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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의 우주론은 크게 개천설(蓋天說)과 혼천설(渾天說)로 나뉜다. 
개천설은 에 보이는 그 로를 세계로 본다. 즉 하늘과 땅(천지)으로 둘러

싸인 역이다. ‘蓋天’은 ‘덮개 하늘’이라는 뜻으로 하늘이 덮고 땅이 받쳐

주는 역을 뜻한다. 개천설의 핵심은 천지라는 경계로 둘러싸인 역이라

는 개념이다.
   ‘혼천(渾天)’은 ‘섞인 하늘’로, ‘渾’은 氣를 뜻한다. 하늘은 경계선이 아니

라 기이다. 경계선을 타 하므로, 하늘은 무한 공간으로 확장된다. 무한 공

간에 기로 가득 차 있다.
   개천설은 천지와 사물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사물은 천지를 숭배하게 된

다. 신화와 종교의 근원  하나이다. 혼천설은 무한 공간 속의 기에서 천

지를 포함 만물이 발생한다고 본다. 자연학의 시 가 된다.
   제자백가 이래 송 까지 다수 사상은 개천설에 근거한다. 진 시 부

터 천문학에서 혼천설이 나타나지만, 이를 자연 형이상학  우주론으로 체

계화한 사람이 장재이다. 정몽(正蒙) ｢태화(太和)｣ 편이 그것이다. ｢태화｣

는 주역 ｢계사｣에 근거하고 있다. 주역은 고 인 개천설 우주론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의 변화를 음양 감통(感通) 
개념으로 설명한다.

   장재는 ‘태허(太虛)－객형(客形; 상 사물)’을 우주의 기본 구조로 제시

한다. 태허는 ‘크게 빈 것’, 즉 공간이면서, 거기에 가득찬 기(氣)이다. 태

허에서 객형이 발생하는 기제를 ‘음양의 상호 작용(感通)’이라 한다.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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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이 잘되면 ‘ 한 조화’(太和)를 이룬다. 천지는 테두리가 아니라 

태허의 무한 공간이다. 거기에서 음양의 작용으로 사물들이 생겨났다 없어

진다. ‘태허－음양(태화)－객형’의 구조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天人合一)론을 개한다. 자연에 ‘테허－

객형’의 구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그 구조가 있다. 태허－마음, 객형－몸, 
이런 식의 응이 된다. 동일 구조론을 통해서 그는 마음과 인식의 구조, 
마음 수양의 방법을 제시한다.

   서경덕은 ｢태화｣편의 우주론을 논리 으로 정리한다. 우주의 최 의 순

간을 선천(先天), 천지와 만물(客形)이 발생하는 이후를 후천(後天)이라 한

다. 선천은 태허이고, 후천은 객형이다. 이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음양의 

상호 작용이다. 선천의 태허는 균질하고  평형 상태이다. 문제는 이 

상태가 깨어져야 음양의 상호 작용 속에 사물이 발생한다. 그 다면 무엇

이 태허를 요동치게 만드는가? 이를 서경덕은 ‘기자이(機自爾; 틀이 스스로 

그러함)’이라 한다. 바탕이 원래 그 다는 것으로, ‘그냥’이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그는 ‘機自爾’를 ‘리의 때’, 리의 ‘주재’라고 부연 설명한다. 리가 

개입하는 순간 선천 태허는 음양으로 분리되면서 만물이 발생한다. 그가 

선후천을 나  때 ‘기자이, 리 주재’는 이미 견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경덕은 운동, 변화의 원인 문제를 제기했다. 리 주재 개념은 많은 약

이 있다. ‘주재’는 신이나 사람같은 인격  존재가 하는 일이다. 선천에는 

태허만 있었는가, 아니면 태허와 리가 동시에 있었는가? 동시에 있다면 선

천 태허는 존재할 수 없다. 등등의 문제 이다.
   서경덕은 장재의 ‘천인합일－동일 구조론’ 신 ‘리 주재’로 간다. 성리

학은 사람의 마음과 인식을 리로 설명한다. 그는 성리학을 따른다. 서경덕

의 ‘리 주재’이론은 이이 송시열 한원진 등 주기론자들의 핵심 기본 이론

이 된다.
   장재와 서경덕 이래 혼천설이 거의 정설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헤치면서 혼천설을 발 시킨 후 의 학자는 드물었다.

* 국의 우주론의 발 을 요약하자면,

   국 우주론의 발 을 요약하는 열쇠말은 ‘개천설에서 혼천설로’이다. 개

천설은 겉보기 우주이다. 일반인의 맨 에 보이는 것 그 로를 우주로 간

주한다. ‘天地, 天下, 中原, 中國, 天圓地方’ 등이 개천설에서 나온 말들이다.
   혼천설은 이성  사변과 논리  추론으로 도출해낸 우주론이다. 개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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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논리  난 들을 숙고를 통해서 제거한 모델이다. 개천설이 감각

에 의존한다면, 혼천설은 이성에서 나왔다. 개천설에서 혼천설로의 변화는 

서양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  것과 맞먹는다.
   장재는 혼천설에 근거해서 태허의 우주론을 세웠다. 서경덕은 장재 우주

론에서 시작의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까지는 발 이다. 이런 발 의 발목을 

잡고, 우주론을 수 에 몰아넣은 게 주희의 ｢태극도설｣ 풀이이다.
   주희는 우주의 시 를 ‘태극－리’로 바꾼다. 태허는 기이다. 물질  재료

이다. 자연 설명에 합하다. 그러나 태극은 리이다. 리가 우주의 최 라고 

하는 것, 이는 자연학이라기보다는 신학에 근한다. 성리학에서 태극은 기

독교에서 신과 비슷한 이 있다.
   리일분수는 ‘부분 속에 체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유기체 논리이다. 이

는 생물이나 생명체, 혹은 사회를 설명하는 데는 합하다. 그러나 우주 

자연은 무생명체이다. 리는 자연을 있는 그 로 찰하게 하지 못 하는 결

정 인 걸림돌이다. 리는 개천설이라는 겉보기 우주론을 성립시켰던 해－

태양과 비슷하다. 해는 인간들이 우주를 있는 그 로 보지 못하게 했다.

Ⅰ. 들어가는 말

이 은 철학 분야에서, 주역 ｢계사｣에서 장재와 서경덕으로 우

주론이 발 해 가는 과정을 추 하고자 한다. 한나라에서 진 시

에 걸쳐서 국 천문학은 개천설에서 혼천설로 발 한다. 그러나 

부분의 철학자들은 개천설에 근거한다. 철학에서 혼천설이 주류로 발

돋움한 것은 장재의 이론 이후이다.
장재의 이론에서 국의 자연학 혹은 우주론은 극 인 발 을 했

다. 그 이 에도 이후에도 장재만큼 명확하고 단순한 우주 모델을 제

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주의 발생과 구조를 간단한 도식으로 설득

력 있게 설명한다. 이는 이후 서양 자연과학이 들어올 때까지, 국

에서 표  우주 모델로 작동했다.
개천설에서 혼천설로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이러한 발 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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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천설은 이미 진 시 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별의 찰

과 련해서 나온 것이고,  이를 술로 작성한 것도 드물었다. 장

재는 정몽이라는 술에서, 비교  정교한 우주 모형을 제시했다. 
이 에서 정몽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셈이다.

개천설은 상식에 근거한 겉보기 우주이다. 개천설에서 벗어나 혼천

설에 철 할수록 좀 더 발 된 이론이 된다. 그러나 장재는 혼천설을 

선포하면서도 자꾸 개천설을 기웃거린다. 정몽(正蒙)의 시작인 ｢태

화(太和)｣ 편은 혼천설이다. 반면 마지막 편인 ｢건칭(乾稱)｣ 편은 개

천설로 시작한다. ｢서명(西銘)｣이라 불리는 부분이 그 다. 그리고 이

내 혼천설과 개천설이 뒤범벅되어 있다.
｢태화｣ 편은 혼천설을 체계 이고 연역 으로 서술하지 못 한다. 

다소 뒤죽박죽인 채로 설명한다. 반면 서경덕의 ｢원리기(原理氣)｣는 

‘태허(太虛)’을 심으로 간결하면서, 요 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그

는 태허에서 객형이 발생할 때 생기는 문제를 ‘기자이(機自爾)’ 개념

으로 제시한다.
장재의 우주 모델의 발 의 정 은 서경덕이다. 이후 더 이상의 발

은 없었다.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통이 된다. 서경덕의 ‘기자이’ 
개념은 논리  추론의 결과로 나온다. 이후 학자들은 이 논리  추론

의 정체를 제 로 인식하지 못 한다.
‘ 체서용(中體西用)’ 혹은 ‘동도서기(東道西器)’는 국의 자연학이 

산했음을 선언하는 말이다. 서양의 용(用) 혹은 기(器)는 자연과학

을 가리킨다. 국의 자연학 신 서구 과학을 채택한다. 이는 장재

의 우주 모델의 종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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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역 ｢계사｣와 정몽 ｢태화｣

1. ｢태화｣ 편이 인용하는 것들

정몽의 우주 모델은 첫머리인 ｢태화｣ 편에 집 으로 나온다. 
이후 ｢삼량｣ ｢천도｣ 편도 우주론이라 할 수 있다. 정몽은 ｢건칭｣ 

편까지 총 17편이다. 우주 자연(1∼5편), 마음 설명(6∼9편), 문물 제

도 수립자(10∼13편), 악(14∼16편)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태

극도설｣ 등에서 보이는바, 형이상학  원리에서 상 세계의 설명으

로 나가는 연역  설명 방식이다.
정호 정이에서 주희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통에서는 우주 자연에

서 마음의 구조, 마음 수양, 사회 역사 이론 순으로 나간다. 이에 비

해 정몽은 우주 자연에서 마음, 그리고 악의 문물 제도 수립으로 

나간다. 마음 수양과 악의 수립의 차이－이는 맹자와 순자의 다름

이다. 맹자가 성선설을 제시하여 마음 수양으로 갔다면, 순자는 성악

설을 제시해서  제도와 문명을 옹호한다.
이러한 연역  설명 방식은 많은 경우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 

즉 천인합일론을 제한다. 우주 자연에서 마음과 악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주와 사람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논리 으로 그 다.
연역  형이상학과 천인합일론을 바탕에 깔고, 장재는 우주 모델을 

제시한다. ｢태화｣ 편이 주로 근거하는 것은 주역인 것 같다. 장재 

이 에 혼천설이 체계 으로 제시된 문헌이 없다. 단편 으로 해지

는 것들과 주역에 근거해서, 장재는 ｢태화｣ 편의 혼천설을 구성한 

것 같다. 주역 등이 출 인 것들을 찾아보자.

(1) 太和 ;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乃利貞.” ｢건괘｣ 彖

(2) 絪縕 ;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계사｣ 하5
(3) 相蕩 ; “剛柔相摩, 八卦相盪.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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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寒一暑.” ｢계사｣ 상1

(5) 屈伸 ; “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寒暑相推而歲成焉. 往 屈也, 
來 信也, 屈信相感而利生焉.” ｢계사｣ 하5

(5) 幾微 ; “幾 , 動之微, 吉之先見 也.” ｢계사｣ 하5
(6) 易簡 ; “坤作成物.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

계사｣ 상1
(7) 起知於易 乾乎 ; “乾知大始, 坤作成物. 乾以易知, 坤以簡能,” 

｢계사｣ 상1
(8) 效法於簡 坤乎 ; “成象之 乾, 效法之 坤” ｢계사｣ 상5
(9) 野馬 ; “野馬也, 塵埃也, 生物之以息相吹也.” 장자 ｢소요유｣

(10) 太虛 ; “若是 , 外不觀乎宇宙, 內不知乎大初, 是以不過乎崑崙, 
不遊乎太虛.” 장자 ｢지북유｣ “地爲人之下, 太虛之中” 
황제 내경 素問, 五運行大論

(11) 盡性 ; “窮理 盡性 以至於命” ｢설괘｣, “惟天下至誠 爲能盡其

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

可以 天地參矣.”  용
(12) 攻取 ; “是故愛惡相攻而吉凶生, 遠近相取而悔吝生, 情僞相感而

利害生.” ｢계사 하12
(13) 一陰一陽 ; “一陰一陽之 道. 繼之 善也, 成之 性也.” ｢계사｣ 상5
(14) 範圍天地 ; “範圍天地之化而不過, 曲成萬物而不遺” ｢계사｣ 상4
(15) 通乎晝夜、三極大中之矩 ; “剛柔 , 晝夜之象也. 六爻之動, 三

極之道也.” “通乎晝夜之道而知, 故神无方而易无體.” ｢계
사｣ 상 2, 4.

(16) 浮而上 陽之淸, 降而下 陰之濁 ; “道始于虛霩 虛霩生宇宙 宇

宙生氣 氣有漢垠 淸陽 薄靡而爲天 重濁 凝滯而爲地” 
회남자 ｢天文訓｣

(17) 萬品之流形 ; “雲行雨施, 品物流形.” ｢건괘｣ 彖

(18) 無非敎也 ; “天有四時, 春秋冬夏, 風雨霜露, 無非敎也.”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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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閒居

(19) 離明 ; “離也 , 明也, 萬物皆相見,” “離爲目, ··· 離爲火, 爲日, 
爲電” ｢설괘｣

(20) 知幽明之故 ;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계사｣ 상4

(21) 法象 ; “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莫大乎日

月” ｢계사｣ 상11
(22) 參伍之神 變易而已 ; “參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 遂成天下之

文.” ｢계사｣ 상10
(23) 鬼神 ;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狀.” “此所以成變

化而行鬼神也.” ｢계사｣ 상4, 9 “夫大人 , 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先天而

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

神乎?” ｢건괘 문언｣

(24) 良能 ; “人之所不學而能  其良能也, 所不慮而知  其良知也.” 
맹자 ｢진심｣상15

(25) 兩不立則一不可見, 一不可見則兩之用息 ; “參天兩地而倚數, 觀
變於陰陽而立卦, ··· 是以立天之道曰陰 陽, 立地之道

曰柔 剛, 立人之道曰仁 義. 兼三才而兩之,” ｢설괘｣

(26) 感而後有通 (感通) ; “易无思也, 无爲也, 寂然不動, 感而遂通天

下之故.” “化而裁之 之變, 推而行之 之通” ｢계사｣ 

상10, 12
(27) 聖人以剛柔立本 ; “剛柔 , 立本 也” “聖人設卦觀象, 繫辭焉

而明吉凶, 剛柔相推而生變化. ··· 剛柔 , 晝夜之象也.” 
｢계사｣ 하1, 상2

(28) 天地之大義 ;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家人｣괘, “歸妹, 天地

之大義也. 天地不交, 而萬物不 ,”  ｢歸妹｣괘

(29) 日月相推而明生 ; “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日月相推而明生焉, 寒
往則暑來, 暑往則寒來, 寒暑相推而歲成焉.” ｢계사｣ 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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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神易無方體 ; “通乎晝夜之道而知, 故神无方而易无體.” ｢계사｣ 상4
(31) 陰陽不測 ; “陰陽不測之 神.” ｢계사｣ 상5
(32) 寤寐而魂交。魂交成夢 ; “其寐也魂交, 其覺也形開” 장자 ｢제

물론｣

(33) 性 天道云  ; “夫子之 性 天道, 不可得而聞也.” 논어 ｢
공야장｣

(34) 天大無外 ; “至大無外, 之大一” 장자 ｢천하｣ 혜시의 역물

10사  첫 번째 명제.
(35) 利用出入 ; “利用出入, 民咸用之 之神.” ｢계사｣ 상11
(36) 莫知其鄕 ; “操則存, 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 ” 

맹자 ｢고자｣ 상8
(37) 一萬物之妙  ; “神也 , 妙萬物而爲 也.” ｢설괘 6
(38) 下民咨 ; “浩浩滔天, 下民其咨” 서경 ｢요 ｣

(39) 氣壹之動志也 ; ““志壹 則動氣, 氣壹則動志也.” 맹자 ｢공손

추｣ 상2

2. 인용문의 분석

이상이 ｢태화｣ 편에 인용된 구 들의 출 을 략 뽑아본 것이다. 
출 은 다음과 같다.

주역의 “계사 21, 설괘 4, 건괘 단 2, 건괘 문언 1, 귀매괘 1” = 
총 29

장자 4, 맹자 3, 논어 1,  용 1, 서경 요  1, 황제 내

경 소문 1, 회남자 천문훈 1,  기 공자한거 1 = 총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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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용된 곳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역은 편명으로 구분했다).

계사 횟수 인용된 곳 기타 편 횟수 인용된 곳

상1 3 3, 6, 7 설괘 4 11, 19, 25, 37

상2 2 15, 27 건괘 彖 2 1, 17

상4 5 14, 15, 20, 23, 30 건괘 문언 1 23

상5 3 8, 13, 31 귀매괘 1 28

상9 1 23 장자 4 9, 10, 32, 34

상10 2 22, 26 맹자 3 24, 36, 39

상11 2 21, 35 논어 1 33

상12 1 26  용 1 11

하1 1 27 서경 1 38

하5 4 2, 4, 5, 29  기 1 18

하12 1 12 회남자 1 16

황제 소문 1 10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역이, 그 에서 ｢계사｣가 압도 으로 

많다. ｢태화｣ 편의 혼천설은 기본 으로 ｢계사｣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다(장자 맹자  용 등은 부차 이다).
｢계사｣는 본래 치는 책인 주역을 해설하는 것이다. 이 실

에 맞아 떨어지는 이유를 철학 으로 설명한다. 우주 자연 이론도 이

를 뒷받침하기 해서 끌어들인다. 우주 자연 자체에 한 설명이 아

니다. 따라서 우주론이라는 에서 볼 때, ｢계사｣는 서술이 혼란스

럽고, 직 이지 못하다. ｢계사｣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연역  

우주론처럼 일목요연한 체계 속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맥락이 없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이어진다. 반복되는 것도 많다. 여러 사

람들의 이 뒤섞인 것이라 더욱 그 다.

3. ｢계사｣ 상1의 개천설

｢계사｣의 우주 모형은 개천설이다. 즉 하늘과 땅이라는 범  안에

서 음양 강유 등 립된 두 힘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 개천설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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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상이다. ｢계사｣는 1장에서 이를 선포한다.1)

(1) 天 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羣分, 吉凶生矣.

(2)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是故剛柔相摩, 八卦相盪; 鼓之以

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3)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

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易簡 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 而成位乎其中矣.

｢계사｣ 1장은 의 분류처럼 3부분으로 되어 있다. 각 부분마다 먼

 ‘하늘과 땅(天地)’이라는 우주－세계의 범 를 정한다. ‘개천(蓋
天)’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덮개 하늘’(蓋天)은 ‘바닥 

땅’을 포함한다. 하늘과 땅으로 둘러싸인 공간, 즉 겉보기 세계가 우

주의 체라는 것이다.
이 게 범 를 정하고 난 뒤에, 그 안의 변화를 음양이라는 립된 

세력으로 설명한다. 음양은 ‘건곤 존비 귀천 동정 강유 일월 한서(寒
暑) 남녀 길흉’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천지라는 범  안에서 

음양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것－개천설의 형이다. 음양의 작용 결과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생겨난다.
음양의 립된 세력으로 설명하는 것, 이는 댓구법으로 나타난다. 
의 ｢계사｣ 1장뿐만 아나라, 계사 체가 댓구의 행진이다. 특히 

의 (3) 부분은 댓구를 도식 으로 용하고 있다( 의 ｢계사｣ 1장 인

용문에서, 댓구를 표시하기 해서 마침표 신에 ; 세미콜론으로 구

을 나 었다).

1) 논문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원문 번역은 추후로 미룬다. 원문의 일부만 

발췌 번역하는 것보다, 원문 체를 인용하기로 한다. 체를 놓고 보아

야 주역이나 장재의 주장의 모를 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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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라는 범 와 그 안에서 음양의 작용－｢계사｣의 우주 설명은 형

으로 개천설이다. 이 가운데 장재는 후자를 심으로 받아들인다. 세계의 

변화는 음양으로 표되는 다양한 세력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를 장재는 음양의 감통(感通), 삼량(參兩) 혹은 ‘태화(太和)’라고 한다.

장재는 ‘천지’라는 범주를 버리지 않고, 그의 혼천설에 포함시킨다. 
천지는 우주－세계의 범 가 아니라, 음양의 한 부분으로 삽입된다. 
이런 에서 개천설은 혼천설에 잠겨든다.

장재가 집 으로 인용하는 ｢계사｣ 상4-5, ｢계사｣ 하5도 ‘천지－

음양’이라는 두 범주로 구성된 개천설이다.

4. ｢계사｣ 상4

(1) 易 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

之說;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狀.
(2) 天地相似 故不違, 知周乎萬物 而道濟天下 故不過, 
旁行而不流, 樂天知命, 故不憂, 安土敦乎仁, 故能愛.
(3) 範圍天地之化而不過, 曲成萬物而不遺, 通乎晝夜之道而知, 故神

无方而易无體.

천지의 테두리 안에는 음양의 ‘커다란 조화’(太和)가 흐른다. 이것

을 알면, 하늘의 무늬(天文) 땅의 결(地理) 등 천지의 변화를 두루 다 

알 수 있다. ‘천지 유명(幽明), 시종(始終) 생사(生死), 기혼(氣魂) 귀

신(鬼神)’은 음양의 다양한 변용이다.
음양의 조화를 악할 때, 세상 체를 포 하고, 과거와 미래를 

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재의 덕성지와 문견지 개념은 이미 견

되어 있다. 음양의 변용에서 세계의 모습을 추론해내는 것, 이는 감

각 지각(聞見知)이 아닌, 이성 인 사변(德性知)이다.
정몽의 우주론은 기본 으로 그런 목 과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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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사｣ 상5

(1) 一陰一陽之 道. 繼之 善也, 成之 性也. 
(2) 仁 見之 之仁, 知 見之 之知, 百姓日用而不知, 故君子之道鮮矣. 
(3) 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不 聖人同憂. 盛德大業 至矣哉. 
(4) 富有之 大業, 日新之 盛德, 生生之 易. 成象之 乾, 效法之

坤; 極數知來之 占, 通變之 事, 陰陽不測之 神.

(1)은 매우 유명한 구 이며, 정호 정이 주희 등 신유학자들이 늘 

거론했다. 자연은 음양의 상호 작용(感通)이다. 이는 다시 개별 사물

에 그 로 부여된다. 천지라는 범  안에서 음양 작용으로 개별 사물

이 생긴다. 그 사물 안에 다시 음양의 구조가 담긴다. 우주가 소우

주에 새겨진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론, 즉 천인합일(天人合一) 이론이다. 

자연의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보고 ‘인(仁; 사랑 인격)’ 혹은 ‘지(知; 
앎 지혜)’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음양의 구조가 사람에 부여되면, 
마음의 인지(仁知)가 된다.

자연의 구조를 부여받아 완성된 자가 성인이다. 성인은 근심을 하

지만, 자연은 근심하지 않는다. 원본이기 때문이다. 부여된 구조를 그

로 실 시키면 음양함을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경지에 이른다.
장재는 ｢태화｣에서 이런 동일 구조론을 그 로 받아들인다. 정몽

의 마음 이론, 혹은 수양론은 천인합일에 근거하고 있다.

6. ｢계사｣ 하52)

(1) 易曰, “憧憧往來, 朋從爾思.”
子曰,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日往則月來, 月往則日來, 日月相推而明生焉,

2) ｢계사｣ 하5는 주역에서 11구 을 뽑아서 설명한다. 이  장재가 인용

한 부분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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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往則暑來, 暑往則寒來, 寒暑相推而歲成焉.
往 屈也, 來 信也, 屈信相感而利生焉. 尺蠖之屈, 以求信也, 龍
蛇之蟄, 以存身也.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8) 子曰, “知幾其神乎? 君子上交不瀆, 其知幾乎! 幾 , 動之微, 吉
之先見 也. 君子見幾而作, 不俟終日.

(10)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여기도 천지라는 둘  안에 음양의 변화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일월 한서(寒暑) 왕래 굴신(屈伸)’ 등이 그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이

용해야 한다. ‘精義入神, 窮神知化’가 그것이다. 장재는 이 두 말을 

좋아했으며, 특히 ‘窮神知化’를 인 ‘神化’를 정몽 4편의 이름으로 

채택한다.
천지는 인온(絪縕)한다. 음양의 상호 작용(感通)을 이성  추론으로 

악해내면, 일이 일어날 낌새－기미(幾)를 미리 알 수 있다. 학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언이다.
정몽의 궁극  목 이 바로 기미를 미리 알아내는 것이다.

7. 장재의 ｢태화｣편과 ‘태허’ 개념의 성립

정몽은 주역 ｢계사｣의 개천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
천지 안에서 음양의 상호 작용이 만물을 만들어낸다. 음양을 악할 

때 세상을 장악하고, 낌새를 미리 알 수 있다. 천지의 구조는 그 로 

개체(사람) 속에 부여된다.
이 세 가지를 장재는 받아들인다. 그 다면 정몽의 우주론은 ｢계

사｣의 그것보다 발 한 것이 무엇인가? 천지의 테두리에 갇힌 개천설

을 벗어나서, 무한 공간에 가득차 있는 기를 상상하는 혼천설로 간 

것이다.
주역의 개천설은 정몽에서는 ‘태화(太和)’라는 개념으로 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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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장재의 혼천설은 ‘태허(太虛)’라는 말로 변된다. 정몽은 태

화와 태허의 결합에서 성립했다. 태허라는 무한 공간의 기, 그 안의 

일부분에 천지를 넣는다. 신 음양의 상호 작용은 태허 체에 확장

한다. 음양이 태허에 확장되면서, ‘태화’라는 개념도 주역 ｢계사｣의 

한계를 벗고, 혼천설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태허’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당시에 ‘太虛’라는 말은 

‘큰 빔’, 즉 ‘허공, 하늘’을 뜻하는 일상어로 쓰 다. 이는 ‘공간에 가

득찬 균질한 기’라는 정몽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太虛’라는 말

의 최 의 용례는 장자 ｢지북유｣, 황제 내경 소문 등이다. 아무

래도 장재는 장자에서 향을 받은 것 같다. 
｢지북유｣의 “若是 , 外不觀乎宇宙, 內不知乎大初, 是以不過乎崑崙, 

不遊乎太虛”에서 ‘太虛’는 허공－공간 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장자는 

하늘과 땅 사이를 커다란 용 로에 비유하면서, 사람과 사물이 태어

나고 죽는 것을 용 로에서 쇠가 녹았다가 제품이 되는 것에 견 다. 
기가 모여 뭉치면 덩어리가 되고, 흩어져 사라지면 죽는 것이다. 지

구는 그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大塊)이다(｢ 종사｣ 5).
장자는 ｢천하｣ 편에서 혜시의 역물(歷物) 10사를 소개한다. 첫 번

째 명제는 “至大無外, 之大一; 至 無內, 之 一” 이다. 장재는 

｢태화｣에서 그 가운데 ‘天大無外’만 인용한다. ‘至大無外’와 ‘至 無

內’를 함께 거론한다면, 이는 개천설에 가깝다. 가장 큰 것 = 바깥 

없음, 가장 작은 것 = 안이 없음은 서로 짝이 된다. 천지와 개별 사

물이 바로 그 짝이 될 수 있다. 실 으로 바깥이 없는 가장 큰 것

은 천지이다.－이게 개천설의 겉보기 우주이다.
그러나 ｢태화｣처럼 ‘天大無外’라고 하면 혼천설에 가까워진다. 하늘

은 커서 바깥이 없다－이는 무한 공간으로 확장된다. 무한 공간에서 

사물이 발생하기 해서는 음양의 상호 작용(感應)의 한 조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과 기는 논리 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서경

덕도 ‘天大無外’만 거론한다).
｢계사｣처럼 장자도 태허와 기의 이합집산 사상을 살짝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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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기에서 ｢태화｣의 혼천설 우주론을 개한 것은 장재의 공헌

이다. 그는 ｢계사｣와 장자 등의 생각을 합치고 정리해서 ｢태화｣ 편

의 우주론을 개한다.
‘太和’는 주역 건괘 단(彖)에, ‘鬼神’은 ｢계사｣ 혹은 건괘 문언에 

나온다. 음양의 작용과 조화는 주역이 근원이다. 반면 ‘太虛’는 장
자, 기의 乘降 淸濁은 회남자에 나온다. 이것을 종합해서 장재는 

혼천설을 제시한다.
그는 ｢계사｣ 등의 혼란스런 서술을 단순한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태화｣ 역시 서술이 약간 뒤죽박죽이다. 명확하게 ‘태허－

음양－객형’ 순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먼  음양의 립에서 조화가 

나온다는 것, 거기에 부차 으로 태허를 설명하고, 객형이나 마음의 

구조를 말한다.

Ⅲ. 정몽 ｢태화｣ 편 내용 분석

일반 으로 ｢태화｣ 편은 22개의 구 로 분류된다. 이는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6>, <7∼11>, <12∼22>가 그것이다.
체 으로 하나의 일 된 주제를 서술하고 있다. ‘태허－음양(感

通, 태화)－객형’의 틀로 자연을 설명한다. 그러나 서술은 연결되지 

않고 끊긴다. 아마 처음부터 일 되게 쓴 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

다 써 둔 의 모음인 것 같다. 22개의 착상 모음이라 보면 된다.
세 부분은 각각 ‘태허－(태화)－객형의 구조’,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론 (천인합일)’, ‘각종 문헌 인용’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지의 범  안에서 음양의 상호 작용,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 인

식과 측’ 등으로 구성된 주역 ｢계사｣와 비슷하다. 다만 ‘천지의 범

’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개천설과 혼천설의 다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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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부분

1) 太和(1)
所 道, 中涵浮沈ㆍ升降ㆍ動靜ㆍ相感之性, 是生絪縕(2)ㆍ相

盪(3)ㆍ勝負ㆍ屈伸(4)
之始.3)

其來也幾微(5)易簡(6), 其究也廣大 固. 起知於易 乾乎(7)! 效法於

簡 坤乎(8)! 
散殊而可象為氣, 清通而不可象為神. 不如野馬

(9)ㆍ絪縕, 不足 之

太和. 
語道 知此, 之知道; 學易 見此, 之見易. 不如是, 雖周公才

美, 其智不足稱也已.
2) 太虛(10)

無形, 氣之本體, 其聚其散, 變化之客形爾; 
至靜無感, 性之淵源, 有識有知, 物交之客感爾. 
客感客形 無感無形, 惟盡性

(11)
一之.

3) 天地之氣, 雖聚散ㆍ攻取(12)
百塗, 然其為理也 而不妄. 

氣之為物, 散入無形, 適得吾體; 聚為有象, 不失吾常. 
太虛不能無氣, 氣不能不聚而為萬物, 萬物不能不散而為太虛. 循是

出入, 是皆不得已而然也. 
然則聖人盡道其間, 兼體而不異 , 存神其至矣. 
彼語寂滅  往而不反, 徇生執有  物而不化, 二 雖有間矣, 以
乎失道則均焉.

4) 聚亦吾體, 散亦吾體, 知死之不亡 , 可 性矣.
5) 知虛空即氣, 則有無ㆍ隱顯ㆍ神化ㆍ性命 通一無二. 顧聚散ㆍ出入ㆍ

形不形, 能推本所從來, 則深於易 也. 
若 虛能生氣, 則虛無窮, 氣有限, 體用殊絕, 入 氏｢有生於無｣自

然之論, 不識所 有無混一之常; 
若 萬象為太虛中所見之物, 則物 虛不相資, 形自形, 性自性, 形
性ㆍ天人 不相待而有, 陷放浮屠以山河大地為見病之說. (불교)
此道不明, 正由懵 略知體虛空為性, 不知本天道為用, 反以人見之

3) 작은 윗첨자는 주역 등을 인용한 곳 번호이다. 자세한 것은 의 2 을 

보라. 이하의 원문은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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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因緣天地. 

明有不盡, 則誣世界乾坤為幻化. 幽明不能 其要, 遂躐等妄意而然. 
不悟一陰一陽

(13)範圍天地(14)ㆍ通乎晝夜ㆍ三極大中之矩(15), 遂使儒

ㆍ佛ㆍ ㆍ莊混然一塗. 
語天道性命 , 不罔於恍惚夢幻, 則定以‘有生於無’, 為窮高極微之論. 
入德之途, 不知擇術而求, 多見其蔽於詖而陷於淫矣.

6) 氣坱然太虛, 升降飛揚, 未嘗止息, 易所 ‘絪縕’, 莊生所 ‘生物以

息相吹’ㆍ‘野馬’ ! 
此虛實ㆍ動靜之機, 陰陽ㆍ剛柔之始. 浮而上 陽之清, 降而下 陰

之濁(16), 
其感<通>聚<結>, 為風雨, 為雪霜. 萬品之流形(17), 山川之融結, 糟
粕煨燼, 無非教也(18).

의 Ⅰ 부분은 ‘태허－(태화)－객형의 구조’ 설명이다. 장재의 자

연학의 핵심이다.
(1) ‘太和’4)는 2번 나오는 반면, ‘太虛’5)는 11번 나온다. 1편의 주

제는 ‘태화’가 아니라 ‘태허’이다. 따라서 편명을 ‘태허’라고 해도 되

는데, 굳이 ‘태화’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태허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 ‘객형(客形)’6)이다. 객형은 2번 나오며, 

정몽 체에서도 단 2번이다. ‘客’이라는 말이 한번 더 나온다.－이

로 보건  장재는 태허에 을 두어서 설명한다.
태허에서 객형으로 가는 과정은 음양의 (待 ) 작용이다. 음양

은 승강 동정 굴신 승부 일월 주야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음양

의 상호 작용을 감통(感通) 혹은 감응(感應; 자극과 반응)이라 한다. 

4) ‘太和’는 ‘ 한 조화’이다. 음양이 상호 작용하는 것이 그 다. ‘感通 參

兩’ 등과 연 된 개념이다.

5) ‘太虛’는 ‘크게 텅빔’이다. 원래 허공－공간을 의미했다. 장재는 ‘허공에 가

득찬 기’의 의미로 쓴다.

6) ‘客形’은 ‘손님 형체’이다.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 즉 일시 으로 존재

하는 사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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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이 조화로우므로 ‘태화(太和; 한 조화)’라 한다.

태허(太虛)는 우주의 최 의 상태이다. 크게 텅 빈 공간이면서, 동시

에 거기에 가득찬 기이다. 기는 희박함 그 자체이다. 공간－기－희박

함, 이는 균질한 평형 상태이다. 이것이 만물(客形)을 만드는 재료이다.
태허에서 객형이 만들어지는 간 과정을 ‘태화’라고 한다. ‘승강 

동정’ 등 음양 작용의 모든 변용은 다 ‘태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태화’라는 말은 ‘음양’의 상호 작용과 같은 뜻을 가진다(‘태화, 음양, 
參兩’은 거의 같은 뜻이다). 비록 ‘태화’라는 말이 2번 나왔지만, 음

양 작용 설명은 다 ‘태화’이다.
주역 ｢계사｣ 편은 주로 음양, 즉 ‘태화’ 설명이다. 기존에 기에 

의한 자연 설명도 그것이다. 그런 에서 장재는 편명을 ‘태화’라고 

한 것 같다. 1편에서 그는 태허와 태화를 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의 공헌은 ‘태허’를 도입한 것에 있다. ‘태허’ 개념이 있으므로, 비로

소 혼천설이 날개를 편다.
(2) ‘태허－객형’의 우주론은 연역  형이상학이다. 태허에서 객형

이 나오는 과정은 태화, 혹은 음양의 작용이다. 이 과정은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재 우리의 앞에 있는 상 세계는 주로 객형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객형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다.(聞見知) 반면 태허나 태화는 지

각되지 않는다. 태허나 태화는 이성을 가지고 논리 으로 추론하고 

사유해야 한다. ｢태화｣ 편은 이성  추론(德性知)에 의한 것이다.
(3) I 부분은 서술이 뒤죽박죽인 느낌이 든다. 태허－객형의 연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태허－객형의 모델을 가장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2와 6이다. 이 둘이 가장 유명한 구 이며, 가장 많이 

인용된다. 3과 5는 이 구조를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다. 1은 부연 설

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태허가 음양으로 나뉘어 상호 작용을 하

면서, 조화를 이룬다. ‘커다란 조화’(太和)는 태허가 객형(客形; 사물)
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상호 작용의 조화가 없다면, 세상 사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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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 보자면, ‘2-6-3-4, 1-5’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연역  설

명에 가깝다. ‘2-6-3-4’는 태허－객형의 구조 설명이고, ‘1’은 태화, 음

양의 상호 작용 설명이다. ‘5’는 노장과 불교의 자연 이론 비 이다.

2. Ⅱ 부분

7) 氣聚則離明(19)
得施而有形, 氣不聚則離明不得施而無形. 

方其聚也, 安得不 之客? 方其散也, 安得遽 之無? 
故聖人仰觀俯察, 但云‘知幽明之故

(20)’, 不云‘知有無之故’. 
盈天地之間 , 法象(21)

而已; 文理之察, 非離不相睹也. 
方其形也, 有以知幽之因; 方其不形也, 有以知明之故.

8) 氣之聚散於太虛, 猶冰凝釋於水, 知太虛即氣, 則無無. 
故聖人語性 天道之極, 盡於參伍(22)

之神 變易而已. 
諸子淺妄, 有有無之分, 非窮理之學也.

9) 太虛為清, 清則無礙, 無礙故神; 反清為濁, 濁則礙, 礙則形.
10) 凡氣清則通, 昏則壅, 清極則神. 

故聚而有間則風行, <風行則>聲聞具達, 清之驗 ! 不行而至, 通
之極 !

11) 由太虛, 有天之名; 由氣化, 有道之名. 合虛 氣, 有性之名; 合性

知覺, 有心之名.

의 Ⅱ 부분인 7-11까지는 모호한 서술이지만, 태허의 기에서 마

음 혹은 인식 작용이 생겨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9번이 핵심이다. ‘太虛=淸=神’, ‘濁=礙=形’이다. 자연에 ‘태허－객

형’의 구조가 있다. 그 구조가 고스란히 사람 안에 깃든다. 사람은 객

형의 하나이다. 모든 개별 사물(客形) 속에는 ‘태허－객형’의 구조가 

들어 있다. 개별 사물 속에 든 태허=정신(神)=마음=인식이고, 객형의 

요소인 형(形; 濁－礙)은 몸을 이룬다. 요컨  ‘태허=마음, 객형－몸’, 
이런 구조이다.

태허의 기는 물질  재료이다. 그것이 아무리 맑다(淸)고 해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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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될 수 있는가? 물질과 정신의 구별은 근  자연과학이 성립하기 

한 필수 인 명제 다. 그러나 장재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론

(天人合一論)에 근거해서, 태허－정신을 동일시한다.
‘신(神)’이란 말이 동일시의 산물이다. 그것은 ‘신묘함’과 ‘정신’, 두 

가지를 의미한다. 태허에서 음양의 작용으로 사물이 생겨나는 것은 

‘신묘하다’. 그 신묘함이 사물에 보존된 것이, 그 사물의 정신이 된다.
7에 따르면, 기가 모이면 이명(離明)이 베풀어진다. ‘離’는 ‘불, 

(目), 밝음(明), 해(日)’ 등을 뜻한다. 기가 모여서 ‘빛－ －정신’의 

지각 작용이 생겨난다. 이를 11에서 더 설명한다.
11은 근사록에 인용될만큼 유명한 구 이다. 태허와 기화(氣化; 

기의 변화)가 합해져서 ‘성(性)’이 생겨나고, 성(性)과 지각이 합해져

서 마음이 생겨난다. 태허에서 객형으로 나가는 기의 변화(氣化) 속에

서 객형 속에 여 히 보존되어 있는 태허의 요소, 그것을 본성이라 

한다. 그 본성이 몸의 생리 작용으로서 지각과 합해지면 마음이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론(천인합일)에 근거해서, 

마음과 인식 작용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 Ⅲ 부분

12) 鬼神(23) , 二氣之良能(24)
也. 聖 , 至誠得天之 ; 神 , 太虛妙

應之目. 凡天地法象, 皆神化之糟粕爾.
13) 天道不窮, 寒暑<也>; 衆動不窮, 屈伸<也>; 鬼神之實, 不越二端

而已矣. 
14) 兩不立則一不可見(25), 一不可見則兩之用息. 

兩體 , 虛實也, 動靜也, 聚散也, 清濁也, 其究一而已.
15) 感而後有通(26), 不有兩則無一. 故聖人以剛柔立本(27), 乾坤毀則無

以見易. 
16) 游氣紛擾, 合而成質 , 生人物之萬殊; 其陰陽兩端 循環不已 , 

立天地之大義
(28).

17) “日月相推而明生, 寒暑相推而歲成”(29), 神易無方體(30), ‘一陰一



장재와 서경덕의 우주론 87
陽’, ‘陰陽不測’(31), 皆所 ‘通乎晝夜之道’也.

18) 晝夜  天之一息乎! 寒暑  天之晝夜乎! 
天道春秋分而氣易, 猶人一寤寐而魂交

(32).
魂交成夢, 百感紛紜, 寤而 , 一身之晝夜也;
氣交為春, 萬物糅錯, 秋而 , 天之晝夜也. 

19) 氣本之虛 則湛<一>無形, 感而生 則聚而有象. 
有象斯有 , 必反其為; 有反斯有仇, 仇必和而解. 
故愛惡之情 同出於太虛, 而卒歸於物欲, 
倏而生, 忽而成, 不容有毫髮之間, 其神矣夫! 

20) 造化所成, 無一物相肖 , 以是知萬物雖多, 其實一物; 
無無陰陽 , 以是知天地變化, 二端而已.

21) 萬物形色, 神之糟粕, 性 天道云 (33), 易而已矣. 
心所以萬殊 , 感外物為不一也, 
天大無外(34), 其為感  絪縕二端而已<焉>. 
物之所以相感 , 利用出入(35), 莫知其 (36), 一萬物之妙 !37)

22) 氣 志, 天 人, 有交勝之理. 
聖人在上而下民咨(38), 氣壹之動志也; 鳳凰 , 志壹之動氣(39)

也.

의 Ⅲ 부분인 12-22는 짤막한 구 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크

게 넷으로 나뉜다. <12-13 ; 귀신>, <14-16 ; 하나－둘, 상호 작용, 
氣-質-形>, <17-18 ; 밤낮은 가을과 비슷함>, <19-22 ; 네 가지 이

야기>가 그것이다.
(1) 체 으로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남을 설명

한 것이다. 태허는 둘로 나 어진다. 둘을 장재는 ‘二氣, 二端, 兩端’ 
혹은 ‘ (짝), 仇(맞수)’ 등으로 규정한다. 

이를 숫자로 표 해서, ‘삼량(參兩)’이라 한다. 삼량은 ‘3과 2’를 뜻

한다. ｢삼량｣ 편에서, “一物兩體, 氣也. 一故神, 兩故化. 此天之所以參

也.”라 한다. 태허는 하나이지만, 음양의 둘로 나뉜다. 고로 1+2=3이

다. 3은 체를 포 하고, 2는 음양을 의미한다. 8번 구 의 ‘삼오(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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伍)’는 체를 뜻하는 3과 오행의 5이다.

음양 둘이 서로에게 작동을 해야 상 사물이 나오게 된다. 둘로 

분리되는 것과 서로 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장재는 상호 

작용을 ‘감통(感通; 자극－통함)’이라 한다. 12번 구 의 ‘귀신(鬼神)’
이 바로 그것이다. “귀신이란 두 기의 뛰어난 능력이다”(二氣之良能). 
이 유명한 정의를 통해, 장재는 귀신을 자연  존재가 아닌, 기의 

운동을 묘사하는 용어로 바꾼다. ‘유령’같은 실체가 아니라, 음양 변

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2) ‘鬼神’을 자연  존재를 지칭하는 말에서, 자연을 묘사하는 

용어로 바꾼 에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양의 상호 작용

을 굳이 ‘귀신’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음양의 상호 작용에서 힘

의 요소를 배제하기 한 것이고, 혹은 힘의 요소를 신비화시키기 

한 것이다. 힘이 가해져야 운동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외부의 힘 없

이 로 운동 변화할 수는 없다.
음양의 작용을 ‘귀신’이라 하면, 그 작용을 설명함에 ‘힘’의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음양의 상호 작용은 신묘하다. 왜? ‘귀신’이니까? 이

런 의미에서 ‘귀신’에는 여 히 자연  능력을 함유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음양에 의한 자연 설명은 신비화된다.
이는 자연을 이루는 근본  재료를 ‘기’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원

자라는 고체가 아니라, 기라는 기체가 재료일 경우, 운동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음양의 상호 작용을 ‘귀신’이라 하면, 그 작용의 원인이나 

과정 혹은 힘 등의 문제를 호칠 수 있다. ‘귀신’은 자연 이다.
(3) 17∼18은 사람과 천지가 동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천인합일

론이다. 밤→낮과 →가을은 기가 변하는 것이다. 사람의 밤－낮은 

천지의 －가을과 비슷하다. 사람이 낮－깸－일하고, 밤－꿈－휴식함

은, 천지가 에 땅속에서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맺는 것과 같다. 
(4) 20∼21도 천인합일론이다. 음양의 감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만물

은 다 다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 만수(萬殊)가 있는 것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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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때문이다. 자연과 마음 모두 음양의 감통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난다.

(5) 19는 음양의 상호 작용을 ‘사랑－증오’라는 에서 다룬다. 자

연에 짝(  反 仇)이 있고, 서로 ‘화해(和解)’한다. 태허에서 음양이라

는 ‘반 되는 짝(反-仇)’이 생기는 것은 ‘증오’ 때문이다. 음양이 화해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太和)은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의 원자론자들도 원자의 이합집산을 설명하기 해서 사랑－

증오를 말한 바 있다. 장재도 음양의 분리와 조화를 설명하기 해서, 
심리  용어를 든다. 그의 자연학은 여 히 세 이다.

Ⅳ. ｢태화｣와 혼천설

1. 태허－(음양ㆍ태화)－객형

｢태화｣ 편은 약간 어지럽게 서술하지만, 명확한 우주 모델을 제시한

다. 태허－객형이라는 두 상태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음양의 두 

기(二氣)의 상호 작용’, 즉 감통(感通; 자극하여 통함)이다. 감통은 늘 

‘ 한 조화’(太和)로 나간다. 세계는 기본 으로 ‘태화’이다. (I 부분)
‘태허－객형’의 구조는 그 로 개체에게도 부여된다. 기가 모여 개

체가 형성되면, ‘빛－지각’(離明)이 생겨난다. 태허의 요소는 본성(性)ㆍ
마음(心)이 되고, 객형은 몸이 된다.7) (Ⅱ 부분)

이러한 장재의 설명은 명쾌할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기 이론이

라는 최신의 과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후 우주 자연 설명의 기본

인 모델로 승인되었다.

7) 마음 자체는 태허의 요소이다. ‘빛－지각(離明)’은 감각 인 것이다. 몸이 

만들어지면 생기는 생리작용이다. 반면 마음 자체는 몸의 생리작용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태허의 요소인 마음과 몸에서 생기는 지각(離明)

은 다른 근원에서 생기지만, ‘나’에게로 하나로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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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허와 혼천설

｢태화｣ 편의 우주 모델은 기본 으로 개천설을 버리고, 혼천설로 

나간 것이다. 개천(蓋天)은 ‘덮개 하늘’이라는 뜻이다. 이 세계는 하늘

과 땅이 와 아래의 경계선을 이룬다. 세계의 범 －한계는 하늘－

땅이다. 이는 겉보기 우주론이다. 일반 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개
천’이다.

이는 우리의 감각 경험과 상식에 맞다. 그러나 하늘－땅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어려운 질문, 그리고 태양과 행성들의 상태와 운

동을 설명하는 데 난 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혼천설(渾天說)이다.
장재에게 ‘혼천(渾天)’은 ‘뒤섞임 하늘’이라는 뜻이다.(渾=混) 여기

에서 ‘혼渾’은 ‘기氣’를 뜻한다. 하늘은 장막처럼 경계선이 아니다. 무

한히 기가 쌓여 있는 것이 하늘이다.8) 공간은 기로 가득 차 있다. 지

구와 해 달 별은 모두 기의 공간에 떠 있는 것이다.
‘태허－객형’의 우주는 기본 으로 혼천(渾天; 기 하늘)에서 성립한

다. 혼천을 기본으로 추리해 보면, 우주의 처음에는 혼천, 즉 태허만 

존재했다. 하늘과 땅(蓋天)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혼천설은 

개천 이 의 상태를 추론하는 길로 간다. 장재의 태허가 바로 그것이

다. 우주의 시 로 거슬러가면서, 장재는 ‘개천(蓋天; 하늘－땅)’의 한

계를 돌 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태허’의 개념에 도달한다. 태허는 

혼천이다.

* 장재의 개량 혼천설－후한 시 의 장형(張衡)이 제시한 혼천설은 

달걀 모델이다. 하늘은 달걀 껍질이고, 땅은 그 속에 떠 있는 노른자

이다. 노른자라고 비유했지만, 땅은 으로 길쭉한 직육면체형이다. 
땅과 수평선 이하는 모두 물이고, 그 는 기로 차 있다(혹은 하늘 

쪽도 물일 수 있다). 땅은 물 에 떠 있다.

8) 장자 ｢소요유｣ “天之蒼蒼, 其正色邪? 其遠而無所至極邪? 其視下也, 亦

若是則已矣.” 하늘이 장막이 아니라 기의 쌓임이라 본다. 혼천설  발상

의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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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가득 찬 우주’라는 난 을 해결하기 해서 선야(宣夜)설이 나

온다. 하늘은 달걀 껍질 같은 고체라는 통념을 폐기한다. 하늘은 기가 

무한히 쌓인 것이다. 해, 달 등 모든 천체는 무한한 기체 속에 떠다닌

다. 이 이론은 해, 달, 다섯 행성의 규칙 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우주 구조론과 달리, 한 의 회남자 ｢천문훈｣, 열자 ｢천

서｣, 동 서의 춘추번로 등 우주 생성론의 입장에서 하늘을 둥근 

고체로 인정하지 않는 통이 있었다.
장재는 생성론의 입장에서 구조론을 통합한다. 그는 하늘을 무한한 

기인 태허로 간주한다. 그 조건 아래서 해, 달 등의 천체의 규칙 인 

운동을 비교  성공 으로 설명한다. 그의 개량된 혼천설은 송  이

후에 철학에서 기본 인 이론이 된다.9)

3. 우주 최 의 순간

‘태화(太和; 한 조화)’라는 말을 보면, 얼핏 공간 인 개념인 

것 같다. 조화는 공간 속에 펼쳐져 있다. 음양의 두 기(兩端)가 짝－

맞수( -仇)를 이루어 상호 작용(感通)한 결과 상과 사물의 세계가 

생겨난다. ｢태화｣ 편은 태허－혼천에서 일어나는 두 기의 상호 작용

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이는 공간 속의 상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태화｣ 편은 시간 인 서술이다. 만약 ‘지  

재’라는 시간에서 보자면, 무 다양한 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거기에서 ‘태화’, 혹은 태허와 두 기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지

각 인식할 수는 없다.
과거로 거슬러가서, 이 세계의 시 의 순간으로 소 할 때, 우리는 

태허와 태화를 말할 수 있다. 순서 로 보자면, 세계의 최 의 순간

은 태허이다. 그 이후에 음양 두 기의 상호 작용인 태화가 있다. 태

화의 결과 재의 상 세계가 생겨난다.
재는 지각할 수 있지만, 최 의 순간은 이성 으로 추론해야 한

9) 야마다 이지 지음, 김석근 옮김,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1991. 10. 서

울, 3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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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이 에서 장재는 문견지(聞見知; 감각 지각)를 낮추고, 덕

성지(德性知; 이성  추론)를 높인다. ｢태화｣ 편은 문견지에 의한 지

각의 결과가 아니다. 덕성지로 추론한 것이다.
세계의 최 의 순간으로 소 은 장자에 나온다.10) ‘최 의 순

간’을 열자는 (太始; 큰 시작)’라 한다. 장재는 이런 사유를 따른다. 
정몽 ｢태화｣는 음양의 립된 세력의 ‘ 한 조화’를 말하고 있다. 
그 배경은 역시 최 의 순간이라는 시간  소 이다. 시간 으로 소

해서 보기 때문에 ‘태화’라는 것이 보인다. 태시(太始)의 순간에는 

‘태허’와 ‘음양’의 분리가 명확해진다. 태허이기 때문에, 음양이 분리

되고, 양자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이 나온다. 2편 ‘삼량(參兩; 셋－둘)’
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장재는 공간 이 아닌 시간 인 최 로 

가서 태허를 가정한다. 이런 시간  소  여행은 서경덕도 마찬가지

이다. 선천 태허가 바로 그런 것이다.
｢태화｣ 편은 공간 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  최 에서 서술

한다. 개천설은 재, 혼천설은 과거의 시 로 거슬러 간 것이다. 장

재는 시간을 거슬러 태시(太始)에서 추론을 한다. 바로 그 에서 ｢태

화｣ 편은 개천을 벗어나 혼천설로 간다.

Ⅴ. 서경덕의 우주론

1. 잡 에서 보이는 자연학

서경덕의 자연 형이상학은 문집의 ‘잡 ’ 부분에 나온다. 잡 는 

총 13편이다. 크게 3부분, (1) ｢원리기｣∼(6) ｢온천변｣ (자연학) ; (7) 
｢성음해｣∼(11) ｢괘변해｣ (상수학) ; (12)∼(13)의 자사(字詞)로 나뉜

10) ｢제물론｣ “有始也 , 有未始有始也 , 有未始有夫未始有始也 . 有有也 , 

有无也 , 有未始有无也 , 有未始有夫未始有无也 . 俄而有无矣, 而未知

有无之果孰有孰无也.” 이와 비슷한 구 은 장자 ｢경상 ｣  회남자 
｢俶眞訓｣에도 나온다. ‘太始’는 열자 ｢天瑞｣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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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에 나오는 ｢ 沈敎授義序｣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연학 부분인 ｢원리기｣ ｢리기설｣은 ‘태허－음양－객형’의 우주론

의 반  설명이다. 그다음에 나오는 ｢태허설｣과 ｢귀신사생론｣은 짝

을 이룬다. 자는 태허, 후자는 객형에 한 설명이다. 그다음 ｢復

其見 天地之心說｣과 맨 뒤의 ｢ 沈敎授義序｣는 각각 ‘復-艮’ 괘를 다

룬다. 성리학의 정 자들인 정이(程頤)와 주희는 마음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 혹은 마음 과 행 를 각각 ‘復-艮’ 괘로 형상화해서 설

명한다. 서경덕도 그것에 따르지만, 내용이 다르다.
상수학 부분은 ‘성음(聲音), 경세(經世)의 셈법, 64괘, 괘변(卦變)’을 

다룬다. 이는 소옹(邵雍)을 시한 상수학자들이 늘 다루던 주제들이다.
체 으로 서경덕의 자연 형이상학은 짜임새 있는 구도로 이 

배치되어 있다. ｢원리기｣와 ｢리기설｣은 태허에서 음양의 작용이 나오

는 것을 다룬다. 태허는 하나인데, 음양은 둘이다.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은 설명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태허설｣에 짝을 이루는 ｢귀신사생

론｣은 객형(客形), 즉 개별 사물을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다룬다. 기

의 모임과 흩어짐을 장재는 ‘鬼-神’이라 했고, 서경덕은 이를 ‘삶－죽

음’으로 동일시한다.
태허→음양, 삶→죽음은 모두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는 시작되는 

시 이 요하다. ｢復其見 天地之心說｣은 자연 변화에서 시 을 다룬

다. 동지(冬至)가 바로 그런 것이다. 변화에는 시 이 있다면, 변화로 

이루어진 상태가 있다. 상태는 오래 유지된다. ｢ 沈敎授義序｣는 艮 

괘를 통해서 ‘머무름’을 다룬다. ‘艮=止’이다.
태허에서 음양의 작용, 음양에서 객형이 생김, 객형의 소멸(죽음), 

변화의 시 과 변화에 머무름 등을 서경덕은 다룬다. 이러한 주제는 

장재 이래 주희까지 신유학자들이 다루었던 자연학의 많은 쟁  가운

데, 그가 추린 것이다.
이상의 주제가 장재의 문제 의식을 반 한 것이라면, (7)－(11)까지의 

상수학은 소옹의 심을 반 한다. 장재의 공간  이론과 소옹의 시간  

이론을 종합한 셈이다. 서경덕은 소옹의 이론의 핵심을 간과하고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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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장재 이론의 뇌 을 건드린다. ｢원리기｣와 ｢리기설｣이 그것이다.

2. ｢원리기｣의 자연 형이상학

｢원리기(原理氣)｣는 “리와 기에 해서”라는 제목과는 달리, 본문에

는 ‘理’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온다. 거의 부 기(氣) 설명이다. 얼핏 

보기에 ‘理’는 뱀 다리에 불과한 것 같다. 사실 서경덕이나 이이처럼 

주기론에서 ‘리’는 부차 이며 주변 인 것처럼 보인다.
서경덕은 병이 할 때 ｢원리기｣ ｢리기설｣ ｢태허설｣ ｢귀신사생론｣

의 자연학 4편을 썼다. 자연학 4부작 가운데 ｢원리기｣가 핵심이며, 
나머지는 ｢원리기｣를 보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원리

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뉜다. 
우주는 ‘태허→음양→천지→객형’의 순서로 발생한다. 이  ‘태허

→음양’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서경덕은 리하게 

헤친다. 반면 객형에 해서는 아  언 을 하지 않는다. 장재가 

태허－객형의 립을 제시했다면, 서경덕은 태허에 을 두고, 천지

의 발생까지만 나간다.

(1) ‘태허’의 논리  규정

太虛湛然無形, 號之曰先天. 其大無外, 其先無始, 其來不可究. 
其湛然虛靜, 氣之原也. 彌漫無外之遠, 逼塞充實, 無有空闕, 無一毫可

容間也. 
然挹之則虛, 執之則無. 然而却實, 不得 之無也. 

최 의 존재를 태허라고 하고, 공간 으로 무한,(無外) 시간 으로 

최 임(無始)을 첫 에서 말하고 있다. 淡然虛靜－  평형 상태, 기

의 들 (原; 근원이다.) 逼塞充實, 無有空闕－공간과 태허의 기는 완

 일치함. 빈 곳이 하나도 없다. 즉 공간=태허의 기

* 장재가 ｢태화｣에서 ‘태허→음양→객형’의 발생을 혼란스럽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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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반면, 서경덕은 명확하게 순서를 정해서 서술한다. 우주의 시작

은 태허(太虛)이다. 그리고 태허의 특징을 ‘先天, 無外-無始, 虛=氣, 
無形, 靜’이라 한다.

장재는 논리  추론을 통해서 우주의 최 의 순간으로 날아간다. 
거기에서 그는 ‘태허’를 발견한다. 동시에 그는 천지라는 개천설의 한

계를 벗어나서 무한 공간 속에서 기의 음양 동정의 작용(感通)을 이

야기한다. 혼천설을 연 것이다.
서경덕은 장재의 이론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논리 으로 

규정한다. 장재가 우주 시 로 갔던 것을 서경덕은 ‘선천(先天)’이라 

한다. ‘자연 이 ’이라는 뜻의 이 말은 소옹의 용어이다. 소옹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우주를 기술한다. ‘元  運 世’라는 시간 단 를 

써서 우주의 달력을 만든다. 그는 우주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해 

간다고 본다. 그 일정한 규칙은 자연 상 이 에 결정되어 있다. ‘자
연 상 이 ’을 ‘선천’이라 한다. ‘後天’은, 미리 결정된 규칙이 실

으로 드러나고 실 되는 곳, 즉 재의 상 세계를 뜻한다. 이는 

정이－주희의 ‘형이상－형이하’와는 다른 개념이다.
서경덕은 소옹의 ‘선천’ 개념을 따오되,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장

재처럼 시간을 거슬러가서, 우주의 최 의 순간을 ‘선천’으로 규정한

다. 시 로 갔기 때문에, 어떤 상 사물도 생겨나지 않았고, 단지 우

주를 이루는 재료(arche)가 원래 상태 그 로 있다. 그것을 ‘태허’라
고 장재는 규정했다. 선천의 우주는 ‘태허’이다.

서경덕은 태허를 논리 으로 규정한다. 태허는 無外-無始하다. 바깥

도 없고, 시작도 없다. 공간 으로나 시간 으로나 무한하다. 원래 존

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천지가 생겨난다. 이는 천지의 한계에 갇힌 

개천설을 돌 한 혼천설이다.
태허는 공간(虛)이면서 동시에 기(氣)이다. 기는 사물(客形)을 이루

는 재료이다. 공간과 사물의 재료가 같다.－이 은 상식, 혹은 감각 

지각과 모순된다. 우리는 공간과 사물을 명확하게 구별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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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물(재료)이 우주 시 에는 같은 것이다? 서경덕은 장재의 

‘태허’ 개념의 논리  함축을 고 나가서 ‘虛則氣’라고 한다(｢태허설｣). 
이는 자연학 4편에 일 되게 나오는 사항이다.

태허는 허공 체에 가득 차되(充實), 형체도 운동도 없다(無形, 靜) 
그 다고 비존재(無; 없음)도 아니다. 무한한 시공간에 가득 차 있되, 
아무런 형체도 운동도 없는 것이다. 이 특징은 ‘태허－객형’을 논리

으로 비교할 때 명확하다. 객형(客形)은 덩어리 사물이다. 그것의 반

가 태허이다. 객형이 사물로 뭉친 기라면, 태허는 뭉쳐지지 않은 

기이다.
무한 시공간에 가장 희박하게 퍼진 기, 부분 으로 어떤 곳도 짙음

이 없는 기－논리 으로 이것이 태허이다. 희박 균질 정지 상태이다. 
이는 허공과 구별이 될 수 없다.

선천의 태허는 허공과 거의 같은 상태이다. 서경덕은 태허를 논리

으로 그 게 정의한다. 문제는 그 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음양 동

정이 나올 수 있는가? 허공과 같은 상태의 기는 그 스스로 음양으로 

나뉘어 움직일 수 없다. 스스로 움직인다면, 태허 상태가 애 에 없

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서경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⑵ 태허에 한 성 의 규정과 ‘태허=하나’
到此田地, 無聲可耳, 無臭可接. 
千聖不下語, 周張引不發, 邵翁不得下一字處也. 
摭聖賢之語, 泝而原之. 易所  ‘寂然不動’, 庸所  ‘誠 自成’.
語其湛然之體 曰一氣, 語其混然之周 曰太一. 
濂溪於此不奈何, 只消下語曰‘無極而太極’.

태허는 소리 듣거나 냄새 맡을 수 없다. 경험  지각 상이 아니

다. 이성  추론의 산물이다. 경험은 구나 하나, 이성  추론은 성

만이 한다. 그런 성 도 어려워한 곳이다(이런 신비주의는 후 의 

비  연구를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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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 태허를 간 으로 지칭한 것은 ‘寂然不動’ ‘誠 自成’ ‘無

極而太極’ 등이다. 이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寂然不動, 誠 自成’은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에 가깝다. 장재의 태허를 주돈이의 무극

－태극을 동일시하는 것도 논란이 된다.

* 시 의 태허에 한  하나의 요한 정의가 ‘一氣, 太一’이다. 
선천 태허는 무한 시공간 속에서 ‘희박 균질 정지’해 있다. 따라서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큰 하나(太一)이며, 하나인 기(一氣)
라 할 수도 있다. 서경덕은 선천의 태허를 늘 ‘하나’라고 한다. 논리

 규정이다.

(3) 기자이(機自爾)－선천 태허에서 음양 동정으로

是則先天. 
不其奇乎? 奇乎奇. 不其妙乎? 妙乎妙. 
倏爾躍, 忽爾闢, 孰使之乎? 自能爾也. 
亦自不得不爾, 是 理之時也. (아래의 感通, 自道, 動生-논리  문제 있음)
易所  ‘感而遂通’, 庸所  ‘道自道’, 周所 ‘太極動而生陽’ 也.

(4)
不能無動靜, 無闔闢. 其何故哉? 機自爾也. (機=用事之機)
旣曰一氣, 一自含二. 旣曰太一, 一便涵二. 
一不得不生二, 二自能生克. 生則克, 克則生. 
氣之自微 以至鼓盪, 其生克使之也.

이는 선천 태허에서 음양 동정이 생겨남을 논리 으로 따진다. 이 

부분이 서경덕의 자연학에 한 가장 큰 기여이다. 
선천 태허가 음양 동정하는 순간을 (3)에서 ‘奇妙, 倏忽-躍闢, 自能

爾=不得不爾(시킨 자 없음), 理之時’라 묘사한다.
논리 으로 볼 때, 선천 태허는 균질 희박한  평형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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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과 같다. 스스로 깨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태허는 음양, 두 세력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어

떤 순간에 왜 분리되는가? 이것은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음양이 

태허에 처음부터 있었다면, 태허는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음양만 있

을 뿐이다. ｢계사｣의 우주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장재는 사변  추론

을 통해 ‘태허’를 도입함으로써, 혼천설로 발 해 갔다.
태허에서 어떻게 상 세계가 나오는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경덕은 선천 태허가 음양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不得不爾), 스스로 

그 게 될 수 있다(自能爾)고 한다. 그 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게 

될 능력도 있다.－이를 ‘틀이 스스로 그러함’(機自爾)이라 한다. 이를 

｢원리기｣ “보충”에서는 ‘用事之機自爾’라 한다. 다음 (6)에서는 후천

을 ‘用事 ’라 하고, ｢리기설｣에서는 ‘氣之用事’라 한다. ‘機’는 후천

의 기가 일을 함(用事)의 ‘틀’을 뜻한다. 후천의 기가 작동할 틀이 선

천의 태허에 이미 있다. 결국 ‘機自爾’라는 말은 설명한 것이 별로 

없다. ‘그냥’이라는 정도의 뜻일 뿐이다.
이는 논리 으로 모순이다. 태허는 균질 희박한 평형 상태이다. 거

기에 후천의 기가 작동할 틀(機)이 있다면? 태허는 이미 깨졌을 것이

다. 그런 틀이 있는데도 태허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런 모순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경덕은 ‘機自爾’를 ‘奇-妙’라 한다. ‘奇-妙-神’(기이함 묘함 

신비함)은 이성 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다. 주돈이 장재 등 자연 형이상학자들은 그 말을 잘 썼다. 그러나 정

호 정이 등은 배척한다. 철학은 이성 으로 이해하고 말로 설명한다.
선천 태허가 음양 동정한 시기는? ‘倏-忽’이다. ‘갑자기 홀연히’ 그

다, 태허가 음양하는 순간의 모습을 ‘躍-闢’(뛰며 열린다)고 한다. 
이 모두는 ‘奇-妙’의 다른 표 이다. ‘그냥’의 철학이다.

선천 태허는  평형이다. 따라서 ‘하나’이다. 반면 그것이 ‘음양 

동정 闔闢 生克’해서 ‘둘’이 된다. 하나가 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수

학 으로 볼 때, 1≠2이다. 이건 등생도 안다. 왜 1이 2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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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는 이를 ‘一物兩體’, 혹은 ‘參兩’이라 했다. 하나+둘=셋이다. 

하나는 셋을 머 는다. 따라서 參兩, 즉 ‘셋－둘’이라 한다. 그는 태

허를 엄 하게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태허에서 음양으로 넘어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반면 서경덕은 태허를 논리 으로 규정하기에, 음양으로 개를 설

명해야 한다. ‘機自爾, 奇妙’로는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理之時’라고 한다. 태허가 음양으로 나가는 순간은 바로 ‘리가 

개입한 때’이다. 리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 변환이 시작된다.
서경덕은 성리학의 리－기 철학이 정착하던 시 에 살았다. 따라서 

태허에 리를 도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는 숱한 문제

를 야기시킨다. 선천에는 태허의 기만 있는데, 리는 어디에 있다가 

그 순간에 개입을 하는가?
｢원리기｣에는 여기에 ‘리’가 단 한 번 나온다. ‘理之時’의 정확한 

의미는 ｢리기설｣에 나온다. ｢원리기｣ 다음에 ｢리기설｣을 지은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5) 음양 → 천지와 일월

一生二. 二  何 也? 陰陽也, 動靜也, 亦曰 坎離也.
一  何 也? 陰陽之始, 坎離之體, 湛然爲一 也. 
一氣之分 爲陰陽. 陽極其鼓而爲天, 陰極其聚而爲地. 
陽鼓之極, 結其精 爲日. 陰聚之極, 結其精 爲月. 餘精之散 爲星辰.

(5)와 (6)은 음양의 상호 작용에서 천지와 일월(日月)이 생겨남을 

설명한다. 이 한 ‘하나’에서 ‘둘’이 되는 과정(一物兩體)이다. ‘하나’
인 선천의 태허를 ‘湛然, 一 , 一氣’라 한다. 이는 ‘둘’인 음양 동정 

감리(坎離)의 시작이며 몸(體)이 된다.
하나가 나뉘어서 음양이 되고, 음양의 끝(극(極))까지 가면, 하늘－

땅, 해－달이 된다. 음양의 고취(鼓聚)의 끝에서 천지가 되고, 그  

정 한 것(精)이 해와 달이 된다. 즉 양음→천지→일월 순으로 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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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만 농축된다. 천지는 규모로, 일월은 알맹이로 끝까지 간 것이다.

태허의 우주에서 가장 요한 구조는 천지와 일월  별들(星辰)이
다. 이 역시 당시의 자연과학의 수  때문이다. 찰  이론화가 천

지 일월이라는 개천설 수 이었다. 따라서 혼천으로 인식이 확장되지

만, 실 으로는 개천설의 범 에 머무른다.

⑹ 선천－후천, 지구가 추락하지 않는 이유

其在地 爲水火焉. 是 之後天, 乃用事 也. 
天運其氣, 一主乎動而圜轉不息; 地凝其形, 一主乎靜而 榷在中間. (榷=
다리처럼 걸리다)
氣之性動, 騰上 也. 形之質重, 墜下 也. 氣包形外, 形載氣中. 
騰上墜下之相停, 是則懸於太虛之中, 而不上不下, 左右圜轉, 亘古今

而不墜 也. 
邵所  ‘天依形. 地附氣’, 自相依附 . 依附之機, 其妙矣乎!
[風族飛族之羽載形, 皆此理也.]

* 후천(後天)의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한다. 서경덕이 생각하는 후

천은 땅에서 물과 불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태허→음양→천지→해

달→물불’의 순서는 략 시간 순서일 것이다. 시간상 그 차례 로 

발생했다. 물불(水火) 이후가 후천이다.
태허에서 일월의 형성까지는 우리가 감각 경험으로 지각하지 못 

한다. 이성 으로 추론한 것이다. 반면 땅에서 물불의 생겨남 이후는 

우리가 보고 듣는다. 감각 지각한다. 이는 장재의 덕성지와 문견지 

구분과 비슷하다. 그것이 선천－후천의 구분이다. 요컨  그는 사유 

추리의 상은 선천, 감각 지각할 수 있는 상은 후천으로 본다.
‘태허를 선천, 음양 이후를 후천’, 이 게 서경덕이 나 었다면, ‘機

自爾-理之時’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한 자연학의 

입장에서도 변화의 원동력의 문제가 강조되었을 것이다. 물불 같은 

상 사물 이후를 후천이라 하면 이 조  흐려진다. 그러나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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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을 덕성지－문견지로 나 었다고 해서, 운동의 문제 제기가 흐려

지는 것은 아니다.

* ⑹의 부분은 지구의 추락 문제를 다룬다. 지구 바깥인 하늘은 

혼천(渾天), 즉 태허의 기이다. 무한 시공간 속에 가장 큰 사물 덩어

리(객형)인 지구가 떠 있다. 기체 속의 고체는 낙하한다. 그런데 지구

가 왜 추락하지 않는가? 
태허의 기가 어올리는(騰上) 힘과 지구가 떨어지는(墜下) 힘이 서

로 같기 때문에, 지구는 태허의 가운데 다리(榷)처럼 걸려 있어서, 
로도 아래로도 가지 않고 정지하며, 좌우로 회 한다. 지구가 추락하

지 않는 것과 바람 타고 나르는 것(새들)이 깃털로 몸을 공 에서 싣

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경덕이 어릴 때 종달새의 비상을 연구했다

고 한다.
여기에서도 ‘機自爾’가 있다. 지구의 무게를 지탱하기 해서는 태허

의 기가 막 하게 로 불어 올라와야 한다. 과연 가 왜 그 게 지

구 에서 기를 불어 올리는가? 역시 機自爾－‘그냥’ 그 다는 것이다.

(7) ｢원리기｣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태허→음양→천지ㆍ일월’
의 발생 과정 설명. ‘태허→음양’의 환이 ‘機自爾, 理之時’에 의한

다. 지구가 추락하지 않는 것은 기가 어올림과 지구의 떨어짐－힘

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장재의 ｢태화｣ 편에 비교해 보면 분명 발 한 것이 있다. 태허

－음양－객형의 순서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 ‘태허’를 무한 시공간의 

균질한  평형 상태로 규정한 것, 태허－음양의 환의 문제를 제

기한 것, 혼천설에서 지구 추락의 문제를 다룬 것 등이 그것이다.
서경덕은 장재와 다른 이 있다. 장재는 태허－객형을 립시켜 

논리 으로 서술한다. 반면 서경덕은 객형을 아  언 하지 않는다. 
객형 가운데 가장 크고 인상 인 천지 일월 별들을 언 한다.

그는 태허→객형의 환의 시 인 태허→음양의 추동력을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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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機自爾, 理之時’라는 그의 답은 분명 문제가 많다. 그러나 문

제 제기 자체가 자연학의 발 에 획기 인 기여라 할 수 있다. 운동 

변화의 힘을 따지는 데서 근  자연과학이 나왔기 때문이다.
장재의 ｢태화｣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론’(天人合一)에 근거해

서, 마음과 인식의 발생을 설명한다. 서경덕은 이것도 완  배제한다. 
언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가 동일 구조론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는? 바로 ‘理之時’ 때문일 것이다. 주희의 성리학은 ‘性卽理’라 하여, 
마음의 핵심 구조를 ‘리인 본성’이라 규정한다. 서경덕은 理之時를 넣

으면서, 동시에 마음과 인식의 문제도 그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
이 역시 문제를 낳는다. 자연 설명에서 리와 인간의 마음 설명의 리

가 같을 수 있는가? 물질  자연과 념 인 마음－정신은 넘을 수 없

는 차이가 있다. 서경덕은 상 으로 인간의 마음 설명에 소홀하다.

3. ｢리기설｣의 리 주재 이론

｢원리기｣ 보충과 ｢리기설｣ ｢태허설｣ 등은 ｢원리기｣의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리기설｣은 ‘理之時’를 ‘리 主宰’로 명확하

게 설명한다. 후 에 미친 서경덕의 향 가운데 가장 크고 지속 이

었던 것이 ‘리 주재’ 이론이다. 이이 송시열 한원진 등 서인 노론 계

열의 기 철학자들의 핵심 이론이 그것이었다.
｢귀신사생론｣과 ｢복기견천지지심설｣은 상 사물(객형)의 변화를 

다룬다. ‘태허→음양’의 변을 ‘기자이－리지시’라 했다. 이 틀이 개

별 사물에 용된 것이다. ‘귀신－취산’으로 개체의 삶→죽음으로 변

화를 다룬 것이 ｢귀신사생론｣이다. 네 계 의 순환을 동지라는 변화

의 시 에서 설명한 것이 ｢복기견천지지심설｣이다. 우주는 시 부터 

재의 상 세계까지 변화의 교차 아닌 것이 없다. 이처럼 변동의 

시 을 시하는 것은 소옹의 시간  형이상학과 유사하다. 그는 장

재의 틀에 소옹의 시각을 넣었다. 장재의 아류로 보는 이이의 서경덕 

평가는 그래서 피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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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無外曰太虛, 無始 曰氣. 
虛卽氣也. 虛本無窮. 氣亦無窮. 
氣之源, 其初一也. 旣曰氣, 一便涵二. 太虛爲一, 其中涵二. 
旣二也, 斯不能無闔闢, 無動靜, 無生克也.

(2)
原其所以 能闔闢, 能動靜, 能生克  而名之曰太極.
氣外無理, 理 氣之宰也. 所 宰 非自外來而宰之. (非自外來 = 機自爾)
指其氣之用事, 能不失所以然之正  而 之宰. (宰=用事, 所以然)

(3)
理不先於氣, 氣無始, 理固無始. 
若曰‘理先於氣’ 則是氣有始也. 
氏曰 ‘虛能生氣’ 是則氣有始有限也.

이상 ｢리기설｣ 원문에서 (1)은 ｢원리기｣의 반복이다. 태허가 시공

간 으로 무한하며(無外－無始), 허공=기(虛=氣)이고, 하나이다. 하나

가 둘이 되니, ‘闔闢 動靜 生克’이 그것이다.
핵심은 (2)이다. 
태허가 ‘闔闢 動靜 生克’하는 까닭(所以)은 태극(太極)이다. 주희에 

따르면, 태극은 리의 총체이다. 태허와 그 闔闢 動靜 生克함은 기이고, 
그 까닭은 리이다. 따라서 기 속에 리가 있다. 태허에 이미 리가 있다.

｢원리기｣에서 ‘機自爾－理之時’라 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주재’라고 

한다. “리는 기의 주재(宰)이다.” ‘宰’는 ‘주 하다, 맡아 다스리다’이
다. 컨  백성에 해서 리가 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기에 

해서 리가 하는 일은 ‘주 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백성과 리는 다

르기 때문에, ‘주재’가 성립한다. 그런데 ‘氣外無理’－기 안에 리가 있

다? ‘리=기’인가? 만약 같은 것이라면? 백성= 리가 되고, 논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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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 함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와 리는 구분되는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리는 기 속에 

있었다. 리－기 모두 無始이다. 리가 기보다 먼 이지 않다.－이 게 

말하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처음부터 리와 기가 동시에 존재

했다면, 선천의 태허는 있을 수 없다. 리가 있는 그 순간, 리는 기를 

주재해서, 기가 음양 동정한다. 태허는 깨진다. 음양의 상호작용의 근

원을 설명하기 해서 리의 주재를 도입하면, 이는 역으로 태허의 존

재를 부정하게 된다. 태허와 리 주재는 모순이다.
이런 모순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경덕은 ‘機自爾’, ‘그

냥’이라 하거나, 혹은 ‘奇妙’라는 신비에의 감탄으로 비켜가면서, 성

도 알기 어려운 것이라 변명한다.

* (2)에서 ‘宰’를 “기의 用事함에 所以然의 바름을 잃지 않는 것”
이라 한다. ｢원리기｣에서 말한 ‘機自爾, 理之時’가 그것이다. 기의 用

事의 틀이 機自爾이다. 태허가 뛰어서 열리면(躍闢), 음양이 된다. 기

의 용사(用事)는 음양 動靜 生克함이다. ‘用事’는 일을 , 일을 함, 
작용함을 뜻한다. 기가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맡아 주 하는 것이 리

이다. 주희가 말한 “리 = 그러한 바의 올바름’(所以然의 正)”이라는 

정의를 서경덕이 채용한다. 이는 태허－음양의 진행을 ‘태극－음양’과 

동일시하는 것과 맥이 같다.

‘주재(宰)’는 본래 인간 신 귀신같은 의지를 가진 인격 인 존재가 

하는 것이다. 자연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격 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

은 문제가 크다. 이는 자연을 ‘기’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지  욕주

의에서 벗어난다. 인격 인 존재가 자연의 변화를 주 한다. 이 게 

보면 자연학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많지 않다.
이는 장재가 태허에서 출발해서 음양을 설명함에 ‘귀신’으로 나간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들은 기의 작용을 기 안에서 엄 하게 설명하

지 못하고, 귀신이나 리의 주재를 끌어들인다. 그들은 태허를 말함으



장재와 서경덕의 우주론 105
로써 혼천설로 나가면서, 우주론에서 심 한 발 을 이룬다. 그러나 

인격  존재을 도입함으로써, 자연학의 발 을 막는다.

Ⅵ. 맺는말

국에서 주요한 우주론은 개천설과 혼천설이다. 개천설에서 혼천

설로의 이는 인식의 발 이다. 선진 시 의 제자백가에서 당나라 

때까지 유명한 철학자들은 부분 개천설에 근거한다.11) 공자나 맹

자,  용처럼 내재된 신을 인정하거나, 묵자처럼 유일신을 인정하

는 유신론  개천설과, 노자나 순자처럼 물질  자연만 인정하는 무

신론  개천설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겉보기 우주론인 개천설이라는 

에서는 같다.
일반인이 보는 상식 인 세계 모습인 개천설은 주역 ｢계사｣에 

가장 정교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장재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혼천

설의 우주론을 개한다. 혼천설은 진 시 부터 이미 나온 것이다. 
이를 철학 으로 정교하게 서술한 것이 정몽 ｢태화｣ 편이다. 장재

는 태허 개념을 들여와서 ‘천지’라는 개천설의 틀을 깨뜨린다. 무한한 

시공간 속에 태허가 있었다. 그것이 우주의 시 이고, 거기에서 재

의 우주가 생겨난다. 음양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천지와 일월, 만물

이 생겨난다.
장재의 우주론은 신유학자들의 기본 인 세계 이 된다. 이 우주론

에 담긴 문제를 지 하고 발 시킨 표 인 사람이 서경덕이다. 장

재는 태허→음양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서경덕은 태허→

음양의 이행이 논리 인 모순임을 이해하고, ‘機自爾 理의 주재’ 등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하려 한다.
장재는 음양의 상호 작용(感通)의 기제를 ‘귀신’이라 한다. 이는 

11) 한 말－후한 시 의 양웅(揚雄), 환담(桓譚), 장형(張衡) 등이 혼천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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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주재’ 개념과 비슷한 이 있다. 자연 설명에 인격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는 후세의 학자들이 비 했어야 하

는 이다.
장재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 구조론(천인합일)로 마음과 인식의 발

생을 설명한다. 서경덕은 이런 개념  장치들을 거부하고, ‘리의 주

재’로 체한다. 둘 다 신화 인 에서는 같지만, 장재가 좀 더 지  

욕주의에 가깝다. 자연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 하나만으로 설명한다

는 지  욕주의가 장재의 우주론 발 에 핵심 이다.
이 은 주역 ｢계사｣에서 장재와 서경덕으로 우주론이 발 해 

가는 과정을 추 했다. 여기에는 많은 물리학  함축이 깃든 문제들

이 있다. 이에 한 논리  분석은 다음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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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hang Zai & Seo Kyoungduk’s Cosmology:
From the Canopy Sky Theory to the Ether (Chi) Sky Theory

Son, Youngsick

To sum up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smological theories;
The keywords for summing up are “from the canopy theory(蓋天

說) to the ether theory(渾天說).” The canopy theory is based on the 
outward appearances of the cosmos (i.e., sky & earth, etc). The 
canopy theory regards the cosmos as that which we are able to see. 
The sky is a canopy, and such words as ‘天地(sky & earth), 天下

(under the sky; world), 中原(middle field), 中國(the center country), 
天圓地方(sky is round, earth is square)’ originated from the canopy 
theory.

The ether theory is a cosmology derived from rational thought and 
logical argument. This model removed the logical drawbacks of the 
canopy theory through the due considerations. While the canopy 
theory depends on the senses, the ether theory comes from reason. 
Change from the canopy theory to the ether theory is a match for the 
transition between the geocentric theory and the heliocentric theory.

Zhang Zai constructed the cosmology of the ‘Great Void(太虛)’ 
founded on the ether theory. Seo Kyoungduk presented a question 
about the beginning of the cosmos in Zhang Zai’s theory. 
Specifically, the concept of evolution. was raised. It is Zhuxi’s 
commentaries on the “Explanation of the Diagram of the Supreme 
Ultimate” that dragged the theory of evolution down, and bogge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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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cosmology.

Zhuxi replaced Zhang Zai’s ‘Great Void(太虛)’ with the ‘Great Ultimate
(太極)’ as the beginning of the cosmos. The Great Void is qi(氣), a 
material force, and material stuff. It is good to explain the nature 
and cosmos; However, the Great Ultimate is li(理), a kind of 
‘principle’. If it is said that li is the beginning of the cosmos, such 
a belief approaches theology rather than science. The ‘Great Ultimate’, 
then, resembles the God of Christianity.

The principle is one, but its manifestations are many(理一分殊). It 
is a sort of organicism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whole is 
given to all of its parts. (The Principle, li, and the Great Ultimate 
are kinds of information about the whole.) It is adequate to explain 
a living thing, an organism, or a society, but the cosmos and the 
natural world are inanimate beings. Li is a decisive obstacle to 
research nature as it is. Li is analogous to the sun, which brings 
the canopy theory into existence; i.e., the outward appearances of 
the cosmos theory.

Keywords: the canopy sky theory, the ether (chi) sky theory, the 
Great Void(太虛), Great Harmony, the Unity of Nature 
and Man, li as a controlling power, framework is such 
a one in oneself, Zhang Zai, Seo Kyoungduk, I 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