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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리학의 철학적 가치
유원기
계명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매년 수백 건 이상 산출되는 국내의 조선 성리학1) 관련 연구는 정확히 어떤 의미 또는 가치를 갖는
가? 그것은 진리의 탐구에 도움이 되는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순한 역사적
잔재로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조선 성리학에 대한 논
의가 오늘날 어떤 가치를 갖느냐는 이런 물음은 간헐적이나마 계속 제기되어왔으나 그에 대한 답변
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학문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우주와 인간 등에 대한 진리를 탐구한다는 진리성의 측면과 삶에 유용한 지혜를 제공한다는 유용성
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다음의 네 가지 견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2) 즉,
조선 성리학에는 a) 진리성과 유용성이 모두 있다는 견해, b) 진리성은 없으나 유용성은 있다는 견
해, c) 유용성은 없으나 진리성은 있다는 견해, 그리고 d) 진리성도 없고 유용성도 없다는 견해이다.
성리학은 주로 철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논의되지만, 철학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 분야가 동양
철학인가 또는 서양철학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갖기도 한다. 최소한 대부분의 (또는 모든) 동
양철학 연구자들은 d)를 거부하고, a)나 b) 또는 c)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근거로 성리학의 가치를
주장할 것이다. 반면에 최소한 일부 (또는 대부분의) 서양철학 연구자들은 a)를 부정하는 d)를 수용

1) 주지하듯이, 중국 유학은 시기에 따라 선진유학, 한당유학, 송명유학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기존의 유학보다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로운 유학이라는 점에서 신유학(新儒學)이라고도 불리는 송대의
유학은 송학(宋學, 송나라의 유학), 성리학(性理學, 性과 理를 핵심 개념으로 삼는 유학), 정주학(程朱學, 정호ㆍ
정이 형제와 주희가 체계화한 유학), 주자학(朱子學, 주희가 체계화한 유학) 등으로도 불린다. 한편, 송명유학
은 ‘리학(理學)이나 도학(道學)이라고도 불리는 주자학’과 ‘심학(心學)이라고 불리는 육왕학(陸王學, 육구연
과 왕수인 계통의 유학)과 양명학(陽明學, 왕수인이 체계화한 유학)’을 모두 포함한다. 조선 성리학은 주로
주자학 계열의 유학을 가리킨다. 참조: 안유경(2015), pp.18-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6
68&cid=41978&categoryId=41985.
2) 진리는 반드시 삶에 유용한 것도 아니고 또한 삶에 유용한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
성과 유용성이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으며, 그것들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편, 여기에서 학문의 진리성은 어떤 학문이 반드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기보다 단지 그것이 진리를 규명
하기 위해 탐구한다는 의미로서, 탐구를 통해 진리가 아닌 결과에 도달하거나 또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유용성은 도구 생산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혜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반추나 반성 등과 같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 되는 정신적 지혜도 포함한다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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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또는 진리성을 부정하는 b)를 수용함으로써 성리학의 가치를 거부할 것이다. 위 견해들 가
운데 특히 b)는 해결되지 않은 철학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철학이란 진리
만을 추구하는 학문인가, 아니면 유용성만을 갖는 학문도 철학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서양철학 연구자는 진리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리학이 철학임을 부정하며, 동양철학 연구자
는 유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철학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일정한 철학의 기준을 인정하고 어
떤 것이 그 기준에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철학의 기준 자체에 대한 논의이
므로 어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 논의에 끼어들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는 철학이 진리성을 갖춘 학문이거나 또는 최소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추
구하는 학문이라고 전제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철학의 성격만을 고집
하면서 다른 어떤 학문 영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성리학이 진리에 관한 학문
이 아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성리학이 철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 있다면, 철학이라는 명칭을 성리학에 내어주고 진리에 관한 학문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또한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 이제 성리학이 철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철학이라는 명칭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성리학을 철학이 아니라 그저 성리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하
다. ‘철학’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명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중국 학계에서는 2000년도를 전후해서 이른바 “중국철학의 합법성(中國哲學的合法性)”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3) 이것은 유교ㆍ도교ㆍ불교 등을 포괄하는 중국철학을 서양철학과 동일한
의미에서 ‘철학’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 문제는 한국철학과 관련해서도 제기되
고 고찰할만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4) 이 글은 중국철
학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와 경과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뒤에 철학이 진리에 관한 학
문이라는 전제 위에서 조선 성리학5)이 과연 철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며, 또한 이 논의를
토대로 성리학에 대한 현대적 논의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고양할 방법
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고찰한다.

3) 양일모(2011, p.118)와 박영미(2012, p.175)는 ‘합법성’을 ‘정당성’으로 옮기지만, 우리말로는 ‘중국철학의 적
절성 또는 적합성(the legitimacy of Chinese Philosophy)’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4) Yoo(2013), p.183. 이것은 중국 외에도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또는 다양한 중동 국가들과 같은 아시아 국
가들은 물론이고, 사실상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아마도 미국 정도를 제외한 미주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거
의 모든 국가들과 관련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아래 특히 2.2장 참조). 한편, 중국철학이 적절한 의미
에서의 철학임이 입증되면, 그와 유사한 한국철학도 입증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겠지만, 그것을 남의 손
에만 맡겨 놓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이다. 중국 학계는 그 문제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간주하는 반
면에, 한국 학계는 개인의 생계유지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한국철학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할 것이다. 국내 학계는 한국철학이 철학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것
이 철학임을 먼저 전제하고 그것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한국철학이 진리를
담고 있거나 진리 탐구에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삶의 지침이나 윤리적 규범으로서 인간의 삶에 보
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접근방식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5) 이 글은 ‘조선 성리학’에 대해 고찰하며, 다른 논문이나 저서의 ‘동양철학’이나 ‘한국철학’이란 명칭을 불가
피하게 그대로 인용한 경우에도 그것은 불교, 도교 등을 배제한 ‘조선 성리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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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철학의 적절성’과 ‘철학의 정의’
중국 학계에서 ‘철학’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02년이었으며, 중국철학을 서양철학의 반
열에 올려놓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이미 1930년대에 풍우란(馮友蘭)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6) 그
후 우시아오밍(Wu Xiao-ming)의 논문(1998)이나 <신중국철학오십년(新中國哲學五十年)>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정가동(鄭家棟)과 진래(陳來) 등이 발표문(1999)에서도 “중국철학을 ‘철학’
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중국철학의 적절성 문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었다.7) 그
러다가 2년 뒤인 2001년도에 중국 상해를 방문했던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가 “중국에
는 철학이 없고 사상이 있을 뿐이다.”라고 발언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었다.8)

2.1 철학의 적절성 문제
“어떤 것이 X인가?”에 답변하려면 먼저 ‘X’라는 어떤 것이 있고, 또한 그것을 ‘X’라 판단하는 ‘기
준’이 있어야 한다. 중국철학이 철학이냐는 질문에서 ‘철학’은 ‘서양철학’을 가리키며, ‘기준’은 ‘서
양철학의 기준’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양철학을 철학의 기준이 되는 ‘보편철학’ 또는 ‘세계철학’으
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검증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특수철학’ 또는 ‘지역철학’으로 간주
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철학을 마치 변방의 철학처럼 간주하여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 자체가 중국 학자들에게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니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
지 않다. 중국 학계 외부에서 중국철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자들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며,
칸트ㆍ헤겔ㆍ후설ㆍ하이데거 등을 비롯한 몇몇 서양철학자들이 이미 중국철학의 존재를 부정했던
바 있었지만,9) 특히 새천년 벽두에 중국 내에서 중국철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데리다의 발
언은 중국 학자들의 ‘민족적 자존심(national pride)’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된다.10)
6) 박영미(2012, p.177)에 따르면, 1873년에 일본인 서주(西周)가 ‘필로소피(philosophy)’를 번역한 ‘철학(哲學)’
이라는 번역어가 중국에서 1902년 뺷신민만보(新民晩報)뺸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북경대학에서 1914년에
설립되었던 ‘중국철학문(中國哲學門)’은 1919년에 ‘중국철학계(中國哲學系)’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15-1918
년에 북경대학의 중국철학문에 재학했던 풍우란에 의하면(펑유란 지음, 2011, pp.335-337), 중국철학문의 교
육과정은 중국철학사ㆍ제자학(諸子學)ㆍ송학(宋學, 송명철학사)이었고, 서양철학과 관련된 교육은 전혀 제
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Wu(1998), pp.406-452; 정가동과 진래의 발표문 서지 사항은 박영미(2012), pp.178-179와 각주 3 참조.
8) 필자가 영국의 분석철학자인 A. Woodfiled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자 상당히 흥미로워했다.
주지하듯이, 현대서양철학의 두 분파인 영미분석철학과 대륙철학은 서로 다른 논증 방법, 판단 기준 등에 의
존한다는 몇 가지 이유에서 “피차간의 논문도 읽지 않고 피차간의 학술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harlton, 1991, 특히 pp.2-4), 심지어 영미분석철학의 입장에서는 대륙철학을 정통 철학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대륙철학에 속한 데리다가 다른 나라의 철학을 폄하했다는 것이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9) Defoort(2006), p. 626 참조. 이남영(1986, pp.161-163)은 헤겔에 대해, Wu(1998, 특히 pp.411-432)는 헤겔, 후
설, 하이데거에 대해, Defoort(2006, p. 626)는 칸트에 대해, 그리고 Rosker(2017, pp.1-9)는 헤겔의 견해를 언
급한다.
10) Defoort(2001, p.393; 2006, p. 626)는 중국철학의 존재가 거부되면 중국철학 연구자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에도 충격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대체로 학자들은 데리다가 서양철학
의 우월함이나 중국철학의 열등함을 지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발언이 중국학자들에게 ‘경악’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다는 점에 동의한다(양일모, 2011, p.118; Rosker, 2017, p.4). 데리다의 발언에 대
해서는 Defoort(2006), p. 626; 양일모(2011), p.116; 박영미(2012), p. 176 각주 1; Rosker(2017), p.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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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그것들은 (a) 1916년에 출간된 사무량(謝無量)의 뺷중국철학사뺸에서처럼 “서양철학과 중국
철학이 분류와 내용에 실제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 (b) 1931년에 출간된 풍우란(馮友蘭)의 뺷중국철
학사뺸에서처럼 “서양의 철학을 표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중국의 의리지학 가운데 그것에 대응하거
나 부합하는 것을 취하”는 입장, (c) 진래(陳來)와 장대년(張岱年)처럼 “서양철학은 특수한 것일 뿐
표준은 아니”라고 보면서 철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입장, (d) 정가동(鄭家棟)이나 모종삼(牟宗三)처
럼 “중국전통철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한편 “‘철학’이라는 진리의 보편성을 서양전통으로 귀속
시켜 분석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한편 철학의 외연을 확장하기보다 “‘철학’ 개념의 내적 함의를
풍부하게 하고 심화”하는 입장 등이다. 결국 (a)와 (b)는 서양철학의 우선성 또는 기준성을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국철학의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이며, 그와 달리 (c)와 (d)는 모두 서양철학과 중국
철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c)는 철학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서양철학과 중국철학을 포
괄하도록 외연을 확장하는 반면에 (d)는 서양철학과 무관한 중국철학의 개별적 또는 독자적 노선을
수행하려는 노력이다. 사실상 (a)는 중국철학이 서양철학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 (b)의 입장을 취했던 풍우란은 “중국의 전통 철학은 항상 중국학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철학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서양에서 중국철학을 철학으로 인정하
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 또는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12) 중국철학과 서양철학이 사실상 서로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그는 (c)와 (d)의 학자들과 다르지 않다. 결국 (b), (c), 그리고
(d)는 모두 중국철학이 서양철학적인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철학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중국 학계의 대응 방식과 데리다의 발언에 대한 중국 학자
들의 감정적 반응, 즉 서양철학을 기준으로 중국철학의 적절성을 평가하려는 시도와 철학의 소유 여
부를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필자에게는 모두 부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간단히
나마 살펴보자.

2.2 철학의 정의 문제
‘철학(철학)’이란 한자어는 서양철학을 지칭하는 ‘필로소피(philosophy)’의 번역어이므로,13) 서
양철학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와 유사해 보이는 다양한 학문들이 그것과 실제로 어떤 유사
성을 갖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은 원
래 서양의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였고, 뒤늦게 발견된 동양의 어떤 학문과 그것의 유사성을 비
교해보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것이 서양철학이다.”라는 식으로 서양철
학의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것의 정의를 제시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적
인 문제점이 있다.
11) 박영미(2012), pp.179-182; 아래 명명된 학자들의 서지 사항은 ‘참고문헌(pp.200-201)’ 참조.
12) Defoort(2006), p. 625; 유원기(2018), p.24 각주 3 참조.
13) 위 각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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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의 정의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정확히 어느 시기 어떤 철학을 가리키는가에 대
한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서양철학사에 나타나는 내용을 서양철학으로 간주할 것이다. 대체로 서양
철학사는 시대순으로 철학적 사조를 열거하는데, 고대 시기에는 그리스 철학을 제시하고, 중세로부
터 현대 시기까지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의 철학을 제시하며, 그리고 현대에
는 유럽대륙에 속하지 않는 미국의 철학을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구성에는 몇 가지 궁
금증이 제기된다. (i)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 식민지였던 (특히, 밀레토스 학파의 출신지인 밀레토스
섬을 비롯한) 터키 주변의 섬 출신 철학자들의 사상과 그리스 본토 출신 철학자들의 사상을 가리키
는데, 이것이 왜 서양철학 전체, 즉 서양에 속하는 국가들 전체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분
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고대 영국 철학, 고대 독일 철학, 고대 프랑스 철학 등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
가들의 고대 철학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하다. (ii) 더 나아가 서양철학사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배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또한 (iii) 남미와 북미에 속한
대부분의 미주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굳이 미국을 포함하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서양철학은 지도
상으로 또는 지역별로 서양이라는 지역에 속한 철학을 가리키는 듯이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많은 서양 국가들 가운데 일부 시기의 일부 국가에 속한 일부 철학자들의 철학만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속하거나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철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개인
에 따라 철학의 주제와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여 그것을
전체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서양철학이라 부
르는 것은 결코 서양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 공통된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어떤 철학
을 보편철학처럼 간주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간주하는 충분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것
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서양철학은 임의적이거나 독단적인 지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양철학의 정의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정의 자체에 대한 것, 즉 과연 정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흔히 모두가 동의할만한 정의는 없으며, 사실상 철학의 정의는 철학자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말해진다. 무엇보다도 철학 주제의 범위, 철학의 역할, 철학의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많기 어
렵기 때문이다. 솔로몬(Solomon)에 따르면, 철학은 ㉠ 진리를 목표로 하는 것, ㉡ 정의나 행복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명료하게 규명하고 정의하는 것, ㉢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
록 이끄는 도덕과 종교에 가까운 것, ㉣ 증명과 논증을 강조하는 것, ㉤ 비판 기술이나 개념 체계 구축
기술 등과 같은 것, ㉥ 경험을 연구하는 것, ㉦ 경험을 믿지 않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 ㉧ 실용적인 것,
㉨ 순수하게 관념적인 것, ㉩ 직관과 통찰력을 신뢰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고 말한다.14) 이처럼 아
주 다양한 규정들을 모두 수용하여 정의할 수도 없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는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의 정의를 선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속하는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서양철학 자체를 규정하고 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할 것은 지역적이고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14) Solomon(1997), pp.12-13; (2001), pp.100-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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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철학’이라는 점이다.
** 미완 상태이며, 아래 1과 2에 대한 논의가 첨가될 예정임!!
1. (특수철학 // 보편철학 설명, --- 이동준, 최영성, 이철승, 이찬, 김영건...)
2. (서양철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정의해야 하며, 그 정의는 ‘진리 탐구’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것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중국철학이 서양철학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오든 또는 차이점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오든, 그 결론에 대해 중국 학계나 학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간혹 서양철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반면에, 중국철학은 주관적이고 특수한
지혜를 탐구한다고 말해진다. 여기에서 이런 규정의 옳고 그름을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학문
의 탐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서양철학사에서 발견되는 서양철학의 전부가 진리만을 탐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진리의 탐구’를 철학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것
을 ‘서양철학’의 특징이 아니라 ‘철학’ 일반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철학은 진리를 탐구
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인식론적 진리가 아
니라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리이다.

3. 조선 성리학의 적절성 문제: 발전 과정과 연구방법
한국철학의 많은 부분이 중국철학에서 파생되었거나 영향을 받았음은 사실이지만, 발전 과정에
서 중국철학과 다른 독창적인 성격을 갖게 되거나 또는 중국철학과 발생적으로 무관한 독자적 형식
과 내용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철학의 모든 문제들을 한국철학이 공유하지는 않는다.15)
우리의 논의를 조선 성리학으로 한정할 때, 그것은 중국철학의 영향과 한국철학의 독창성이라는 특
징을 모두 갖는다. 국내에서 한국철학이 전반적으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또한 그 연구방법
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자.

3.1 한국철학의 발전 과정
현재 한국의 철학 교육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포함하지만, ‘한국철학’이라는 명칭은 국내에서
연구되는 서양철학 전체와 한국 지역의 철학을 제외한 동양철학의 대부분을 제외하고, 주로 유교ㆍ
불교ㆍ도교 등의 전통사상만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렇지만 ‘한국철학’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상 무
15) 유원기(2018), p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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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모호한(vague) 용어이다. 국내 또는 국외 학자가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동양 또는 서양의 사상을 연구하는 경우, 즉 연구자의 국적ㆍ연구자의 거주 지역(특히, 국가)ㆍ연
구자의 연구 대상을 고려하는 경우, 우리는 다음의 8가지 경우를 갖게 된다.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한국철학으로 승인할 것인지 살펴보자.16)
ⓐ 한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 한국전통사상
ⓑ 한국인 학자가 외국에서 연구한 한국전통사상
ⓒ 외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 한국전통사상
ⓓ 외국인 학자가 외국에서 연구한 한국전통사상
ⓔ 한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 서양사상
ⓕ 한국인 학자가 외국에서 연구한 서양사상
ⓖ 외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 서양사상
ⓗ 외국인 학자가 외국에서 연구한 서양사상
우리는 먼저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정서와 무관한 ⓗ와 ⓖ를 한국철학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와 ⓕ에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갖는 ‘한국인 학자’들이 국내외에서 연구한 것에 대한
배제 여부가 그리 간단히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 성향에 대한
문제로서, 연구자의 사고방식이나 정서가 한국적이라면 그가 연구하는 서양사상에 한국적 사고가
어느 정도 반영될 텐데 그런 것을 한국철학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는 어떤가? 외국인 학자가 국내외에서 연구한 한국사상은 한국철학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이것
은 연구 성향이 아니라 연구 대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외국인 학자가 연구한 한국사상은 외국
인의 사고방식과 관점이 반영되었겠지만, 그가 한국사상을 연구하고 새로운 발전적인 관점을 제시
하는 등의 공헌을 한다면 그것을 한국철학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반면에, 한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 한국사상을 일컫는 ⓐ가 한국철학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는 아무런 이
견이 없겠지만, ⓑ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 학자가 연구한 한국사상이라 하더라도 그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연구하는 경우에 그것을 한국철학으로 승인할 것인지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다시 정리하자면, ⓐ 한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연구한 한국전통사상을 ‘한국철학’이라 부르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장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름이 적절해 보이는 한편, ⓑ 한국인
학자가 국외에서 연구한 한국사상은 물론이고 ⓒ-ⓓ 외국인 학자가 국내외에서 연구한 한국사상과
ⓔ-ⓕ 한국인 학자가 국내외에서 연구한 서양사상이 ‘한국철학’에 포함되는가를 단정 짓기가 어렵
다. 무엇보다 연구자의 국적ㆍ연구자의 거주 지역(특히, 국가)ㆍ연구자의 연구 대상 등과 관련하여,
16) 여기에서 한국인 학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외국인 학자는 외국인의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가정한
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갖거나 (예를 들어,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한
국인 학자, 또는 외국인의 사고방식을 갖거나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인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외국인 학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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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이고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의 문제에 대한 별다른 고찰 없이, 국내에서는 전통
적으로 ⓐ를 ‘한국철학’으로 간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간략하게나마 한국철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국내에서 서양철학의 교육은 1926년 경성제국
대학(1924년 설립)에 국내 최초로 철학과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17) 이철승은 일제 강점기에 철
학 교육을 받은 이른바 현대 한국의 철학 1세대들은 (a) 서양에 대한 “근대 일본 지식인들의 사대주
의적 태도”(p.43)와 구체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을 장려하는 일본 제국주
의의 정책”(p.53)으로 인해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양철학, 특히 서양의 관념론적 철학을 배운 사람들
이었거나, 또는 (b)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서양과 일본에서”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
들”(p.42)이었으며, 더 나아가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철학’은 보편적인 철학이고, 전통철학
은 특수한 ‘동양철학’으로 여겨졌다.”(p.42)고 말한다.18) 이 시기에는 철학이라 불릴만한 수준의 전
통사상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혜화전문학교(1906년 설립, 동국대학교 전신)와 명
륜전문학원(1910년 설립, 성균관대학교 전신) 등에서 경학이나 한학 등을 가르쳤다.19) 해방 직후인
1946년 현대적 대학으로 출발한 성균관대학교에 동양철학과가 개설되긴 했으나, 1960년대까지도
소속 교수들은 여전히 경학이나 한문학을 서당식으로 강의했고, 논문이나 저술 등의 학술 활동은 거
의 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20)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서양철학 일변도의 교육이 지배적이었던 한편,21) 이때부터 한국유학 관
련 박사학위 논문이 산출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9건(퇴계-6, 율곡-3)에 불과했던 퇴계와 율곡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이 1980년대에는 12건(퇴계-4, 율곡-8)이고 1990년대에는 43건(퇴계-25, 율곡-18)
이 될 정도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만한 일이다.22) 무엇보다도 1970년대부
터 유학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유학 연구의 경향은 대체로 조선 성리학의 쟁점과 전개 과정
을 해명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성리학=유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였으며,23) 이러한 연구
경향이 오늘날 조선 성리학을 한국철학의 대표 주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철학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질적으로도 그만큼
성장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선뜻 답하기가 어렵다.

17) 최영성(2000), p.179. 비교: 이철승(2016, pp.53-54)도 이 내용에 동의하지만, 그는 천주교의 영향으로 국내
에 ‘서양철학’의 내용이 처음 소개되었으며(p.49), 국내에서 “‘철학’이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고 말한다(p.50).
18) 이철승(2016), pp.42-53.
19) 최영성(2000), p.179.
20) 최영성(2000), pp.182-183. 그는 사실상 1980년대까지도 동양철학 개론서의 “내용 역시 서양철학 개론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이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는데, 뒤에서는 1949년에 출간된 현상윤의 뺷
조선유학사뺸를 비롯하여 1980년대까지 출간된 몇몇 저서들의 특징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개
론서’의 수준만을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p.189 이하 참조).
21) 박상리(2004), p.88.
22) 유원기(2018), pp.67-74.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해방 이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퇴계와 율곡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은 총 134건(퇴계-84, 율곡-50)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의 유학연구에 대해서는 최영성(2000),
pp.194-197과 박상리(2004), pp.86-87 참조.
23) 최영성(2000),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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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철학 연구방법의 동향
사실상 한국사상 연구가 과연 ‘철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방법으로 연구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미 보았듯이, 20세기 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오랜 기간을
서양철학이 교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서양철학 연구의 수준이나 방법이 상당히 발전되었
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전통철학 연구가 억압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최소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그러한 서양철학 토대 위에서 동양철학이 상당한 수준
에 도달했으리라 기대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다.
허남진과 최영성은 전통철학에 대한 연구방법이 크게 두 가지 시기와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한다.
즉, 그들은 (1)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서양철학의 방법론과 개념에 입각하여 동양의
전통철학을 연구”했던 시기로서, “동양철학에서 서양철학과 일치되는 면을 찾던 단계”이고, (2)
197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까지는 “동양철학의 독자적인 연구방법론과 분석틀을 모색”했던 시
기로서, 특히 1980년대의 동양철학계는 서양철학의 방법론을 통한 동양철학 연구의 한계를 자각하
면서 동양철학 고유의 연구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단계로 설명한다.24) 이 내용을 한국철학에
한정하면, 서양철학을 통해 한국철학을 이해하려 시도했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그 후 한
국철학의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처럼 한국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 한국철
학과 서양철학의 비교철학적인 논문들이 발표되긴 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으며, 더구나 동양철학계
내부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철학(특히, 성리학)에 대한 현대철학 또는 서양철학적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25) 서양철학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사실 국내의 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 사이에는 서로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지는 않으나
모두가 알고 있는 갈등이 숨어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철학을 철학이 아닌 무당 푸닥거리로 폄하해서 본 분석철학 일각의 시각”26)이라는 허남진
의 표현과 “동양철학을 ‘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양철학계의 편향된 시각”27)이라는 최영성의 표
현이 바로 동양철학에 대한 서양철학계의 경계심을 보여준다면, 동양철학에는 논리로서 해석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철학은 논리적 잣대만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체
하려 한다는 것이 서양철학에 대한 동양철학계의 경계심을 보여준다.28) 이 경계심들은 사실상 모두
24) 최영성(2000, pp.199-200)은 따옴표 안의 글에서처럼 종종 자신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허
남진(1995, p.176)의 글에 대한 요약이다. 이에 덧붙여, 허남진(1995, p.177)은 (3) 1970년대에는 총론적인 연
구가 이루어졌던 반면에, 1980년대에는 “연구분야가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각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25) ‘비교철학 논문’과 ‘한국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와 논문’은 유원기(2018),
p.83 각주 130과 pp.85-86 참조.
26) 허남진(1995), p.176.
27) 최영성(2000), p.201.
28) ‘경계심’ 또는 ‘우려’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의 한국철학 박사학위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서양
철학을 먼저 전공했던 필자가 한국철학 주제의 논의에서 지나칠 정도로 논리 분석, 개념 분석 등에 치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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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계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라 할 수 있다. 동양철학이 철학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도는 동양
철학의 논의가 비논리적이라고 판정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철학계에서 퇴출될 것이고 또한 동양철
학 전공자들도 철학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양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검토
의 문제는 사실상 많은 동양철학 전공자들의 학문적 좌절감은 물론이고 생계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동양철학이 철학이 아니라는 판정이 즐겁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철학이 아닌 것을 철학이라고 호도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을 속이거나 또는 모르는 체
방관하는 것은 진정한 (철)학자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3.3 한국철학의 연구방법 모색
한국철학을 비롯한 동양철학 일반에 대한 연구물, 연구방법 또는 연구 자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
고도 많은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한국철학의 고찰할만한 가치가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
째는 타전공자들이 읽고 이해할만한 한국철학 논문이 없다는 비판이다.29) 논문은 전공자 또는 전문
가를 위한 글이므로 이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비전공자가 수학
이나 물리학 전공서를 읽으면서 어렵다고 불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반해, 철학서가 소설처럼 쉽
게 읽히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철학도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공자가 쉽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며, 따라서 철학서나
논문이 어렵다는 비전공자의 평가는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철학
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많은 서양철학 전공자가 한국철학서에 대해 어렵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30)
물론 철학 전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요 전공 분야가 아닌 영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독해도 가능하지 않고 매 문장과 매 단락에서 이해에 어
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독자의 이해력 문제가 아니라 쉽게 이해하도록 집필하지 못한 저자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문을 사용하는 전통철학의 경우에 종종 전공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인
에게는 그렇지 않거나 또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들을 풀어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사
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철학 전공자가 그리스어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
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에 전공자가 아닌 독자가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할 것
이며, 또한 한자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적인 용어나 개념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
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국철학서의 독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31) 물론 이 문제의 해결책은 비
전공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친절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조언을 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한국철학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시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 반문하여 심사위원들의 승인을 받았던 바 있다. 비교: “서양철학으로 동양철학을
해석하고 동양철학에서 서양철학의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의 결과 “서양철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면이 동
양철학에 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허남진(2000, p.176)의 말이 이런 의미로 이해된다.
29) 허남진(1995), p.189.
30) 비교: 김영건(2005), p.113.
31) 이상호(2001), p.212; 김영건(2005), pp.122-125; 유원기(2018), pp.47-55와 p.8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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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성리학적 논의를 지나치게 신봉하여 객관적 태도를 잃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동양철학계에서는 선현들 또는 성인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면
서 비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 동양철학 관련 논문이나 서적에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은 중국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퇴계와 율곡과 같은 국내 학자들의 경전
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전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론이 진정 타당한가를 평가하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동양철학 전공자들이 비판이나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로 그들의
비판과 평가는 성인의 이론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이론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적
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서양철학의 경우에 아무리 저명하고
탁월하다고 말해지는 철학자라 하더라도 비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어떤 철학자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의 사상이나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또한 그것을 무조건 지지
하고 옹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 한국철학의 이론들 가운데 유효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
구하고, 단지 우리 것이라는 이유에서 보존하려고 하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32) 선현들에 대한 존
경심을 버릴 필요도 없고 옛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유효한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비판은 동양철학계 내부나 외부에서 모두 제기될만한 비판인 반면에, 다음 비
판은 주로 동양철학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다. 세 번째 비판은 한국철학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나 서양철학적 검토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33) 이런 비판
을 하는 사람들은 서양철학의 도구를 통한 한국철학의 검토가 한국철학 본연의 것을 왜곡하거나 망
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국철학에 대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든) 서양철학적 검
토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은 한국철학의 모든 것을 서양철학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
나 부적절한 주장이다.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는 한국철학의 내부에 서양철학의 도구로 분
석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분석해야 한다는 식의 경고를 하는 것이다. 하
지만 동양철학계 내부에서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양철학의 도구로 분석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양철학으로 분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1980년대 박종홍은 사단칠정론에 대해, 1990년대 윤사순은 한국유학 전반에 대해, 2000년대 장
숙필은 율곡의 이론에 대해, 서양철학을 통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34) 서양철학
적 검토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35)
32) 비교: 김영건(2005), p.112, pp.122-127, pp.139-140 등.
33) 이상호(2001, p.210)는 동양철학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면에, 윤용남
(2005, pp.285-286)과 유권종(2011, pp.29-30)은 동양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분석 자체를 거부한다.
34) 유원기(2018), pp.85-86.
35) Yoo(2013, pp.191-194)는 조선성리학이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로 일관성(consistency), 타
당성(validity), 명료성(clarity)을 제안하고, 이것들이 서양철학의 일부로 인식되는 ‘논리학의 조건들’로 인식
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학문에서 요구되는 ‘상식적인 조건들’이라 주장한다. 비교: 유원기(2018),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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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의도는 한국철학의 보편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36) 여기
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그것이 한국철학의 보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
라 단지 한국철학이 진정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성이나 유용
성을 갖느냐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열린 태도 또는 중립적인 태도에서 출발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른바 ‘현대철학적 평가’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나의 논변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가능한 논변으
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37)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검토가 어려운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이고, 부분적으로
는 역량의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한국철학계 내부에서는 그런 검
토를 통해 한국철학이 더 이상 철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의 역할은 당연히 귀신을 잡는 것이며, 따라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병대의 존립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국철학
이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한국철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필
요하다. ‘한국철학’이라 불렸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철학이라는 특수한 학문 분야에 속하지 않게 되더
라도 그것은 ‘한국사상’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학문 분야에 속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어 갑
작스러운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38) 그러나 사실은 이런 생각 자체가 불필요
하다. 왜냐하면 한국철학, 특히 조선 성리학은 상당히 이론적인 학문 분야이고 또한 성리학자들이
논의들이 오늘날 기대되는 만큼 엄밀하고 체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충분히 현대적 논의로 수용될
만한 논변들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철학에 대한 서양철학적 검토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므로,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할 수 있는 데
까지 검토하고 불충분한 것은 충분하게 만들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대범함이나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서양철학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고 그런 검토
가 왜 불필요한가를 분명히 밝히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역량의 부족이라는 것은 동양철학계 내부에서 서양철학적 검토라는 것을 수행할만한 역량
을 갖춘 연구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체로 국내의 철학과들은 학부과정에
서 서양철학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동양철학 교과목들보다 서양철학 교과목들을 훨씬 더 제공한
다.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은 당연히 서양철학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접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
36) 비교: 유원기(2018), p.85.
37) 유원기(2018), p.89.
38) 윤사순(1992, pp.133-134)은 사상을 “인간이 생활환경 속에서 직접ㆍ간접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난관으로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짜내어진 생활관으로서의 지성의 산물”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사상을 “과거부
터 지금까지의 모든 한국인들, 즉 한민족의 사유능력이 전개하여 온 생활관으로서의 사유세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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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대학원에 입학하여 동양철학을 전공하게 되면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 학생들은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서양철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지도 않고, 또한 대학원에서는 서양철학을 더 이상
배우려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서양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며, 그들은 더 이상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때부터 동양철
학과 서양철학의 조화나 결합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동서양 철학을 함께 배움으로써 서로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학문적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동서양 철학을 모
두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
큼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양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홍콩이나 대만 학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철학에 대한 연구물을 발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의 경우
는 아주 다르다. 국내외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서양철학만을 연구하고, 동양철학을 전공
한 학자들은 동양철학만을 연구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구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방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는 서양철학 연구자
나 서양철학에 관심을 갖는 동양철학 연구자가 흔히 듣게 되는 말은 “한 가지나 똑바로 하라!”는 말
이다. 물론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특히
철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론과 견해를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도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전공만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학문을 한 사람은 고전
을 잘 모르고, 반대로 고전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학문에 어두웠다.”39)
모두가 동의할만한 철학의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진리의 탐구라는 측면
에서 본다면 타인의 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기보다 좀 더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학문적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런 태도를 통해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조화와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조화와 협력이 아니라 진
리를 탐구하고 획득하려는 노력이다. 중립적인 태도를 갖자는 것은 박쥐처럼 회색분자가 되자는 주
장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갖자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학문적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학문
적으로 엄밀하고 체계적이고 명료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진리 탐구를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철학, 특히 조선 성리학에 어떤 철학적 가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철학적 문제의 탐구에 관여하는가에 달려있
다. 여기에서 철학적 문제는 서양철학만의 문제나 동양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철학의 문
제를 일컫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한 나라나 개인만이 관심을 갖는 문제도 아니고, 또한 세계 전체
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세계 전체가 관심을 가질만한 문제를 말
한다. 그리고 철학적 가치는 그런 문제의 해결이나 진리의 획득에 반드시 공헌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리의 탐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서 찾아진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획
득하도록 돕는 학문도 철학적 가치를 갖지만, 진리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진리의 탐구를 위해 지속
39) 이동준(1997),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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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력하는 학문도 철학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성리학이 전자의 의미에서 철
학적 가치를 지니느냐 또는 후자의 입장에서 철학적 가치를 지니느냐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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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圖像學에서 본 이황의 뺷聖學十圖뺸와 그 해석의
생명력
- 매체철학의 논법에 착안하여김연재
공주국립대학

I. 들어가는 말: 매체철학의 문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은 사회와 격리된 파편화된 자아가 아닌 주체적 자아로서의 모습을 지녀
야 한다. 인간은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고서 타인과의 연속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적으로 소통하고 조
정하면서 공동체적 의식을 갖게 된다. 사회가 모순과 갈등을 통해 상대적인 혐오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에 소통과 통합의 사회적 본능이 구심적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발전적 역량이라는 것도
결국에 공동체적 의식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소통과 통합의 사회적 본능을 발휘하는 데에 매체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언어, 그림 등의
매체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용의 방편이다. 매체는 인식의 객체로서 주체인 인간과 일
정한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에서 도상은 언어나 문자보다 재현이나 표현의 측면에서 더 포용성을
지닌다. 그것은 관념성이나 추상성의 한계를 넘어서며 인간의 사고방식을 보다 강화시키며 그 배후
에 있는 사회의 통합적 인식을 정착하거나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1) 여기에 매체철학의 생명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와 그 원류에서 소통, 조정, 통합 등의
공동체적 방식에 관한 방법론적 발상에 착안한다. 논의의 핵심은 도덕의 이론적 원리나 실천적 강령
을 어떻게 그림이나 형상으로써 전달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논점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圖像化 혹은 圖式化에 관한 일종의 매체철학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도상이나 도식의 매체와 그 함축
된 정보에 관한 이해와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 대상은 매체철학의 중요한 논제들 중의 하나로서 圖
像學(Iconology)2)이며 그 속에 담긴 계도나 교화의 기제이다.
본고에서는 이황의 뺷성학십도뺸에서 도상의 매체와 그 해설을 도상학의 현대적 시각에서 조망하
1) 임홍빈, ｢비판적 매체철학의 관점에서 본 공적 합리성｣, 뺷철학연구뺸, 20(2005), 168-170쪽.
2) 이는 서양예술의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예술론에서 작품의 구조적 문제를 발생론이나 위상론과 연
계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파노프스키(E. Panofsky)의 상징해석의 문제나 제들마이어(H. Sedlmayr)
의 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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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속에서 성리학적 세계관과 그 시대정신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聖人 혹은 帝王의 길을 위한
학문과 정치의 원리를 설파하면서 이른바 內聖外王의 도덕수양의 경지를 집약적으로 계도한다. 여
기에서 성리학적 통치적 질서와 그 계도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또한 그 고유한 정
체성(identity)을 어떻게 확보하고 현대의 유교사회에서 그 지속가능한 현재성(presentness)을 어떻
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지닌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여기에는 도상의 세계
에서 역대로 混種과 創新의 시대적 변용을 통해 어떻게 해석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는가
점을 밝히고자 한다.

II. 동아시아의 圖書學과 도상학의 세계
인간은 삶에서 사고하고 행위하며 신념이나 믿음과 같은 의식을 갖고서 살아간다. 인간의 시선은
자연계에서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을 다각도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이루어지는 의식의 산물
이다. 시선이 미치는 경계가 바로 세계이고 세계는 주체와 객체의 일정한 관계에서 형성된다. 인간
은 자신의 시선으로써 삼라만상의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영역이 인간
의 삶과 관련된 세계이다. 여기에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치론적 내용이 담겨있다. 이른바 ‘天下’
의 공간과 같은 동아시아의 세계관도 우리가 시선의 프리즘에 의해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신념의
투사면이다. 우리는 신념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삶과 그 방식, 즉 사회나 문화의 현상 전반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실재(reality)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도권이나 패러다임의 문
제가 대두되고 민족주의, 보편주의, 제국주의 등과 같은 사조나 시대정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인간이 자신의 시선으로써 세상을 경계지워진 단계가 세계이다. 자연계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그 주위의 모습을 투사한 프리즘의 세상이 바로 세계의 실재(reality)
이다. 세계의 실재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삼라만상의 형형색색의 스펙트럼을 특정의 통일성의 질서
에 초점을 맞추어진 결과이다. 세계에 대한 시선을 통한 관점은 세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거시적
이고도 미시적으로 동시에 조망하는 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인간이 시선을 통해 삶
을 투사한 일종의 프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리즘의 세계는 도상학의 분야에서 접근될 수 있다. 도상은 형상화의 이미지를 통해 주체
와 객체의 내재적 관계를 연결하는 매체이다. 매체는 당시에 그것은 우주관, 인생관, 세계관 등을 서
로 소통시키고 그 지평을 넓히는 데에 활용되는 형식이다. 여기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공통적
경험이 매체의 형식을 통해서 서로 주장되고 소통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가 도상에 표현되거나
재현된 관념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상 혹은 도식의 특성이 일종의 담지체의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서 圖像學은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다. 당시에 그것은 우주관, 인생
관, 세계관 등을 서로 소통시키고 그 지평을 넓히는 데에 일종의 매체의 형식이 유행하였다. 이와 관
련한 현대적 학문이 바로 이른바 도상학이다. 도상학은 ‘그림과 그에 대한 해설(圖說)’을 통한 담론
의 체계를 지닌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象, 數 등의 기호나 부호의 체계를 지니며 구조적으로 동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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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형, 方圓形 등의 도식의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에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공통적 경험이 매체의
형식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고 이해되는 과정이 있다. 우리가 도상에 표현되거나 재현된 관념이나 의
미를 파악하는 데에 象이나 數의 물리적 특성이 이들을 간직한 일종의 담지체로서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를 볼 때, 도상학의 영역에 속한 독특한 분야가 송대에 이른바 圖書學이
다. 도서학 중에서 특히 『주역』의 도식에 관련된 易圖學이 유행하였다. 그것은 象과 數의 매체를 통해
각종의 도상들 이를테면 太極圖, 先天圖, 河洛圖 등을 구상하고 그 속에 자신의 시각을 투영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우주의 본원, 생성 및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궁극적으
로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해석적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는 이러한 도상의 특수한
형상을 통해서 天人合一의 보편적 이념을 그려낸 것이다. 이는 매체철학의 넓은 의미에서 도상학의
범주에 속한다. 도상학은 대상의 본질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계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체의 방식을 지닌다. 그것은 태극도, 선천도, 하락도 등의 특수
한 표상을 매개로 하여 철학의 사변성을 재현(representation)하거나 표현(expression)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도상은 당시에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통로를 제공하였다.
역도학은 『주역』과 관련한 역학계통의 도상 혹은 도식에 관한 학문체계를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陰陽이나 五行의 개념과 그 범주에 기반한 태극도, 선천도, 하락도 등을 통해 우주의 본원, 생
성 및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해석적 작업의
일환이었다. 태극도는 태극의 본원과 그로부터 만사만물의 생성문제를, 선천도는 卦象과 방위의 관
계를 통해 인간의 선험적 준칙을, 그리고 하락도는 河圖와 洛書의 그림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세계
의 도식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 도식들은 현대적 표현기법의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알레
고리’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알레고리’는 대상의 본질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계도적으
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속에 반영된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取象歸類 혹은 立象盡意로서 역도학의 기제에 속한다.
매체철학의 입장3)에서 보면, 역도학은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성되고 인
간의 상상력을 통해 특정의 의도나 취지를 계도하거나 교화한다. 도상의 매체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내재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징이나 기호의 체계,
알레고리적 의미, 주제의 내용, 취지의 강령 등이 중요하다. 도상의 구성에는 실재(reality)의 선험성
과 경험성 및 그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효과적인 기법이 중요하며,
또한 도상의 이해에는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자료를 이해하고 그 요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전체내
용을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상학은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 하에서 시대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고 충족하려는 시도
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상학에서 진정한 세계관이나 참다운 인간관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효과를 기

3) 새념과 위버(Shannon & Weaver)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기술적 문제, 의미론적 문제 및 효과론적 문제로 나누
고, 현대의 정보이론이나 맥루한의 매체이론에서는 기술적 문제를 가장 우선시한다. 김상호, ｢맥루한 매체이
론에서 인간의 위치｣ , 뺷언론과학연구뺸, 8.2(2008),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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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이를 충분히 이론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도상 안에서 구체
적이고도 세부적인 재현의 영역을 분석하고 도상 전체의 표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서 그
전체적인 유형구조가 투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도상들 각각에서 象과 數의 연계성이나 중층
적인 의미의 구조가 이해되고 그 구조 속에 전체적인 의미의 연관을 도출한 것이다. 이는 도상의 세
부적 분석은 물론이고 태극, 음양, 오행, 팔괘 및 이들의 상관성에 따른 방위, 절기 등으로 구성되는
도상의 구성요소들의 구조, 그 함의 및 역사적인 발생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역학의 역사에서 共
時的이고도 通時的인 종합적 해석이 담겨있는 것이다. 태극도, 선천도 및 하락도와 같은 매체의 역
할과 이를 해석하는 도상학적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상학은 인간이 인식한 것을 묘사하는, 단순히 수동적 의미의 재현적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
식의 규준을 제공하는 능동적 의미의 표현적 담지체이다. 특히 象과 數의 물리적 특성은 의미의 담
지체로서 인간의 주체가 세계의 객체를 인식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도상학이 인간 주체의 단순
한 발명품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사용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도상은 인간과 세
계를 매개하는 양식으로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망에서 쌍방향성의 연결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
것은 당시의 세계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의 도상화’와 ‘도상의 정보
화’라는 양측면이 존재한다. 전자가 매체의 재현적 방식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매체의 표현적 방식
과 관련된다. 그 양자의 結晶體로서의 역도학은 천인합일의 성리학적 사유의 담지체이며 그 체계에
대한 해석의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도상학의 등장은 당시 사회의 공적인 합리적 인식 즉 세계관을 형성하는 주요 계기가 되
었으며, 더 나아가 그 시대에 관념적 사유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험적 사태와 맞물려 있다. 물론 글자
나 언어로도 충분히 추상적 사유가 가능하지만, 도상이 언어적 맥락을 넘어서 관념론적 사유와 그
전개과정을 표달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상학은
당시에 현실인식의 일정한 경향성, 즉 사회적 이념을 형성하는 데에 가치적 혹은 실체적 무게를 두
고 세계관의 확립과 이에 대한 의사소통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III. 性理學的 세계와 도덕형이상학적 지평
송대에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와 사상을 대변하는 宋學4)은 송대의 학문과 사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유교사회의 학문적 세계도 대표한다. 당시에 북방의 거란족의 침입, 사대부의 권력의 위축
등과 같은 국내외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상황이 바뀜에 따라 역사의식과 자존심이 침식당하고 지리
적 공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의 측면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흥성하
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의 전통적 권위가 무너졌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5) 그러
므로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사회의 문제의식이 고양되고 그에 따라 도덕규범의 강령에 대한 사회적
4) 송학, 도학, 宋明理學 등의 용어들은 송대 이후 유교사회의 학문적 체계를 대변한다. 이 용어들의 개념 및 정
의를 이해하려면 董玉整 주편, 뺷中國理學大辭典뺸 (曁南大學, 1996), 294, 298, 595쪽 참조.
5) 朱漢民/肖永明, 뺷宋代≪四書≫學與理學뺸, 5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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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자들은 유가의 보편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상할 특정의 대상과 방식을 모
색하였다. 초기에 권력층이자 지식층이었던 사대부는 道學의 원리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그 실천의
강령으로서 內聖外王 혹은 皇極經世의 구호를 내걸었다. 인간의 삶에서 內聖 혹은 皇極이 道의 내면
적 규준이라면 外王 혹은 經世는 도의 외면적 실천이다. 그들은 내성과 외왕의 관계 혹은 황극과 경
세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원만하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점을 자신들의 과제이자 사명감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권력에서 물러나면서 외왕 혹은 경세의 외면세계를 추구하기 보다는 내성 혹은
황극의 내면세계에 치중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인간이 외부의 세계의 실재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
용하여 실천하는가 하는 도덕형이상학적 문제가 중요하였다.
당시에 공통의 세계관을 찾는다면 그것은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이다. 학문의 체계에서 ‘天人
合一’의 이념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보편적 강령이었다. 유학자들은 天道와 人道 사이에는 어
떤 동일성 즉 ‘천인합덕(天人合德)’의 논거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인간이 구현해야 할 보편적 이념으
로 삼아 인간의 정체성(identity)과 대의명분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
와 형이상학적 가치론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천체 혹은 자연계의 운행과 그 질서의 원리 속에서 인
간의 존재론적 의미와 의의를 찾고 이에 관한 윤리적 필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는 인간이 생명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삶의 원칙으로 삼는가 하는 보편적 문제의식이
함축되어있다. 우주의 궁극적 차원에서 인간의 현실적 존재를 설명하면서도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우주의 궁극적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간의 본질, 의미 및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유가의 도덕철학에서는 宇宙論의 조망 속에서 인간사회의 공동체적 삶과 그 합당한 방식을 모색
하였다. 특히 세계의 실재를 설명하는 데에 우주의 본원이나 이치를 상정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의식
을 생명 혹은 생명력의 본체라는 관념론적 범주에서 접근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의식의 통합적 지평,
즉 궁극성(ultimacy), 본원성(primacy) 및 잠재성(potency)의 삼차원적 구조를 지닌다. 그들은 이러
한 삼차원적 구조를 통해 인간의식의 문제에서 심성론의 도덕형이상학적 체계를 열어놓았다. 이는
우주의 인식론적인 조망 속에서 인간 삶의 존재론적 내용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
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론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유학자들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론적 규준을 천체의 운행과 그 질서의 방식에서 모색하고, 특히 인
간을 포함한 만물의 모든 존재를 우주의 본원적 실체로부터 파생되어 변화하는 일련의 시공간적 흐
름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였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그 본질적 가치의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그들은 道와 器,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理와 氣 등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들을 통해 심성론의 본체
론적 논변을 진행하였다. 이는 도덕철학의 사유방식에서 ‘理一分殊’, ‘體用一源’ 등과 같은 방법론
을 낳았으며 ‘本體論’이라는 사유방식의 지평을 열었다. 본체론적 사유방식에는 이른바 ‘본체와 그
활용(體用一源)’의 논법이 활용된다. 여기에는 인간이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삶의 원칙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삶의 원칙이 담겨있다. 그것은 우주의 본체에서 인간
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론적 의의를 찾고, 더 나아가 인간사회에서 공동체의 윤리적 필연성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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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려는 방법론인 것이다.
유학자들은 도상의 매체라는 특수성에 시공간적으로 함축된 모종의 의식의 차원에 주목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우주의 원리, 세계의 변화, 사회현상 등이 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경험 너머에
있는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을 모색하고 을 조망하고 유가의 세계관과 그 실현의 가능성을 천착하
였다. 이러한 도상학적 세계는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의 차원에서 주체가 타자와의 의사소통과 그 실
천적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에 관한 도상학적 세계에
서 송대 상수역학적 사유의 수준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6)
易圖學은 역사적으로 取象歸類 혹은 立象盡意와 같은 도상 혹은 도식의 고유한 해석체계와 그 접
근법을 지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이들을 전달 혹은 소통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실체성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 이는 역도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경전과 그 풀이과정 사이에서
동일한 이해의 기제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역도학에서 알레고리와 같은 표상적 방식 이
론적 사유의 현재성(presentness)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송대
이후에 역도학과 관련한 역대의 논변은 세계관에 함유된 이론적 사유의 본령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시킬 수 있었다. 특히 표상의 방식이 특정의 암유적 계도나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거나 소통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역도학은 이른바 도학의 취지와 내용을 간명하고도 포괄적으
로 함축하는 담지체이며 오늘날에서도 성리학적 세계관의 성격과 특색을 이해하는 도상학적 해석
의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

IV. 뺷聖學十圖뺸의 강령과 도상학적 해석
뺷성학십도뺸는 전통적 성리학을 핵심 내용, 즉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등에 관한 10가지 도상과
해설7)을 총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뺷성학십도뺸는 성리학의 학문체계를 일
목요연하게 집약해놓은 10장의 그림과 그 해설이다. 그 속에는 유학의 근본적 원리와 수양의 방법을
총망라하였으며, 특히 그가 말년에 성리학의 전통적 그림과 해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뺷성학
십도뺸 모두가 敬으로써 주를 삼고 있다.”8)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황은 경을 성인으로 나아가는 학
문의 요지로 생각하였다. 그는 17세인 宣祖에게 강론하기 위해 저 유명한 뺷聖學十圖뺸와 그것을 임
금께 올리는 글인 ｢進聖學十圖箚｣를 같이 올렸다. 선조도 이황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여 그것을 병풍
으로 제작해 놓았다.
전반의 다섯 그림은 우주론적 도식에 입각하여 天道에 입각하여 인륜 및 덕행을 역설한 것이라면,
후반의 다섯 그림은 일종의 심성론적 도식에 입각하여 내면적 세계의 함양을 통해 도덕적 실천을 강
조한 것이다. 특히 주돈이의 태극도의 도상을 필두로 하여 나머지 9가지 그림은 도식화를 통해서 聖
6) 김연재, ｢뺷洪範皇極內篇뺸에 나타난 蔡沈의 數本論과 그 세계관 - 宋代 象數易學의 사유지평을 중심으로｣, 뺷
유교사상연구뺸, 42(2010), 77-78쪽.
7) 이 도식은 태극도(太極圖), 서명도(西銘圖), 소학도(小學圖), 대학도(大學圖),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심통성
정도(心統性情圖), 인설도(仁說圖), 심학도(心學圖), 경재잠도(敬齋箴圖),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이다.
8) 李滉, 뺷退溪先生文集뺸 卷7, ｢進聖學十圖箚｣: 今玆十圖, 皆以敬爲主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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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혹은 道學의 강령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도상화 혹은 도식화는 당시의 조선시대에 맞는 공통
의 이념적 사조, 즉 ‘시대정신’를 투영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특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의 척도로서, 인생관이나 세계관과 같은 삶의 지침이자 목표가 된다. 유가의 도덕철학에서 그것
은 天人合一의 이념을 목표로 하여 修己治人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 개별성
과 공공성 등과 같은 인간관계의 연속선상에서 經世主義的 世界觀이 크나큰 기조를 이룬다.
이러한 도식화에서는 우주의 본체와 그 파생의 과정을 도상으로 가시화하고 이 도상을 기점으로
하여 理一分殊의 방식에 입각하여 유가의 도덕철학을 해석하는 도덕형이상학적 지평을 펼쳐내고
있다. 理一分殊의 방식은 ‘본체와 그 활용(體用一源)’의 논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해석의 지평에는
인간이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삶의 원칙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삶의 원칙이 담겨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론적 의의를 찾고, 더 나아가 사회공동
체의 윤리적 필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황이 학문과 정치의 원리를 피력하고 이를 통해 聖學이란 무엇인지
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聖人 혹은 帝王의 길을 제시하는 데에 心法에 따른 이른바 內聖外王의
도덕수양의 경지를 집약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 전체적인 근본적 구도는 천인의 도(天人之道)에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敬의 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수양론에 있다.
이 열 가지 도식을 매체철학의 도상학적 맥락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9)
｢太極圖｣에서 이황은 10가지 그림 중에서 제일 먼저 주돈이의 ｢太極圖說｣과 그에 대한 주희의 해
설을 첫머리에 도입한다. 여기에서 우주의 생성론의 도식을 통해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시선을
드러낸다. 특히 우주의 본원과 그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 즉 태극에서 음양과 오행을 거쳐 인
간과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태극과 음양 및 그 관계로부터 만물의 원리를 밝
히고, 이러한 도의 원리가 바로 만물의 존재론적 근거라고 생각한다. 무극, 태극 및 음양과 오행은 모
두 동일한 ‘본체’의 다른 표현이 된다. 매개체가 없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매체철학의 차원에
서 보자면, 이 태극도에서 우주의 생성의 관념이나 의미를 재현하는 데에 태극이나 음양 혹은 오행
의 물리적 특성이 인간의 경험의 일종의 담지체가 된다. 이는 존재의 보편성의 문제를 특수성의 문
제로 환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화은 태극도를 제일 앞에 놓고 天人合一의 보편적 이념을 크나큰 기조로 삼고 있다. 이른바 천
인합일에서 ‘천인’은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 사유와 존재, 존재와 가치 등의 관계가
반영된 세계를 가리킨다. 하늘(天)이 세계에 있는 만물 또는 자연에 있는 삼라만상의 세계를 광범위
하게 가리키고, 인간(人)은 그 속에 있는 생명체들 중의 하나이면서도 이들과 다른 독특한 존재를 가
리킨다. 천인합일의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생명의 이치를 바탕
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합치를 자각하고 자연의 통일적 질서를 인간의 가치로 수용하는 자연과
인간의 궁극적 조화의 차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도에서는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을
9) 이 10가지 도식과 그에 대한 해설은 금장태, 뺷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280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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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도상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태극, 음양, 오행, 乾坤의 범
주를 통해 만물의 존재론적 내용을 도상화한 것이다.
그 다음은 張載의 ｢西銘圖｣이다. 이는 원나라 때에 程復心이 도식화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하나의 理가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理一分殊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理一’은 理
는 태극의 본원의 리로서 삼라만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分殊’는 리와 기의 관계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개별적 본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全一論的 구도에 따르면, 자연계는 태극의 본원
적 理와 이로부터 음양의 현상적 氣가 분화하는 일련의 유기체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하
늘과 땅은 부모로 삼아 인간과 만물이 태어난다는 萬物一體 혹은 物我一體의 통합적 지평을 피력하
고 있다.
이 도식은 위와 아래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Tree형의 모습이다. 위의 도식은 이일분수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 구체적 강령으로서 仁의 一理에 따른 五倫의 分殊를 가치론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도식은 오륜의 分殊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事親의 誠과 事天의 道를 설명한다. 이 도
식을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자면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小學圖｣는 이황이 소학의 체계를 도식화한 것으로서, 이 그림의 글은 주희의 ｢小學題辭｣이다.
소학은 본래 대학을 배우기 위한 입문서이다. 立敎, 明倫, 敬身의 세 강령을 기본 틀로 하여 稽古를
귀감으로 삼아 그 다음에 Tree형으로써 嘉言과 善行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는 오륜의 유교규범과 그
실천궁행의 방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大學圖｣에서는 權近이 뺷대학뺸의 1장을 도식화한 것을 기초하고 있다. 뺷대학뺸은 본래 3강령과 8
조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강령은 明明德, 新民, 止至善이고, 8조목은 格物, 致知, 誠意, 정正
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이다. 이황은 이것을 내용으로 하여 體用과 知行의 구조, 공부와 그 실현
과정을 제시하는데, 이는 窮理의 학문방법론과 居敬의 수양론의 기반이 된다.
｢白鹿洞規圖｣는 주희가 백록동 서원의 학도들에게 학규로 제시했던 白鹿洞規를 이황이 도식화
한 것이다. 그 해설은 주희의 洞規後敍의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주희가 중점을 두는 학문의 의 방법
을 학문교육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며, 인륜의 실천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학문방법의 체계를 제시
하고 있다. 특히 그는 學, 思, 辨, 行을 致知와 力行의 인식적 단계로 간주하고 그것을 중시하고 있으
며, 窮理, 修身, 處事, 接物의 구체적인 실천영역을 강조한다.
이상의 전반부 5가지 도식에서는 대체로 우주론적 도식 속에서 인간의 삶의 강령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주자학의 차원에서 보자면,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은 性卽理의 가치론적 지평으로 귀결
된다. 인간의 본성에서 군신과 부자의 본질적 이치는 현실의 상황에서 군신과 부자의 현상적 관계에
담겨 있다. 인간이 君臣이나 父子의 예의범절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
며 天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道學은 결국에 內聖外王(혹은
修己治人)의 실천적 강령으로 귀결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우주론적 도식과 달리 심성론적 도식을 활용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론적 의의 속에서 공동체의 윤리적 필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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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心統性情圖｣는 상, 중, 하의 세 가지 도식으로 되어 있다. 상의 도식은 정복심의 ｢心統性情
圖說｣을 이황이 약간 수정한 것이고, 중과 하의 도식은 이황 자신이 그린 것이다. 전자에서는 性과
情을 마음의 體와 用으로 통합시킨 본체론적 사유를 담아내고 있다. 후자에서는 성이 발동하여 정으
로 나타나는 마음의 존재 양상을 두 가지 인식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한 것이다. 즉 중간의 도식에서
는 본성과 마음의 理를 위주로 하는 본질적 측면을 중시한 반면에, 가장 아래의 도식에서는 理와 氣
의 합일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이 리와 기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황의 관점(心合理氣
說)을 드러낸 것이다. 이황은 마음, 성, 정의 개념적 구성을 통해 심성론의 인식체계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그 속에 사실상 자신의 四端七情論을 총괄하고 있고 따라서 조선 후기에 심성론 논쟁의 핵
심 중의 하나가 되었다.
｢仁說圖｣는 주희의 ｢仁說圖｣와 ｢仁說｣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四德의 근본이 되는 仁 개념과 그
실현적 양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천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사덕을 지니고 있고 그
중에 仁의 덕은 四德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포괄적 양상은 바로 마음의 未發과 已發에
따른 體와 用의 방식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이황은 仁의 본체가 인간이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근
간이 되고 仁의 실현이 궁극적으로는 物我一體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仁이라
는 본연의 마음이 인간 삶의 관건이 되는 人道의 근본원리가 됨을 피력하고 있다.
｢心學圖｣는 정복심의 ｢心學圖｣와 ｢心學圖說｣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육체의 주재
이고 敬은 마음의 주재가 되는 구조를 밝혔다. 이는 마음과 경을 그림의 위와 아래의 양 축으로 삼으
며 心學이 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이황은 자신의 수양론을 펼치고 있다.
즉 마음이 체와 용의 구성, 즉 理와 氣, 性과 情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며, 리와 기의 상관관계에 따라
마음이 발동하는 것을 善과 惡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선 즉 마음의 본체의 理를 실현하는 것
이 心性論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敬齋箴圖｣는 주희의 ｢敬齋箴｣을 王栢이 도식화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그림의 중심
에 놓고 인간의 행위에서 敬을 실천하는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경재잠도｣에서는 경의 실천
적 방법과 원리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황의 수양론과 학문방법론의 핵심적 자료라 할 수 있
다. 그는 경이 動과 靜의 마음의 방식 그리고 窮理와 居敬의 인식과정을 관통하고 있다고도 생각하
여 그 양자 사이에 상호 보완적 실천을 도덕수양의 방법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
는 敬이란 마음이 대상 세계의 무한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의식의 흩어짐(즉 욕망)을 억제하고 天
理와 합일하게 되는(主一無適) 일종의 정신의 집중 상태를 의미한다.
｢夙興夜寐箴圖｣는 陳栢의 ｢숙흥야매잠｣을 이황이 도식화한 그림이다. 여기에서는 敬을 그림의
중심에 놓고 새벽부터 밤까지 매 순간마다 敬으로써 일관할 것을 요구한다. ｢경재잠도｣가 학습태도
에 따른 공부론을 언급한 것이라면, ｢숙흥야매잠도｣는 학습시기에 따른 공부론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황이 자신의 수양론에서 시종일관 중시한 경의 수양방법이란 動과 靜의 흐름에 따른 體
用의 방식에 따른 마음과 사물 간의 통일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황은 ｢숙
흥야매잠도｣에서 배움(學)과 사고(思)를 겸비하는 공부가 도덕적 수양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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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居敬의 수양론의 본질이다. 따라서 ｢숙흥야매잠도｣는 학문하기 위한 일
련의 도식화(즉 뺷성학십도뺸)의 궁극적 취지이자 최종적 귀결인 셈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뺷성학십도뺸에 담긴 10가지 도식은 전통적 성리학을 우주론, 심성론, 수양
론 등에 관한 10가지 도해와 해설로써 총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그는 道學,
즉 학문과 정치의 원리를 피력하고 이를 통해 聖學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聖人
혹은 帝王의 길을 제시하는 데에 心法에 따른 이른바 內聖外王의 도덕수양의 경지를 집약적으로 천
명하고 있다. 이처럼 뺷성학십도뺸는 그가 말년에 성리학의 전통적 내용을 기존의 그림과 말씀으로
정리하여 거기에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이황의 학문적 세계의 원숙한 결정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天, 人, 心, 性의 개념을 통해 기본적으로 天道와 人道의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성
리학의 문제들, 즉 理와 氣, 未發과 已發, 善과 惡 등의 범주에 따라 유가의 심성론에 접근한다. 내용
상에서는 體用의 본체론적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우주생성론의 방식, 理一分殊의 원리, 心統
性情의 원칙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孔孟學에 관한 道統과 義理의 變奏의 방법을 통해
한편으로 인간본성에서 도덕적 함양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론적 차원에서 先秦시대 유가의 본원적 가치를 모색하였다.
도상은 인간과 세계를 매개하는 양식으로서 세계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는 매체의 재현적 혹은 표현적 방식을 통해 성리학의 본체론적 사유를 상징적으로 밝히는 해석의 방
법론이 담겨있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가상의 본체를 상정하여 구체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특정
의 도상을 활용하고 그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나 의도를 반영하고 특정의 교화나 계도를 피력하
는 것이다. 이는 聖學의 정보와 도상을 동일선상에 놓는, ‘정보의 도상화’와 ‘도상의 정보화’라는 양
측면을 지닌다.
도상 혹은 도식의 구성에는 실재(reality)의 선험성과 경험성 및 그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
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효과적인 기법이 중요하며, 또한 도상의 이해에는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자
료를 이해하고 그 요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전체내용을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유가의 도덕
철학에서 보자면, 도상학은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시선 속에서 도덕형이상학적 지평을 피력하
는 방편이 된다. 인간은 세계관 속에서 사회의 전체적 구조, 그 하부의 계층들 및 이들의 관계를 통해
대체, 해체, 유지, 변화, 재건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적인 가치의 지향성을 모색해간다. 이로한
통일성의 과정에서 혼돈과 질서가 경계지워진다. 즉 주체와 객체의 일정한 관계를 인지하고 파악하
는 단계에서 이러한 관계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유가의 도덕철학에서 보자면, 이러
한 과정에는 존재와 가치가 통합되는 경계, 즉 도덕형이상학적 경계가 있다. 이는 인간의 내면적 세
계에서 도덕성의 본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한다. 여기에
는 孔孟學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道統意識의 시대적 정신 하에서 도덕적 실천과 그 수양의 강령을 담
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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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오는 말: 聖學의 도상학적 경계
매체철학의 논법에서 圖像學(Iconology)은 문헌 혹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과 표현
된 이미지와의 연관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도상에 담겨진 내용의 정보전달 전반과 관련한 의미의
연관성, 그 해석의 가치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형상화되거나 도식화된 이미지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도상이나 도식의 구성, 해석, 가치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그 속에 반영되거나 투영된 역사적 배경, 문화적 성격 및 사회적 구
조까지도 共時的이고도 通時的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도상학에서 도상을 해석하는 과
정에서 ‘생명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다른 한편 ‘창조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도상학의 기제는 시대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고 충족하려는 시도의 단면을 보여준다. 도상
학에서 참다운 인간학적 대강령, 즉 聖學을 계도하고 교화하는 문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충분히
이론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태극도, 선천도 및 하락도와 같은 매체
의 역할과 이를 해석한 도상학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상학은 인간이 인식한 것을 묘사하는, 단순히 수동적 의미의 재현적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
식의 규준을 제공하는 능동적 의미의 표현적 담지체이다. 특히 도상이나 도식에 반영된 의미의 結晶
體로서 인간의 주체가 세계의 객체를 인식하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도상학이 인간 주체의 단순한
발명품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사용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도상은 인간과 세계를
매개하는 양식으로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망에서 쌍방향성의 연결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당시
의 세계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의 도상화’와 ‘도상의 정보화’라는
양측면이 존재한다. 전자가 매체의 재현적 방식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매체의 표현적 방식과 관련된
다. 그 양자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圖書學 혹은 易圖學은 성리학의 본체론적 사유의 담지체이며 그
체계에 대한 해석의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방법론은 고전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소통하는 매체의 방식인 것이다.
도상학은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상과 수의 형식적 요소를 매체로 한다. 상과 수의 매
체를 통한 연역의 방식은 만사만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최초의 전제이자 그 내용을 드러나기 위
한 기본적 기준이 된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도상이나 도식의 형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
서 그 방식은 천하의 經綸을 표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유가의 시대정신에서 보면, 이는 天人合
一의 보편적 이념, 즉 天道의 필연성에 따라 人道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확장하면 天道의 가치론적 지향성을 人道의 공동체의식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 양
자의 관계성은 공동체의 가치화와 가치의 공동체화의 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
철학의 도상학적 해석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연속적이고도 지
속가능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聖學의 도상학적 경계에는 도상이나 도식의 구성에 투영된 시선, 즉 세계의 선
험성과 경험성, 通時性과 共時性 등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논법이 담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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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해석의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매체철학의 문제로 환원된다. 여기에는 매체의 재
현으로서의 ‘정보의 도상화’와 매체의 표현으로서의 ‘도상의 정보화’라는 양측면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뺷성학십도뺸의 도상학적 해석은 시대마다 끊임없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유가정신의 지평을 비교철학의 논점에서 접근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전통문화의 지평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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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최석정 뺷구수략뺸의 이진법 독법
배선복
한국체육대학교

개요
(易)의 사상(四象)체계를 가감승제(加減乘除)로 보는 것은 소강절 이론이다. 사상 팔괘를 음양으
로 환원시켜 보는 것이 이진법 독법이다. 최석정은 먹과 붓 뚜껑으로 음양 ⚋ ⚊에서 ●○을 찍고, ⚌
⚏ ⚎ ⚍ 사상을 일월성신(日月星辰) 현상에 대응시켜, 가감승제로 + - × ÷ 사칙연산을 하였다. 음양
⚋ ⚊을 오르지 0과 1로만 읽는 이진법독법은 복희씨의 팔괘와 음양차서도와 팔괘중첩의 64괘 구성
을 망라한다.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창안하고 잠수함을 설계하고, 컴퓨터까지 제작해보므로, 불(J.
Boole)에서 추체(K. Zuche), 에니악(Eniac)을 거쳐 인공지능머신까지 디지털지식의 토양을 제공하
였다. 최석정이 동양수학의 구조를 바꾸려고 『구수략』을 썼다는 점만 강조되는데, 그는 음양 ●○을
영락(零落)없이 이진법으로 읽고 가감승제로 사상을 들여다보았다. 라이프니츠는 역을 숙지한바 없
고 한자는 몰랐고, 최석정은 이진법은 몰랐지만 역시 서양수학을 도입하므로, 두 인물은 같은 년도
에 다른 대륙에서 태어나 비슷한 선구적인 생각으로 디지털 세계를 열었다. 이진법에서 소강절 육십
사괘 방원도 독법 경위, 부베가 강희제에게 제시한 「천존지비도天尊地卑圖」, 최석정 『구수략』의
「태양지수」의 천지지교(天地之交)의 음양분해까지는 일목요연한 연관관계가 성립한다.

1. 서 론
최석정의 음양 독법과 이진법의 동일성 논의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1) 먼저
부베는 역의 구성이 이진법으로 읽힌다는 점을 알고, 라이프니츠에게 소강절의 육십사괘 방원도를
보내면서 원자자의 승인을 구한다.2) 라이프니츠는 부베의 요구와 복희씨의 팔괘의 귀속을 인정하
면서 루돌프 대공에게 보낸 「신년하례연하장」에서 역의 이진법 배경을 해명한다. 부베는 이진부호
0과 1 대신 음양 ●○ 상징으로 강희제에게 「천존지비도」에서 1은 ○, 2는 ●●, 3은 ○○○으로, 10
은 ●의 열 개로, 이런 방식으로 1에서 10까지 하도의 수열을 분해한다.3) 최석정은 부베에 준하는
「태양지수」에서 아라비아 숫자 대신 붓 뚜껑과 먹물로 음양 ●○을 찍고, 천지지교의 가감승제를 + 1) 국내 수학계에서 김용운, 홍성사 등은 그들의 대표적 논문에서 최석정을 사대부 수학에 머물렀다고 비난한다.
2) G. W. Leibniz(2006).
3) G. W. Leibniz(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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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칙연산 하므로 라이프니츠 「신년하례연하장」의 생각에 도달한다.4)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말한 16가지 명제 논리학적 진리근거와 상통하는 것이다. 경전에 따라, 태극에 이미 음
양이 있으므로, 순수 수는 0과 1 외에 다른 수가 없다. 순수 수가 태양과 태음이면, 소음과 소양은 상
교 하고, 어떤 상(象)도 순수 수를 갖는 한, 사상이 팔괘를 낳고, 팔괘가 중첩(重疊)되면 64괘는 우주
의 총체상이다. 64괘 해체는 음은 감이고 양은 가이며, 가는 나가고 감은 물러서는 진퇴로 완벽하게
음양 소식으로 대응한다.
최석정은 가헌의 삼각형 패턴에 따라, 꼭짓점 초열은 천 ○을 찍고 둘째 열은 지 ●●를 찍고, 셋째
열은 천 ○○○을 찍고, 마지막 열여섯째 열은 열여섯 개의 천 ○을 찍어 16괘의 상징체계를 구성하
여 태양지수에서 순수 음양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에 기초하여 1에서 16까지 천지지교
를 가감승제로 풀이하므로 16 괘의 천지 값 ●○을 가감승제로 분할하고 천지지교의 태양지수를 음
양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태양지수도상에는 숫자가 적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음양이진과정으로 유
추되는지 알 수 없지만, 천지지수는 온통 음양으로 변하며 천지지간이 바뀐다. 최석정이 『구장산술』
각 장을 임의 형식으로 가감승제 일월성신 가감승제에 할당하였다지만 그렇다고 수학의 전체 구조
를 음양에서 분해하려고 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일월오성 음양소식을
이진논리학 부호 값 11 10 01 00과 팔괘만으로도 원활하게 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공통출발점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진리배경에 대하여 16가지 명제 논리학적 진리결합 가능성을 밝혔
다.5) 그 근거는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이지만, 가감승제의 음양사상 팔괘의 이진법독법과 연관
된다. 임의 명제 P는 이가원리에 따라 T, F로, P와 Q는 (T, T), (T, F), (F, T), (T, T)로, T, F를 이진법
부호 0과 1로 변환하면, 명제논리진리표를 계산할 수 있다. 한 명제의 언표의 T, F의 진리치에 대하
여 동일한 상징적 추론형식으로 음양 ⚋⚊과 사상 ⚏, ⚎, ⚍, ⚌은 0, 1와 00, 01, 10, 11로 변형된다.
음양사상의 대수적 변용은 전산수학의 논리회로 학습, 유전자코드의 구조의 설명, 명제논리학의 진
리표,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 아스키코드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라이프니츠는 오르지 0과 1
로만 ⚋ ⚊ 음양을 읽으므로, 복희씨 팔괘와 음양차서도와 팔괘중첩의 64괘의 이진법독법에 도달하
였다. 그는 1697년 루돌프 대공에게 보내는 「신년하례연하장」에서 음양을 0과 1로 변환하는 이진법
독법을 널리 소개하고 0과 1의 이진법으로 도해된 음양 사상 십육 괘를 세계창조의 상(imago)이라
불렀다. 대표적으로 소강절은 「음양차서도」에서 음양소식(陰陽消息)의6) 16괘를 나타냈고, 최석정
도 ●○음양으로 16열 삼각형 형태로 태양지수를 쌓고 이를 천지지교라 불렀다. 최석정의 ●○표시
는 소강절의 『황극경세서』에 문자는 없으나 성(聲)이 있으면 ○, 음(音)은 있으나 문자가 없으면 □,
성도 문자도 없으면 ●, 음과 문자도 없으면 ■로 성음창화를 표시하였을 경우와는7) 무관하나, 부베
4) 『구수략』.
5) L. Wittgenstein(1969), 44-45.
6) https://www.eee-learning.com/article/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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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희황제에게 1711년에 「천존지비도」에서 하도의 수 체계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
표시와 일치한다.8) 부베는 라이프니츠와의 서신교환에서 역의 상징체계를 이진법으로 해독할 수
있는 길을 공유였지만 정작 강희황제 앞에서는 0과 1의 이진법의 수적 표현 없이 ●○로 이진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암시하였다. 최석정은 부베가 표시한 ●○과 같이 명백한 자의식으로 16괘의
태양지수의 천지지교를 이진법적으로 분해하였다.

3.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1646년 7월 1일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태어나 1716년 11월 14일 죽기까지 『모나드
론』이라는 주저를 포함하여 오늘날까지도 전권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편집되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품을 후세에 남겼다. 쿠플레(1623-1693)가 1687년 『중국 철학자 공자』의 부록에서
음양 사상 팔괘를 포함하는 역을 최초로 유럽에 소개하자, 라이프니츠는 1688년 페르비스트 후임인
그리말디를 로마에서 만나면서 그에게 보낸 1693년 편지에서 역의 이진법독법을 언급하였다.9) 그
후 그는 루돌프 대공에게 보낸 「신년하례연하장」에서 음양, 사상, 팔괘와 십육 괘가 이진법 수열로
등장하는 세계 창조의 상을 제시한다. 나중으로 동메달로 제작된 이 연하장에서 좌측은 2진법으로
0, 1, 2, 3, 4, 5, 6, 7까지 8괘의 수열을 (0, 0), (1, 1), (10, 02), (11, 3), (100, 04), (101, 5), (110, 6),
(111, 7)로 표기한다. 십진법이 1, 0, 4, 8, 13이면, 이진법 자릿수 표기는 1, 00, 100, 1000, 1101이다.
따라서 (1000, 8), (1001, 9), (1010, 10), (1011, 11), (1100, 12), (1101, 13), (1110, 14), (1111, 15)
의10) 사상은 이진자릿수에 따라 16괘 변화주기를 담는다.
부베는 1697 4월 파리에서 라이프니츠의 『최신중국소식』편저를 받고 서신교환을 하였다.11) 그
는 1701년 2월 15일 라이프니츠의 편지를 받고, 1701년 11월 4일 북경에서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발
견에 답신을 하였다. 1703년 4월 1일 라이프니츠에게 도착한 이 편지에는 복희씨 육십사괘방원도
목판 사본이 들어있었다. 라이프니츠는 부베의 편지를 받자 1주일 이내에 파리학술원 비서관 비농
(A. Bignon)에게 파리학술원 비망록(Mémoires)에 실을 「이진법 산수의 해명」이라는 논문을 보냈
다. 그는 건 태 리 진 손 간 감 곤의 팔괘에서 이진법 수학의 기능을 수학적 철학적 신학적 진리의 발
견수단이라 하였다.12) 곤 ☷ 태 ☶ 리 ☵ 진 ☴ 손 ☳ 감 ☲ 간 ☱ 건 ☰은 000 001 101 011 100 101
110 111로 표기된다. 이는 0, 1, 2, 3, 4, 5, 6, 7까지 주기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음정이나 빨 주 노 초

7) 「관물내편」35에서 50까지 성음창화도(聲音唱和圖) 참조.
8) Sophie Ling-chia Wei(2015), 180.
9) 라이프니츠와 그리말디 사이의 로마회동비망록은 모두 30가지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교환인데 반해 1695년
편지에 이진법해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교사업에서 정보의 암호화 측면에서 이진표기를 언급했을 가능성
이 높다.
10) 다음 칸에는 (10000, 16), (10001, 17), etc.로 16괘와 이후의 진행을 나타냈다. 위에는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
하기 위하여서는 1이면 충분하다 omnibus ex nihilo ducendum Sufficit unum’, 아래는 ‘1697년 세계창조의 상
imago creationis Anno Chr. MDGXGXII’이라 적었다.
11) 부베는 강희제의 위임으로 파리에서 머물면서 1698년에 8명의 천문학지리학자를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온다.
12) 라이프니츠는 1698년 3월 29일과 5월 17일 요한 크리스티안 슐렌베르크에게 편지에서 반복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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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남 보 무지개 색 등, 8로 순환하는 모든 주기를 표현한다. 이진법 110010101101을 십진법으로 표
기하려면 밑수 2에 대한 자릿수 표기를 순서대로 더해 나타낸다. 1×211+1×210+0×29+0×28+1×27+0×26+
1×25+0×24+1×23+1×22+0×21+1×20 = 3245이다. 이 표기법은 거꾸로도 타당하다. 베르누이는
1701=210+29+27+25+22+1=11010100101로 읽으며 라이프니츠가 파리학술원으로부터 공인받은 이
진법 발견년도를 기념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은 통일로서 1, ⚋는 깨진 선으로 0을 보이기에 충분
하다.”고 하면서, “나는 2년 전에 북경의 부베에게 보냈더니 그는 1701년 11월 4일 회신하였고 의사
소통가운데 나의 제안으로 역의 상징체계를 해독하였다.”고 하였고, “역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의 가장 오랜 기념비적 작품”으로 인정하였다.

4. 최석정
최석정은 본관이 전주이고 1646년 7월 2일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에서 태어나 1715년 12
월 6일까지 9번이나 영의정에 오른 조선의 명신이다. 그는 12세에 『주역』을 통달하였고, 17세에 초
시장원을 하고 1671년에 급제하여 『에기유편』, 『명곡집』36권, 『구수략』등의 저작을 남겼다. 그는
1687년에 이민철과 송이영의 『혼천시계』에 대한 선기옥형 개보수에 참여하여 「자명종명」을 남겼
다.13) 1685년에는 호조 참판 겸 연행부사로, 1697년에는 우의정 왕세자 주청사로 북경을 다녀왔는
데14) 당시 중국에는 페르비스트, 그리말디, 토마스, 부베, 슈툼프, 자르투 등이 있었다. 그들은 과학
기술전문가 집단으로 중국전국지도 제작을 위한 『황여전람도』계획에 참여하였고, 최석정은 아담
샬의 『적도남북총성도』를 모사한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여 1708년 숙종에게 진상(進上)하며 국
제적인 학술동향에 어둡지 않았다.15) 혼천의 천문시계 개보수 작업과 서양천문도에 기초한 예술적
세계지도제작을 주관한 것은 국가과학 입국이라는 비전과 전문지식이 없이는 나설 수 없는 일이다.
부베의 저술이 최석정의 음양이진법 독법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측하기
는 어렵다. 부베는 역과 한자어에 담긴 비전의 기독교진리의 해석에 전념하고 1719년 수아레즈(J.
Suarez, 蘇霖, 1609-1677)와 같이 동지부사 조영복(趙榮福, 1627-1728)을 방문하면서 조선학자들과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16) 그는 1720년에는 두세 차례나 조선 진사 이기지(李器之, 1690-1722)의
답방을 받고 필담을 나누며 조선의 지리와 목극등과 함께 가본 장백산, 조선의 바다에서 나는 해삼
에 관하여 담론을 나눈 적이 있다.17)
13) 『明谷集』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7월 15일에 上命崔錫鼎、李敏哲, 改修璿璣玉衡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최석정은 이듬해 「齊政閣記」작성하고, 남구만과 같이 관상감 천문학자의 추산법 학습을 제안하고, 1695년
역법모임 결성에 도움을 준다. 영의정에 오른 최석정은 1701년 역법연구모임을 부활하였고, 1705년 동지사
행에 천문학자 파견을 주관한다. 최석정과 우의정 김창집은 1706년 허원이 일월오성초면추보지법(日月五
星初面推步之法)을 학습하였으니 상을 주자고 하므로, 허원은 종6품에서 파격적으로 정3품 통정대부에 가
자된다. 최석정은 관상감 영사로서 1708년 「서양건상곤여도이병총서」를 작성하여 진상한다.
14) 『조선왕조실록』숙종 23년, 9월 6일 주청사 최석정이 복명하였다. 최석정이 1685년 연행부사로 갔을 때 그
리말디, 페르비스트가 있었다. 1697년 중국에 갔을 때 부베는 파리에 있었고, 그리말디는 활동 중이었으나,
부베는 1708년에는 만주의 흑룡강 근처에 머물렀을 것이다.
15) 조선왕조실록』병조판서 이이명도 숙종 32년 1706년에 「요계관방도遼薊關防圖」를 작첩(作帖)하여 진달한다.
16) 신익철(2013), 17-18, 조영복(1998),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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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추정대로, 최석정은 1710년에 관직을 접으면서 1710년에서 1715년 사이의 기간에 『구
수략』은 집필하였다. 최석정은 소강절이 태양은 해, 태음은 달, 소양은 별, 소음은 신이 되는 것을 하
늘의 사상18)이라 한데에서 진일보하여 사상을 일월성신에 대응시킨 가감승제 산법을 만들었다.19)
그것이 1이 태극, 1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을 때, 사상이 일월성신을 셈하는 음양사상 독법
이다. 이 셈법의 목표는 천지지수를 음양으로 환원시키고20) 사상을 가감승제로 셈하므로, 지구의
태양공전인 기영(氣盈)과21) 달의 지구공전인 삭허(朔虛)22), 즉, 기영삭허 문제를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립적으로 계산하자는 것이다. 최석정은 이 셈법을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였다.23)

5. 하도낙서의 수원(數源)
수원은 도에서 유래하며24) 하도의 수는 1, 2, 3, 4, 5, 6, 7, 8, 9, 10이다. 1, 3, 5, 7, 9는 홀수 천수(天
數 ), 2, 4, 6, 8, 10는 짝수 지수(地數)이다. 전자는 양수, 후자는 음수이다. 가감승제에서 더하는 수는
곱하므로 늘어나는 승수이나, 덜 하는 수는 나누는 수로 사라지는 제수이다. 가하면 천수는
1+3+5+7+9=25, 지수는 2+4+6+8+10=30이다.25) 각각의 합은 25, 30이다. 1, 2, 3, 4, 5 가운데 1, 3, 5
는 양의 천수이고, 2, 4는 음의 지수이다.26) 중앙 5에서 1은 북쪽, 겨울, 수, 2는 여름, 남쪽, 화이다. 수
와 화는 반대방향에 서있다. 3은 동쪽, 봄, 목, 4는 가을, 서쪽, 금이다. 목과 금은 반대방향에 있다. 5
는 방위기준으로, 각 방향으로 수를 더하면 5+1=6, 5+2=7, 5+3=8, 5+4=9, 5+5=10이다. 이때 1, 2, 3,
4, 5는 생수, 6, 7, 8, 9, 10는 성수이다. 생수는 양수, 성수는 음수인데, (1,2), (3,4), (5,6), (7,8), (9,10)
은 상득이다.27) 드러난 방위는 (1,6)=수, (2,7)=화, (3,8)=목, (4,9)=금, (5,10)=토로 나타난다. 해석기
하학적으로 5를 중심으로 보면, 좌로 음, 우로 양, 위로 양, 아래로 음이 움직인다.28) 양수와 음수, 생
수와 성수는 자연수의 연속이 아니다.
최석정은 「하도변수」에서 천지지교를 음양으로 표기하고 삼각형 퇴타 형식에서 적(積)으로 태양
17) 신익철(2013), 28-117. 1708년에는 쾨글러가 있었다.
18) 『皇極經世書』, 「篡圖指要」, 太陽爲日 太陰爲月 少陽爲星 少陰爲辰 日月星辰 交而 天文體盡之矣. 『구수략』에
는 陽之陽爲太陽 陰之陰爲太陰 陰之陽爲少陽 陽之陰爲少陰으로 적었다.
19) 『구수략』 加減乘除爲筭法之四象 分以言之 四象各具四數 陽之陽爲太陽 陰之陰爲 太陰 陰之陽爲少陽 陽之陰
爲少陰 太陽爲日 太陰爲月 少陽爲星 少陰爲辰 天地之問只有四 象而已 數之理雖至深至賾亦豈外於此哉.
20) 『구수략』 嗚呼.天有萬化而不外乎陰陽 易有萬變而不外乎剛柔 筭有萬術而不外乎乘除 陰陽正位而不亂 剛柔迭
用而成章 正位法乎天 迭用則乎易者 其乘除之術乎 若由是而引而伸之 觀小道而悟大德者 存乎其人。
21) 『구수략』 太陽之數는 參加이다. 一歲有十二月 每月三十日 一歲日數幾何. 1년은 12달, 매달은 30일이다. 일
년은 며칠이냐?
22) 『구수략』 太陰之數는 參減이다. 問一歲月數幾何. 일 년은 몇 달이냐?
23) 『구수략』 今發四象新義以解九章諸法 觀者毋謂創說而忽諸.
24) 『구수략』 【갑】 「수원」.
25) https://ctext.org/book-of-changes/xi-ci-shang/zh.
26) 생수 1, 3, 5를 가하여 쌓으면 9 태양 뾰, 2, 4를 가하여 쌓으면 6 태음 뾳 이다.
27) https://ctext.org/book-of-changes/xi-ci-shang/zh. 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28) 낙서의 수는 10이 없는 가운데, 1, 2, 3, 4, 5, 6, 7, 8, 9로, 전자는 홀수이고 후자는 짝수이다. 낙서의 방위는
중앙에 5를 두고 상하좌우로 양의 홀수와 음의 짝수가 상합을 이루고, 북 1 감, 서남 2 곤, 동쪽 3 진, 동남 4
손, 북서 6 건, 서 7 태, 동북 8 간, 남 9 리로 방위를 잡는다. 5를 중심으로 1, 3, 7, 9를 천수, 2, 4, 6, 8을 지수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합이 15가 되는 마방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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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구했다. 삼각형 형식에 수를 쌓은 태양지수는 피타고라스 테트라튁스(τετρακτύς)나 파
스칼 삼각형과 같지만 고법칠승방도, 곧 가헌의 삼각형 패턴을 따른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처음 초열에 천으로 ○을 찍고 다음 둘째 열에 지로 ●●를 찍고, 셋째 열에 천으로 ○○○을 찍
은 순서로 마지막 열여섯째 열에 열여섯 개의 천 ○을 찍어서 16괘 상의 상징체계를 도해하였다.29)
이는 ●○에 기초하여 1에서 16까지 수열의 천지지교를 가감승제로 더하면 홀, 덜하면 짝, 혹은 더하
면 짝, 덜하면 홀로서, 사상이 합을 분해하여 표현하는 16괘의 이진수열을 해석한 것이다.30) 16 괘의
천지 값 ●○을 가감승제로 분할하므로 생겨나는 붓 뚜껑의 미학이 보여 주는 대로, 천지지수의 구
조가 온통 음양으로 변하고, 천지지간이 음양으로 바뀐다.
부베는 「천존지비도」에서 음양을 ●○로 표기하면서 하도의 1에서 10까지를 구체적으로 도해하
였다. 1은 ○, 2는 ●●, 3은 ○○○으로, 내려가면 10은 ●의 열 개로, 1에서 10까지 천지천지천지천
지천지의 삼각형 형태로 내려간다. 부베가 나타낸 이진수가 1에서 10까지의 하도의 수를 목표로 분
석하였다면, 최석정의 태양지수는 16괘와 관련 된 라이프니츠의 「신년하례연하장」세계창조의 상
과 일치한다. 최석정은 ‘하늘은 3으로 하고 땅은 2로 하여 수를 의지함’31)은 ‘태극이 1이고,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으나, 3과 2로 수가 서다’32)라며 천지지간의 방원곡직의 수가 서 있음을 지칭하므
로, 천원지방에서 행성 주기를 측정하여 밤낮의 길이를 재고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와 4계절의 길이
를 재는 계산을 정당화한다.33)

6. 강설(降雪)과 자유낙하의 수원
하늘을 마름질한 천문학의 이론적 토대이며, 수원의 해명은 케플러(J. Kepler, 1571-1630)의 강
설분석, 갈릴레이(G. Galilei, 1564-1642)의 자유낙하실험에서 비롯한다. 케플러는 자연현상에 감추
어 ‘숨어있는’ 근접원인에서 원 안에 n번째 내접한 다각형면적을 구했고, 갈릴레이는 원둘레를
10,000각 정도로 쪼개는 것으로 다각형면적을 구했다. 케플러는 1, 1, 2, 3, 5, 8, 13, 21, 등으로 비율
로 떨어지는 강설에서 진행되는 5의 8은 8의 13에 대한 것, 8의 13은 13의 21, 등에 대한 피보나치
(1180-1250) 수열에 숨은 규칙성을 발견하여 강설 비율 Φ를 1.618로 보았다. 케플러는 여섯 봉의 깃
털모양을 갖춘 육각 형태를 갖춘 눈송이 형태에서 천지지간에 육각형에 신적 비밀이 깃들어 있을 것
이라 추측하면서 내리는 눈을 감상하였다. 최석정이 태양지수에서 제시한 수열에 빗금을 쳐서 합산
하며 읽어 가면, 케플러가 발견한 동일한 피보나치수열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하워헌스가
1673년 『진자시계』를 완성한 다음 분수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제기에서 이항정리    의
실

29) 조선 산학에서 법(法)과 실(實)은  으로 표현한다. 실은 나누어지고 법은 나누는 수로, 분자와 분모이다.
법
30)
31)
32)
33)

최석정은 감 16-1=15, 가 2+15=18, 승 15×18=270, 제 270÷2=135을 통하여 ∴ 135+1=136을 구했다.
『구수략』 數原於一 一爲太極 一生二兩儀也 二生四四象.
『구수략』 參天兩地而倚數.
『구수략』 太極者一也, 一生二, 二生三, 參兩而數立矣.
고회민(2017). 「觀物外篇」에서 팔괘 방위도는 천지개벽(天地開闢)과 일월출입(日月出入)을 도출하고 춘하
추동(春夏秋冬) 회현삭망(晦朔弦望) 주야장단(晝夜長短) 행도영축(行度盈縮)에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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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나타내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역순을 취하면서 파이 π를 4등분하는 조화 삼각형을 발견하
였다. 최석정은 태양지수에서 피보나치수열과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정】편 이
후 부록에서 「의장일면첨타(倚墻一面尖垜)」라는 퇴타 형식 등을 적설이나 성벽 쌓기 같은 수학문제
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낙서육고도洛書六觚圖」는 최대밀집농도의 수학적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나아가 최석정은 주세걸도 증명 없이 옮겨 적어놓은 가헌삼각형에 대하여, 가헌 삼각형을
비스듬하게 순서대로 읽으면 나타나는 초교타, 감각타, 삼각살성타, 삼각살성낙일형타, 등을 증명
없이 옮겨 적었는데, 이는 서양수학의 발전과는 다른 조선수학의 독립적 위상이 존재하였음을 보여
준다. 초교타는 자연수 수열, 삼각타는 삼각수 수열, 삼각성형타는 파스칼 삼각형같이 피라미드 수
열로 알려지는데, 아라비아 수 체계의 도움이 없이 오직 전통 산법의 산대만을 이용하여 기하학 도
형을 대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전래되었다.

7. 복희씨육십사괘방원도와 음양이진사상독법
최석정은 『구수략』에서 각 장을 임의 형식으로 분류하고 수학의 전체 구조를 음양에서 분해하였
다. 『구장산술』구수(九數)에서 가는 일(日), 태양 ⚌, 방전(方田), 감은 월(月), 소음 ⚍, 속미(粟米),
소광(少廣), 승은 성(星), 소양 ⚎, 상공(商工), 쇠분(衰分), 영육(盈朒), 제는 신(辰), 태음⚏, 균수(均
輸), 구고(勾股), 방정(方程)으로 분해된다. 순수 수는 0과 1이다. 태양과 태음은 순수 수이다. 태극에
이미 음양이 있으므로, 순수 수는 0과 1 외에 다른 수가 없다. 소음과 소양은 상교 한다. 어떤 상도 순
수 수를 갖는다면, 사상이 팔괘를 낳을 때, 팔괘의 중괘로 생성된 64괘는 우주의 총체상이다. 64괘의
해체는 음은 감이고 양은 가이며, 가감이 진퇴에 완벽하게 음양소식으로 대응한다.34)
라이프니츠는 1703년 4월 1일 말 그대로 원 안에 사각형에 육십사괘가 있는 복희씨육십사괘방원
도를 대면하였다. 라이프니츠는 방원도의 방향을 읽기 위하여 아래로 κάτω 위로 ἅνω라는 희랍어
문구를 적었다. 원도는 아래의 곤(坤)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구(姤)까지 올라가고, 다시
밑의 복(復)에서 건(乾)까지 올라가므로 육십사괘를 완성한다. 방도는 가로 우에서 좌로 상괘는 건
태리진손감간곤으로 배열되고, 세로 아래에서 위로 하괘는 건태리진손감간곤으로 배열되므로, 상
하괘의 조합이 곤에서 건까지 사각형으로 조합을 이룬다. 가감승제에 맞추어 이 방원도를 해석하면,
역은 5를 중앙으로 홀수와 짝수의 상합으로 (1,6)=수, (2,7)=화, (3,8)=목, (4,9)=금, (5,10)=토로 동
서남북 방위를 도출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가 일월오성의 방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복희씨
육십사괘방원도 독법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철학의 핵심물음이다.

8. 결 론
이진논리학의 11 10 01 00, 곧 사상의 이진부호는 가감승제와 사칙연산으로 명제진리계산표, 전
34) 『구수략』筭有四法 加減乘除 是己 加減二法俗云行筭 加者添而息之 減者損而消之 加爲陽減爲陰 加法以減環
原 減法而加還原 乘法而除還原 除法而乘還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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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학 회로계산, 아스키코드, 유전자 염기서열코드 등의 분야에 논리적 구조를 해명한다. 지금까
지는 라이프니츠에서 불에 이르기까지 0과 1의 부호의 상징체계의 논리의 대수화, 이성적 계산의 기
계화로 컴퓨터 직렬회로를 규명하는 전산수학의 원리가 생겨났다고 설명하였는데, 음양 ⚋ ⚊ 상징
체계를 0과 1로 대수화될 수 있다는 것을 최석정이 보인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그는 방원곡직의 문
제에 가감승제의 기본은 천지지간을 재미있게 마름질하는 관점이자 셈의 문제로 보면서, 독자(讀
者)로서 관자(觀者)가 신 학설을 창시하였다고 홀시하지 말라고 한다. 방원 도 아래 곤에서 위의 구
까지 음이 자라서 양이 사라지기까지 올라가고, 밑바닥의 복에서 위의 건까지 위로 양이 차오르며
음이 사라지기까지 올라간다. 이는 건이 서북쪽에 있고 곤이 동남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미
생긴 수에 오지 않은 수에 이르기까지 상을 셈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구글캡처
복희씨육십사괘방원도

1697년 신년하례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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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퇴계의 향약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자치조직 연구
김상현
경북대학교

1. 서 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여섯 번째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
의의 회복과 강화’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민주시민 교육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 시민사회의 인적, 물적인 토대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함으로써 수도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방분권형개헌’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지역 자치조직의 모습을 그려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시민의 자치조직과 관련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은 헤겔을 비롯한 토크빌, 하버마스 등의 서양사회의 자치조직 이론을 연구하는데 치중되었을 뿐,
우리 전통내부에서 존재했던 자치조직의 모습과 그 이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 서양
사회에 존재했던 자치조직과 그 조직에 담긴 이론을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과거 우리사회에 자치조직이 존재했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우리 전통 내부 존재해왔던 자치조직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것
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우리사회에 적합한 자치조직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
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조선향약의 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퇴계의 향약에 주목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퇴계의 ｢향입약조｣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향촌자치조직의 규약인 향약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에
적합한 자치조직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퇴계의
｢향입약조｣가 향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퇴계의 ｢향입약조｣를 향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것을 향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조선향약으로서 대표성
을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향약을 대표할 만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연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자치조직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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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향약 개념의 모호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퇴계의 ｢향입약조｣를 향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밝
힐 것이다. 다음으로 향약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조선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주자의 뺷
증손여씨향약뺸과 퇴계의 향약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퇴계의 향약은 주자의 향약
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은 조선사회가 가진 독특한 역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에 퇴계 향약이 조선향약의 기원을 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향약의 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퇴계 향약에 담긴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조선향약의 의의를 밝히
고, 오늘날 바람직한 자치조직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퇴계 향약의 긍정적 가치를 소개할 것
이다.

2. 퇴계 ｢향입약조｣의 정체성
1517년(중종 12년)에 의정부가 중종에게 여씨향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여씨향약
이 비록 뺷소학뺸에 수록되어 있지만 왕께서 밝은 가르침을 내리시어 특별히 실시하지 않는다면 백성
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아 겉치레가 될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監司)에 명령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시
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1) 이와 같은 의정부에 요청을 중종은 허락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여씨향
약은 뺷소학뺸을 통해 우리나라에 비교적 일찍부터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그 후 뺷주자
대전뺸이 들어오면서 주자에 의해 수정·보완된 뺷증손여씨향약뺸이 소개되었다.3) 그런데 ‘향약’(鄕
約)이라는 용어가 뺷조선왕조실록뺸에 처음 등장한 때는 조선왕조가 개국된지 100년도 더 지난 1517
년(중종 12년)이 되어서다. 김안국이 경상도 감사로 재직할 때 뺷증손여씨향약뺸을 한글로 번역한 뺷
여씨향약언해본뺸을 간행하여 경상도 전역에 배포했다는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여씨향약
은 2년도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배포되고4), 비로소 조선에 ‘～향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선의 향촌사회에서는 자치조직의 규약을 ‘～향약’으로 부르거나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1) 뺷중종실록뺸 28권, 중종 12년 7월 26일 기사. 이하 뺷조선왕조실록의뺸의 글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인용
한다. 다만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장 표현은 수정하기도 하였다.
2) 그런데 뺷소학뺸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藍田呂氏鄕約曰, 凡同約者, 德業相勸. 過失相規. 禮俗相交. 患
難相恤. 有善則書于籍, 有過若違約者, 亦書之, 三犯而行罰, 不悛者絶之.” 따라서 뺷소학뺸을 통해 소개되었던 향
약은 4대 강목과 향약조직의 간략한 운영에 대한 것뿐이다.
3) 여씨 형제들의 뺷여씨향약뺸 자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 아니라 주자의 뺷증손여씨향햑뺸이 소개된 것이다.
윤인숙, ｢조선전기 향약의 구현을 통한 ‘사문화’의 확산-김안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뺷대동문화연
구뺸81, 2013, 19-20쪽 참고.
4) 중종대 뺷증손여씨향약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리학적 이념을
향촌사회에 실현하고자 한 사림 출신의 감사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김안국은 1517년에
는 경상도 감사를, 1519년에는 전라도 감사를 지냈고, 그의 동생 김정국은 1518년 황해도 감사를 지냈고, 유
운은 1518년 충청도 감사를 지냈다.
5) 뺷영남향약자료집성뺸(오세창 외 편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을 참고하면, 김안국이 뺷증손여씨향약뺸을
선도적으로 배포했던 영남지역에서도 ‘～향약’ 혹은 ‘향약～’로 표기된 명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契約’,
‘～洞約’, ‘～約條’, ‘～鄕約契’, ‘～洞憲’, ‘～約法’, ‘～鄕(洞)規’, ‘～契約’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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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향약이 언제부터 만들어져 실시된 것일까? 중종 이전에는 향약이 없었던 것
일까? 중종 12년 이후에 작성된 퇴계의 ｢향입약조｣는 향약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약이란 개념의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념규정 확정되어야 우리나라에 그
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규약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퇴계의 ｢향입약조｣가 그러한 개념에 부합한지
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뺷한민족대백과사전뺸6)에 따르면 향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 향촌규약, 향
규(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약계(鄕約契), 향안(鄕案),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안(洞安), 족
계(族契), 약속조목(約束條目)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향약의 특징에 대해 “원칙적
으로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자치와 이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숭유배불정책에 의하여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
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災難)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
다.”라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향약의 명칭과 의미는 다양하지만, 조선시대 향촌지역 세력가, 즉 재지
품관(在地品官)7)들이 향촌사회를 자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작성한 규약으로 이것을 통해 ‘화민성
속’(化民成俗)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향촌지역 세력가인 재지품관은 조선초기부터 이미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향촌사
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향촌사회를 통제하고자 했을 것이고,
이들은 대체로 유교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향촌사회의 ‘화민성속’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
자의 향약이 조선에 유입되기 이전부터 조선사회에는 ‘화민성속’을 추구했던 자치조직의 규약이 있
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향약으로 부를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약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 규정 역시 다양하다.8) 일제강점기에 선도적으
로 향약을 연구했던 다카하시 토오루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1398년(태조 7년)에 자신의 고향인
풍패향9)에 향헌(鄕憲) 41조를 제정한 후, 효령대군에게 그것을 증보(增補)하여 선목(善目) 21개조
6) 뺷한민족대백과사전뺸, 정신문화연구원,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2948
7) 고려말 첨설직(添設職), 동정직(同正職) 등 산직(散職)을 제수받은 자들과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왕조
교체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실직(實職)에서 낙향한 자들을 통칭하여 ‘지방에 있는 품관’이라는 뜻에서 ‘재지
품관’ 혹은 ‘유향품관’이라고 한다. 이들은 16세기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성리학적 지식을 무기로 ‘사
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층을 만들면서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거듭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
고하기 바란다. 정재훈, ｢조선중기 사족의 위상｣, 뺷조선시대사학보뺸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8) “향약은 기본적으로 유자들이 경세사상을 실천적으로 펼치기 위한 전통사회의 민간자치조직으로 향촌사회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장동표, ｢조선시기와 명청대의 향약 시행과 그 성격 비교 연구｣, 뺷한국
민족과 문화뺸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238쪽.) “향약의 종류는 다양하여 주도세력 혹은
참여층에 따라 사족향약, 수령향약, 상하향약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김무진, ｢조선시대 향약 및 향안조직
에서의 의사결정구조｣, 뺷한국학논집뺸 3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5, 84쪽.) “북송의 여씨형제가 남전
현에서 시행하기 위해 처음을 제정한 향약은 남송의 주자에 의해 증손되었다. 조선시대 이래 자치규범으로
널리 시행된 향약은 바로 주자의 뺷주자증손여씨향약뺸이다.”(이광우, ｢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 뺷동아인문학뺸 39, 2017, 140쪽.) “향약은 명종대 후반을 거쳐 선조대에 진입하면서 확산 정도도 심화
될뿐더러 한국적 특성을 분명히 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조선향약(朝鮮鄕約)’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유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뺷진단학보뺸 9, 1933.)
9) 태조는 즉위 2년 9월에 자신의 출생지인 화령부(和寧府)를 영흥부(永興府)로 고친 후, 다시 한나라 고조의 출
생지 풍패현을 본떠 그것을 풍패향(豐沛鄕)이라고 명명하여 자신의 출생지를 미화했다. 그리고 그곳의 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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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악목(惡目) 35개조로 구성된 향헌 51조를 반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조선향약의 시초라고 주
장했다.10) 하지만 유홍렬은 다카하시 토오루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다카하시 토
오루가 향약의 시초로 보았던 것을 ‘향헌’(鄕憲)으로 규정한 후, 그것을 향약이 아닌 유향소의 규정
정도로 파악했다. 그리고 향약은 16세기 초(중종대)에 송대 향약이 도입된 이후 명종대를 거쳐서 선
조대로 진입하면서 한국적 특성을 분명히 하는 조선향약이 성립되었다고 한다.11) 오늘날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유홍렬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후 김용덕은 유홍렬의 주장을 밀고 나가 향규(鄕規)와 향
약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향규는 향안에 수록된 향원(鄕員)들 간의 규칙으로 유향
소의 임원 구성과 선출 방식 및 절차, 향촌 계(契)의 영수인 향선생(鄕先生; 鄕大夫, 鄕憲), 그를 보좌
하는 향유사(鄕有司)의 선임절차와 그 업무, 향안 가입절차 등과 관련된 규약으로 보고, 향약은 주자
의 향약처럼 ‘화민성속’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12) 박익환은 김용덕의 연구를 더 밀고
나가서 향규와 향약을 구분한 후, 중간 명칭으로 향규약(鄕規約)을 제시한다. 그리고는 앞서 김용덕
이 향규로 규정한 것의 더 적절한 명칭은 향규가 아니라 향규약이라고 주장한다.13)
향약에 대한 개념규정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퇴계의 ｢향입약조｣가 무엇이냐
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유홍렬은 퇴계의 ｢향입약조｣와 율곡의 ｢서
원향약｣ 등이 중국향약과 다른 조선향약이며, 이전 태조 및 효령대군의 향헌은 조선향약을 출현시
키는 토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용덕은 유홍렬이 향헌으로 보았던 것을
큰 틀에서 향규에 포함시킨 후, 퇴계의 ｢향입약조｣와 율곡의 ｢해주일향햑속｣ 등을 향약이 아니라
향규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익환은 퇴계의 ｢향입약조｣와 율곡의 ｢해주일향햑속｣ 등
을 향규로 부르기보다는 향규약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다카하시 토오루
는 향약이라는 개념을 넓게 사용하여 유홍렬, 김용덕, 박익환 등이 향약과 구분했던 향헌, 향규, 향규
약 등을 모두 향약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퇴계의 ｢향입약조｣를 향약으로 본다. 이렇듯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퇴계의 ｢향입약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일까? 이 물
음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시 학자들은 퇴계의 ｢향입약조｣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살펴보자.
김성일의 제자인 이민환(1573~1649)은 ｢제향규후(題鄕規後)｣에서 “오로지 퇴계 선생의 향중약
조(鄕中約條)에 의거했다”14)라고 하여 ‘향중약조’로 보았고, 정칙(1601-1663)은 ｢동약서(洞約序)｣
에서 “퇴도 선생의 향헌(鄕憲)에 따라 한 동네에서 행할만한 것 16조목을 선택했다.”15)라고 하여
소(京在所)는 왕족들이 책임을 맡아서 담당했다고 한다.
10) 지교현, 최문성, 박균섭, 뺷조선조향약연구뺸, 민속원, 1991, 199쪽.
11) 유홍렬은 ‘향헌’은 고려말 조선초 향촌자치 조직으로 구성된 유향소와 결합함으로써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다. 유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뺷진단학보뺸 9, 진단학회, 1938, 96쪽 및 138쪽 참고.
12) 김용덕, ｢향규연구｣, 뺷한국사연구뺸 54, 한국사연구회, 1986, 29쪽 참고. 김용덕은 앞서 유홍렬이 향헌으로
보았던 태조와 효령대군의 향헌을 향규로 보았고, 퇴계의 ‘향입약조’와 율곡의 ｢해주일향약속｣도 모두 향규
로 보았다. 그런데 태조와 효령대군의 향헌, 퇴계의 향입약조 등을 비롯해 김용덕이 향규로 보고 있는 많은
약조에 그가 향규의 특징으로 보았던 ‘유향소의 조직, 향원가입 방법, 향임의 선출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13) 박익환, ｢조선전기 향규와 향규약고｣, 뺷사학연구뺸 38, 한국사학회, 1984, 각주 74번 참고.
14) 뺷紫巖集뺸 卷3 ｢題鄕規後｣: “專依退溪先生鄕中約條.”
15) 뺷愚川集뺸, ｢洞約序｣: “就退陶先生鄕憲, 擇其可行於一洞者十六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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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헌’이라 불렀다. 김용(1557-1620)은 ｢동중입약서(洞中立約序)｣에서 “우리 퇴계 선생께서 시대
적 상황을 참고하여 향규(鄕規) 약간 조목을 제정하셨다.”16)라고 하여 ‘향규’라 보았다. 그리고 신원
록(1516~1576)은 ｢서향약후(書鄕約後)｣에서 “[퇴계] 선생께서 손수 향약(鄕約)을 제정하셨다.”17)
라고 하여 ‘향약’이라 불렀다. 이렇듯이 16세기에서 17세기에 활동했던 학자들 역시 퇴계의 ｢향입
약조｣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정조는 ｢일득록뺸에서 “이 문순공의 예안향약(禮安鄕約)은 간략하
면서도 질박하고, 이 문성공의 석담 향약(石潭鄕約)은 번다하면서도 섬세하다.”18)라고 하여 퇴계의
향약을 아예 ‘예안향약’으로 부르고, 안정복도 이리동약 서문에서 “이것은 남전여씨(藍田呂氏)의
향약(鄕約)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선배 학자들 가운데 수령직을 맡아 향촌에 거주하신 분들도 모
두 의심 없이 향약을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일두(一蠧)는 안음(安陰)에서, 퇴계는 예안(禮安)에서,
율곡(栗谷)은 석담(石潭)에서 이것을 실행했던 것이다.”19)라고 하여 주저 없이 향약이라 부른다. 이
러한 두 사례를 통해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것이 18세기
로 넘어오면서 퇴계의 ｢향입약조｣를 향약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퇴계의 ｢향입약조｣는 율곡의 ｢해주향약｣과 형식적인 측면에 매우 상이하다. 뒤에서 자세
히 살펴보겠지만, 퇴계의 ｢향입약조｣는 벌목과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율곡의 ｢해주향
약｣은 ‘입약범례’, ‘증손여씨향약문’, ‘회집독약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와
안정복은 두 사람이 제정한 향촌 자치규범을 동일한 부류로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화민성속’
을 목적으로 하는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라는 공통점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초
기와 중기에 보였던 많은 명칭들이 사라지고 점차 주자가 사용했던 명칭인 ‘향약’으로 수렴된 것은
그것들 속에 모두 ‘화민성속’을 목적으로 하는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혼란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향약이라는 용어의 애매성으로 인한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향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약’이라는 표현에는 여씨향
약 혹은 주자의 뺷증손여씨향약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적 용례와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 일반을 가
리키는 보통명사적 용례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록을 보면 실제 조선시대에 향약이라는 표현
에 두 용례가 혼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실재했던 ‘향촌사회의 규약’을 앞
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람들이 향약 이외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원인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던 것이 18세기 이후 점차 개념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적인 용어인 ‘향약’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후대 학자들이 향약에 대한 각자 상이하게 개념규정한 것도 이러한 혼란을 낳는데 일조했다. 향약
16)
17)
18)
19)

뺷雲川集뺸, ｢洞中立約序｣: “我退溪先生酌其時宜, 定爲鄕規若干條.”
뺷悔堂集뺸 卷2, ｢書鄕約後｣: “先生手定鄕約.”
뺷弘齋全書뺸 卷169, ｢日得錄)｣.
뺷順菴集뺸 권18, ｢慶安二里洞約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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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개념을 넓은 의미로 규정할 것이냐, 좁은 의미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어떤 것이 향약이 되
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카하시 토오루의 경우는 향약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아 ‘화
민성속’을 목적으로 하는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라면 향약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보았고, 다른 학자
들은 의도와 목적, 운영주체와 적용대상, 규약의 내용, 수령과의 관계 등의 차이를 근거로 미세하게
구분했던 것이다. 향약이라는 개념을 미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겠지만, 이러한
작업은 자칫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개념과 그 개념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과의
부조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개념 규정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의 분류에 맞게 대상을 분류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이 실재와 짝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개념은 실재와 유리
되어 신화가 되어버린다. 논자는 조선시대 향촌자치조직의 규약을 미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
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헌, 향규, 향규약 등을 모두 향약의 일
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퇴계의 ｢향입약조｣ 역시 향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향약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조선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주자의 뺷증손
여씨향약뺸과 퇴계의 향약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퇴계의 향약이 중국의 주자 향
약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조선향약의 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3. 주자 향약과 퇴계 향약의 비교 분석
3.1 등장 배경과 목적
잘 알려져 있듯이, 여씨향약은 북송시대 남전현에 살았던 여씨 4형제들 가운데 여대균이 중심이
되어 만든 향촌자치규약이다. 하지만 사서(四書)와 마찬가지로 주자의 눈을 통해 세상이 드러나 주
목받게 된다.20) 이러한 사정은 “향약이라는 규범은 송나라 유학자 여대균에서 시작되었지만, 주자
가 그 글을 토대로 가감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니 참으로 만세에 통행하는 훌륭한 법이 되었습니다.
여씨가 작성한 전문은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지만 주자가 가감해서 작성한 뺷증손여씨향약뺸은 뺷주자
대전뺸에 실려 있습니다.”21)라는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자는 무엇 때문에 여씨의 향약을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작성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첫째 주자가 뺷대학뺸의 삼강령 중 하나인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해석했다는 점,
둘째 주자향약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이라는 4대 강목을 중심으로 구성
20) 이 말은 여씨향약이 북송시대에는 그다지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씨 형제들에 의해 편찬된 ｢여씨향약｣이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주자가 뺷증손여씨향약뺸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부터였다는 점과, 여씨향약이 세상에 나온 이후 북송시대로부터 남송 초년에 이르기까
지 향약이 실시된 사례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근명, ｢주희의 뺷증보여씨향약뺸과 조선사
회｣, 뺷중국학보뺸 제45집, 2002, 277쪽 참고.
21) 뺷정조실록뺸 정조 21년 6월 2일 기사.

138 2020 한국철학자연합대회

되었다는 점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친민’는 민과의 친밀감을 강조한 표현인 반면, ‘신민’은 민의 교화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뺷대학뺸의 두 번째 강령을 ‘신민’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성리학적 지식인을 교화
를 담당하는 주체로 보고, 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주자가 유
교의 핵심 이념인 치인(治人)을 ‘화민성속’으로 보았고, 그것을 향촌사회 자치 규범인 향약에 담고
자 했다는 점을 시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가 향약을 4대 강목이라는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
다는 점, 그리고 향약 말미에 부록 형식으로 향회시의 의례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더 분명해
진다. 주자는 여씨향약에는 없었던 향회시의 의례를 첨가함으로써 향약의 실천을 독려하고자 했
다.22) 결국 주자가 향약을 제정한 핵심 목적은 바로 ‘화민성속’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향약이라는 규범이 작성되고 실시되었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선 초기 향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되었던 유향소라는 조직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향소23)라는 기관을 운영했던 주체들이 만들었던 향촌자치의 규약인 향규
(鄕規) 역시 향약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직의 규약은 주자의 향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
전부터 조선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향소라는 기관만큼 조선사회에서 혁파와 부활이 반복되었던 기관도 없었을 것이다. 유향소는
조선이 건국된지 불과 14년 뒤인 1406년(태종 6년)에 혁파되었다가 1428년(세종 10년)에 부활된다.
그리고 1467년(세조 13년) 세조에 의해 다시 혁파되었다가, 1488년(성종 19년)에 다시 부활된다.24)
유향소는 왜 이렇게 자주 혁파와 부활을 반복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
한 답은 뺷조선왕조실록뺸에서 유향소 혁파와 재설치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유향소 혁파를 주장한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요 근거는 유향소가 수령권을 침
탈하고 그 결과 향리와 백성들의 고충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25) 조선초기 향촌사회는 향촌사회에
서 대대로 세력을 유지해온 재지사족들의 향촌사회자치의 움직임과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정부
의 직접적 통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주, 부, 군, 현의 행정기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향리계층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지품관 세력과 수령은 향촌사회의

22) 이성무, ｢여씨향약과 주자증손여씨향약｣, 뺷진단학보뺸 71, 72, 진단학회, 1991, 69쪽.
23) 유향소가 언제 처음으로 조직되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홍렬을 비롯
한 많은 학자들은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조직되었던 것으로 본다. 유향소는 재지품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지품관을 비롯한 향촌사회의 현족들은 그들만의 모임인 계(契)를
조직하였는데 계의 구성원을 ‘향원’(鄕員), 구성원 명부를 ‘향안’(鄕案)이라 한다. 향원 가운데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여 향대부 또는 향선생이라 불렀고, 이들을 도울 사람으로 향유사를 선발하였는
데, 이들을 ‘향집강’(鄕執綱)이라 불렀다. 이들은 향리 규찰과 향풍 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유향
소를 설치했던 것이다.(뺷한민족대백과사전뺸 참고)
24) 유향소의 혁파와 복설 이유에 대해서는 배기헌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배기헌, ｢16세기 향촌지배
질서와 유향소의 성격｣, 뺷대구사학뺸 35, 대구사학회, 1988.
25) 뺷태종실록뺸 6년 6월 9일 기사; “주, 부, 군, 현에는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鄕愿; 악질 토호)들 가운데 일벌
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유향소를 조직하여 수시로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과 물건을 함부로 올리거나
내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교활한 향리보다도 더 심합니다. 모두 혁파하시어 오래된 폐단을 없애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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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놓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했다. 조선초기 중앙정부는 재지품관들
이 자치기관으로 설치한 유향소를 묵인했는데, 그것은 수령만으로 향리를 비롯한 향민들의 통제가
힘들었고, 더욱이 향촌사회의 ‘화민성속’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26) 하지만 국가의 묵인 아래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어느 정도 확보한 유향소가 공권력을 침해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폐단이 향리
와 백성들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혁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향소 운영 주
체들이 건전하다면 사실 유향소는 당시 조선에서 필요한 기관이란 말이다.27) 결국 중앙정부가 유향
소를 부활시킨 주된 이유는 주자가 향약 실시를 통해 목적으로 삼았던 향촌사회의 ‘화민성속’을 이
루는 것에 더해 향촌사회 통치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주자 향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향촌자치조직의 규약인 향규에는 화민성
속의 목적과 함께 향촌사회 자치의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퇴계의 ｢향입약조｣(이하 퇴계향약으로 표기) 역시 유향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약이다.
이것은 퇴계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유향소[留鄕]는 바로 옛날 향대
부의 뜻이 담긴 제도이다. (...) 효, 제, 충, 신의 도덕이 막혀서 실행되지 못하게 된다면 예의(禮義)를
버리고 염치가 없어지는 것이 날로 심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점점 오랑캐(夷狄)나 금수
(禽獸)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국가정치(王政)의 큰 걱정인데, 이러한 것을 꾸짖고 바
로잡는 책임이 유향소[鄕所]로 돌아오니, 아아!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28)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지
품관들이 유향소를 설치한 목적에는 ‘화민성속’의 향풍교정과 함께 향촌사회의 자치도 들어있었다.
그러므로 퇴계의 향약 역시 일차적 목적은 주자와 동일하게 ‘화민성속’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퇴계
의 향약에는 여기에 더해 ‘향촌사회의 자치’의 목적도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하겠다.

3.2 체제와 구성
이제 두 향약의 체제 및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주자 향약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자. 주자 향약은 내용상 ‘머리말’에 해당하는 글이 먼저 나온다. 여기서는 향약의 4대 강목으로 알
려진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을 소개한 후, 향약조직의 임원[鄕任]인 [도]약
정 1인, 부[약]정 2인, 직월 1인 선출 방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월이 관리하는 향약조
직의 장부인 ‘선적’ 1책과 ‘악적’ 1책, 그리고 ‘회원명부’ 1책에 대해 기술한다.29) 그리고 이어서 곧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본론 부분에서는 4대 강목을 ‘덕업상권’에서부터 ‘환난상휼’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소개한다.
26) 뺷성종실록뺸 19년 3월 2일 기사; “예전에는 1향 가운데에 정직한 품관 한두 명을 택하여 향유사(鄕有司)를 삼
아서 풍속을 바로잡게 하고 이름하기를 유향소라고 하였는데, 혁파한 이래로 향풍이 날로 투박하여졌다고
합니다.”; 같은 책 5월 을해:ㅤ“중앙의 경재소와 지방의 유향소가 서로 들은 대로 규찰(糾察)하여 간활한 향
리를 억제시키고 시골의 풍속을 유지시킨다면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으로 여깁니다.”
27)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향소는 점차 관의 하부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28) 뺷퇴계집뺸 권42, ｢향입약조서｣.
29) 선적, 악적, 회원명부라는 명칭은 논자가 편의상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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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덕업상권’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덕업상권
덕(德)

업(業)

선한 일을 보면 반드시 실천하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반드시
고친다.
몸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린다.
부모와 형을 잘 섬기고 자제를 잘 가르친다.
종을 잘 다스리고 정사와 교육을 엄숙하게 한다.
어른을 잘 섬기고, 천척 및 오랜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좋은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고, 청렴함과 절개를 잘 지킨다.
널리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제해주고, 사람들을 선할
일로 이끌어 준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타이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모
의한다.
공동체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싸움을 잘 해결하고, 시비를 잘 판단한다.
이로운 일은 일으키고 해로운 일은 잘 제거한다.
관직에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

집에서는 부모와 형을 섬기며, 아우와 자식을 가르치며, 아
내와 첩을 예로서 대한다.
밖에서는 어른과 높은 사람을 섬기며, 친구와 사귀고, 젊을
사람들을 가르치며, 노비를 통제한다.
글을 읽고 밭을 관리하며, 집안을 경영하고 물을 구제한다.
법령을 두려워하며 조세와 공물을 바치고, 예악사어서수의
류를 좋아한다.

주자는 ‘덕업상권’ 부분을 ‘덕’에 해당하는 것과 ‘업’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덕의 항목
이 업의 항목보다 훨씬 많은데, 업의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덕과 중복되기도 한다. 다만 차이는 덕의
항목은 ‘반드시’ 혹은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必’과 ‘能’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실상규는 크게 ‘일반적 도덕규범에 어긋난 과실’, ‘향약의 4대 강목을 위반한 과실’, ‘자신을 수
양하지 못해 생긴 과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한 후, 다시 아래와 같이 하부 벌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과실상규
‘일반적 도덕규범’[義]에 어긋한 과실

‘향약의 4대 강목’을 어긴 과실

‘자신을 수양하지 못한’ 과실

술주정, 노름, 싸움, 송사 등을 자주 벌이
는것
행동이 예의를 무시하며 법을 어기는 것
행동이 공손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것
말이 진실되지 않거나 미덥지 못한 것
말을 만들어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것
너무 심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

덕과 업을 서로 권하지 않은 것
잘못을 서로 규제하지 않은 것
예의와 법도의 풍속을 지켜 서로 사귀지
않는 것
어려운 일에 서로 돕지 아니하는 것

어질지 못한 사람을 사귀는 것
쓸데없이 놀면서 덕업 닦기를 게을리 하
는것
예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일을 조심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
재물을 절약에서 사용지 않는 것

주자 향약은 과실의 벌목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덕업상권의 ‘덕’목과 ‘업’목도 그
세부 조항이 매우 많은데, 과실의 조항은 덕업상권을 포함해서 향약 4대 강목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
을 모두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반적 도덕규범에 어긋난 것’과 ‘자신의 수
양부족으로 생긴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실상규 부분에는 과실에 대한 처벌 규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처벌 규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30) 첫 번째 단계는 주의 조치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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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실은 조용히 처리하고 큰 과실은 여럿이 처리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
째 단계에 조치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때에만 진행한다. 이 단계는 집회 때 약정이 주관하는데, 사과
하고 고치려는 의향이 있으면 악적에 기록한 후 고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두 번째 조치에 대해서
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최종 단계인 세 번째 단계의 처벌은 향약조
직에서 퇴출시키는 출약(出約)이다.
예속상교부분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나이 기준으로 향원들의 서열을 5등
급의 구분하는 예이고, 둘째는 향원들 간에 절과 읍하는 예이고, 셋째는 손님을 청하고 맞이하는데
필요한 예이고, 넷째는 축하와 조문하는데 필요한 예를 밝히고 있다. 환난상휼부분에서는 먼저 수재
와 화재, 도둑맞음, 질병, 초상, 고아, 무고, 가난과 같은 7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밝힌 후, 각각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환난상휼과 관련된 행동지침과 그러한 행
동지침을 어겼을 때 가하는 처벌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약의 집회와 관련된
복잡한 의식을 ‘월단집회독약지례’라는 표제 아래 소개하고 있다.
주자의 향약에 비하면 퇴계의 향약은 그 구조가 매우 간결하다. 머리말에 해당하는 ｢서문(鄕立約
條序)｣과 본론에 해당하는 ｢約條｣로만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향입약조서｣에서는 향
약의 중요성, 향약을 제정하게 된 동기, 향약 구성체제에 담긴 의도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본론부에
해당되는 ｢약조(約條)｣31)에는 벌목(罰目)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벌목은 처벌 수위에 따라 ‘극벌’
30) 뺷朱熹集뺸 卷74, ｢增損呂氏鄕約｣; “동약인이 과실을 스스로 성찰하고 서로 규계하며 과실이 작을 때는 조용
히 주의 주고(密規) 클 때는 여러 사람이 나서서 질책한다. 주의나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집회일에
직월이 약정에게 알린 후, 약정이 의리로써 가르치고 깨우쳐준다. 사과하면서 고치려고 한다면 악적에 기록
한 후 기다린다. 변명만 늘어놓은 채 승복하지 않아 끝내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향약에서 제명한다.”
31) 오늘날 전하는 퇴계 향약에는 두 가지 본이 있다. 하나는 뺷퇴계전서뺸본에 수록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뺷社會
史硏究史料叢書(1)뺸(김인걸, 한상권 편집. 1986)에 수록된 것이다.(내용이 다름에도 여전히 출처는 “뺷퇴계전
서뺸 권42”로 표기되어 있다. 오기로 보인다.) 두 본의 차이는 전자에 없는 것이 후자에는 추가되어 있다는 것
이다. 추가된 내용은 5가지 정도이다. ①극벌의 처벌 규정에 “上罰, 告官司科罪, 不通水火. 中罰, 削籍, 不齒鄕
里. 下罰, 損徒, 不與公會.”가 추가되어 있다.(김기 향약은 극벌 벌목 조항에는 “侵暴小民, 私門用杖者”도 추
가되어 있다) ②중벌 벌목 조항에 “多接人戶, 不服官役者.”와 “不謹租賦, 圖免徭役者” 두 조항이 더 추가되어
있으며, ③중벌 처벌 규정에 “鄕中從輕重施罰”이 추가되어 있다(김기 향약의 중벌 처벌 조항에는 “上罰告官
司科罪, 中下從輕重施罰.”로 표기되어 있다.). ④하벌 처벌 규정에 “座中或面責施罰”이 추가되어 있다(김기
향약의 하벌 처벌 규정에는 “或面責施罰”로 표기되어 있다.), ⑤특별 조항의 처벌 규정에 “已上, 隨聞見摘發,
告官依律科罪.”이 추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것이
퇴계의 의중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향입약조｣를 역주했던 이장우는 뺷퇴계전서뺸본에 수록
된 것을 토대로 역주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명진, 황병곤, 박인환 등도 전자를 근
거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뺷영남향약자료집성뺸(1986)에서도 김기 등의 향약과 비교한 퇴계의 향약
을 뺷퇴계전서뺸본의 것을 사용했다. 반면 정영진(1986)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뺷여씨향약
뺸(출처 불분명?)이라는 책에 수록된 ｢향입약조서｣, ｢약조｣인 후자의 자료를 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하고, 변영호(2011) 역시 퇴계의 사상을 고려할 때, 전자는 다소 어색하지만 후자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후자를 원문으로 판단한다.(김명진, ｢예안향약에 관한 소고｣, 뺷정법논총뺸13, 건국대학교, 1978; 황병곤, ｢예
안향약을 통해서 본 퇴계의 향민자치관｣, 뺷퇴계학보뺸52, 퇴계학연구원, 1986; 박인환, ｢조선전기 향규와 향
규약고｣, 뺷사학연구뺸38, 한국사학회, 1986;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뺷민족문화논총뺸
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변엉호, ｢이퇴계에게 있어서의 정치-재지사족의 시점으로부터-｣, 뺷퇴
계학논집뺸9,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논자는 정진영 및 변양호와 다른 근거에서 후자를 퇴계의 의중을 더
온전하게 반영한 자료라고 판단한다. 논자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의 제자 김기가
“벌조는 퇴계선생의 향약을 오로지 사용하였다.”(뺷북애집뺸 권3 ｢잡저, 향약｣)라고 하면서 기술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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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과 그 처벌 규정, ‘중벌’ 조항과 그 처벌 규정, ‘하벌’ 조항과 그 처별 규정,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
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특별 조항으로 향약 외부인에 대한 벌목과 처별 규정을 밝히고 있다. 그리
고 특별 조항의 벌칙 규정을 제외하고는 각 단계별로 처별 규정은 다시 다시 ‘상’, ‘중’, ‘하’로 세분되
고 있다.
먼저, 극벌 7조항부터 차례로 살펴보자.
①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불효 죄는 나라에서 정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죄목만 들었음.]
②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자.[아우에게는 비록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잘못으로 인해 형제
가 서로 싸우게 되면 둘 모두 동일하게 처벌함. 동생이 잘못하여 싸움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생
만 처벌함.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싸움이 발생한 경우라면 형은 가볍고 아우는 중하게
처벌함.]
③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자.[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 정처(正妻)를 쫓아내는 경우(아내
가 사납게 거역한 경우는 죄를 감등함), 남녀가 분별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 적처(嫡妾)를 뒤바
꾸는 경우, 첩으로 처를 삼은 경우, 서자[孽]로 적자[適]를 삼는 경우, 적자가 서얼을 보살피지
않는 경우, 서얼이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경우]
④관청의 일에 간섭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을의 풍속[鄕風]을 어지럽힌 자.
⑤경거망동 위세를 부려서 관청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⑥향장(鄕長;고을의 어른)을 능욕하는 자.
⑦수절(守節)하는 과부를 유혹하여 더럽힌 자.
극벌 벌목 조항을 보면, 퇴계는 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먼저 가족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지역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국가공동체와 관계된 윤리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후,
각 윤리 규범을 위반한 벌목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①, ②, ③은 가족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위반 조항이고, ④와 ⑤는 관(官), 즉 국가공동체와 관련된 윤리 위반 조항이며, ⑥과 ⑦은 고을,
즉 사회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위반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퇴계가 서문에서 강조
했던 효, 제, 충, 신의 덕목 위반 사례로 수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퇴계의 향약은 간략하면
서도 체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이한 점은 부모, 형, 남편, 정처, 적자를 자
이 후자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 둘째 영남퇴계학의 학맥을 이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현일의 동생 이숭일의 ｢
鄕約定規｣(뺷恒齋集뺸 권4)의 과실상규 부분에도 후자와 거의 동일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 셋째 새롭
게 추가된 것 가운데 중벌의 벌목 조항 “多接人戶, 不服官役者.”와 “不謹租賦, 圖免徭役者”는 퇴계의 평상시
지론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넷째 퇴계의 ｢향입약조｣는 결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서”(뺷鶴峯先生文集續集뺸 卷之五, ｢退溪先生言行錄｣)라는 것이다. 퇴계의 향약 가
운데 당시 예안의 재지사족들이 꺼릴만 내용으로는 추가된 중벌 조항과 다소 엄격한 처벌조항일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이 내용은 퇴계의 평소 지론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없는 것이 다소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도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퇴계의 문인들 사이에는 퇴계의 진의가 전달되었지만, 문집을 간행하는 단계에
서는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누락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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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동생, 아내, 첩, 서자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32) 물론 시대적 한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오
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어서 극벌의 처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상벌은 관청에 알리고 일체 교류를 하지 않는
다[不通水火]. 중벌은 회원 명부에서 이름을 빼고[削籍] 고을 일에 끼워주지 않는다[不齒鄕里]하며,
하벌은 회원자격의 발탁하고[損徒] 공공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을 볼 때, 퇴계는 심
각한 과실을 범한 경우, 향중 자치적 처벌과 관의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권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촌조직의 자
발적인 처벌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자의 향약과 구별되는 퇴계 향약의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중벌 벌목 조항은 18개인데, 이 숫자는 극벌과 하벌, 그리고 특별 조항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
다. 그러면 먼저, 중벌 벌목 조항에서 대해 살펴보자.
①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자
②본처를 박대하는 자[처에게 죄가 있는 경우는 죄를 감한다.]
③이웃과 화합하지 않는 자
④또래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자
⑤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비의 풍속[士風]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
⑥강(强)함을 믿고 약한 이를 능멸하고 침탈(侵奪)하여 다투는 자
⑦무뢰배와 모임(당)을 만들어 횡포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⑧공적, 사적 모임을 불문하고 관청의 정사[官政]에 대해 시비하는 자
⑨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자
⑩환란(患亂)을 보고 힘이 미치는 데도 가만히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자
⑪관가의 임명을 받고 공무를 빙자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
⑫혼인(婚姻)과 상제(喪祭)에 아무 이유 없이 시기를 넘기는 자
⑬집강(執綱; 座首)을 업신여기며 유향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⑭향론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⑮집강(執綱)으로서 [향론도 없이] 사사롭게 외부인을 향안(鄕案)에 들인 자
⑯구관(舊官)을 전송하는데 특별한 일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
⑰많은 인호(人戶)를 자신의 호(戶)에 예속시켜 놓고 관역을 따르지 않는 자33)
⑱세금납부(租賦)에 힘쓰지 않고 요역(徭役)을 면하길 도모하는 자
32) 반면 율곡이 청주목사시절 제정했던 뺷서원향약뺸(1571년 36세)의 악목 부분에 보면 “不孝不慈”, “不友不悌”,
“夫婦無別”라고 하여 ‘효’와 ‘자’, ‘우’와 ‘제’, ‘유별’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어 부자, 형제, 부부 관계를 퇴계
보다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3) 지방 유력자, 즉 토호(土豪)가 자신의 집안 내에 여러 집을 몰래 들여놓으면 그 집은 호적대장에서 누락되어
(漏戶) 그 집이 부담해야할 지조, 공납, 군역, 요역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토호는 국역으로
부터 자유로운 누호의 노동력을 자신의 부를 불리는데(개간, 농사 등)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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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벌 벌목 조항 역시 극벌 벌목 조항처럼 윤리 규범을 크게 가족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지역공동
체와 관계된 윤리, 국가공동체와 관계된 윤리로 구분한 후, 이들 각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구체
적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①, ②는 가족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위반 조항이고, ③~⑩, ⑬, ⑭, ⑮는
사회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위반 조항이며, ⑪, ⑫, ⑯, ⑰, ⑱은 국가공동체와 관계된 윤리 위반 조항
이다. 극벌이 가족공동체 내의 질서와 국가공동체에 대한 사적 도전, 지역사회에서 인륜을 저버린
일에 대한 벌목 조항이었다면, 중벌은 상대적으로 가족공동체를 벗어나 일반적인 사회 윤리, 유향소
및 국민의식 결여 관계된 벌목이 대부분이다. 중벌 벌목 조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유향
소와 관련된 벌목 조항이 2개나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의무 가운데 핵심인 세금
(地租, 貢納) 납부, 요역(徭役)과 군역(軍役) 등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자에 대한 벌목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당시 지역
사회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공적 의무는 방기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힘없는 양민에게
전가시켰던 재지사족(즉 토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것은 퇴계가 서문에서 밝힌 “옛날 향대
부(鄕大夫)의 직무는 덕행과 도예(道藝)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刑)로
써 규탄하는 것이었다. 선비들은 반드시 집안에서 수신하고 고을에서 자신을 드러낸 후에 국정에 참
여하여 나라를 발전시켰던 것이다.”라는 말이 벌목 조항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계는 사
회 지도층일수록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34)
하벌 벌목 조항은 모두 5개인데 모두 향약 집회와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공회
에 늦게 참석한 자. ②문란하게 앉아 예의를 잃은 자. ③좌중에서 떠들썩하게 다투는 자. ④자리를 비
워 놓고 물러가 자기의 편리를 도모한 자. ⑤특별한 일 없이 먼저 집회를 떠난 자.”이다. 하벌이기 때
문에 처벌 역시 향회 때 좌중(座中)에서 면책(面責)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볍다.
이와 같은 극벌, 상벌, 중벌 조항 외에 퇴계는 특별 조항 4개를 더 두고 있다. 그것은 “①악행을 저
지른 향리, ②향리로서 민가(民家)에 폐를 끼치는 자, ③공물(貢物)을 취급하는 자로서 물건의 값을
지나치게 징수하는 자, ④서인(庶人)으로서 사족을 능멸하는 자”이다. 특별 조항은 모두 향회 구성
원이 아닌 향리와 상민(常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학자들은 퇴계의 향약을 유
향소의 향규로 분류하기도 하고, 사족향약으로 분류하기도 했던 것이다.35) 아무튼 예안지역의 사족
들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향약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향리 규찰의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퇴계는 향리 규찰과 상민 통제를 위한 특별 조항
을 향약에 포함시킴으로써 향촌자치조직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4) 다음은 퇴계가 아들 준에게 철저한 세급납부를 당부하면서 보낸 가서(家書)이다. “온계의 여러 집에서는 세
금으로 납부할 쌀을 내러 가는 사람들이 언제 간다고 하더냐? 마땅히 그 날찌와 그 되와 말의 숫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창고가 있는] 용산으로 사람을 보내, 같은 날 출발하도록 하여라. 일시에 나라의 창고에 법대로
납부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니 소홀히 거듭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여라.”(뺷退溪先生續集뺸 권7, ｢答子寯｣)
35) 박현순, ｢조선시기 향벌의 내용과 추이｣, 뺷국사관논총뺸 105, 국사편찬위원회, 2004, 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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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두 향약의 특징
앞서 우리는 주자 향약과 퇴계 향약의 출현 배경, 작성 목적, 그리고 그 내용 및 구성체제까지 살
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두 향약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향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키워
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첫째는 향약 조문의 체제, 둘째는 구성원과 규약의 적용대상이고, 셋
째는 관, 즉 국가와의 관련성이며, 넷째는 과실에 대한 처벌 방식과 수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향약 조문의 구성체제
주자의 향약은 ‘4대 강목을 소개한 후 곧바로 향임(鄕任)의 직책과 선출 방식을 소개하고 장부 세
권에 대해 안내’하는 서문 격의 글과 ‘4대 강목(綱目)의 세부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본론
격의 글, 그리고 자신이 여씨향약의 글을 다른 글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는 결론 격의 글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말미에 부록 형식의 향약 집회 의례를 추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주자의 향약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런데 문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
어가면 다소 중복적이고 산만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항 때문이다.
먼저, 주자는 ‘덕업상권’ 부분을 ‘덕’과 ‘업’으로 나누어 서술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덕’과 ‘업’
으로 나누어 서술하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업’의 몇몇 조항은 ‘덕’의 조항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조항은 전혀 중복되지도 않는다.36) 둘
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덕업상권’의 ‘덕’목 조항과 ‘과실상규’의 ‘과실’ 조항은 서로 상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덕목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대체로 과실로 이어지고, 행동에 과실이 없게 되면 덕
목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내
용상 덕목과 과실은 서로 짝이 되어야 한다.37) 그런데 주자 향약에서 ‘덕업상권’의 덕목과 ‘과실상
규’의 과실 목록은 앞서 확인했듯이 그렇지 않다. 여기에 더해 주자 향약이 갖는 체제 면에서 독특한
36) 업을 기준으로 보면 집 안에서 하는 일(事父兄, 敎子弟)과 집 밖에서 하는 일 가운데 몇 조항(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僮僕)은 덕의 조항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 나머지 “글을 읽고 밭을 관리하며 (...)” 이하의 조항은
덕목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37) 대개 여러 향약을 검토한 결과 과실의 조항이 덕목 조항 수보다 많다. 그 이유는 과실은 처벌로 이어지기 때
문에 덕목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덕목 조항에 ‘부부사이에 예가 있
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과실 조항에서는 “부부가 치고 받고 싸우는 행위”, “본처를 쫓아내는 행위”,
“부부가 분별없이 행동하는 경우”, “적처를 뒤바꾸는 행위”, “첩을 처로 삼는 행위” 등과 같이 좀 더 구체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숫자에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덕목과 과실의 관계는 과실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실의 종류가 도덕적 차
원의 것이면 양자가 상반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과실이 법률적 차원의 것이면 상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과실상규 ‘犯義之過’조에 보면 ‘술주정과 노름, 싸움과 송사를 자주 벌이는 과실’이 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에게 덕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간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자 향약의 과실상규 부분에 나오는 과실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는 대부분 덕이 있다고 말할만한 성질의 과실이다. 이에 반해 효령대군의 ｢증제향헌목｣(선목 21조와 악목
35조로 구성)과 율곡의 ｢서원향약｣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덕목과 과실의 상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선목 21조와 악목 35조를 수록하고 있어 악목이 조금 더 많은데, 선목 21조와 상반되는 항목을 악목 35조에
서 거의 다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후자 역시 ｢條目｣ 1조에서 선목과 악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대체로 선
목과 상반되는 내용을 악목에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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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는 집회시의 의례(월단집회독약회)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씨향약에는 없던 집회 시
의례 부분을 주자가 추가한 것은 향약 실천의 효과를 거두고 조직 구성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
한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38)
반면 서문과 벌목 및 처벌 규정만으로 구성된 퇴계의 향약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이 생략되
어 있어 마치 하나의 완비된 글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주자 향약을 비롯하여 여타의 향약에서 흔히
보이는 향임 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 덕목에 대한 것, 환란(患亂)시 상호 부조에 대한 것, 그리고
집회시 의례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퇴계의 경우 이미 주자의 향약을 보았을 텐
데39)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향약을 구성했던 것일까? 퇴계는 주자를 매우 존경했지만, 향약의 경우
에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 향촌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
던 것으로 보인다. 다카하시 토오루가 조선향약의 시초라고 평가했던 태조의 향약,40) 퇴계의 향약
보다 대략 100년이나 앞선 광주향약41) 역시 퇴계의 향약과 형식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42) 그리
고 영남지역의 많은 향약 역시 퇴계 향약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적어도 과실상규 부분에서는
퇴계의 향약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다.43)
퇴계의 향약이 벌목이 나오고 해당 벌목에 대한 처별 규정으로 극벌, 중벌, 하벌을 제시하고 있다
면, 태조의 향약은 거꾸로 처벌 규정이 먼저 나오고 그러한 처벌에 해당되는 벌목을 제시하고 있
다.44) 그렇기 때문에 태조의 향약 역시 벌목과 처벌규정만으로 구성된 향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38) 이성무, 앞의 논문, 같은 곳.
39) 연보에 따르면, 퇴계는 43세 무렵 왕명으로 인해 뺷주자대전뺸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뺷
주자대전뺸에 수록된 뺷증손여씨향약뺸을 보았을 것이다.
40) 광무 7년인 1903년에 간행된뺷鄕憲뺸의 기록에 따라, 강점기 이후 학자들은 영흥의 ｢太祖高皇帝御製憲目｣
(일명 풍패헌목)은 1398년에 태조가 작성하였고, 함흥의 ｢효령대군향헌목｣(일명 함흥향헌)은 효령대군 李
補(1396～1486)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田川孝三은 작성주체를 태조가 아니라 정도전으로
보고, 작성 시기 또한 태조 말년 내지 태종원년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배기헌은 이와 같은 기존 주장에 대
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작성주체를 모두 효령대군으로 보고, 작성시기는 전자는 1458년으로, 후
자는 1469년으로 보고 있다. 배기헌, ｢16세기 향촌지배질서와留향소의 성격｣, 뺷대구사학뺸 35, 1988, 대구사
학회, p.10 각주 48번 참고. 본고에서는 명칭에 근거해 편의상 전자를 ‘태조의 향약’으로 부르기로 한다.
41) 뺷수암지(秀巖誌)뺸의 ｢광주향약조목｣에 보면 이선제가 1451년에 향약조문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매우 특이한 점은 1451년 이선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향약이 1556년 퇴계가 작성한 향약
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박익환도 “퇴계는 예안향립약조의 조목을 세움에 있어 중국의 여씨향약보다는 위의 두 향헌과 안동향규구
조(鄕規舊條)를 더 참고했음을 곧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박익환, ｢조선전기 향규와 향규약고｣, 뺷사학
연구뺸38, 한국사학회, 1984, 339쪽.
43) 17세기에서 19세기 후반 영남지역이 대표적인 향약으로 金圻鄕約(17세기 초, 김기), 苞山鄕約(17세기 초, 金
世濂), 鄕約定規(17세기 후반, 李嵩逸), 望亭鄕約(18세기 중반), 夫仁洞約(18세기 중반, 崔興遠), 退老洞約(19
세기 후반 李翊九)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형식적으로 주자향약의 체제를 따른 것은 김기의 것밖에 없는
데, 김기 역시 과실상규 부분은 퇴계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부인동약 역시 비교적 주자향약의
체제를 모방했지만, 퇴계 향약처럼 부록이 없고 과실상규는 퇴계의 것을 상당히 수용하였다. 그 밖에 향약
역시 과실상규 부분은 퇴계향약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 ｢영남지역 향약의 형성과
변천｣, 뺷향토사연구뺸4,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2, 10쪽-15쪽 참고)
44) 논자는 태조의 향약의 경우, 5개의 처벌규정과 40 조항의 벌목과 특별규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영원
히 향록에서 삭제하여 사족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벌(永爲削籍)과 벌목 8조항. ②자신에 한하여 향원
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벌(限己身損徒)과 벌목 8조항. ③영구히 수신이나 입신을 포기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비의 신분은 그대로 두지만 향임에 나아갈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벌(永爲棄身事)과 벌목 8조항.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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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태조와 퇴계의 향약은 다른 향약에서 흔히 보이는 덕목, 그리고 향임 선출 절차와 방법, 집회시 의
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벌목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퇴계
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덕목 교육은 국가 교육기관에서 이미 상세히 교육하고 있고45), 둘
째 덕목은 인간 본성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세히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이다. 퇴계는 사람들이 덕목을 몰라서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목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란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46) 더욱이 퇴계가 생각할 때 덕목은 벌목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목이 있다면 덕목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벌목을 부각시키는 것이 구성원들의 실
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밖에 내용이 누락된 것은 조선초기부터 향촌
자치조직으로 활동했던 유향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이미 예안지역의 향회에서 향임 선
출 절차와 방법, 집회시 의례에 관한 내용과 운영기관으로서 유향소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퇴계가 향약을 작성하면서 굳이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퇴계의 향약을 간략하면서도 향촌사회의 자치와 ‘화민성속’의 목적을 드러내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향약의 구성원과 규약의 적용대상
주자 향약의 구성원과 규약의 적용대상은 모두 향촌 재지사족으로 볼 수 있다. 구성원의 범위는
‘덕업상권’에 보이는 덕목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속상교’의 예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향약의 집회시 의례가 어떤 계층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규
약의 적용 대상은 과실에 따른 처벌 조항 및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자의 향약은 덕업상권의 덕
(德) 가운데 “종을 다스리고 정사와 교육을 엄숙하게 한다.”, “관직에 있을 때 그 직무를 잘 수행한
다.”, 그리고 예속상교의 내용48)과 향약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월단집회독약지례’ 등
자신은 마땅히 향임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자손의까지 적용하지 않는 처벌(當身不用 而勿棄子孫事)과
벌목 8조항. ⑤1년 손도시켰다가 원일에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처벌에 대해 말한 후 죄를 용서(赦)하는 잔치를
거행해야 하는 처벌, 연소자는 미허좌하고 이에 벌로 태 40을 맞은 뒤 본디 자리를 허락하는 처벌(朞年損徒,
而元日招辭懲罪後, 受宴赦身事. 年少者, 未許座, 而罰四十度後, 許本座事)과 벌목 8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향
안록｣(향중의 사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가입하는 절차 및 손도처벌을 받은 후 복귀하는 절차
에 관해 적시하고 있다.
45) 뺷退溪集뺸 卷42, ｢鄕立約條序｣; “효, 제, 충, 신의 덕목은 사람이 타고난 아름다운 성품에서 근원한 것이며, 더
구나 나라에서 상(庠)과 서(序)를 설치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두 이러한 것을 권하고 인도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 없다.”
46) 뺷退溪集뺸 卷42, ｢鄕立約條序｣; “맹자께서 ‘도는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그것을 먼 곳에서 구하려 하고, 일을 쉽
게 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하는구나! 사람마다 부모를 부모로 대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면 천하가 편안해진
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한 지극한 덕목[至德]이며 핵심적인 법도[要道]요, 선왕께서 사
람들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었던 이유이다.”
47) 1588년에 작성된 안동부 유향소의 ｢향규｣를 보면 이 역시 퇴계의 향약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유향
소의 규약이기 때문에 향임의 선출절차와 방법, 덕목, 집회시 의례 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략되어
있다. 향원가입절차 및 명부인 ｢향안입록｣이 ｢향규｣이전에 앞서 작성되었듯이, 향임의 선출절차와 방법, 덕
목, 집회시 의례 등도 이미 별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오세창, 정진영, 권대웅, 조강희 편
저, 뺷영남향약자료집성뺸,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8쪽 참고) 이렇듯이 유향소는 조선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향약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석희, ｢조선시대 지방자치론｣,
뺷중앙행정논집뺸 창간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87,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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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볼 때 일반 평민이 아닌 사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처벌이 ‘출약’이라는 것을 볼 때 규약의 적용대상 역시 향약 구성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을 통해 주자의 향약은 철저하게 재지사족 중심의 화민성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의 향약은 어떨까? 퇴계 향약은 주자 향약과 달리 향약의 체제가 벌목과 과실에 대
한 처벌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해 향약의 구성원과 규약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규약의 적용대상은 벌목의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의 범위 등을 살펴봄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집강(執綱)으로서 [향론도 없이] 사사롭게 외부인을 향안(鄕案)에 들인
자.”, “많은 인호(人戶)를 자신의 호(戶)에 예속시켜 놓고 관역을 따르지 않는 자.” 등은 규약의 적용
대상이 재지사족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원악향리”, “아전으로 민가에 폐를 끼친자.” 등은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인으로 사족을 능멸한 자”는 바로
상민(常民)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퇴계 향약의 규약 적용 대상은 예안 지역에 거주
하는 평민에서부터, 향리, 그리고 사족 전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향약을
운영했던 구성원은 누구였을까? 퇴계 향약에는 향원(鄕員) 관련 내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관련 내
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서문과 특별조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퇴계가 향약 운영의 주
체로 유향소를 거론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 조항에 따르면, 구성원은 향리를 규찰
할 수 있고, 상민을 통제할 수 있는 계층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퇴계 향약의 구성원은
재지사족, 즉 예안지역 향안(鄕案)에 가입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퇴계 향약은 향
약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주체와 향약 규범이 적용되는 대상이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향촌사회 자치와 향촌사회의 화민성숙을 동시에 추구했던 조선 향약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 관, 국가와의 관련성
주자 향약은 관, 즉 국가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구성원이 향
약의 규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관에 보고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없고, 모든 처벌을 자치조직
내에서 진행하였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향약조직이 향리와 같은 하급관리를 규찰한
다거나 상민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자향약은 철
저히 재지사족 중심의 ‘화민성속’을 주요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덕과 업에는 “관직에 있
을 때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 “법령을 두려워하며 조세와 공물을 잘 납부한다.” 등과 같은 국가공
동체와 관련된 윤리 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한 윤리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에 관에 보고하여 치
죄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통해 주자의 향약은 국가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8) 주자는 여씨향약을 가감하여 뺷증손여씨향약뺸을 작성하면서 예속상교 부분을 강화한다. 이때 그가 참고한
자료가 바로 여대균의 ｢향의｣이다. 그런데 ｢향의｣의 의관조는 인이나 진사 등이 관혼상제의 의식에서 예복
의 하나로 갖추어야 할 두건인 ‘복두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향촌내 의례이다. 이근명, 앞의 논문, 278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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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퇴계의 향약은 국가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퇴계의 향
약이 유향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엄중한 경우 그 처벌로 “관에 알려 법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그 밖에도 퇴계 향약의 벌목에는 수령 밑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향리를 규찰하는 내용
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퇴계의 향약이 주자의 것보다 국가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성 역시 유향소와 밀접하게 결부된 퇴계 향약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49)
4) 과실에 대한 처벌 방식과 수위
주자 향약은 과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자 향약의 처벌
규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주의 조치’이다. 작은 과실은 ‘조용히’ 주의를
주고 큰 과실은 ‘여럿이’ 주의를 준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조치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진행된다. 이 단계는 집회 때 약정이 타이른 후, 과실을 저지른 사람
이 사과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으면 ‘악적’에 기록한 후 고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끝내 향
약조직의 처벌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최종 단계인 세 번째 단계의
처벌은 향약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출약’(出約)이다. 과실에 대한 주자 향약의 처벌 수위는 문자 그
대로 ‘서로 규찰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조직에서 퇴출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 외에 관에 처
벌을 호소하거나, 자체적으로 형벌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것 역시 주자 향약이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향풍교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퇴계의 향약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퇴계 향약의 처벌 규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극벌 상, 중, 하, 중벌 상, 중, 하, 하벌 상, 중, 하 이렇게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특별
조항의 처벌 규정까지 있다. 이 가운데 극벌 ‘상’에 해당되는 처벌은 과실 정도가 매우 엄중하기 때
문에 국법에 따른 처벌과 자체 처벌인 ‘교류금지’(不通水火) 조치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은
분명 주자 향약의 최고 처벌인 ‘출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극벌 ‘중’에 해당하
는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인 ‘삭적’(회원자격 박탈)은 주자 향약의 최고 처벌인 ‘출약’과 비슷하다고

49) 1488년(성종 19년) 성종은 ‘화민성속’을 이루기 위해 결국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게 된다. 이때 부활된 유향
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조직의 존속을 위해 국가의 수
령권 안정화 정책도 수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향소는 향촌사회의 지배권 확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
루기 위해 수령권 안정화라는 중앙 정부의 움직임과 대결하는 대신 적절한 타협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움직
임은 임진왜란 후에 가속화된다. 전란으로 인해 향안과 향청이 불타버린 데다가 1603년(선조 36년)에는 유
향소의 감독 및 지원기관이었던 경재소까지 혁파된다. 경재소의 혁파로 인해 유향소의 향임을 이제 수령이
임명하게 된다.(이석희, 앞의 논문, 301쪽) 그 결과 유향소는 관의 하부조직으로 점차 편입된다. 이렇게 하여
유향소는 향촌사회의 자치조직으로 기능이 점화 약화된다. 유향소 향임들은 합법적으로 수령과 결탁함으로
써 읍사(邑事)에 깊이 개입하게 되고, 수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자, 사람들은 유향소를 아관(亞官) 또는
아청(亞廳)으로 대우했던 것이다. 배기헌, 앞의 논문, 118쪽 참고. 유향소의 관변화화 동시에 향약 역시 17세
기로 접어들면서 관변화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은 안동향약의 “각 면의 상유사는 옛날에 약정의
직임인데 지금은 관가의 크고 작은 정령이 맡겨지고 있다. 상유사를 세운 본 뜻이 어찌 말단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려는 데 있었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홍준, ｢조선후
기 관변자치제도인 ‘수령향약’의 특성｣, 뺷한국행정사학지뺸 29, 2011, 21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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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퇴계의 향약은 여기에 더해 ‘고을의 일 처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不齒鄕里)는 자체 처
벌까지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극벌 ‘중’의 처벌도 주자 향약의 최고 형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퇴
계 향약에서 보이는 높은 수위의 처벌 역시 조선향약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4. 조선향약으로서 퇴계향약의 가치
퇴계가 예안 지역의 향촌자치 규약으로 작성했던 향약은 물론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퇴
계의 향약이 예안 지역에서 시행되었더라면 당시 예안 지역의 향촌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의 향약 속에 당시 향촌자치조직이
추구했을 법한 가치가 충분히 담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퇴계 향약이 당시 향촌자치
조직의 규약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공권력과 자치권의 공존 추구
주자의 향약과 달리 퇴계의 향약은 국가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주자 향약의 경우에는 재지사
족들의 향촌사회 향풍교정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촌사회 구성원의 과실에 대한 처벌 역
시 국가의 공권력을 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중국과 사정이 조금 다르
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무사히 안착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주, 부,
군, 현 체제로 정비한 후, 그곳에 수령을 파견하여 국가가 직접 통치하고자 했다. 반면 오랫 동안 향
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재지품관들도 자신들 나름대로 향촌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치조직을 결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하여 중앙정부가 향촌사회를 직접적으로 통치
하려는 움직임과 향촌사회조직이 자치적으로 향촌사회를 운영하려는 움직임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조선초기 향촌사회 자치조직의 운영기관이었던 유향소의 혁파와 재설치가 반복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중앙정부는 향촌사회 자치조직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
정해주고, 향촌사회 자치조직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협조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향촌사회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향촌지역의 행정업무를 도와줄 사람
(즉 향리, 면리임, 권농관, 감고 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외부에서 파견된 수령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기반을 닦아온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
앙정부에서는 특히 토성 출신의 재지품관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들의 협조 없이는 수령이 효과적
으로 향촌사회를 통치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편, 향촌사회의 실질적 세력가인 재지품관 역시 자신들 나름대로 향촌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화민성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의 결성과 조직의 운영기관으로 유향소의 설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중앙집권제를 표방하는 조선에서 중앙정부의 인정 없이 향촌자치조직이 자치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촌자치조직은 유향소 복설(復設)이라는 조치를
통해 향촌사회에서 자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수령의 향촌사회 통치에 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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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세를 취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 조직의 규약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향약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조선향약에는 향촌사회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치와 윤리적 측면에서의 교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향약의 특색이 퇴계의 향약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향약이 향촌사회구성원들의 윤
리적 교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나 관에 고발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自治)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향약은 향촌사회구성원들의 자치규약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의
테두리 내에 있는 조직의 규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연대성 없이는 원활한 활동을 유지하기 어
렵다. 정치적 측면에서 향촌사회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법 준수의 엄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향촌사회구성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윤리 규범 준주의 엄중
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는 반드시 향촌사회 지도층이 앞
장서야 한다. 향촌사회에서 세력이 있다고 해서 관청의 공무에 간섭한다거나 사적인 위세를 부려 관
청을 소란스럽게 한 것을 공권력에 호소해서 처벌하지 않고 다만 향촌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벌
한다면 이것은 향촌자치라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버린다.
국가체제 속에서 공권력에 대한 무시는 향촌자치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며, 그렇게 되면 향
촌자치조직의 자치는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치와 향촌자치조직의
자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향촌자치조직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
고, 향촌자치조직의 차원에도 중앙정부의 공권력을 존중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과 자
치권의 공존을 추구한 퇴계 향약의 특성은 공권력의 상징인 중앙정부 통치와 자치조직의 자치가 원
만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 가족윤리에서 사회윤리로, 그리고 국가윤리로의 확장
앞서 살펴보았듯이, 퇴계 향약의 벌목 조항을 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족공
동체 윤리, 사회공동체 윤리, 국가공동체 윤리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퇴계는 윤리
의 근간이 되는 가족공동체의 윤리와 외연 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공동체 윤리를 가장 엄중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윤리를 어겼을 때 극벌로 처벌한다. 그리고 가족공동체와 국가공동
체 중간 영역인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윤리는 중벌로 처벌하고, 향회 집회시에 국한되는 행위와 관련
된 윤리는 하벌로 처벌한다. 퇴계가 벌목에서 가족공동체의 윤리나 사회공동체의 윤리 외에 국가공
동체의 윤리를 수용하고, 국가공동체 윤리를 위반했을 때 엄중하게 그 책임 묻고 있는데, 이것은 퇴
계 향약이 비록 향촌사회구원들의 자치 규약이긴 하지만 향촌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공동체의 윤
리가 국가공동체와 관계된 윤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유교
윤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친하게 대우하는 ‘친친’
(親親)의 사랑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효(孝)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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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제(悌)를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했던 것이다.50) 즉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
랑을 먼저 실천하고, 이러한 사랑을 점점 외부로 넓혀서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로까지 확장하라
는 것이다. 퇴계는 이와 같은 가치를 자신이 입안한 향약에 담고자 했던 것이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
준 부모가 소중하다면 마땅히 누군가를 낳고 길러준 이웃의 부모도 소중할 것이고, 우리들의 소중한
부모, 형제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의 리더도 소
중한 것이다. 친친의 윤리가 가족공동체에만 머물고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로 확장되지 못한다
면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문란(紊亂)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공동체의
토대하고 할 수 있는 가족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극벌 중 “관청의 일에 간섭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을의 풍속을 어지럽힌 자”와 “위세를 부려
관청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중벌의 “공적, 사적 모임을 불문하고 관청
의 일에 시비를 거는 자”, “공무를 빙자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 등을 벌목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처벌
하는 내용은 주자 향약에서는 볼 수 없는 퇴계 향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인호를 자
신의 집에 숨겨놓고 국역(官役)을 회피하는 자”와 “세금납부(租賦)에 힘쓰지 않고 국역(徭役)을 회
피하기 위해 꾀를 부리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향촌사회구
성원들의 자율적 자기통제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조선초기부터 재지품관의 주
도로 설치되었던 유향소가 성종대 공인되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 혁파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향촌의
유력자인 재지품관이 향원(鄕愿)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향촌 유력
자들이 자기절제 없이 폭주하게 되면 수령권은 약화될 것이고, 수령권이 약화되면 당연히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할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조선초기의 사회로부터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퇴계는 가족공동체의 윤리로부터 국가공동체의 윤리까지 확장되는 내용을 향약에 담아 각 공
동체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했던 것이다.

4.3 법과 제도보다 도덕성 중시
조선시대 향촌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향촌사회를 자치(自治)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 바로 유향
소이다. 유향소가 강조했던 향촌사회 통치방식은 중앙정부의 공권력을 앞세운 법과 제도에 기반한
통치가 아니라 도덕성을 앞세운 자치였다. 물론 그렇다고 법과 제도에 기반한 통치를 거부했다는 말
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향촌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향촌자치조직은 도덕성에 기반한 자치의 한계를 공권력에 기반한 법과 제도라는 외
적 강제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조점은 도덕성에 입각한 자치에 있었다.
조선의 향약, 특히 퇴계의 향약도 향촌자치조직의 기관이었던 유향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퇴계 역시 법과 제도라는 외적 강제장치를 동원해 향촌사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윤리와 도

50) 뺷論語뺸,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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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에 기반한 내적 강제 장치를 사용하여 향촌사회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
면서 선왕이 제정한 법과 제도는 사라졌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시대(古今)적 상황에 따른 마땅함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51)라는 퇴계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가변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지만 인간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도덕은 영원하고 본질적이라는 말이다.
퇴계의 향약에는 두 가지 목표가 들어있다. 하나는 ‘화민성속’, 즉 향촌사회의 풍속을 성리학적 이
념에 따라 아름답게 교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통치에서 벗어나
향촌사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별개의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적 이념에 따르면 정치의 최종 목적이 결국
‘화민성속’에 있기 때문이다.52) 이것은 뺷대학뺸의 조목이 ‘수신’에서 ‘제가’로, ‘제가’에서 ‘치국’으
로, ‘치국’에서 ‘평천하’로 확장되는 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통해 가
족동체의 윤리를 확립하고, 가족공통체의 윤리를 확장하여 국가공동체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것이
다. 그렇게 하여 전체 구성원들이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교화하고 그로 인해 올바른 사회 풍속을 확
립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은 자연히 평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 향약의 두 가지 목표
가 결국에는 ‘화민성속’을 지향하고 있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향촌사회의 자치를 통해 ‘화민성속’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와 도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은 내적 강제력을 가진 장치이지만53), 법과 제도는 외적 강제력을 가진 장치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과 제도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계는 법
과 제도를 통한 자치보다는 윤리와 도덕을 통한 자치를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효
과적인 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에도 도덕을 통한 자치를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
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백성들을 법으로 이끌어 따르지 않는 자를 형벌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을 도덕으
로 이끌고 그들을 예로 바르게 한다면, 백성들은 [도덕을 어겼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것이다.”54)라는 공자의 말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공자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적 강제수단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
을 자율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
동을 교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외적규제를 통한 처벌은 도
51) 뺷退溪集뺸 卷42, ｢鄕立約條序｣.
52) 이것은 주자가 뺷대학뺸의 삼강령 중 하나인 ‘親民’을 ‘新民’으로 해석한 데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주희는 백
성들을 친밀하게 대해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 즉 사대부가 교화
해야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리학자들은 치인을 화민성속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수 있다. 한재훈, ｢향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 뺷한국서원학보뺸 8, 2019, 85쪽 참고.
53) 물론 법과 도덕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만 오늘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유교사회였던 조선 역시 법제(法制)의 영역과 도(道), 인륜(人倫)의 영역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4) 뺷논어뺸, ｢위정｣;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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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양심을 길러주지 못하게 되고 점점 자율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힘들게 만든다
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적인 무엇이 없다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줄 동력도
사라져버리게 되어 점점 타율적인 존재로 바뀌게 된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내적 강제 수단을 통한 처벌 역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적 강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과 연결되어 결국
내적 강제로 나아간다. 윤리와 도덕을 통한 규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와 달리 도덕적 양심을 길
러주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여 도덕적 양심이 길러지게 되면 행동이 윤리 규범에 어긋날 경우 내
면에서 부끄러운 감정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자율
성이 확보된다. 내적 강제는 결국 양심이 하는 강제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부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내적 강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내적 강제를 통해 자신을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엇에도 흔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과 제도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위이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
국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고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지 않는다. 조세제도와 군역, 요역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치품관이 위력을
부려 그러한 법망을 피해간다면 향촌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퇴계는 향촌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인정하는 규약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적절한 사람을 얻으면 한 고들이 숙연해
지고, 적절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온 고을이 해체된다.” 법과 제도보다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은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의 주체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공동체의 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5. 나오며
이상으로 조선 향약의 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퇴계 향약을 주자 향약과 비교 분석하면서 퇴계
향약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 담긴 향촌자치단체의 규약으로의 긍정적인 가치까지
살펴보았다. 이제 퇴계의 향약 속에 오늘날 자치조직이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치조직은 공권력에 의한 통치와 자치조직의 규약에 의한 자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
다. 큰 공동체의 하부 공동체인 경우 큰 공동체의 인정 없는 작은 공동체의 자치는 매우 위험할 수 있
다. 작은 공동체의 독단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수한 맥락
과 역사를 가진 여러 작은 공동체를 큰 공동체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 역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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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수 있다. 그것은 자칫 폭력과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공동체의 자치에는 큰
공동체의 인정이 필요하고 동시에 작은 공동체는 큰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작은 공동체의 자치가 현실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자치조직은 개인의 수신으로부터 가족, 사회, 국가로 확장되는 윤리관을 지향해야 한다. 사
회공동체의 기반은 어쩔 수 없이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공동체의 안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가족공동체의 안정성은 건전한 가족윤리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족공동체를 안정시
키는 가족윤리는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한편 사회공동체의 안정적 유지
는 국가공동체의 건전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공동체는 국가공동체의 하부 공동
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동체가 병들었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회공동체의 건강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때 지
방의 자치, 시민사회의 자치가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 보다는 윤리와 도덕성에 의한 통치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때로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통제되기도 하지만, 결국
은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 사람이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법과 제도는 사
람들을 선량하고 건강한 존재로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이후 많은 정
치가들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매진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한층 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수양만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기란 현실
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도덕성에
의한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
도가 있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다. 내적 강제를 추구하는
도덕성에 의한 정치는 결국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도덕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구성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을 선한 존재로 끌어올 때 자치조
직의 자치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퇴계 향약이 가진 한계도 매우 분명하다. 그러한 요소는 지양되어
야 할 것이다. 퇴계 향약에서 보이는 어두운 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향
촌사회의 구성원들을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았다.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로 구분한 후,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교화의 주체이고 성리학적 지식을 갖
추지 못한 사람은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둘째, 사람들 간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놓인 윤리는 쌍무
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이고,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다. 과중한 책임을 떠안은 사람, 권리는 적은
반면 의무만 큰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
게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올바른 인간 관계는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퇴계의 향약은 약 500년 전에 작성된 것이다. 현재와 너무나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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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현대 사회의 자치단체 내지 자치단체를 조직하려는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
는 보편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진행한 연구가 우리 사회의 바람직
한 자치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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