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圖-洛書에 나타난 古代 陰陽思想의 相生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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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음양오행설의 우주론은 순환하는 시간의 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미시적으로는 상극과 상생이
각 시점의 표리에서 음양관계로 존재하지만, 분열의 힘이 축적되면 어느 한계점에서 상호전화하
여 거시적으로는 상극질서에서 상생의 질서로 이행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역사관으로 볼 수 있
다. 동양의 음양오행설의 상생평화론은 장대주기적으로 상극과 상생이 상호전화하는 우주의 반복
운동에 포함된 개념이며 이것을 수리적으로 낙서와 하도가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갈등이 표면에 있고 이면에 문명발전의 진화를 하였던 상극의 질서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불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평화가 표면으로 오고 문명의 통일적 완성으로 움직이는 상생의 질
서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대주기 담론의 모델을 현실 국제관계에 적용하면 무기체계의
발달사의 종점인 핵시대에 불기운이 극에 달하면서 핵 군비통제 레짐이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하
나의 음양론적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上古宇宙論, 河圖-洛書, 陰陽五行說, 葛藤數理모델, 핵 군비통제레짐

Ⅰ. 서 론
현대 국제정치학의 하위 분야 중의 하나인 분쟁론(conflict theories)은 국가들간의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처방(conflict resolution)을 다루는 것을 중심 연구과제로 한다. 갈등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혹은 특정집단이 폭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인간관계의 한
유형이다. 한편 폭력과 전쟁이라는 갈등적 행동은 인간행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이 인간성의 본질을 추론하는 철학과 만나는 공통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론의
전제로서 존재론과 우주론은 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사회의 인간의 갈등적 행동에 대
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유구한 고등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양사회가 분
* 본 논문은 2003년도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INHA-3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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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원인에 대한 우주론적 토대와 평화의 처방을 위한 모델체계를 갖지 못했다고 하면 어불
성설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의 국제분쟁론 연구들은 대부분 구미정치학계에서 발전된 개념, 이론
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에 주로 치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동아시아 지역의 국
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힘의 균형이론과 같은 고전적 모델에서 시작하여 패권전이이론,
게임이론, 신자유주의제도론, 구성주의이론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동북아 국제체제 내의 갈
등적 내지는 협력적 국제관계의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처방하고 있다. 그런데 동양 역시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가간의 전쟁과 패권다툼이 치열했던 풍부한 국제관계의 경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국제관계와 평화구축 방안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과 이론이 없
을 리 만무하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삼국시대의 치열한 항쟁과 中原에서의 春秋戰國時代의
역사는 국제분쟁에 대한 개념과 독자적인 이론화를 요구할 충분한 사례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사실 孫子兵法은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서 오히려 서양에서 더 많이 연구되고
인용된 바 있다. 대표적인 동아시아 질서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적 天朝體制 외에도 동아
시아에서 국제관계를 조직하고 형성하는 모델과 나아가 분쟁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이론 연구
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동양적 사유체계에 기초한 국제질서 모델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대두되는 배경에는 서양이
주도해 온 근대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도 기인한다. 西勢東漸이 본격화된 1840
년의 아편전쟁 이후 국제질서는 제국주의 경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겪었다.
냉전기에 미소양국의 군비경쟁, 특히 핵 군비경쟁은 인류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
공할 위협만을 안겨주었으며, 소련 붕괴 후 미국의 유일초강대국 체계 하에서 지구남북(global
north-south) 빈부차의 격화, 종교-민족분쟁의 확산,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의 위협
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간 협력을 유지․촉진하는 레짐이 확장되어
왔지만 강도와 빈도를 더해 가는 대량살상 무기체계의 위협과 갈등적 국제관계의 격화의 문제
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안정된 국제질서를 희구하는 인류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양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동양적 사유체계에 대한 희망과 관심이 대두되는 것
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동양정치사상 분야에서 서양의 국제갈등론과의 비교 연구가 많지 않지만 특히 그 중에
서도 철학적 바탕이 되는 우주론적 담론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우주론 차원의 분쟁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도-낙서의 수리구조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 담긴 ‘질서순환’ 모델을 현실 국제관계와 대비하면서 그 현대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양사상에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등 다양한 전통이 있지만 본고에서
는 상고시대 하도-낙서의 우주론에 담긴 갈등과 평화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소개대상으로 한
정한다. 하도-낙서는 보통 한의학의 醫철학이나 역학의 출발점으로서 주로 연구되었고 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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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론을 국제분쟁론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진하다.1)
논술의 순서로서는 음양오행의 개념화에 이어 상수철학의 시각에서 송대 주희가 정립한 고
대 하도와 낙서의 數理構造를 소개한다. 다음에는 이 모델이 제시하는 상생질서라는 개념이
서양의 전쟁․평화론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서양의 분쟁철학과 비교담
론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그 음양모델에서의 상생질서 개념의 현대적 의의를 평가
하기 위하여 인류 전쟁사의 거시적 흐름 속에서 현대 핵 군비통제의 문제를 선택하여 하낙상
수론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핵 군비통제 문제를 하낙모델의 현실적 응용의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국제관계사에 있어서 군사력 팽창과 수축(군축)의 과정이 바로 이 모델이 표상
하는대로 항존성을 지향하는 우주정신의 體現過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하도-낙서의 상징체계
1. 음양오행의 우주론
하도-낙서의 상수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음양오행의 우주론적 전
제와 개념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음양오행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철학적 전제
로서 음양오행설의 우주관에서 그 시간관이 서양 헤브라이즘 문화권의 직선사관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언급하고자 한다.
현대 물리학의 시공연속체라는 새로운 우주관으로부터 도전받기 전까지 서양에서 시간과
공간은 두 가지의 상호독립된 것이었다. 헤브라이즘의 시간관은 알파라는 태초가 있고 오메가
라는 종착점이 있는 직선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었다.2) 우주의 공간 역시 변화하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으며 시간과는 독립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공간을 의미하는 宇와
시간을 의미하는 宙가 합쳐서 宇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여주듯이 시간과 공간은 상호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무엇보다도 60甲子의 시간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헤브라이즘
1) 해방 후 하낙상수론을 국제관계론에 적용한 연구는 국내에 없지만, 한흥수 교수에 의하면 구한말 유
학자로서 내부, 법부, 학부대신을 역임한 양원 신기선이 자신의 저서 『儒學經緯』에서 하도-낙서로
서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고 한다.
2) 만일 태초를 X년전이라고 하면 X-1년도 개념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이 태초는 태초가 아닌 것이 되
어 자기모순이 되고, 이렇다면 직선사관에서 과거의 태초와 미래의 종착점은 경험인식권에서는 포착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동양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비존재의 세계를 무극이라고 하였고, 혼돈의 무극
이 존재성(生生之德)을 추구하여 낳은 태극(理)이 음양으로 분리되면서 현실의 변화운동이 생겨났다
고 한다. 이 우주론과 관련된 문헌은 한형조(1996, 23-79)의 연구가 있으며, 참고로 “북송의 정호와 정
이 역시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였고 주희 역시 소옹의 학설을 근거로 천지의 끝과 시작이
없다”고 주장하였다(張垈年 저, 김백희 역 1998,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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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의 직선사관과는 달리 음양론적 우주관은 시간이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뒤에서 설명할 하도와 낙서의 표상구조에서도 동서남북의 공간개념과 오행의 흐름
이라는 시간 개념이 연계되어 있으며, 시공이 상호 조합되어 의미있는 우주운동의 구조를 완
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양의 철학사에서 헤겔의 변증법 개념은 동양의 음양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서 비교되
곤 하였다. 하지만 헤겔 역시 헤브라이즘적인 직선사관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헤겔
은 불완전한 것(thesis)이 대립물(anti-thesis)과 상호 변증법적 모순대립을 거치면서 통일체로
발전 운동하는 계속되는 과정에서 완전체인 절대정신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헤겔이 말하는 이
절대정신(absolute idea)은 변화하지 않는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idea)이며 불완전하지 않고 대
립이 없으며 더 이상 전개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헤겔은 변증법적 대립으로 인한 정
반합의 발전원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완성되고 정지한다는 점에서 직선사관의 역사관에서 그
의 우주론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발전운동과 존재의 원리는 동양사상에서 음양이 공존하는 태
극이라는 운동의 본체에 대한 설명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양의 우주론에서는 대
립, 투쟁이 없는 정지된 무극3)은 새로운 완성의 에네르기를 만들기 위해 태극으로 수렴을 시
작하는 것이며, 태극과 무극의 반복 운동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다. 동양에서 만물은 물(水)
과 불(火)의 교호작용의 무한한 반복이고 태극의 물이 극한분열하면 무극이 되고, 분열의 극에
달하면 태극을 지향하는 수렴과 통일이 시작되는 순환운동으로 보는 것이 헤겔의 우주관과의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헤겔이 역사의 시작과 완성을 일회적인 프로세스로 말했다면 동양의
음양론에서는 미완성된 우주와 완성된 우주가 상호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우주의 본성으로 이
해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즉, 동양의 음양론은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이 발전(양운동)
되었다가 수렴(음운동)되는 프로세스를 종합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층 완성된 우주론이라
고 볼 수 있다.
음양에서 陽이라는 漢字를 파자하여 발생학적으로 보면 언덕 위에 해가 떠올라 해가 비치는
부분(양달)을 양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반대로 빛이 비치지 않아 어두운 부분(응달)을 음이
라고 하여 음양이라는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음양개념4)의 특성으로는 상호대
립(相互對立)과 상호의존(相互依存)이 있는데 이것은 헤겔(임석진 역, 1980)이 말하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대립물에 자신의 존재가 의존하는 변증법적 관계와 상
3) 三極 존재론에서 無極개념에는 無極에는 太極을 낳는 근원의 의미로서 0무극이 있고, 1태극의 극한
분열이 낳는 10無極(현실에 참여한 無極)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주돈이(주렴계)의 태극
도설의 우주론과 내경 운기론에 연결된 삼극론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한의학계 醫철학의 입문서이자
하낙우주변화론을 집대성한 한동석교수(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4) 음양의 일반적인 한의학적 개념화에 대한 이해는 배병철(1997, 41-57)과 증산도사상연구회 소속 한의
사 회원들의 2003년 연세대 주역․정역세미나에서의 발표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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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것이다(황세연 1984; 럿셀 저, 최민홍 역 1982, 920-40). 또한 음양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호소장(相互消長)이라고 하여 24절기의 변화에서 동지에 일양시생하여 음소양장(陰消
陽長)의 과정을 이루고, 하지부터는 반대로 양소음장(陽消陰長)하는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사물은 그의 발전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각자 그와 상반되는 쪽으로 변하여 음
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는 전화과정이 존재한다는 상호전화(相互轉化)의 개념이 음양적 우
주변화론의 핵심이 된다.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양이 상호소장하고 전화하여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개념은 헤겔이 말하는 직선적인 역사발전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바로 이 원으로 순환하는 관점에 있어서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이 헤겔의 변증법과 부분적으로
는 우주론적 일치를 보이면서도 그 역사관(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이고 완성된 변
증법적 모순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음양론의 시간적 순환개념은 음양을 펼쳐 놓은 오행의 개념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오행(五行)은 음양이 걸어가는 다섯 가지 걸음이며, 圓과 같이 시작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설에서 음양운동인 水火운동을 펼치면 木火金水 운동이 되
고 목화금수 운동을 압축하면 음양운동이 된다. 木火운동은 火로 가는 운동과정이고 金水운동
은 다시 水로 돌아가는 운동과정이다. 木은 위로 뚫고 나오는 직향성의 힘을 표현하고 火는 사
방팔방으로 흩어지는 분열의 힘을 표현한다. 金은 무한 분열한 화를 싸고 수축을 시작하는 힘
이며 水는 외부만 굳어진 金을 속까지 굳게 하면서 응축, 통일하는 힘을 말한다.
여기에서 분열과 팽창의 운동을 하던 木火의 운동이 土의 개입으로 분열을 멈추고 金水의
수렴운동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고 土의 운동으로서 우주의 시간운동이 직선운동이 아니라 원
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환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때 土는 목화금수 변화운동을 각 마디에서도
중재하는 중립적인 힘이며 만물을 수용하면서 至公無私한 우주정신6)으로 우주의 순환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서 성장분열한 목화가 수축통일로 전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본고의 관심 주제인 국제관계의 조직원리를 포함하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이처럼 목화토금수7)
오행의 법칙으로 춘하추동의 시간처럼 생장염장의 무한한 반복운동을 본성적으로 하는데, 이
것은 요약하면 바로 분열과 통일 운동의 음양반복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음양이 걸어가는 길에는 동양의 전쟁과 평화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상생과 상극
5) 음양에 대한 대표적 개념화는 주역과 내경에 있다.『周易』, 「繫辭上」, 5: 「一陰一陽之謂道니 繼之
者 善也요 成之者 性也라」; 『皇帝內徑』 「素問」, 5「陰陽應相大論」: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
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6) 한동석(2001, 320)은 우주정신이라는 것은 “순수음양을 말하는 데, 창조의 본원인 무극과 작용의 본체
인 태극 사이에서 왕래하는 律呂작용에서 창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주희의 무극-태극관에
대한 육구연(육상산)과의 논쟁은 주자사상연구회(2000, 223-228)를 참고할 것.
7) 주희는 오행을 춘하추동과 인성의 四端과 배속하여 목화금수는 봄-여름-가을-겨울, 仁禮義智로 연결
하였고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여 인성론과 우주 존재론이 회통된다
고 보았다(주자사상연구회 2000, 361-364; 黎靖德 저 허탁 외 역주 1998, 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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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상생관계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서 물에서 시작하
여 물로 돌아오는 순환을 하면서 목화토금수의 각 자리 간에 다음 단계를 생하는 상생관계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는 의미에서 수생목이고 나무를 태우면 불
이 나오는 의미에서 목생화이며, 자연 질서에서도 그러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반대로 수극화,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는 상대를 극하고 충돌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데 예를 들어 수극화는 물로 불을 끄고 목극토는 나무가 흙의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는 의미에
서 자연질서와도 일맥 상통한다. 그런데 오행 모델에서 A와 B와의 상생관계는 A와 C와의 상
극관계와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생관계의 ‘수(A)생목(B)’이 ‘목(B)생화
(C)’로 연결되지만 수(A)는 화(C)를 극하는 수극화의 상극관계를 만들어 낸다. 이런 점에서 A
와 C와의 상극관계는 A와 B와의 상생관계가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생과 상
극 역시 음양개념의 상호의존 상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양에서 상생과 상극, 즉 국가관계에 적용한 다른 표현으로 평화와 전쟁은 음양
적으로 표리관계에서 종적으로 보면 역사의 각 단계에서 공존한다. 그리고 상극이 표면에서
주동하고 상생이 이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상극주동의 시기와 상생이 표면에 드러나고 이면
에는 상극이 작용을 하는 상생주동의 시간대로 장대주기적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두 시기는 상
호소장 및 상호전화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극-상생의 對立․依存과 消長․轉化과
정은 미시적인 인체의 생리 과정에서부터 거시적이고 전우주적인 과정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다는 것이 음양오행적 우주관의 특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전일적인 동양 존재론의 시각
에서 볼 때, 다음에 서술하는 하도와 낙서가 국제관계 조직원리의 구조변화 원리와 나아가서
핵 군비통제 과정이라는 구체적인 현상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8)

2. 하도-낙서의 수리모델
하도와 낙서는 동양 정신세계의 근원이라고 해서 圖書와 圖書館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고
훗날 송대에 소위 방대한 도서학파를 낳은 두 개의 수리적 상징체계를 말한다. 하도와 낙서의
전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선 공자의 주역 계사전에 있다.9) 繫辭 上 11장에는 하
늘이 낸 특별한 동물(말과 거북이)이 드러낸 상을 보고 성인이 법칙을 세웠고 천지가 변화하
는 이법을 성인이 본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象을 드리워 길흉을 나타내자 성인은 이
8) 소옹과 주자가 수립한 하낙 세계질서 변화론을 국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은 구한말 김일부의 학맥에
서 출발하였으며 한동석(1966)이 이정호 前 충남대 총장 등과의 세미나 결과를 묶어 『우주변화의 원
리』를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9) 『周易』, 「繫辭上」, 11: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
圖洛出書, 聖人則之, 易有四象, 所以示也, 繫辭焉所以告也」; 또한 주희는 易學啓蒙에서 「孔安國云
河圖者 伏羲氏王天下 龍馬出河 遂則其文 以畫八卦」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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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고 우주 변화의 象을 깨닫는 바가 있으며, 河水에서 河圖가 나오고 洛水에서 洛書가 나
오니 성인은 이것으로 법칙으로 삼고, 주역의 四象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글귀를 붙인
것은 河洛의 모델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공자는 하도와 낙서를 일종의 거시적인
우주와 사회시스템 변화 모델로 이해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하낙표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주자(朱熹)는 자신이 공자의 이러한 하낙관에 충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희는
『周易傳義』의 易本義圖에서 공자가 평생 뜻한 바, 즉 이상적 세계의 象이 하도의 數에 나타
나 있다고 하였다(성백효 1998, 27).
하도(河圖)는 5,600년전으로 추정되는 시대의 인물인 태호복희씨10)가 처음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황하에서 용마(보통말 보다 큰 말)의 등에 보인 천수상을 통하여 알게 된 우주의 설계
도라고 한다.11) 하도는 복희팔괘와 함께 禹임금의 낙서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자, 노자, 추연으
로 이어지면서 음양오행설로 발전되었고, 이것에 기초하여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 기
백과 황제의 문답집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낙서(洛書)는 상고시대 중국 7년 홍수시 오행치수법으로 이름을 날린 禹임금이 洛이
라는 강가에서 잡힌 거북이의 등에 표시된 상서로운 그림을 보고 4,500년 전에 그린 것으로 전
해진다.12) 圖와 書의 구분은 하도가 設計圖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낙서는 현실세계에서 사용한
다는 의미에서 書자를 썼다고 한다. 우임금의 낙서를 계승하여 서백(제후)신분이었던 문왕이
낙서를 근간으로 한 문왕8괘도를 그리고 또한 64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문왕의 아들 무왕
은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 주나라를 세우고 은(상)나라를 멸하였는데, 그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
다. 周易本義에서 주희는 주공이 문왕이 붙인 괘사에 덧붙여 효사를 지었는데 이로써 주나라
때의 역이라고 해서 周易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역학대계를 완성하였다고 하였다.13) 공자는
주공의 맥을 계승하여 흔히 10翼이라고 하는 단전(彖傳)상하, 상전(象傳) 상하, 문언전(文言
傳), 계사전(繫辭傳) 상하,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을 정리하는데 기초
를 마련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하도와 낙서의 상징체계를 상술하기에 앞서 동양의 상수철학에서 보는 1부터 10까지 자
10) 十八史略의 上篇 태고절과 書經의 古文尙書序에는 복희씨가 팔괘를 그린 고대 성인으로 문명의 뿌리
가 되었다고 하였다; 위진시대의 수학자 劉徽는 복희씨의 하도가 수학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명대의 수학가 程大位도 수의 개념은 하도와 낙서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였다(유효군 저, 임채우 역
2001, 291-97).
11) 본고의 하도와 낙서의 그림은 주자(朱熹)가 상수학적 설명과 함께 주역본의의 卷首에 易九圖의 제1
도와 제2도라고 하여 그려놓은 것인데, 정이천의 易傳과 주희의 本義를 묶어서 명나라 영락제 당시
출간한 周易傳義의 易本義圖에 근거한다.
12) 주희는 구양수 등이 하도와 낙서의 근거에 비판적이었지만 서경, 주역 계사전, 논어에 하도의 典據가
있고 낙서는 서경의 홍범에 명백한 전거가 있으며, 하낙 數 행렬의 내적구조의 논리적 완결성을 볼
때 천지의 변화 이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성백효 1998, 23-41).
13) 복희씨, 문왕, 주공, 공자 四聖의 역학대계 발전의 과정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異說에 대한 소개는 김
석진(1996), 성백효(1998, 5-14)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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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함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 자연수는 계측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만 하도낙서에서 1부터 10까지 수열의 내적 구조는 우주의 생성과 운행원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졌다고
이해한다. 즉, 하도를 그린 “복희씨는 우주만물이 오직 1에서 10까지 10數 안에서 존재하고 있
음을 깨닫고 팔괘를 그었다고 한다”(김석진 1999, 90). 예를 들어 1은 單數의 대표이며 시작의
정신이 있고 2는 複數의 대표이며 분열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리고 1과 2를 합하여 3이
됨은 1과 2의 정신을 모두 포함한 통일물로서 3이 변증법적 모순의 합일체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한다.
<그림 1> 河圖

위 하도 그림에서 1부터 10까지의 數의 배치의 의미는 북방14)의 양수(흰색) 1을 남방의 음
수(검은 색) 2가 마주하고 있다. 1과 2가 상호작용하여 생성된 3을 동방에 배치하고 양수 3이
그 짝을 만들어 생긴 음수 4가 맞은편 서방에 위치하여 동서남북 방위의 기본수가 만들어짐을
형상화하였다. 오행에서 1은 통일기운을 극대화한 水에 해당하고 2는 분열기운이 극대화된 火
에 해당한다. 3은 물에서 불로 분열되는 중간 단계의 木에 해당하고 4는 불이 수렴되어 물로
복귀하는 金을 상징하는 수이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수는 음양끼리 만나 합하면 즉 음양의 성
질을 조화하면 5라는 중성수15)가 만들어지는 바, 그것은 아래와 같은 과정이다.

14) 동양 음양오행설에서는 북극성이 있는 자미원을 우주의 시발점이자 중심점으로 보아 북방에 1수를
배속하고 아래 쪽을 북방으로 위쪽을 남방으로 하여 왼쪽이 동방이고 우측이 서방으로 방위를 정한
다. 그리고 무변광대하고 중화성을 가진 태극의 본원 무극에서 중화성(土)을 의도적으로 결하여 생
긴 물(坎水)은 우주운동의 본체로서 태극 1數로서 상징한다.
15) 5 중성수는 4방위의 수(1, 2, 3, 4)를 전부 포함하지 못하는 불완전 중성수이다. 즉 서북(1, 4)의 金水
정신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동남(2, 3)의 木火정신을 포용할 수는 없고,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하다. 따
라서 불완전 중성수 5는 스스로 4방위 생수에 자신을 더해 9까지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그 음의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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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陽數) + 4(陰數) = 3(陽數) + 2(陰數) = 5(中性數)
여기에 북방수 1이 중앙 5 중성수와 합해서, 다시 말해 본체수 1에 중성수의 성질을 합하여
조화작용을 거치면서 성숙하게 되면 6(=1+5)이 생성되는 데, 이것이 하도에서 보면 6이 1과 북
방에서 음양의 짝을 맞추고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방에는 양수 3이 중성수 5의 조화(음양
조절)작용을 받아 음수 8을 만들어 자신의 짝으로 하고, 남방과 서방도 각기 7과 9를 짝으로
만들어 낸다.16) 이때 1, 2, 3, 4는 단수와 복수를 대표하는 1과 2의 상호작용으로 생긴 生數라
고 하고 5의 조화기운을 포함한 6, 7, 8, 9는 成數라고 한다. 따라서 중성수 5는 생수 1, 2, 3, 4
를 성수 5, 6, 7, 9로 넘겨주고 다시 1로 복귀하는 과정을 매개함으로써 결국 1(太極)과 10(無
極)을 연결하여 우주순환운동을 실현하는 5 皇極의 역할을 한다.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듯이
생수와 성수는 동서남북에 서로 음양의 짝을 맞추어 배치되어 水火 음양운동이 목화금수 四象
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이때 하도의 가운데 위치한 양수 5土와 5를 포위한 음수 10土는 木, 火,
金, 水의 이행을 실현하는 주체인데 10土의 역할은 극한으로 분열된 9를 1로 수렴․압축하여
음양 전화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四象의 목화금수에서 물(水)은 나무(木)를 낳고
나무(木)는 불(火)을 낳지만 불(火)은 금(金)을 낳지 못하고 여기서만 상생이 아니고 火克金으
로 상극작용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 土가 다리를 놓아주면 불(火)이 흙(土)을 낳고 흙(土)이 굳
어져서 金을 낳고 金이 물(水)을 낳아 순조로운 화생토→토생금→금생수의 오행상생 작용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는 1․6 水가 동방의 3․8 木을 거쳐 남방의 2․7 火로 이행하다가 火克金으로
통일의 기운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10土의 도움을 받아 火生土, 土生金의 운행 원리로 4․9 金
으로 이행하여 분열을 중지하고 수렴과 통일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즉, 하도는 상생
의 우주질서를 표현하였고 북방에서 시작하여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의 순서로 右旋하는 우주운행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하도는 북방의 1부터 시작하여 陽
數(홀수) 1, 3, 7, 9의 순서로 밖으로 나갔다가 8, 6, 4, 2로 陰數(짝수)가 안쪽으로 돌아오는 1
부터 9까지 자연수의 순환운동을 보여준다. 반복하자면 하도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는 분열
의 끝수 9까지 확장하였다가 분열의 유도체 5를 포위한 음수 10의 수렴의 힘으로 다시 본체수
1로 회귀하는 과정을 표상하는 것이다. 즉, 하도에는 자연수의 분열과정과 통일과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한편 하도에서 분열과 성장을 의미하는 방위인 東과 南의 數를 합하면 20이고, 통일의 시기
인 방위 西와 北의 數를 합하면 역시 20으로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분열과 수렴의 대립물이

10 완전중성수와 만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고, 결과적으로 1본체수의 확장 극한값은 10무극수이다.
16) 이하 본고에서 채택한 『周易傳義』의 易本義圖에서의 주희의 하낙상수 기본 구조에 대한 해석과 이
론적 발전은 성백효(1998, 23-31), 한동석(2001, 194-200), 안경전(2001, 166-7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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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陰正陽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가 안정되고 균형되어 있는 완성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2> 洛書

반면에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는 낙서는 상극의 우주운행을 표현하였고, 북방에서 시작하
여 수극화→화극금→금극목→목극토→토극수의 순서(1․6 水→ 7․2 火→ 9․4 金→ 3․8 木
→ 5 土 →1․6 水의 시계반대 방향)로 左旋하면서 고난한 우주의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상징
하고 있다. 또한 가운데 5 황극수를 놓고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은 성질의 양수이거나 음수이
어서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여 우주가 팽창하는 상을 보여 준다. 참고로 하도에서는
반대로 마주보고 있는 數가 음양의 짝을 이루어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통일되고 응축되는 象
을 보여 주었다. 즉, 낙서가 보여주는 팽창하는 우주와 반대로 하도의 수열은 중앙으로 통일되
는 상반되는 우주의 두 가지 운동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선 하도와 낙서의 중요한 차이점은 하도에서는 음양의 짝이 동서남북 각 방위에서 正陰正
陽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 낙서에는 짝수(음수)가 四正方에 위치하지 못하고 구석진 곳으로 밀
려나 있다. 이것은 하도의 상생질서는 음양이 고르게 균형되어 정음정양의 조화질서를 표현하
는 것에 비해 낙서는 抑陰尊陽의 부조화된 질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도에서 생장의 방위
인 木火의 數가 20이고 통일의 방위인 金水의 數가 20으로 균형을 이루었던 반면 낙서에서는
생장의 방위수는 24이고 통일의 방위수는 16으로서 양이 음보다 많은 불균형한 상태를 상징한
다. 이 비율은 양대 음이 24 : 16 = 3 : 217)가 되어 음보다 양이 하나 더 많은 질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낙서에서의 음양의 부조화는 국제정치론의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승열패와 약

17) 『周易』「說卦傳」 제1장에 「參天兩地以倚數」 즉 하늘을 3으로 땅을 2로 해서 數를 정하였다는
표현이 있는 바, 낙서의 우주운로를 설명한 주역은 천지음양의 불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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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적 조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도와 비교해서 낙서가 또 하나 다른 것은 하도의 남방 2․7 火가 서방의 4․9 金
과 위치를 바꿈으로서 낙서의 그림이 나왔다는 것이다. 즉 동서남북 각 방위에 자연수의 발생
을 상생의 관계로 표현한 하도에서 金과 火가 위치를 바꾸면 상극의 운행을 보여주는 낙서가
도출되는 오행질서의 내적 구조를 표상하고 있다. 이 과정을 정역에서는 金火交易18)이라고 하
는 바, 낙서에서 火의 위치인 서방에 金이 가고 낙서에서 金의 위치인 남방에 火가 위치하면서
하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10土가 중앙에서 매개하면 火生土→土生金의 상생의 운행이 가능해
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도가 먼저 나오고 후에 낙서가 그려졌지만 현
실의 인간세계는 낙서의 상극질서 하에 있기에 실제의 우주운동의 순서는 미완성의 낙서의 세
계에서 완성의 하도의 세계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고는 하도
-낙서간 관계에 대한 朱子의 해석을 따르는 바, “주희는 하도가 단순히 오행의 원리를 정태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와 낙서에는 오행의 상생-상극론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겼
다”(이세동 1996, 16). 즉, 주희는 河洛全變說의 입장에서 우주질서와 세계질서의 장대주기적인
변화모델이 하도와 낙서의 수리적 구조로 표상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낙서의 火가 서방에서 남방으로 가고 金이 남방에서 서방으로 위치를 역
전하고 나서 火를 金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은 낙서에 없는 하도의 10 무극토가 맡아서 해 준
다는 점이다. 즉 하도와 낙서의 눈에 띄는 차이는 하도의 중앙에 있는 10이 낙서에는 없다는
것이다. 10은 동서남북 四方位의 數 1, 2, 3, 4의 합과 동일한 값으로서 四方位 數의 정신을 모
두 포함한다.19) 또한 10은 木火 분열 방위의 있는 3과 2의 합 5에 金水 통일 방위의 數 4와 1
의 합 5를 모두 합한 數로서 음양운동의 전체를 조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완전중성수로 상징
된다. 낙서에서 10이 없다는 것은 중앙 5의 힘만으로는 상극에서 상생의 우주질서로 이행할
수 없고 그보다 완전한 중화성을 가진 우주정신 10이 현실세계에 체현되어야 상극의 파괴적
에너지를 상생의 조화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數理的 力學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하도 자
체가 우주 水火운동(존재성의 근거)을 유지하게 하는 5 皇極(분열운동의 주체)이 10 無極(통일
운동의 주체)에 포위되어 합일되어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낙서가 하도로
이행되는 과정은 낙서의 數가 9개이고 하도의 數가 10개인 것에서 표상되듯이 본체수 1이 9까
지 극한분열하여 목화 팽창운동이 한계에 다다를 때 10土를 더해주면 木火土金水 오행상생 운
동이 열려서 다시 1을 향한 통일과 조화의 복귀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는 간명한 모델에 있다.
또한 낙서에서는 하도와 달리 아래 <표 1>에 보이듯이 완전 조화중성수 10이 존재하지 않
18) 금화교역은 火水逆轉 혹은 음양상호전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석
진(1999, 110-16)과 한동석(2001, 249-63)을 참조.
19) 10 조화완전수는 분열의 극에서 불기운을 계류하는 한편, 그 자체가 1 태극을 낳은 본원 0 무극이 현
실에 체현되도록 5 황극수에 의해 유도된 존재인 바, 운동성(존재성)의 본체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1
태극으로 응축하려는 마음, 즉 1 본체수로 수렴통일시키고자 하는 우주정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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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낙서의 數 배열에서 5를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을 포함하여 마주하고 있는 모든 數가 10
을 이루고 있다. 즉 낙서의 질서에도 우주의 무극중화수 10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보
이지 않도록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주희는 낙서가 표상한 현실세계에 하도
가 상징하는 안정된 질서를 향한 가능성을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20)
<표 1> 洛書 象數의 배열
4

9 正南
3

正東
8

2

5 正中

7 正西

1 正北

6

따라서 상극질서를 표현한 낙서에 완성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상생질서를 표현한 하도
에는 상극-상생의 전체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낙서는 陽이지만 陰의 하도적
우주가 내재되어 있고, 陰의 하도에도 陽의 낙서가 포함되어 있어 결국 하도와 낙서 역시 상호
대립하면서도 의존하고, 그리고 상호소장하는 우주운동의 음양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송대의 邵擁과 朱熹를 대표로 하는 河洛全變論에 의하면 결국 하도-낙서의 상수체계는 상
극-상생의 상호소장․전화과정의 논리로서 세계전개의 시간의 흐름을 치밀하고도 간명한 수
리로서 보여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도와 낙서는 고대 음양론을 수리적 모델로 구체화한
것이며 시간과 문명의 구조가 하도와 낙서의 음양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0

9

k= 1

k=1

하도의 수의 총합( ∑ k=55)과 낙서의 수의 총합( ∑ k=45)을 합하면, 음양의 짝이 凹凸처
럼 맞으면서 우주의 일원수 100이 나오는 데, 이는 우주운동의 전체 모습은 상극과 상생의 음
양 양면을 함께 보는 것에 의해 파악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1부터 9가 분
열․발전하는 상극질서의 낙서에 완전중성수 10이 介入․體現되면 균형되고 안정된 하도의
상생질서가 현실화되면서 통일과 완성의 세계질서가 태동한다는 것이다.

Ⅲ. 하도-낙서의 상생질서론
서양의 전쟁관은 호전주의자와 평화주의자로 물과 기름과 같이 구분되어 이분법적으로 대
20) 주희의 하낙체용관과 河洛全變說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성백효(1998, 33-34)와 양재학(1992)의 논
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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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호전주의자들의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상은
중세의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설파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무력행사는 불가피
하며 전쟁은 범죄에 대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정의의 전쟁
(Just War) 개념으로 정립되어 갔다. 서구문명에서 12-3세기 십자군(crusade)은 이교도
(infidel)에 대한 전쟁을 신앙의 차원에서 긍정하고 찬미하였다. 마키아벨리, 홉스와 클라우제
비츠는 현실정치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무력의 사용을 긍정하면서 대표적인 호전주의자로
분류되었다. 헤겔은 변증법적 모순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역사관에 기초하여 전쟁을 긍
정하는 태도를 심어 주었다. 막스-레닌의 혁명과정의 폭력과 “피압박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인
식은 헤겔에서 출발한 변증법적 진화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니체는 권력의지
를 말하면서 초인의 실현을 위해 기독교의 평화주의적 태도는 일종의 걸림돌이라고 하였고(톰
슨 저, 백태열 역 1986, 23-46), 라인홀드 니버의 원죄론은 성악설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전쟁을
불가피한 인간의 행동으로 이해하였다. 20세기를 전후한 서양에서는 심지어 적자생존을 통한
문명발전을 위해 열등한 국가는 소멸되어야 한다는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시각에
서 전쟁을 예찬하는 극단적인 호전주의 사상이 대두된 바도 있다.
반면 서양에서 평화주의자들의 전쟁에 대한 입장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은 명분의 유무
를 막론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그 근원은 기독교 신약의 비폭력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근세
에 와서는 예를 들어 영국의 Quaker 교도가 사람들이 반대하여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처럼 전
쟁도 사라질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태도로 연결되었다. 칸트의 이성에 대한 신념은 현대 이상
주의 국제관계론의 뿌리가 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낳았다(Gallie 1978, 8-36). 칸트는 자유
롭고도 평등하며, 국가의 공통의 법에 함께 복종하는 개인들이 공화정이라는 국가체제에 소속
되면서, 이 공화정 국가들의 평화 연맹이 형성되면 영구평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칸트
의 이 영구평화론은 윌슨과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국제연맹을 주창하고 2차대전 후의 국제연합
을 창설하는데 기초가 된 사상이다. 한편 노만 엔젤(Norman Angell)은 1870-71년의 독불전쟁
후 독일 경제의 문제를 예시하면서 산업화 시대 이후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에 종교전쟁이 오래 전에 사라진 것처럼 인간 이성의 발현으로 전쟁은 시대착오로 될 것이라
고 하였다.21) 대체로 서구에서 평화주의의 국제관계 사상가들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도덕적
저항감과 인간의 이성에 의한 평화체제 수립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이처럼 서양의 非양립적인 전쟁․평화론은 헤브라이즘에 내재된 이분법적인 존재론과 무
관하지 않다. 타락한 인간계와 초월적 절대선의 세계가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는 신념은 형이
상학적 이상계와 형이하학적인 현실계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배태하였다. 서구 국제관계

21) 또한 경제평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역상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
의 심화는 국가간 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은 코헨과 나이(1977)의 초기 자유주의 이론으로 발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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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서로 대립적으로 발전되어 융합되지 못하는 소이는 이러한
헤브라이즘적 우주론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서양의 이분법적 존재론과 달리, 주희
는 불변의 理(태극)의 형이상학적 세계는 경험적인 氣의 형이하학적 세계 속에 통일되어 존재
한다고 하였다.22)
서양에서 호전주의와 평화주의가 이분법적으로 대립해 온 것에 비해 하도-낙서의 음양론이
상징하는 전쟁관은 그 자체가 변증법적 통일 상태를 이루고 있다. 변증법에서 정과 반이 합을
낳듯이 음양간의 승부작용으로서 팽창․분열의 힘은 음양적 존재론과 우주론에 철저하다면
그 상승하는 승부작용이 정지되고 수렴․통일되는 반대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송대
소옹이 계산한 수만년에 걸친 상극의 운로를 각 시점에서 微分하면 상생의 작용이 표리관계로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낙서가 말하는 상극의 시간대는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상생 시간대
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상극의 표면 아래의 이면에는 상생적 운동이 종적으로 음양구조로 결
합된다는 것이다. 상극의 시간대는 모순의 힘으로 돌아가지만 경쟁과 충돌에서 살아남고 이기
기 위하여 생존투쟁을 하고 이것이 과학과 문명발전의 모태가 된다고 이해하였다.
이 생장 즉, 목과 불의 힘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다가 불의 힘이 극에 달하
면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파괴적 충돌의 가능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르면 10토의 도움에 의한 금화교역의 작용으로 화극금의 상극질서가 극복되고 화생토→토
생금의 상생질서의 단초가 형성된다는 과정에 주희의 河洛全變論을 적용할 수 있다. 즉, 土의
발현으로 수렴의 힘 金이 분열의 힘 火를 포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사회의 투쟁과
국가간 갈등의 힘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조화와 통일의 상생시간대로 진입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역에서 우주가 상극질서에서는 天地否23) 卦가 그 상을 보여주는 데 상승하는 불이 위에 있
고 하강하는 물이 밑에 위치하여 음양이 분열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地天泰 卦는
乾이 밑으로 역전되고 坤이 위로 가서 음양이 相和하는 조화질서로 들어가면 투쟁과 갈등은
종식되는 象을 보여준다. 우주가 장대주기로 순환한다는 시간관의 입장에서 보는 ‘상생질서’의

22) 참고로 동양에서 서양과 같은 절대평화론과 전쟁긍정론의 이분법적인 대립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약
하다. 『六韜三略』의 兵道에서는 고래로 성군은 전쟁을 흉한 방법이라고 하였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대표적인 동양의 현실주의자인 손자 역시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준 바 있다. 孫子는 “전쟁이란 나라의 큰일로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곳이
며,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길이니, 신중하게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孫子兵法』, 始計: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맹자는 義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의 전쟁을 인
정하였으나, 전쟁 자체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았다(윤대식 2003).
23) 『周易』 「繫辭上」의 11장 5절에 「是故로 易有太極하니 是生兩儀하고 兩儀 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하니 八卦 定吉凶하고 吉凶이 生大業하나니라」라고 하여 음양의 爻가 나뉘어 乾兌離震巽坎
艮坤의 8괘로 분화하고 8괘를 위아래로 짝을 맞추면 8×8의 64괘가 생성된다. 주역의 12번째 天地否
괘와 11번째 地天泰 괘의 역전관계는 64번째 火水未濟 괘와 63번째 水火旣濟 괘의 全變關係와 상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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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은 헤브라이즘의 직선사관에서 말하는 영구평화와는 개념이 다르다. 장대주기적 세계질
서 변화의 개념은 소옹과 주자의 우주론에서 소개되어 있는데, “주자의 형이상학은 주렴계의
태극도설을 골간으로 삼아 강절이 논한 數, 횡거가 논한 氣, 정씨형제가 말한 형이상․형이하
및 理․氣의 구분 등을 융합했다”(풍우란 저, 박성규 역 1999, 533). 주희는 특히 소옹의 우주
순환론을 수용하여 수천년을 넘어서는 장대주기에 의한 문명구조의 변화를 제시하였다.24) 따
라서 송대 우주론의 논리에 따르면 상극적 문명의 극한에서 상생질서가 열리면서, 인간의 氣
質之性에 따른 사욕이 갈수록 소멸되고 中和의 마음으로 明明德을 구현하면서, 지구촌이 전일
적 공동체 내에서 갈등적 문화체계가 해체되는 대동사회 구현의 과정이 과거 상극역사의 시간
만큼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25) 즉, 송대 河洛全變說에 따르면 수만년 동안의 평화정착 과정
이든 어떠한 다른 장주기의 것이든 음양론적 우주관에 의하면 상극 질서가 어느 한계점에 가
서는 상생질서로 이행하여 협력적인 국제레짐이 형성․착근한다는 의미에서 ‘상생평화’의 개
념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26)
묵자가 말하는 겸애의 사상대로 모든 국가가 전쟁을 삼가고27) 이러한 국가의 행동원칙이
신뢰를 구축하여 무장을 해제한다면 영구평화는 달성될 것이다. 하지만 게임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상극의 시간대에서 囚人게임(Prisoner's Dilemma Game) 모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면서 결국 그것이 상대적 이익을 위해 협력보다는
배신을 함으로써 끝없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음양론에 바탕을 둔 하
도-낙서는 인정한다. 특히 낙서는 우주운동이 정음정양의 음양균형이 아니고 억음존양의 불균
형한 우주운동을 하는 바 국제관계의 일정 시간대에 갈등과 전쟁의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이해
한다. 하지만 그 표면의 상극의 운은 문명발전이라는 상생적 이면 운동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
는 것이고, 이면의 상생적 문명발전 요소가 소진되면 낙서의 운동이 끝나고 하도의 운동으로
이행을 시작한다고 보는 점이 중요한 논점이다. 이런 점에서 하도-낙서의 상징체계는 명확하
게 분열되어 있는 서양의 이분법적 전쟁관과는 달리 호전주의와 평화주의를 포괄하는 통합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24) 소옹의 원회운세라는 장대주기적 세계질서 순환변화 모델에 대한 대표적인 현대 중국철학계의 이해
는 풍우란(박성규 역 1999, 469-75)을 참고하였다.
25) 음양적 우주론의 논리구조에 의하면 미래에 사회완성이 상생구조의 극에 달하여 10무극수에서 1본
체수로의 복귀운동이 완결되면 분열의 잠재력은 여기서 오히려 극대화되면서 태극1수의 본성대로
그 대립물인 2를 생하면서 새로이 상극의 문명이 반복되어 열릴 것이다.
26) 주희는 近思錄(1: 7-8)에서 주돈이(주렴계)의 태극도설을 인용하면서 장대주기적인 음양적 세계 문명
질서의 반복변화설을 주장하였다(한형조 1996, 54).「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复動, 互
爲其根」
27) 『墨子』, 第5卷, 非攻下篇: 「是故子墨子曰, 今且天下之王公大人士君子, 中情將欲興天下之利, 除天下
之害, 當若繁爲攻伐, 次實天下之巨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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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핵 군비통제와 하도-낙서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자(neo-realists)들은 모든 국가는 무정부 상태를 본질로 하는 국제사
회에서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경쟁국에 대한 안정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
보다는 배신을 하고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특
히,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 그 중에서도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무기를 새로이 개발할 때 추구하는 것은 파괴력(lethality), 기동성
(mobility)과 사정거리(range)의 확대였다. 청동기보다는 철기문명이 우월했고, 보병보다는 기
마부대와 전차부대가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전투효과를 발휘했던 사례를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단검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 적을 타격하기 위해 창을 만들고 활을 쏘고, 화약과 다
이나마이트의 개발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대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보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들의 노력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었고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활발한 곳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였다.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토인비의 주장대로 자연의 도전에 응전하는 창조적 소수가 있는 사회에 있다는 것처럼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였던 것이다. 찰스 틸리(Tilly 1975)가 주장한 것과 같
이 근대유럽에서 경제수준의 발달은 치열한 국가간 항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력증대의 필요
성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음양오행설의 상생-상극론(생극설)이 제시하는 것과 같
이 상극의 운행의 이면에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상생적 측면이 음양적 짝으로서 내재되어 있었
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기체계의 화력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극적인 발전을 보여 주었다.
양적으로 총력전 체제 하에 탱크, 전투기와 같은 현대무기체계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졌고 질
적으로도 급기야 화력(firepower)의 극치에 달한 핵폭탄의 개발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결국,
인류는 소위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라고 부르는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같이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갖게 되었다. 이 핵무기
는 음양오행론적 변화논리를 대입하면 불기운이 극에 달한 상극질서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체계는 이후 수소폭탄에 이르러 더 이상 파괴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정
도로 가공할 불의 힘과 공포를 인류에게 선사하였다.
이 핵 무기체계는 일시적으로 미국에게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군사력의 우위를 선사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소련, 프랑스, 중국 등이 차례로 핵무장을 하면서 미국의 핵독점은
종식되었다. 이러한 複數의 핵무장클럽이 형성된 이후, 인류와 함께 해 왔던 전쟁의 역사는 새
로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은 그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된 것이다. 양적으로도 미소 양국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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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체를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양의 핵무기를 가질 때까지 무한군비경쟁을 하였다.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지구궤도 재진입시 요격을 회피하도록 複數의 탄두로 분리되는
방식의 기술이 개발되거나, 은닉성을 활용하여 탐지가 곤란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핵무기체계가 대두되었다.
이처럼 핵무기체계의 파괴력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코헨과 나이(1997)가 오래 전
에 지적한 것과 같이 국제사회에는 힘이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력의 효용성의 한계시
대가 도래한 것이다. 핵무기가 등장한 이후, 기본적인 전쟁교리는 사실 핵전쟁 억지전략
(deterrence strategy)으로 변하였고, 상대가 핵공격을 하면 잔존한 핵미사일로 상대 인구 밀집
지역에 2차 보복(second strike)을 한다는 것이 그 요체였다(최영 1982, 22-75). 상대의 2차 보
복능력의 엄존 때문에 핵 시대에 강대국간의 전쟁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무력의 사용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불의 힘이 한계에 달하였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더
욱이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은 인류가 축적해 놓은 문명자산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기 때
문에 과거와 같이 상극적 군사과학의 발전이 문명발전의 기폭제가 된다고 하는 상생적 측면이
소멸하게 되었다. 음양론에 따르면 표면의 상극질서는 이면의 상생운로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
그런데 화력의 극한 발달로 상생적 측면이 소실된다면 極則反의 원리로 표면의 상극의 운행이
정지하고 상생의 운행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28)
이와 같은 핵시대에 무력사용의 한계상황이 결국 후르시쵸프의 미소간 평화공존론을 낳았
고 지난 30년간의 핵군축 협상과 다양한 핵확산 통제레짐을 탄생시켰다. 다시 말해 상극의 불
기운이 극에 달하여 핵무기를 만들어 낸 인류는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핵전쟁
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극즉반의 원리에 의해 미소양국은 무용한 핵무기를 줄이는 핵군
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음양오행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무력의 효용이
떨어지면서 상극의 불기운이 접어들고, 상생의 기운이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소 양국은
오랜 협상을 거듭하면서 SALTⅠ, SALTⅡ, INF Treaty, STARTⅠ, STARTⅡ, STARTⅢ
등으로 이미 상당수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파괴하거나 실전배치 상태에서 해제하였다.
하지만, 핵보유국들은 완전한 핵 무장해제로 가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현존 핵무기의 관
리비용을 줄이고 비핵국들의 핵무장 의지를 억지하는 수준에서 핵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 이유는 여전히 상대의 배신이 두렵고 새로운 핵무장 국가들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기 때
문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미러 양국만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 중국, 프랑스의
기존 핵 국가들과 새로운 핵무장 희망국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
28) 한형조(1996, 54-55)는 주희의 태극관을 소개하면서 “태극의 신호에 의한 기의 태초의 움직임이 양이
며 양의 활동적 운동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그 극점에서 회귀 혹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의
회귀적 운동을 음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김일부도 역학의 완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正易에서 「易
은 逆也니 極則反하느니라...天地之道는 數之乎十이니라」라고 해서 1이 10에서 무한분열을 멈추고
다시 1로 회귀하는 수렴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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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핵무장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선택된 핵
국가라는 국가위신의 고양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핵 기술을 수출할 수 있
고, 경쟁국가나 적대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수단 혹은 전쟁억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국제사회가 기존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제3세계 국가로의 핵 확산을 막지 못
한다면 제2의 9․11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가 결합된 공포스러운 포스트모던 테러리즘
(post-modern terrorism)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테러단체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할 경우, 판단착오(misperception)나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은 갈수
록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핵확
산(nuclear proliferation)을 막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만들고 NPT(비확산조약),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MTCR(미사일기술통제레짐)과

최근에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에 노력해 왔다. 만일 핵확산을 막기 위한 인
류의 이성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다면 이미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수백, 수천기씩 핵무장을 하
여 2차대전 이후에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식의 참화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미소양국의 핵군축 노력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레짐들은 필자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고대 하도-낙서에서 보이듯이 항존성의 원천인 우주정신
발현의 象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해 산포의 힘을 저지
하기 위해 금과 화가 위치를 역전하는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와 동시에 10토가 화생토→토생금
의 상생운로의 길을 열어주는 이행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상극의 낙서질서가 상생의
하도질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상생 순서(목화토금수)대로 金이 중성 土의 도움을 받
아 火를 포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10土는 至公無私한 우주정신 그 자체로서 木火의 상극
질서와 金水의 상생질서간의 음양전화의 매개체이며 모순의 조절주체이다.
동양 인성론의 대표적 고전인 中庸29)에서 仲尼(공자)가 말하기를 君子는 中庸이요 小人은
反中庸이라고 해서 이상적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편벽되지 않고 과불급이 없는 中和의 德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中과 和를 지극히 하면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로 잡아 천하만물
이 성숙된다고 하였다.30) 즉, 생명성과 항존성의 원천인 우주의 中和 정신(10무극)이 현실에
체현될 때 수화운동의 전환점이 금화교역으로 현실화되는 것이고 인간정신과 우주정신이 합
치되는 천인합일의 인간완성이 착근하면서 이상적인 국제관계의 완성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역 계사전의 천지인 개념을 통해 공자는 우주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완성에 있음을 시사한 바, 천지의 이법이 체라고 한다면 용에 해당하는 인간관계, 국제관계의
완성은 우주완성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31) 요약하자면, 동양의 태극-무
29) 中庸에서는 요, 순, 우임금로 이어지는 允執厥中의 방법으로 그 때 상황에 맞게 치우치지 않도록 처
신(時中)함으로써 우주의 운행원리를 통한다고 하였다.
30) 『中庸』, 1: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31) 이때에도 음양적 체용역전 현상이 작동하는 바, 우주완성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그 주체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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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수화운동의 우주관에 따르면 1 태극수가 9까지 분열하는 것은 낙서의 구조에 따라 군비
경쟁이 전개된다. 하지만 핵 군비경쟁이 자기파멸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극한점에 다다르면
음양적 消長 운동에 내재된 극즉반의 운동원리에 의해 하도의 상생논리에 따른 군축과 핵확산
통제의 ‘시대정신’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Ⅴ. 결 론
서양의 영구평화론은 일단 영구평화의 조건이 완성되면 무한히 평화가 유지된다는 다소 낭
만주의적인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칸트가 말한 자유로운 세계시민이 주도하는
공화정 국가의 연합체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영구평화의 개념
은 공통적으로 헤브라이즘의 직선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본 논문이 밝혀 본 것
과 같이 음양오행설의 역사관은 순환하는 시간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으
로는 각 시간 점에서 상극과 상생이 종적인 음양관계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횡적으로는 장대
주기적인 오행과정에서 분열의 힘이 축적되면 어느 한계점에서 상호전화하여 거시적으로는
상극질서에서 상생의 질서로 이행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동양의 음양오행설
의 상생질서론은 순환하는 시간관에 기초하여 상극질서와 상생질서가 상호전화하는 우주의
반복운동에 포함된 개념이며 이것을 수리적으로 낙서와 하도로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다. 갈
등이 표면에 있고 이면에 문명발전의 진화를 하였던 상극의 질서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갈등(木火之氣)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평화가 표면으로 오고 문명의 통일적 완성으로 움직이는
상생의 질서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현실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하낙
상수론은 새로운 관점으로서 무기체계의 발달사의 종점인 핵 군비경쟁과 군축의 과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 군축레짐의 형성과정을 보면 결국 분열과 갈등의 힘이 극에 달하
면서 협력과 평화의 시대정신이 국제관계에 착근하기 시작하는 현상에 대하여 일종의 음양론
적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핵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갈등적 국제관계가 계속된다면 인
류는 언젠가는 참담한 파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아닌 理性과 레짐으로 국제관계
를 조직하고 평화가버넌스를 착근시켜 문명구조를 전변시키는 것은 인류공동체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동양의 오랜 문명사와 국제관계의 경험을 고찰할 때 독자적인 전쟁관과 평화모델을 발전시
켰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지 현대 국내 학계의 고대 동양의 사유체계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
이 지나쳐서,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수리적 모델에 기초한 우주론적 거시 모델이 있음에도 불

고 완성의 대상인 우주는 객체가 되어 반대의 체용관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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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무시해 온 결과가 지금까지 독자적 평화론 빈곤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성인들의 우주운행의 본질에 대한 직관적 모델의 통시적 타당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태
도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물질과 정신의 모든 면에서 발전되어 있다는 직선적 진보사관에 깔린
헤브라이즘 문화권의 우주론 체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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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Structural Peace in Hato-Nakso Model: A
Comparative Cosmological Interpretation of
Nuclear Arms Control

Nam, Chang-hee
(Inha University)

Theory of Yinyang and Five Movements based on circular time concept postulated that
when expansive energy reaches its limit mutual lifesaving relations prevail in a repeated
manner over mutually conflictual societal relations. This cosmic change model is first
introduced by Hato-Nakso with the mathematical configurations and figures. In other
words, when the dialectical combination of conflict and harmony can not sustain
over-functioning of expansive energ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harmony comes
to humanity, which is a unique concept of the structural peace in ancient Asia. Applying
the cosmological model of the perpetual peace to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Hato-Nakso shows what nuclear arms control means in the grand cycle theory in East
Asian philosophy.
Key words: ancient Asian cosmology, Hato-Nakso, Yinyang and Five movement
theory, mathematical conflict theory, nuclear arms control reg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