上ㆍ下經을 기 으로 볼 

때 乾ㆍ坤卦와 咸ㆍ恒卦가 ｢서괘｣의 순서와 같은 상 편의 첫머리에 

있으면서 섞이지 않은 이유를 언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건ㆍ곤

괘와 함ㆍ항괘가 각각 氣化와 形化의 시원이 된다는 에서 상하편의 

첫머리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雜卦｣ 가운데 건ㆍ곤ㆍ함ㆍ항괘 만이 섞이지 않고 다른 괘들은 모

44) 戶田豐三郞, 易經注釋史綱, 風間書房, 東京, 1968, p. 82. 戶田豐三郞은 ｢雜

卦新 ｣에서 ‘｢雜卦傳｣이란 명칭은 史記 ｢孔子世家｣에 보이지 않는데, 아

마도 그것이 출 한 것이 사기보다 이후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필자는 ｢잡

괘｣를 論衡에서 말한 ‘뒤에 얻은 한 편[後得一篇]’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곧 논형 ｢正說｣편에는 河內의 여자가 老屋으로부터 세 篇의 古書를 

얻었다고 하는 에 한 편으로서 宣帝가 博士에게 내려 보여주어, 검토해 

보도록 명령한 결과 易가운데 산일된 편으로 단되어 그것을 ｢序卦｣ 뒤에 

붙 던 것 같다. 漢志에 雜卦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후에 출

한 단편이므로 ｢서괘｣에 포함시켜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p. 81) 李鏡池는 잡괘가 괘를 암송하기 편하게 하기 한 운

율을 고려한 계몽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혹에 의하면, 공자가 역  10

편을 지었다고 선 하던 유흠이나 반고와 같은 학자도 ｢잡괘｣를 반드시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강백이 ‘여러 괘를 잡다하게 섞어 놓아 그 뜻을 착종

시킨 것이라고 주석한 머리에 ‘六十四卦歌訣’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지 여

러 괘의 운을 사용하여 노래가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외우기 편리

하게 하기 한 계몽서라는 것이다. (黃壽祺, 張善文, 周易硏究論文集(第1

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7, p. 211.)

45) 金碩鎭, 大山 周易講解(下), 大有學 , 서울, 1994, p.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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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순서가 섞인 것은 무슨 이유인가? 乾坤은 氣化의 시원이 되어 上篇

의 첫머리에 있고, 咸恒은 形化의 시원이기 때문에 下篇의 첫머리에 

있어 여러 괘의 벼리[綱領]가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으나, 다른 괘

들은 작용이 되므로 섞 다. 그것을 섞고 나서야 易道의 신묘한 작용

이 끝이 없음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서괘｣를 기 으로 보면 건ㆍ곤

괘에서 열 개의 괘를 거치고 나서 體를 바꾸고 서로 립하여 否ㆍ泰

卦를 얻으니, 否ㆍ泰卦는 乾ㆍ坤卦가 작용한 결과이다.  함ㆍ항괘에

서 열 개의 괘를 거치고 나서 역시 體를 바꾸고 서로 립하여 損ㆍ益

卦를 얻으니, 損ㆍ益卦는 咸ㆍ恒卦가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비ㆍ태

괘와 함ㆍ항괘는 서로 (上下篇의 자리를) 바꾸었다.46)

안정복은 건ㆍ곤괘와 함ㆍ항괘가 상하편의 머리가 되는 까닭은 각

기 氣化와 形化의 시원이 되기 때문이며, 다른 괘들은 모두 이들 괘

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섞 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ㆍ곤괘

과 함ㆍ항괘로부터 각각 열 번째 괘를 거치면 비ㆍ태괘와 손ㆍ익괘가 

나오는데, 이 괘들은 이들 짝이 되는 괘들이 서로 교차하거나 그들의 

반 괘가 된다. 이것은 안정복은 건ㆍ곤괘와 함ㆍ항괘의 體가 작용하

여 후자의 괘들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비ㆍ태

괘가 상편에서 하편으로, 손ㆍ익괘가 하편에서 상편으로 바  것은 

바로 역의 도리의 무궁한 변화를 하여 괘를 섞는 ｢잡괘 ｣의 목  

때문이라 추론하고 있다. 
이어서 안정복은 건괘와 곤괘를 각각 따르는 六子卦를 上下 편에 

둔다면 육자괘  乾卦를 따르는 卦는 上篇에, 坤卦를 따르는 卦는 

下篇에 두어야 하지만, 육자괘  각각 건괘 곤괘를 따르는 괘들을 

(｢잡괘 ｣에서) 上下 두 편에 교차시켜 배치한 것은 천지가 서로 교

감하는 뜻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47) 그리하여 그는 컨  ｢소

46) 순암집19-35, ｢잡괘설(雜卦說)｣, “雜卦惟乾坤咸恒不雜, 餘皆雜之 , 何也. 

乾坤爲氣化之始而居上篇之首, 咸恒爲形化之始而居下篇之首. 爲衆卦之綱領, 

故不雜. 而餘卦爲用, 故雜之. 雜之而後, 易道之妙用不窮又顯矣. 序卦, 乾坤

歷十卦而換體相 , 得否泰. 否泰, 乾坤之用也. 咸恒歷十卦而後, 亦換體相

, 得損益. 損益, 咸恒之用也. 然則否泰 損益相換矣.”

47) 의 책, 같은 곳, “乾坤爲衆卦之主, 而六子從乾坤 也. 以上下篇分屬乾坤, 

則乾當屬乎上, 坤當屬乎下. 而六子之從乾坤換居二篇 , 天地相交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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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괘｣는 長女로 아버지를 따르는 괘이며, ｢ 유괘｣는 中女로서 아버

지를 따르는 괘인데 이 두 괘는 (｢잡괘 ｣에는 하편에 있는데) 상편

으로부터 온 것이고, ｢夬卦｣는 女로서 아버지를 따르는 괘로 본래

부터 下篇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 다.48) 그러나 

이런 규칙에 외가 되는 卦들에 해서도 안정복은 그 이유를 붙이

고 있다. 컨 , ｢ 축괘｣는 주역의 괘의 순서에서 上經에 속하지

만, 男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괘이기 때문에 ｢잡괘 ｣에서는 下篇에 

바 는 것이 天地 사이의 交感이라고 하는 취지와 규칙에 맞는 것이

다. 그러나 ｢ 축괘｣는 ｢잡괘 ｣에서 上篇에 그 로 있다. ｢ 축괘｣가 

이 게 上篇에 그 로 있는 이유를 안정복은 ｢大畜卦｣는 ｢艮卦｣를 上

體로 가지고 있어서 ‘고요하게 머물러 쌓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卦

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정

복은 ｢잡괘 ｣의 기본 원리를 천지가 교감하면서 이루는 무궁한 변화

의 측면에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의 괘가 지니는 특수한 성질은 나름의 고

유한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안정복은 한 損ㆍ益卦와 否ㆍ泰卦가 각각 震ㆍ艮卦와 睽ㆍ家人卦 

다음에 오는 이유를 각각 자연과 인사의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

다. 그는 ｢잡괘｣에서 卦가 차례지어지는 이유와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損ㆍ益卦가 震ㆍ艮卦 다음에 오는 까닭은 한편으로 움직이고 한편

으로 고요하여 거기에서 損ㆍ益卦가 생겨나기 때문이고, 否ㆍ泰卦가 

睽ㆍ家人卦 다음에 오는 것은 한편으로 가까이 하고 한편으로 소원하

게 하므로 거기에서 否ㆍ泰卦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괘 상호간의 차례도 그 순서지워진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다른 

괘는 비록 같지 않더라도 그 반 괘가 서로 바  것－서괘에서 ‘師比’
로 잡괘에서 ‘比師’라고 한 형태－이 상편에 여덟 괘이고 하편에 스물 

48) 의 책, 같은 곳, “ 畜長女從父也, 大有中女從父也, 二卦從上篇而來, 夬

女從父也, 下篇自存故不動. ... 大畜爲 男從父之卦, 而不動 , 何也. 艮

體靜而當畜止之時, 不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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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괘, 바 지 않은 것이 상편이 스물 두 괘 하편이 열 두 괘이다. 
한 그 뜻은 있으나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운율에 구애되어 그

게 한 것 같다.49)

안정복은 ｢잡괘 ｣에 보이는 괘의 순서는 기본 으로 ｢서괘 ｣에서

처럼 반 괘를 그 로 는 앞뒤로 바꾸어서 순서지운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특히 그는 손ㆍ익괘가 각각 움직임과 고요함을 상징하는 

진괘, 간괘가 動靜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ㆍ태괘는 각각 

親疎를 상징하는 규괘와 가인괘가 작용한 결과가 되므로 바로 뒤에 

왔다고 보았다. 이 괘들을 안정복이 특별히 언 한 것은 이들 괘가 

건곤, 감리의 작용으로부터 도출되는 괘로서 動靜하는 自然과 親疎를 

따지는 人事의 원리를 설명하는 기 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안정복은 ｢잡괘설｣에서 주로 고정된 범이 없이 움직이는 천지자

연의 무궁한 변화에 따라 ｢서괘 ｣에서 순서지어진 上下篇으로의 괘

의 치가 섞이고 바 는 측면을 주로 설명하 다. 여기에서 고려되

었던 것은 天地의 교감, 父母와 六子卦, 體用, 動靜親疎와 같은 기

이었다. 하지만 안정복은 이후 다시 ｢잡괘후설｣을 써서  다른 측면

에서 잡괘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이 ｢잡괘후설｣에서 그가 을 

두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반 괘로 이 이루어지지 않는 ｢大過卦｣

로부터 마지막 여덟 괘가 순서지어진 이유를 互體卦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정복은 ｢잡괘 ｣에서 다른 괘들은 모두 반 괘를 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반해 ｢大過卦｣ 이후 여덟 괘들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을 의문시하면서 새로운 규칙이 숨어 있는 것을 해명하고 있다. 단

으로 말하여 안정복은 이 ｢ 과괘｣ 이후의 괘들은 호체괘에 의해 서

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서괘 ｣에 따라 살펴보면 

49) 의 책, 같은 곳, “損益次于震艮 , 一動一靜而損益生焉. 否泰次于睽家人

, 一疎一親而否泰形焉. 推此以求之, 則其相次之序, 亦有可 矣. 其他卦

雖不同, 而其反 之耦相換, －序卦師比此云比師之類. － , 上篇八卦, 下篇

二十二卦, 不換 , 上篇二十二卦, 下篇十二卦, 亦有意義而不可推究. 其或拘

於韻語而然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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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ㆍ坤은 衆卦의 머리가 되고, 旣濟ㆍ未濟는 衆卦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과 등의 여덟 괘는 모두 互體로 乾ㆍ坤ㆍ旣濟ㆍ未濟를 취하

여 易卦의 처음과 끝을 드러낸 것이다.50) 
뿐만 아니라 안정복은 ｢잡괘 ｣에서 이처럼 마지막에 乾坤과 旣濟

未濟가 互體로 포함되어 있는 괘들을 배치하여 끝을 맺은 의미를 坎

卦ㆍ離卦의 요성과 연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坎卦와 離卦는 天一과 地二로서 氣化의 머리가 되며 乾坤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이 태어남에 이것을 품부 받아 자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易卦 가운데 坎ㆍ離를 가장 시하여 ｢서괘｣에서는 

上篇을 감리로 마쳤다. 下篇은 旣濟ㆍ未濟로 마침으로써 그 坎ㆍ離가 

첩된 것으로 돌아가는 뜻을 보여주며, ｢雜卦｣가 끝에 旣濟ㆍ未濟와 

乾ㆍ坤을 함께 일컬은 것도 그 뜻이 같다.51)

안정복은 곧 ｢雜卦傳｣에서 ｢大過卦｣ 이후 마지막 여덟 괘를 旣濟未

濟와 乾坤의 호체괘로 마친 것은 감괘 리괘가 乾坤의 작용이 되면서, 
동시에 기제 미제괘의 상하체를 이루기 때문에 易의 始終을 이루면서 

生生의 작용을 포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互體說을 용하여 ｢잡괘 ｣ 속에 숨어 있는 시종을 거

치면서 生生하는 易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복

은 ｢잡괘 ｣에 한 해설을 통하여 천지자연의 교감에 의한 易의 무

궁한 변화에 심을 가지고,  호체설을 통하여 역의 생생과 시종의 

원리를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기 으

로 평가한다면 상수역학  심에 근한다고 할 수 있다. 

50) 순암집19-38, ｢잡괘후설(雜卦後說)｣, “以序卦 之, 乾坤爲衆卦之首. 旣未

濟居衆卦之末, 故大過等八卦, 皆取互體之乾坤旣未濟. 以著易卦之終始.” 

51) 의 책, 같은 곳, “坎離 , 天一地二, 氣化之首而爲乾坤之用. 人物之生, 莫

不稟是而育焉. 故易卦 重坎離. 序卦上篇, 以坎離終焉. 下篇以旣未濟終焉, 

以示其歸重之意. 而雜卦之以旣未濟 乾坤竝稱于末 , 其意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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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수(象數)와 의리(義理)를 조화와 균형의 시각에서 이

해하는 순암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인식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

다. 안정복은 象數를 시하는 입장에서는 互體卦와 爻變說과 같은 방

법  기 을 시하 으며, 義理를 시하는 입장에서는 卦名과 함께 

卦爻 사이의 比應 계와 같은 방법  기 을 시하 다. 하지만, 안정

복은 주역은 象數와 義理가 유기 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理는 占에 

의지하고 占 한 理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주역을 이해하

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기본 으로는 의리역학  목 을 가지는 입

장에서 상수역학의 이론을 수단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복은 ‘괘명’을 시하고, 괘효사 사이의 호응 계에 따라 주

역 괘효사를 해석하거나, 도덕  의리 실천의 에서 괘효사를 이

해함으로써 의리역학  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도덕  지향과 

실천 여부로 인격을 구별하는 君子와 人의 개념을 통하여 괘효사를 

의리역학 으로 해석하기도 하 다. 그는 ｢구괘｣ 효에 하여 정이 

역 과 주희의 역본의의 득실을 평가하면서 의리  에서 효

사를 해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 안정복은 상수에 을 둠으로써 상수역학  견지에서   

주역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河圖洛書｣가 자연의 法象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일정한 수리  원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믿을 만한 거가 역
에 있다고 보면서 상수학  측면에 한 심과 인식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그는 구체 으로 互體卦(互卦)를 이용하여 주역의 괘효사를 

해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상수역학  해석방법에 

의거하여 주역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는 한 주희

의 역학계몽의 여러 장에서 언 하고 있는 상수역학 인 문제들에 

하여 일정한 견해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수역학에 하여 비교  세

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복은 한 ｢雜卦說｣에서 주로 고정된 

범이 없이 움직이는 천지자연의 무궁한 변화에 따라 ｢서괘 ｣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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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워진 上下篇으로의 괘의 치가 섞이고 바 는 측면을 주로 설명하

다. 특히 ｢雜卦後說｣에서 그는 호체설을 용하여 ｢잡괘 ｣ 속에 숨

어 있는 始終을 거치면서 生生하는 易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복의 이러한 입장은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을 기 으로 평

가한다면 상수역학  심에 근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상수와 의리의 조화를 지향하는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인식은 기본 으로 주역을 미래를 측하는 서로서의 기능

과 함께 특정한 실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

는 의리  목표를 함께 통섭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은 인간이 실 하고자 하는 보편  의리와 함

께 구체 이고 특수한 상황의 특성[吉凶]에 한 객  평가를 함께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수와 의리를 조화와 균형의 시각

에서 바라보는 안정복의 주역인식은 경세론이나 역사 과 련하여 

특수한 시  상황에 한 구체  인식의 요성과 같은 측면을 

시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안정복의 상수와 의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주역에 한 인식이 그의 경세론과 역사 의 철학

 토 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안정복의 주역에 한 

이러한 인식은 의리역학  측면보다 수리 는 상수역학  흐름이 역 

철학사의 경향을 이루던 조선 후기에 주역에서 ‘義理’가 지니는 

요성을 강조했다는 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엄연석

한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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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am An Jeong-bok’s Perception of the 
Book of Changes and the Symbol-number and 

Rational Principle Theory

Eom, Yeon-Seok

This thesis intended to examine a characteristic of Sun-am An 
Jeong-bok’s perception of the Book of Changes, who grasps the 
symbol-number and rational principle in equal and harmonious point 
of view. An Jeong-bok valued such as hexagram of relative linking
[互體卦] and the theory of lines-change[爻變說] in favor of 
symbol-number, and attaches importance to the name of hexagram
[卦名] and relative response between two lines with relate to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However, a characteristic of An Jeong-bok’s understanding of the 
I Ching lied in the thought that the symbol-number is connected 
with the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organically, and the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relies on divination and the divination doesn’t 
deviate from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His outlook as this is that 
he understands symbol-number and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in 
harmonious and equal point of view. An Jeong-bok manifested the 
support of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theory by valuing name of 
hexagram and interpreting sentences of hexagram and lines of th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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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g in accordance with relationship of the relative response 
between them, and viewing sentences of hexagram and lines in 
relation with moral practice. He interpreted sentences of hexagram 
and lines morally by discriminating a superior man from inferior 
one. 

On the other hand, he understood the I Ching according to the 
interpreting methodology of the symbol-number theory of the I 
Ching through perception of the mathematical principle which 
natural model and symbol of Hado-Lakseo exposes, and the 
interpreting example of sentences of hexagram and lines availed of 
hexagram of relative linking and comprehension of Commentary of 
Mixed Hexagram[雜卦傳] etc. Basically, An Jeong-bok’ perception of 
the I Ching, who aimed at a harmony between symbol-number and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has the meaning that he integrates 
organically function of divination forecasting future and the moral 
act of man through it. 

Keywords: An Jeong-bok, Lee Ik, Rae Si-deok, the I Ching, 
Symbol-number, Rational and Moral Principle, Hexagram 
of Relative Linking, Relative Response between two 
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