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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론의 철학으로서의 음양론에 관한 연구：
일본의 도덕교육을 일예로
洪顯吉*
〈 요약 〉
본 연구는 역경의 음양론을 과학적으로 고찰하여 음양의 개념을 명확히 한 연구
이다. 연구의 목적은 문화에 내재한 도덕교육론의 파악과 이해를 위한 철학으로 음
양론을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음양론을 기초로 일본의 도덕교
육을 일예로 고찰한 연구가 되겠다. 다시 말해 세계화 되어가는 지구사회에서 각 나
라 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도덕교육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철학으로 음양론
을 정립하는 새로운 연구의 시도라 하겠다.
주제어 : 음양론, 역경, 과학화, 문화, 도덕교육, 세계화

Ⅰ. 서론
세계의 모든 나라는 나름대로 사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는 방식을 문화라는 말로
표현하며 세계의 모든 나라는 각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는 옳고 그름 및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문화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으니 이를 도덕
이라 한다.
그런데 도덕은 문화 속에서는 항상 교육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기능을 가
지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의 생각에 멈추고 만다. 그래서 문화 속에 도덕을 말할 때에는
도덕교육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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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 속의 도덕교육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문화 전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덕교육 전공인 본인이 이 철학을 고찰한 바로는 역경(易經)의
음양론(陰陽論)이 바로 이 철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음양론」이 문화
속의 도덕교육을 파악하는 철학이 됨을 일본의 도덕교육을 일예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런데「역경」의 목적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역경」에서의
「음양론」설명에서「음」과「양」의 설명이 매우 추상적이어서「음양론」을 하나의 학
문적 이론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보는 점과 같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
게 되어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선 역경의 음양론에는 하나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과학적 논리
성이 있음을 고찰하고 현대의 과학지식을 이용하여「음」과「양」의 설명을 알기 쉽게
함으로서 학문적 이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Ⅱ. 역경의 음양론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음양론의 과학적 논리의 문제
음양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경에 관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 된
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역경을 유학의 철학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미래를 알아보는
점책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음양론을 학적 이론으로의 철학이라는 생각보다는 점을
보기 위한 하나의 이론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역경의 음양론에는 철학으로의 논리로서 특히 현대 과학이 강조하
는 과학적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몇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영국의 니-담(Joseph T. M. Needham)의 연구
영국의 생화학자이면서 과학사를 연구하는 영국의 죠셉 니-담(Joseph T. M. Needham
1900 -1995)교수는 1942년부터 4년간 중국의 영국대사관에 설치된 과학연락기관의 일원
으로 있으면서 중국의 고대로부터의 과학과 문명에 관련 된 모든 것을 연구하여 1954년
부터 중국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저서
를 출판하였다.
그런데 니-담이 중국의 과학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부인과 함께 1930
년경 캠브리지 대학의 생화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에게 유학 온 많은 중국 유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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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서 부터이다. 그가 만난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 우수한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왜 근대과학이 일어나지 못했는가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중국의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니-담은 저서인 중국의 과학과 문명의 제2권에「역경과 라이프니츠의 2진법 산술에
관한 보유」라는 장을 만들고 역경의 음양론에 들어있는 수 계산의 2진법 논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일부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면 과학사에서 중요하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기묘한 어떤 일과 부딪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중국에 관한 연구와 발견 속에 역경의 그림에 대한 수학적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소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드문 이야기는 H.
빌헤름이나 베르나르=메톨의 아주 구하기 어려운 두 편의 논문에 잘 실려 있다. (중략) 2진법
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1679년 라이프니츠의「2진법 산술에 관해서」라는 논문에서 이다. 완
전한 출판은 1703년「왕립 과학 아카데미 회보」에 「2진법 산술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제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2진법에 의한 가감승제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부제로 다음
과 같이 적혀있다.「0과 1의 기호만을 사용, 그 효용 및 그것이 복희(伏羲)의 고대 중국의 괘
에 주는 의미에 관한 고찰을 붙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어난 것인가?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 라이프니츠가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의 한사람인 요아킴 부베와 만났던 것이다. 부베는
특히 역경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이프니츠는 이 부베와 1697년부터 1702년까지 긴 편
지를 주고받았다. 실선(양효)이 1을 나타내고 파선(음효)이 0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역경의 6효
는 2진법에 의한 수로 써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발견은 처음에는 라이프니치보다 오히려
부베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베는 1698년 라이프니츠가 역경에 주목하도록 도왔다. 그러
나 6효와의 동일성을 명확히 이해한 것은 1701년 4월 라이프니치가 부베에게 2진법 수의 표
를 보냈을 때였다.(죠셉 니-담, 1974: 383-385)

이상의 내용을 보면, 라이프니츠와 부베가 역경의 음양 64괘를 그린 표에서 수계산 2
진법의 논리를 발견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중국의 채항식의 연구
중국의 채항식(蔡恒息 차이홍시)은 1986년 출판한 신태극도설과 유전정보(新太極圖說
與遺傳密碼)라는 저서에「라이프니츠의 중국학」이라는 절을 설정하고 니-담 박사의 연
구를 참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니-담 박사는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유럽의 과학사상의 근원을 자세하게 추구해 가면 언제
나 라이프니츠와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논리가 후에 부-루 대수로 발전
하고 형식논리와 미적분 변화량과 통합하여 근대의 컴퓨터와 수리논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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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논리가 8괘(卦)에서 계발되어 발명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1671년 25살 때 세계 처음으로 사칙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발명했다.
1684년에 뉴-톤과 거의 동시에 독자적인 미적분의 연구를 완성시켰다. 1701년에는 강희제의
측근인 프랑스의 예수회의 선교사 부베(J. Bouvet 당시 白晋이라고 부름, 1656-1730)로부터의
편지에서 우연히 2장의 태극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태극도의 64괘의 배열이 정말 0에서
63에 이르는 2진법 수학인 것을 발견했다. 또한 강희제(康熙帝)와 서한을 주고받으며 세계과
학 아카데미의 건설을 제의하기도 했다.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론과학의 방면,
예를 들어 수학･화학･천문학･의학 등에서는 유럽이 우위에 있지만 실천･경험의 방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유럽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에는 아무튼 몇 천 년에 걸친 오랜 전통과 경험이 보
존되어있다.”(채항식, 1994: 28-30)

채항식은 송나라의 주자(朱子, 1130-1200)와 더불어 이름을 남긴 역학 전문가인 채원
정(蔡元定, 1135-1189)의 후손으로 부친 채방화(蔡邦華)는 중국의 유명한 동물연구 학자
이다. 채항식은 이러한 집안의 전통을 이어 아버지처럼 동물연구 학자가 되었으나 역경
과 현대 과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부단히 하고 있었다.
그의 저서 신태극도설과 유전정보는 니담의 연구를 인용 설명한 것이 주를 이루기보
다는 바로 역경과 현대 과학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이라고 하겠다.
이 문헌에서 채항식은 64괘가 그려진 태극도를 위-너(N. Wiener, 1894-1964)의 사이
버네틱스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유전인자 DNA와 64괘를 연결시켜 신태극도
라고 부르며 역의 과학적 논리를 제창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니담과 채항식은 역경의 음양론에는 수학의 수 계산의 하나인 2진법이 내
재하고 있음을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연구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역경에 내재하고 있다는 2진법을 직접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 역경의 음양론에 내재된 수 계산의 2진법 논리
역경의 음양론에서 전개 된 수 계산의 2진법 논리란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누어져 64
괘까지 되는 전개과정이 2진법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태극에서 64괘까지
의 전개과정을 이기동의 역경을 참조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주에 가득 찬 기운인 태극(太極)을, 소극적 움직임과 적극적 움직임으로 설명하면, 소극
적 움직임을 음(陰)이라하고 적극적 움직임을 양(陽－)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태극(太極)
이 음(陰)과 양(陽)인 두개로 나타난 것을 상대적 둘이라는 의미로 양의(兩儀)라고 한다.
그런데 소극적인 음(陰)을 자세히 보면 아주 소극적인 음이 있고 덜 소극적인 음이 있다.
아주 소극적인 음은 음이 두 개가 겹쳤다고 하여 노음(老陰)이라 하고, 덜 소극적인 음은
음에 양이 함께하여 그렇다고 소음(少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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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극적인 양도 자세히 보면 덜 적극적인 양과 아주 적극적인 양이 있다. 덜 적극적인
양은 양에 음이 함께해서 그렇다고 소양(少陽)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인 양은 양이 겹쳤다고
노양(노양)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로 노음(), 소음
(), 소양(), 노양() 을 말하며, 이를 4가지 모양의 의미로 4상(4象)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주 소극적인 노음(老陰)에서「땅(地)」처럼 아주 소극적인 것은 음이 3개가 겹
친 것으로 나타내고 곤괘(坤卦☷)라고 하며, 땅보다는 덜 소극적인 것 즉「산(山)」처럼 튀어
나온 땅은 노음에 양이 함께한다고 표현하며 간괘(艮卦☶)라고 한다.
덜 소극적인 소음(少陰)도 자세히 보면,「물(水)」처럼 덜 소극적인 것은 소음에 음이 더
한 상태라고 보고 감괘(坎卦☵)라고 하며, 물보다 덜 소극적인「바람(風)」과 같은 것은 소음
에 양이 더한 것으로 보고 손괘(巽卦☴)라고 한다.
또한 소양(少陽)에서도 덜 적극적인「천둥(雷)」같은 것은 소양에 음이 더한 것으로 표현
하며 진괘(震卦☳)라하고, 천둥보다는 더 적극적인「불(火)」같은 것은 소양에 양이 더한 것이
라 표현하며 이괘(離卦☲)라고 한다.
적극적인 노양(노양)도 「연못」처럼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노양에 음이 더한 것으
로 보고 태괘(兌卦☱)라고 하며, 「하늘(天)」처럼 아주 변화가 적극적인 것은 노양에 양이 겹
쳐 세양이라고 하여 건괘(乾卦☰)라고 한다.
이와 같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변화는 상황을 8가지의 구체적 형상(땅, 산, 물,
바람, 천둥, 불, 연못, 하늘)을 들어 설명한다. 이와 같이 형상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의미로 괘
(卦)라는 말을 붙인다. 그리고 순서대로 곤괘(坤卦☷), 간괘(艮卦☶), 감괘(坎卦☵), 손괘(巽卦
☴), 진괘(震卦☳), 이괘(離卦☲), 태괘(兌卦☱), 건괘(乾卦☰)를 8괘(八卦)라고 한다. 이 8괘는
역경의 기본이 되는 패턴이며 이 팔괘를 중복시켜 64괘를 만들어 이세상의 모든 변화를 설명
하고 있는 것이 역경이라 하겠다.(이기동, 2008: 22-27)

이상과 같이 역경의 음과 양이 양의에서 64괘까지 늘어나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였는
데 음과 양의 양의(兩儀)와 양의에서 늘어난 4상(四象)만으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결국 4상에서 8괘(八卦)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기
쉬운 것은 왜? 땅, 산, 물, 바람, 천둥, 불, 연못, 하늘 등의 8개의 자연 물로 표현하고 있
는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역경의 설명을 쓴 십익의 설괘전(說卦傳)의 제3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늘은 위로 땅은 아래로 위치가 정해졌으나 그 기운은 서로 통하고 있다. 산의 기운은 지
하에 고인 물을 지하의 수맥을 통해 연못으로 내려 보내고 연못의 기운은 산을 타고 올라 구
름이 된다. 천둥은 바람에 힘을 가하여 더욱 바람을 세게 하며 바람은 천둥에 힘을 가하여 더
욱 천둥치게 한다. 물과 불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졌지만 서로 싫어하지 않고 서로 도와 물
건들을 삶는다.(혼다 와타루, 2010: 6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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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늘과 땅, 산과 연못, 바람과 천둥, 물과 불 등 8개의 자연물의 관계를 기
운(氣運)으로 설명하며 8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운이란 에너지를 말하며
뉴-사이언스에서는 기(氣)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러면 이와 같은 음양의 전개를 채항식의 설명을 중심으로 10진법과 2진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음)과 －(양)이 태극→양의→4상→8괘로 늘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음)과 －
(양)이 하나씩 계속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음)을 0으로, －(양)을 1로
해서 보면 0과 1만으로 표현이 되므로 2진법이 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채항식, 1994: 48-49).

(음)
0

2진법


(태음)
00

10진법

☷
(곤)
2진법 000
10진법 0

－
(양)
1

(소음)
01

0


(소양)
10

1


(태양)
11

2

☶
☵ ☴
(간) (감) (손)
001 010 011
1
2
3

☳
☲
(진) (리)
100 101
4
5

3

☱ ☰
(태) (건)
110 111
6
7

〔양의(兩儀)〕
↓
,－각각 더 해진다
↓
〔4상(四象)〕
아래서 위로 계산한다
↓
,－ 각각 더 해진다
↓
〔8괘(八卦)〕
아래에서 위로 계산한다
↓
〔64괘(八卦)〕
*64괘는 생략함

이상과 같이 나타난 2진법 논리를, 아래의 이진법과 십진법을 비교한 비교표로 대
조해 보면 역시 음양론에는 2진법 논리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10진법

0

1

2

3

4

5

6

7

8

9

10

2진법

0

01

10

11

100

101

110

111

1000

1001

1010

100

101
생략

110

111

음양론(4상)2진법

00

01

10

11

음양론(8괘)2진법
음양론(64괘)2진법

000

001

010

011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음양론에 수 계산의 2진법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하여 음양론
이 과학적 논리가 내재한 하나의 학문으로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역경
연구를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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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과 역경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1923년 역경을 변화의 책(Das Buch der Wand
lungen)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어로 번역한 빌헤름(R. Wilhelm, 1873-1930)의 친구였다.
융은 그 번역된 역경을 읽고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음양론에 관한 조예가 깊게 되었다.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된 역경을 영국의 베인스 부인(Mrs. C. F. Baynes)인 웨일리
(Waley, 1889-1966)가 1933년 영역을 하면서 영역 역경의 서문을 융에게 부탁하였으며
융은 역경과 현대라는 제목으로 서문을 썼다. 융은 그 서문에서 역경에 관한 평가를 했
으며 그 가운데 역경의 과학성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역경의 점 등이 우연히 어쩌다 들어맞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비판
적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명백히 적중한 수는 우연에 의한 개연성을 훨씬 넘어선 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요는 역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연성이 아니고 규칙성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이와 같은 규칙성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독자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
면 안 될 것 같다. 그 입증은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주 곤란하며 그래서 나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적 입장에
서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은 당연히 아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질 것이다. 또한 나는 점을
보는 상황과 점으로 나온 괘의 사이에 일정의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말했기에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나는 심리요법가로 긴 임상적 경험에서 일정한 심
리적인 문제에 대해 증거를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또는 불가능한 가를 알고 있다. 만약
그러한 것도 모르고 경솔히 의견을 말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실제의 생활에서 곤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해력, 감수성, 정서, 직관, 확신
등에 의해 그것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적용 가능 한지 아닌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과학적」입증 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칼구스타
프, 1985: 273-274)

이상의 내용을 보면 융은 역경의 미래를 예측하는 점에는 규칙성이 있어 과학적이라
고 하겠으나 그 입증이 심리요법에서도 어려운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상
과 같이 니-담이나 채홍식 및 융의 연구에서 보면 역경에는 논리적인 측면 즉 과학적
논리성이 내재되어있는 하나의 철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역경의 음양론(陰陽論)설명 방법의 문제점
그러면 위와 같이 과학적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역경의 음양론을 역경
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를 역경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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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경탁(金敬琢)의 역경(易經)의 설명
우리나라에서 한 때 많이 읽혀진 역경의 하나인 김경탁의 유작인 역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경탁은 음과 양의 시작이 되는 태극에서부터 음양론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만물이 변역(變易)하는 가운데는 모든 것의 대근원(大根源)인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
은 바로 우주 사이에 충만해 있는 원기(元氣)다. 이것이 둘로 나뉘어 음기(陰氣)와 양기(陽氣)
가 되고, 또 이 음기와 양기가 넷으로 나뉘어 태음･태양･소음･소양의 상(象)을 이루고, 또 이것
은 여덟으로 나뉘어 건(乾)･곤(坤)･이(離)･감(坎)･진(震)･손(巽)･간(艮)･태(兌)의 괘(卦)를 이룬
다. 이와 같이 8괘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다시 거듭하여 64괘가 성립한다.(김경탁, 1972: 406)

태극을 우주 사이에 충만해 있는 원기로 보고 이것이 둘로 갈라져 음과 양이 되며 거
듭 불어나 4상과 8괘를 거쳐 64괘까지 이른다는 음양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
극을 원기로 보는 것은 당나라의 공손달의 원기설과 같은 방향으로, 일본의 카사하라 코
레노부(笠原維信)는 이와 같은 원기설이 태극을 설명함에 있어 대표적인 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김경탁은 음과 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좀 더 고찰해보자.
역(易)은 근본적으로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태초에 우주가 생겨날 때에 태극이
생기더니 이 태극이 둘로 갈라져 하나는 음이 되고 하나는 양이 되었다. 그러면 역에서 말하
는 음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자전적인 글자 풀이로는 그늘과 햇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삼라만상이 모두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즉, 그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구약성서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과정에서「밝고 어둠」을 창조 했다고 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고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음이라 하고 어떤 것을 양이라 하는 것일까? 글자 그대로 그
늘진 것을 음이라 하고 밝은 것을 양이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방위로 말하면 아래와
위를 음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기온으로 말하면 찬 것과 더운 것을 음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
으며, 도덕률로 말하면 악과 선을 음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그 위치나 성질이 상
반 될 때, 온순하고 나약하고 어둡고 그윽한 것을 음이라 한다면 활발하고 굳세고 밝고 표면
적인 것을 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우주 삼라만상은 음과 양 어느 한 쪽에든 속하고 있
는 것이다.(김경탁, 1972: 22-23)

이상의 김경탁의 설명을 보면 우주에는 원기라는 태극이 있으며 이것이 음기와 양기
로 나누어지며 이 음기와 양기가 작용하여 우주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번성하며 소멸
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음과 양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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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다 와타루(本田 濟)의 역경(易經)의 설명
일본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혼다 와타루의 역경을 보면, 먼저 태극에 관하여 태극
太極
(
)을 대극(大極)으로 쓴 후, 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고 있다.
「대(大)를 태(太)로 한 역경도 있다. 대(大)로 할 경우도 음은 태(太)로 읽는다. 태극은 북극
성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장자의 대종사 등),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커다란 것, 음
양에 앞선 무언가를 의미한다. 진(晋)나라의 한강백(韓康伯)은 무(無)라고 규정했고, 주자(朱
子)는 음양변화의 리(理)라고 말했으며, 청나라의 왕부지(王夫之)는 음양으로 분리되지 않은
혼합체라고 말했다. 여하튼 음양 이전의 총체이다. 이 태극이 변화가 있어 갈라져 음양이라는
양의(兩儀)가 생겼다. 의(儀)에는 형상(形象)을 취하는 의미가 있다.  －의 모양을 말한다.(혼
다 와타루, 2010: 560-561)

혼다 와타루의 역에서는 태극(太極)을 주자(朱子)의 본의(本義)대로 대극(大極)으로 쓰
고 있으며 일본어에서는 대(大)와 태(太)는 발음이 같은「타이」라고 말하고 있어 태극
으로 쓴 책도 있다고 말하며, 설명에서는 태극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태극
이란 음양으로 갈라지기 전의 혼합체 또는 총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음과
양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역경은 본문의 부분과 해설의 부분으로 되어있다. 본문의 부분을 협의로「경(經)」,해설의
부분을「전(傳)」이라고 부른다.(중략) ━(양)과 (음)은, 사물의 상반되는 속성 이를 테면 남
녀(男女), 군신(君臣), 강약(强弱), 홀수짝수 등 말하자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상징한
다. 포괄적인 말로서 강(剛)과 유(柔), 양과 음이 전(傳)속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을 강효(强
爻)또는 양효(陽爻), 을 유효(柔爻)또는 음효(陰爻)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기수의 대표로 9,
우수의 대표로 6을 붙여 ━을 9, 을 6이라고도 부른다.(혼다 와타루, 2010: 9)

이와 같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연구 된 역경의 음양론에 관한 기술은 매우 연역적으
로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태극이라는 최초의 상태가 양 극단을 상대적
으로 보아 음과 양으로 갈라져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설명 속에는 왜 그런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이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음양에 관한 설명은 위의 두 역경의 경우만이 아니다. 모든 역경이 다 그러하
다고 하겠다. 그래서 과학을 배운 현대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역경에서는 왜 음양론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설명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이는
중세 이전에 만들어진 이론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역경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의미는「사물의 상반되는 속성」을 가리키며, 이러한 음과
양으로 구성된 음양론은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 속에 생명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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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경은
「사물의 상반되는 속성」에서 「속성」에 중요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다. 즉 음과 양의
내용인「속성」을 중요시하여 그로부터 이론을 시작하려고 하므로「태극」이라는 플라
톤의 이데아나 종교에서 말하는 신(神)과 같은 존재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부
터의 연역적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음양론이 단지 점책의 단
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점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Ⅲ. 본 연구가 설명하는「음양론」
1. 「음」과「양」의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음과 양의 의미를 역경처럼 「사물의 상반되는 속성」의「속성」에서
시작하지 않고 역으로「속성이 상반되는 사물」즉 「사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즉 역
경의 관념론적 추상적 접근방법의 설명이 아니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 다시
말해 사물의 현상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태극」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보는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마이 우사부로(今井宇三郞) 등의 연구를 시작의 계기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태극」은 중국의 우주생성론이나 우주존재론의 고전적 전형의 하나이다. 마왕퇴출토(馬王
堆出土)의『백서(帛書)주역』계사편에는 실은「역에 대항(大恒)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태
극」이 아니고「대항」으로 되어있다. 「항(恒)」이란 항상적･정상적･불변･부동으로 궁극적으
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노자』제1장의「도(道)에서 도(道)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상(常) 변하지 않는 도(道)가 아
니다」라는 유명한 문장도, 마왕퇴『백서(帛書)노자』에서는「도(道)에서 도(道)라고 할 수 있
는 것은 항(恒)상 변하지 않는 도(道)가 아니다」라고 되어있어 항(恒)자는 후에 상(常)자로
고쳐진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항(恒)은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중국 고대에는「태일(太一)」「도(道)」「무(無)」등과 함
께 우주생성론이나 존재론의 근원개념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이마이우사부로 외 2인,
2008: 1523)

이와 같은 이마이우사부로의 연구를 보면, 「항(恒)」이 언제「극(極)」으로 바뀌어 지
금의 주역에서 말하는「태극(太極)」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
나 태극(太極)에 관한 설명은 인용문에서 말한「중국의 우주생성론이나 우주존재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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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전형의 하나」인 것처럼 즉, 종교에서는 신(神)을 내세워 우주의 생성이나 존재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으며 철학에서는 제1원리나, 무(無), 도(道), 공(空)등을 내세워 해
결하려고 한 것처럼, 역경도 태극을 내세워 음양의 시작을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
각할 수 있다.

2.「음」과「양」의 시작에 관한 새로운 해석
태극(太極)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측면에서 쉽게 해석하
는 새로운 해석이 있어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경 연구의 전문학자인 이기동의 주
역을 보면,
사람이 의식에 의한 분별이 없이 자연의 상태로 살아갈 때는『주역』이 필요 없었다. 그것
은 마치 자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차멀미를 하지 않기 위한 운전자의 지혜가 필
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의 삶의 내용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삶은 외길이다. 그것을
진리라고도 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주역에서는 태극
으로 설명된다. 『주역』「계사전」에는 ‘역에 태극이 있다〔易有太極〕고 했다. 태극을 실천
하는 삶은 인식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은 삶이다. 태극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
므로 태극으로의 삶은 인식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실천만이 있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태극을
실천할 때는 태극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성인이 태극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태극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극을 말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태극의 원리를
음양으로 설명했다.(이기동, 2008: 22)

이기동은 태극(太極)의 의미를 매우 알기 쉽게 생활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과「양」의 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길은 언제나 하나의 길이다.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로 구분되어 있지 않
다. 길을 달리는 차는 좌로도 우로도 가지 않는다. 언제나 앞으로만 간다. 이 하나의 길을 태
극(太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극을 인식할 수 없듯이 길로만 다니는 사람은 길을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지만 인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인식의 대상은 구분할 수 있
는 것에 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찾기 위해 먼저
길을 인식해야 하지만 길 그 자체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식할 수 없다. 여기에 또한 딜
레마가 있다.
길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으로라도 길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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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을 관찰하고 길을 구분한다. 길은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의 두 가지 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음양(陰陽)이다. 왼쪽으로 가는 길을 양(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음(陰)이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양(陽)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길은 음(陰)이다.(이기동, 2008: 23)

이상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태극(太極)을 일상생활의 일예로 설명하는 것은 극히
원리 중심의 해석이라 하겠다. 즉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태극의 원리는 크게 우주 창조
라는 거대한 현상의 원리가 되지만 작게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과 같은 작은 현상의 원
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음」과「양」의 시작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즉
길의 오른 쪽과 왼 쪽의 어느 쪽이「음」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양」으로 시작하는지
를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음」과「양」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음이나 양이라 해도 괜찮다는「음」과「양」의「원리」를 중심으로 보아 결
국 길이라는 평범한 작은 현상을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태극이「음」과「양」으로 나누어 질 때 「남자」가「양」이고「여자」가「음」인 것
처럼 현상에는 「음」과「양」의 시작이 있다. 그래서 인용문의 설명은「태극」과「음」
과「양」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설명이 되고 있으나 태극의 실제의 현상을 평범한 현상
으로 설명했기에「음」과「양」의 시작 과정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3. 태양과 바다에 의한「음」과「양」의 시작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알 수 있는 현상에서 태극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이 이 우주 속의 아주 작은 지구라는 별에 나타나 살아오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삶에는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그것은 지구에는 땅과 물이 있고, 뜨
거운 태양이 낮에는 항상 열과 빛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땅과 물, 열과 빛이
없으면 지구 속에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생장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태양과 지구의 땅과 바다가 약 3천만 종류 이상의 생명체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지구의 물」을 보면「바다」가 지구 표면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
구의 물」의 97%가「바다」로 되어있어「지구의 물」이라고 하면「바다」라고 하겠다.
특히 이 「바다」의「녹조류와 시아노 박테리아」가 대기 중의「산소」70%를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생명체의 생장과 바다와의 관계는 절대적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에 바다
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생명기원설이 제창되고 있어 이를 약간 소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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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바다 밑의 뜨거운 물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죤 코리스가 1979년 사이언스 연구지에
「갈라파고스 리프트(rift: 갈라진 틈)의 해저온천」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후부터이
다.(중략) 우리 연구자들이 긴 시간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 가능한 심해의 뜨거운 물이 나오
는 지역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 바다의 300곳 이상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심해저에는 아주 같은 뜨거운 물의 활동이라도 전부 달라 그야말로 다종
다양한 지질학적, 지리학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뜨거운 물이
어떻게 활동하기에 생명을 탄생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생명시스템을 유지하는가? 단 하나
알아 둘 것은 실은 심해의 뜨거운 물이나 온천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높은 온도의 바위와 물의 화학반응」이라는 꽤 단순한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다.(다카이
켄, 2011: 45-46)

이상과 같은 심해저의 생명체의 기원설을 보면 산소와 빛이 없는 심해에 열과 물만으
로 생명이라는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온의
바위」와「물」의 작용은 그 근원을 생각하면「태양」과「바다」의 작용으로 보아도 그
의미의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생명체 존재에「태양」과「바다」의 역할이 절대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태양」이라는 「불」과 지구의「바다」
라는「물」이 3천만 종류의 생명체의 생장에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과「양」의 시작을 이와 같은「태양」과「바다」라는 현상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면 본 연구는「태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본 연구에서는「태극」을
굳이 설명할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태극」자체가 명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 점도 있겠으나「태양」과「바다」라는 생명시작의 현상에서 음양론을 전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말한
다면「태극」이란「태양」과「바다」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단계가 된다고 하겠다.

가. 태양의 바다에 대한 상대적 활동으로의 양(陽)
태양은 지구의 부피가 130만 배나 되는 큰 불덩어리인 항성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
만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약 46억 년 전부터 계속하여 뜨거운 열과 빛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열과 빛을 보내는 태양의 활동을 기반으로 지구의 바다에서는 생명 활
동이 일어나며 이러한 생명체들은 진화를 거치면서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약 3천만 종류
이상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태양의 열과 빛의 활동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산되고 번성하며 생존하
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열과 빛이 부족하거나 많거나에 의
해 생명체도 병들거나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양은 생명 활동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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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긍정적 측면을 이루고 있으나 그 활동의 과다에 의해 오히려 생명 활동을 파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의 열과 빛 즉 불의 활동을 바다의 측면에서 보면「공격적」「직
선적」「능동적」「적극적」「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며 그 성질은 매우「뜨겁
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음양론에서는 양(陽)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태
양」「열」「빛」「불」을

포함해「공격적」「직선적」「능동적」「적극적」「동적」
「파괴적」「뜨겁다」를 양(陽)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양(陽)이라는 말로 대신
하는 이유는 이들 현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변화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음양론에서는 이러한 태양의 활동인 양(陽)을 기초로 우주 삼라만상 속
에 양(陽)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한다. 이 점은 다음의 음(陰)을 설명한 후 함께 고찰하고
자 한다.

나. 바다의 태양에 대한 상대적 활동으로의 음(陰)
약 46억 년 전에 탄생한 지구는 6억년이 지난 약 40억 년 전에 바다가 생긴다. 이 바
다는 태양이 보내는 열과 빛을 육지와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즉 물의 굴절과 찬 온도를
이용하여 태양의 활동을 굴절시키거나 열을 식혀 태양에서 보면 바다 즉 물의 활동은
한마디로 방어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바다인 물은「방어적」「곡선적」「수동적」「소극적」「정적」으로 활동
하며 그 성질은「차다」가 된다. 또한 바다의 이러한 활동과 성질은 태양의 열과 빛을
차단하여 적절한 환경을 만들게 함으로서 생명체가 생장하게 된다. 즉 태양의 활동이 생
명체가 생산되는 데 절대로 필요하면서도 파괴에까지 관여하지만 바다는 오직 생산에
관여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음양론에서는 이러한 바다의 활동을「바다」「물」「방어적」「곡선적」「수
동적」「소극적」「정적」「생산적」「차다」를 음(陰)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여기에 멈
추지 않고 이를 기초로 우주 삼라만상 속에 음(陰)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한다. 물론 음
(陰)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양(陽)처럼 이들 현상 속에 내재하고 있
는 변화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그러면 음양론에서 우주 삼라만상 속에 음
(陰)과 양(陽)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를 고찰해보자.

다. 우주 삼라만상의 음(陰)과 양(陽)의 구분
즉, 태양과 바다의 활동을 서로 상대적 측면에서 보고, 태양과 태양의 활동을 양(陽)으
로 표현했으며 바다와 바다의 활동을 음(陰)으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다와 태
양 즉 물과 불 자체가 각각 최초의 음(陰)과 양(陽)이 되며, 이 최초의 음(陰)과 양(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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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음(陰)과 양(陽)의 기본이 된다고 하겠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활동 주체

기본 활동과 성질

음(陰)과 양(陽)의 기본 표
음(陰)
바다･물
방어적

양(陽)
태양(빛, 열)･불
공격적

곡선적

직선적

수동적

능동적

소극적

적극적

정적

동적

생산적
차다

파괴적
뜨겁다

그런데 이상의 기본 표를 기초로 삼라만상을 음(陰)과 양(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1. 리드한다는 것은 음과 양의 상대적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불)
의 열의 활동에 의해 바다(물)에는 얼음, 물, 수증기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
란 곧 물의 활동이 된다. 그래서 태양이 리드하는 양이 되며 바다가 리드 당하는
음이 된다.
2. 생산 역시 음과 양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다(물)에는 산소를 만
들어 해초와 물고기 등 많은 생명체가 태어나 살고 있다. 생명체가 태어나 살기 위
해서는 많은 유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태양의 열과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즉 태양은 바다의 생산을 돕는 절대적 존재이다. 물론 태양의 열과
빛의 과다에 의하여 생산이 멈추거나 생명체가 죽는 파괴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생산하는 것을 음, 생산을 돕는 것을 양이라 한다.
3. 음은 리드 당하다 보니 수동적,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특징을 가진다. 반대로 양은
능동적 적극적이다 보니 활동적이라 하겠다.
4. 바다나 물은 원래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태양이나 불은 항상 움직이
는 동적인 상태이다. 또한 불은 스스로 변화가 없는 단순한 상태이지만 물은 얼음
이나 수증기로 변화하는 등 복잡한 존재라고 하겠다. 그래서 정적이며 조용하지만
복잡한 것이 음, 동적이고 요란하며 단순한 것이 양이 된다.
5. 불의 빛은 스스로 굴절을 못하고 항상 직선적이지만 물은 구불구불한 틈도 잘 스며
들기에 불에 비해 곡선적이다. 그래서 직선적인 것을 양, 곡선적인 것을 음이라 한다.
6. 색에 있어서는, 바다가 푸른색이며 태양이 붉은 색으로 보이기에 푸른색이 음, 붉은
색을 양이라 한다. 또한 물은 깊이 들어가면 어두워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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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서 보면 어두운 색이 음, 밝은 색이 양이 된다.
태양(양)과 바다(음)를 비교해 보면, 태양이 바다보다 위에 높이 크고 넓게 차지하
고 있으므로 위, 높다, 크다가 양이 되며, 반대로 바다는 태양보다 아래, 낮다, 작다
가 되므로 아래, 낮다, 작다가 음이 되어, 7. 위치, 8. 높이, 9. 크기와 양의 음양이
결정된다. 또한 바다가 생산의 중심이며, 태양은 멀리 떨어져 생산을 돕는 존재가
되므로 중심을 양, 주위를 음이라 한다. 또한 태양이 존재하는 하늘은 공간이 커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며 바다와 바다가 존재하는 땅은 하늘에 비해 작아 적게 들어
간다. 그래서 하늘, 많다가 양, 땅, 적다가 음이 된다.
10. 물은 성질이 불에 비해 차갑다. 그래서 차가운 성질은 모든 물체를 축소시키는 작
용을 한다. 그러나 불은 매우 뜨거운 성질이 있으며 이는 모든 물질을 팽창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축소가 음이며 팽창이 양이 된다.
11. 물은 하나로 합치려는 성질이 있어 집합, 융합, 동화, 편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불은 널리 퍼지려는 성질이 있어 해산, 확산, 분산, 분리 등의 기능이 있다.
즉, 집합, 융합, 동화 편성을 음, 해산, 확산, 분산, 분리가 양이 된다.
태양의 빛은 물의 흐름 보다 빠르며, 빛과 열의 에너지는 물의 에너지보다 강하며
불의 무게는 물보다 훨씬 가볍다. 그래서 빠르다 강하다 가볍다가 양이며 반대로 느
리다 약하다 무겁다가 음이 되어 12.속도, 13.강약, 14.무게의 음양이 결정된다.
15. 방향의 측면에서, 태양과 바다를 보면 바다는 태양 인력에 이끌리므로 뒤에서 끌
려간다는 의미로 뒤가 음이 된다. 또한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 내려가는
것이 음이 되며 또한 수평을 이루는 성질이 있어 수평이 음이 된다.
반대로 태양의 인력이 바다를 이끌어 가므로 앞에서 이끈다고 하여 앞이 양이 되며
불은 위로 곧장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수직과 올라감이 양이 된다.
16. 좌우라는 방향에서 사람의 손을 보면 생산 활동을 직접 하는 손이 우측 손이며,
좌측 손은 우측 손을 돕는 즉 생산을 돕는 손이 된다. 그래서 오른 쪽 손 즉 우측
손이 음이 되며 반대로 좌측 손이 양이 된다. 물론 왼쪽 손잡이의 경우는 음과 양
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므로 태양이 나타나는 동쪽이 양이 되며 서쪽이 음
이 된다. 또한 태양이 떠 있는 밝고 더운 낮이 양이 되며, 반대로 태양이 진 어둡고
찬 밤이 음이 된다. 남과 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이 북쪽보다는 따뜻하고 생산적이어서 음이 되고 북이 양이 되어 17. 동서남북,
18. 하루, 21. 밝기, 22. 온도의 음양이 결정된다. 특히 밤에 달은 태양에 비해 적게
소극적으로 빛을 발하므로 음이 된다.
23. 계절을 보면, 봄과 여름에는 만물이 태어나 번성하여 생산을 크게 돕는 시기이며
따뜻하고 더워 양이라 하며, 가을은 씨가 생산 되고 겨울엔 생산된 것을 보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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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하고 추우므로 가을과 겨울이 음이 된다.
24. 기후, 25. 습도를 보면, 비는 생산과 직접관계가 있어 음이며, 흐림은 비와 직접 관
계가 있던지 또는 밝지 못한 어두운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음이 된다. 반대로 맑음
은 곡식과 과일 등이 익는 즉 생산을 돕기에 양이 된다. 또한 습한 것은 음인 물과
관계가 있어 음이 되며, 반대로 건조함은 양이 된다.
26. 암수, 27. 사람, 28. 생물, 29. 몸을 보면, 암컷이 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음
이 되며 인간으로 보면, 여성･어머니･부인이 해당 되겠다. 물론 이와 반대인 수컷이
나 인간인 남성･아버지･남편은 음의 생산을 돕는 것이 되어 양이 된다. 또한 생물
의 분류인 식물과 동물을 보면, 식물은 정적이므로 음이 되며 동물은 동적이므로
양이 된다. 몸을 보면 여성의 배는 생산과 직결되며 피부는 몸을 보호하는 방어적
활동을 함으로 음이 된다. 반대로 배를 지탱해주는 등이나 몸의 유지를 돕는 근육
은 양이 된다.
30.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보면, 정신은 무형으로 생각에 의해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됨
으로 음이 되며, 몸은 유형으로 정신이 원하는 활동을 함으로 양이 된다. 또한 생산
의 측면에서 개별적과 사회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생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 되며 사회적인 것은 개인의 생산을 돕거나 리드하
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을 음, 사회적인 것을 양이라 한다.
31.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식을 경제적 및 교육적 등으
로 리드해 간다. 물론 자식은 부모의 리드를 받아 성장한다. 그래서 부모가 양 자식
은 음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늙으면 음양이 바뀌게 된다고 하겠다.
32. 방어는 감정을 억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공격은 감정이 흥분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그래서 억제가 음이 되며 흥분이 양이 된다.
33. 물은 모든 것에 치밀하게 젖어들어 가지만 불은 탈 수 있는 것만 탄다. 그래서 치
밀함이 음이라면 대충은 양이 된다.
34. 수학기호에서 작아지고 적어지는 의미의 빼기기호 -는 음이 되며, 많아지고 커지
는 의미의 더하기 기호 +는 양이 된다.
35. 짝수와 홀수에서 홀수 1은 짝수 2의 앞에서, 3은 4의 앞에서, 5는 6의 앞에서, 7은 8
의 앞에서, 9는 10의 앞에서 리드해가는 위치에 있으므로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이 된다.
36. 힘, 37. 출입을 보면, 힘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다.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 분산
되는 힘이며 구심력은 안으로 뭉쳐 하나가 되는 힘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크게
넓게 흩어지는 원심력이 양, 안으로 뭉쳐 크기가 적어지는 구심력은 음이 된다. 또
한 나가는 것은 양, 들어오는 것은 음이 된다.
38. 바다나 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적 존재이며, 태양이 비치거나 불이 타는 것은
시간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공간적인 것을 음, 시간적인 것을 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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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음과 양의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음(陰)

양(陽)

1.리드

리드 당하다

리드하다

2.생산

생산

3.활동

비활동적

생산보조･비생산
활동적

4.상태
5.선

조용함･복잡
곡선적

요란함･단순
직선적

6.색

푸른색･어두운색

붉은색･밝은색

7.위치

아래･중심･안
낮다

위･주위･바깥
높다

9.크기･양
10.성질

땅･작다･적다
수축

하늘･크다･많다
팽창

11.기능
12.속도

집합･융합･동화･편성
느리다

해산･확산･분산･분리
빠르다

13.강약

약하다

강하다

14.무게

무겁다

가볍다

15.방향

뒤･내려감･수평
오른쪽(우측)

앞･올라감･수직
왼쪽(좌측)

20.하루

서･남
밤

동･북
낮

21.밝기

어둡다

밝다

22.온도

차다

뜨겁다

23.계절

가을･겨울

24.기후
25.습도

비･흐림
습하다

여름･봄
맑음

26.암수

암컷

수컷

27.사람

여성･어머니･부인
식물

남성･아버지･남편
동물

8.높이

16.좌우
19.동서남북

28.생물

건조하다

29.몸

배･피부

등･근육

30.인간
31.가족

정신적･개별적
자식

육체적･사회적
부모

32.감정

억제

흥분

33.정도

치밀

대충

34.수학기호

-

+

35.수

짝수

홀수

36.힘

구심력

원심력

37.출입

들어오다

나가다

38.차원

공간적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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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과 양은 이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주 삼라만상은 음과 양으로 만들어 졌으므
로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음양론
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리 했다고 하겠다.

3. 음(陰)과 양(陽)의 관계
가. 유기체론적 관점
음과 양의 의미에서는 태양(불)과 바다(물)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고찰하여 음과 양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그러면 음과 양의 의미는 이러한 상대적 고찰에서 서로 양극단의 의
미만을 가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에 음양론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음과 양의 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역경에서는 음과 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직접 들여다보자.
음양은 고정된 반대 개념이 아니고 대조적인 것을 모델로 하여 사상(事象)의 성질이나
움직임 및 관계 등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양, 어떤 때는 음이 되어 생성
변화해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름이라는 계절은 양의 대표적인 계절이지만, 한여름(하
지)에는 음의 기를 내포하고 있어 시간과 함께 음의 기가 커지고 양의 기가 줄어들어 가
을로부터 겨울로 변한다. 동지는 순 음의 계절이지만 양이 다시 와서 봄을 향해 가는 것
이다. 사람을 든다면,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자식으로 음이며 결혼하면 남자는 양, 여자
는 음,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해서 양이 된다. 이와 같이 장소, 위치, 시간 등에 의해서
음양은 변화한다.(카사하라 코레노부, 2008: 18)

이상의 내용을 보면 계절의 변화나 사람의 일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음과 양의 관계
는 장소, 위치, 시간 등에 의해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변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면 역경에서 음과 양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역경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 유기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론 역경과 유기체론적 관점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인 것은 아니다. 역
경을 뉴사이언스 입장에서 연구한 채항식 역시 같은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유기체론적 관점이란 어떤 것인가? 원래 유기(有機)라는 말은 생명력을 가지
고 있다는 의미의 말로 유기화학 또는 유기화합물의 약자로 무기(無機)의 반대어이다.
그래서 유기체(有機體)라고 하면 생활기능을 가진 조직된 물질계 즉 생물을 다른 물질
계와 구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체라는 말은 생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하나로 조직되고 그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 하에 통일되어 부분
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로 된 생물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新村出 編, 2008: 2854)」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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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또한 예부터 자연을 보는 생기론적 자연관이나 기계론적 자연관이 자연 자체의 기능
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자연의 일면만을 보고 있음을 현대과학의 발전에 의해 알게 되
었으며 여기에 유기체론적 자연관이 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나가이 히로시, 1973:
22-23)는 과학철학의 견해도 있다.
그래서 유기체론적 관점이란, 모든 생명체가 생존 및 번영 할 수 있도록 지구가 하나
의 유기체처럼 조직 및 통일 되어있으며 나아가 이런 지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 전
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직 및 통일 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또한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는 이러한 유기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끈임 없는 변화 속에 진화해가고 있다는
관점이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체론적 관점이 음양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면 우주 삼라만상이
음양으로 이루어져있으니 우주 삼라만상의 진화 발전이라는 변화는 바로 음과 양의 끊
임없는 변화를 말하며 이런 음과 양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 음과 양의 일정한 관계가 이
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면 음과 양의 일정한 관계란 어떠한 것인가?

나. 음양일체(陰陽一體)를 위한 음과 양의 5가지의 관계
만물의 생장관계를 보면 음과 양이 5가지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이
존재함으로서 양이 존재하고 양이 존재함으로서 음이 존재하는 「서로 돕는 관계」, 반
대로 자기만 존재하려는「서로 다투는 관계」,「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바뀌는 관
계」, 「음속에서 양이 양 속에서 음이 일어나는 관계」,「음과 양이 서로 커지거나 작
아지는 관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관계는 왜 일어날까? 무엇을 목적으로 일어나는가? 본 연구는
역경의 계사전에 있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의 의미를 중시하고자 한
다. 즉 음과 양이 하나가 될 때 이를 도(道)라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음과 양의
5가지 관계가 음과 양이 하나가 되려는 목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음과 양이 하
나가 되는 즉 음양일체(陰陽一體)가 될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히로이케
치쿠로, 1986: 2).
인간을 일예로 보면, 인간은 남자(양)와 여자(음)로 구성 되어있다. 그런데 남자와 여
자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서 결혼을 하여 부부일체인 음양일체가 된다. 그러나 부부는
살아가는 속에「서로 돕는 관계」, 「서로 다투는 관계」,「역할이 서로 바뀌는 관계」,
「바쁠 때는 역할을 바꿔 서로 도와주는 관계」,「서로 잘하거나 못하는 관계」등을 겪
는다. 그러나「서로 돕는 관계」가 중심이 될 때 즉 부부일체인 음양일체가 될 때 부부
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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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음과 양의 5가지의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음양일체를 목적
으로 하는 음양의 원리라 하겠다. 물론 이 원리는 인생의 원리는 물론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의 원리라고 하겠다.
그리기에 음양론은 자연과 인간 세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철학이 되고 있다. 이를 일
본 도덕교육을 일예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Ⅳ. 음양론에 의한 일본의 도덕교육
1. 일본의 도덕교육을 만드는 요인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이라는 양(陽)과 그 자연 속에서 선조들이 만들어 온 문화의 역사라는
음(陰)을 들 수 있다. 즉 우리의 생활의 터인「우리의 자연」과 선조들의 문화인「우리
의 역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만들어 온 도덕교육 역시 이상과 같은「우
리의 자연」과「우리의 역사」라는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일본의 도덕교육은 어떠한가? 즉, 일본의 도덕교육을 만드는 요인은 어떠한가?

가. 「일본의 자연」
일본은 현재 약 38만 평방킬로미터 크기의 땅에 약 1억 2천 7백만의 일본인이 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은 4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약 6,852개(무인도 6426)의 섬으로 이루어
진 섬나라이며, 국토의 약 73%가 산이고, 온대계절풍에 속하지만 비교적 비가 많은 지
역이다. 인구 밀도는 336명으로 세계의 21위에 달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민의 23%에 달하는 고령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자연은 섬나라이기에 해산물이 풍부하며 비가 많아 농사 등이
잘되고 산이 많아 임산물이 풍부한 편이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렵지 않은 자연이
라 하겠다. 즉 일본의 자연은 일본인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좋은 음(陰)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자연은「지진과 화산 및 태
풍과 홍수」등의 활동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여 일본인의 생활을 크게 좌우하
는 양(陽)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자연의 양(陽)의 활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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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연에는 무엇보다도 수시로 일어나는 지진(地震)을 들 수 있다. 2011년 10월1
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의 일본 내의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356번이나 일어났다. 그러
니까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는 항상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 1월 17일에
일어난 한신 아와로지 대지진과 2011년 3월11일에 일어난 일본 동북지역의 대지진은 상
당한 피해를 준 지진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큰 지진이 매년 한번 이상 일어나고 있으나
이 두 지진을 드는 것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 두 지진의 피해는, 일본의 통계
에 의하면, 한신 아와로지 대지진의 경우 사망 및 실종된 인명이 6천 437인이고, 총 피
해액은 9조 9천억엔에 이르며, 동북지역의 대지진의 경우는 사망 및 실종은 1만9천153인
이고 총 피해액은 16조엔에서 25조엔 사이라고 한다.
지진 이외에도 연간 26번 이상 접근하는 태풍, 이에 따른 큰 홍수, 그리고 86개의 화
산을 가진 세계 제2의 화산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피해 역시 전체를 합치면 지진에
못지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본 자연의 양(陽)적 현상은 일본인에게「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라는
「자연관」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를 극복하는 음(陰)적 활동으로 종교를
만들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종교 통계를 보면 신자가 1억이 넘는 8만 5천개의 신
사(神社)를 가진「신도(神道)」라는 종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도(神道)란 어떤 종교인가? 일본의 보통 사전을 보면「황실의 조상인 천조
대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과 국민의 선조 신들을 숭배하는 일본 민족의 전
통적 신앙」이라고 적혀있다. 즉 일본인들은 신사(神社)라는 곳에 가서 천황의 조상신과
자기의 선조 신들을 받들어 모시며 기도하는 종교라 하겠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신사까
지 가지 않고도 집집이 가미다나(神棚)라는 작은 신전을 집안에 만들어 놓고 매일 수시
로 자기 집의 안전과 행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국민이 자연의 양(陽)적 활동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자 신사참배 등의 생활을 하다 보니 국민이 자연히 단합하고 질서를 지키는 도덕적 생
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작년 3월에 일어난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 속에서도 질
서를 지키고 서로 돕는 생활을 보여 세계가 주목한 것이 그 일예라 하겠다.

나.「일본 역사」
일본의 역사에서 주목할 사실은「쿠니(國)」라는「작은 나라」들이 나라시대(奈良時代
710-794)부터 전국 각지에 66개(68개라는 설도 있음)가 나타나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8)에 이르기까지 1148(720-1868)년간 서로 자기의「작은 나라」의 영토와 세력
을 넓히겠다고 상대 나라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죽이며, 지거나 잘
못하면 스스로 활복 자살을 하는 등의 싸움을 총 392번이나 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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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싸움의 역사는 자기가 잘 살겠다고 같은 일본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다시 말해
역사의 양(陽)적 활동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양(陽)적 활동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인
들이「전체적 사고와 현재적 사고」라는 사회관이나 인간관을 가지게 한 역사의 음(陰)
적 활동을 들 수 있겠다.
즉 일본인 들은 처참한 싸움에서 이기거나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 하나로 뭉치지 않
으면 안 되었다. 즉 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의 입장을 생각하는「전체적 사고」를 가지
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미래나 과거를 생각할 여유 없이 지금 당장 살아야한다는
「현재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에도 말기부터 하나의 일본이라는 국가개념을 싹트게 하고, 명
치유신을 통해「국체(國體)」라는 천황 중심의 유기체 국가이자 가족국가를 만들기에 이
르렀다. 그래서 천황을 구심점으로 일본인 전체를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국체사상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오모이야리(思遣)도덕이 중심이 된다. 오모
이야리란 우리의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같은 의미의 말이다.

2. 일본의 도덕교육
가. 과거의 도덕교육 - 도덕교육 풍토의 형성
1868년 명치천황은 60여개의 작은 나라를 우리나라의 도(道)와 비슷한 현(縣)등으로 행
정 구역화 하여 천황중심의 대일본제국을 만든다. 이를 일본 역사는 명치유신이라고 한다.
이런 일본은 자연의 양(陽)적 활동에서 만들어진 신도(神道)와 역사의 양(陽)적 활동
에서 만들어진 국체(國體)사상을 확고히 하여 일본만의 도덕교육 국가를 만든다. 즉 천
황을 비롯한 황실은 일본을 만든 건국신의 후손 신이며 동시에 일본인들의 왕이며 부모
라고 하며, 일본 국민들은 황실의 신하인 신민(臣民)이며 동시에 자식이 된다.
이와 같은 국체사상 속에 건국신과 황실을 숭배하고 일본국민 전체가 한 가족처럼 화
목하게 지내자는 신도라는 신앙을 가지며 서로 오모이야리 도덕을 생활화하는 것이 일
본의 도덕교육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당시의 일본은 말과 행동을 통해 그러한 도덕교육
사회가 되도록 하는 도덕교육 풍토를 만든다. 이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사 말 등의 철저한 생활교육 : 아침은 오하요고자이마스, 점심은 곤니치와, 저녁
은 곤방와, 밤에는 오야스미나사이라는 때에 따라 다른 인사 말을 정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또한 미안합니다(스미마셍), 실례합니다(시츠레이시마스), 고맙습니다(아
리가토고자이마스), 잘 부탁합니다(요로시쿠 오내가이시마스), 상대를 받들어 모신
다는 의미의 말(~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지난날의 신세진 일을 잊지 않고 거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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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다고 인사하는 자세 등을 일상생활화 시킴으로 자기를 억제하고 타인을 내세워
화목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일본 국민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언어에 의한 도덕
교육 풍토를 만든다.
2) 타인에 대한 태도의 철저한 생활교육 : 남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며, 남의 부탁에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1989년 소니회사의 회장 모리다 아끼오와 현재 동경
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같이 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출
판하여 베스트세라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일본인이 NO라는 말을 얼마나 하지 못했
는가를 알 수 있는 예가 된다.
남에게는 체면 치례의 말(일본에서는 ‘다테마에’라고 한다)만 하며 본심은 절대로 말하
지 않는다. 맨 앞에 서거나 앉지 않으며 제일 먼저 말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1등보다 2
등을 선호한다. 항상 말없는 조용한 태도를 보이며 눈에 힘을 뺀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
고 한다. ‘나’라는 말을 거의 사용 안한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모든 것에 대하여 상대
방 위주의 생각과 행동을 한다.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논어의 서(恕)의 사상이
되겠으나 일본에서는 생각을 보낸다는 사견(思遣)이란 말을 쓰며 일본어로 ‘오모이야리’
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도덕교육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도덕교육 풍토를 본 연구의 음양론으로 보면, 천황을 양(陽)으로
내세운 일본 집권자들은 국민을 철저한 음(陰)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교육 풍
토라고 하겠다.
즉 인사말이 때에 따라 달라 반드시 인사를 하게 하여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남
을 내세우고 자기를 낮추는 말과 태도 등은 화목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서로의 순종을 통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는 풍토를 만든다. 이는 국민을 철저한 음(陰)이 되도록 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과거의 도덕은 군신일체(君臣一體)라는 음양일체(陰陽一體)를 철저히
하는 도덕교육풍토를 만든 것이라 하겠다.

나. 현재의 도덕교육 - 문제와 과제
명치시대의 황실중심의 도덕교육은 도덕교육 풍토에 의해 정착된다. 그런데 일본은
1945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제국주의는 끝나고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67년의
민주주의 속에서의 일본의 도덕교육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도덕교육풍토가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의 일본의 도덕교육은 과거의 도덕교육과 별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단 과거에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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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중심으로 한 황실을 신(神)으로 숭배하였으나 1946년 1월 1일 천황의 인간선언 이
후 황실을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하겠다. 굳이 변화를
더 든다면 이와 같은 과거의 도덕교육풍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영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 도덕
교육 풍토가 남아있는 이상 다음과 같은 문제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를 억제하고 남을 내세우는 도덕교육 풍토는 결국 자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절
대화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 매우 부족하고 빈약한 자기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즉
남 앞에서 자기의 의견도 잘 표현 못하며 나아가 토론은 거의 하지 못하며 그냥 분위기
에 맞춰 책임자가 하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도덕교육 풍토를 가장 바람직한 도덕교육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
다. 2011년 3월에 일어난 대지진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의 삶을 찾기 보다는 남에게 피해
를 안주려고 질서를 지키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현상을 매우 모범적
으로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1년 가까이 되는 지금도 지진으로 일어난 곳의 쓰레기문제, 피난민의 보
다 안정된 생활 문제, 원전의 방사능 해결 문제와 방사능에 의한 피해주민의 생활 문제
들이 충분히 해결 안 되고 방치된 것과 비슷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과거 및 현재의 도덕교육을 본 연구가 주장하는 음양론에서 보면
어떠한가? 제국주의란 지배자인 천황중심의 황실이 양(陽)이며 지배를 받는 신하가 된
신민(臣民)인 국민은 음(陰)이 된다. 이런 경우, 음(陰)이 양(陽)의 지배를 잘 따르면 따
를수록 군신일체(君臣一體)라는 음양일체(陰陽一體)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황실을 양(陽)으로의 기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은 신민
(臣民)이 아니며, 국민 가운데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대표자를 선거하여 나라를 운영하
는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국민(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양)이나 국회의원(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선출된 대통령(양)이나 국회의원(양)은 원래
국민(음)의 한사람으로 일시적인 국민의 대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국민 개개인이
음(陰)과 양(陽)을 다 갖추는 즉 국민 개개인이 음양일체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양일체(陰陽一體)가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의 현재를 보면 국민 개개인이 과거의 신민(臣民)이었을 때처럼 별 변화
가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陽)이 없고 음(陰)만 갖춘 반쪽 개인이 되어 민주
주의가 힘든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현재의
일본 도덕교육의 커다란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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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말
본 연구의 목적은 역경의 추상적인 음과 양의 설명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음과 양의 명확한 의미와 관계가 도덕교육의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철학
이 되기 때문이다. 즉,「사물의 상반되는 속성」에서「속성」을 중요시하여「태극」이라
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종교에서 말하는 신(神)과 같은 존재를 설정하여 전개하는 역경의
음과 양의 설명을, 반대로「속성이 상반되는 사물」즉 「사물」에서 음과 양의 설명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역경의 관념론적 추상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역적 설명이 아니고 경험적이
고 구체적인 접근방법 다시 말해 사물의 현상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과학적 접근방
법에서의 귀납적 설명이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태양과 바다 즉 불과 물이라는 생명 시
작의 사물에서 음과 양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이와 같은 음과 양의 개념에서 일본의 도덕교육을 보면, 지진 태풍 등의 자연이 죽음
에 대한 공포로 일본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양(陽)의 활동을 하며 일본인은 이에
대한 음(陰)으로 신도(神道)라는 종교를 만들어 음양일체의 생활을 함으로써 일본의 도
덕교육을 만들어 간다.
또한 나라시대부터 전국 각지에 60여개의 작은 나라인 쿠니(國)가 나타나 에도시대
말기까지 1148(720-1868)년간 392번이나 참혹한 싸움을 하는 일본의 역사는 일본인을 전
체적 사고와 현재적 사고 속에 살도록 큰 영향을 주는 양의 활동을 하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해 국체를 만드는 음(陰)의 현상이 나타나 천황 중심의 도덕교육 풍토를 만들게 됨
을 또한 고찰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교육풍토는 1945년부터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에 적합하지
않은 도덕교육이 되지만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한
다. 즉, 음만을 갖춘 반쪽 개인이 아니라 개인 자체가 음양일체가 된 완전한 인간을 만
드는 것이 일본 도덕교육의 문제점이자 과제임을 본 연구는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음양
론의 연구는 세계의 문화연구에도 새 철학이 됨을 연구과제로 제안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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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錄

道德敎育論の哲學としての陰陽論に關する硏究：
日本の道德敎育を一例にして
洪顯吉
(日本モラロジー硏究所)

本硏究は世界化のなかで各国家の文化の基底を成し遂げている道德敎育を明確に把握する爲の
哲學としての陰陽論を科學的に說明する硏究である。すなわち易經で主張する陰陽論における陰
陽の意味を科學的に説明することと、これを基礎にして道德敎育の意味を明確に把握しようとする
硏究である。
それで、日本の道德敎育を一例にしてその意味を明確に把握しようとする硏究である。日本は
陰陽論で見ると地震と颱風などの自然環境が陽として作用するし、歷史的に見ると戦などが陽とし
て作用することによって國民は陰を志向する社會になっている。そいう分けで防禦的であり他人中心
の道德敎育が强い。
しかし、陰に片寄った道德敎育になり陰陽一體になれない缺點が生じるので、これを改善する
ことが一つの大きい課題であろう。
主題語：陰陽論, 易經, 科學化, 文化, 道德敎育, 世界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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