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굉의 마슬。 l론과 콩루론 

1 . 서 론 

강연회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이 글은 胡宏(1l05~1161 , 字는 仁件)의 철학을 性體心用論을 중 

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호굉은 湖湖學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이로서， 朱熹(1130~ 1200)철학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 

라고 할 수 있다. 주희가 張試(1l33~118이과 벌인 中和論辯은 사실 

상 호굉의 ↑生體心用論과 대결하면서 이를 心統性情論로써 극복해 나 

간 파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신유학 연구에서는 주희의 엄 

청난 영향력에 가려져 호굉과 호상학파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단지 주희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 中和論辦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호굉에 관한 본격적 

인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몇 편에 불과하며 더구나 국내의 연구는 사 

설상 전무한 형편이다. 

호굉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호굉의 성체심용론이 도덕 실천의 이론적 

전제로서 갖는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중국 대륙 

의 면구들은 性本論이라는 규정 때문에 주로 性體에 대한 호굉의 설 

명에 주목하곤 한다. 그렇지만 도덕 실천과 관련하여 호굉에서 보다 

중요한 영역은 오히려 心用의 부분이라고 할 수 었으며 이는 성체심 

용론이 성과 심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이에 비 

* 이 글은 2000년 2윌에 발표한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호굉의 성체심용론”의 
일부를 다듬어 실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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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종삼은 호굉이 심과 생을 구분하면서 심이 성을 드러내는 적극 

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섣명함으로써， 때륙의 연구자들보다는 심의 역 

할에 더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심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으로 회귀하는데 심이 매깨책인 역할을 맡고있다고 해석하 

기 때문이다. 그라고 이러한 이유 때푼에 모종삼은 호굉의 수양론을 

체험(‘內證的體證’)의 이론으로서만 규정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호굉 

의 수양론에서는 체험보다는 오히려 禮의 학습과 실행이 강조된다. 

따라서 모종삼은， 호굉의 심성본에서는- 성과 심의 구분에서 기인하는 

단절의 의식이 설천의 원동력으로 작왕한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둘째， 성체심용론이 시사하는 마음과 봉성의 단절은 강력한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가존의 연구에서는 성체섬용콘의 

실천적 의미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까닭에 정작 수양론에 대해서는 전 

혀 설명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 호굉 

이 ‘性體心用’에 상응하는 수양론상의 근본 명제로서 제시한 ‘仁體義

用’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호굉올 독자 

적인 수양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상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심성론의 ‘性體心用’， 수양론의 ‘仁體義用’

이라는 두 명제를 축으로 본체와 공부 사이의 일관된 맥락을 복구함 

으로써 호굉의 철학을 그 자체 완결된 체계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펼 

자는 이 같은 방식의 재구성이 그동안 호굉을 정당하게 이해하는 데 

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은 주희식의 옥해법을 극복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희는 ‘펌、慮紹擾’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호 

굉의 성체섬용론을 일종의 자아분열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해 

석 방식을 따르게 되변 호굉은 마치 ‘내변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려지게 된다. 그 결과 강력한 도덕책 주제와 이에 기반한 실천이라 

는 호굉의 본래 의도는 거의 드러나지 못한다. 게다가 자칫하면 호굉 

의 이론을 개인의 내면적 수련에 칩잠하는 불교나 도가적 경향의 이 

론으로 오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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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호굉의 본성과 마음 이론 

호굉의 철학은 심성론의 ‘性體心用’과 수양론의 ‘仁體義用’이라는 

두 핵심 명제를 축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그의 이러한 체계는 당대 

불교와 도가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루어졌다 1) 불교와 도가는 用이 

없는 體를 논하며，2) 그나마 그 체가 담고 있는 내용도 ‘개개인의 마 

음’이나 대상 세계를 떠난 ‘無’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 

어서 仁義라는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호굉은 각 개체 

가 어떻게 천지 자연의 본성을 실현하여 강력한 도덕 실천의 주체를 

건립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문제삼는다. 그의 출발점은 바로 用

의 세계인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체의 

행위가 시작되는 개체의 마음에 주목한다. 신유학의 주요 과제가 마 

음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성인이 되는 수양 

론을 세움에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호굉 역시 마음과 본 

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그 둘의 관계와 역할을 조명하고 그것을 

통해 도덕실천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한다. 

1.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본성 

전통적으로 본성에 대한 규정으로는 性善說과 性惡說 그리고 善惡

混在說이 있었다 이러한 정의와 달리 호굉은 ‘본성을 善惡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즉 본성은 현상의 善惡， 是非로 규정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 호굉은 송조가 금에 패배한 원인이 불교와 도가의 이론에 현혹된 당시 유자들 

에게 있다고 보고 이단 비판을 통해 자신의 철학 체계의 기반을 형성해 나간 

다， 특히 이단 비판의 핵섬민 체에 대한 용의 역할을 강조한 사고는 그의 성체 

심용론의 기저에 일관되지l 깔려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pp.10-15를 참고 
할것 

2) 學聖人之遊 得其體， 必得其用， 有體而無用， 與異端何網 (ú'胡宏集』， 「與張敬夫」

p.131). 
3) 호굉의 본성에 관한 견해는 그의 아버지 호안국의 영향윤 받은 것이다 자세 
한 내용은 본 논문 Jlp.9- lO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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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것은 천지귀신의 오묘한 이치이므로 선으로 말하기 

부족한데 하물며 악으로 말할 수 있는가?41 

이렇게 본성을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호굉은 

굶子의 ‘性善’을 ‘본성은 선하다’라고 풀이하지 않고 ‘본성은 훌륭한 

것이다!’라는 감탄의 의미로 해석한다 5) ‘본성을 선하다’고 규정하면 

그 본성 안에 도덕성이 본래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도덕 

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펀다. 그러나 호굉은 도덕이 본 

성에 본질로서 내재한다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 본성은 선， 악 등 

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선악， 시비와 같은 

개념은 반드시 서로가 짝을 이루어 사용되므로 언제나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본성은 현상의 상대적인 언어나 가치 판단을 

념어선 것이다. 그래서 현상 세계에 사는 우리는 본성을 판단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본성이 천하의 대본이며 만가지 이치가 총 

체적으로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6) 

한 사람의 본성에는 만물이 갖추어져 있다. 그 본체를 논하면 

천지에 섞이고 만물에 두루 n]치니 비록 성인이라도 얻어서 이름 

을 붙일 수는 없다. 인간이 패어남을 논하면 흩어져서 만 가지로 

다르고， 선악 길흉의 백가지 행위가 다 실려 있어 가리거나 막을 

수 없다. 논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면， 사물에는 정해진 성질이 있 

지만 본성에는 정해진 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본성은 天命이며 다양한 사물을 통일하고 종합하는 본체가 된다. 

이 본성은 인간과 자연 사회에서 천차만별로 다르게 드러난다. 또한 

4) 性也者， 天地鬼神之與也， 善不足以言之， L兄폼、乎? (知言疑義 5). 

5) 굶子道性善E者， 數美之離tI1.， 不與惡對 (知言疑義-5)

6) 大값性乎! 萬里具훨， 天地由此而I立훗 世橋之듬性者， 類指 理而言之爾， 未有

見天命之全體者也 ( 氣-7)

7) --}...之性， 萬物備之롯， 論其體， 則澤倫乎天地， 博俠於萬物， 雖聖人， 無得而名훨， 
論其生， f{ IJ散而萬珠 善惡吉|건l百行價載， 不可據邊 論至於是， f{ IJ知物有定性， 而
性無定體훗 ( w胡宏集μ 「釋疑굶J ， 辦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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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 길흉의 온갖 행위가 그물처럼 짜여져 나타난다. 그래서 선악 길 

흉이 갖가지로 규정되는 사물에는 정해진 본성(성질)이 있지만， 그 

사물들의 근원인 본성은 고정된 體가 없다 그러므로 선악， 길흉 등 

은 현상 사물에 대해서만 유효한 규정일 뿐이다. 호굉에 따르면， 결 

국 선악이란 이러한 본성이 현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 중 하 

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성은 선악이라는 현상적 규정을 념어 

선 영역이다. 그라고 바로 이런 점에서 본성은， 각각의 특수한 속성 

에 국한되어 있는 현상 사물의 규정을 념어선 ‘진정한 형이상자’이 

다，8) 

이와 같이 본성에 도덕적인 가치가 근원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호굉은 각 개체의 본성을 시-실적인 측면에서 파악 

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경향성으로 본성을 이해한 것이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본성이다. 소인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좋 

아하고 싫어하며 군자는 도를 기준으로 좋아하고 싫어한다，9)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본성은 도덕이라는 볍칙이나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 

기서 好惡라는 것은 대상 세계와 접촉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 

응10) 혹은 태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스런 반응이 도 

덕적 기준에 맞느냐11)의 여부에 있다. 호굉이 본성이라고 간주한 好

惡란 도덕 법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본성 밖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굉에게 도 

덕적 기준으로서 도는 인간의 본성 밖에 있는 외재적인 것이 되고 

만다12) 

8) 形而在上者謂之性， 形而在 F者謂之物 (W胡宏集」， 「釋疑굶J ， 辦 p ,319) , 

9) 好惡，性也 小A好惡以己，君子好惡以道 察乎此，則天理人欲可知(知言疑義
-3) , 

10) 이 점에서 본성을 호오로 규정하논 것은 지각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II-4를 참고할 것. 

11) 호굉은 호오에도 올바름과 그룻됨이 있고 취사에도 시비가 있다고 말한다 好
惡有재3正， 取舍有是非 (往來-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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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君子와 小人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道를 가 

지고 호오하면 君子가 되고 사사로운 욕구를 가지고 호오하면 小人

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각 개체는 끊임없이 사사로운 욕구가 아닌， 

도에 들어맞게 호오해야만 하는 긴장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구도에서는 도닥에 대한 정향을 놓지 않고 매 상황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윤리적 주체를 요구할 수밖 

에 없다.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심리적인 경향성은 道라는 외 

부적 기준에 맞추어 선과 악으로 구분되므로， 호굉에게 선악은 中節

의 문제가 된다. 

성인은 감정이 드러나 절도에 맞고 보통 사람들은 절도에 맞지 

않는다. 절도에 맞으면 옳고 절도에 맞지 않으면 그르다. 옳은 것 

을 끼고 행동하면 바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을 끼고 행동하면 사악 

한 것이 된다. 바른 것은 선이 되고 사악한 것은 악이 된다. 그런 

데 세상의 유자들은 도리어 선악으로 본성을 말하니 어둡기도 해 

라!131 

道에 맞게 행동하면 선이 되고 어끗나게 행동하면 악이 되기 때문 

에 성인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절도에 맞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모든 인간은 본성 자체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절도에 맞게 

행동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호핑은 

情感이나 欲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14) 정감이나 욕은 그 자체로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過，不及의 상태가 됨으로써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본성을 好惡로 정의할 때 道라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12) 이를 주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君子好惡以道’， 是性外有道也 (知言疑義
3) 

13) 聖A發而中節， 而累人不中節也， 中節者馬是， 不中節者짧非. 俠是而行則碼正，
快非而行則寫$. 正者寫善，$者寫惡 而世簡乃以善惡、言性， 遭乎邊값! (知言疑
義 6). 

14) 人以情罵有累1:Þ.， 聖人不去情 (知言疑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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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목표점을 의미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도덕 문화이며 궁극 

적으로 성인이 제정한 禮를 가리킨다. 유가 철학에서 각 개체는 윤리 

규범을 담지한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런데 본성을 선 

악으로 말할 수 없다는 호굉의 주장을 따르면， 개체들은 살얼음을 밟 

듯이 항상 선악에 대해 긴장하게 된다. 그것은 도덕에 대해 민감한 

주체를 상정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중시하는 강한 실 

천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본성의 모텔은 호굉의 철학적 출발점과 관계가 있다 호굉은 

선악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현실에 부딪 

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의 출발점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이다. 이 현실 세계는 선악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는 전 

쟁터이다. 그래서 호굉은 인간의 본성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 심리적인 경향성을 도덕의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강한 주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각 개체는 유동하는 현실 세계에서 도덕적 가치 

에 민감하게 깨어 있고 결단과 실천을 통해 도턱을 완성(成已， 成物)

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2. 호굉의 본성 개념에 대한 주회의 비판 

호굉은 好惡로써 본성을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어떤 심 

리적인 경향성일 뿐이다. 그는 본성 안에 보펀적인 법칙이 내재한다 

는 것을 부정한다. 즉 善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본성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선악은 중절의 문제이다. 그에게 道는 마음 밖에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朱熹는 호굉의 본성론이 告子의 ‘댐水說’과 같은 

종류라고 비난한다 15) 주희의 경우 본성에 도덕 법칙을 전제하기 때 

문에， 도펙 법칙이 본성과 분리되는 것은 도덕 실천의 가능성을 외부 

에서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호굉의 본성론을 이렇게 

셰판한다. 

15) 知言固有好處， 然亦大有差失， 如論性， 돼日 “不可以善惡辦， 不可以是非分” 많 
無善惡， 又無是非， 則是告子‘캠水’之說爾 (~朱子語類」 卷7， p.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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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惡는 본래 성에 있는 바이다. 그퍼나 직접 성이라고 말해서는 

옳지 않다. 왜냐하변 호오는 物이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物의 법칙이기 때푼이다 物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이것이 ‘형색은 천성이다’라는 것이다. 지금 본성을 말하고자 하면 

서 物은 들고 법칙을 버리니 아마도 해로움이 있을 듯하다 161 

朱熹는 好惡가 본성의 측면이라는 껏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호 

오가 바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호오는 도덕 법칙이 아니 

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심리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 

다. 선을 좋아하고 약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법칙이며 기준이다. 주 

희는 호굉과 같이 선악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본성 안에 법 

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도덕 실천에 대한 내면의 자발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되며 그 견과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곳(安願處)’이 없어 이리 

저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 내던져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성에 모든 

이치가 담겨져 있어야， 대상 세계와 접하면 사태 사태에 알맞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호굉은 또한 천리와 인욕의 본체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리와 인욕은 본체가 같지만 작용이 다르고 움직임은 같지만 

실정은 다르다 17) 

호굉은 심리적인 경향성을 본성으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성 차원 

에서 天理와 人欲을 구분하고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천리와 인욕 사 

이에 절대적인 분별이란 없게 되며 선과 악도 중절의 문제가 될 뿐 

이다. 또 도의 중절 여부에 따라 선악이 구분되므로， 결국 선과 악이 

란 현상 세계로 드러난 양태일 뿐 실체가 아니다. 

이에 대해， 주희는 호굉이 천리와 인욕을 섞어서 하나로 생각한다 

고 비판한다 181 이것은 호굉이 천리와 인욕을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 

16) 熹謂好惡固性之所有， 然直謂之性 則不可. 蓋好惡， 物也， 好善而惡、惡， 物之~Ij也

有物必有則， 是所謂形色天性也 今欲語性， 乃題物而遺~Ij， 恐未得馬無害也 (知
言疑義 3) 

17) 天理A欲同體而異用， 同行ffïï異情 (옷O言疑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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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희는 호굉과 달리 천 

리와 인욕은 오히려 그 본원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리와 인욕이 같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그 본원은 본래부터 

다르니 어찌 用올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19) 

질문 “이른바 ‘체가 같고 용이 다르다’는 것은 섞어서 구별이 

없는데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 “본원처에서부터 분별하지 않아서 모두 같은 것으로 간 

주하였고， 그래서 바로 ‘체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도리를 정미하게 보긴 했지만， 어찌해야 할 줄은 모 

르고서 大本에서는 오히려 구별을 없애 버렸구나!"20) 

주희가 이렇게 천리와 인욕은 본원처에서부터 본래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성을 선악으로 규정하지 않는 호굉과는 달리 주희가 

성선섣의 교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회는 호굉처럼 외적 기 

준에 따라 선악이 나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회에게 있어 선한 행 

위란 개개인의 본성에서 말미암는 것이지만 악한 행위는 개개인의 

본성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선에 근거 

하여 도덕 실천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기르는 수양 

론으로서 未發 뼈養 공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3. 심리적 현실로서의 마음 

호굉은 未發의 본체를 본성으로 已發의 작용을 마음으로 놓는 性

體心用論을 제시한다. 

성인은 그 본체를 가리켜 본성이라고 말하고 그 작용을 가리켜 

18) 今以天理人欲混薦-區， 恐未允當 (知言疑義-2)

19) 觀天理A欲所以不同者， 其本原元自不同， 何待用也! (W朱子語類』 卷7， p.2592). 
20) 問， “ ... 若所謂‘同體而異用’， 則失之混而無別否?" 터， “ .. 本原處無分別， 都把

{故-般， 所以便謂之‘同體’ 他看道理f盡精微， 不知如何， 只→置大本無JiIJT!"

( w朱子語類』 卷7， p.2Eí9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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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라고 말한다 21) 

미발은 단지 성을 말하고 이발은 심을 말한다 22) 

호굉은 마음을 ‘드러나 반응하는 것’으로23) 본성을 ‘드러나지 않아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마음은 언제나 대상 세계 

와 접하며 반웅하는 심리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성은 언젠가 드러날 가능성에 지냐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 

할 수 없다. 호굉은 본성의 직접적인 실현 계기를 상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섬리적인 현실로서의 마음뿐이다. 미-음 

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주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특정이 보 

다 분명해진다. 

주회의 마음 이론인 心統性情論은 性體情用의 구도를 전제하고 있 

다. 즉， 미발의 마음인 성은 체이며， 이발의 마음인 정은 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호굉의 성체심용론은 미발의 체를 性으로， 

이발의 용을 心으로 놓음으로써 ‘心은 이발임’을 주장하게 된다. 그 

결과 성체심용론에서는 심통성정론과는 달리 체와 용이 단절되고 만 

다. 주회의 마음 이론에서는 心이 體인 性과 用인 情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이를 주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 심이 호굉에서는 이발 

로 규정됨으로써， 미발과 이발을 연결할 고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다 24) 즉 성체섬용론은 주회의 심통성정론에 비교할 때， 마음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원적 구조플 상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호굉은 마음의 이 감은 이원적 구조를 일관되게 ‘단절’의 의미로 

제시한다. 즉， 그는 性은 ‘天’으로 心은 ‘人’으로 영역을 구분함으로 

써25) 그 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을 설정한다. 그에게서 첼학 

21) 聖人指明其體日性， 指明其用日心 (知言疑義-8)

22) 觸謂未發只可言性， Ô發乃可言心 (1‘胡宏集」， 「與f曾吉南書三홉J p .l 15) 

23) 마음을 이발로 규정한 것은 정이의 초기 관점을 계숭한 것이다 伊川初홈日 
“凡듬心者皆指B發而言 ” 後復H “此說未當‘” 五쫓ëiJ守其舊說， 以心寫E發， 性
寫未發‘ 將心性二字對說 『知言 J 中如此處甚多 (IF朱子語類」 卷101)

24) 대신 호굉에서는 情의 위상이 불분명히게 된다 

25) 天命寫性 (天命-23) 理也者， 天 F之大體也， 義ill者， 天下之大用也 ·‘· 失理， 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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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출발점은 用의 세계이다. 그러나 그 용의 세계에 발딛고 선 인 

간은 체의 세계로 곧바로 진입하는 길이 끊겨 있는 것이다 26) 

성체심용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마음의 엄격한 이원적 

구도는， 강한 현실 지향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마음은 딘發이다’라는 주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불완전하며 악의 힘이 압도적인 곳이다. 

즉， 體가 절대적이고 至善이라면 用은 상대적이며 악에 가깝다. 그렇 

다고 해서 인간이 불교나 도가에서처럼 체의 세계로 도피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心用에서 性體로 초월하는 길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용의 세계가 비록 

더럽고 불완전할지라도， 굳건히 이 세계에 발딛고 서서 완전한 지선 

꾀 세계인 體의 세계의 수준으로 用의 세계를 상승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결국 수양론상의 강력한 

도덕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호굉은 性과 心의 구분에서 기인하는 단절의 의식을 오히려 실천의 

원동력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호굉이 섣정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현실로서의 이 마음을 

다하는 사람(盡心者)이다 그는 요， 순， 우， 탕， 문왕， 공자와 같은 유 

가의 전통적 성인들이 바로 이 진심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盡心’을 

하면 본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盡心成性)，27)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현실로서의 마음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마음으로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대상 세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命也， 義， Á心也 (義理 5) 

26) 이렇게 마음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면서 그 차이와 단절을 강조하는 것은， 장재 
가 마음을 ‘태허의 측변인 콘 본성’과 ‘개인적 경험으로 가득찬 작은 마음’으로 

냐누는 방식(心小性大)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영식 w이성과 현 

실~， 울산대출판부， 1999, pp.l27-137 참조， 
27) 天命之謂性. 性， 天下之大本也 쫓， 짧， 禹， 場， 文王， 때尼六君子先後相認， 必터 

心， 而不머生， 何也? 日 心也者， 처l天地， 宰萬物， 以 成性者也 六君子， 盡心者也

l없能立天下之大本 (知言疑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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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라는 기관은 아득하여 어디를 향해 갈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그 본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살피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 

다. 또， 사려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비록 알고 

살피는 양심이 있더라도 또한 말류에 휩쓸려 들어가 점점 소멸해 

가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것이 신(民)이 크게 걱정하는 일 

입니다 28) 

마음은 외부의 조건이나 제약에 의해서 쉽 없이 흔들리며 불안정 

한 상태로 표류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도덕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29) 것 

과 같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꼬 마음을 다하여 본성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호굉은 마음이 지년 知覺의 능력에서 찾는다. 

4. 知覺의 역할-도덕적 의식 형성의 매개 

호굉은 마음에는 지각이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30) 지각은 외부 대 

상에 대해 반응하고 의식하는 능력이다. 호굉은 지각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이 천지에 있어 감(感)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웅(應)하게 

되는 것은， 마치 마음이 폼에 있어서 아프변 반드시 지각하는 것 

과 같다.:ll) 

여기서 호굉은 知覺을 전통적인 感應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는 외 

부적 대상이 와서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感]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즉 마음에 있어서는 의식이 발생한다[應]32)는 구도로 지각을 이해하 

28) 心官흙뿜， 莫知其빼， 若참知其體乎? 有所不察， ~IJ不知훗 有所顧慮， 有所짧健， 

則雖有能知能察之良心， 亦倫沒子末流， 홉消홉亡而不딩知， 此民之所大憂也，
(T胡宏集~， r 1:.光흙皇帝書J p.8:3). 

29) 事物之情， 以成則難， 以짧則易， 足之行也亦然、， 升高難， 就뽑易.ffi之行也亦然， 
{탬流難， 11명流易. (事物-1)

:30) 有是心則有知 (好惡 9) 
:31) 人之於天地， 팀感ι、應， 뺑(.、之於身， f~痛必知휠‘ (給華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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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본성과 마음 사이의 단절을 상정하여 의식 발생의 

내부적 기원을 인정하지 않는 호굉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식 

의 감응 구조란 의식이 항상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만， 즉 외부적 사 

물이 다가오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33)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지각의 활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자극이 펼요하며 

외부적 자극은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경유해서 전달된다.34) 전 

달된 자극은 마음에서 갖가지 심리적 반응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때 

마음에서 생겨나는 반응은 좋아하고 싫어함[好惡]이라는 형식으로 산 

출된다.35)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되면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드러난다.36) “마 

음이 본성과 감정의 덕을 묘하게 한다"37)는 병제는 바로 이렇게 마 

음이 지닌 지각의 능력이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각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 

들이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에 

서 일어나는 반웅， 즉 지각은 션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식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식으로 드 

러날 수 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굉은 지각의 능력과 도덕 규범 사 

이의 이 같은 간극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마음이 온갖 사물에 반응하는 것은 마치 물이 온갖 모양을 비 

추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사물에 반웅하는 것에도 참된 것과 거 

칫된 것이 있다 38) 

32) 其知皆緣事物而知 緣事物而知 (W胡宏集」， r復蘭記J).

33) 失A非生而知之， 則其知皆緣事物而知. (W胡宏集』， 「復蘭記J p.l52); 自觀我者

而言， 事至而知起. (好惡 17) 
34) 이런 의미에서 호굉은 눈과 귀는 마음의 통로라고 말한다. “夫耳텀者， 心之所

以流通也 " (W胡宏集』， r與吳元忠四首J pp.l07• 108). 
35) 호굉이 “좋아하고 싫어함이 본성이다(好惡， 性也)"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 

에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I-1을 참조. 

36) 失心宰萬物， 順之則喜， 벚之則쩡， 感於死則哀， 動於生則樂 欲之所起， 情亦隨之
(知言疑義 5). 

37) 心妙性情之德 (事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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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싫어함에도 올바름과 그릇됨이 었다.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의 따갚을 도덕적인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호굉에 있어 사불에 대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말은 결국 어떤 기준에 따라 지각하느냐라는 말과 동일하다. 

소인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며 군자는 도를 

기준으로 좋아하고 싫어한다 401 

따라서 인간의 지각을 도덕적 지각으로 전환하는 길은 도덕 기준 

이 내재해 있지 않은 지각에 도되 기준을 도입하는 일이 관건이 된 

다. 여기서 도덕 기준을 도입하는 것 또한 인간에게 갖춰진 지각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를 호굉은 독서를 통해 예를 탐 

구하고 수용하는 明理의 공부로 정식화한다. 명리를 비롯한 수양의 

공부를 거쳐 지각이 도덕적 지각으로 전환되면 지각은 단순히 꾀식 

의 근원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윤리적 행위의 근원이 된다， 

lll. 호평의 수양 이론 

호굉철학은 심성론에 있어서는 ‘性體心用’이고 수양론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仁體義用’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체심용론은 본성과 마음의 단절을 상정하고 있다. 즉 마음은 섬리 

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본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가 

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호핑관 본성의 직접적인 실현 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려에서 주어진 것은 마음뿐이므로， 우리 

의 출발점도 用의 세계인 마음일 수밖에 없다. 호굉은 이 마음을 다 

하여 본성을 완성하고자 한다(盡心成性).마음을 다하는 것이란 구체 

38) 人心應萬物， 如水照萬象 應物有誠훌. (大學 m. 
39) 好惡、有%正， 取舍有是非 (往來 8) 
40) 小人好惡以己， 君子好惡以道. ( 知言疑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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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仁을 體로 하고 義를 用으로 하여(仁體義用) 致知와 力行을 

실행하는 것이다. 

호굉의 문제 의식은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서 도덕 문화를 적극적 

으보 실현하는 윤리적 주체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그는 개별자의 마음에 주목한 것이다. 그의 性體心用論에 따르면， 

마음은 살아 움직이는 심리적 현실로 그 안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다. 그러나 마음의 知覺 기능을 확장하여 도덕적 기준을 알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의식을 형성하면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 

서 각 개체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 마음에 기준을 확보하고， 그 기 

준에 따라 저울질하여 도덕적 방향으로 자신을 몰고 나가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개체는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깨어있는 의 

식에 바탕하여 외부적 사태가 다가오는 매 순간마다 윤리적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호굉은 그 당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담당자인 사대부들에게，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에 정변으로 맞서서 부단히 실천하기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1. 致知， 居敬， 力行

호굉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선론을 거부하며 未發의 본성에서 

도덕 원리를 찾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知覺 능력에 주 

목한다. 마음은 원래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 

각쓸 통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획득할 수 었다. 즉 마음은 지각을 

통해 도덕적 기준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별한 

다. 이러한 점에서 호굉은 지각 능력을 수양의 발판으로 삼는다. 그 

래서 그는 수양론에서 致훗{!를 가장 먼저 내세운다 41) 

(1) 明理와 察識

3ε굉은 致知를 두 단계로 나눈다. 하나는 明理(第理)이고 다른 하 

나는 察識이다. 명리는 지각 능력에 근거하여 외부에 있는 도를 획득 

41) 故務聖人之道者， 必先致知. (大學→9); 天下萬事，莫先乎知옷. 是以君子必先췄其 

知 (漢文 21); 是故學寫君 f者， 莫大於꿨知. (大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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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그리고 찰식은 이 지각의 결과물을 도에 따라 자세히 

살펴 도덕적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명리는 문자 그대로는 ‘道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를 밝히는 

공부가 ‘明道’가 아니라 ‘明理’인 것은 호굉이 도를 理의 총체로 파악 

하기 때문이다.42) 명리 공부를 통해 理를 남김없이 다 밝혀 하니로 

관통함으로써 우리는 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43) 그런데 호굉의 

경우 도덕 원칙이 본성에 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명리 공 

부는 내면 성찰이 아니라 성인이 남긴 글과 말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44) 즉， 명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절목은 독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리 공부는 실제적으로는 성인이 제정하고 글로 기록해 

놓은 규범의 체계 즉， 禮를 무조건적으화 수용하는 것이 된다. 

천명은 지극히 은미하고 인심은 쉽게 움직인다. 미미하면 알기 

어렵고 움직이연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그 미미함을 드러내고 움 

직임을 고요하게 하고자 한다면 배우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학문의 도는 孔子 · 굶子가 남긴 글을 풀어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은 없다. 공자는 『詩~ . r書J 를 산정(fllI!J定)하고~易』에 계사전을 

달고 『春秋』를 지 었으니 구구하게 무슨 빈 말을 했겠는가?45) 

天道는 은미하고 人心은 쉽 없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마음은 미혹 

되기 쉽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천도와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마음이 천도와 일치하려면 먼저 그 기준을 확보해야 한 

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인들이 남긴 말과 

글로서， 구체적으로는 禮를 의미한다. 이렇게 마음에 도덕 원칙을 확 

보하는 과정이 바로 明理이다. 다시 말하변 호굉의 명리(明理)는 성 

인이 남긴 경전을 통해， 특히 예를 탐구하고 수용하는 작업이 된다. 

42) 天道有消息， 故A理有始終 (修身 3); 陰陽昇降有道， 뼈1)柔屆뼈有理. (義理←8).

43) 萬物不同理， 死生不同狀 必驚理， 然後能→貴也. (義理-13).

44) 去聖많遠， 天下無人師， 學者必因書記語言以솟머뿔義之精微. (給華 15). 

45) 堆天命至微， 堆A心好動 微則難쩌J， 動則易亂. 欲著其微， 欲靜其動， 則莫過乎學
學之道， 則莫過乎繹孔子 jj효빼之遺文‘ IL子定書， 뻐j詩， 慶易， 作春秋， 何區|흉於 
空言? (義理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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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리의 대상은 성인이 남긴 글과 말이기 때문에， 호굉에서 

는 스승이나 동료들과의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후천적인 앓이 중시 

된다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앓이 있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서는 앓이 없어 스숭을 가까이 하 

고 벗을 취한 후에야 닮이 있다 46) 

명리 공부를 통해 도라는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행 

동힐 수 있게 된다，47) 그러나 정말로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명리를 통해 얻은 앓과 도덕적 행위 사이에 간격을 메우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도덕적 의식을 형성하는 공부인 찰식 

이다. 

이제 치지의 또 다른 단계인 察識에 대해 논의해 보자. 지각의 결 

과물들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방향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각을 도덕적 지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찰식이다. 찰식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과 깜다: 의식을 관찰하여 선한 의식의 싹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싹 

읍 확충해 나가 도덕적 의식을 형성한다. 

제선왕이 소를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은 이 양심의 싹이 利

欲의 사이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것이 드러났을 때 불 

깝아 보존하고， 보존하여 기르며， 기르고 꽉 채워서 크게 하고， 크 

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천지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드러나는 단서가 같지 않으니 요점은 그것 

쓸 알아차리는 데 있을 뿐입니다갱) 

46) Á皆謂A生則有知者也. 夫人皆生而無知， (漢文 21) 
47) 不知天道 是흉行也. 홍行者， 不能處己， 烏能處物? (-氣-10) ，

48) 齊王見牛而不忍殺， 此良心之뽑짧， 因利欲之間而見者也 一有見훨， 操而存之，
存而養之， 養而充之， 以至子大， 大而不Ô， 與天地同훗. 此心在人， 其發見之端不
폐， 要在識之而ô(知言疑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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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굉은 제선왕의 고사를 인용하여， 일상적인 마음의 의식 활똥을 

살펴 양심의 싹이 드러나면 그 싹을 붙잡고 보존하여 도덕적인 의식 

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마음이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지각의 결과물은 선한 의식도 있고 악한 의식도 있기 때문에， 찰삭을 

통해 악한 싹은 제거하고 선한 싹은 거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察識은 

수양론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라한 공부를 통해 선한 싹을 

확충해나가면 양심으로 가득찬 마음이 되어 천도와 연체가 된다 4!'J) 

이것은 인의 단서를 살피고 확충해 나갔을 때， 개개인은 양심으로 가 

득찬 도덕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인간의 의식에 있기 때문에 찰식의 과 

정을 통해 의식을 뿌리에서부터 장악하면 행동과 일이 잘못되지 않 

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정감이 한 번 흐르면 막기가 어렵다. 기가 한 번 움직이면 평탄 

하게 하기가 어렵다. 흐른 후에 I과고 움직인 후에 평탄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흐르기 전에 산펴서(察) 기르면(養) 애써 막으려 하 

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기 전에 살펴 기르면 애써 평 

탄하게 하는데 이트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살피면 사물 

과 관계를 맺어도 의혹되지 않는다. 평소에 기르면 사물에 부딪쳐 

도 어긋나지 않는다.딩)) 

마음은 쉽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상과 접하여 물욕이나 사욕에 

휩쓸리기 쉽다. 그래서 이미 붉욕이나 사욕에 빠져 버린 의식을 따시 

도덕적 의식으로 변환시키는 일은 어렵다. 그러므로 평소에 그 따음 

을 살펴 선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 대상과 접할 경우 의혹퍼지 

않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몰고 나갈 수 었게 된다. 

이처럼 마음을 살펴 악한 싹은 제거하고 선한 싹을 붙잡고 확충하 

여 도덕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도덕에 대해 민감 

49) 이런 상태는 맹자가 호면지기플 길러 마음이 확장된 상태와 같다. 
50) 情→流則難過， 氣→動則難平. 流而後邊， 動而後平， 是以難也 察而養之於 未流‘

則不至於用過훗，察而養之於未動，則不끊於用平훗 是故察之有素，則雖뿔於物 
而不感， 養之有素， &1]雖激於物때不뿜 (-氣←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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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깨어 있어야만 한다. 따음을 항상 이러한 상태에 두기 위해서는 

敬이 필요하다 fïl) 敬은 따음의 도덕적 지각 상태뜰 유지하게 해 준 

다. 그래서 특정한 사태가 닥치면 이 깨어있는 의식으로써 찰식할 수 

있게 된다 fï:.!) 

그런데 이러한 깨어있는 의식이란 달리는 마음에서 악을 몰아내고 

자 하는 강한 의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의식이란 사자와 같 

은 기상으로 연결된다 53) 왜냐하면 마음이 악한 의식을 몰아내기 위 

해서는 거대한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힘은 선악에 대한 자 

각에서 나오며 한 순간에라도 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결벽증 

과표; 같다.딩) 이와 같이 호굉은- 현실적인 마음의 상태를 언제나 도 

덕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전환하여 윤리적 주체가 강 

고한 도덕에 대한 의지를 획득하고자 했다. 

(2) 立志와 居敬 그리고 力行

호굉은 수양론에 있어서 致知의 단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치지보다도 먼저 필요한 공부가 바로 立志이 

다. 호굉의 섬성론에서 道 혹은 理는 내 밖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도덕 실천을 끌어낼 기제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수양 

공부를 하겠다는 최초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입지이다. 

저 일은 만가지 단서로 변하고 사물이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것은 끝이 없다 그것을 궁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돗을 세워서 근 

본을 정하고 경건함에 머물러서 그 돗을 지속하는 것이다， 뜻을 

사물의 곁에서 세우고 경건함을 사물의 안에서 행하면 앓이 정밀 

5]) 아 점에서 찰식에는 거경 공부의 성격도 있다 그렇지만 찰식은 기본적으로는 

치지에 속하는 공부이다. 명리와 찰식을 거친 앓의 완성이 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명리(또는 궁리)는 독서를 통해서 천도， 구체적으로는 예를 무조캔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2) 胡子터敬者， 聖門用功之妙道也... 賢如將適→→所， 而路有多l技， 莫知所適， 則敬不

得施， 內無主옷. 內無主而應事物， 則未有能審事物之輕重者也 (大學 9) 

53) 손영식 k 아성과 현실 송대 신유학에서 철학적 쟁점의 연구~ pp.255-259‘ 

54) 손영식 r남명 조식의 주체성 확핍 이론과 사림의 정신J p.l83 



48 哲學論~ 第28輯

해질 것이다.닮) 

먼저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릅 세워야 다음 단계의 공부로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 필연적인 계기가 내 안에 선험적 

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의 이 마음은 양심보다는 사욕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도덕이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서는 입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퍼) 이렇게 유한자로서의 인간이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이 치지의 첫 관문이다. 立志가 사사 

물물에 접하기 이전 공부라면 居敬은 사사물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공부이다. 경건함이란 의석될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 쉽 없 

이 움직이고 있는 마음에서 지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이다. 

나의 인을 행하는 것을 젠라고 말한다 나의 마음을 잡는 것을 

敬이라고 말한다. 경으로써 나의 t을 기른다，57) 

마음이 도덕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敬이다. 

즉， 경이란 도덕적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敬에 대한 이 같은 호굉의 견해는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것 

(常樓慢)’않)으로 경을 정의한 謝良住륜 계숭한 것이다. 이러한 경은 

행동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59) 이런 의미에서 敬이 

란 致知에서 力行에 이르는 전 과정에 요구되는 개념이다. 호굉을 이 

를 다시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폈護恐權 공부로 풀이한다. 

양주와 묵적과 같은 현자들은 금수의 얽매임이 있음에도 도리 

어 이목과 형기에 편안해 하니 알고 깨닫지 못함이 지나쳤다. 군 

55) 夫事變萬端， 而物之感人無第 格之之道， 必立志以定其本， 而居敬以持其志. 志

立手事物之表， 敬行乎事物之內， 而솟D乃可精 (r胡宏集」， 「復齊記J p.152) 
56) 察天理， 莫如牌欲， 存良心， 莫如立志， (~胡宏集~， r 1:.光쫓멸帝書J p,83), 
57) 行홈仁， 謂之뿐 操흠心， 謂之敬. 敬以養홈仁， (事物-5) ，

58) 敬是常慢慢法 (U'宋元學案』， 「上蔡學案J p ,925) , 

59) 胡子日敬者， 聖門用功之妙道也， 然坤封;Z義， 與乾相寒， 敬以直內， 終之以方i!!.
(大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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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안일한 곳에 발을 딛게 되고 안일한 때를 만나도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감히 잠시라도 태만히 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 

문이다fi)) 

49 

사람은 형기의 유혹을 없애기 어려워서 안일하게 처신하면 물욕이 

나 사욕으로 흐르기 쉽다. 그것은 마음이 항상 도덕에 대해 생생한 

의식을 가지기 힘들다는 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폈護恐權하 

는 태도로 마음의 상태를 경계해야 한다. 

한편， 치지의 공부는 다시 力行으로 연결된다.61) 호굉에게 道나 理

는 마음 밖에 있는 원리로 실제로는 구체적인 도덕률로서 禮를 지시 

한다 62) 따라서 致知란 예를 수용하고 예를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충 

만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치지는 곧바로 力行이라는 구체적인 실 

천， 즉 예의 엄격한 준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學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예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학이요 행이다. 행하고 행하고 또 행하여 

익히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理와 神이 합치되니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63) 

예를 알고 예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가득차게 되면 곧바로 예에 따 

라 섬천이 가능하다， 그래서 視聽言動의 모든 것을 禮에 맞게 행하게 

된다. 치지해서 파악한 理(禮)로 시청언동의 작용과 접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알게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되 

똘이해서 행하지 않게 된다. 호굉은 이것이 바로 頻回의 克己復禮라 

고 설명한다.64) 따라서 禮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호굉의 수양 공부 

60) 楊朱， 뿔뿔之賢而有홉歡之累， 堆安於耳目形器， 不知覺之過也 君子屬安f돗之地， 

짧安i失之時，Jtt護恐f題， 不敢須멋/룡、者以Jlt(往來 10). 
61) 務聖人之道者， 必先致知， 及超然有所見， 方力行以終之 (大學-9)

62) 寫天下者， 必本於理義 理也者， 天 F之大體也， 義也者， 天下之大用也 理不可以
木明， 義不可以不精， 理明，1t.、後網紀可正， 義精， 然後權衝可Zf. 網紀正， 權衝平，
則萬事治， 百姓服， 四海同 夫理， 天命也， 義， 人心也 (義理-5)

6:~) 學則行也， 非禮， 꺼@關뽕言動， 學也， 行之也， 行之行之而又行之 習之不E ， 理與

神會， 能無↑兌乎I (中原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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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致知를 통해 예의 체계휠 인식하고 예를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 力行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예를 설천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 6:3 1 

2. 예의 인식과 실행 : 仁體義用

호굉의 수양론은 치지플 통해 완성된 t~을 體로 삼고， 禮를 설천 

하는 義를 用으로 하는 仁體義用論이랴고 요약할 수 있다. 호굉은 인 

과 의를 體用관계로 파악하고이) 성인의 학문은 인으로써 마읍을 보 

존하고 의로써 각 사물을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671 그리고 체용 관계 

에 있는 인과 의를 저울(權)의 비유를 들어 섣명한다. 즉， 어떤 뜩정 

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정확한 저울을 확보하고 

이 저울의 눈금에 따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저울질해 보는 것이다. 인은 저울을 명확히 살피는 

것이구나!681 

인이란 이 저울의 눈금을 분명히 아는 것이며， 의는 이 앓을 바탕 

으로 저울추를 정확히 맞춤으로써 수평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치 

지를 통해서 인한 마음， 즉 도덕적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루고 구체적 

64) 目流子形色， ttlJ志自反， 而以理祝 耳流子音聲， RIJ처l 自反， 而以理聽， 口流千n昌和，

則처1 自反， 而以理듭. 身流f行11. 則처]自反， 而以理動 有不中理未홈不知， 쩌l之 
未홈復行， 此頻子所以克E復禮 不遠復而딱、幾聖人者m (f胡宏集』， r復濟記」

pp.l52-153). 

65) 호굉의 경우 마음 안에 도덕성윤 배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예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시 사회 
의 혼란을 극복하는 길 역시， 삼대의 제도인 정전제와 봉건제를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곧 성인이 남긴 삼강 오륜의 윤리 규범을 언제나 그 

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고대에 시행되었다고 전해지는 정전제와 봉건제 

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이룹 당대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66) 道者. 體用之總名. t , 其體.義， 具用. 감體與매， 斯寫道쫓. (陰陽 16). 

67) 띨人仁以寫體， 義以寫用， 딩î~時變‘1l， 無施不可 學聖人者， 以仁存心， 以義處物，
相時而動， 亦월必於進退값! (~해宏集:， 「上光똘皇帝書J P‘82). 

68) 義者， 權之行m. 仁， 其‘옳權者乎 I (天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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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절목이 명시된 예를 실천함으로써 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仁이란 천지의 마음이며 천지의 기틀과 요체를 닮는 방법이다 69) 

인은 치지를 통해 도덕적 의식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 

한 인의 상태가 바로 마음을 다한 상태이다(盡心). 그런데 마음이 도 

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에 부족하 

다 그래서 예나 법을 실천하여 의를 설행한다， 

義는 정해진 본체가 있고 仁은 정해진 작용이 없다 70) 

義는 인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체가 있는 것이며， 仁은 

구체적 절목(禮나 도덕 규범)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작용이 없다. 따 

라서 구체적 작용이 없으므로 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호굉은 예의 

실천을 통해 달성한 의가 정이가 말한 ‘사물을 그 사물에 가장 알맞 

은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物各付物)’이라고 말한다. 

시청언동이 모두 지극한 이치로부터 나오변 형색과 음성， 노래 

를 주고받는 것과 행동거지가 신묘한 작용이 아님이 없다， 일은 

그 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사물은 그 사불에 적합한 방식 

으로 대접하여 나와 남， 안과 밖이 관통하여 하나가 되니， 사물에 

반응하는 것은 化하고 내 몸에 있는 것은 神이 된다 71) 

치지를 통해 인한 마음을 확보하고 역행을 통해 義를 실현하면， 

시청언동이 모두 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상황 상황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明理와 居敬을 통해 仁

體를 확립하고 義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 

래서 仁者가 붙잡는 것은 모두 禮이고 실행하는 것이 모두 義이다.72) 

그런데 이와 같이 인의뜰 체용으로 파악하는 논점은 이미 정호가 

69) 仁者， 人所以혐天地之機要也 (級華 5). 
70) 義有定體， 仁無定用 (修身 8) 
71) 視聽言動， 皆由至理， 形色音聲 p昌和行止， 無非妙用 事各付事， 物各付物， 人我

|쳐外， 貴而寫→， 應物者化， 在射者神 (W胡宏集~，

72) 推仁者寫能所執無非禮， 所行無非義 (件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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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이다. 정호는， 공자와 달리 맹자가 인과 의를 반드시 짝지 

어 얘기하는 것은， 인의가 체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73) 정호 

의 이 논점을 계승하여 정이는 「答楊時論西銘書」에서 인과 의의 관 

계를 理-分珠(이치는 하나이나 그 나됩은 다르다)로 정식화한다 74) 

그리고 이는 뒤에 주희 철학의 핵섬 명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즉， 정이 주희는 정호의 인체의용론을- 이일분수라는 ‘理’의 형이상학 

으로 발전시킨다. 반면에 호굉은 앞에서 보았듯이， 정호의 인체의용 

론을 지각설에 기반하여 번안한다. 이렇게 인의의 체용 관계를 해석 

하면서 동원된 ‘理’와 ‘知覺’이라는 상이한 준거점은 곧 정주학과 호 

상학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띠기도 하다. 

N. 결 론 

이상에서 보듯이， 호굉의 이론은 역사가인 그의 아버지 胡安國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사량좌 동 

북송 신유학의 제이론을 집대성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판체 

와 공부라는 양 측면에서 자기 완결적인 체계를 갖춘 호굉의 이환은 

실제로 주희 당시까지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특 

히 호굉의 실천 지향적인 이론 체계기， 우주론과 수양론의 차원에 머 

물렀던 북송대 신유학과는 달리 성체심용이라는 견고한 심성론적 기 

초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희 자신도 인정하듯이 주희는 청 

년기에는 호굉을 계숭한 호상학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적 입장을 수립하는 과정은 호상 

학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주회가 張햄과 벌인 뎌]和 

論辦은 사실상 호굉의 性體心用論과 대결하면서 이를 心統性情說로 

73) 件尼言仁， 未홈暴義， 獨於易日， 立A之道， 日仁與義， 而굶子言仁， 必以義配 蓋

仁者體iQ， 義者用也 (W遺書~ 4-:l6L 
74) 西銘明理-而分珠， 뿔f탱IJ二本따無分， 分珠之缺， 私勝而失仁， 無分之罪， 暴愛

而無義 分立而推理- 以止私勝之流， 仁之方也. 無5}IJ而迷暴愛， 至於無父之極，

義之戰也 ("'伊川文集~ 5, r答楊時論西없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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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극복해 나간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張抗이 

『知言疑義」에서 스승인 호굉을 비판하면서 주회의 입장에 동조하는 

상정적인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주자학이 성립한 이후에 호굉의 

호상학은 급격히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마침내 완전히 맥이 끊기고 

만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호굉의 철학이 어째서 그토록 쉽게 사라져 

버린 것일까? 

호굉의 이론은 단순히 주회 철학이 융성했기 때문에 역사의 저편 

으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호굉의 철학이 호굉 당시의 영향력에 비해 

너무나 쉽게 사라졌던 이유는 오히려 호굉 철학의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단순하다 할 정도로 선벙한 

이론 체계이며， 이 선명함이 현실에서는 강력한 도덕적 설천으로 이 

어진다. 이 변화 무쌍하고 악이 넙처 나는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 강 

고한 의지와 이에 기반한 부단한 실천을 요구하는 그의 이론은 평범 

한 보통 사람들로서는 실행하기 힘든 체계였다. 주회가 중화구설 당 

시에 호굉의 이론이 급박하여 여유가 없다든가 혹은 편안히 머무를 

곳(安願處)이 없다고 호소했던 것은 이 같은 사정 때문이었다. 이는 

호굉이 세운 호상학의 이론 체계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들만이 

실행 가능한 이론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호굉의 이론은 극소수의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이론으로 남기 쉽다. 

이는 애초에 호굉이 당대의 현실을 비상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 

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결국 당대 현실에 대한 호굉의 인식에 동 

의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그의 이론은 이해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 

는 어려운 이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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