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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동서양의 우주론 개념에 대한 단상

우주론(cosmology)은 우리 배후에 상정되는 매우 거대 학 실재 (Reality)에 대

한 논의이다. 그 실재가 인격적 존재일 수도 있고 비인격 쩍 일 수도 있다 다

시 인격적 존재가 인간 세계에 직접 관여하는 주재신일 쑤도 있고 퇴화하여
근원자로 원격화된 의례신일 수도 있다 비인격적 실재 역시 복합적이다

인간의 관념성을끝없이 잡아매는규범적인 이법자일수표 있고， 외물적 우
주만유에 구심성을 제공하는 중심자일 수도 있다기

서양에서 우주론이 혼돈(chaos)과 질서 (cosmos) 에 대한 변증론이라면， 동
양에서 우주론은 하늘과 인간 사이의 합일과 분리에 대한 관계론이라 할 수

있다. 관계론。 171 에 햄과 인간은 서로의 이상적인 관계 설정을 꿀없이 모
1) 우주흔의 배후를 물형적 으로 보는가 아나 면 관념 적 드로 보는가의 차이도 있다 중국이 천

지인의 구도 속에서 다분히 물형적 뷰를 전제하였다변인 도의 불과 무색계와 법계를 내
세우듯 상당히 관념적인 우주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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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며 ， 변증론이기 에 혼돈과 질서는 서로를 넘어서야 히는 경쟁 관계에 놓

인다. 그래서 서양의 우주론은 경쟁을 넘어서 종국에는 질서의 주재자에게
편입 되어 뱀}는 神論(the녕m)으로 전환되며 동양의 우주론은 천 인의 상관
관계를 논하는 天論으로 표출되고 다시 우주와 인간의 질 서 관계를 논히는
易論으로펼쳐진다.

전통적인 시유에서 동양은 우주론이란 말을 따로 성립 시키 지 않았다. 서
양의 신론에 대해서는 천론이 대비되고 코스몰로지 에 대해서 는 역론이 대
웅된다고 할 만하다. 이 런 점에서 서양의 神學에 대하여 동양이 天學과 易學
이란 장르를 성립 시 킨 이 유를 다소간 짐작하게 된다. 천학이 점성학을 포함

하여 물형적인 천체 의 운행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역 학은 우주자연
의 변화 원리 문제를 형 이상학적으로 풀어내는데 더욱 치 중하였다.
그리고 동양의 우주란 말에는 이미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 지는 시공일여
의 합일질서를 추구하려는 역론적 관점이 짙게 깔려있다 r설문해자」에 따
르면， 宇는 天地四方 의 공간적 우주이며， 富는 古往未來의 시간적 우주를
뭇한다. 이 시공의 두 축이 不可分 不可離하여 분리되는 성격 이 아니란 맥
락에서 宇寅리- 합용하는 말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심 하게 말하여 동양적
우주란 시간과 공간의 일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易 의 자형적 의미 를 日 月
合明 에서 찾듯이 일월의 천체운행은 천학 뿐만 아니 라 역학의 기본 주제이

기도 하였는데， 지상의 인간은 천공을 운행하는 일월을 통하여 열두달 이십

사절 기 와 같은 시간의 벼리를 건립하였고 그 시간의 질서 속에 서 인간의
공간적 활동 방향이 정초된다는 믿음이 통양 고대에 제출되었던 月令 사상
혹은 明堂 시장이 기도 하다. 이 흐름은 진한대에 후일 상수학이 라 일걷는
휩氣易學의 우주론 분야로 확장되었다. 주역의 圭f 象으로 節혔의 시 간 변화
를 읽 어 내 려 하였던 통양적 역론의 사유 초석이 여기에서 부터 개 진되 었다
해도 괴언 이 아닐 정도이 다.

이렇 게 역론은동양적 우주론에 해당한다. 하늘과 인간， 히늘과 땅， 인간
과사회 ， 자연과 인간， 시 간과공간둥 많은관계설정적 인 대 립 힘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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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관계를 하나의 시스댐 속에서 위치 지우고 설정해내려 하였다. 그러한

복합적인 역론 중에서 인간이 하늘과의 관계 설 정을 가장 근원적인 주제로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천론의 고잘은 동양적 역 론 곧 동양적 우주론과 질서
론에 중심테제를 저l공한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주론약 변화를 고칠 하기 위해서는 일

차적으로 혐에 대한 이해의 관점 。 1 중요한 키워다 된껴 이에 다음에서
고려와 조선이라는 두 시대의 대비 를 통하여 효F국λto11 서 우주론의 사유 변
화가가지는 몇 가지 측면을짚어보고자 한다

II. 하늘의 상실과 천론의 변화
고려와 조선이라는 두 시대를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놓는다는 것이 위험
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역사적 준거 대부분이 조선적인 사유

지형에 익숙해져 았다는 점 을 감안하면 때론 되려 권장될 만하다고 생각한
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사유 양식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로서 우리 학문의 역사학적 인문성이 보다 유연해지게 되는 보람이라 할
것이다.
고려와 조선어1 서 히늘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보다

제전의례의 혁파로부터 찾을 수 있다 스스로 명나라의 저혈 자처한 조선
으로서 천자만이 하늘을 독점할 수 았다는 전근대 성리 핵적 질서론에 편입

하기 위하여 건국 직후부터 조선의 위정자와 유자들은 취천년을 지나온 기
존의 제천례 혁파를 스스로 제기하였다
건국한 지 한 달이 채 못되 는 태조 원년 (1392) 8 월 11 일 禮簡典뿔 趙曉(조

꽤 등01 고려 典趣의 혁파방안을 건의한 상서문을 보면， !도교와 불교의 예1
제 폐지 를 주징봐면서 더불어 ‘며묘 는 天子가하늘에 제샤지내는의절이니，
이 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r조선왕조실록」 「태 조실록j)2) 라 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뷰론 관정 변화 천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극으로 (김 일렌 깅9

태종 1 0 년 (1410) 1 2월 25 일의 실록에서 예조가 “옛부터 나리를 차지한 바

는반드시 始祖를上帝에 배향히·여 제사하였으니 ， 청컨대 정월 10 일에 태조

를 南했祝에 배향하소서 라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오히 려 “시조를 하늘에 배향하는 것은 天子의 일 이 니 ， 灌國에 있어서는 일
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예조에서 갑자기 禮에 참람하게 申間하였으
니 ， 마땅히 收司로 하여금 째問해야 합니 다

하였다. 이 를 듣고 태종은 ‘내

가 이 미 그른 줄 알고 궁중에 머 물러 두고 내 리지 않았다. 歲時가 이미 가까
왔으니 下뤘할 수는 없다 라 하였다.
태종 14 년 (1 4 1 4) 5 월 1 3 일 병조판서 李뼈(이응) 이 勳E를 당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 내 고 비 를 비 는 의례를 행할 것을 청하자， 태종 스스로가 ‘맛子가

된뒤 에 야 天地에 제사지내니 참람한예를행할수가없다 라거절하였다.
세종 원년 (14 19) 6월 7 일 에도 변계량이 기뭄이 심하므로 圓뺨의 察天禮를 다

시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세종이 “참람한 예는 행함이 불가하다

하였다.

이처럼 태종， 세종 연간을 거치면서 이미 하늘의 상제에 대한 제 천례가
스스로의 분명한 존회종법적 자의식에 의거 하여 국가의 공식 예제에서 성

공적 으로 배제되었고 3) 전국시조의 제천 배향조차 허락되 지를 않았다.

그럼 에 도 아직 하늘 제사를 주관하는 소격서가 남아있어 소중화적 성리
학 질서 를 완전히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 이같은 인식 이 성 립되자 더 이상
2) 서울시 스템 (주) ， r.중보판 CD-ROM 국역조선왕조실톡'J (997 ) 참조，
3) 김해 영

4) 세중

조선초기 祝典 에 관한 연구'j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994)

31 년(1 449) 7월 4 일조에서 영의정 홉흉가 가뭄의 재앙 이 금년에 더욱 심하묘로 비 릎

비는 所 雨 蔡天올 일시적 이나마 뻐톨 에서 거행하기릎 청 하였는데 ， 세중이 답하기 를 ， “비
록 원단에 제사릎 드린다 하더 라도 비가꼭 온다고 할 수 없는 것 인데 ， 만일 행하고서 비가
온다면 랩빠라는 이 름만 얻게되니， 다만 ~格앓이 비록 왔端 의 일 이 기 는 하나 역시 하늘
에 채사드리는 것 이니， 束 홉으로 하여금 친히 기도하게 함이 어 떻겠는가” 하 였다 이에

의정 부에서 “소격 전 에 친행히는 것윤 옛적에도 없었던 바이며 ， 또 大많 이 이 미 대 행하였
사온데 ， 하휠 친히 행할 것이 있겠습니 까 ”라 아뢰었다. 이것은 국왕이 직 접 원단 체 천올
거행함은 참례에 걸 리니 불가하고， 대 신에 기우의 체천을 소격 전 에서 통궁으로 하여금 대
행케 하는 절충안을 세종 이 제시하고 의 정부가 받아들이는 장면 이다 결국 조선 초기 원단
체천 의 혁파로 비 롯된 제천 의 의 례적 공백을 도교의 소격전 이 대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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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격서도 공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조선의 사상을 폭점하려던 성리학
자들은 이마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려 이래 도교 의례 를 전담하던
소격서가 남아있어 그나마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제천의 察場 이 명맥을 유

지하여 왔으나， 사림의 혁명을 이룬 조선 중종연간 성리 함 근본주의자이라
할 수 있는 소학주의자 펴光파W482~1 딩 19) 가 밥을 세워 인일 주야로 중종에

게 혁파 상소와 가납 면대를 압박한 끝에 드디어 소격서 혁파의 성공을 거
두게 되었다'j) 그 뒤 몇 번 부활을 거듭하였지만 대세를 거 스를 수는 없어
조선조 전반기가 마무리되면서 61 더 이상 조선에는 제천을 공식 제도로 주

S) 李 1~ 翊 (1736 - 18()(Í)의 r 연 려실기 술」 어1 표사된 기묘사화 기 사를 롱하여 이 과장을 살펴 보
면， ’‘중종 13 년 (518) 무인년에 兩司 와 王숲 홍文 짧 에서 서로 다투어 1fc 章을 올 려 소격 서

혁파를 상소하였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 허락지 않았다 이때 홍문환 부제학 조광조가 面
對를 신청하여 極論하였고， 다음날 또 동료들과 함께 합문에 엎 드려 네 차례에 걸 쳐 장계
를 올렸으나 역시 허 락지 않는지라 조광조가 承읍 에게 이르기 를 ， ‘; 허 를 받지 못하띤 오
늘은 물러가지 않겠다‘ 하 였다 날이 저 물자 꽁練들 이 다 집 으로 돌{아가니 조광조가 징 심

을 하고 통료들에게 ‘우리 들은 비 록 죄책 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정성 을 다해 아뢰 어 밤새

도록 가지 말고 기어이 임금의 마음을 돌렬 것올 기하여야 하겠소’ 체고는 닭이 울 때까지
아뢰 기 를 그치지 않았다 이에 임금이 ’이 일을 어찌 허락지 않으리오마는 그 내 력 이 이미
오래 되었기 에 없애기 아 려워 그랬던 것이 니 내일 대신들과상의하얘 혁 파하겠노라’ 하였

다 ” 드디어 조광조의 압력에 중종이 굴복올 한 것이 다
이 대목에 대해 이긍익의 논평이 덧 불어져 있는데， “그 떼 숭지 들은 햄 상에 기대어 졸 며 괴

로워하고 있었다 지엄 한 대내에서 이 l 빼가 밤새도록 함부로 출입 학며 여러 번에 걸쳐 아
뢰 기 를 그치지 않았으니 임 금 인 뜰 어찌 귀 찮지 않았겠으랴 신하 된 사람은 임금 에게 간할
때 기회 를 보아 아뢰어서 임 금 스스로 깨 우치도록 하여 야지 이같이 핍박해 서는 무사할 수
가 없는 것 이다 라 하여 ， 조광조의 집요한 태 도를 비판하고 있다

’

이상， 이 능화

조선 도

교사J ( 이 종은 역주 ， 보성문화사， 1 992) 참조‘
「종종실록」을 살펴 보 면 ， 중종 13년 8월 1 일 상소문에서 조광조가 소격 서 혁파 에 대 한 자

신의 λ냉적 논변을 장황하게 개 진하였고 ， 8월 22일부터 는 9월 2일서지 거의 매일 하루에

도 수차례씩 상소와 면대 를 거 듭하 였으며 ， 드 디 어 9월 2 일 밤에 는 철 야로 혁파를 압박하
여 가납올 받아낸 끝 에 9월 3일 공식적 으로 소격 서 혁 파가 하교 되 었다 실록에서 는 이 날

새벽의 일을 이 렇게 기 록하고 있다 “신의 마음은 동료들과 밤새도욕 논짐하여 비 록 벌을
말더라도 사피하지 않고 반드시 성상의 뜻을 돌 리기 를 목표로 하였는데 ， 이제 전교를 들
으니 감격이 실로 릅니다 어찌 소격 서 를 혁따F는 것 때문 에 이처 럽 기쁘겠숨니까?

아마도 여러 사랑은 아직 성상의 뜻올 모를 듯하니 , 지긍 밥이 깊었지 만 대간을 불러 그 뜻
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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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 있는통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렇지 만 농경 제 일주의를 내세우던 조선조로서는 기우제를 필요로 하는

농업사회의 현실적 인그리 고정치적인요청을외면할 수는없었다. 이에 기
우로서의 원단례7)와 더불어 숭유억불의 정책 아래 음사로 내 쳤던 Æ倚과 협
倚에 게 실질적인 기우의례를 주관케 하는 편법이 동원되 었다. 기 우제에 제

사되는 신위가 제천의 천신인가 아닌가 그 성격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

일 정 도로， 기우제조차 거부하려 하였지 만 그 마저 폐 지 할 경우 농경의 이
념적 기 반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하고 포佛
에게 편 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들 기 우례는 성리학

의 국가 공식 제천례 제 로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점 에서 이 것은 일종의 편법
의 역 사라 할 수 있다 8) 우리 기- 조선사회의 예속이 나 풍속을 들여다볼 때

미을마다 민간신앙적 인 기우례와 관련된 설화나 담론이 많이 발견되는 것
은 이같은 제천례의 편법적인 운영으로 말미암은 흔적 이리고도 볼 수 있는
것 이다.
조선 전기 를 통하여 이 같은 일련의 제천 혁파 과정이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툼에 따라더 이 상우리 사회에서 국가제천과같은공식적인 예 전을찾아

6) 李n￥ 光(1 563 - 1 628) 의 r지 봉유설」 에서 는 “임진병란 후에 이 내 폐지되고 회복하지 않았
다” 하 였으니， 소격 서의완전한혁파가임진왜란직후에 이루어졌음올알수있다 : 이놓

화조선도교사」 참조.

7) 태조 3년 8월 2 1 일조에서 ， 예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뼈 iíJI 에서 하늘에
제사를 옵리고 析뤘과 析雨훌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경솔하게 폐 할 수 없습니다. 뻐
典 에 기 록하여 옛날 제도률 회북하되 이 톰융 11]:\1 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

이로부터 원구단의 이름을 왼단으혹 개청하되， 일반 제천례전A로서 가 아닌 기우례룰 행
하는 곳으로사용하였다.

8) 세종조에 정리된 五빠 찬정에서 힘없의 大~~에는 사직파 총묘의 둘만 입전시 켜， 체 천 항

목 자체 활 배제하였다. 이 에 따라 기우 원단례는 대사의 제천 례기- 아니라 中맨의 風~~앓
iif.H훌로 뜰어가 있으며， 무불의 기우례는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휴 æJf에서의 기우의
도 꽃天上帝 에 대한 제천 이 아니라 句혼， 祝빠 퉁 표합 ..$에 대한 제 향으로 규정되 어 있다.
이처럼 조선조의 공식 예전에서는 어디에도 기우제가 제천례로 규정되어 있지를 않으며，
하늘의 상체에 대한 제천례로 거행된 것도 아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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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긴 역사에서 보자면 이것은 분명 혁명에 가까운

문화 변동이라 이를 만하다. 또달리 보자면 수천년을 이어오면서 인간의 원
원한 배경이 되어왔던 하늘의 상실이라 이를 수 있다. 소봐하였든 제도화되

었든 간에 삼국시대 이전부터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제전의 중요성과 제천
의 통로가 확대 일로를 걸어오다가 조선조에 들어 서 공작인 하늘의 상실로

결말된것이다.
이런 변화는 다시 하늘을 란러싼 논의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진다.
고려사회가 제천의 통로를 다$봐게 확보하면서 다%벤 신격을 제출하여

복합적인 천론을 지행}고 있었다면 이제 조선의 사회 에서는 천의 작용적

측면의 논의가 중심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조선조 성리혜의 뷰론에서는
실재적인 천론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형이성학적인 이념이 논

의의 중심으로 밀려들어오는 형국을 보인다. 제천례가 지속되었다면， 분명
제천의 주신 문제와 제장의 문제 제천의 시기 문제 등과 같은 매우 구체적
인 천론들이 개진되었을 것이지만 이런 논의를 조선조 생리학자들의 글들
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고 말였다 9)

m

고려 제천의 다원성과 하늘의 복합성

고려 사회로 들어가 그들이 지향하였던 제천과 하늘의 이해 문제를 살펴
보면， 무엇보다 제천의 형식이 상당히 복합적이 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1 0) 흔

9) 졸고동양 천문의

범주와 그 세계관적인 역할 고려와 조선의 하놓 이해 를 덧붙여 JC정

신문화연구.J 94호， 2004년 봄호)에서 천 문사상과 제전의 문제에 대 해 언급하였다

10) 졸고고려시대의 다원적 至 챔 ~$ 관 념 과 그 의례사상사적 배경 J( I'한국문화」 제 29집 1 서
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의 종교문화

’

2002 C. 6) ;

r고 려 시대 국-가 제 전의 례의 다원 성 연구J ( r고려시대

그 역사적 상황과 복합성J ， 융이 홈 외 공저， 서울대 출판부， 2002 닙

12) ;

「전통시대의 삼교 교섭과 공존의 문화 고려시대의 다종교상황을 중심으로J ( f한국문화
와 종교적 다양성

갈둥을 념어서 J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12) 퉁에서 고려시대

고려와 조선의 우주혼 관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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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우리가 제천의례 하면 유교적 국가의 례 리는 보다 한정된 맥 락을 떠 올리

지만， 관점을 개방시 켰을 때 히늘에 대한공적인 제사 일반을 지칭히는 보편
화 관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종교λ}에서 볼 때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다양한 하늘에 대한 제례를 그 문화권의 세계관-으로 형 식화시키고 있다.
고려시 대의 국가 제 천의례 전통도 이 같은 보편적 인 맥 락에 서 접근하였을
때 다양한 관점들이 비 로소 포착된다. 고대 동아시 아 문화권에서 유교적 제
천례 가 지 니 는 역 사적 의 미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역사

를들여다보면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없t음을발견하게 된다.
삼국시 대의 제천의례 는 유교적이라기보디는 부여의 迎鼓 察天， 고구려의
束盟 했天 등에 서 보이 듯이 유교 이전의 자문화적 전통 측면에서 접근되며，
고려 의 유교식 제 천의례 역시 성종대에 비록 圓표 했天으로 도입 되 었지만

고려 시대 전체를 대 표할 만한 중심 흐름에 위치 해 있지는 않았다. 더 욱이
성리학에서 건국의 이 념을찾았던 조선시대에서조차尊 BfJ 사대주의에 걸려
유교적 제천의례를 스스로 포기 하였기 때문에 제천례를 둘러싼 숱한 논쟁
에 비한다면 원구 제 천 이 우리 역사상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크지 않다고 할

만하다.
고려조의 제천 범주를 대 별해보면 국왕 진제 형 식 의 도교적 꼈훈應의례나
불교적 ;효場의례， 무속적 析{펜의례도 국가치원의 제천의례 로 재조망할 여
지가 많다 유교적 제천은 성종 2 년(983) 때묘 析쨌祝로 전개 되 었고， 예종 2

년(1 110) 6 월 “ìX:辰湖 日에 왕이 책恩좋로행차하였는데 2 B 日 이 절에 서 親
히 察天하였다”는 기록은 시찰에서 불교식 제천의 례를 봉행히였음을 드러
낸다. 의종 원년 (115 1 ) 內歐에서 “太一 親願”하였다 하고， 선종 4 년 (1087) ‘文

德願에서 風雨調}I頂을 위 해 太- 親應”하였다는 등의 기 록은 왕이 친히 궐 내
에서 륨엎察 형식을 벌 어 도교식 제천의례를 거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빈도수를 조사히 여 보면 r고려사 · 예지」의 吉禮 大祝 첫 부분에
의 천신론과재천례문제 활다루었다 본장에서 는 거기에서 개 진된 내 용몇가지를본고
의 논지와 판련하여 재론하는 정도로 언급하였다

244

통아시아 문화와 예술 1 집

편제되어 저]1 의적인 의미가 부여된 핍llí페E 에 대한 용려1싸 r고려사 · 서]7]그
전체에서 겨우 14 번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도교적 제천라|인 초재는 「세가」
에서만 무려 183 번이나 설행되었다. 더구나 14 번의 원구사 중에서 4 번 정도

(성종 2 년， 현종 22 년 ， 인종 22 년， 공민왕 19 년)만이 유교적 최고 사전에 걸 맞는
정월 원구제천으로 거행되었으며， 나머지는 주로 4 ， 5 월을 시기 로삼는 析
雨 원구사이었다. 기우원구는 유교제천의 본령이 아니다 11) 이 점은 r고려

사 · 예지」의 찬자가 고려의 제천 역사를 성리 학적 입장에서 전혀 재구성해
놓았던 것임 을 시사한다 오히 려 「예지 , 잡λh 로헬이놓았던부분이 실상은

고려의 중심 역사였을것이란생 각이 든다.
따라서 실제 설행 빈도수가 소략한 정월 원구사를 고려의 최고 국가의례
로 내세운 것은 r고려사 · 예지』 찬자들의 유교적 호교론에 입각한 의도적

강조이며 역사적 실제외는 거리가 먼 기술임을 확인하게 펀다. 매년 항례적
인 제전이었기 때문에 기 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자만， 다른 의례의

기록들을 비교하면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 매년 11 월 뽀름으로 항례화된
중동 팔관회(서 경은 매년 10 윌 보름) 의 경우 「세가」에서 대 략 130 번 가량 빈출

되었으며， 매년 2 월 혹은 정월 보름으로 개설된 상원 연뚱대회는 무려 170
번가량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상하라만치 r고 려사 · 세가」 에 그렇 게 빈발하던 불교의 도량 의례

가 「예지」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를 않다. 비 록 「예지」가 유가적 사관에 입

각한 편찬이라 하더라도 공식 차원에서 이 루어진 고려의 뼈論은 어느 정도
기탄없이 기 록되었어야젤 것으로 기대되논 것이다 I예지 4 에서 불교 의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우리 들의 고려 이해를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꿀
게한다

「세가」에 기 록된 자료를 중심 으로 분석 하더라도， 불교의 각종 도량의례
11) 졸고짧뿔 南 北 朝 시기의 ~'fl~E! 멤Jf.il: 변천과 天文 思想J ( f짧뺨쌓報J '86호 ， 진단학회，

1998
口 12) ; r奏漢代의 외ljíE!힘JJ표와 I행家했天 fli!j~ 떤천과정 J ( f중국사번구」 제 24집， 중국시

학회 ， 2003 C ， 6월)에서 제 천 의 중심 형식과그 변천 문제 를 다루었다}

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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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제 석천， 마리지천， 공펙천， 사천왕 등은 일종의 불교적 제천의례로 조
망될 수 있다. 특히 天帝’釋 도량의례는 대개 정월 혹은 2 월을 개설 시기로
삼는 국가의례로서， 새해를 맞이하여 나라와 백성의 근원인 하늘에 예를 올

리는 신년제천의례 성격으로 설행되었다. 왕건θ18--943) 의 태 조 2 년에 이미
內帝釋츄와 통 7 년 에 外帝釋院을 창건하였고 문종 14 년에 처음으로 정월

제석도량을 연 이래 마지막 공양왕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지속된다. 고
려의 대 표적인 大祝級 불교 제천의례였던 셈이다.

천제 석이란 말이 동어 반복어로서 ‘돗=帝釋”의 관계를 보여주며

r:삼국유

싸의 일연이 단군신화를 편찬하면서 최고의 히늘신인 환인을 釋帝로 格義

해석한 점 등은 당시 고려인들에게서 제석이 히늘의 불교적 최고 천신을 의
미하는 맥락이었을 것 이 라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는 삼국시 대 이래의 전통

적 제천의식과 습합된 측면도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적 세 계관 아래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신중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생의 근원이면
서 지 고한 하늘을 주재 히는 보면적 지고신으로서 불교의 최 고 천신인 천제

석이 내 세워졌던 것 이 다. 고대 제천전통의 고려적 재 해석이면서， 불교 신관

으로써 전통 천관념을 격의한것이라하겠다.
이와 같이 r고려사 · 예 지」의 내용을 통하여 고려 시대의 제천 현상을 이해
하는 것이 얼마나 비 역사적인지 를잘보여준다. 현대의 우리 학계도조선조

학지들의 편향된 시 각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 서 우리는 기존 연구사와 사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
으며， 좀더 다OJ=한 준거 와 분석을 통하여 고려시대의 역사지형을 보다 객관
적으로 조밍빼내기를 요청한다.
제천의 역시는 제천의 主神 역사도 함께 전제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제
출되었던 지고천신을 살펴보면 우선 f광개토태왕비 J ， 댐국사기」 등 고대

사료에서 는 天帝와 훌天 上帝 天 퉁의 용법이 비교적 주류를 이 루는 가운
데 天帝 관념이 매 우 깅송}였다면 고려시대는 그같은 天帝 에 대 한 용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고려사」에 나타난 지고천신의 명칭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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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성스러운 하늘의 임금이란 의미를 지닌 훌天 上帝의 용{법이 가장 빈번하

다. 또한도교적 천문성수우주론과 연관되는 太 -과 天皇 용법이 두드러지
는 점도 주목되는데 이는 고려시대에 도교 세계관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임
을 시사한다 다음 上天， 昊天 의 용법도 많이 보인다. 특폐 昊天 에 대한 관
넘은 r주례」에 기반하는 유가적 의리론 맥락과 연관된다늠 점에서 고려시대

에 유교적 제천의례가 공식적 F로 수용되는 측면을 떠 올리게 한다〔훌天 34
건， 太- 28건， 上天 25 건， 上帝 24 건， 꽃天 9 건， 天 핑 4 건) 이처럼 다%댄F 지고전

신이 공존하여 고려의 하늘을 다원화시키고 있었다，

IV. 고려와 조선에서 하늘과 천문의 중심 변화
우주론 변동과 관련하여 또하나 주목할 만한 점 으로 하들의 구체적인 질

서 론과 연관되는 천문에 대한 관점 변화이다. 고려가 국기적 천문 시스댐을
운영하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삼는 천문우주론을 지향깎고 있었다면， 조
선의 천문에 이르러서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가 주목하였던 북극성의 주재

성과 상징성이 약화되어 벼리고 대선에 태극이라는 비첸문적인 우주론을

내밀면서 천과지라는물형적 천론아래 천문을종속시키 끄 있었다.
聖王이 추구하여야할 10 7 t지의 우주론 테제를 내세웠딘 퇴계 이황의 r뿔

學十圖」 에는 無極而太極 논변을 담은 성 리학의 r太極圖說」 이 첫머리로 제
시되었다. 이후 조선 성리학자들의 우주론 인식이 한결같이 태극도설로 시

작하는 이 문제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천문은 매우 거시적으로 보자면 하늘의 문제이다 12) 용아시아가 추구하
였던 하늘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하늘은 다시 우리 역 λ 에서 어떠한 것

이었는가를고민하는장르이기도하다 하늘에는두가지싸 있다 하나는 元
12) 이하본장의 내용은졸고통양천문의 범주와그세계관적인 역딴J (2004) 의 결론부분
에서개진된바있다

고려와 조선의 우쑤론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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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뭇大한 물형적 인 하늘이며 또 하나는 신성이 깃들여 있는 히늘이다 1.3)

역사상 이 각각에 기반한 서로 다른 히늘의 두 임금이 있다. 양한대에 추구

된 히늘은 후자의 맥 락에 기반한 것으로서 성스러운 하늘을 주재하는 임금
이 란 의 미 로 꿇天上帝를 제출하여 숭봉하였다 반면에 서진 이래 수당으로
가면 신비 성 이 보다 열 어 진 전자의 맥락에 따른 공天上帝를 숭봉하였다. 황
천상제가 r상서」 와 r예 기 」 에 실려있고 호천상제가 r주례」 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지 만， 둘다 하늘의 돌보심을 받아은혜룹 입었다는주나라의 고대 적
인 인 격 신 개 념 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후대 의 성 리 학에
서는 호천상제를 더 욱 선호하였으며 삼국시대나 특히 고려 시 대에 서는 황
천상제를 훨씬 선호하였다 11)

그 선호 이 면에는 하늘을받아들이는관점의 차이가동반되어 있다. 조선
조 성 리 학지들에 게 하늘은 사실상 인격신으로서의 성격 마저 거부하고 理法
神 (deis때으로 위치지우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삼교의 교섭성 이 누구보다
강하였던 金8좋習 (l 435~ 1493)조차 ‘*낸증을 공경동}는 것(敬天)은 예이 지만， 하

늘에 제사지 내는 것際天)은 예가 아니다. 별을 존경 하는 것(尊星)은 예이 지
만， 별 에 제사지 내는 것쨌星)은 예가 아니다 "l!)} 라 하여 이 법신으로의 경향

성 단초를 내 보이고 있다.
13) 다산 정약용(T 양빼， 1762-1836)은 하늘올 @훌훌쥐形之天과 @훌明王宰之天으로 나누
었으며， 자연계의 사물로서 가시척이고 형체가 있는 머리 위의 푸른 하늘(1'蒼太圓)과
자연계 -암초월히는 형 이 상척 존재 ( 뼈以上)가 모두 천(天) 이라 불 리지만 원래 구분되어
야할 것이라하였다(많以쩌빠 l껴配天之天，fk.蒼쓸꺼形之天 維天於땐之天，fk.훌明~~용之

天

여유당전서 J 1 -8 , 中빼策 , 先때fJjÇ， 짜有二뼈，jt:-以딩地以上m'1 之天， 其一以훌훌

大圓뼈之天 全!， 1I -4 中깨hlUl빼 ) . 이러한다산의 천 · 상제 판을 예 수회 사이 마두(￥1I 짜

W, M3tteo Ricci , 1 552- 1 61 0) 의

친주관과 비교하면시 동양과 서 양의 하늘 관념이 충돌 쿄

섭 하는 문제가 금장태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J(성균관대 출판부 ， 1984 ) 에시 자세 히

친착되 었다

14) 졸고고 려 시대의 다원적 至빼神관념과그의례사장사적 배 경 j (2002. 6) .
15) 敬天빠따， 짱天非빠也 4윌jt tl1， 었꼬非jl 也 likR 홉 lik .lt在채之天 不빼乎 i왜機 . •l같:ß:
~其f갇빼之윷 不失乎 AI뽑. 此古숍先民所以펴天짧 A ，;t;世不易之定쩔tl! ( r매 월당집」 권

17 , 天形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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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 중7] 누구보다 의리학적。냐]-니라 다분송l 샘학적인 자연관을
담아내고자 하였던 張顯光(l 554~ 1637) 역시 그의 r易學圖說J (l 609)과 「우주

설J(163 1l에서 “無隨而太極” 이라든가 ‘']d한運i1t"와 같은 팎송 이학자들의 논

변을다루면서 우주 근원에 대한 일종의 인식론문제를 훌어내려 하였다 l ()j
무극이태극 논변은 북송 이학의 선구자 중 하나였던 周輝짧 (l017~1073) 의

r태극도설」 에서 출발한 것인데 ， 질 료적인 우주생성론이라기 보다는 우주의

제 1 원인에 대한 사변적 논증 문제라 할 수 있다 원회운세론은 역시 북송 5
자의 하나였던 ßß康節(1011~10771의 r횡극경세 서」에서 7(;1]출된 이론으로 律

層에서 비롯되는 천체론적 시간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12와 30을 기초로 한 數秘 의 주가성을 드러내려 한 논의이다. 비록 1 년
의 12 월에서 12수를 가져오고 한달의 30 일에서 30수를 가져와서 層論에 가

초한 것 같지만， 실제 天흉 이 지니고 있는 일월교회라든기‘ 오행성의 운동 법
칙과는 전혀 이질적인 “규범 론적 시간관의 우주론” 이라 합 수 있다.
이처 럼 송대 理學 이래 조선조 성 리학의 우주론은한당유학의 우주론이

추구하였던 天象 律1홈 의 천문 원리나 일월성상의 천체운동 등과는 다른 갈
래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우주론의 중심축이 본체 론 또는 인식론 같은

형이상학적인 고민으로 상당히 이통한 것 이다. 어디까지 나 성리학의 理 중
심주의적인 태두리 안에서 우주론과 천론 상수론과 기 환을 풀어간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조는 제 후국으로 자처하여 전대까지 지
속되었던 국가제천례마저 공삭제도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사실상 다산이 말

한 것 중의 하나인 짧 明 主宰天 에 대 한 고민과 논의가 소외되어 버린 형국을
초래하였다. 환언송}자면 조선은 더 이상 하늘을 주재하블 인격신이 사파져
버린 무주공산의 하늘이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즈음에 경선 중후기 몰아친
천주학의 天主 나 개신교의 유일신(God)이 쉽게 안착된 것 이 아니었을까생

16) 창회악조선 후기

초 지식계 충의 자연과 · 장현 팡의 「字옮說」을 줌심으로J( r한국문화j

11 집，서 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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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본다 17) 실상 현재의 지금도 이 들에 대적할 만한 하늘의 주재자는 나오
지않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히늘과 달리 고려조는 하늘의 주재성을 놓고 여러 인격신

이 제출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형국이었다. 고려는 유교 외에 불교와 도교가
서로 뒤섞여 있는 복잡성의 시대 또는 다OJ한 이념 이 서로 배제되 지 않는
공존의 다원성 시대였다. 고려의 지고신 관념으로 가장 선호된 것에 앞서
말한 한위시대 맥락의 황천상제가 있으며 북극성의 신격 이 면서 전쟁의 수

호신인 天皇大帝가 있으며 진한대 黃老學의 道論에 기초하여 제 기되었다
가風雨 調)1떠이나析雨， 析’감 같은자연 절기 조절과화재나 훨淚 등의 所1
을 다스리는 주재신으로 널리 숭봉된 太-꽤이 있었다. 이와 다른 갈래로
불교의 佛天 ‘l펀、想 18) 에 기 반한 지고신도 공존하였다. 염부제 도리천의 주재

자인 帝釋天王， 구원과 희망의 구세주인 천상의 도솔천주， 사바세계 의 주인
인大쨌天尊퉁.
이같은 복합적인 하늘 구조는 다시 천문 현상에 대한 주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천문론으로 옮겨간다. 고려 왕실에서 빈번히 행하여지는 짧

廳 의례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도교의 星챔 초례만 있는 것이 아니
라， 星變 消Jß.를 위한 숱한 불교의 도량 의례가 행 해졌다. 신라 원효의 r金
光明*와 註뾰L에도 보이듯이 r금광명경」은 성변이나 천변의 기양 소재에 특

17) 몰롱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 에 다시 도입의 편차가 있다- 천주는 마테오 리치와 다산의 논
의에 보이 듯이 ， 통양의 주재신인 上帝와 格 ft 쟁흔되거나 대립되는 과정 을 거쳤지 만， 개
신교 의 유일신은 그 천주교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 마치 무혈입 성하듯이 이 렇다할 저항

없이 구한말에 안착되어 들어온다. 조선 에서 는 이러한 지고신 에 판한 신론이 문영 접변
의 핫이 슈가 되질 않고 여 말의 빼 r-m 꿇에서 이미 주무기가 되었던 無父無君이라는 유교
의 정치예교적인 형식의 충돌올 더 큰 문제로 삼았었다

18) 본인은 이러한 고려 불교의 복잡한 天폐 혹은 天=E論올 풀어보기 위하여 “佛天없n 이란
판정을 제기하연서， 천문과 불천 이 복합화되는 구조콸 「고려 JI\t盛光佛짧 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 척 천문사상 연구 : 고려전본 「熾盛光如來lU훌뻐J (l 4C) 와 선조 2년착 「熾盛 -Jt

佛짧星降 m Ill J (J 569)를 중심으로.J (r천태불교학연구」 찍J， 천태불교문화연구원 ， 2003'-6윌) 에서 천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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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영험한 것으로 믿어졌다

19 1

天帝釋 도량， 金삐11 經 도항， Hll1펀 五星 도량

등의 각종 성 연 소재도량이 수백차례 기록되어 있다 20)

이렇듯 고려의 천문론에는 도교와 불교의 전문사상 륙제가 함께 복합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의 우주론과 천문론 문제 에 대해 진전된 논의 를 진
행시킨다면 조선조의 성리학적 우주론과또다른 준거의 관점을 얻을수 있

을것이라기대된다.

천문의 신앙 관점에서 들여다 보았을 때에도 조선의 천문성수는 현재의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듯이 인간의 생사와 길흉호냄펄 주째한다는 북두칠성
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면 고려의 전문 시스템 속에 새 는 북두칠성이 아

니라 일월오성을 비롯한 하늘의 움직 이는 별인 九댐 에 대한 관측과 사상이
r고려사」 천문지， 오행지 등에서 중심된 논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고려의 구요 중심 천문에는 국가적인 천문 재이론

의 관점이 강하며， 조선의 칠성 신앙에는 개인적인 길흉호F복이 강화되어 있

다 21) 아마도 조선조7~ 이성을 추구핸 성라학;z}들의 。1 념과 더붙어 세종
대의 천문과학 융성기를 거치면서 공적인 국가 천문에 새 점성재이론적인
색채 뜰 상당히 탈색시켜낸 것이 역설적으로 사적인 점성 차원에서는 오히

려 칠성 신앙 같은 개인 기복적인 점성이 더욱 분리 강화된 것이 아니었을

19) 졸고

元때와 慣興 의 r金 1t 明 經」 홈l n: 에 나타난 신라의 天文 훌1휩 世界股J ( r신라문화j

17 . 18 합집호， 신라문화연구소 .2000. 12) 애서 신라숭 원효와 경 흥 ， 숭장 퉁의 금광명경
관련 주석 이 日 엠 願H양 (728-798) 의 r금광명 최숭왕경 玄 f밑J 10권 ( t 표 훌 No.2196. 日 藏
方 等部 1홉흉 2) 둥에 일부 보존되 어 전해지고 있음을 통하여 신라의 친문사상을 천착하
였다

20) 김형우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J (통국대 박사학위l 논문 . 1992) 창조
21) 졸고 r.볼 교의 북극성 신앙과그 역사적 선개

백게의 北 Æ:!l'J‘見과고려의 熾盛 1t佛신앙

을중심으로J( r불교연구J 18집， 통국대 한국불교연구원 . 2002. 2) 에서 현재 우리 사찰 의
칠성각에 보이 는 칠 성신앙이 실상은 양란 이 후의 문화현상에 불과한 것임을 드 러내고자
하였으며， 그 칠성각의 원 형 을 굳이 찾자면 고려의 九 ß젊室 이었을 첫으로 추정하였다 곧
고려의 구요 중심 천문이 조선 전기 까지 는 지속되다가 양란 이 후 떠 욱 기복화된 사회 성
향에다 천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단절되 면서 칠성 중심의 신암우로 굴곡된 흐름으
로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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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여겨진다.

이렇 게 고려와 조선의 천문 시스템이 자못 달랐을 것 이 라 짚히는 바， 그

속에서 히늘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우주론과 자연관에 대한 관점， 천문
의 사회 적 역할 등도 시대 의 변동과 더불어 적지 않은 변회를 겪어왔을 것
이라 짐작된다. 이에 대 한 연구를 심화하여 우리의 세계관 준거를 보다 다

양화시 키 는계기가된다면그로써 본논의의 의의가있지 않을까 한다.

V , 고려조 우주론의 중심에서 교차되는 北極三星과 太極像
이상에 서 개진한 본인의 논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매우 흥미 로운 유
물 자료 한 점이 전한다. 이 자료는 실상 필자가 본고의 부제를 “천문의 북
극에서 이 법의 태극”으로 잡아 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변화가 그렇게 이행

하는 것임을 내세우게 된 주된 착상의 근거이기도 하다.
필자는 최근 고구려 의 벽화천문도 연구를 통하여 고구려 천문학의 독자

성을 규명 하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11 소장되 어 있는 다음의 유물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갱) 이것은 고려시대의 {J혐 개석 표면에 그려진 이

른바 석관천문도 자료로서 고려 천문의 핵심 주제를 도상적으로 잘 담아내
고있다.
그석관천문도 내용을살펴보면(도 1) 석관의 네 모서리에 서로대 칭되는
꽃문%떨 그려둔 가운데 로 연결선을 지닌 두 개의 별자리가 먼저 눈에 띤
다. 한쪽편에 국자모양으로 연결된 북두칠성 별자리가 음각되었고， 그 맞은
22) 고구 려의 댁흥리 고분벽화 (408년) 속에 그려진 W자형 카시오헤 이 아 별자리가 한당의 중
국식 천문도에는보이지 않는고구려적 별자리 형태임 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고려의
유물자료릅 주옥하게 되었A며， 기본적인 분석은 졸고，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

난 찬문관과 천문화 . 덕흥리고분 (408) 의 별자리 롱갱파 천문학척 인 고찰을 중심으로」
( r고구 려의 역사와 문회유산J ， 한국고대사학회
이 미개 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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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시청개발연구원， 2004 -r:: . 9월)에서

(도

1)

고려시대의 식관전문도 (국립중잉빅물관 소잠， 가로 없5 서l로

<15.9

높이 253crn)

죄우에 북두질성과 카시오때|이 of 별자리가 마주 보는 가운데로 봉횡태극도가 중십부에 자리하였
고1 다시 그 속어| 세 점의 북극삼성태극상이 뚜렷이 그려졌다

고려와조선의 우주론관접 변화

천문의북극에서 이법의 때극￡로(김일 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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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별자리가 뚜렷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두칠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루쪽 두 번째 별(tUMa . 동양식으로 開陽
포，&:曲星이라불리고， 서양식으로Mizar라불린다)에 짧지 만 연결선으로 이어진

별 하나가 더 그려져 있다. 이것은 북두 제8성에 해당히는 輔星(서양명 Al cor)
으로， 동양 고대로부터 천제를 보화한다 하여 보성 이 라 불리던 별 이다 4동

성 밝기 를 지닌 보성은 현대 천문학적으로 2둥성인 무곡성 과 쌍성의 관계에
있어， 시 력이 좋으면 변 별이 되지만 보통은 합쳐져 하나로 인식된다. 이 어
두운 별을 그렸다는 것은 고려시대의 천문학이 상당히 정 교한 관측 체계를
가졌음을의미한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찾。 )-71는 길잡이 별자리 이다. 현 대 천문해11서 북
두의 머 리 곧 斗짧의 제2 거문성어UMa)에서 제 1 탐랑성 0UMa)을 이 은 길이

만큼 다섯 번을 연장해 가면 그곳에 북극성이 위치한다. 대개 북극성은 밝
은 별이 아니어서 맨하늘에 직접 찾기는 어려워 이처 럼 북두칠성 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찾아가게 된다.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상에 위치하므로 전하늘의 주천운동에 구심점을
제공하는데， 이에 북두칠성도 북극성을 안고 지구의 자전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지구의 공전을 따라 일년에 한 바퀴씩 도는 회전운동을 한

다. 그래 서 계절과 하루의 시간 변회를 일러준다하여 북두칠성을 범하늘에
걸린 대자연의 시계라 일 걷기도 하였다.
다음 이러 한 북두칠성과 더불어 북극성을 안고 회전하는 또히나의 뚜렷
한 별자리가 바로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이다. 북두칠성과 카시오메이아는
서로의 적경차가 대 략 1 2시 간 곧 180도 가량이어서 가운데 북극성을 사이

에 두고 마주보는 형국으로 주천을 한다. 카시오페 이아 역시 북극성을 찾아
기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W자형의 두 꼭지점을 연장하여 생기 는 삼각형의
초점 에서 가운데별(yCas ， 策꾀만큼올 다섯 배 연장하여 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있다.
이렇 게 두 별자리는 북극성을 찾아가는 주요 길잡이 별자리 이 면서，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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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안고 일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대표적 민 주극의 주전 성

수이다. 이런 관측흐벼1 충실히 한다면 위의 석관천문도생의 중심부에 북극
성 별자리가 그려져 있음직 하다

그런데 중심부에는 두 마리의 몽황이 태극 형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로
세 점의 太極象 이 그려져 있다. 직접적인 별그림 대신에 상당히 장엄하게 文
節된 태극 이미지가 중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 문식의 주제를

따라 이 름짓자면 “봉황태극도”라 이 를 만하다. 패과 ÆR을 태극으로 엮은 점
도 주목되거니와 그 두 마리의 봉황 머리맡에 태극선을 지닌 원반 두 점이

뚜렷하고두원반사이에 다시 같은크기의 태극원반이 부ι목된다(도 2) .
이 세 점의 태극원반이 무슨 의미인가틀 짐작하기 위 해서는 또다른 고려
조의 천문유물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파주의 서곡리 고려벽화

묘(14세 기) 의 천정석에는다음과같은 별자리그림이 그려 쳐 있다(도 3). 연결
션을 지닌 일곱점은 모양으로 보아 북두칠성이 틀 림없으며， 함께 그려진 세

세새UV-

u、、
‘

c

c

(도 2) 몽횡 태극도 속에 그려진 세 접의 북극3섬 태극상 (도 1 의 부문도， 모사 필 자)

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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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별자리가 무엇 인가 하였을 때 빔히늘의 구심점 이 되 는 북극성 별자리

일 것 이 라상정되었다. 북극성은단지 하나의 별을뭇하지만 하나만 그려서
는 그 의미 를 알 수 없으므로 대개 이를 포함하는 일련의 별자리로 표현되

는데， 고 려에서는 세 개의 별을 연결한 北極三星 (y， ß, 5 UM i) 별자리로 표현
하였던 것이다. 기운데의 것이 북극성이며 그 죄우에 있는 두 별이 태자별

과서 자별 정도가될 것이다.

고려의 제 20 대 왕인 신종의 陽l埈 천정에 그려진 능묘천문도를 살펴보면
(도 4) ， 외곽에 28수 별자리가 둘러싼 중심부로 보성을 포함한 북두칠성 별자

리와 그 자루 끝쪽에 세 별로 연결된 북극삼성 별자리가 뚜렷하게 묘사되었

다. 본인은이미 여러 편의논문발표를통하여 이 세점의 별자리가 바로고
려의 북극삼성 별자리이 며 그것은 다시 고구려 시대의 천문벽화묘 천정에
빈번하게 그려졌던 북극삼성 형식의 전승이라고 고찰한 바 있다 23)

(도 3) 피주 서곡리 고려벽화묘(14세기)의 전징전

(도 4) 고려 신증 앙룡 ( 1 ÃW년) 벽화의 전접전문도

문도

23) 졸고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 에 판한 연구.J ( r고구려연구J 5집， 1 998'- ， 6) ;

「각저 총 · 무용총의 별자리 통정과 고대 한중의 북극성 별자리 비교 검토'.J ( r한국과학사
학회 지 J 22권 1 호， 한국과학사학회 ， 2000 a , 6) ; r고구려 벽화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
운전통 고찰; 일본 기토라 친문도의 새로운 동정옳 멋활여.J (r고구려연구J 16집 ， 고구려
연구회， 20030 ， 12월 ) 둥에서 고구려와 고려의 천운전퉁이 계숭되는문제와두시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북극삼성 별자리에 대해 자세히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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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주 서곡리의 고 려 벽화천문도와 신종의 양콩첸문도 등이 공통적으
로 내보이는 결론은 고려시대에 북극성 별자리가 고구려의 천문전통인 북극

삼성 형식 으년 그려졌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런 고려의 전문 기반에 따른다
면， 앞서 석관천문도의 봉황태 극도 사이에서 확인하였던 세 점의 태극 원반

이 다둡 아닌 고려의 북극삼성 별자리를 뭇히는 것이라 결론내릴 수 있다

봉황태극의 바깥쪽에 북극성을 찾아가는 두 길잡。 l 별자리 인 북두칠성과 카
시오페이아가 서로 마주보는 형국 속에 중심부의 도상으몹 그려져 있기 때

문에 관측 구도상 그것이 북극삼성 별자리일 것임은 더욱 염 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놀라운상징성을담은자료라아때 할수 없다. 北짜
三星 의 별자리 를 이법의 중심인 太極像으로 전변시커는 상상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태극 형상의 봉황도 사이 로 세 점의 태극 원반을 그려두어 우
주의 중심이 태극에서 비롯되

는 것임을 중의적 으로 시사하
고 있다. 그러면서 그 태극이

곧바로 천문의 중심 인 북극성
에 다름 아니 라는 자신들의
천문우주론을 매우 의도적이

면서 정합적인 도상으로 이꿀
어내었던것이다，
이렇게 고려 우주론의 중심
이 전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극으로 이행하는 찰라를 그
석관전문도는 절묘한 천문도
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고

려 후기에 들어서 태극의 이
미지가새롭게 부각되고 있읍

을 보여주는 또다른 유물 자

태극상 ('조선유적유물도김」

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 천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극으로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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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있다.
고려 의 제31 대 공민왕'(1330~1374)의 무덤인 현릉은 고려 의 석조 건축술

을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니-인데 봉분을 지탱해주는 화강암 병풍돌이

12

각형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 12 면 병풍돌에 각기 구름을 탄 12 지신
상을 양각으로 새겼고， 병풍돌이 서로 접하는 이음면돌에 다음과 같이 금강

저 속에 정교한 태극 문%뇨을 새겨놓았다〈도 5) , 금강저는 불교에서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호법의 무기이자 일체의 번뇌를 부수어 물리친다는 보리
지혜의상정물이다.
이렇 게 공민왕롱\1374 년)은 각 방위별로 12 지신상이 수호를 히는 가운데，

다시 불교의 호법무기 인 금강저를둘러 불법의 가띠를 구하였으며 ， 그 속에

다 태극상을 안치함으로써 태극이 세계 존재의 원리였던 것처럼 우주와 더
불어 영원한삶을살。}기는합일의 세계가이 능묘속에 구현되는것임을내

비치었다.

고려 후기에 태극을 문화의 상징소로 꿀어들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
습을 이 처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태극을 형 이상학의 주된 요
체로 내 세우던 성리학의 도입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주지 하다시 피 고려의

성리학은 안행1243~1306) 이 충렬왕 14년 (1288) 왕을 따라 원나라의 연경으

로 들어 가 r朱子全뺨」를 필사하여 돌아온 것이 주요한 계 기를 이 루고 있다.
이로부터 여말선초를 거치는 사이에 성리학적인 세계관이 널 리 탐구되고

확산의 길을걷게된다.
이 러 한 시대 배경 속에서 앞서와 같은 금강저 속의 태극상이라든가 봉황

태극도 속의 북극삼성태극상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특히
“북극삼성태극상”은 우주론의 중심을 천문의 북극에서 찾던 고려 천문의 지
향성 이 새 로운시장 경향에 따라만물의 시초이자 배후인 성 리학적인 태극
으로 전변되고 있음을 시시히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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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 우주론 論場의 문제
지금까지 몇 가지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동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그 변동띄 주요 계기를 제천려l 의 혁파와 천문의

관점 변화， 하늘 이해의 변동 등에서 찾은 것은 우리 역사에서 우주론에 관
계된 폐場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의 우주론을 누가 거 론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

가를보면역시 “우주론논장”의이통현상을 확인하게된다 현대자연과학
의 물리학 진영과 기독교의 신학 진영이 팽팽히 대립하는 국면을 쉽게 만난

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제천례를 거행함으로써 애써 전봉적 우주론의 논장
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또한 본다. 이들 외에 전통적 으로 지분을 담당하였던

불교나 도교 그리고 성리회의 논장들은 매우 약회되어 역 사의 유물 속에서
나겨우만난다. 현대 불교는거의 천론을외면히여 버렸고， 성리학은그제

기할 기반을 쓰로 없애왔다 다만 이 중에서 모습을 전혀 달리한 도교는
현대인의 친자연주의 선호성 때문에 새 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는 풍
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스스로의 논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논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본인은 하늘의 다원성을 둘러싼 역사적 논장을 유물 속에
서 다시 닦아 이달어낼 수 있다면 그로서 역시펙 의 소임 한 부:분을 드러 내

는 길이라 생각한다 과거이든 현재이든 동아시아적인 짧 서를 논의하고자
할 때 이같은 우주론의 주제는 더욱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 고되리라 전망할
수있다.
오늘 다루고자 한 키 워드 중에 비록 제대 보 접근되지 않았던 태극의 문제

가 있지만， 본인은 그 태극론이 어떤 논장에서 의미지워 집 수 있는지를 고

려와 조선의 우주론의 지형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h자 하였다. 태극
자체의 논변보다 태극을 둘러싼 역사적 논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도 나름
의 의마를 띨 것이라보았기 때문이다.

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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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적 으로 짚 어보자면， 고려 우주론의 대체적 지향성이 물상적이고 구

체적인 천문의 북극과 제 천의 히늘에서 찾아졌다면， 그 흐름이 여 말 성리학
의 도입과 더불어 형이상학적인 이법의 태극으로 전화되 어간 꿀에 숭유정
책에 힘입은 조선에서는 태극 중심 의 성리학적 우주론을 정초하였던 젓이
라 파악되 었다. 앞으로 여 말선초의 태극 논변에 대한 사상사적인 흐름을 보

조빼냄 으로써 본고의 문제의 식을 더욱 정치한 논점 으로 다시 다가서고 싶
은 바램이다.

주제 어 : 우주론(cosmology). 역사 천문학-(historica [ astfonomy). 고려와 조
선(Koryo and Choson dynasty) , 북극과 태극(polaris and Taeguk).

다원적 지고신(diversity of supreme being, p [u ralìsm), 제천의례

(sacrificia[ rite to the heaven), 북극삼성 φ。la r three star). 우주론
논장(cosmo[ogical field of 이sα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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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Cosmolo밍cal

Change from the As t:ronoITÚ <t al Polaris to
Metaphysical Taeguk during KOlyO and Choßun Dynasties

I1gwon Kim (Kogulyo

A cosmology can be defined as a theory about

Rese3 1ι h

ve마

Foundation)

huge Reality üed

behind us. lf the West cosmology has a dialectic featu ('e berween chaos
and cosmos , the one of the East will be told as a kind of relational theory
about hannony and separation berween heaven and hurhan being. 1n this
respect , the western cosmology is finally

concl니 ded

to a theism of God

beyond conflict or competition , the eastem cosmology is appeared to a
heaven tJ leory discussing relationship of heaven and humanity. An d so ,
flfSt of aIJ , we need to study a history of our heavens in order to research
the change of comology in our Korean

비story

lf we sU!vey a main reason why a d 빠rent V1ew of f osmolgcal polnt
has occured during Koryo and Choson dynaties , 1 wou lc.l Jike to point out
the fact that Choson Confucians had abolished the

saCJ피 cial

rites to me

Heaven through the ea rl y and middle Choson ages accol 'd ing to the i.r belif
systems of Confuc ian fundamentaJism. As th e resulr, there not onJy
disappered a meoretìcal field about the heaven in CI1l?son society , but
also me official chalUlel was blocked approaching closer to the heaven or

고려와 조선 의 우주론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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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ly supreme god. 1 would call thls phenomenon a loss of the
heaven in our history.
On the contrary , Koryo society has developed varied rites to the heaven
as the same as Taoist rites to the heaven or constellations, Buddhist rites
to their heavens or Buddhas , Confudan rites to the heaven , Shamanist
prayings for rain and so on. Koryo society also has pursued diverse
heavens of the same as physical sky , metaphysical heaven , personal
heavenly ruler, astronomical

pol때s

god and so forth.

1 confmned that a central point of view of the heaven and

asσonomy

had changed during Koryo and Choson dynasties in analysing the relics of
astronomical mural tombs. Among them , 1 took notice the irnportant relic
of astronomical picture that painted on the stone coffin surface. Th e data
made by Koryo people is just the star picture having the north Dipper and
the Cassiopeia constellation. Its center sets the three polaris-Taeguk
diagrarns surrounded two entangled phenix:.

까tis

feature is irnportant

t。

inform us that astronomical polaris accounted in Koryo’ s cosmology shi.fts
to the metaphysical Taeguk of Confuαan cosmology‘
As above , a perspective of cosmology can be some variable concept

according to history and ages, and we know it has
。f

changεd

from

pol따is

astronomy to Taeguk of metaphysical doctrine thorough our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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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천문의 북극과 이법의 태극으로」에 대한 질의

박 종전 (한신 대강사)

l. 우주론의 변화를읽는종교사적 독해의 의의
조선의 전국이 단순한 왕조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분명한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려말
선초에 태동되기 시작한 변화의 결과가 결실을 맺는 것은 조선 중기 내지

후기에 가서 이루어집니다만 변화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의 변화와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적 징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의 변화와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륙화적 정후들을 일
관된 기준으로 엮어서 설병할수 있는학문적인 논리와 틀 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설명체계블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사， 사회경제사， 사상사‘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려와 조선의 시대
적 연속성과 비연속생에 대한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의 시 기적 구분에 대한
다%댄}논의가있었습니다. 예컨대 고려말신진사대부를1 거쳐 사림의 정치
참여에 이르고， 다시 붕당정치 뜰 거쳐 세도정치에 이르는 정치세력의 교제

라든가， 그에 동반하여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 고 유불교제를 거쳐
서 유교이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전기에서 그 한계를 사회적으로 인식

하면서 사상적 지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댄f 시대
구분과시대구분의 기준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지닌 의의를 짚어내는
작업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실제 로 누구나 어 느정도 인정할 만큼

고려와 쪼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 천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극으로 (김 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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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관점’으로 정리된 변변한 〈한국종교사〉가 아직 까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러 한 정횡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시론적 성 격으로 효F국종
교사를 정리해보려는 논문이나 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안되는 그러한 작업들조차 세계관의 변회어l 맞물리는 문화적 징후들을 체
계적으로 정리할 만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논리적 설 명의 수준에 이르지
는못하고있습니다.

제 대로 된 종교사적 설명이 나오려면 역사적 사료에 대한 치밀하고 비판
적인 소화와그에 대한체계적 분석과더불어 종교사적 안목과 문화적 감성
이 어우러져야합니다. 오늘김일권교수님의 발표는 이러 한조건을어느정

도구비 한 좋은실 례라고 할수있습니다.

특히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하면서 이루어진 ‘우주론의 변동’이라는 세
계관의 변화를 세계종교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녕}늘 이 해’의 문화적
징후로 나타나는 제천의례의 혁따와 천문 담론의 성격 변화를 통해 읽어내

는 작업 은 고려와 조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종교λh 넓게는 세계종교사를
포필하는 페교’의 시금석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 의 가 적지 않
습니 다. 또한 종교사적 관점으로 서술될 수 있는 주제 의 발굴은 물론， 그것

을 문화적으로 읽 어내는 일관되게 읽어내는 작업 이라는 점 에서도 학술적

의의 가 릅니 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오늘 발표문이 철저한 비판적 사료검토를 거
쳐 일반화된 결론의 압축적 서술이라는 점입니다. 각주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발표문은 기존에 발표자께서 연구한 결과를 압축시킨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 발표문은 한국종교사 뿐만 아니라 중국종교시를 천문
g文)과 의례減禮)를 둘러싼 종교문화사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지속적으

로 진행 하고 있으며 이 분야와 관련하여 기장 활발한 업 적 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 논지 로구성되었
습니 다，

264

동아시 아 문화와예술 1집

2 논지의 검토와관련된 몇가지 질문들

지금부터는 제가 담당한 논평자의 몫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배우는

자세로 발표자의 논지를 검토하면서 그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 우주론(cosmo]ogy) 의 개념에 대하여
본격적인논지 검토에 앞서 먼저 ‘우주론’이란개념에 대 한질문을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우주론을 ‘실재(ReaJity) 에 대한논의’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 실재에 대한 논의를 실재론이라고 지칭

하지 않고 곧바로 우주론으로 명명하는 데에는 좀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할 듯 싶습니다. 근대 이후 과학과 종교가 독자적 영역으로 분리되기 이전

시대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실채론과 우주론은 곧바로 등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서양 공히 우주론에는 과학적 관심과 종교적 관심이 함께 어우
러져 있습니다. 다만관섬의 양상이 다를뿐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서양과 동양의 우주론을 각각 혼돈과 질

서의 변증론과 천인관계론으로 보고， 서양 우주론은 질 서 의 주재자를 중심
으로 한 神論으로 전개된 반면， 동양 우추론은 천인관계륨 논하는 天論 혹
은 易論으로 펼쳐진다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동양에서는 따로 우주

론이란 말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또한 서양의 신론과 통양의

천론， 묘스몰로지와 역론이 대응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조금 협소한 이해 혹은 오해를 봅러일으킬 수도 있
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주로 중국의 유교전통을 동양으로 대표하여 말씀하

고 계시지만， 도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전통까지 염두에 문-다면 그런 설명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않을런지요? 도교의 각종 신격이나 천문
과 연관된 신화적 설명 등은 그랴한 설명틀 속에 포섭되기 힘 들지 않은가

하는생각이듭니다.

고려와 조선의 우주콘 관점 변화

‘

천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극으로 (김일권) 잉5

유교전통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 다. 예컨대 성리 학자인 주
지는 동시에 뛰어난 자연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천체의 운통에 대
한 관찰에 근거하여 우주의 운행법칙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 다. 주자

의 논의를 살펴보면， 易 이 라고 하는 변화의 법칙은 태극， 음양， 천지 ， 귀 신

둥올 통해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천체의 자연적 운행 법 칙에 대한 탐구 역시
함께들어 있습니다. 이 를두고과학적 관심과종교적 관심으로설명하는 것
이 천론과 역론으호설명하는것보다훨씬더 설득력 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발표자께서는 이 법적 히늘 이해외는 달리 제사의 장에 서 혹은 점성
술적 요소와 맞물리는 민간의 천문이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 그렇다면
그러한 $따 가 역론이라는 소위 동양적 우주론의 범주 설정 자체 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같습니 다. 이 에 대한 발표자의 의 견은 어떠신지요?
여 기 서 더 나아가우주의 궁극적 실재에 대한관심과 우주론의 구별은물

론， 천문현%써1 대한 종교적 관심과 과학적 관심의 구별 이 펼요하지 않을런
지요? 서 양에도 근대 이 전까지는 궁극적 실재인 신의 질서 를 천문의 위계 적

질서 와 운행 법칙으로 설정하거나 인간의 운명과 천체의 운행을 연결시 키는
설명 이 주류였습니 다. 그리하여 대체로 가장 뛰어난 천문학자는 종교인 인

통시 에 점성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통양의 ‘천문f文Y 이 란 개 념 역시
천체 의 물리적 법칙을 탐구하는 과학적 천문학(astronomy) /역 법 〔뺨法)과 흔
히 점 성 학으로 불리는 성명회뱉命學， asσ。Iogy)의 두 가지 영역 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지는 천문사상과 易 /음양오행설의 결합을 통해서
자부(子部)에 ‘술수’ (術數) 혹은 ‘수술’@術)이란 범주로 사고전서의 분류체계

속에 들어 갔거니와， 전지는 경부짧部)의 역류(易類)와 지부(챔’)의 천문산법
류(天文算t鐵)로 포섭 됩 니 다.
그렇다면 생산적인 회솔 연구를 위해서는 피상적 인 범주의 비교보다는
범주의 설정에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펼요가 있지 않을런지요? 예컨대 ，
저는 발표자께서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미 내놓으신 ‘천문우주론{astro[ogical
cosmology)’이란 개 념 이 그러한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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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2-2 . 우주론과 관계된 論場 의 변화에 대하여

한편， 김교수님께서는 우주론과 관련된 ‘논장’ 의 변호}에 대해서 지적하
고계십니다. 현대서양철학의 용어를 쓰자면 담론의 장옳상대화시켜서 관
찰하는 메타담론적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표문의 핵심논지는 북극으로

표상되는 천문우주론에서 태극으로 표상되는 이법적 송많이해로 담론의 성
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제천의례를 폐지한 점， 고려시대에는 다$댄f 종교전통의 제천의 양상이 있

었고 지고천신도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붐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천문우주론에 대한 관심이 주재성과 상정성의 약화되어 태극의 비전
문적 우주론을 통해 물형적 천론 아래 천갚을 종속시커논 양상으로 바뀐다
는점등을논거로제시하고계십니다.

첫 번째 논거와 두 번째 논거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이론이 없습니다만，
세 번째 논거를 다루는 지점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천문역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인 것이었습니 다. 농경사회에서
천문역법에 대한논의 는공동제의 생존과 번영의 핵심이맙고 할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황제국인 중국의 통제를 의석하기 는 했지만， 조선시대 내내
학자 개인의 관심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역법에 대한 논의 는 지속적
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교적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심에서 太極과 陰陽 ，

理와 氣에 대한 논의 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천문역법에 대한관심의 퇴조를뭇하는것은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신비적
이고 기복적인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법적 우주의 운행법칙이
고려시 대의 전문우주론보다 더 발전한다고 볼 수는 없을먼지요? 제 사견으

로는우주론의 퇴조가아니라성격의 변화라고보아야할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께서는 유학자들의 상수학적 자연관을 이신론

고려와조선의 우주관까선 변화

전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극으로 (김일권) 2fj7

(Deism)에 비 유하고 계 십니다. 이주 흥미로운 지적입 니다. 그렇다면 주재성

이 나 상징성이 강한 천신에 대한 의례적 관심에서 태 극이나 음%때l 의 해 세
계를 이해하는 성리학적 자연관에 의해 현대과뼈l 비 길 때 상대 적인 것이
긴 하지 만， 천문우주론의 담론적 성격이 asσ。logy에 서 astronomy로 변화

하게 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김교수님 께서 지 적 하시 는 바와
같이 ， 성 리학이 지 닌 도덕형이상학적 측면에 의해 그 과학적 성격에 한계가

따르기 는 합니다만 말입 니 다. 이 에 따라 고려시대 까지 만 해도 상호착종되
었던 실재론과 우주론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역시 상대 적 이 긴 하지 만， 영역
분화를 통해 구분됨으로써 astrology적인 종교적 관심은 칠성신앙이 나 무속

혹은 조선후기의 천주교와 동학 등을 통해서 펼쳐지 고， 강렬한 실재론적 관
심이 부각되 면서 거기 에 서 상대적으로 분리되는 astronomy적 관심은 나름
대로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우주론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 까? 발
표문에 서 도 어느정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이러 한 분빽 따라 국가

의 공적 인 영역과 민간의 사적인 영역의 히늘 이해가 분리 되 고， 국가의 공
적 영 역 에서 astrology적 관심이 퇴조하고 astronomy적 관심이 부각된 반

면， 사적 영역에서는 astronomy적 관심에서 자유로와진 astrology가 민간
종교전통으로 스며 들고， 유교지식인 그룹에 서는 astrology의 색 채 가 약화된

astronomy적 관심 과 理와 태극으로 표상되는 실재론적 관심 이 수양론과 경
세론의 측면에서 주목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이 에 대해 어

떻게 생 각하시는지 요?

2-3. 천문우주론적 시 각과 성리학적 하늘 이해의 보편적 포괄성 문제에
대하여

저는 발표자의 논지 에 대체로 공감하기에 사실에 대한 관찰에서는 별다

른 이견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재론적 관심과 우추론적 관심，
astronomy적 관심과 astrology적 관심을 구분하면 훨씬 더 논의가 풍요로
와질 것 이 라고 생각합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와 연관된 용어에 대 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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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논의가고꽉될 필요가있을듯합니다.
실제로 ‘우주’(宇옮， cosmos) 라는 용어 자제가 世界， 天J:tl1 등으il~_ 표현되는

時空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과 현대 물리학의 우주 개 냄 이 시공연속제라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주흔은 시간관 공간관드로 정리히야 논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문은 시간 관념 을 대변합니 다 따라서 만약 하
늪 혹은 천제운행에 국한된 논의라면 우주보다는 天文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시간과 공간은 포콸샤는 논의에서 우주라는 말을 사용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유교적 전폼， 특히 성2-]학 전통에서 이 푸아지는 하늘 이해가 지닌
보편적이고 포팔적인 다면성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

던 천주교 관련 옥사를 보면 전주 혹은 상저1 의 초월적/인격적/주재적인 측
면만을 강조하는 천주교의 히늘 이해에 대하여 보편적인 근원자인 하늘의

형제， 주재， 성정， 공용적 측면을 아우르는 성리학적 천관은 하늘의 총체적
모판을 잘못 이해하는 단면적 사고라고 비 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기복적 동기에 의한 천인관계를 비 판하고 있는데 성리혁의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고려시대에 왕성했던 하늘제사나 조선시대 전문판련의례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기복적 통기에 대한 비판에도 적 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리

학적 질서 위에 세워진 조선시대에는 의례적 차원에서는1 하늘을 어느정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섬성수양론적 치원에서 새로운 하늘을 접하게 되

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의례나 수양 혹은 사회운영의 차원에서 등장하는 하늘은 각기 다른 관심

에서 새로운 문화적 합의 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를 하늘의
상실으로 규정짓는 것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궁극적 실재를 만

나는가를 고려하면서 그러한 맥락 간의 상호관계를 유기 겪 으로 설명한디면
훨씬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주론을 논하는 다른 방식과 천문우주론의 관계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주역의 三 才적 세계관에 따라 천문과 대응하는 地理나

고미 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천문의 북극에서 이법의 태 극으로 (김 일권) 2f:f)

A갱i 관념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히늘의 별들이 이루는 分野 에 대

웅하여 땅에 도 분야가 구분되고 중심에는 明堂이 자리잡는다는 풍수지 리적

관념 이나 하늘의 천체운행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 한다는 사주추명 학， 기 문
둔갑， 태을수， 자미두수， 육임점 등의 술수류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전혀 다른

히늘 이 해를 엿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술수류는兵家 나 道家， 陰I및家 등

을 중심으로 전해지면서 민간전통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는데 ， 원래는 국가
의 흥망성쇠와 연관된 천문우주론의 비밀에 해딩해 서 국가적 으로 관리 히는

대상이기 도했습니 다.
이밤에도 동양의 우주에 해당하는 天地가 어떤 맥락에서 문화적으로 표
현되는가 동}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천지 개 념 이 태극보다

훨씬 더 강력한문화적 영향을미쳤을수있습니다. 예컨대 ， (시경) 에는 바
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주역계

사전}의 생성론적 세 계관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天地는 흔히 父母로 비 유되
면서 시 간과공간， 시작과 완성， 추상성과구체성 등을표상합니다. 따라서

서양 중근동의 창조론이 나 그리스전통의 존재론에 비해 동양의 주역적 세

계관은生成論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러한생성론적 원리 는유교적 전통
사회 에서 상수학을 포함한 주역은 물론 문회를 수용하고 구성히는 인식의
틀로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천문관측이나 제 천보다 훨씬 더 직

접적 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지관이 천문우주론과 맺는 관
계양상이 탐구된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시듯이 ， 제목에 서 기 대했
던 것과는 달리 논의의 한 축올 이루어야 할 태극에 대한 언급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교전통의 핵심적 분야인 경학이나 수양론이나 경 세론 등과는
구별되는 우주론에 대한 담론의 징벼l서 태극은 어떤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

요? 이 에 대한 답변을 기 다리면서 부족한 논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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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대한답변

우선 심도있고 개활한 논평 문을 보내주심에 갚。 1 감λ 뚜 리며， 앞으로 열
정적인 학문 작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필자의 논지 의도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고려와 조선의 시대적 연속성

과 비연속성”이라는 키워드는 평자기 밀히였듯이 우리 혁j켜1 가 다시금 깊이

고민하여야할 주제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 서 술에 대해 ‘제계

관의 변회에 맞물리는 문화적 징후들을 체계적 으로 정리 합 만한 일관된 기

준을 적용한 논리적 설명의 수준”을 담은 작업 들。 1 이루어 지고 있7-1 못하다
는지적 역시 매우공감되는대목입니다
우주론의 변동을 주제화시킨 필자의 이 글에 대해 ‘페늘 이해의 문화적

정후로 나타나는 제천의례의 헥파와 천문 담풍의 성격 연회를 통해 고 려 와
조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종교사 넓게는 세계종교사를 포괄하는 비교학
의 시금석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평 기를 하였는바， 펼재 개인의 문제의식
에 대한 동의이자 또다른 채찍으로 받。벌이끄} 합니다. 평자가 지적한 바

와같이 우리 역사의 사상문화적 연속성과비연속성에 매한연구가앞으로
활빌L하게 이루어지기플 기대합니다.

2- 1. 펼자가 사용한 우주론의 개념이 다소 협소하다는 계 적， 곧 주로 중국
의 유교전통을 동양으로 대표하여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하였는데， 충분히 일려 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천J론과 역론을 필자
가동양의 대표적인우주론키워드로 내세웠기 때문인데， 그의도는 이렇습
니다. 서양의 우주론이 신학을 기반으로 히는 신론을 중심 흐름으로 삼은

것에 대응하여， 반면에 동양은 천학을 기반으로 삼는 천1론이 우리 우주론

논의의 중심 흐름에 위치핸 것임을 강조하71 위함이었륨니다 또한 카오
스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된 서양의 코스몰로지란 말이 일치하는 것은

고려와조선의 우주론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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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만 굳이 찾자면 동양에서는 역론이라는 관점으로 전개 되었던 것임을

환기 시키 끄} 함이 었습니다. 그리고 역이란 개념이 천체의 일월 변화에서
성립된 말이듯이 동양의 역론 속에서는 또다시 천에 대한 천론이 큰 줄기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결국 하늘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동양의 사회 문화를 읽

어내는가장큰주제임을드러내고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동양과서 양은
우주론이 란 개념 설정부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 로의 맥락을 충실하
게 잡아낼 수 있는 관점의 개발이 중요하리라 생각하였습니 다.
그리고 만약 동양의 우주론을 내적인 논점에 충실한 개념 으로 접근하자

면， 명 자가 지적한 것 처 럼 성리학의 수양론도 또하나의 우주론 역할을 하였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불교 내에서도 화엄의 법계 우주론과 천태
의 중중무진 우주론， 선종의 여래장 우주론， 밀교의 만다라 우주론 등이 면
차를달리할것이며， 도교와유교 전통측면에서도황노학의 삼계 우주론과

한당대의 천문우주론， 위 진도교의 승선 우주론， 송대 성리학의 성리 우주론

등 다면적인 접근이 기능할 것입니다. 실상 이렇게 보다 구체 적 이 고 다면적
인논장을직접 비교고찰히는작업이 필요하리라생각합니다.

그리 고 천문현%벼l 대한 종교적 관심과 과화적 관심의 구별이 필요하다
는 명 자의 문제제 기에 대해 펼자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필지는

일찍 이 동양의 우주론에 서 천문학의 관점이 지대하게 반영되어 있는 흐름

을 추출하여 기존에 부각되지 없t던 천문우주론이 라는 새 로운 개 념을 설
정 제 기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천문우주론이 란 것이 일차적으로 선진과 한당대의 고대 우주론
지형 에 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할 성격의 것이 라 생ζL하며 ， 조금 더 넓

게 보자면 하늘과 인간의 관계론을 주된 테마로 삼는 통양적 천론의 하위
범주 속에서 운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서 현대학문의

종교와 과학의 구분이 전근대 고대 통아시아 사회를 읽는데 얼마만큼의 효
용성 이 있을지 최근에는 조금다른관점을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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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고려와 조선의 전문우주론 변화 문제를 아스트롤뭄지와 아스트로노
미라는 두 개념의 대립과 극복으로 분석하는 시각은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
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려가 아스 l ~ 롤로지적 생격이 강하였던 것
이 조선에 들어서 좀더 자연과학적인 아스트로미로 발천하였다는 시대적

대립 도식은그다지 유용할것이라고는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선사회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사유의 모식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
로 고려와 동질의 사유 속에 살아왔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할 것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선이 우리의 현대 시대에 좀더 가까운 사회였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명가한다는정도가아닐까합니다‘
흔히 논의되듯 성리학이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부단히 추구한 것은 분명
하지만， 그 합리란 것도 따지고 보면 전근대적 합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
리학의 이념 속에 포괄되지 않는 어떤 사회의 영역은 수용하기보다 도리어

놓아버림으로써 이전 시대에 비해 오히려 더욱 속신화시 씬 측면도 적지 않
게 있습니다. 아무튼펑자와같이 정밀한관점의 제기와토론이 앞으로활발
하게 펼쳐져 우리 사유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김어질 수 있기를 앙망합니다.

2-3 펼자가제기한조선초의 하늘의 상실에 대해， 그것이 전면적인상실
이 아니라 의례적 차원의 상실일 뿐이며 심성수양흔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히늘을 접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청할 만
한 지적입니다. 다만 펼자로서 조선조가 단지 의례적 차원에서의 상실로만

보기에는 우리 역사상 실로 조선시대를 통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고
크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수양론이 두드러지는 문화적 전변
자제가 하늘의 문제를 인간의 내면 속으로 가두어버린 환원적 현상이라 한

수 있습니다. 의례 를 잃어버림 으로써 히늘을운위할수 있는 공적인 논장이

약화되었고， 그에 따라 점점 인간 배후의 근원에 대한 고맨의 방식이 도그마
화되는 배타성의 길로 지닫게 된 것은 아닌지 되물어볼 때꽉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잉태하게 된 다양성 왜 상실， 다시 밀승f

고려 와 조선의 우주론 관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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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원성의 불성립은 그렇게 된 큰 계기를 하늘의 상실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라 보았으며， 그 주된 책임은 조선조 성리학 사회 에게 물어 야하리라 생
각합니다.
아직 우리 는 조선에 비해 고려라는 사회를 잘 모릅니다. 그것 이 단지 시

대가 멀고 전숭 사료가 차이나는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 역사
에서 고려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어떠한 문화사상적 의 의를 지니고 있는
지를 앞으로 더욱 폭넓 게 논의하여 우리 역사의 주된 준거를 조선에서만이
아니라고려에서도찾을수있기를고대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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