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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남송대(南宋代) 성리학자인 주희(朱熹, 1130~1200)의 극(極) 개념
에 대한 해석이 도덕과 정치의 영역적 분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것이다. 송대 성리학자들이 극을 중(中)으로 이해했던 것에 반해 주희는 극
개념을 표준으로 재규정한다. 이를 위해 주희는 태극, 인극, 황극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극을 분리해서 태, 인, 황과 지의 관계를 문법적으로 설명한다. 개념의 재규정뿐만 아
니라 옥극(屋極), 북극(北極)과 같은 유비를 통해 주희는 태극을 발생의 근원으로서의
규범성에, 인극을 성인이 제시한 표준에, 황극을 왕의 표준에 대응시킨다. 주희의 개념
분석으로 인해 세계를 자연, 사회, 정치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주희
는 오직 성인만이 자연을 재현해 사회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오직 왕만이 정치공
동체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의 사유 안에 사회와 정치공동체,
도덕과 정치에 대한 구분, 즉 도덕과 구분되는 정치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주희는 사회와 정치의 차이를 구분하면서도 각 질서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해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극은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본 논문은 주
희의 극 개념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왕권을 제약하고자 한 그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
자율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론적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8세기 조선시대 왕
들이 주희의 황극개념을 권력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거나 반대로 주자학자들
이 황극개념을 주희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 반증이라고 본다.
주제어: 극, 태극, 인극, 황극, 재현, 성리학적 윤리 질서, 정치의 기준, 도덕과 정치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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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남송대(南宋代) 성리학자인 주희(朱熹, 1130~1200)의 극(極) 개념
에 대한 해석이 도덕과 정치의 영역적 분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다.1) 논증과정에서 본 논문은 주희의 텍스트를 사상사적 콘텍스트를 통

1) 주희의 태극 개념과 관련한 연구들로는 민병희(2007), 조남호(2007), 주광호(2008), 위잉스
(余英時 2015) 등이 있다. 민병희는 주희의 태극과 태극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을 당대
의 사회정치사상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조남호는 주희의 태극, 황극개념을 육구연, 엽
적(葉適)과 비교하고, 주희가 극 개념을 표준이라고 번역한 것과 수양론의 관계를 논증하였
다. 한편 주광호는 주희와 육구연의 무극 태극논쟁을 분석하되, 극과 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잉스(2015)는 주희의 황극 개념을 당대의 황극 개념을 둘러싼 언어적 콘텍
스트를 재구성함으로써 증명한다.
	  특히 위잉스는 주희의 무극 개념에 주목, 당대의 언어적 콘텍스트 속에서 볼 때 주희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군주권에 대한 제약이었고, 육구연이 무극을 부정하고 황극을 대
중이라고 번역한 것은 기존의 질서와 왕권을 인정한 것을 분명히 한다(余英時 2015, 256270). 본 연구는 이러한 위잉스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역사적·철학적 맥락
은 텍스트를 저술한 저자의 의도와 그에 따른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콘텍스트를 최소화하고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집중한 이유는
콘텍스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주희의 저술의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논
문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주희 텍스트에서 주목하는 것은 저술의도가
아닌 이론적 가능성이다. 정치 텍스트의 이론적 가능성은 기존의 세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방법, 즉 다르게 상상하게 만드는 힘에 있다.
	  신유학은 심성론(心性論)뿐만 아니라 도상학(圖像學)도 함께 발전시키는데, 이는 심성론
을 이미지화함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심성론적 사유를 구조적 상상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신유학의 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은 마음과 본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형태의 제도적
구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하게 주희의 자연, 사회, 국가에 대한 사
유도 특정한 구조물로 상상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육구연의 논리구조와 대비시켜 그 차
이를 규명한 것은 그 이론적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 지적하겠지만
주희의 저술의도와 달리 주희의 황극개념은 조선정치사에서 왕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수사
(rhetoric)로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정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저자의 의도와
달라지는 것 역시 그 시대의 언어적 콘텍스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그 텍스
트”가 이용되는 이유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특정한 구조가 갖고 있는 이론적 확장성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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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하는 대신 하나의 이론으로 규정하고 그 내적 논리 구조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
을 둔다.
본 논문은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 조선시대의 정치언어 분석의 연장선 위에서 구상되
었다. 주희의 언어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문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
희의 텍스트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이 주목하는 극(極)에 대한 해석은 17세기 이후 왕권의 성
격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 논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희의 극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논쟁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희의 극 개념과 그 구조에 대한 이
론적 분석은 조선시대 사상사연구를 두텁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희가 표준이라고 번역한 극은 질서의 구조적 형상화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질
서는 우주론적 질서(cosmic order)에 기초한 문명적 질서를 의미한다. 중국의 전통적
사유에서 질서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을 통해 사유되었다. 이러한 질서
에 대한 상상은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ought) 때문에 가능해졌다. 사람의 몸, 국가
체제, 천체, 자연과 같은 다양한 실체들 사이의 감응을 전제로 하는 상관적 사유는 사
회나 국가의 토대에 우주적 질서를 전제함으로 질서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변화가 없거나 규칙성을 갖고 변화하는 ― 혹은 변화한다고 생각되었던 ― 자연세계와
달리 인간의 세계는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하기 어렵다. 상관적 사유전통에서 인간의
과제는 법칙적 세계와 비법칙적 세계를 일치시키는 데 있었다. 한대(漢代) 이후 우주의
원천이자 법칙인 태극은 마음의 덕(德)인 중(中)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상관적 사유
인 동시에 중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주적 질서와 변화하는 세계를 일치시킬 수 있
는 인간행위의 원칙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대(漢代)의 학자들에게 두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가 왕이었다면, 송대(宋
代) 이후 신유학자들은 성인(聖人)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유학자들은 고
대의 성왕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세계에 우주의 질서와 일
치하는 적절한 법과 제도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성인의 조건이 지위
와 같은 외재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덕성인 한 성인은 모든 인간이 지향할 수 있는 모
범으로 규정되었다.
문제는 성인에 의해 제시된 규범적 질서는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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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서관에서 왕은 성인이 되어 질서 내부에 위상을 갖거나 아니면 패(覇)로 규정
되어 규범 질서 밖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규범적 질서 속에서 그 위상을 찾기가 어렵
다. 한편 현실적으로 왕은 생득적인 지위로부터 나오는 정당성을 갖고 있고 또한 공동
체의 수장으로서 공동체에 법과 제도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성인에 의해 재현
된 규범적 질서만을 통치의 기초로 제안할 경우 왕으로 대표되는 실제 통치와 제도의
영역을 설명하거나 이를 규범질서 안으로 포섭할 방법이 묘연해진다.
이러한 규범 질서에 대한 관념과 비교해볼 때 주희의 질서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주희는 전통적으로 중(中)이라고 번역되어 왔던 태극의 극을 별들의 중심인 북극
(北極)이나 집의 용마루에 비유함으로써 삼차원적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하는 지점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해석을 한다. 주희는 극의 형상화를 통해 법칙으로서의 태극, 성인
(聖人)이 제시한 규범인 인극, 왕이 세운 표준으로서의 황극을 구분함으로써 자연, 사
회, 국가를 동일한 구조로 상상할 수 있는 기제를 도출해낸다. 주희의 극 개념에 대한
규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질서의 조직원리를 제공하는 성인과 정치적 결단과 통치의 토
대로서 제도를 제시하는 왕을 구분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주희의 극 개념은 주희가 북송대 신유학자였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글에

주해를 붙인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와 1175년 강서(江西) 신주(信州)의 아호사(鵝
湖寺)에서 심학(心學)으로 유명한 육구소(陸九韶)·육구연(陸九淵, 1139~1193) 형제
와 벌인 논쟁, 1189년 6월, 논쟁을 정리하며 저술한 「황극변(皇極辨)」에 잘 드러나 있
다. 주희는 극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당대에 논쟁적인 텍스트였던 주돈이의 『태
극도설』을 수용해 자신이 구상하는 우주론적 질서의 기초로 삼았다.2) 주희는 도교적
색채가 강한 주돈이의 무극(無極)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에 비판적이었던 육
구소, 육구소와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 이들 간의 논쟁은 무극의 개념적 정당성,
태극과 음양의 법칙적 구조, 그리고 태극과 황극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는데, 본
논문의 관심은 주희의 극 개념이 도덕과 정치를 구분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
2) 주희는 당시 주돈이의 주저로 인정받았던 『통서』와 『태극도설』의 연관성과 주돈이와 이정
의 사숙관계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태극도설』을 성리학의 중요한 텍스트로 만들고자 하
였다.(『性理大全』 권1 「太極圖」. “先生之學其妙 具於太極一圖 通書之言 亦皆此圖之蘊 而程
先生兄弟語 及性命之際 亦未嘗不因其說.”; 『朱子大全』 권81 「通書後記」. “通書者 濂溪夫子
之所作也 (중략) 獨以河南兩程夫子 嘗受學焉 而得孔孟不傳之正統 則其淵源因可槪見 (중략)
獨此一篇 本號易通 與太極圖說並出程氏 以傳於世 而其爲說 實相表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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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데 있으므로 본문에서 무극-태극에 대한 철학적 논변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II. 주희의 세계인식: 법칙과 생성, 그리고 혼돈
11세기 송대 신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질서는, 오행의 생성법칙과 상극으로 인한 세계
의 탄생을 보여주는 「하도(河圖)」와 「낙서(洛書)」, 음양의 결합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여덟 개의 요소들을 도출하여 배열한 뒤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의 변화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와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와 같은 도
상학(圖像學), 그리고 『주역(周易)』 등에 대한 해석에서 주로 나타난다. 도상학과 수비
학(數秘學)은 현상에 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런데 신유학자
들은 법칙과 현상의 관계를 나타나는 도상들과 수비학적 해석을 한편으로 받아들이면
서도 동시에 우주의 불규칙성을 인지하고 있었고(Henderson 2004), 다른 한편 인간의
인식적 한계 ― 신유학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기질(氣質)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 때
문에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인간은 현상 안에 내재된 법칙을 인식해서 재현할 수 있지만, 이때 재현의 방식
은 맥락에 따른 적절함[中]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중을 실현함으로써 법칙과 현상을 매개한다는 사고는 본 논문이 주목하는
극에 대한 주석전통에서도 확인된다. 『주역』에 나오는 태극과 『서경(書經)』 「주서(周
書)」 홍범(洪範)편에 나오는 홍범구주(洪範九疇) 중 제5주인 황극은 모두 한(漢)의 공
안국(孔安國, 연대미상)과 당(唐)의 공영달의 주석 이래 대중(大中)이라고 해석되었고,
황극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던 태극 역시 중(中)으로 해석되었다. 법칙의 세계와 인간
세계는 극과 마음이 모두 중이기 때문에 연속적이 될 수 있고, 극이라는 동일한 이름
을 통해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마음인 황극의 동일성이 담보된다.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의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인간이 우주의 질서
를 재현할 수 있는 선천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신유학자들은 할 수 있었다. 이
마음의 표출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은 우주론적 질서를 재현한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법칙과 현상을 연속적으로 만든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난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기준이다. 태극과 마음
을 동일하다는 선언이 인간의 행위가 규범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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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인간은 기질과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규범적 판
단이 다른데, 서로 다른 판단 가운데에서 누구의 판단을 규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태극과 동일하다는 주장만으
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악과 무질서에 대한 설명이다. 신유학은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인간의 악의 원인으로 기(氣)를 상정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법칙으로서의 태
극, 즉 리(理)와 기의 대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악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태극을
중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인식적 한계
에 의한 질서의 재현불가능성이나 도덕주체로서 인간 간의 현실적 차이를 이론의 체계
내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이 단지 현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제도화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적이다.3) 주희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북송대 성리학자인 주돈이(周
敦頤, 1017~1073)의 무극(無極)개념4)을 수용하였고, 태극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우

주론(cosmology)적 법칙성과 인간에 의한 법칙의 재현[人極]을 강조하는 동시에 태극
과 인극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어야만 하는 세계의 복잡성을 묘사하는 데 성공한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크게 질서의 발생의 법칙, 변화, 재현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이 법칙이자 본체인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고 다시 오행이 분화되어
오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계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면,5) 두 번째 부
분은 음양과 오행이 교차해서 현실 세계가 발생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6) 그리고
재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은 태극으로부터 분화했으나 서로 다른 존재들[萬物]과
3) 민병희(2007)는 주희가 『태극도설』을 수용한 이유를 질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
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형이상학적 작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주희가 『태극도설』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는
사회적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
4) 무극이란 표현은 『도덕경(道德經)』 제28장의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復歸於嬰兒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忒 復歸於無極”에서 보인다.
5) 『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
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6) 『太極圖說』.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惟人也得其秀
而最靈 形旣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 而善惡分 萬事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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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들[萬事]로 가득 차 있는 세계, 즉 무질서해 보이는 세계에 성인이 변화의
패턴을 모방해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서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7)
세계의 복잡성과 관련해 『태극도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
에서 주돈이는 실제로 만물이 파생되어 존재 간의 차이와 선악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
해 설명한다. 주희는 주돈이가 기술한 만물의 파생부분을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해석
한다.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분화되면서 건도와 곤도가 서고, 건도와 곤도, 즉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 수많은 만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물들은 본성적으
로 태극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수렴되지 않는 현실적인 차이를 갖는다. 세계의
복잡성은 이 현실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데, 주희는 『태극도설』의 주석에서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희는 성(誠)과 성(性)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동일성과 차
이를 동시에 설명한다.
태극이 움직임과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명의 유행으로 이른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것이다. 성(誠)이란 성인의 본령이고 만물
을 시작하고 끝맺게 하는 것이며 천명의 도이다. 그 움직임은 ‘성(誠)의 두루 미침’이
자 ‘이어가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니, 만물이 바탕으로 취하여 시작하는 바이다. 그 고
요함은 ‘성(誠)의 회복’이고 ‘완성된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니, 만물이 각각 그 성명(性
命)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고요함이 극한에 이
르면 다시 움직여,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천명이
유행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8)

위의 인용문은 「태극도설해」에서 주희가 태극을 성(誠), 그리고 성(性)개념과 연결시
켜서 설명한 부분으로, 주희가 의도한 태극-음양-오행-만물의 전개과정의 의미가 드
러난다. 주희는 성(誠)을 “만물을 시작하고 끝맺게 하는 것이며 천명의 도”라고 규정한
다. 여기에서 만물의 처음과 끝, 그리고 천명은 분화된 만물들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7)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
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8) 「太極圖說解」.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所謂一陰一陽之謂道 誠者聖人之本 物之終始
而命之道也 其動也 誠之通也 繼之者善 萬物之所資以始也 其靜也 誠之復也 成之者性 萬物
各正其性命也 動極而靜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為其根 命之所以流行而不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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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는 『주역』 「계사전」의 “이어가는 것은 선이고, 완성된 것은 본성이다(繼之者善 成
之者性)”이라는 말에서 “이어가는 것”을 성(誠)으로, 완성된 것을 본성으로 규정한다.
이 언술은 본체로부터 만물은 끊임없이 분화해 탄생하며, 그렇게 분화한 만물은 자신
만의 고유한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다음 주희의 설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어가는 것은 선이다’를 곡식에 비유하면,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할 때에는
모든 곡식들이 각기 하나의 개체를 이루지만, 봄이 되면 다시 각자 생겨난다. 사람과
짐승의 경우에도 모두 이와 같다. 예컨대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기를 받는 것
을 ‘이어가는 것은 선이다’이고, 태어나 스스로 개체를 이루는 것은 ‘이룬 것이 성(性)
이다’이다. 성을 이루고 나면 또 스스로 이어나가 선이 되니 다만 이 하나의 것일 뿐이
며, 금년에 한 번 생겨나고 내년에 또 똑같은 것이 생겨나 또 ‘이어가는 것이 선이 되
고’ 또 이룬 것이 성이 되니, 다만 이 하나의 것이 굴러갈 뿐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그
것을 보고 인이다’라고 한 것은 저 생겨나는 곳만을 보았을 뿐이고, ‘지자가 그것을 보
고 지이다’라고 한 것은 저 거두어들이는 곳만을 보았을 뿐이며, ‘백성이 매일 쓰면서
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9)

주희는 성(誠)의 확산을 “이어가는 것은 선”이라는 표현과 연결시키고, 다시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부모의 기를 받는 것”과 유비시킨다. 이 유비는 성(誠)을 하나의 종(種)
이 발생해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본성(本性)
은 “태어나 스스로 개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희가 『태극도설』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태극은 본
체와 개체 사이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담보해주지만 동시에 그 원리는 수많은 종을 만
들어내고 다시 그 종 내부에 수많은 특수한 개별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는 점, 둘
째, 만물 전체를 통합하는 질서가 태극으로부터 도출되며 그 질서의 내부에는 인간의
위계적 차이, 자연적 차이에 따라 각각의 규범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그 본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
9) 『朱子語類』 94:111 “是繼之者善 譬如禾穀一般 到秋斂冬 千條萬穟 自各成一箇物事了 及至春
又各自發生出 以至人物 以至禽獸 皆是如此 且如人 方其在胞胎中 受父母之氣 則是繼之者善
及其生出 又自成一箇物事 成之者性也 旣成其性 又自繼善 只是這一箇物事 今年一年生了 明
年又生出一副當物事來 又繼之者善 又成之者性 只是這一箇物事滾將去 所以仁者見之謂之仁
只是見那發生處 智者見之謂之智 只是見那成性處 到得百姓日用而不知 則不知這事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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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태극이다. 만물의 측면에서 보면 각각 그 본성을 하나씩 가
지고 있으나 만물은 하나의 태극이다. 종합해서 말하면 만물의 통체는 하나의 태극이
며,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의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이른바 세
상에는 성을 벗어난 사물이 없고 성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더욱 그
전모를 볼 수 있다. 자사(子思)가 “군자는 큰 것을 말하면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싣
지 못하고, 작은 것을 말하면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다.10)

주희는 위의 인용문에서 개별자들의 본성을 태극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을 통
해 세계의 근원이자 존재원리로서의 태극과 개별자들의 존재원리로서의 태극은 발생
론적 체계와 위계적 관계가 된다. “큰 것”으로서의 태극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
적인 존재이유와 원리가 되고 “작은 것”으로서의 태극은 서로 다른 개체들의 교환불가
능한 특수성의 근원이자 본체, 즉 개별자의 존재의미와 목적을 지시한다.
주희에게 있어서 발생의 변화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하지 않는 것과 질적인 차이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소위 일(一)과 다(多)의 관계에서 동일성의 담보 문제
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동일성을 찾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다. 동일
성과 차이의 문제는 결국 만물이 태극으로부터 분화되었다는 주장에 의해서 해결되며,
차이로서의 개체들이 동일성을 회복함으로써 최초의 규범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와 유사한 논의가 주희의 리일분수(理一分殊) 개념에서도 보인다. 리일분수는 주
자학적 질서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논리이다. 리일분수 개념을 통해 주희는 철학적 차
원에서 개체와 세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한다.11) 리일분수는 개체들의 동일
성을 강조하면서도 차이[分殊]를 무화시키지 않는,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러
나 리일분수는 세계가 출현할 때 이미 이상적인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만을 담

10) 「太極圖說解」. 自男女而觀之則男女各一其性 而男女一太極也 自萬物而觀之 則萬物各一其性
而萬物一太極也 蓋合而言之 萬物統體一太極也 分而言之 一物各具一太極也 所謂天下無性
外之物 而性無不在者 於此尤可以見其全矣 子思子曰 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
破焉 此之謂也
11) 『朱子語類』 27:41. “或問理一分殊 曰聖人未嘗言理一 多只言分殊 蓋能於分殊中事事物物 頭
頭項項 理會得其當然 然後方知理本一貫 不知萬殊各有一理 而徒言理一 不知理一在何處 (중
략) 要得事事物物 頭頭件件 各知其所當然 而得其所當然 只此便是理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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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이를 재현해서 인간사회에 규범질서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리일분수 만으로는 세계의 복잡성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악의 출현이나 무질서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태극도설』이 흥미로운 것은 본체이자 법칙으로부터 분화한 세계가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희
에 의하면 그 원인을 기(氣)라고 보았다. 기는 만물의 형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개체
들의 차이는 기의 조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는 법칙인 리와 분리되
어 작동하지 않지만, 완전한 선인 리와 달리 악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는 축
적되는 정도나 (음양오행의) 조합을 통해 만물과 시대를 만들어낸다. 그 축적과 조합
의 결과로서의 질[淸濁粹駁]에 따라 개체들의 본성[氣質之性]이 결정되며, 이러한 축적
과 조합의 차이는 시대의 성격까지 결정한다.
다음은 주희가 「태극도설해」에서 인간의 본성과 행위의 구분을 통해 선악의 발생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리를 구비하고 있지만 항상 움직임에서
잘못됨을 말한다.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태극의 도를 갖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음
양·오행의 기와 질이 교접하여 운행할 때, 사람이 받은 것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었
으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명하여 성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니, 이른바 천지의 마음이고
사람의 표준이다. 그러나 형체가 음에서 생기고 신령함이 양에서 일어나면 오상의 성
이 외부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고 양의 선과 음의 악이 또 부류대로 나누어져, 서로
다른 오성이 온갖 일들로 흩어진다. 음양과 오행이 만물을 변화·생성하는 것은 사람
에게서도 또 이와 같다.12)

위의 인용문은 주돈이 『태극도설』의 “오직 인간만이 그 빼어남을 얻어 가장 신령하기
때문에 형체가 생기자마자 신(神)이 지각을 발현한다. 다섯 가지 본성이 반응하여 움
직이면 선악이 나뉘고 만 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事]이 생겨난다”라는 구절에 대
한 주희의 해설이다. 존재들은 음양오행의 교차로 인해 차이를 가지고 세계에 나타난
12) 「太極圖說解」. “此言眾人具動靜之理 而常失之於動也 蓋人物之生 莫不有太極之道焉 然陰陽
五行 氣質交運 而人之所稟獨得其秀 故其心為最靈 而有以不失其性之全 所謂天地之心 而人
之極也 然形生於陰 神發於陽 五常之性 感物而動 而陽善陰惡 又以類分 而五性之殊 散為萬
事 蓋二氣五行 化生萬物 其在人者又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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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를 수반한다.
“음양오행의 기와 질이 교접하여 운행할 때, 사람이 받은 것만이 그 빼어난 것을 얻
었으므로 그 마음이 가장 영명하여 성의 완전함을 잃지 않으니, 이른바 천지의 마음이
고 사람의 표준이다”라는 구절은 존재들의 질적인 차이가 기와 질, 즉 물질적 측면에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질적 차이는 본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13) 인간의 마음은 본성의 완전함을 온전
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악은 바로 이 “인간의 신령한 마
음” 때문에 발생한다.
주희는 태극을 본성에, 음양을 마음의 동정(動靜)에 비유하곤 하였다.14) 본성이 태
극이라면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앞의 무극-태극의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태극
으로서의 본성은 기준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 한편 마음은 동정의 운
동원리, 즉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함으로써 마치 음양의 운동이 만물을 생성하듯이 마음은 만 가지 일을 생성하게 된
다. 주희가 마음을 음과 양이라고 설명했고, 또 음이 형체를, 양이 정신을 만들어낸다
고 말한 데에서 마음은 형체, 정신, 지각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마음은 “본성과 비교한다면 조금 자취가 있고, 기와 비교한다면 자연히 더 신
령”15)한 무엇으로 표현된다.
물론 주희에게 있어서 마음은 본성보다는 형이하적인 속성이 강하고 일반적인 기보
다는 특정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리와 결합하여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메커니즘,16)
즉 지각하여 행동하는 속성 지을 갖기 때문에 형체나 물질로서의 일반 기와는 다르
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신령하다
는 것은 지각능력이라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마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
다.17) 악은 지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18) 부연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리이지만, 인간
13) 『朱子語類』 4:4. “問五行均得太極否 曰均 問人具五行 物只得一行 曰物亦具有五行 只是得五
行之偏者耳.”
14) 『朱子語類』 5:21. “心之理是太極 心之動靜是陰陽.”
15) 『朱子語類』 5:41. “心比性 則微有跡 比氣 則自然又靈.”
16) 『朱子語類』 5:45. “蓋道只是合當如此 性則有一箇根苗 生出君臣之義 父子之仁 性雖虛 都是
實理 心雖是一物 卻虛 故能包含萬理 這箇要人自體察始得.”
17) 『朱子語類』 5:23. “問靈處是心 抑是性 曰靈處只是心 不是性 性只是理.”

18) 『朱子語類』 5:34. “或問心有善惡否 曰心是動底物事 自然有善惡 且如惻隱是善也 見孺子入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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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의 방향은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 악이 기질로부터 나온다는 성리학적 전제에
서 볼 때 마음은 악과 무질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희가 극 개념을 마음을 의미하는 중(中)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마음의 기질적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법칙으로서의 태
극과 재현자로서의 마음의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복잡성 때문이다.

III. 주희의 극개념과 질서의 삼차원적 구조
본 장에서는 주희가 세계의 복잡성을 질서화하기 위해 극을 형상화한 방식을 설명하
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육구연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비교함으로써 주희가 제시한 질
서가 삼차원적 구조로 형상화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극 개념과 관련해 주희와 육
구연 사이의 논쟁은 태극, 황극의 번역 문제를 두고 전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
는 것은 양자가 사유하는 질서의 구조적 차이이다. 육구연은 극을 중으로 번역하는 전
통을 지지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그가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세계의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극을 중으로 번역하는 것을 거
부한 주희는 극이 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표준의 위치를 삼차원적 구조의 꼭지점으로
설명한다.
육구연의 논리부터 살펴보자. 육구연은 태극의 의미는 중(中)이라고 주장하고,19) 본
체로서의 태극과 개체인 인간 사이의 동일성을 중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치시킨다.20)
동시에 육구연은 중을 성리학의 중요한 텍스트인 『중용』의 중과 직결시켜 사용한다.21)
而無惻隱之心 便是惡矣 離著善 便是惡 然心之本體未嘗不善 又卻不可說惡全不是心 若不是
心 是甚麽做出來 古人學問便要窮理知至 直是下工夫消磨惡去 善自然漸次可復 操存是後面
事 不是善惡時事.”
19) 『象山集』 권12 「與朱元晦」 1. “蓋通書理性命章言 中焉止矣 二氣五行 化生萬物 五殊二實 二
本則一 曰一曰中 卽太極也.”
20) 『象山集』 권12 「答朱元晦」 2. “民受天地之中以生 而詩言立我烝民 莫匪爾極 豈非以其中命之
乎.”
21) 『象山集』 권12 「答朱元晦」 2. “中庸曰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
地位焉 萬物育焉 此理至矣 外此豈更復有太極哉 以極爲中 則爲不明理 以極爲形 乃爲明理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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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연과 같이 태극을 중이라고 파악할 경우 태극은 인간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에 대
한 본체적 속성을 가지며, 동시에 대립적인 입장/존재들로 나타나는 개체들과 문제들
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행동의 준칙으로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문제는 중의 현실적 조건이 무엇인가이다. 중용은 치우치지 않는 판단과 관계된 것
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립하는 두 입장을 전제한다. 육구연이 태극을 대중이라고
번역했다면, 그가 생각하는 태극은 음과 양이라는 대립적인 존재들과의 관계 하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육구연이 음양의 원리를 대립쌍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리고 태극은 음양과 별개의 원리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육구연이 대립구조로 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역(易)의 도란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일 따름입니다. 먼저와 나중,
시초와 종말, 움직임과 고요함, 어둠과 밝음, 위와 아래, 나아감과 물러섬, 감과 옴,
닫음과 열음, 참과 빔, 줄어듬과 늘어남, 존귀함과 비천함, 겉과 속, 은미함과 현저함,
앞과 뒤, 순종과 거역, 보존과 망실, 얻음과 잃음, 나감과 들어옴, 쓰임과 갖춤 그 어
느 것이건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홀수 짝수가 서로 연
달아 이어지고 변화가 무궁하므로 ‘그 도는 자주 바뀐다. 변동하여 머무르지 않고 모
든 방면으로 두루 흐르며, 오름과 내림이 일정하지 않고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바
뀌어 일정한 규칙이 될 수 없고 오직 가는 곳마다 변한다.’라고 하였습니다.22)

육구연은 도란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일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도를
음과 양이라는 양 극 사이를 진동하는 것으로 묘사한다.23) 육구연은 세계가 대립구조
의 중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자 한 것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강조되
는 것은 먼저와 나중, 시초와 종말, 움직임과 고요함과 같은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진
양 극단이다. 육구연이 태극을 중(中)으로 이해했다는 사실과 그 논리가 음양의 원리

22) 『象山集』 권12 「答朱元晦」 2. “易之爲道 一陰一陽而已 先後始終 動靜晦明 上下退進 往來闔
闢 盈虛消長 尊卑貴賤 表裏隱顯 向背順逆 存亡得喪 出入行藏 何適而非一陰一陽哉 奇偶相
尋 變化無窮 故曰其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六虛 上下無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
適.”
23) 이는 『주역』에서 말한 “태극이 양의(음양)을 낳는다.”(太極生兩儀)라는 말을 원리로 받아들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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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한 만물과 만사를 대립의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
은 추론이 가능해진다. 인간이 본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태극 외에 모든 현상은 인간이
대처해야 하는 사(事)와 물(物)이며, 사와 물은 대립구조로 나타난다.
육구연의 주장을 이와 같은 구조로 정리한다면,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계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본체로서의 태극과 인간 간의 연속
성을 보장해주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외부의 현상을 설명해주는 원리이다. 따
라서 인간이 따라야 할 원리는 태극, 즉 중(中)이 된다. 둘째, 현상의 원리인 변화의 규
칙이 대립이라고 볼 경우 현상은 대립적 배치라는 공간적 상상력을 통해 이해하게 만
든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준칙으로서의 중은 상호대대하는 현상들의 중간이라는 의미
가 된다.
이러한 육구연의 논리는 그가 태극을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조에 나오
는 황극(皇極)과 연결시키는 데에서 분명해진다. 육구연은 태극과 황극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황극의 중간적 위치를 강조한다.24) 육구연의 황극
해석에서도 역시 그가 이차원적인 공간적 상상력에 의해 태극/인간과 만물/만사의 관
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육구연과 같이 해석할 경우 변화
의 원리인 태극=중은 대립구조로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처하는 원리는 될 수 있지만 개
체들의 존재 자체의 속성이 되지는 않는다. 즉 중(中)은 인간 행동의 준칙이 될 수는
있지만 규범원리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행위의 기준이 규범성을 갖는
다기보다는 상황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육구연의 주장에서는 보편
적이고 고정된 규범을 도출할 수 없다.25)
24) 『象山集』 권12 「與朱元晦」 1. “易大傳曰 易有太極 聖人言有 今乃言無 何也 作大傳時 不言無
極 太極何嘗同於一物 而不足爲萬化根本邪 洪範五皇極列在九疇之中 不言無極 太極亦何嘗同
於一物 而不足爲萬化根本邪.”
25) 물론 육구연이 태극을 중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에게 위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이 이치는 곧 우주의 고유한 것인데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여긴다면
군주는 군주답지 않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은 아들다울
수 없습니다.(『象山集』 권12 「答朱元晦」 2. “此理乃宇宙之所固有 豈可言無 若以爲無 則君不
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矣”)”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대대의 원리에도 위계
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희의 질서와 비교해볼 때 군주, 신하, 아버
지, 아들이라는 구분으로는 전체를 통괄하는 질서를 상상하기 어렵다. 조남호(2007)는 육
구연 사상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주희와 비교할 때 육구연의 철학에서는 수양론이 도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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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희가 말하는 세계는 육구연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대립구조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주희의 논리 속에서 세계는 수많은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서로 다
른 능력과 특징을 갖는 복잡한 곳이며 동시에 무질서와 그에 따른 악이 출현하는 곳이
다. 육구연식의 중(中)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이 복잡성과 무질서에 대처할 수 없다. 세
계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통합적인
질서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주희는 음양과 태극의 원리적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음양의 원리와 태극의 원리가 동
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태극와 음양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 애초에 두 개의
실체는 없”다는 것은 태극, 음양, 오행, 만물로 이어지는 원리는 하나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中)이라는 번역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를 통관하는 법칙의 존재를 주장
하기 위해 주희는 주돈이의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이라는 도식을 적극적으로 수
용한다. 그런데 주희의 논리에서 무극의 기능은 극이 표상하는 공간성과 연결된다. 비
물질성과 비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희는 무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과적으로
무극-태극-인극-황극의 유비적 유사성에서 보자면 실제로 강조가 되는 것은 극의 공
간적 위상이다.
주희는 극을 ‘지극함’이라고 해석하면서 태극을 중(中)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관행을
비판한다.
극이란 지극함일 뿐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방팔면에서 모여 들어 이
궁극의 근본에 이르러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미루어 나가면
사방팔면이 모두 앞과 뒤가 없이 모든 것이 고르게 되므로 ‘극’이라고 할 뿐입니다. 후
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운데 자리 잡고 사방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
람들이 그 위치를 가리켜 ‘중’이라고 한 것이지, 그 의미를 ‘중’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태극의 경우에는 더구나 애초에 아무런 형상이나 장소도 말할 수
없고, 그저 이 리의 지극함 때문에 ‘극’이라고 할 뿐입니다.26)

어렵다고 지적한다. 육구연에게서는 고정된 기준이나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6) 『朱子大全』 권36 「答陸子靜」 5. “極者 至極而已 以有形者言之 則其四方八面合輳將來 到此築
底 更無去處 從此推出 四方八面都無向背 一切停勻 故謂之極耳 後人以其居中而能應四外 故
指其處而以中言之 非以其義爲可訓中也 至於太極 則又初無形象方所之可言 但以此理至極而
謂之極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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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중을 대립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는다
는 점이다. 주희의 중은 “사방팔면”의 가운데 존재한다. 주희에 따르면 극은 “사방팔
면에서 모여들어” 오는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것이자, 사방팔면으로 확장되어 공간 내
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 주희는 태극이라는 명칭은 그 궁극
적인 측면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중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북극, 옥극, 황
극, 민극의 극 역시 태극과 마찬가지로 중이 아닌 지극한 것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
한다.27) 여기에서 북극은 별들의 중심에 존재하고, 옥극은 용마루, 즉 집의 중심이다.
주희는 극이 리와 같은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라고까지 말하는데,28) 극이 공간적
비유라면, 극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극(極)

극을 위와 같은 구조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태극과 만물, 인극과 인류, 황극과 공동
체성원의 관계는 모두 동일한 구조로 묘사될 수 있다. 또한 유비에 의해 태극, 인극,
황극은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형상화는 질서와 권위를 상상하는 방식과 연
관되며, 이 질서 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태극, 인극, 황극에 의해 통합되거나 통합되
어야 한다. 한편 개체들 역시 각자의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 안에서 권위
와 질서를 갖는다.
정중리(鄭仲履)가 말했다. “태극은 곧 사람의 마음의 지극한 리입니다.” 말씀하셨
다.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극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이 도리의 지극함이다.” 채원진
(蔡元進)이 말하였다. “예컨대 군주의 인(仁)과 신하의 경(敬)이 바로 극입니다.” 말씀
하셨다. “이는 개별 사물이 갖는 극이고, 천지만물의 리를 총괄한 것이 바로 태극이

27) 『朱子大全』 권36 「答陸子靜」 6. “非如皇極民極屋極之有方所形象 而但有此理之至極耳.”
28) 『性理大全』 권1 「太極」. “其反覆推本聖人所以言太極之意 最爲明白 後之讀者 字義不明 而以
中訓極 已爲失之 然又不知極字但爲取喩 而遽以理言 故不惟理不可無 於周子無極之語有所難
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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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위의 인용문은 주희가 극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물의
본원으로서의 태극 외에도 만물이 생성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존재들의 극이
성립된다. 하늘, 땅, 인간은 각각의 태극, 즉 다른 존재원리를 갖고 있다.30)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극”을 가짐으로써 각각의 존재자들의 존재이유와 목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군주의 경우 그 극은 “인”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신하의 경우는 “경” 즉 군주를 공경하는 것이 행
위의 준칙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준으로써의 극들은 서로 교환 불가능하지
만,31) 총괄적인 태극-리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체계 내에 위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무극 개념의 도입을 통해 주희는 “극”의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 주돈이가 주장하
는 개체와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동질성, 그리고 차이와 변화를 하나의 체계
로 설명할 수 있었다.

IV. 도덕과 정치의 분리
주희가 극을 표준으로 규정하고 극의 구조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태극, 인극, 황극을
각기 다른 영역에 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
극과 황극의 의미의 차이이다. 『태극도설』에 의하면 인극은 성인이 법칙을 재현하여 제
시한 표준이다. 한편 주희의 「황극변(皇極辨)」에서 말하는 황극은 왕이 제시하는 표준
이다. 인극과 황극의 공통점은 양자가 모두 인간이 제시한 표준이자 태극 또는 리로
표현되는 세계의 법칙을 재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인극이 개인의 행동원칙과
연관된 것이라면 황극은 왕이 정치공동체에 제시한 제도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성과 마음, 기준과 행위의 관계와 별도로 악의 발생은 개별자
29) 『朱子語類』 94:44. “仲履云 太極便是人心之至理 曰事事物物皆有箇極 是道理之極至 蔣元進
曰 如君之仁 臣之敬 便是極 曰此是一事一物之極 總天地萬物之理 便是太極.”
30) 『周易本義』 繫辭上. 朱熹註. “極至也 三極 天地人之至理 三才各一太極也.”
31) 『朱子語類』 4:9. “先生答黃商伯書有云 論萬物之一原 則理同而氣異 觀萬物之異體 則氣猶相
近 而理絶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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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결여된 것과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확충하고 조절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개별자들의 노력만으로 기준을 세우기
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희가 성인(聖人)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인이야말로 자연질서에
합치되는 공동체에 보편적인 질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희는 성
인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인극(人極)이라고 표현한다.
주돈이에 따르면 오직 성인만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처음, 즉
최초의 상태와 세계의 메커니즘,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 정, 인, 의, 즉 인간을 태극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을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고, 표준, 즉 문제의 해결방법과 제도를 제시한다. “성인은 중,
정, 인, 의로써 (발생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주정(主靜)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사람의 표준[人極]을 제시하셨다.”라는 구절은 바로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성인이 제시한 표준을 따르는 자는 군자이고, 따르지 않
아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는 소인이다.32)
주희는 「태극도설해」에서 “성인이 완전한 본체의 태극을 안정시키지 않았더라면, 욕
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지나쳐 이로움과 해로움이 서로 공격하게 되었을 것이니 인극
(人極)이 정립되지 않아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것”33)이라고 지적한 뒤, 성인의 능
력과 그가 설정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한다. 주희에 의하면 성인은 태어날 때부
터 선천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처음부터 중(中)·정(正)·인(仁)·의(義), 즉 인간의 본
성에 의거해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34) 일반적으로 인간은 네 가지
의 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편파적인 측면을 확충하고 조절해야 하지
만, 성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기질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35) 일반인들은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 현상의 원리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반면 성인은 그 원리나
32)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
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33) 「太極圖說解」. “自非聖人全體太極有以定之 則欲動情勝 利害相攻 人極不立 而違禽獸不遠矣.”
34) 「太極圖說解」. “蓋人稟陰陽五行之秀氣以生 而聖人之生 又得其秀之秀者 是以其行之也中 其
處之也正 其發之也仁 其裁之也義.”
35) 『朱子語類』 4:41. “然就人之所稟而言 又有昏明淸濁之異 故上知生知之資 是氣淸明純粹 而無
一毫昏濁 所以生知安行 不待學而能 如堯舜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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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다.36)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공동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
다.37)
성인은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존재하는 원인과 사유하고 행동하는 메커니즘을 이
해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성인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규
범을 찾는다.38) 고요함이란 성(誠)의 회복됨이고 본성의 진실됨이며, 아무런 욕심도 없
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고요할 때에 욕심이 발동하고 감정이 지나쳐 이로움
과 해로움이 서로 공격하는 일이 안정된다. 따라서 고요할 때에 본체가 정립될 수 있
으며, 이렇게 정립된 본체에 따라 정해진 행동의 기준은 천지·일월·사시·귀신도 이
를 어길 수 없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이 된다.39) 그런데 중정인의로 표현되는 인
극은 태극 그 자체가 아니라 인위적 해석의 산물, 즉 재현의 결과이다.40) 그리고 고요
함에 중심을 두어 움직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인극이 보편적인 차원의 기준 말
36) 『朱子語類』 4:95. “知天命 謂知其理之所自來 譬之於水 人皆知其爲水 聖人則知其發源處 如
不知命處.”
37) 주희에게 있어서 성인의 조건은 직분이나 조건이 아닌 개인적 자질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개인적 자질은 부모의 자질과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朱子語類』 4:78. “或問人稟天地五行之
氣 然父母所生 與是氣相値而然否 曰便是這氣須從人身上過來 今以五行枝幹推算人命 與夫
地理家推擇山林向背 皆是此理 然又有異處 如磁■中器物 聞說千百件中 或有一件紅色大段好

者 此是異稟 惟人亦然 瞽鯀之生舜禹 亦猶是也).”
38)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움직임은 어긋남을 만든다. 움직임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에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朱子語類』 94:48. “問自太極一動而爲陰陽 以至於爲
五行 爲萬物 無有不善 在人則才動便差 是如何 曰造化亦有差處 如冬熱夏寒 所生人物有厚薄
有善惡 不知自甚處差將來 便沒理會了 又問惟人才動便有差 故聖人主靜以立人極歟 曰然.”

39) 「太極圖說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真也 茍非此心寂然無欲而靜 則又何以酬酢事物之變 而
一天下之動哉 故聖人中正仁義 動靜周流 而其動也必主乎靜 此其所以成位乎中 而天地日月
四時鬼神 有所不能違也 蓋必體立 而後用有以行 若程子論乾坤動靜 而曰不專一則不能直遂
不翕聚則不能發散 亦此意爾.”
40) 물론 주희는 인극을 자연에 대한 비유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필연적 연속성을
강조한다(『朱子語類』 6:54. “問仁義禮智體用之別 曰自陰陽上看下來 仁禮屬陽 義智屬陰 仁
禮是用 義智是體 春夏是陽 秋冬是陰 只將仁義說 則春作夏長 仁也 秋斂冬藏 義也 若將仁義
禮智說 則春仁也 夏禮也 秋義也 冬智也 仁禮是敷施出來底 義是肅殺果斷底 智便是收藏底

如人肚臟有許多事 如何見得 其智愈大 其藏愈深 正如易中道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解者多以仁爲柔 以義爲剛 非也 卻是以仁爲剛 義爲柔 蓋仁是
箇發出來了 便硬而强 義便是收斂向裏底 外面見之便是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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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순간마다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기준이라는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인이 제시한 인극이 보편적 기준, 즉 원칙과 개별 사건에 판단기준을 동시에 의미
한다는 점은 주희가 「태극도설해」에서 “고요함이란 성(誠)의 회복됨이고 본성의 진실
됨”에 대해 말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중요하다. “고요함이란 성의 회복이고 본성의 진
실”41)이란, 인간은 부동(不動)의 상태, 즉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자신이 태극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왔을 때의 두 가지 의미, 즉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분화해 가는 메커니즘
과, 분화되어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서 특수한 개체인 자아가 되었을 때 그 의미가 무
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두 가지는 자아가 전체의 관점에서 자아
와 타자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전자는 자아와 타자의
존재의미를 밝혀주는 한편 후자는 세계에서 실질적인 자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따
른 행위의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처럼 성인의 인극은 우주론적 질서
의 재현으로서의 질서이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규범이다.
그런데 주희는 성인의 조건에 대해 선천적 탁월성만을 언급한다. 즉, 성인은 지위를 가
진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인극의 의미는 주희식의 황극 개념과 비교해보면 보다 분
명해진다.
주희의 「황극변」은 태극-황극의 전통적 해석을 뒤집기 위해 언어적 분석을 시도한
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희는 극의 형상화를 통해 법칙-사회-정치의 영역이 동
일한 위계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희가 『서경』 「홍범」의 홍범구주(洪範九
疇) 중 1주에서 4주까지의 내용을 황극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부분인데, 여기에 그가
생각하는 왕의 조건이 등장한다.
이제 내 설명으로 추론해보면 인군(人君)이 작은 몸으로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차
지하면,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안쪽을 향해 사방에서 바라본다. (중략) 이미 천하의 한
가운데 머무른다면 반드시 천하의 순수한 덕을 가진 다음에야 지극한 표준을 확립할
수 있다. (중략) 그래서 안쪽을 향해 사방에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법도를 취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어짊[仁]을 말하자면 어짊을 극치에 이르도록
해서 온 세상에서 어짊을 일삼는 자들이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고, 그 효성스러움을 말
하자면 천하의 효를 극치에 달하도록 해서 온 세상의 효도를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높
41) 「太極圖說解」. “然靜者誠之復 而性之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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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없다. 이것이 ‘황극’이란 것이다.42)

왕은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하의 한 가운데” 머무르는 존재이다. 왕의
위치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법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본성을 파악하는 성
인의 능력이 태생적인 것이라면 왕의 역량은 위상으로부터 나온다. 성인은 인간을 태
극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을 판단의 기초로 제시하고, 표준, 즉
문제의 해결방법과 제도를 제시한다. 성인이 제시한 표준을 따르는 자는 군자이고, 따
르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는 소인이다.43) 그러나 왕의 표준은 그 표준이 적합한
지를 동의를 구함으로써 검증받아야 하고(稽疑)44) 왕이 표준을 세울 때 편파적이지 않
았는지의 여부가 자연현상에 의해 징험된다(庶徵).45) 왕이 성공적으로 표준을 제시할
경우 백성들은 왕의 표준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왕에게 복을 준다.46) 이렇게 볼 때 성인
의 기준인 인극과 왕의 표준인 황극의 차이는 뚜렷하다. 인극은 성인이 정확하게 파악
한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라면, 왕의 표준은 왕이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
인지를 검증받아야 하는 무엇이다.
인극과 황극의 또다른 차이는 인극은 강제력이 없는 반면 황극은 그로부터 권병(權
42) 『朱子大全』 권72 「皇極辨」. “今以余說推之 則人君以眇然之身履至尊之位 四方輻湊 面內而環
觀之 (중략) 旣居天下之至中 則必有天下之純德 而後可以立至極之標準 (중략) 使夫面內而環
觀者莫不於是而取則焉 語其仁 則極天下之仁而天下之爲仁者莫能加也 語其孝 則極天下之孝
而天下之爲孝者莫能尙也 是則所謂皇極者也.”
43) 『太極圖說』. “聖人 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
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原始反終 故知 死生之說 大哉易也 斯其至矣.”
44) 홍범의 제7주 계의는 이 검증체제를 왕의 마음, 경대부와 백성들의 동의, 그리고 거북점과
시초점 다섯가지로 나눈다. 앞의 셋이 왕의 표준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
이라면 뒤의 둘은 그 결정이 길한지 흉한지를 점치는 것이다.
45) 주희는 홍범의 제5주인 황극을 중심으로 앞의 4주는 황극을 세우는 방법이고 뒤의 4주는
황극을 세운 효과라고 말한다. 그 중 홍범의 제8주 서징은 왕이 성인처럼 사심없이 표준을
세웠는지에 대한 증명이다(『朱子語類』 79:78. “蓋能推五行 正五事 用八政 修五紀 乃可以建
極也 六三德 乃是權衡此皇極者也 德旣修矣 稽疑庶徵繼之者 著其驗也 又繼之以福極 則善惡
之效 至是不可加矣.”).
46) 『朱子大全』 권72, 「皇極辨」. “其曰惟時厥庶民于汝極 錫汝保極云者 則以言夫民視君 以爲至
極之標準 而從其化 則是復以此福 還錫其君 而使之長爲至極之標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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柄) 즉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다.47) 위에서 말했듯이 인극을 받아들이면 길하고 이에 반
하면 흉하다. 즉 인극의 수용여부는 각 사람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왕이 세
운 황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된다. 황극이 세워지면 이를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 그 경우 왕은 권력을 사용하여 공동체가 모두 자신의
표준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이 왕의 표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제도이
며, 따라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48) 이것이 성인과 왕의 차이이다.49)
물론 주희는 왕의 표준이 도덕적인 것이며 그 표준이 오륜(五倫)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을 결합시키고자 하지만,50) 그 주장 역시 양자의 영역이 분
리되어 있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천자(天子)가 우리들의 부모가 되
시어 천하(天下)의 왕(王)이 된다’고 한 것은 인군이 지극한 표준을 세울 수 있다면 억
조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위는
있으나 그 덕은 없어서, 사물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의 무리를
통솔해서 천하의 극히 존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51)라는 주희의 언술은 역으로 지
47) 『朱子語類』 79:78. “六三德 乃是權衡此皇極者也.”
48) 이에 대해 채침은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書經』 「周書」 洪範. “正直剛柔 三德也 正者 無邪
直者 無曲 剛克柔克者 威福予奪抑揚進退之用也 彊弗友者 彊梗弗順者也 爕友者 和柔委順者
也 沉潛者 沉深潛退 不及中者也 高明者 高亢明爽 過乎中者也 蓋習俗之偏 氣稟之過者也 故

平康正直 無所事乎矯拂 無爲而治是也 彊弗友剛克 以剛克剛也 爕友柔克 以柔克柔也 沉潛
剛克 以剛克柔也 高明柔克 以柔克剛也 正直之用一 而剛柔之用四也 聖人撫世酬物 因時制宜

三德乂用 陽以舒之 陰以歛之 執其兩端 用其中于民 所以納天下民俗於皇極者 蓋如此.”
49) 『朱子語類』 79:89. “五皇極 只是說人君之身 端本示儀於上 使天下之人則而效之 聖人固不可
及 然約天下而使之歸于正者 如皇則受之 則錫之福也.”
50) 『朱子語類』 79:90. “皇極二字 皇是指人君 極便是指其身爲天下做箇樣子 使天下視之以爲標

準 無偏無黨以下數語 皆是皇之所建 皆無偏黨好惡之私 天下之人亦當無作好作惡 便是遵王之

道 遵王之路 皆會歸于其極 皆是視人君以爲歸 下文是彝是訓 于帝其訓 是訓是行 以近天子之
光 說得自分曉 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則許多道理盡在此矣.”; 『朱子大全』 권72 「皇極辨」.

“其曰皇極之敷言 是彝是訓 于帝其訓云者 則以言夫人君以身立極而布命于下 則其所以爲常爲
敎者 皆天之理, 而不異乎上帝之降衷也. 其曰‘凡厥庶民, 極之敷言, 是訓是行, 以近天子之光’
云者, 則以言夫天下之人於君所命皆能受其敎而謹行之 則是能不自絶遠而有以親被其道德之
光華也.”
51) 『朱子大全』 권72 「皇極辨」. “其曰曰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云者 則以言夫人君能立至極之
標準 所以能作億兆之父母而爲天下之王也 不然 則有其位無其德 不足以首出庶物 統御人群而
履天下之極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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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표준을 세울 수 없어도 왕의 지위는 존속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유황작극(惟皇作極)에 대한 주희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주희의 극
해석의 근거는 바로 이 구절에서 기인한 것이다. 기존의 해석대로 극이 중이라면, 유황
작극은 유대작중(惟大作中), 즉 “오직 커야만 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문법적으로 맞
지 않지 않기 때문에 황은 왕이, 극은 표준이 되어야만 문법적 오류가 없다.52) 그런데
주희의 주장대로 황극을 왕의 표준으로 바꿀 경우 이 구절은 “왕만이 표준을 만든다”
라는 말로 해석된다. 주희가 왕의 표준을 도덕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과 별
개로 황극에 대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왕의 영역, 즉 왕의 자질과 별개로 왕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강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태극, 인극, 황극의 위계를 동일한 구조로 형상화한 주희의 의도는 황극으로 대표되
는 정치의 영역을 태극, 인극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
에 이는 정치영역이 도덕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
도 하다. 주희의 극개념에 대한 해석과 극의 형상화는 세계의 복잡성과 규범적 제도의
도출이라는 목적에서 시도되었지만, 정치의 영역을 도덕의 영역과 분리해서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주희는 극을 표준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태극, 인극, 황극을 마음의 주관성에 함몰되
지 않는 객관적 영역의 위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극도설』을 통해 보편과 차
이, 그리고 선과 악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이론을 정립하였고, 도덕과 정치
를 영역적으로 구분하되 결합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규범을 제도
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52) 『朱子大全』 권72, 「皇極辨」. “洛書九數而五居中 洪範九疇而皇極居五 故自孔氏傳訓皇極爲大
中而諸儒皆祖其說 余獨嘗以經之文義語脈求之 而有以知其必不然也 蓋皇者 君之稱也 極者
至極之義 標準之名 常在物之中央而四外望之以取正焉者也 故以極爲在中之準的則可 而便訓
極爲中則不可 若北辰之爲天極 脊棟之爲屋極 其義皆然 而禮所謂民極 詩所謂四方之極者 於
皇極之義爲尤近 顧今之說者旣誤於此而幷失於彼 是以其說展轉迷繆而終不能以自明也 卽如
舊說 姑亦無問其它 但卽經文而讀皇爲大 讀極爲中 則夫所謂‘惟大作中 大則受之爲何等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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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희의 극개념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덕과 정치의 분리가능성은 역사
속에서 정치적 논쟁의 단초가 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심
화되면서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 중 하나는 정치 영역이 도덕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사고된다는 것이다. 당쟁이 심화되면서 학자들 간의 도덕규범에 대한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왕이 스스로를 분쟁을 조정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존재로 천명하기 시작했다.
박세채로 대표되는 일군의 학자가 “왕만이 표준을 세울 수 있다”라며 황극에 의거한
규범의 제도화를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53)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는 주희의 황극 해석이다. 박세채 뿐만 아니라 주자학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군사(君師)가 되고자 했던 정조(正祖, 1752~1800)는 “왕만
이 표준을 만든다”고 주장한 데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를 태극에 비정하기까지 한다(소
진형 2010). 이러한 논리가 가능했던 것은 주희의 황극 해석을 논리적으로 확장시켰을
때, 도덕과 정치를 구분하고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입법가로서의 왕의 지위를 보장하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희의 황극 개념과 왕권강화의 친연성은 역사적으로 흥
미로운 결과를 낳았는데, 그것은 18세기 학자들, 특히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고 이해되는 서인(西人) 계열에서 나타난다. 통상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고 알려진 노론들이 황극의 해석에서 황을 왕이 아닌 상제라고 주장
하거나,54) 소론들이 경연자리에서 황극을 대중이라고 주장55)하며 주희와 반대되는 해
석을 내놓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 주자학자들이 주희의 황극 개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이 해석을 내놓았던 것은, 극 개념의 규정을 통해 도덕과 정치를
53) 당시 왕권의 강화를 통한 정치분열의 해소를 주장한 소론들과 그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박
세채의 『南溪集』 권16 「癸亥熙政堂啓箚」 2; 續集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 권12 「陳時務萬言
疏」, 남구만의 『藥泉集』 권13 「因災異會議書啓」; 최석정의 『明谷集』 권19 「仍陳所懷疏」.
54) 황경원은 황극의 황을 왕이 아니라 상제로 번역하는 것이 그 예이다. 황경원은 기자가 홍범
에서 하늘을 칭할 때 황(皇)이나 제(帝)라고 하였으며 임금을 칭할 때는 ‘너’ 혹은 ‘왕’이라고
하였고 ‘황’이라 칭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상제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江漢集』
권11 「洪範傳」. “皇之爲言 猶帝也 (중략) 故聖人爲天下君 以上帝所建之極 與庶民而保守之
錫上帝所集之福 所以代天工也 (중략) 箕子之於洪範 稱天則或謂之皇 或謂之帝 稱君則或謂
之汝 或謂之王 未嘗以王謂之皇也”).
55) 영조 9년 지평 권영(權瑩)은 황극을 표현할 때 “황극대중의 다스림(皇極大中之治)”(『승정원
일기』 영조 9/1/14)이라는 표현을 쓴다. 조명리는 주희가 황극을 대중이라고 번역했다고 주
장하기까지 한다(『승정원일기』 영조 22/4/12. “上曰 皇字何義也 明履曰 如大字之義也 朱子
云極中 皇大也 大抵皇極者 如大中之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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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 뒤 재통합하고자 했던 주희의 의도와 달리 황극에 대한 그의 해석이 정치를 도
덕으로부터 분리하고 왕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의 수사(rhetoric)으로 이용되
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5년 9월 9일
심사일: 2015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8일

참고문헌
1. 1차 문헌
『太極圖說』
「太極圖說解」
『道德經』
『中庸』
『性理大全』
『周易』
『書經集傳』
『朱子大全』
『朱子語類』
『象山集』
『洪範衍義』
『江漢集』
『南溪集』
『明谷集』
『藥泉集』
『承政院日記』

138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2015)

2. 2차 문헌
Henderson, John 저. 문중양 역. 2004.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상관적 우주론
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부정의 역사』. 서울: 소명출판.
余英時 저. 이원석 역. 2015. 『주희의 역사세계: 송대 사대부의 정치문화연구』 하. 파주: 글
항아리.
민병희. 2007. “주희(1130~1200)에 있어서 형이상학과 경세의 관계: 태극 개념과 태극도의
해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8집, 67-100.
조남호. 2007. “주희의 태극 황극론 연구 ― 육구연, 엽적과 비교를 통해서.” 『시대와 철학』
18권 1호, 141-170.
주광호, 2008. “주희와 육구연의 ‘무극태극’ 논쟁.” 『철학연구』 36집, 475-508.
소진형. 2010. “정조(正祖)에 있어서 왕의 위상과 의미: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 나타난 리
일분수의 개념변화를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9권 2호, 103-120.

주희(朱熹)의 극(極) 해석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9

ABSTRACT

Theoretical Possibility of Division between Ethics and
Politics in Zhu Xi’s Interpretation of ji (極)
Jeanhyoung Soh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demonstrates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division between
ethics and politics through examination of in Zhu Xi (朱熹, 1130-1200)’s interpretation
of ji (極). Ji had been understood as mean (中) among the literati in Song Dynasty.
Opposing to translate ji as mean and redefining ji as a standard(Ultimate), Zhu Xi
separated jí from the concepts like taiji (太極), renji (人極), huangji (皇極) and
explains the grammatical relations between tai, ren, huang and ji. Not only redefinition
of concepts, but use of analogies like roof, the Pole Star, Zhu Xi could correspond taiji
to Supreme Ultimate, renji to a sage’s Ultimate, huangji to a king’s Ultimate. With
his classifying the concepts, there was a possibility to divide the world into three:
nature, society and political territory. For Zhu Xi, only a sage could represent the
nature and present the order of society while only a king could give a standard as an
order to political community, which means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a sage and
a king, society and political community in his idea. This shows Zhu Xi understood
and admitted autonomy of politics from ethics. Meanwhile, Zhu Xi described ji as a
construction through analogies and showed the same structural orders of society and
political realm. Therefore in his theory, ji played the key role to synthesized ethics
and politics represented by renji and huanji. Ironically, whereas Zhu Xi’s intention
was controlling the arbitrary power of kings, the structures that he provided made a
room for the imagination of autonomy of political power. It is evidence that Kings of
Chosun Dynasty in eighteenth century used huangji rhetoric for their sake, and Zhu Xi
orthodoxes reinterpretated the concept different way from Zhu 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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