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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호굉의 본성론이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

고, 호굉의 본성을 삼강을 통해 더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호굉 철학 전반에서 삼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삼강은 

군신‧부자‧부부라는 위계 자체만을 의미한다. 호굉은 삼강에 근거하

여 금나라에 대해 강력한 주전론을 주장한다. 또 권신 진회(秦檜)가 

왕안석의 학문을 숭상하고 이정의 학문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삼강

을 논거로 대항한다. 이러한 호굉의 정치의식은 그의 아버지 호안국

의 『춘추전』 해석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호굉은 삼강을 인간

이 되는 근본이자, 중화가 되는 근본으로 이해한다. 

  호굉은 인간이 자기의 감정[情]‧욕구[欲]만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

리를 망각하고 위계를 어겨 결국 혼란과 멸망을 초래한다고 본다. 

따라서 호굉은 신체로부터 드러나는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는 살아

있음[生]의 근본인 성(性)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은 삼강이라는 

자리를 완성했을 때, 즉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

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평화로운 

중화세계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호굉은 “삼강이 인간의 본성[三

綱, 人之本性]”이라 말한다. 

  호굉은 삼강을 형이상의 본성 개념으로 정립시킨다. 이를 위해 

‘음양’을 형이상자인 도(道)로 해석함으로써,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

을 ‘삼강’과 결부시켜 이해한다. 즉 군주[陽]·신하[陰], 아버지[陽]·자

식[陰], 남편[陽]·아내[陰]는 짝의 형식이자, 각 생명체의 존재를 규

정해주는 존재형식[天理]이다. 이러한 본성은 단지 형식일 뿐이므로,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

정적인 반응의 양상을 띠게 만드는 힘이나 능력 역시 본성이라 말할 

수 없다. 측은지심[情]을 발하는 인(仁)이라는 덕(德) 역시 본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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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호굉은 인(仁)이라는 덕을 오직 마음으로 설명한다. 따

라서 호굉은 결코 양성(養性), 즉 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다. 성은 오상 등의 예법을 채워 넣음으로써 완성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成性]. 

  삼강의 본성은 애초에 오상 등의 예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약된 

비어있는 자리이다. 호굉이 도덕적 기준이 비어있는 무선무악한 성

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자’라는 본성에는 본래 ‘부자간

의 친함’이라는 예법이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부-자’라는 존재형식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 ‘부

자’라는 본성을 확인한다면 본래 채워져야 할 ‘부자간의 친함’이라는 

예법을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법이 비어있는 본성

은 인간에게 예법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명령과도 같다[天命之謂性]. 

  호굉은 자신의 정치적 학문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왕안석과 반대

편에 있는 이정의 학문을 존숭한다. 그러나 같은 유학 안에서의 본

성론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간다. 이정이 제시하는 성선설은 인의예지

신이라는 덕을 본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

나 호굉이 보기에 이정은 삼강이라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인의예지신의 덕목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삼강의 존재형식[理]과 오

상의 예법[理]을 모두 갖춘 천명의 전체를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삼강은 불교를 비판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기도 한다. 삼강은 세계

의 근본이다. 삼강이라는 존재형식을 벗어나면 죽음이나 없음[無]으

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삼강 밖의 존재나 세계를 말하는 불교 사

상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불교는 군신·부자·부부

를 개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삶을 얽어매는 물(物)로 취급하고서 고

원한 말을 하지만, 오히려 호굉은 삼강을 형이상자인 도(道) 또는 리

(理)로 규정하여 불교에 대항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호굉, 本性, 三綱, 五常, 禮  

학  번 : 2013-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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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존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이 논문은 호굉(胡宏:1106~1160)의 철학을 본성과 삼강 개념을 중심으

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호굉은 이정과 주희의 중간에 있는 학자로서, 신유

학이 발흥하는 시기에 학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1) 이 때문에 

많은 현대 연구자들이 그의 철학을 신유학의 철학사적인 맥락과 관련시켜 

해석해왔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철학사의 관점이 달라질 때마다 

호굉의 철학은 다양하고 때론 상반된 모습으로 설명되었다. 본 논문은 이

러한 철학사의 시선을 거두고, 호굉 철학 자체를 탐구해봄으로써 호굉이 

본래 하려던 말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굉 철학에서 가장 논란

이 되고 독특해 보이는 본성 개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호굉은 송나라 신유학자 가운데 ‘성(性)’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저술에서 ‘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한 구절만 

모아놓아도, 호굉이 얼마나 ‘성’ 개념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다루는지를 대

략 가늠할 수 있다. 호굉에게 ‘성’이란, “천지가 세워지는 까닭[性也者, 天

地之所以立也.]”·“천하의 대본[性, 天下之大本也.]”·“천지귀신의 오묘함[性

也者, 天地鬼神之奧也.]”, 만물을 갖춘 것[萬物皆性所有也.], 만물만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萬物萬事, 性之質也.], 모든 이치 및 도의를 갖춘 것이다

[“大哉性乎! 萬理具焉.”‧“道義完具,……此中之所以名也.”]. 또한 ‘형이재상

자[形而在上者謂之性.]’·‘천명[天命之謂性.]’·‘삼강[三綱, 人之本性.]’·‘부자

[父子, 天性也.]’·‘인의[仁義, 性也.]’·‘호오[好惡, 性也.]’ 등이 ‘성’이기도 하

다.

  이런 ‘성’에 관한 설명만 보고 있자면 과연 이들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 때문인지 호굉의 ‘성’에 관한 연구들은 복

잡하고 다양한 견해들로 갈라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해들을 검토해보

고, 아직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방식과 개념으로 호

굉의 성 개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크게 중국, 대만, 한국 

계열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1) 호굉의 전반적인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강연희의 석사논문(강연희, 『胡宏의 性體心用

論』,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Ⅰ.호굉 철학의 형성 배경’.)과 성광동의 

박사논문(성광동, 「호굉 철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Ⅱ.생애와 학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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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후외려는 호굉의 본성이 사람의 생리적 욕구와 욕망[情欲]을 의

미한다고 보고,2) 고자(告子)의 성무선무악론(性無善惡論)과 동일하다고 평

가한다. 한편 그는 호굉이 성을 심(心)‧리(理)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 범주

로 상정하여, 본성을 우주 본체의 속성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를 통해 호굉 철학을 ‘性本論’이자, ‘性一理殊’라 정리한다.3) 이 ‘성본론’

은 이후 중국 연구에서 주류가 된다. 몽배원은 ‘성본론’의 입장을 취하면

서도, 성이 도덕본체이며 이것이 활동하여 표현된 것이 마음이라 설명한

다.4) 주한민은 이런 견해를 따라 성이 우주본체이며, 성이 체현한 것이 마

음‧감정‧욕심이라 설명한다.5)

  왕립신은 앞선 중국 학자들과 대만의 모종삼 견해까지 수용한다. 그는 

‘性一理殊’의 관점에서 성이 리로서 구체적인 사물에서 여러 모습으로 드

러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호굉의 성을 ‘본연의 지극히 선한[本然至善] 성’

과, 본연의 성이 氣와 형체를 품부 받아 형성된 ‘선악이 상대하는 성[善惡

之性]’으로 구분하고, 호굉이 말한 무선무악한 성은 본연의 성을 가리킨다

고 설명한다.6) 향세릉 역시 호굉이 성을 두 가지 층면 또는 단계로 나눈

다고 설명한다. 즉 본체로서의 性은 善‧惡을 초월하여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善‧惡의 위(善惡之上)’이고, 본체로서의 性이 개별 주체[人‧物]에서 

발용된 상황에 의거하여 ‘善‧惡이 있는 性’의 양상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호상학이 二性說이라면, 理本論에 바탕한 정주학파[閩學]는 一性說이

라 평가한다.7)

  한편 대만 계열 연구는 모종삼의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모종삼은 중국 계열의 연구방식과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모종삼은 호굉의 

성이 가치중립적인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라는 견해를 반대한다. 그는 호

굉이 말한 ‘호오는 성이다’의 ‘호오’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호

선오악(好善惡惡)의 의미이며, 이는 성체의 초월적인 지선성(至善性)을 의

2) 구스모토 마사쓰구(楠本正繼) 역시 호굉의 성은 호오라는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라고 

본다. 구스모토 마사쓰구(김병화‧이혜경 옮김), 『송명유학사상사』, 예문서원, 2005, 

pp.249~250 참고.

3) 候外廬(박완식 옮김), 『송명이학사』1, 이론과 실천, 1993, pp.351~358 참고.

4) 蒙培元(홍원식 외 옮김),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pp.407~409 참고.

5) 朱漢民(박영순 역주), 『湖湘學派와 嶽麓書院』, 학고방, 2011, pp.138~139 참고.

6) 王立新, 『胡宏』, 東大圖書公司, 1996, pp.100~123 참고.

7) 向世陵, 『善惡之上 :胡宏·性学·理学』,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0, pp.107~111. ; 『理氣

性心之間』, 湖南大學出版社, 2006, p.3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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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으로서, 고자의 무선무악설과 다르다고 평가한다. 한편 모종삼은 

호굉의 성이 객관성의 원칙이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성원칙(自性原則)이

라 정의한 후, 이 자성원칙은 반드시 심이라는 형저(形著)원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8) 왕개부는 모종삼의 논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

켜 호굉의 학문을 아예 심학으로 규정한다.9) 그는 心이 내재적으로 자기

의 性을 드러내는 것이자, 性은 그 자체가 드러나서 心이 된다고 설명한

다. 이러한 心이 곧 ‘本心’이라 본다.10)

  한편, 한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 또는 대만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

로 수용한 것들이다. 특히 대다수의 한국 연구들은 본체인 성이 직접 발현

되거나 발동하여 심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관점을 취한다. 예컨대, 

황태현은 성이 발동한 것이 심이라고 설명한다.11) 김기현은 심은 성이 현

실세계의 사물들에 응하여 직접 발동한 것이며, 성과 심은 同體의 관계라

고 설명한다.12) 성광동은 본성이란 ‘(다양한) 양태들을 끌어안고 있는 실

체’로서, 마음‧감정‧욕구는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한 계기를 만나

면 밖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한다.13) 안재호는 성이 자기 활동성을 갖는 본

체이며, 심‧정‧욕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체 유행과 같다고 본다.14) 채희

도는 성이 발하여 심이 되었다고[性發爲心] 설명한다.15)

  또한 상당수의 한국 연구들은 성을 본체와 개체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

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예컨대, 황태현은 성을 우주전체에 관한 본체로

서의 성과,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진 선한 본성으로 구분한다.16) 박영식은 

8) 牟宗三(전병술 외 옮김), 『심체와 성체4』(소명출판, 2012), pp.334~335, p.371, 

pp.384~385 참고.

9) 강연희, 『胡宏의 性體心用論』,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2 참고.

10) 王開府, 『胡五峯的心學』, 臺灣學生書局, 1979, pp.46~50 참고. 영미권 연구자인 

Hans van Ess 역시 모종삼 계열의 입장에 가깝다. Hans van Ess, “Hu Hong’s 

Philosophy”, John Makeham ed., Dao Companion to Neo-Confucian 
Philosophy, Springer, 2010, pp.110~111 참고.

11) 황태현, 「호굉과 주희의 사상적 연관성」(『주자학의 형성과 전개』, 심산, 2005), p.205 

참고.

12) 김기현, 「胡宏의 理學에서 善行의 근거」, 『陽明學』(제34호), 2013, p.210 참고.

13) 성광동, 「호굉의 본성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철학논집』(제24집), 2014, pp.244~245 

참고.

14) 안재호, 「호굉의 성체심용설 천석」, 『동서철학연구』(제83호), 2017. pp.81~83 참고.

15) 채희도, 「기질변화론 연구 – 호굉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제35집), 2017, p351 

참고.

16) 황태현, 「호굉과 주희의 사상적 연관성」(『주자학의 형성과 전개』, 심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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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 본체로서의 성과, 고유성으로서의 성으로 구분한다.17) 채희도

는 본연의 천지성(天之性)과, 이 성이 개별 사물에 품부되어 나타난 기질

지성(氣質之性)으로 구분한다.18)

  지금까지 대략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19) 그런

데 이들 연구들의 공통점은 성과 마음의 관계를 통일적이거나 연속적인 

관계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후외려, 모종삼의 관

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호굉의 성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관련시켜 

이해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호굉의 성을 경향성이나 욕구와 관

련시켜 이해하게 될 경우, 호굉이 설명하는 천하의 커다란 근본[天下之大

本]으로서의 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

구는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성질이나 능력이지만, 호굉이 설명하는 근본으

로서의 성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성을 본체 차원과 개체 차원으로 구분하거나, 심을 본체 차원

으로 끌어올려 성과 심을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설명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과 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있어 주목해볼 

만하다. 근래 한국에서 나온 연구들로서, 호굉의 성이 마음과 분리되어 있

거나 단절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김수길은 호굉의 성이 ‘자연의 운

동성과 다양성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 전체를 담지하는 장(場)적 조건’이지

만, 실상 개체의 본성은 ‘호오’와 같은 자연의 운동성만이 있다고 봄으로

써, 개체는 사회전체를 지향하고 담지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가 주어진 것

이라 설명한다.20) 강연희는 호굉의 성체심용이란 미발과 이발이라는 엄격

한 이원적 구조이며, 이로 인해 개인에게는 현실 작용의 마음만이 주어지

게 되는데, 이러한 성체와 심용의 단절로 인해 마음이 절대적인 至善의 

본체를 지향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21) 정원재는 호굉의 성체심용이 본성

pp.185~186 참고.

17) 박영식, 「호굉의 "성(性)" 개념에 대한 연구」, 『공자학』(제22호), 2012, p.64 참고.

18) 채희도, 「기질변화론 연구 – 호굉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제35집), 2017, 

p330~336 참고.

19) 호굉의 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한국 논문들은 대부분 살펴보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중

요한 학자들의 연구만 다루었다. 호굉의 성을 직접 다룬 중국 논문은 20여 편이고, 대

만 논문은 대략 15편정도이다. 대부분 위에서 살펴본 중국과 대만의 두 흐름에서 벗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 김수길, ｢朱熹의 仁說 연구｣,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p.13~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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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음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지각하는 마음이 이발의 영역에 국한되고, 

결국 마음 밖에 성이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22)

  이러한 연구들은 호굉의 본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즉 마음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세계전체와 관련된 새로운 본성 개념을 

생각해봄으로써 호굉의 본성을 더 정합적으로 설명할 계기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근본으로서의 성이 가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담

으면서도, 하나의 본성과 하나의 마음으로 심성론을 설명할 수 있다면, 기

존 연구들이 본성을 둘로 나누거나, 본성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방식보다 

더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호굉 철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의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호굉이 처한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이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

한 호굉의 해답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확인의 과

정을 거친다면 호굉이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삼강(三綱)’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호굉의 본

성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호굉의 철학에서 삼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삼강과 관련해서 호굉 철학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 찾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삼강을 언급조차 안 한다. 이는 호굉 

철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철학사의 맥락 또는 심성에 관한 이론적인 담론

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굉의 현실

적 문제와 정치의식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호굉 철학을 더 넓은 시각에

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그의 본성 개념을 정합적으로 설명해볼 것이다.

  본 논문은 호굉 철학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로 中華書局에서 간행된 『胡

宏集』(北京: 中華書局, 2012) 및 『四庫全書』에 수록된 『知言』과 『皇王大

紀』를 이용하였다. 『知言』은 『四庫全書』에 수록된 永樂大典 판본을 기준

으로 삼았다. 永樂大典 판본은 『胡宏集』에 수록된 粤雅堂 판본보다 송나

라 원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23) 粤雅堂 판본은 명나라 사람들이 억

21) 강연희, 『胡宏의 性體心用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20~24 참고.

22) 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31 

및 p.36 참고.

23) 『知言』의 판본에 관한 정보는 성광동, 「호굉 철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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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편명을 나누고 글자를 고친 것으로서 송나라 원본과 많이 달라졌다

고 전해진다.24) 특히 주희‧장식‧여조겸이 『知言』에 대해 토의한 「知言疑

義」에 보이는 『知言』 구절이 삭제되어 있다. 「知言疑義」에 보이는 『知言』 

구절들이 호굉의 철학의 특징을 더 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四庫全書』에 수록된 永樂大典 판본을 기준으로 하고, 

검색의 편의를 위해 『胡宏集』의 편명과 쪽수를 병기하도록 하겠다. 또 

『皇王大紀』 주요 경전·역사서·제자백가서들을 발췌해 놓은 글인데, 『胡宏

集』에는 「皇王大紀論」만 실려 있다. 『皇王大紀』에 발췌된 글들은 호굉이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경전‧역사서‧제자백사서 등과 

관련된 인용문이 『皇王大紀』에도 보일 경우 이를 추가로 표시하겠다.

  이하 본 논문의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호굉 철학의 형성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Ⅱ). 여기서는 호굉 당시

의 정치적 상황과 이에 대한 호굉의 정치의식을 외부(1)와 내부(2)로 나누

어  살펴본 후, 이러한 의식이 호안국의 『춘추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임을 검토할 것이다(3). 이를 통해서 호굉 철학에서 ‘삼강’이 중요한 개념

임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호굉이 사용하는 ‘성’ 개념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Ⅲ). 호굉

이 당시 신유학자들과 다르게 ‘성’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의 의미로 보

지 않음을 고찰할 것이다. 호굉은 성을 심리적 활동이나 생명활동의 ‘근본

(本)’이라 보는데, 이때 ‘근본(本)’의 의미는 ‘뿌리’가 아닌 비어있는 ‘원형’

을 의미한다(1). 나아가 기(氣)와 도(道) 또는 리(理)의 관계를 고찰해봄으

로써 근본으로서의 성, 즉 ‘본성(本性)’이 형이상자인 도(道) 또는 리(理)에 

해당하는 것이자, ‘삼강(三綱)’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해볼 것이다(2). 호

굉은 성을 사계절‧추위‧장마와 같은 하늘의 운행과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삼강이라는 위계를 인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연적 조건과 같

이 설명한다(3).

  다음으로, ‘삼강’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Ⅳ). 호

굉이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을 형이상자인 도(道)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

논문, 2012, pp.17~18 참고.

24) 『欽定四庫全書』, 「提要」, 明程敏政始得舊本於呉中, 後坊賈遂有刋板. 然明人傳刻古書, 

好意為竄亂, 此本亦為妄人强立篇名, 顛倒次序, 字句舛謬, 全失其真. 惟『永樂大典』所載, 

尚屬宋槧原本, 首尾完偹, 條理釐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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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짝의 형식을 삼강과 결부시킴으로써 본성을 군신‧부자‧부부

라는 존재형식과 자극-반응이라는 교류형식으로 이해함을 확인할 것이다

(1). 이러한 짝의 형식은 개인의 마음에 있어서 나-외물이라는 존재형식과 

호오라는 반응형식으로 주어지며, 이러한 짝의 형식에 의해 마음은 인욕을 

따르는 사사로운 지각과 존재형식[天理]을 따르는 공한 지각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2). 그리고 이 짝의 형식이 나와 외물이 합일하는 

원리[道]이며, 이를 통해 나와 남 모두를 위하는 삶의 방식이 가능하게 된

다(3). 호굉이 설명하는 예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삼강이라는 본성과 

오상이라는 예법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4).

  마지막으로, 삼강이 가지는 당대의 함의를 고찰해볼 것이다(Ⅴ). 당시 황

제나 권력층에 관한 정치적 문제 및 왕안석과 이정에 관련된 학문적 문제

에 대해 호굉이 제시하는 해답을 고찰해봄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삼강의 구체적인 함의를 이해해볼 것이다(1). 호굉의 불교 비판을 검토해

봄으로써 호굉이 삼강을 유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정립시키고 있음을 확

인할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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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호굉 철학의 형성 배경

  1. 외부 정치에 관한 문제의식

  공자나 맹자가 자신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떠돌았던 것처럼, 유

학자는 언제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거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유학자인 

호굉 역시 조국인 송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확고하게 자신의 목소

리를 낸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주장이나 철학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질 부분을 짐작케 해줄 것이다.

  호굉에게 평생토록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국인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침

략 당했던 상황이다. 금나라는 송나라를 침입한 후에 황제[高宗]의 아버지

인 휘종(徽宗)과 형인 흠종(欽宗)을 포함한 황족 및 관료들을 포로로 잡아

간다. 호굉은 이 문제와 관련해 황제에게 장문의 편지를 올려, 아버지와 

형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세우고 금나라를 토벌하는 정사를 행하라고 간

청한다.25) 그러나 1135년에 황제의 아버지가 억류생활 중 사망하게 되고, 

1142년에는 송나라의 권신 진회(秦檜:1090~1155) 등이 주도하여 금나라와 

신하의 예를 취하는 강화를 맺게 된다. 금나라는 이 강화를 계기로 포위하

고 있던 황태후 위씨(韋氏)를 풀어준다. 호굉은 권신들이 천자를 종용하여 

금나라와 강화를 맺게 하였다고 분노한다. 금나라의 명령을 받고 황태후가 

풀려난 것은 중화의 큰 모욕인데도 권신들은 이를 금나라의 은혜이자 자

신의 공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26)

25) 『胡宏集』, 「上光堯皇帝書」, 今海内大亂, 二聖播越, 元元叩心歸命, 陛下威福大權豈異

人任! 蕞爾女真深入諸華, 劫遷天子, 震驚陵廟, 汙辱王家, 害虐蒸民, 此萬世不磨之辱, 

臣子必報之讐, 子孫之所以寢苫枕戈, 弗與共天下者也. 其宜為讐, 孰與紂? 而陛下顧慮畏

懼, 忘之不敢以為讐. …… 父兄之身終天困辱, 而來歸之望絶也; 中原士民沒身塗炭, 無

所赴愬也. 陛下念亦及此乎? …… 臣愚願陛下察天理, 存良心, 以身先羣下, 深憂如大舜, 

自任如周武, 不牽于姑息之仁, 不懾于强暴之威, 立復讐之心, 行討亂之政, 積精積神, 神

而化之, 與民更始. 實宗社無疆之休也, 豈特紓目前之禍而已哉!

26) 『胡宏集』, 「與高抑崇書」, 及今柄臣擅國, 違天逆理, 專事阿黨, 利惑君心, 阻塞義理之

路, 而汲引庸佞, 戕伐國本, 以奉亊仇敵, 襲舊京敗亡之道. 昔秦·楚, 敵國, 懐王不反, 楚

人憐之, 如悲親戚, 葢忿秦之以强力奸詐其君, 使不得其死, 其痛勝于加之刃也. 太上皇帝, 

我中原受命之主, 劫制敵人, 生往死歸, 此臣子痛心切骨, 卧薪嘗膽, 宜思所以必振者也. 

而柄臣者乃敢欺天㒺人, 以大仇為大恩乎! 昔宋公為楚所執, 及楚子釋之, 孔子筆削『春秋』

乃曰: “諸侯盟于薄, 釋宋公.” 不許荆蠻之人制中國之命也. 太母, 天下之母, 其縱釋乃惟

金人之命, 此中華之所大辱, 臣子所不忍言者也. 而柄臣者乃敢欺天㒺人, 以大辱為大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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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호굉은 당시 조정이 금나라에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평

생토록 조정에 나가지 않는다. 특히 그의 아버지 호안국(胡安

國:1074~1138)과 권신 진회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호안국 사후에 진회

가 호안국의 자식들을 조정에 불러들이지만, 호굉은 홀로 이에 응하지 않

고 평생 학문에 종사한다.27) 호굉은 중화질서를 파괴한 금나라를 오랑캐

라 규정하고 평생토록 주전론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호굉이 보기에 아버지

를 죽인 불공대천의 원수 금나라에게 복수하지 못하는 황제와, 그런 군주

를 종용하여 오랑캐에게 굽실거리고 있는 신하는 난신적자(亂臣賊子)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황제에게 올린 편지(上光堯皇帝書)」

에서 다음과 같이 간언한다.

  저는 폐하께서 삼강(三綱)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신묘한 교화를 깊이 생

각하시어, 정사를 분명히 정비하고 풍속을 크게 변혁하심으로써 희령(煕寧)

대의 정사28)와 반대로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도(道)를 확립하고 

변방의 반역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자는 미천한 사내일 뿐이었

지만, 천하에 군주가 없자 스스로 하늘의 운행[天運]을 담당하여 『춘추』를 

지음으로써, 제왕의 공렬을 잇고 242년간 군주의 일을 행하시어, 난신적자

를 성토하시고 삼강을 지키셨습니다. 하물며 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에 계시며, 하늘이 성스런 성품을 열어주고 『춘추』를 밝혀주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십니다! 진실로 다시금 성스러운 마음을 가하

실 수 있어서, 문장의 뜻에 얽매이지 않고 굳세게 난신적자를 토벌하시어, 

명분을 확정하고 삼강을 바르게 하며 신묘한 교화를 궁구하신다면, 날로 

그 덕이 새로워져 궁궐과 사해가 아침저녁으로 성실하게 응할 것이니, 어

찌 한나라·당나라가 지략·술수·이익·세력을 행하여 영웅들과 힘과 지혜를 

다툰 후에 신하로 삼아 언제나 신첩(臣妾)이 자신을 범할까 두려워했던 것

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덕이 황천에 이르고 은혜가 백성에게 베풀어져 

사방이 복종하고 위대한 공적이 쌓일 것이니, 어찌 역적 유예(劉豫)29)를 걱

乎?

27) 『胡宏集』, 「호굉의 생애[胡宏的生平]」 및 「진회에게 보내는 편지(與秦會之書)」 참고.

28) ‘神宗(1048~1085)’: 중국 북송(北宋)의 6대 황제(재위 : 1068~1085). 영종(英宗)의 큰 

아들로 태어나 송나라의 세력이 흔들리고, 주위에서는 요나라와 서하의 침입이 잦아 정

치가 어지러울 때에 황제가 되었는데 나라의 세력을 다시 바로 세울 생각으로 왕안석

(王安石)을 재상으로 뽑아 신법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는 밖의 여러 나라에 적극적인 정

책을 써서 요와 서하를 누르려고 하였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인명사전』, 민중서

관,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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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시고, 금나라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30)

  호굉은 황제에게 공자가 『춘추』를 통해 난신적자(亂臣賊子)를 성토하여 

삼강을 바르게 했던 일을 본받으라고 간청한다. 즉 군주의 군력을 범하고 

있는 신하들을 처단하여 군신의 위계가 바르게 되어야만 정사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황제에게 적자(賊子)가 되지 말라는 충

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금나라에 대한 복수를 강조하는 것은, 황제 스스

로 아버지를 죽인 금나라에게 복수하여 자식다운 자식이 되라는 함의가 

있기 때문이다. 호굉은 군신과 부자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로부터 백성

들이 교화되어 중화의 질서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31)

  이처럼 호굉은 당시 불안한 정국을 다스리는 핵심이 삼강을 바르게 하

는 데 있다고 본다. 이때 삼강은 군신·부자·부부라는 관계 자체 또는 위계

를 가리킨다.32) 군신의 상하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군주는 군주답게 위엄

29) ‘劉豫(1073~1146)’: 북송 말기 경주(景州) 부성(阜城) 사람. 자는 언유(彦游)다. 금나라

가 침입하자 관직을 버리고 달아났다. 고종(高宗) 건염(建炎) 때 장각(張慤)의 추천으로 

제남지부(濟南知府)가 되었는데, 2년(1128) 금나라 군대가 제남을 공격하자 항전 장군 

관승(關勝)을 죽이고 항복했다. 4년(1130) 금나라 사람이 황제로 책봉하고 나라 이름을 

대제(大齊)라 하고 도읍을 대명(大名)에 두었는데, 나중에 변경(汴京)으로 옮겼다. 아들 

유린(劉麟)과 함께 금나라 군대를 유인해 송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민병(民兵) 30만 명

을 투입했지만, 악비(岳飛)와 한세충(韓世忠)의 군대에 번번이 패해 금나라 사람들의 문

책을 받았다.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참고.

30) 『胡宏集』, 「上光堯皇帝書」, 臣是以願陛下深念三綱, 潜心神化, 明脩政事, 大革風俗, 使

卓然與煕寧之政相反. 則中國之道立, 而邊鄙之叛逆可破也. 昔孔子匹夫耳, 天下無主, 猶

以身當天運, 作『春秋』, 承帝王之烈, 行二百四十二年南面之事, 討亂賊, 扶持三綱. 況陛

下居得為之位, 天開聖性, 明于『春秋』, 又有能為之資乎! 誠能更加聖心, 勿牽制于文義, 

毅然討亂賊, 定名分, 正三綱, 窮神化, 日新厥徳, 九重朝誠, 四海暮應, 豈與漢·唐行智術

利勢, 與英雄角力角智而後臣之, 葸葸然常恐臣妾之軋己者比乎! 徳格皇天, 恩施萬姓, 四

方歸命, 豐功偉績, 何憂乎豫賊? 何畏乎金人耶?

31) 이 편지(「上光堯皇帝書」)와 관련해서 후외려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호굉은 벼슬에

는 뜻이 없었지만 국사에까지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그처럼 상반된 그는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 나머지, 일찍이 高宗에게 장편의 상소를 올려 국가안녕의 정책을 진술한 바 있

는데, 그가 맨 먼저 주장한 것은 임금이란 三綱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건의였다. 삼강은 

‘中國의 道’요 국가 정치의 근본이므로, 삼강이 성립되면 ‘변방의 반란을 타파할 수 있

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봉건 강상윤리로써 金人을 공격하여 中原失地의 수복과 연계를 

지었으며, ……” 候外廬(박완식 옮김), 『송명이학사』1, 이론과 실천, 1993, p.346.

32) 호굉과 그의 아버지 호안국에게 삼강은 기본적으로 부자·군신·부부라는 관계 자체 또

는 위계를 의미한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다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皇王大紀』는 호굉의 저술로서, 대부분 주요 역사서나 경전 및 제자백가서 등을 발췌한 

것이지만, 호굉은 직접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륜을 통괄하면 다음과 같다. 천하의 사

람들 중에 가족이 없는 경우가 없다. 가족의 크기는 왕에 지극하다. 군신·부자·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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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어 명령을 내리고, 신하는 신하답게 군주를 공경하며 명령을 따라

야 한다. 또 부자의 상하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자식은 자식답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이러한 호굉의 정치적 견해는 그의 역사 해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혼란을 없애고 다스림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대강[大綱]을 바

르게 해야 한다. 대강을 안 연후에 근본이 세워지고 말단이 안정될 수 있

다. 대강을 모르면 어쩌다가 조목들이 좋아서 일시적인 공은 있을지라도 

끝내 대강이 바르지 못한 곳에서 큰 혼란이 생겨난다. 그러나 대강은 정해

진 체(體)가 없어서 각각의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노나라 장공의 

대강은 복수에 있고, 위나라의 대강은 정명(正名)에 있다. 원수에게 복수하

지 않고,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공자의 덕이 있더라도 노나라·위나라

의 정사를 다스릴 수 없다.33)

  노나라 장공의 ‘복수’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를 말한

다. 노장공의 어머니인 문강은 이복남매인 제양공과 사통하여 노장공의 아

버지 노환공을 살해한다. 그러나 노장공은 불공대천의 원수에게 복수하고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주선으로 제양공의 딸 애강과 억지로 혼인하게 

된다. 이후에 애강이 노장공의 이복동생인 경보와 사통하면서 태자 반과 

민공을 죽이는 등 분란을 일으킨다. 호굉은 노나라 정치의 혼란함이 아버

지의 원수를 처단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위나라의 군주 출공첩(出公輒)은 그의 아버지와 왕권을 다투고 있었

는데, 공자는 위나라 정치의 급선무로 정명(正名), 즉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함[君君臣臣父

父子子]’을 말한다.34) 즉 당시 위나라는 아랫자리인 신하이자 자식이 윗자

삼강이라 한다.(統人倫曰: 天下之人, 莫不有家. 家之大, 至于王者極矣. 君臣·父子·夫婦

謂之三綱. 『皇王大紀』 권21)” 

33) 『知言』 권3, 「事物」 p24, 欲撥亂興治者, 當正大綱. 知大綱, 然後本可立而末可定. 大

綱不知, 雖或善於條目, 有一時之功, 終必於大綱不正之處而生大亂. 然大綱無定體, 各隨

其時事, 故魯莊之大綱在於復讎也, 衛國之大綱在於正名也. 讎不復, 名不正, 雖有仲尼之

德, 亦不能聽魯·衛之政矣.

34) 『논어 자로편』 子路曰: “衛君待子而為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皇王大紀』 

권66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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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군주이자 아버지와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황으로서, 임금은 임금

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

은 자식답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위나라 정치의 혼란함이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정사의 기본이 삼강이라는 군신·부자·부부의 위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즉 노장공이 자식으로서 자식의 자리를 바르

게 하려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여 자식답게 되었어야 하며, 만

약 복수를 했다면 문란한 정치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출공

첩이 자식이자 신하로서 자기 자리를 바르게 하려면, 윗자리인 아버지이자 

군주를 공경하여 자식답게 또는 신하답게 되었어야 하며, 만약 이렇게 정

명을 이루었다면 비극적인 권력쟁탈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히 호굉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여 자식답게 되어야

만 기본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수가 중화질서를 지키는 관건

이라 본다.

  유왕(幽王)이 무도하여 비록 천하가 함께하지 않았으나, 견융(犬戎)에게 

피살당했다면 천하가 참지 못하는 일이다. 그런데 평왕이 (유왕의) 자식으

로서 마땅히 와신상담하여 백성을 양육하고 병사를 가르쳐 천하의 제후들

을 데리고 견융의 소굴을 격파함으로써 그 종족일당을 처벌하고 호경(鎬

京:옛 수도)를 다시 찾아 문왕·무왕·성왕·강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앞 사람의 

잘못을 덮는다면, 사람의 자식이라 할 수 있다. 내가 평왕이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에게 명한 말을 살펴보니, 말이 평이하여 절실하지 않고 뜻이 느

긋하여 비통하지 않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잊어버리고 가벼이 옛 

수도를 버리고서 서쪽 정사를 진(秦)나라에 맡겨 낙읍에 안주하였으니, 삼

강(三綱)을 망실한 것이다.35)

  호굉은 유왕이 폭군이라 하더라도 그의 자식인 평왕은 아버지를 죽인 

오랑캐에게 반드시 복수했어야만 사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왕

은 결국 불공대천의 원수를 망각하고 자신의 처지에 안주했기 때문에 사

35) 『胡宏集』, 「皇王大紀論 文侯之命」, 幽王無道, 雖天下所不與, 其見殺於犬戎, 則天下所

不忍. 而平王乃子也, 所宜坐薪嘗膽, 養民訓兵, 帥天下諸侯披其巢穴, 誅其宗黨, 復居鎬

京, 繼迹文·武·成·康, 以葢前人之愆, 則可謂人子矣. 愚觀其命秦·晉之詞, 語平而不切, 志

舒而不慘, 忘不共戴天之仇, 輕棄舊都, 以西事委之於秦, 而即安於洛邑, 亡三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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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자식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삼강이라는 부자 관계를 망실했다고 보

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은 당시 송나라의 정치적 문제와 중첩된다. 

당시 황제의 아버지가 오랑캐 금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결국 죽게 되었다. 

그런데 황제는 복수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금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맺

고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고 있었다. 호굉이 보기에 이러한 황제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남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 자식은 반드시 (복수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남이 자기 군주를 모욕하면 신하는 반드시 복수하고자 해야 한다. 죽을힘

을 다해 보복하길 도모하여 천도(天道)를 정해진 운명으로 삼아, 적의 세력

을 고려하여 계획을 고치거나 하지 않아야 (도에) 가까울 것이다.36)

  호굉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신하가 군주를 모욕한 원수에게 

목숨을 걸고 복수하는 것이 인간답게 되는 길[道]이라 본다. 인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식이자 신하의 자리를 천명으로 받아들여 적의 세력을 

고려하지 말고 복수해야만 한다. 당시 송나라의 황제와 권신들 역시 인간

이라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군주를 모욕한 금나라에게 목숨을 걸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호굉은 삼강에 근거하여 금

나라에 대한 강력한 주전론을 주장하다.

  2. 내부 정치에 관한 문제의식

  호굉에게 문제가 되었던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은 신법당인 왕안석 학문

의 영향력이 여전하였다는 것이다. 금나라와 화의를 주도하였던 당시 최고 

권력자 진회는 신법당인 왕안석의 학문[王學]을 숭상하고, 대금항쟁을 지

지하던 이정의 학문[程學]을 탄압한다. 진회는 이정의 학문을 왜곡된 학설

[專門曲說]37)이라 규정하여 관련 서적을 금지시키고, 과거시험에서 이정 

36) 『胡宏集』, 「皇王大紀論 少康中興」, 人殺其父, 子必欲死; 人辱其君, 臣必欲報. 忍死謀

報能以天道為定命, 不觀敵勢而改圖, 則庶幾焉.

37) 『宋史‧選舉志二』 권156 “自神宗朝程顥·程頤以道學倡于洛……諫官陳公輔上疏詆頤學, 

乞加禁絕；秦檜入相, 甚至指頤為‘專門’, 侍御史汪勃請戒飭攸司, 凡專門曲說, 必加黜

落；中丞曹筠亦請選汰用程說者：並從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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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입장을 취하는 자는 낙방 시킨다.38) 이는 진회가 주전론을 지지하

던 이정 학문 측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호굉 집안은 이정 문하에서 강학했으며 주전론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정치적 탄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왕안석은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면서 『춘추』를 경전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주례』을 넣은 

오경(五經)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는데,39) 이러한 상황에서 호굉

의 아버지 호안국은 『춘추』를 계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에 걸쳐 

『춘추전』을 저술한다. 아버지로부터 『춘추전』을 가학으로 전수받은 호굉에

게도 『춘추』는 절대 중시하는 성인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40) 따라서 당

시 조정에서 왕안석의 학문만을 관학으로 만들려는 것은 호굉의 학문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41) 그래서 호굉은 왕안석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예전에 공자가 『춘추』를 지으셔서 군신사이의 분별을 바르게 하였으니, 

그 심원한 뜻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태조황제(太祖皇帝)께서 명

(命)을 받자 시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교역하니, 큰 공을 이루시고 천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삼강이라는 근본[綱本]이 이미 바르게 되고 신묘한 교화

가 사실이 되어, 참소와 거짓을 소멸한 것이 손바닥을 가리키듯 쉬웠습니

다. 이에 서북쪽의 두 국경에 동요가 있었지만 끝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승상 왕안석이 함부로 사사로이 운용하며 법령을 어지럽게 고치면서부터, 

교화를 일으키고 삿된 마음을 막아 멀리 있는 인재를 오게 할 수 없었습니

다. 곧 청묘(靑苗)법을 시행하고 시역(市易)법을 만들고 보갑(保甲)법을 세

38) 孟淑慧, 『朱熹及其門人的教化理念與實踐』,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03, p.384 참고.

39) 고지마 쓰요시(신현승 옮김),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p.101 참고.

40) 호안국이 『춘추전』을 완성하는 과정 및 호굉이 『춘추전』을 가학으로 계승하고 있음은 

候外廬(박완식 옮김), 『송명이학사』1, 이론과 실천, 1993, pp.273~277 및 p.348~350 

참고.

41) 호굉 집안의 진회와 왕안석에 대한 비판의식은 고지마 쓰요시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

다. “호안국 부자의 학풍은 선명하게 왕안석에 대한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춘추』를 중심에 두고 이론을 세웠다는 자체와 왕안석이 그 책을 ‘조

각나 있는 조정의 기록[斷爛朝報]’이라고 평했다고 전해지는 것은 극히 대조적이다. 그

들에게 남송 초기에 아직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

다. 더불어 진회(秦檜)가 추진하던 금(金)과의 강화노선은 그들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왕안석을 진회와 함께 묶어서 비판하기에 이른다. 호굉은 특히 『주례』의 

기원을 의문시하고 신학에 의해 세워진 경학상의 근거 자체를 파헤쳐 무너뜨렸다.” 고

지마 쓰요시(신현승 옮김),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p.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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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군사를 다스리게 하니, 비로소 부국강병과 변방을 엿보는 계책이 있게 

되어, 진실함을 버리고서 거짓을 품고 이익을 일으키고 의리를 잊고서 공

적을 숭상하고 도리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왕안석이 선조의 

법령을 폐기했다는 것만 알지, 선조의 도(道)를 함께 폐했다는 것은 모릅니

다. 삿된 학설이 행해지고 바른 논의가 버려져,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신법을 계승하는 뜻을 품고서 자신들의 사사로움을 만족시키니, 아래에선 

군부(君父)를 속이고 위에선 선조를 속여, 선인태후(宣仁)를 비방하고 융우

태후(隆祐)를 폐위시켰습니다.42) 우리 국가의 부자·군신·부부 사이에 갑자

기 재앙이 생기게 하여 삼강이 무너져버렸으니, 신묘한 교화가 흔적 없이 

사라져 강기문장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인접한 적국[금나라]

이 밖에서 횡행하고 도적이 안에서 무너뜨리게 하여, 천자의 군대가 패하

고 중원이 함락당해 두 황제[徽宗·欽宗]가 사막에 거처하며 왕조가 후미진 

동오(東吳)에 기탁하여 근심스런 백성들이 머물 곳을 모르게 되니, 화가 지

극히 독합니다.43)

  호굉은 왕안석의 신법이 현실적인 이익과 공적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삼강이 무너져 결국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 중원이 함락되었다고 진

단한다. 즉 황실에 있는 자식·신하·아내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성취하

려고 아버지·군주·남편을 속이고 모함함으로써 결국 군신·부자·부부의 위계

를 무너지게 하였고, 이러한 권력층의 행태로는 백성을 교화할 수 없어 결

42) ‘宣仁’이란 철종(哲宗)의 모후(母后)인 선인태후(宣仁太后:1032~1093)를, ‘隆祐’란 철종

의 황후인 맹황후(孟皇后:1073~1131)를 말한다. 철종이 어릴 적에 선인태후가 수렴청정

을 하며 왕안석 등의 신법당을 물리치고 사마광 등의 신법당을 지지했는데, 철종이 친

정하게 되자 후궁 유씨(劉氏) 등의 신법당이 선인태후를 모함하고 맹황후를 폐위시킴으

로써 구법당을 제거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선인(宣仁)’ 및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맹황후(孟皇后)’ 항목 

참조.

43) 『胡宏集』, 「上光堯皇帝書」, 昔孔子作『春秋』, 正君臣之辨, 其㫖深且逺, 可不察歟! 及本

朝開基, 太祖皇帝受命, 市不改肆, 得之以大功, 受之以天命, 綱本既正, 神化斯孚, 削平

僣偽, 如指諸掌. 西北二邊雖有動揺, 終焉稽首. 及丞相王安石輕用已私, 紛更法令, 不能

興敎化·弭奸邪心以來逺人, 乃行靑苗, 建市易, 置保甲, 治兵將, 始有富國强兵·窺伺邊隅

之計, 棄誠而懐詐, 興利而忘義, 尚功而悖道. 人皆知安石廢祖宗法令, 而不知其并與祖宗

之道廢之也. 邪説既行, 正論屏棄, 故姦諛敢挾紹述之義以逞其私, 下誣君父, 上欺祖宗, 

誣謗宣仁, 廢遷隆祐. 使我國家父子君臣夫婦之間頓生疵厲, 三綱廢壊, 神化之道冺然將

滅, 綱紀文章掃地盡廢. 遂致鄰敵外横, 盜賊内訌, 天師傷敗, 中原陷沒, 二聖逺栖于沙漠, 

皇輿僻寄于東吳, 囂囂萬姓未知攸底, 禍至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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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질서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왕안석의 신법은 중화

질서의 근본인 삼강을 무너뜨리는 삿된 학설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이러한 왕안석의 신법이 근거하고 있는 『주례』에 대해서도 강하

게 비판한다. 다음은 「『주례』에 대해 철저히 논함(極論周禮)」이란 제목의 

글이다.

  내가 살펴보니 이렇다. 유흠은 전한의 왕족 유향의 자식이다. 왕망(王莽:

기원전45~기원후23)을 추종하여 예전의 전장법도를 바꾸어 어지럽게 하고 

본종(本宗)을 해치면서 영리를 추구하였다. 『주례』라는 책은 본래 한나라 

효무황제(孝武帝;武帝)시대에 나왔는데, 어지럽게 뒤섞여 궁중도서관에 보

관되었을 뿐, 학관(學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한나라 성제(成帝)와 애제(哀

帝)시대가 되었을 때, 유흠이 교리비서가 되어서야 비로소 경전의 반열에 

올랐다. 여러 유학자들이 이 책의 잘못을 비판했지만, 오직 유흠만이 옳다

고 여겼다. 유흠은 천하에 삼강(三綱)이 있음을 몰라, 친속관계에서는 아버

지를 배반하고, 존비관계에서는 군주를 배반하니, 주공이 행한 바와 정반대

이다. 그가 반열에 올려놓은 이 책은 주나라 관직의 명칭을 빌려와 사사로

운 주장을 몰래 집어넣어 역적 왕망이 하는 짓에 영합하고자 한 것이다. 

왕안석은 난신적자가 거짓으로 만든 책을 확신하여, 위대한 성인이 죽기 

직전 편찬한 경전[『춘추』]을 버리고, 공손과 겸손함을 버리고 사치를 숭상

하며, 인의를 버리고 재화를 꾀하였다. 수십 년도 되기 전에 금나라 사람들

이 침입하여 머리와 다리의 위치가 뒤바뀌고 천하가 도탄에 빠져 시작과 

끝을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화란의 근본을 따져보면 그 이유가 이것에 있

을 것이다. 아아! 슬프도다! 천하를 소유한 자는 이를 언제나 살펴야 한

다!44)

  호굉은 유흠이 삼강을 모르는 난신적자라 규정하고, 『주례』 역시 유흠이 

사사롭게 편찬한 위서라 주장한다. 이를 통해 호굉은 왕안석의 신법이나 

학문이 성인의 경전인 『춘추』를 배제하고 위서인 『주례』에 근거하였다고 

44) 『胡宏集』, 「皇王大紀論 極論周禮」, 謹按, 劉歆, 漢家賢宗室向之子, 附會王莽, 變亂舊

章, 殘賊本宗, 以趨榮利. 『周禮』之書本出於孝武之時, 為其雜亂藏之秘府, 不以列於學官. 

及成·哀之世, 歆得校理秘書, 始列序為經. 衆儒共排其非, 惟歆以為是. 夫歆不知天下有三

綱, 以親則背父, 以尊則背君, 與周公所為正相反者也. 其所列序之書, 假托周官之名, 勦

入私説, 希合賊莽之所為耳. 王安石乃確信亂臣賊子偽妄之書, 而廢大聖垂死筆削之經, 棄

恭儉而崇汰侈, 舍仁義而營貨財. 不數十年, 金人内侵, 首足易位, 塗炭天下, 未知終始. 

原禍亂之本, 乃在於是. 噫嘻! 悲夫! 有天下者尚鑒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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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이것이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 중화질서가 어지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한다. 

  이러한 호굉의 주장에는 예법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삼강

을 알고 있는 성인이 만든 진정한 예법과, 삼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삿된 예법이다. 호굉은 유흠의 『주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군주는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이므로, 

감히 천지의 대의(大義)45)를 어기지 못한다. …… 군주는 하늘이 아버지이

고 땅이 어머니이므로 사사건건 동일하게 한 연후에 예를 행할 필요가 없

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군주가 없고, 집안[家]에는 

두 주인이 없고, 존귀함에는 두 개의 윗자리가 없으니, 자연히 등위[等降]

가 있다. 단지 사람이 부모님을 섬길 때, 효애(孝愛)의 마음은 하나이더라

도, 그 섬김은 똑같을 수 없다. 예(禮)는 절문(節文)을 주로 삼으니, 절문

(節文)이 없다면 예(禮)가 아니다. 『주례』는 유흠이 완성했는데, 유흠은 삼

강(三綱)을 모르는 인간이므로, 그 책은 인용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46)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머니를 위한 자최(齊衰)

의 상복을 감히 아버지께 드러내지 못하니, 존귀함에는 두 개의 윗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군주는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데 

땅을 숭상하여 하늘에 대들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남편이 홀로 집안의 

알맞음[義]을 정하여야 집안의 법도가 바르게 되고,47) 군주가 홀로 국가에 

명령을 내려야 천하가 안정된다. 『주례』는 …… 터무니없는 거짓이 많이 

보인다. …… 『주역』·『시경』·『서경』·『춘추』와 비교될 수 없다.48)

45) ‘大義’란 각자에게 정해진 알맞은 자리를 가리킨다. 『周易‧家人』：“『彖』曰：女正位乎

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皇王大紀』 권61에도 보인다.)

46) 『胡宏集』, 「與彪徳美」, 天尊地卑. 王者, 父天母地, 不敢悖天地之大義也. …… 王者, 

父天母地, 不必事事同, 然后為禮. 天無二日, 土無二王, 家無二主, 尊無二上, 自有等降

也. 只如人事父母, 其孝愛之心則一, 其事則不可同矣. 禮以節文爲主, 若無節文, 乃非禮

也. 『周禮』成于劉歆, 歆是不知三綱之人, 其書不可引以爲証.

47) ‘義’란 사물사태의 알맞음을 가리킨다. 『易‧恒』, “남편이 알맞음을 정해야지, 아내를 따

르면 흉하다.[夫子制義, 從婦凶也.]”(『皇王大紀』, 권62에도 보인다.)

48) 『胡宏集』, 「皇王大紀論 祭祀郊社」, 且子事父母, 父在, 為母齊衰期不敢見於父者, 尊無

二上故也. 王者, 父事天, 母事地, 而可崇地以抗天乎! 是故夫獨制義於其家, 而家道正矣, 

君獨出令於其國, 而天下定矣. …… 『周禮』 …… 多見其妄誕也. …… 不得與『易』·『詩』·

『書』·『春秋』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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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굉은 세계 전체에 자연적으로 위계가 정해져 있으며, 삼강은 이러한 

자연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견해는 『예기』에 근거한 것

으로, 『예기』에서 공자는 자연의 섭리인 존비상하 구분을 따라 군신·부자·

부부 사이에 등급을 나누는 예를 설명한다.49) 호굉은 이에 근거하여 위계

를 절문(節文)으로 나눈 것이 예의 근본이라는 보는 것이다. 호굉이 보기

에 이러한 위계를 모르는 유흠의 『주례』는 성인이 만든 예라고 볼 수 없

다. 『주례』에서는 천자가 천지에 제사지내는 의례를 설명할 때, 하늘과 땅

을 대등한 관계로 상정하는데, 호굉은 이것이 하늘과 땅 또는 남편과 아내

의 위계를 무시하고 만든 예법이라 본다.50) 호굉은 부-부의 위계가 바르

게 되어야 집안의 법도가 바르게 되고, 군-신의 위계가 바르게 되어야 국

가가 안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삼강을 망각한 예법은 사회적으로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결국 군신·부부·부부의 위계를 무너뜨려 사회전체

의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천하에 도(道)가 세 가지입니다. 대본(大本)·대기(大幾)·대법(大法)입니다. 

이는 성인의 일이니,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대본은 

하나의 마음[一心]이고, 대기는 만 가지 변화[萬變]이고, 대법은 삼강(三綱)

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일이니,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아! 천명은 끝이 없네.” 왕은 하늘을 모범으로 삼아서 마음이 게으르

거나 방종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변화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그 기미를 

잃을 것이고, 방종하면 삼강이 그 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기미를 한 번 잃

으면 일이 확정되기 어렵고, 삼강이 바르지 못하면 혼란이 쉽게 생깁니다. 

…… 법(法)이 복희에게 시작되어, 신농에게 이어졌고, 간헌에게서 융성해

지고, 요·순에게서 완성되었으며, 우·탕·문·무에게서 덜거나 더함이[損益] 있

49) 호굉은 그의 저서 『皇王大紀』에서 자연적인 위계로 예를 설명하는 『禮記』 구절을 모

두 인용한다. 『禮記』, 「曾子問」, 曾子問曰, “喪有二孤, 廟有二主, 禮與?” 孔子曰: “天

無二日, 土無二王, 嘗禘郊社, 尊無二上, 未知其為禮也.”(『皇王大紀』 권65에도 보인다.) 

; 「坊記」, 子云, “天無二日, 土無二王, 家無二主, 尊無二上, 示民有君臣之别也.”(『皇王

大紀』 권69에도 보인다.) ; 「喪服四制」, 天無二日, 土無二王, 國無二君, 家無二尊, 以一

治之也, 故父在爲母齊衰期者, 見無二尊也.(『皇王大紀』 권9에도 보인다.)

50)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례인 교사(郊祀)에 관한 논쟁은 고지마 쓰요시(신현승 옮

김),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pp.39~55 및 pp.87~94 참고. 호굉은 『주례』

에서 천신(天神)인 호천상제와 지기(地祇)인 사직을 동격의 의례 형태로 설명하는 관점

을 비판하고, 『춘추』에 근거하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그 격이 낮기 때문에 호천상제와 

동격의 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같은책, pp.65~69 및 p.7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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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하나라가 망한 것은 대우(大禹)의 법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

라 걸이 법을 버려서 망했습니다. 상나라가 망한 것은 성탕의 법이 훌륭하

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紂)가 법을 버려서 망했습니다. 주나라가 망한 것은 

문·무의 법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幽)·려(厲)가 법을 버려서 망했

습니다. 진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법이 아닌 것을 창작하고 고수하여 망했

습니다.51)

  천하에 세 가지 큼이 있다. 대본(大本)·대기(大幾)·대법(大法)이다. 대본은 

하나의 마음이고, 대기는 만 가지 변화이고, 대법은 삼강이다. 대본이 있은 

연후에 천하를 소유할 수 있고, 대기를 본 연후에 천하를 취할 수 있고, 

대법을 행한 연후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 대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군신간의 법이다. 둘째 부자간의 법이다. 셋째 부부간의 법이다. 부부

간에 법이 있은 연후에 집안의 법도가 바르게 되고, 부자간에 법이 있은 

연후에 인간의 도가 오래도록 지속하고, 군신간의 법이 있은 연후에 천지

가 평정된다. 평정함이 예악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예악이 일어난 연후에 

상벌이 딱 맞아서 백성들이 편안해진다.52)

  호굉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커다란 법[大法]이 삼강이라 말한다. 즉 

군신·부자·부부라는 위계가 곧 대법이며, 이 대법에 근거하여 모든 예악제

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호굉은 이 대법[삼강]을 성인만이 알 수 있

으며, 성인들이 전수해온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유흠이나 왕안석 같은 인

간들은 대법[삼강]을 알지도 모르면서도, 사사롭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

법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호굉은 중국의 흥망성쇠를 군주가 대법[삼

강]을 따르느냐 버리느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시 송나라가 금나라의 

51) 『知言』 권5, 「復義」 p38, 天下之道有三: 大本也, 大幾也, 大法也. 此聖人事, 非常人所

知也. …… 大本一心也, 大幾萬變也, 大法三綱也. 此聖人事, 非常人所知也. …… “維天

之命, 於穆不已”. 王者法天, 心不可怠放, 怠則應變必失其幾, 放則三綱不得其正. 幾一

失, 則事難定; 綱不正, 則亂易生. …… 法始於伏羲, 繼乎神農, 大乎軒轅, 成乎堯·舜, 損

益於禹·湯·文·武. 夏之亡, 非大禹之法不善也, 桀棄法而亡也. 商之亡, 非成湯之法不善也, 

紂棄法而亡也. 周之亡, 非文·武之法不善也, 幽·厲棄法而亡也. 秦則不然, 創之非法, 守

之非法而亡也.

52) 『知言』 권5, 「漢文」 p42, 天下有三大: 大本也, 大幾也, 大法也. 大本一心也. 大幾萬變

也. 大法三綱也. 有大本, 然後可以有天下. 見大幾, 然後可以取天下. 行大法, 然後可以

理天下. …… 其大法有三: 一曰君臣之法, 二曰父子之法, 三曰夫婦之法. 夫婦有法, 然後

家道正. 父子有法, 然後人道久. 君臣有法, 然後天地泰. 泰者, 禮樂之所以興也. 禮樂興, 

然後賞罸中而庶民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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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으로 망해가던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삼강]을 버린 왕안석의 신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왕안석의 신법이나 학문을 따르던 당시 권력층에도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호굉은 그의 정치의식에서 ‘삼강’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는

다. 군신·부자·부부라는 위계를 통해 당시 금나라에 대한 강력한 주전론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

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금나라에 대해 굽실거리고 왕안석의 학문을 끌어들

인 당시 조정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식과 ‘삼

강’은 그의 아버지 호안국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3. 호안국의 『춘추전』과 삼강

  호굉의 아버지 호안국은 『춘추』를 ‘경세대전(經世大典)’, 즉 경세의 근본

이 되는 경전이라 평가하고 30년에 걸친 연구 끝에 그 주석서인 『춘추전』

을 완성한다.53) 호굉은 『춘추전』을 가학으로 전수받았기에 호안국의 주석

이 그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호굉이 편찬한 

『황왕대기(皇王大紀)』는 고대 반고씨(盤古氏)부터 동주시대 난왕(赧王:?~기

원전256)까지 주요 경전·역사서·제자백가서들을 발췌해 놓은 글인데, 호굉

은 이 책의 서문에서 『춘추전』을 지은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힌다.54) 호굉이 『황왕대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춘추전』의 

호안국 주석들을 보면, 그가 호안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견해들이 어떤 것인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이 송나라 사람에게 군주를 시해한 죄를 귀책한 것은, 삼강(三綱)이 

인간의 도리에 관한 대륜[人道之大倫]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55)

53) 候外廬(박완식 옮김), 『송명이학사』1, 이론과 실천, 1993, pp.273~277 참고.

54) 『胡宏集』, 「皇王大紀序」, 我先人上稽天運, 下察人事, 述孔子, 承先聖之志, 作『春秋

傳』, 為大君開為仁之方, 深切著明, 配天無極者也. 愚承先人之業, 輒不自量, 研精經理

典, 泛觀史傳,…….

55) 『皇王大紀』 권46, 聖人以弒君之罪歸宋人者, 以明三綱, 人道之大倫.(『胡氏春秋傳』 권

15 호안국 주석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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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에서 먼저 은공을 폄출하여 큰 법을 밝혔으니, 부자·군신의 륜(倫)

이 바르게 되었다.56)

  제나라 사람들이 상나라 사람의 사사로운 은혜를 품어서 군주·아버지라

는 대륜(大倫)을 잊었다.57)

  군신은 인간의 도리에 관한 대륜이다.58)

  호안국은 삼강(三綱)을 인간의 도리에 관한 ‘대륜(大倫)’이라 정의한다. 

이때 ‘대륜’은 군신·부자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이면서 중대한 관계 자체를 

의미한다. 즉 ‘군신간의 의리’나 ‘부자간의 친함’이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

리라면, ‘군신’이나 ‘부자’가 곧 그런 도리에 관한 ‘대륜’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는 ‘인륜(人倫)’의 의미를 군신·부자·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하

는 도리나 덕목처럼 이해하지만, 호안국이 사용하는 ‘륜(倫)’·‘대륜(大倫)’

‘인륜(人倫)’은 애초에 인간관계 자체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59)

  (노나라) 장공은 아버지를 잊고 원한을 풀어서 복수에 뜻이 없었다. 『춘

56) 『皇王大紀』 권33, 『春秋』首黜隱公, 以明大法, 父子君臣之倫正矣.(『胡氏春秋傳』 1권에

도 보인다.)

57) 『皇王大紀』 권45, 齊人懷商人之私惠, 忘君父之大倫.(『胡氏春秋傳』 15권에도 보인다.)

58) 『皇王大紀』 권50, 君臣, 人道之大倫.(『胡氏春秋傳』 권20에도 보인다.)

59) 다음 구절들은 『皇王大紀』에서 인용하고 있는 『胡氏春秋傳』의 호안국 주석들이다. 

『皇王大紀』 권40 中國之爲中國, 以有父子君臣之大倫也.(『胡氏春秋傳』 권11) ; 『皇王大

紀』 권45 夫婦之際, 人倫之首.(『胡氏春秋傳』 14권) ; 『皇王大紀』 권45 ; 『皇王大紀』 

권46 君臣, 萬世之大倫.(『胡氏春秋傳』 15권) ; 『皇王大紀』 권47 君臣父子妃妾適庶, 人

道之大倫也.(『胡氏春秋傳』 16권) 『皇王大紀』 권49 男女居室, 人之大倫也.(『胡氏春秋

傳』 18권) ; 『皇王大紀』 권50 人倫之際, 差之毫釐, 謬以千里.(『胡氏春秋傳』 19권)

호굉이 『皇王大紀』에서 인용한 호안국 주석에서 예외적으로 ‘倫’을 ‘嫡妾之分·君臣之義’와 

같이 관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처럼 말하는 경우가 한 번 있다.[『皇王大紀』 권35 “嫡

妾之分·君臣之義, 天下之大倫.”(『胡氏春秋傳』 권4에도 보인다.)] 그러나 ‘嫡妾之分’이 

정실과 첩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君臣之義’ 역시 군신 사이의 상하구분[義]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참고:『한어대사전』 義: 名分. 『商君書‧君臣』：“古者未有君臣上下

之時, 民亂而不治, 是以聖人列貴賤, 制爵秩, 立名號, 以別君臣上下之義也.”] 이런 해석

을 취하지 않고, ‘君臣之義’를 군신 간에 지켜야 할 의리처럼 보더라도, ‘군신 간의 의

리가 천하의 대륜이다.’라는 말은 단지 군신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군신 사이에 지켜야

할 의리가 말미암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 볼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이 군신이라는 관계

가 있으면 당연히 군신 간의 지켜야 할 의리가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

계 자체와 관계 사이에 지켜야할 도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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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에서 매우 폄절(貶絶)을 가해 매번 기록할 때마다 휘(諱)하지 않은 것

은, 삼강이 인간의 도리가 말미암아 세워지는 바탕[三綱, 人道所由立]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부자간의 은혜를 잊고 군신간의 의리를 끊는 것에 대

해 나라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살피지 않아 이를 일상적인 일로 여긴다면, 

역시 군주의 높음과 아버지의 가까움이 있음을 모르게 된다. …… 『춘추』

는 복수를 중요하게 여기니, 서법이 이와 같다.60)

  호안국은 『춘추』에서 공자가 행한 서법의 요지가 삼강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삼강을 ‘인간의 도리가 말미암아 세워지는 바탕’이라 정의한다. 

즉 삼강이란, ‘군신간의 의리’가 시작하는 바탕인 ‘군신’ 관계이자, ‘부자간

의 은혜’가 시작하는 바탕인 ‘부자’ 관계라는 것이다. 특히 호안국은 공자

가 복수를 중시하였다고 본다. 이는 노나라 장공이 불공대천의 원수에게 

복수해야 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이라면 당연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

여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만 자식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강은 국정의 근본이다[三綱, 國政之本]. (삼강이) 멸절되면, 아버지와 

군주가 없는 것이니, 이는 금수이다.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면 비록 천하를 

얻더라도 하루아침도 거할 수 없다. 세자가 군주를 시해한 것은 삼강이 멸

절된 것이다.61)

  호안국은 자식이나 신하가 아버지나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부자·군신이

라는 기본적이고 중대한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아버지

나 군주가 없는 금수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군신·부자라는 위계가 확립되

어야만 기본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고, 이 위계로부터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리가 말미암으며, 인간의 도리를 지킬 때 나라의 정사가 다스려질 수 있

다고 본다. 이처럼 호안국은 삼강을 인간이 되는 근본이자 국정의 근본이

며, 이것이 공자의 춘추필법이라 해석한다. 

60) 『皇王大紀』 권39, 莊公忘親釋怨, 無志于復讐. 春秋深加貶絶, 一書再書, 又再書屢書而

不諱者, 以謂三綱, 人道所由立也. 忘父子之恩, 絶君臣之義, 國人習而不察, 將以是為常

事, 則亦不知有君之尊·有父之親矣. …… 春秋以復讐為重, 而書法如此.(『胡氏春秋傳』 권

10 호안국 주석에도 보인다.)

61) 『皇王大紀』 권55, 三綱, 國政之本. 至於淪絶, 無父與君, 是禽獸也. 禽獸偪人, 雖得天

下, 弗能一朝䖏矣. 世子弑君, 三綱淪絶.(『胡氏春秋傳』 권23 호안국 주석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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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굉의 정치의식은 이러한 아버지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호굉은 삼강을 중화 및 오랑캐와 관련시켜 더 적극적으로 해석

한다. 다음 구절들은 기본적으로 『皇王大紀』에서 인용한 『胡氏春秋傳』의 

호안국 주석이지만, 호굉이 자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문을 수

정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정된 원문 부분도 실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관중이 환공을 도와 천하를 바로잡았으니,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그 은택을 입고 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고 옷

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이다.”라 말씀하셨다. 중국이 중국이 된 까닭은 

부자·군신이라는 대륜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잃으면 오랑캐가 된다. (호안

국 원문: …… 은택을 입고 있다.” 아아! 이 성대한 공이 어찌 위대하지 않

은가! 사람이 사람이 되는 까닭은 부자·군신이라는 대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이치가 사라진다.)62)

  군신·부자가 인의를 버리고 이익을 품고서 함께 하며, 이익이 있으면 곧 

쫓아가버리는데, 어찌 군주와 아버지를 생각함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 

번 잃으면 오랑캐가 되고, 두 번 잃으면 금수가 되어 대륜이 사라진다. (필

자: 밑줄 친 구절은 호굉이 새롭게 추가한 말이다.)63)

  군신은 인도(人道)의 대륜이다. 이런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

자가 탄식하며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는 것은 제하(諸夏)에 군주가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다. 이런 염려 때문에 『춘추』를 지으셨다. (호안국 

원문: 끝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를 등용해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나라를 동방의 주나라로 만들겠

다!” 이런 염려 때문에 『춘추』를 지으셨다.)64)

62) 『皇王大紀』 권40, 주석: 故夫子稱之曰 “管仲相桓公,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㣲管

仲, 吾其被髪左衽矣.” 中國之爲中國, 以有父子君臣之大倫也. 一失, 則爲夷狄矣. ; 『胡

氏春秋傳』 권11, 주석: 故夫子稱之曰: “管仲相桓公,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嗚呼! 

是監之功, 豈不偉哉! 盖人之所以爲人, 以有父子君臣之大倫也. 否則人理已亾矣. 

63) 『皇王大紀』 권44, 주석: 君臣父子去仁義, 懷利以相與, 利之所在則從之矣, 何有於君

父? 故一失, 則夷狄. 再失, 則禽獸而大倫滅矣. 『胡氏春秋傳』 권13의 호안국 주석에는 

밑줄 친 구절이 없다.

64) 『皇王大紀』 권50, 주석: 君臣, 人道之大倫, 而至於此極, 故仲尼嘗喟然嘆曰“夷狄之有

君, 不如諸夏之亡也.” 爲此懼作『春秋』. ; 『胡氏春秋傳』 권20, 주석: 君臣, 人道之大倫

也, 而竟至於此, 故仲尼嘗有言, 曰“如有用我者, 吾其爲東周乎!” 爲此懼作『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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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굉은 호안국의 주석을 수정하여, 군신·부자라는 대륜의 유무에 따라 

중국과 오랑캐가 구분됨을 강조한다. 오랑캐에도 군신·부자는 있지만 그들

은 신하답거나 자식다울 수 없어서 결국 대륜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러한 호굉의 의도는 금나라에 대한 주전론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황제가 자식으로서 불공대천의 원수인 금나라에게 복수하는가

는 단지 황제가 인간되는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중화가 되는 근본이 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죽음을 각오하고 금나라에 항쟁한다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중화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식임을 망각하고 금나라에 굽실대며 자신의 처지에 안주한다면 사람 자

식도 아닐뿐더러 오랑캐와 같은 족속이 된다. 이러한 자는 더 이상 군주나 

천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호굉은 호안국의 『춘추전』 해석을 계승하여 삼강에 근거한 

정치의식을 주장한다. 이 삼강은 군신·부자·부부라는 기본적이고 중대한 

관계[大倫] 또는 위계를 의미한다. 이는 현대 한국인이 생각하는 삼강의 

의미와 차이를 보인다.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대부분 삼강을 ‘군주가 신하

의 벼리가 되고[君為臣綱], 아버지가 자식의 벼리가 되고[父為子綱], 남편

이 아내의 벼리가 됨[夫為妻綱]’으로 풀이하고, 이것의 의미를 ‘군신·부자·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하는 도리 또는 덕목’이라 정의한다.65) 그러나 이 정

의가 근거한 한나라 반고(班固)의 『백호통의』를 보면, 삼강은 ‘음양’의 짝

하는 관계처럼 단지 군신·부자·부부의 관계만을 지칭할 뿐이다.66) 또한 호

안국이나 호굉 당시의 사람들에게 삼강은 위계라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

여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들과 동시대 사람인 이학가 주진(朱

震:1072~1135)은 삼강을 “군주는 높고 신하는 낮고, 아버지는 높고 자식

65)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08, ‘삼강’: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군위신

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을 이른다.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삼강’: 유교에서, 윤리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벼리. 곧 군신(君臣) 간의 도리를 

말하는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자(父子) 간의 도리를 말하는 부위자강(父爲子綱), 부부

(夫婦) 간의 도리를 말하는 부위부강(夫爲婦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한국민족문

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삼강오륜’: 삼강은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어

버이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

다.

66) 『白虎通義』, 「三綱六紀」, 三綱者, 何謂也? 謂君臣父子夫婦也. …… 故君為臣綱, 父為

子綱, 夫為妻綱. …… 君臣父子夫婦, 六人也, 所以稱三綱, 何? “一陰一陽謂之道”, 陽得

陰而成, 陰得陽而序, 剛柔相配, 故六人為三綱.



- 25 -

은 낮고,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음”이라 정의한다.67) 중국에서 출판된 『한

어대사전』은 ‘삼강’을 단지 봉건사회에서의 관계로 정의한다.68)

  호굉의 정치의식이 삼강을 핵심으로 삼고 있고, 이것이 인간다움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그의 본성에 관한 논의 역시 삼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7) 『漢上易傳』 권7, 道雖屢遷, 上下不易. 君尊臣卑, 父尊子卑, 夫尊婦卑, 謂之三綱. 三綱

不正, 天地反覆.

68) 『한어대사전』 三綱: 我國封建社會中謂君為臣綱·父為子綱·夫為妻綱，合稱三綱. 이처럼 

삼강은 기본적으로 위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강을 도리나 덕목으로 이해하는 현대에도 

삼강을 위계와 관련된 도리나 덕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봉규는, 맹자의 오

륜(五倫)이 쌍방향적인 특징이 있지만, 한 대에 성립한 삼강은 상이 하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일방향적 상하관계를 정당화시킨다고 본다. 이봉규, 「인륜: 쟁탈성 해소를 위한 유

교적 구성」, 태동고전연구 제31집, 2013, p.1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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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굉 ‘성’ 개념의 특징

  

  호굉은 ‘성’과 관련해서 당시 유학자들과 다른 특이한 설명들을 하곤 한

다. 예컨대 호굉은 이정 문하인 양시에게 배웠고69), 이정의 학설을 공자·

맹자의 도통을 잇는 사상이라 밝히지만70), 실상 ‘성’에 관한 설명에 있어

서는 이정이나 양시와 어긋나는 견해를 제시하곤 한다. 즉 『맹자』의 ‘성선

(性善)’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이 선하다’고 보는 이정과는 달

리,71) 호굉은 그의 아버지 호안국의 견해를 따라 ‘성이 훌륭하다’고 해석

하고 성을 선악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72) 또 『중용』의 ‘미발(未發)’

이나 ‘중(中)’을 ‘성’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호굉은 표면적

으로 이정의 말에 근거한 것 같지만, 실상 이정·양시의 주장을 반대한다. 

즉 ‘적연부동(寂然不動)’73)을 ‘미발’로 보는 이정·양시와 달리,74) 아버지의 

69) 『胡宏集』, 「호굉의 생애[胡宏的生平]」 및 「宋張栻胡子知言序」, p338 참고.

70) 『胡宏集』, 「程子雅言前序」 및 「程子雅言後序」 참고.

71) 『二程集』18-92, 問: 人性本明, 因何有蔽? 曰: 此須索理會也. 孟子言人性善是也. 雖

荀·楊亦不知性. 孟子所以獨出諸儒者, 以能明性也. 性無不善, 而有不善者才也. 性卽是

理. 理則自堯·舜至於塗人, 一也.

72) 『知言』 권4, 「知言疑義」 p333, 曰: “然則孟軻氏·荀卿氏·揚雄氏之以善惡言性也, 非

歟?” 曰: “性也者, 天地鬼神之奧也, 善不足以言之, 况惡乎?” 或者問曰: “何謂也?” 曰: 

“宏聞之先君子曰: ‘孟子所以獨出諸儒之表者, 以其知性也.’ 宏請曰: ‘何謂也?’ 先君子曰: 

‘孟子道性善善云者, 嘆美之詞, 不與惡對.’”

73) 『周易 繫辭上』

74) “양시 선생이 ‘中庸’을 풀이하며 “中이란 적연부동[寂然不動]한 때이다.”라고 했습니

다. 자사가 (『중용』에서) “희노애락의 미발은 中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양선생

은 미발의 때를 가리켜 ‘적연부동’이라 여긴 것입니다. 일전에 선생을 모시고 앉았을 

때, 이 부분에 이르러 “‘희노애락의 미발’은 아마도 ‘적연부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놓길 “양선생이 이렇게 풀이하여 나는 부끄럽고 두려

웠다.”라고 했습니다. …… 제 생각에 ‘미발’은 단지 性을 말할 수 있을 뿐이고, ‘이발’

은 마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이천 선생님이 “中이란 性의 體段을 나

타내는 것”이라 말하고서, 心의 體段을 나타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心의 體段은, 

聖人이 ‘사려함이 없고[無思] 작위함이 없이[無爲] 적연부동하여 물의 자극을 받아도 마

침내 천하의 故에 통하는 것’입니다.” 『胡宏集』, 「與僧吉甫書三首」 楊先生‘中庸’解謂

“中也者, 寂然不動之時也.” 按子思説, ‘喜怒哀樂未發謂之中’, 則是楊先生指未發時為寂

然不動也. …… 竊謂未發只可言性, 已發乃可言心, 故伊川曰 “中者, 所以狀性之體段”, 

而不言狀心之體段也. 心之體段, 則聖人‘無思也, 無為也, 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是

也. 이처럼 호굉은 양시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정을 논거로 제시하지만, 실상 이정은 

양시와 동일하게 ‘적연부동’을 미발로 본다. 『二程集』25-30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中也者, 言寂然不動者也. 故曰“天下之大本”. “發而皆中節謂之和.” 和也者, 言感而遂通

者也, 故曰“天下之達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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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따라 ‘적연부동’을 ‘이발’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75)

  이처럼 호굉은 ‘성’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특이한 관점에 의탁하여 기존

과 다른 설명들을 제시하려 한다.76) 또한 호굉이 성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호굉의 ‘성’이 당시 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

는 ‘성’과 매우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 통용되던 

또는 이정문하에서 내려오던 ‘성’ 개념과 다른 의미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

에 설명이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

을 확인해 보기 위해 호굉의 ‘성’ 개념이 가진 특징들을 파악해보고, 이를 

가지고 ‘성’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구절들을 일관되게 설명해보고자 한

다. 

  1. 근본(本)의 의미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성’ 개념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성’ 개념은 대략 외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의 양상 및 

그런 양상을 띠도록 만드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예컨대 맹자는 

우물에 떨어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놀라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측은지심’이 곧 ‘인의 단서’ 또는 ‘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인’

75)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음”이란 바로 “고요해도 

보존되고, 움직여도 보존됨”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역(易)은 사려함이 없고 작위함이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 물의 자극을 받아도 마침내 천하의 고(故)에 통하는 것”과 

큰 뜻이 딱 맞습니다. 두 선생[양시, 윤돈]이 희로애락의 미발을 가리켜 ‘고요히 움직이

지 않음’으로 여긴 것과 다릅니다.” 『胡宏集』, 「與僧吉甫書三首」 惟先君子所謂“不起不

滅”者, 正以“靜亦存, 動亦存”而言也, 與『易』“無思無為,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大意相符, 非若二先生指喜怒哀樂未發為寂然不動也.

76) 호굉이 성 또는 도에 관해 아버지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후외려의 견해를 참

고할 만하다. “宋儒들이 말하는 ‘道’란 『易傳』의 形而上의 道를 답습한 것으로서 이에 

함축된 의의는 매우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호안국은 道란 인간의 일상

생활에 있으므로 ‘겨울엔 갖옷을, 여름에 갈포옷을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이러한 것들이 道이다’고 인식하여, 조금치도 추

상적이거나 신비적인 뜻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호굉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道란 사물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性은 道의 본체로서 聲·色·食·味를 

性이라고 하여, 道에 대한 胡氏 父子의 사상·관점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아, 그의 家

學 연원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候外廬(박완식 옮김), 『송명이학사』1, 이론과 실천, 

1993, p.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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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덕이 고유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성선’의 증거로 제시한

다.77) 이정은 이런 맹자의 견해를 따라, ‘仁’이라는 덕이 곧바로 ‘성’이라 

제시함으로써, ‘성’에는 선한 감정적인 반응을 띠도록 만드는 힘이나 능력

이 리(理)로서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성의 선함으로 이해한다.78) 물론 이

러한 이정의 견해는 ‘성’과 ‘정(情)’을 구분함으로써 성을 곧바로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의 특정 

측면을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굉이 설명하는 성은 애초에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의 의미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중용』 원문: 천명은 성(性)을 말한다. …… 희로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

[未發]을 중(中)이라 하고, 이미 발하여[已發]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大本)이다.79)

  ‘미발’은 단지 성(性)을 말할 수 있을 뿐이고, ‘이발’은 마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미발의 때는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똑같은 성입니

다. 이발의 경우, ‘사려도 없고 작위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寂然不

動] 물의 자극을 받아도 마침내 천하의 사정(事情)에 통하는 것’80)은 성인

만이 홀로 하는 바이다. 성인은 성을 다하기 때문에 외물의 자극을 받아도 

고요하여[靜] ‘멀거나 가깝거나 그윽하거나 심원하거나 상관없이 끝내 다가

올 외물을 압니다.’81) 보통 사람은 성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의 자극을 

77) 『孟子』3-6 ; 11-6 참고.

78) 『二程集』18-01, 問仁. 曰: 此在諸公自思之, 將聖賢所言仁處, 類聚觀之, 體認出來. 孟

子曰“惻隱之心, 仁也.” 後人遂以愛爲仁. 惻隱固是愛也. 愛自是情, 仁自是性, 豈可專以

愛爲仁? 孟子言惻隱爲仁, 蓋爲前已言“惻隱之心, 仁之端也”, 旣曰仁之端, 則不可便謂之

仁. 退之言“博愛之謂仁”, 非也. 仁者固博愛, 然便以博愛爲仁, 則不可. ; 18-91, 問: 喜

怒出於性否? 曰: 固是. 纔有生識, 便有性, 有性便有情. 無性安得情? 又問: 喜怒出於外, 

如何? 曰: 非出於外. 感於外而發於中也. 問: 性之有喜怒, 猶水之有波否? 曰: 然. 湛然

平靜如鏡者, 水之性也. 及遇沙石, 或地勢不平, 便有湍激; 或風行其上, 便爲波濤洶湧. 

此豈水之性也哉? 人性中只有四端, 又豈有許多不善底事? 然無水安得波浪. 無性安得情

也? 맹자와 이정으로 이어지는 성선설의 맥락은 정원재, 『마음과 철학-유학편』(서울대

학교출판문화원, 2013) 서문 참고.

79) 『中庸』, 天命之謂性, ……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

大本也.(『皇王大紀』 권71에도 보인다.)

80) 『周易 繫辭上』, 易, 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皇王大紀』 권62에

도 보인다.)

81) 『周易 繫辭上』(『皇王大紀』 권62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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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움직이니[動], 그런 연후에 ‘끼리끼리 생각을 쫓아’82) 그 바름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두 선생[양시·윤돈]이 미발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음[寂然不

動]’이라 여겼다면, 성인이 외물의 자극을 받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니,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 제가 생각해보니, 희로애락의 미발은 

광막하게 아무 조짐도 없는 동일한 대본(大本)입니다.83)

  호굉은 『중용』의 ‘중(中)’을 ‘성’과 동일한 의미로 보고,84) 성이 ‘미발’, 

마음이 ‘이발’이라 말한다. 즉 성은 희로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이며, 마음

은 이미 희로애락이 발한 것이다. 만약 성이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라면, 

이러한 설명을 따를 경우, 성은 단지 경향성이나 욕구의 잠재태와 같은 것

을 가리킨다. 즉 외물의 자극을 받기 이전에 경향성이나 욕구가 아직 드러

나지 않은 힘이나 능력 자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호굉은 두 선생[양시·윤돈]을 비판하면서, 만약 미발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음[寂然不動]’으로 보게 되면, 이발은 외물의 자극을 받아 움

82) 『周易 咸卦』(『皇王大紀』 권15에도 보인다.)

83) 『胡宏集』, 「與僧吉甫書三首」, 竊謂未發只可言性, 已發乃可言心, …… 未發之時, 聖人

與衆生同一性; 已發, 則無思無為, 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 聖人之所獨. 夫聖人盡性, 

故感物而靜, ‘無有逺近幽深, 遂知來物’; 衆生不能盡性, 故感物而動, 然後‘朋從爾思’, 而

不得其正矣. 若二先生以未發為寂然不動, 是聖人感物亦動, 與衆人何異? …… 某愚謂方

喜怒哀樂未發, 沖漠無朕, 同此大本.

84) 호굉은 ‘중(中)’과 ‘성(性)’을 구분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둘을 동일하게 취

급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知言』, 권1, ‘天命之謂性’, 性, 天下之大本也.

(『知言疑義』에도 보인다.) 그런데 위의 『중용』 원문만 놓고 보면, 천명인 ‘성’이 미발인 

‘중’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이정 문하에서는 ‘성’과 ‘중’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현선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여대림(呂大臨:1046~1092)은 ‘중’을 

‘성’과 동일하게 봄으로써 본체이자 근원으로 해석하지만, 이정은 ‘중’이 본체[性]를 표

현하는 술어로서 본체의 모습[性之體段]이나 능력[性之德]을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 

본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설명한다. 또한 여대림의 ‘중’은 “미발의 本

心에 담지된 표준적 행위 기준”을 의미하는 반면, 이정의 ‘중’은 “미발의 본체에 내재된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현선, 「장재와 이정의 철학 –이정의 장재 비

판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0, pp.120~126, 및 p.133, p.212 참고) 한편, 

연재흠은 그의 논문에서, 호굉이 이천의 말을 인용하여 미발을 설명하지만, 실상 중이 

곧 성이라 보는 점에서 여대림의 주장에 가깝다고 밝힌다. (연재흠, 「호굉(胡宏) 심론(心

論) 연구(硏究) :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제55집), 2017, 

p.266 참고) 필자가 보기에도 호굉은 중과 성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여대림과 

가깝다고 생각한다. 호굉은 성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힘이

나 능력이 잠재해 있는 상태를 미발의 중으로 보는 이정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

만, 호굉은 성을 도덕적 기준이나 표준적 행위 기준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대

림과도 차이가 이다. 호굉의 성은 삼강이라는 위계와 같이 도덕적 기준이 아니면서도 

마음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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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말한다. 즉 미발이라는 성이 외물의 자극을 받

기 이전에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와 같은 것이라면, 

이발의 마음은 외물의 자극을 받아 희로애락이 발동한 것만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다. 호굉은 이러한 성과 마음이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를 설

명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즉 양시와 윤돈 또는 이정의 견해는, 성

과 마음을 단지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로 보고서, 마음의 활동을 오직 외

물의 자극에 따라 감정적인 반응을 발동하는 것으로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 외물의 자극에 따라 감정 또는 

욕구를 발동하고 이 감정·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산하는 지각활동만 있는 

것처럼, 성인의 마음 역시 이런 지각활동만 있게 되어 단지 자극에 따른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85) 이 때문에 호굉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음’이란 미발의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인의 마음

을 설명하는 말이라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미발이라는 성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가 발하기 

이전의 힘이나 능력 자체, 즉 잠재태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호굉은 외물의 자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리

적인 상태 또는 지각활동을 오로지 마음에 관한 활동으로 한정하여 제시

한다.86) 또한 성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상정하기 때

문에, 성인의 이상적인 힘이나 능력 역시 외물의 자극에 얽매이지 않는 고

요한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시켜 이해할 뿐이다. 이 때문에 호굉은 인간이 

85) ‘지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강연희는 호굉의 마음이 

‘지각(외부 대상에 대해 반응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라 정의한다.(강연희, 「호굉의 성체

심용론」, 서울대석사학위논문, p18~19 참고.) 또 정원재는 “지각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

해 반응하고 이 반응을 계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정원재, 『마음과 철학-유학편』(서

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xvi 참고.)

86) 『知言』 권2, 「好惡」 p11, 有是心則有知, 無是心則無知. ; 『知言』 권2, 「好惡」 p12, 

自觀我者而言, 事至而知起. ; 『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夫心宰萬物, 順之則喜, 

逆之則怒, 感於死則哀, 動於生則樂. 欲之所起, 情亦隨之, 心亦放焉. ; 『胡宏集』, 「복재

기」, 夫人生非生而知之, 則其知皆縁事物而知. 호굉이 마음을 지각으로 보는 것은 강연

희의 석사논문 ‘Ⅱ.4.지각의 역할’ 참고. 단, 호굉의 글에서 유일하게 “호오가 성이다(好

惡, 性也. 『知言』 권2, 「知言疑義」 p330)”라는 구절은 성을 심리적 경향성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강연희의 석사논문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성을 심리적 경

향성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호오’가 외물의 자극에 의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호오’라는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의 양상을 나타내는 넓은 의

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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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야 하는 성인의 경지 역시 마음에 관한 영역으로 한정한다. 즉 ‘인

(仁)’이라는 유가 최고의 덕을 성이라 말하지 않는다.87) 호굉은 아버지의 

견해를 따라 인을 오직 마음으로만 설명한다.88) 이는 성을 ‘인’으로 규정

하는 이정 문하와 매우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정 문하는 측은지심과 

같은 선한 감정적 반응을 드러내게 하는 근본이 성[仁]이지만, 호굉은 이

러한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완전히 분리된 ‘광망하게 아무 조짐도 없

는 커다란 근본[大本]’을 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성과 마음을 미발과 이발로 분명히 분리시키면서

도,89) 한편으론 성을 마음의 근본으로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성은 마

음의 심리적 현상 또는 이런 현상을 띠도록 만드는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未發]이지만, 심리적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이 

87) “귀천은 명이고, 인의는 성이다.(貴賤, 命也. 仁義, 性也. 『知言』 권6, 「中原」 p48)”는 

유일하게 ‘仁’을 ‘性’으로 말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구절의 맥락을 살펴보면, ‘命’과 ‘性’

은 어떤 것의 실현여부가 자기 밖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가[命] 자기에 의해 결정되는

가[性]를 의미한다. (참고: 『知言』 권2, 「仲尼」 p16, 理義本諸身, 威力假諸人者也. 本諸

身者, 有性. 假諸人者, 有命. 性可必而命不可必.) 즉 이 구절은 ‘仁義’가 ‘명’과 ‘성’ 가

운데 ‘성’과 관련된 특징이 있음을 의미할 뿐이지, 곧바로 ‘성’과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호굉은 마음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마음이라 하지 않고 ‘성’이라 말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참고: 『知言』 권3, 「紛華」 p25, 裁制屬諸心, 君子不謂之心也, 必有

性焉, 然後能存.) 이런 점에서 ‘인의’가 마음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얼마든지 ‘성’과 관

련시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仁者, 天地之心也.-『知言』 권1, 「天命」 p4” 역시 ‘천지의 마음’을 ‘中’과 연결시킨 구

절[『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凡人之生, 粹然天地之心, 道義完具, 無適無莫, 不可

以善惡辨, 不可以是非分, 無過也, 無不及也. 此中之所以名也.]과 관련시켜 본다면, 인을 

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호굉이 ‘천지의 마음’을 성 

또는 개인의 마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이 ‘천지

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인이 천지의 마음이다”라는 구절은 “인간이 천지의 마음이다.”라는 『예기』 구절을 모

방한 것이다. 즉 『예기』 원문이 인간이 곧 천지의 마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호

굉의 말 역시 반드시 인이 곧 천지의 마음과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胡宏

集』, 「不息齋記」, 聖人詔之曰: “人者, 天地之心也.” 此心宰制萬物, …… 是故學為聖人

者, 必務識心之體焉. 識其體矣, 不息所以為人也. 此聖人與天地為一之道.

88) 『胡氏春秋傳』 권1, 호안국 주석: 元, 即仁也. 仁, 人心也.(『皇王大紀』 권33에도 보인

다.) 『上光堯皇帝書』 何謂仁? 心也. 心官茫茫, 莫知其鄉, 若為知其體乎? …… 元, 即仁

也. 仁, 人心也. 心, 一也, 而有欲心焉, 有道心焉. ; 『知言』 권5, 「漢文」 p41, 誠, 天

命. 中, 天性. 仁, 天心. …… 理其性者, 天心存. ; 『知言』 권1, 「天命」 p1, 誠者, 命之

道乎! 中者, 性之道乎! 仁者, 心之道乎! ; 『知言』 권3, 「事物」 p22, 釋氏惟明一心, 亦

可謂要矣, 然真孔子所謂好仁不好學者也.

89) 호굉의 성체-심용이 단절된 이원적 구조임은 이미 강연희 석사논문(‘Ⅱ.3.심리적 현실

로서의 마음’)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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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은 우리가 흔히 ‘本’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뿌리’의 의미90)와는 조금 

다르다.  뿌리가 자라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심리적 현상에 관한 힘이나 

능력이 그대로 현상이나 활동으로 드러나는 맥락과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

려 호굉이 말하는 근본은 심리적 현상 및 그런 현상에 관한 힘이나 능력

이 비어있는 원형(原形)91)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무 것도 물

들지 않은 원료에 여러 가지 색깔이 물든다고 했을 때, 이 원료는 화려한 

색채가 드러날 수 있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즉 물들지 않은 원료에서 화

려한 색채가 뿜어져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화려한 색채는 물들지 않은 원료

에 근본을 두어야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미발 역시 심리적인 현상 또는 그런 현상을 발출하는 힘이나 능력이 비

어있는 원형이지만, 갖가지 심리적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발의 마음은 미발의 성과 분리되어 있지만, 성에 근본을 두어

야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과 마음은 미발-이발로 분리되면서도, 

다시 근본-활동으로 묶인다. 호굉은 이를 성이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라

는 성체심용(性體心用)으로 제시한다.92) 이때 본체와 작용은 모든 심리적

인 것이 배제된 원형[본체]과 이 원형으로부터 드러나는 심리적 활동[작용]

90) 『한어대사전』 ‘本’의 첫 번째 뜻에 해당한다. 本: 草木的根. 『詩‧大雅‧蕩』：“枝葉未有

害, 本實先撥.”

91) 『한어대사전』 ‘本’의 22번째 뜻에 해당한다. 本: 原樣, 本來面目. 晉左思『〈三都賦〉

序』：“美物者貴依其本, 讚事者宜准其實. ” 또 다음의 용례를 참고할 수 있다. 『皇王大

紀』 권80 荀子曰: …… 性者, 本始材朴也; 偽者, 文理隆盛也. 無性, 則偽之無所加; 無

偽, 則美不能自美.

92) 이 성체심용의 구조는 장재가 말한 ‘성대심소(性大心小)’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재는 세계를 태허와 객형으로 구분한다. 즉 태허란 사적인 것이 완전히 제

거되어 텅 비어있는 세계의 본체라면, 객형은 기질이나 신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작용

이다. 장재는 이러한 공적인 본체가 본성이고, 사적인 작용이 마음이라 보기 때문에 성

은 크고 마음은 작다고 말한다.(‘성대심소’에 관해서는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출

판부, 2011, p127~137 참조.) 이러한 성대심소의 관점은 성체심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성체는 텅 비어있는 원형과 같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라면, 심용은 개인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활동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강연희 역시 호굉의 마음이론 또는 성체심

용론이 장재의 ‘태허’와 ‘성대심소’를 발전시킨 것이라 밝히고 있다.(p8, 33번 각주 및 

p24, 76번 각주 참고.) 또 정원재는 호굉의 성체심용이 나흠순의 ‘理一氣分殊’와 율곡

의 ‘理通氣局’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러한 구도는 순선한 ‘理一’의 세계와 선악이 섞

여 타락한 ‘分殊理’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는 장재의 담연한 태허의 세계와 언제

나 변화하는 객형의 세계와 상응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호굉과 나흠순의 ‘性體心用說’

은 본성과 마음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마음 밖에 본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 설명한

다.(정원재, 「지각설에 입각한 이이 철학의 해석」,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1, ‘4.나흠순

의 이일분수와 심성의 구분, (1)이기론, 1)이일분수’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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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93)

  이어서 호굉은 미발이라는 성이 “천하의 커다란 근본”94)이란 점을 더 

밀고나간다. 성이 심리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본래 심리적 활동 또는 지각활동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동안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표출하는 활동이란 점에서 생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95)

  성에는 커다란 본체[大體]가 있으니, 사람이 그것을 다하다. 한 사람의 

성은 모든 생명체[萬物]96)를 포괄한다. 그 본체[體]를 논하면, 천지에 섞이

고 모든 생명체에 두루 미치니, 비록 성인이라도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 

살아있음을 논하면, 흩어져서 만 가지로 다르고, 선악과 길흉의 온갖 행위

가 다 실려 있어 가리거나 막을 수 없다. 논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면, 생

명체에는 정해진 성질[定性]이 있지만, 성에는 정해진 체[體]가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 고자는 깃털·눈·옥의 흼만 알지 개·소·사람의 성을 몰

라 모든 생명활동[萬化]97)의 근원[原]에 어두웠기 때문에 맹자가 그 망령된 

93) 이 성체심용에서 본체(體)-작용(用)의 의미는 근본(원형)-활동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본(원형)에 따라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될 활동의 목적과 방식이 결정된다는 점에

서 이 원형은 활동에 대한 기준의 의미도 지닐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비어있는 통장

을 개설함으로써 돈을 채우게 된다. 이때 비어있는 통장은 돈을 채우는 활동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통장은 돈을 채워야 한다는 

목적과 돈을 ATM에 입금하는 방식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비어있는 통장

은 돈을 채우는 활동의 기준이기도 하다. 즉 본체와 작용은, 기준과 그 기준을 지향하

는 활동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된 본성론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

겠다.) 이러한 체용의 의미는 다른 유학자들이 사용하는 체용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희는 체와 용을 몸과 몸의 움직임으로 비유하며, 둘 사이가 애초

에 분리될 수 없는 통일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 『주자어류』 6:21 “此身是體, 動作處便

是用.” 㝢(61이후). 『주자어류』 16:61 安卿問“全體大用”. 曰: “體用元不相離. 如人行坐: 

坐則此身全坐, 便是體; 行則此體全行, 便是用.” 道夫(60이후).

94) 『知言』 권1, 「知言疑義」 p328, ‘天命之謂性’, 性, 天下之大本也.

95) 지각[知] 개념과 생명 활동[生]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6 참고.

96) ‘萬物’은 ‘모든 사물’과 같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호굉이 성과 관련

하여 말할 때의 ‘物’은 생명체, 특히 금수나 인간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위 원문에서 성을 생명활동이나 선악의 행위 등과 관련시켜 말하고 있듯이, 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을 지니면서도 선악의 행위가 가능한 금수나 인간을 제외하면 별 의미

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97) 보통 ‘萬化’를 ‘변화’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유학의 세계관에서는 기가 

변화하여 사물도 되고 운동도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萬化’는 만사만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어대사전』의 첫 번째 의미 역시 이와 같다. 위 구절이 생명체들의 활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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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논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98)

  호굉은 성의 커다란 본체가 모든 생명체[萬物] 및 그 생명체들의 모든 

활동[萬事]를 싣고 있다고 본다. 이 본체는 정해진 체[體]가 없는, 즉 비어

있는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비어있는 원형은 모든 생명체의 선하고 악하고 

길하고 흉한 활동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인 것이다.99) 이런 점에서 성은 

만사만물의 근원[原]이다.

  그런데 고자는 생명활동을 성이라 말하거나[生之謂性], 식색(食色)을 성

이라 말한다.100) 이는 외물의 자극에 대한 경향성이나 욕구를 성이라 말하

는 것이다.101) 이러한 경향성이나 욕구는 개체에게 타고난 성질이자, 정해

져 있는 성질[定性]이라 볼 수 있다. 호굉은 고자가 이런 정해진 성질만 

알고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이 되는 성은 모르다고 본다. 즉 경향성이나 욕

구와 같은 개체의 타고난 성질은 세계 전체에 관한 본체나 근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호굉에게 성은 심리적 활동이나 생명 활동을 싣고 있는 바탕일 

뿐, 이런 활동을 발출하는 힘이나 능력은 비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굉은 당시 유학자들과 달리 양성(養性), 즉 성을 길러야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자는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이 하

늘을 섬기는 방법이라 말했다.102) 또한 이정은 이 말에 근거하여, 미발에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이라는 성이 갖추어져 있고, 이것이 외물의 자극을 

해 말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萬化’를 ‘생명활동’으로 번역하였다. [참고: 『한어대사전』 

‘萬化’: 萬事萬物; 大自然. 『申鑒‧政體』: “恕者仁之術也, 正者義之要也, 至哉, 此謂道根, 

萬化存焉爾.”]

98) 번역 및 성의 선악문제에 관해서는 강연희 석사논문 p17을 참고하였다. 『胡宏集』, 「釋

疑孟 辨」, 性有大體, 人盡之矣. 一人之性, 萬物備之矣. 論其體, 則渾淪乎天地, 博浹於

萬物, 雖聖人, 無得而名焉; 論其生, 則散而萬殊, 善惡吉凶百行俱載, 不可掩遏. 論至於

是, 則知物有定性, 而性無定體矣. …… 告子知羽雪玉之白, 而不知犬牛人之性, 昧乎萬

化之原. 此孟子所以不得不辨其妄也.

99) 김수길은 호굉이 말하는 본성이 ‘장(場)적 조건’과 같은 것이라 설명한다. 김수길, 「주

희의 인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참고.

100) 『맹자』11.3, 11.4 참고.

101) 고자가 말한 ‘살아 있음[生]’이 ‘지각 활동[知]’을 의미함은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

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pp.180~181 참고.

102) 『孟子』 13.1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

事天也. 殀壽不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皇王大紀』 권76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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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감정적인 반응[喜怒愛懼愛惡欲]으로 발출하기 때문에, 배움의 길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 성을 기르는 것뿐이라 말한다.103) 이러한 수양은, 

성이라는 뿌리[근본], 즉 선한 감정적인 반응의 양상을 띠도록 만드는 힘

이나 능력을 기름으로써 선한 감정적인 반응이 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굉은 애초에 성을 힘이나 능력과 같이 길러야 하

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호굉에게 성은 단지 완성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

문이다.104)

  성은 천지의 커다란 근본이다. 요·순·우·탕·문왕·공자 6명의 군자들이 앞

뒤로 알려주길 반드시 ‘마음’이라 하고 ‘성’이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

가? 마음이란, 천지를 알고 만물을 주재하여 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섯 

군자[요·순·우·탕·문왕·공자]는 마음을 다하였기 때문에 천하의 커다란 근본

을 이룰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입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

면, 이단이 함께 일어나, 만물이 자기 동류를 쫓아 쪼개질 것이니, 누가 하

나로 만들 수 있겠는가!105)

  호굉은 마음이 커다란 근본[性], 즉 비어있는 원형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본다. 비어있는 원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이 원형에서 드러난 세상의 모

든 생명체 및 생명활동을 마음이 적절히 제재하여, 모두가 각자의 제자리

를 얻어 하나의 질서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6) 이는 성을 바

탕으로 드러난 생명활동[生]에 마음이 질서를 가함으로써 이를 완성[成]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완성된 이상적인 모습이란 여섯 

103) 『二程集』8-1 「顔子所好何學論」, 學之道如何? 曰: 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爲人. 其

本也眞而靜, 其未發也五性具焉, 曰仁義禮智信. 形旣生矣, 外物觸其形而動於中矣. 其中

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樂愛惡欲. 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是故覺者約其情, 始合於中, 

正其心, 養其性. 故曰“性其情”. 愚者則不知制之, 縱其情而至於邪僻, 梏其性而亡之, 故

曰“情其性”. 凡學之道, 正其心, 養其性而已.

104) 『知言』 권3, 「張栻胡子知言序」 p339, 是故誠成天下之性. ; 『胡宏集』, 「横渠正䝉序」, 

知禮成性. ; 「次劉子駒韵」, 心由天造方成性. ; 「皇王大紀論 周禮禮樂」, 天命之謂性. 王

者受命於天, 宰制天下. 其所以祭天地者, 盡其心以成吾性耳.

105) 『知言』 권1, 「知言疑義」 p328, 性, 天下之大本也. 堯·舜·禹·湯·文王·仲尼六君子先後

相詔, 必曰心而不曰性, 何也? 曰心也者, 知天地, 宰萬物, 以成性者也. 六君子, 盡心者

也, 故能立天下之大本, 人至於今賴焉. 不然, 異端竝作, 物從其類而瓜分, 孰能一之!

106) 『知言』 권2, 「往來」 p14, 聖人執天之機, 惇叙五典, 庸秩五禮. 順是者, 章之以五服. 

逆是者, 討之以五刑. 調理萬物, 各得其所. 『知言』 권3, 「事物」 p21, 聖人理天下, 以萬

物各得其所為至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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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성인이 이룩한 하나의 중화질서 또는 중화세계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호굉이 말하는 성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本]이며, 이것이 

‘본성(本性)’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본성’은 당시 유학자들, 

특히 이정 문하에서 말하는 본성의 의미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정 문

하는 본성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인’이라는 

덕 및 ‘선’이라는 도덕성을 결부시킨다. 그러나 호굉은 자신이 이정 문하

에서 배웠을 이러한 특징들을 제거해버리고, ‘본성’을 단지 비어있는 원형

과 같은 의미로 만든다. 호굉이 보기에 선악이란 심리적 활동 또는 생명 

활동상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활동을 싣고 있는 커다란 본체 

또는 근본[성]을 선악으로 말하는 것은 실상에서 한참 먼 이야기라 할 수 

있다.107) 호굉은 아버지의 견해를 따라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의 의미 

역시 기존 유학자들과 다르게 해석한다. 즉 성은 “천지가 세워지는 까닭”

으로서 성인도 그 위대함을 이름 붙일 수 없기에 맹자가 “성이 훌륭하구

나![性善]”라고 찬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08)

  이처럼 ‘본성’에 관한 설명들이 그의 아버지 호안국의 독특한 견해들에 

의탁해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호굉이 제시하려는 새로운 의미의 ‘본성’

은 삼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 호굉이 아버지의 

‘삼강’을 자기 철학의 주요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인간이 되는 근본이자 중

화가 되는 근본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본성’이 결국 인간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면 ‘삼강’과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 ‘본성(本性)’의 의미: 기의 근본

  성이 비어있는 원형이라면, 이 원형은 어떻게 모든 생명현상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유학자에게 살아있음은 기(氣)와 관련된다. 호

굉 역시 기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가 변화하고 살아있는 것이라 본

107) 『知言』 권4, 「知言疑義」 p334, 中節者為是, 不中節者為非. 挾是而行則為正, 挾非而

行則為邪. 正者為善, 邪者為惡. 而世儒乃以善惡言性, 邈乎遼哉!

108) 『知言』 권4, 「知言疑義」 p333, 或問性. 曰: “性也者, 天地之所以立也.” 曰: “然則孟

軻氏·荀卿氏·揚雄氏之以善惡言性也, 非歟?” 曰: “性也者, 天地鬼神之奧也, 善不足以言

之, 况惡乎?” 或者問曰: “何謂也?” 曰: “宏聞之先君子曰: ‘孟子所以獨出諸儒之表者, 以

其知性也.’ 宏請曰: ‘何謂也?’ 先君子曰: ‘孟子道性善善云者, 嘆美之詞, 不與惡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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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 즉 기가 뭉쳐 형체[形]를 이루어 생명체가 되기도 하고,110) 기가 

흐르면서 온갖 생명활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이라는 근본 

역시 기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이 아니면 생명체[物]가 없고, 기(氣)가 아니면 형체가 없다. 성은 기의 

근본[本]이구나!111)

  물에 발원지[源]가 있어서 흘러감이 끝나지 않고, 나무에 뿌리[根]가 있

어서 생장이 끝나지 않으며, 기에 성이 있어서 운행이 끝나지 않는다.112)

  호굉은 성이 생명체[物]의 근본이라 보기 때문에 성이 아니면 생명체

[物]가 없다고 말한다. 또 기(氣)가 변화하여 형체[形]를 이룬 생명체가 된

다고 보기 때문에 기가 아니면 형체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성은 기의 근

본이고, 기에는 성이라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기의 운행, 즉 생명활동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호굉은 성이라는 근본을 물의 ‘발원지[源]’ 및 나무의 ‘뿌리[根]’

에 비유하고 있다. 이 비유는 단지 성이라는 근본[本]이 기적인 생명활동

이 시작하는 장소임을 말해줄 뿐이다. 호굉에게 성은 생명현상을 발출하는 

힘이나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잠재된 생명력

이 생명활동으로 뻗어나간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은 단지 기

적인 생명현상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모든 기적인 것들을 싣고 있는 비어

있는 원형이자 바탕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물에서 죽으며, 초목은 땅에서 살고 땅에서 죽으

며, 인간은 도(道)에서 살고 도(道)에서 죽으니, 하늘의 상도[天經]이다.113)

109) 『知言』 권4, 「一氣」 p27, 氣復而滋, 萬物化生.

110) 『知言』 권1, 「陰陽」 p8, 生聚而可見, 則為有; 死散而不可見, 則為無. 夫可以有無見

者, 物之形也.

111) 『知言』 권3, 「事物」 p22, 非性無物, 非氣無形. 性, 其氣之本乎!

112) 『知言』 권2, 「好惡」 p11, 水有源, 故其流不窮; 木有根, 故其生不窮; 氣有性, 故其運

不窮.

113) 『知言』 권2, 「仲尼」 p17, 魚生於水, 死於水, 草木生於土, 死於土, 人生於道, 死於道, 

天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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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체가 살거나 죽는 것은 리(理)이다. 리는 모든 생명체의 바름[貞]이

다. 살아서 (기가) 모임으로써 볼 수 있게 되면 ‘있다’고 여기고, 죽어서 

(기가) 흩어져버려 볼 수 없게 되면 ‘없다’고 여긴다. ‘있음·없음’으로 드러

나는 것이 생명체의 형체이다. 생명체의 리(理)는 없던 적이 없다. 노자는 

‘있음·없음’을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근본[本]이라 여기니, 견해가 협소하

다!114)

  있으면서 없을 수 없는 것은 성(性)을 말한다.115)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 즉 삶과 죽음은 이 도(道) 또는 리(理)에 근본

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다. 호굉이 생명활동의 근본[本]을 두 개 이상 상정

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성이라는 근본은 곧 도(道) 또는 리(理)에 해당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도 또는 리는 단순히 형체가 없음을 의미하

지 않는다. 형체가 있거나 없는 것은 단지 기의 취산에 의해 드러나는 기

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굉은 이런 기적인 변화를 넘어 궁극적

으로 있는 것이 도(道) 또는 리(理)이자, 성이라 본다.

  형에 관해서 위에 있는 것[形而在上者]을 성이라 하고, 형에 관해서 아래

에 있는 것[形而在下者]을 기적인 것[物]이라 한다.116)

  호굉은 성과 기적인 것[物]을 분명히 상하로 분리시키고 있다. 본래 이 

구절은 『주역』의 “형이상자를 도라 하고, 형이하자를 기라 한다[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117)에 근거한 말이다. 호굉은 성을 형이상자인 

도(道)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호굉 당시 유학자들은 원문

의 ‘形而上’과 ‘形而下’를 보통 ‘형이상[形以上]’·‘형이하[形以下]’로 풀이하

여, 이를 형체가 없음과 있음으로 구분하였다.118) 그러나 호굉에게 이러한 

114) 『知言』 권1, 「陰陽」 p8, 物之生死, 理也. 理者, 萬物之貞也. 生聚而可見, 則為有; 死

散而不可見, 則為無. 夫可以有無見者, 物之形也. 物之理, 則未嘗有無也. 老氏乃以有無

為生物之本, 陋哉!

115) 『知言』 권4, 「一氣」 p28, 有而不能無者, 性之謂與!

116) 『胡宏集』, 「釋疑孟 辨」, 形而在上者謂之性, 形而在下者謂之物. 性有大體, 人盡之矣. 

一人之性, 萬物備之矣. 論其體, 則渾淪乎天地, 博浹於萬物, 雖聖人, 無得而名焉; 論其

生, 則散而萬殊, 善惡吉凶百行俱載, 不可掩遏. 論至於是, 則知物有定性, 而性無定體矣. 

…… 告子知羽雪玉之白, 而不知犬牛人之性, 昧乎萬化之原. 此孟子所以不得不辨其妄也.

117) 『周易 繫辭上』 참고.(『皇王大紀』 권62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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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의 유무는 단지 기적인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호굉은 원문에 ‘在’자

를 넣음으로써, 성이 기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형이상자임을 더욱 분명히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호굉은 이러한 ‘성’을 특별히 ‘본성[本性]’이란 용어로 지칭하기

도 한다.

  중화(中和)가 변화하여 모든 생명체 각각이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 

그런데 (성명을) 순수하게 갖춘 것은 사람이니, 성의 지극함이다. 모든 생

명체가 활동하는[流行] 것을 관찰하면 그 성질[性]이 다르지만, 모든 생명

체의 본성(本性)을 관찰하면 (그 생명활동의) 근원[源]은 하나이다.119)

  여기서 호굉은 ‘성(性)’과 ‘본성(本性)’을 구분하여 쓰고 있다. 이때 ‘성’

은 개체의 기질이나 신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타고난 성질이나 경향성을 

가리킨다면, ‘본성’은 모든 생명활동을 아우르는 하나의 근원[源], 즉 커다

란 근본[大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굉이 사용한 ‘본

성(本性)’은 커다란 근본[大本]으로서의 성(性)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이 ‘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20)

118) 宋 張載, 『横渠易說』 권3, 「繫辭上」, ‘形而上’, 是无形體者也, 故形以上者謂之道也; 

‘形而下’, 是有形體者, 故形以下者謂之器.

119) 『知言』 권2, 「往來」 p14, 中和變化, 萬物各正性命, 而純備者人也, 性之極也. 觀萬物

之流行, 其性則異; 察萬物之本性, 其源則一.(『胡宏集』, 『知言』은 ‘流行’의 ‘行’이 ‘形’

임.)

120) 호굉의 전체 저술에서 ‘본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총 4번이다. 위 구절에서 사용

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의 구절 중 2개는 시(詩)에서 사용되었다. 시(詩)는 내

용이 짧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본성’이란 다음에 다루게 될 “삼강이 인간의 본성

[三綱, 人之本性]”이라는 구절이다.

참고로 시(詩)에서 사용된 ‘본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인이 남산에 오니, 

먼 곳까지 푸른 구름 열리네. 생각을 걷어내고 ‘본성’을 보니, 모이고 흩어짐이 진실로 

오래되었구나.[道人南山來, 萬里青雲開. 去念見本性, 聚散真悠哉. 『胡宏集』, 「題齊雲

閣」]” 이 시는 사량좌가 불교를 비판한 말을 가져와 자기 식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사

량좌는 “석씨가 성을 해로 여기고 생각을 구름으로 여겨,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듯 생

각을 걷어내고 성을 본다.[釋氏以性為日, 以念為雲, 去念見性, 猶披雲見日. 『上蔡語

録』]”라고 말한다. 호굉이 남산에 들어와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하면[『胡宏集』, 

「張栻胡子知言序」, 優悠南山之下餘二十年. 玩心神明, 不舍晝夜, 力行所知.], 시에 보이

는 ‘도인’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자신이 하는 공부가 

곧 생각을 걷어내고 ‘본성’을 보는 것이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성이란 기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 40 -

  제가 듣건대, 삼강(三綱)은 인간의 본성(本性)이고, 신묘한 교화[神化]는 

하늘의 양능(良能)입니다. 요·순·우·탕·문·무왕이 자기를 공손히 하고 (삼강

이라는) 본성을 다하여 덕이 하늘에 부합하였습니다. …… 『주역』에서 “성

인은 신묘한 도로써 교화를 베푸니 천하가 복종한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

입니다. 만약 그 덕이 인륜을 다할 수 없어 삼강이 손상되고, 신묘한 교화

에 어두워 정사가 예제를 다할 수 없다면, 지모·기술·이익·세력으로써 서로 

다투는 신첩일 뿐입니다. …… 만약 여전히 옛 것을 지키는 데 익숙하고 

새롭게 고치는 데 머뭇거려 크게 변혁함으로써 삼강이라는 근본[三綱之

本]121)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삿된 설과 빗나간 논의를 막지 못하고 강

기·절도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122)

  앞서 호굉은 아버지 호안국의 견해를 발전시켜, ‘삼강’을 인간이 되는 

근본이자, 중화가 되는 근본으로 제시하였었다. 위 구절에서 호굉은 이러

한 관점을 더 분명하게 “삼강이 인간의 본성[三綱, 人之本性]”이며, 정사

는 “삼강이라는 근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호굉은 성이 천하

의 근본이지만 성인들이 마음만을 말한 이유가 마음을 다하여 본성을 완

성하기 때문이라 말하는데,123)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성인들이 삼강이라는 

본성을 다한 것이라 말한다. 이처럼 호굉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으로서의 

성[본성]은 삼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한 물이 조수의 머리를 생기게 하고, 한 모금 물에 ‘본성’이 갖추어져 있네. 대지 사

이를 질서지우니, 형세가 중국에 드러나네.[百丈生潮頭, 一勺本性具. 經紀大地間, 形勢

中國著. 『胡宏集』, 「水心亭」] 이 시는 『중용』의 ‘천지의 도’와 관련된다. 『중용』은 천지

의 도에서 만물의 생명활동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한 모금의 물이 모아져 바다를 

이루면 그 안에서 모든 수중생물이 살게 되는 것으로 비유한다.[『중용』 天地之道, 可一

言而盡也: 其爲物不貳, 則其生物不測. …… 今夫水, 一勺之多, 及其不測, 黿鼉蛟龍魚鼈

生焉, 貨財殖焉.] 이런 점을 참고하면, 호굉의 시는 개인에게 갖추어진 본성에 세계전체

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갖추어져 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21) 『胡宏集』, p88, 교감기 6번은 다른 판본에 ‘三綱之本性’으로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

다. 또 이 글을 요약하여 수록한 『송사』에도 해당 부분이 ‘三綱之本性’이라 되어있다. 

참고: 『宋史』 권435, 「列傳」 제194, ‘儒林’5, 宏字‘仁仲’, …… 紹興間, 上書其畧曰: 

…… “若猶習於因循, 憚於更變, 亡三綱之本性.”

122) 『胡宏集』, 「上光堯皇帝書」, 臣聞, 三綱, 人之本性; 神化, 天之良能. 堯·舜·禹·湯·文·武
恭已盡性, 徳合于天, …… 『易』曰: “聖人以神道設敎而天下服.” 此之謂也. 若夫徳不能盡

倫而三綱廢缺, 昧于神化而政不能盡制, 乃以智術利勢相傾者, 則臣妾而已矣. …… 若猶

習于因循, 憚于變更, 不大剗革, 以返三綱之本, 邪説横議者不廢, 干紀逆節者不誅.

123) 『知言』 권1, 「知言疑義」 p328, 性, 天下之大本也. …… 心也者, 知天地, 宰萬物, 以

成性者也. 六君子, 盡心者也, 故能立天下之大本, 人至於今賴焉. 不然, 異端竝作, 物從

其類而瓜分, 孰能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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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성(本性)’과 삼강: 자연적 조건

  호굉이 단지 삼강이라는 군신·부자·부부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면, 삼강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조건이라거나, 인간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성인이 제정한 

법도라고만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호굉은 삼강을 형이상자이

자 세계의 근본으로 설명하고, 이를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러

한 본성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호

굉이 성 개념 자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

다.

  성은 천지귀신의 오묘함[奧]이다. (성은) 선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악으로 말할 수 있는가?124)

  사계절, 추위와 더위, 장마와 가뭄, 일월성신의 운행이 곧 천신의 오묘함

이다.125)

  하늘의 운행을 알고자 하면 천체를 살필 뿐이다. 하후씨의 시대에는 곤

오씨가 그 오묘함[奧]을 연역하였다.126)

  호굉이 말하는 ‘천지귀신의 오묘함[奧]’이란, 하늘의 운행이기도 하다. 

본성이 곧 하늘의 운행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악과 관련해 하늘의 운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

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하늘의 운행은 계절의 바뀜, 추위와 더위, 장마와 가뭄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날씨가 춥거나 덥다고 하여 이런 날씨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하

지 않는다. 또한 장마와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이를 악하다

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의 운행이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런 하늘의 운행을 비난하거나 도덕적인 책임을 

124) 『知言』 권4, 「知言疑義」 p333, 曰: “性也者, 天地鬼神之奧也, 善不足以言之, 况惡

乎?”

125) 『胡宏集』, 「皇王大紀論 六宗之説」, 況四時·寒暑·水旱與日月星辰之運, 即天神之奧.

126) 『황왕대기』 권8, 欲知天運, 占星而已. 夏后之時, 昆吾氏演其奧, 巫咸深明天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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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선악을 판단할 필

요도 없다. 이를 단지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다.

  호굉이 말하는 삼강이라는 본성 역시 이런 자연적 조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군신·부자·부부 자체는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조건이기에 이에 

대해 비난하거나 도덕적인 책임을 묻거나 선악을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

서 우리가 고수와 같은 악독한 아버지를 만나건, 공자와 같은 훌륭한 아버

지를 만나건, 이런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이 

우리는 어떨 수 없는 조건으로 여겨야 할 뿐이다.

  한편 하늘의 운행은 인간에게 던져진 과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조건에 따른 최선의 

방식을 찾아 대처해야만 한다. 예컨대, 날씨가 추워지면 외투를 입고, 홍

수가 나면 댐을 쌓아야 한다. 만약 날씨가 춥거나 홍수가 났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감기에 걸리거나 물에 빠져 죽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신·부자·부부 역시 인간에게 던져져 있는 과제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군신·부자·부부가 어떤 것인지

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방식을 찾아 대처해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이를 분명히 알지 못하거나, 조건에 따른 최선의 방식을 찾지 못한

다면, 인간은 오랑캐나 금수에 가까워지거나, 혼란과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127)

  이처럼 삼강이라는 본성은 하늘의 운행과 관련되어 이해될 때 자연적 

조건의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성(天性)’은 ‘하늘[天]’과 ‘성

(性)’이 결합된 말이듯이, 호굉이 사용하는 천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자는 천성(天性)의 미묘함을 모르고 외물에 자극받는 것을 주로 삼았

다. 이것이 맹자가 결단코 논변하여 의심이 없게 만든 이유이다. 이것이 성

학(聖學)의 근원이다. 그런데 사마광은 (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와 (순임

127) 『知言』 권2, 「往來」 p14, 夫人雖備萬物之性, 然好惡有邪正, 取舍有是非, 或中於先, 

或否於後, 或得於上, 或失於下, 故有不仁而入於夷狄禽獸之性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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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아들) 상균(商均)의 재질이 좋지 못함을 가지고 와서 천성(天性)이 정

해져 있다고 보는데, 이는 고자의 망령된 논의로서, 맹자의 바른 설을 어지

럽히는 것이다.128)

  생명체에는 정해진 성질[定性]이 있지만, 성에는 정해진 체[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자는 깃털·눈·옥의 흼만 알지 개·소·사람의 성을 몰라 

모든 생명활동[萬化]의 근원[原]에 어두웠기 때문에 맹자가 그 망령된 설을 

논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129)

  우리는 흔히 ‘천성’을 타고난 성질이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한다.130) 예컨대 성격이 포악한 사람을 천성이 글러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천성이 놀기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성

인의 자식이지만 성격이 오만하고 놀기 좋아했던 단주나 상균에 대해서도 

재질이 좋지 못하여 천성이 타고났다 또는 천성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호굉은 오히려 천성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은 고자와 같은 망

령된 생각이라 비판한다. 고자는 생명활동을 성이라 말하거나[生之謂性], 

식색(食色)을 성이라 말한다.131) 이는 외물의 자극에 대한 경향성이나 욕

구, 즉 지각활동을 성이라 말하는 것이다.132) 이러한 경향성이나 욕구는 

개체에게 타고난 성질이나, 정해져 있는 성질이라 볼 수 있다. 호굉은 고

자처럼 천성을 타고난 성질이나 경향성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호굉에게 천성은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28) 『胡宏集』, 「釋疑孟 性」, 告子不知天性之微妙, 而以感物為主, 此孟子所以決為言之, 

使無疑也. 此聖學之原也. 而司馬子乃引朱·均之不才以定天性, 是告子之妄, 亂孟子之正. 

其不精, 孰甚焉!

129) 『胡宏集』, 「釋疑孟 辨」, 論至於是, 則知物有定性, 而性無定體矣. …… 告子知羽雪玉

之白, 而不知犬牛人之性, 昧乎萬化之原. 此孟子所以不得不辨其妄也.

130) 호굉 역시 ‘천성’을 타고난 성질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쓰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

의 묘지명이나 제문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 『胡宏集』, 「彪君墓志銘」, 天性和

易而教尚方嚴. ; 「祭表兄范伯達文」, 天性孝友. 호굉이 본체 또는 근본과 관련하여 ‘천

성’을 타고난 성질이나 성품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131) 『孟子』11.3, 11.4 참고.

132) 고자가 말한 ‘살아 있음[生]’이 ‘지각 활동[知]’을 의미함은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

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pp.180~1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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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천성(天性)이다. 형제는 천륜(天倫)이다. …… 천하에 어찌 부자와 

형제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133)

  부자는 천성(天性)이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슬픔과 자최(齊衰)의 상복

을 입는 감정 및 죽을 먹는 식단은 천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동일하

다.134)

  호굉은 부자라는 관계를 천성이라 말한다. 이런 부자 관계는 재질이나 

성질, 경향성의 의미로 보기 힘들다. 부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자

연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천성이란 

말을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하늘의 운행과 관련시켜, 보편적이고 자연

적인 조건의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성이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조건의 의미일 때 모든 생명체에 관한 근본의 의미

와도 부합한다.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가 합쳐져 세상을 이룬다. 이것은 밖에서 빌려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이 본래 그러한 것이다.135)

  호굉은 사회적 관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사회 역시 본성이라 말한다. 

이런 관계나 집단 역시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조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의 우리들이 사회적 관계나 집단을 개인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는 배우자를 고르고, 자식을 낳을지 고민하며, 군주제 대신 대통령을 선출

하는 것처럼 군신·부자·부부라는 관계를 개인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선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회계약설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

을 위해 일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받아들이거나 조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호굉에게 나의 아버지나 군주 또는 나의 가족이나 국가는 내가 선

133) 『胡宏集』, 「皇王大紀論 夷齊讓國」, 夫父子, 天性也. 兄弟, 天倫也. …… 天下豈有無

父子兄弟之國哉!

134) 『胡宏集』, 「皇王大紀論 天子服喪」, 蓋父子天性. 哭泣之哀·齊衰之情·饘粥之食, 自天子

至於庶人一也.

135) 『知言』, 권1 「修身」 p6, 具耳目鼻口手足而成身, 合父子君臣夫婦長㓜朋友而成世, 非

有假於外而强成之也, 是性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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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군주는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이므로, 

감히 천지의 대의(大義)136)를 어기지 못한다. ……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

이 없고, 땅에는 두 군주가 없고, 집안[家]에는 두 주인이 없고, 존귀함에는 

두 개의 윗자리가 없으니, 자연히 등위[等降]가 있다.137)

  세계 전체에 자연적으로 위계가 정해져 있으며, 삼강은 이러한 자연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는 천지부터 그 아래 모

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즉 하늘과 땅은 부부의 상하관계이고, 천

(지)와 군주는 부자의 상하관계이며, 군주와 그 아래 백성은 군신의 상하

관계이다. 이런 점에서 삼강으로 세계 안의 모든 관계가 연결된다는 점에

서, 삼강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138)

  이처럼 삼강이라는 본성, 즉 군신·부자·부부라는 위계는 인간에게 주어

진 보편적이고 자연적 조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계를 비난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묻거나 선악을 따지거나 할 것 없이 어

쩔 수 없는 조건으로 여기고, 그 조건에 따른 최선의 방식을 찾아 대처해

야만 한다.

136) ‘大義’란 각자에게 정해진 알맞은 자리를 가리킨다. 『易‧家人』, “『彖』曰：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皇王大紀』 권61에도 보인다.)

137) 『胡宏集』, 「與彪徳美」, 天尊地卑. 王者, 父天母地, 不敢悖天地之大義也. …… 天無二

日, 土無二王, 家無二主, 尊無二上, 自有等降也.

138) 세계 전체가 삼강이라는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봉건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실제로 호굉은 봉건제도를 성인이 전수하는 대법으로 중시한다. 『知言』 권6, 「中

原」 p47, 封建之法, 本於鴻荒之世, 羣雄之所以自立者也. 法始於黃帝, 成於堯·舜, 夏禹

因之. ; 『知言』 권6, 「中原」 p47, 黃帝·堯·舜安天下, 非封建一事也, 然封建其大法也. 

…… 故封建也者, 帝王所以順天理, 承天心, 公天下之大端大本也. 삼강과 봉건제도의 관

계에 대해서는 후외려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후외려는 호안국 『춘추전』의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다[夫婦, 人倫之本. 『胡氏春秋傳』 권1(『황왕대기』 권33에도 보임)].” 구절

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夫爲妻綱’이라는 봉건 권위주의 원리의 정당성을 긍정한 것

이며 부부의 인륜을 부자·군신의 인륜 앞에 설정하여 인륜의 大本을 나타낸 것이다. 

…… 실제로는 중국 고대의 혈연 유대관계인 宗法제도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 보면 가정이 있는 뒤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국가란 가정

의 확대이며 왕권은 부권의 확대이다. 이로 인해서 ‘夫爲妻綱’이란 필연적으로 ‘父爲子

綱’, ‘君爲臣綱’의 봉건적 三綱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며, 아울러 봉건계급제도를 유지하

는 지주로 형성된 것이다.” 候外廬(박완식 옮김), 『송명이학사』1, 이론과 실천, 1993, 

p.2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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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호굉은 본성이 오로지 인간에게만 온전히 주어져있다고 말한다. 

즉 본성은 오직 인간만이 풀 수 있도록 던져진 과제라는 것이다.

  중화(中和)가 변화하여 모든 생명체 각각이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 

그런데 (성명을) 순수하게 갖춘 것은 사람이니, 성의 지극함이다.139)

  사람이란 천지의 완전함이다. 어떻게 그 완전함을 알 수 있는가?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자간의 친함이 있는 경우가 있고, 군신간의 통어함이 있는 

경우가 있고, …… 부부간의 분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때를 알고 도둑 막

는 일은 오히려 닭이나 개가 사람보다 공이 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금수라 말하고 사람과 똑같이 동류라 하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완

전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동류가 될 수 없다.140)

  본성은 모든 생명체에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이다. 당연히 금수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생명체들은 본성을 온전

히 할 수 없다. 예컨대, 닭이나 개에게도 자연적으로 부자 관계는 주어진

다. 그러나 닭이나 개는 자신이 자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식

답게 될 수도 없으며 ‘부자간의 친함’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자식

답지 못하여 부자간의 관계도 끊어진다면 더 이상 자식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식의 자리가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성을 상실하게 된

다. 오직 인간만이 군신·부자·부부라는 자연적 조건을 온전히 확인하고 ‘군

신간의 통어함’·‘부자간의 친함’·‘부부간의 분별’이라는 최선의 방식을 찾아 

대처함으로써, 이상적인 군신·부자·부부의 관계맺음을 완성시킬 수 있다. 

삼강이라는 본성은 오직 인간에게만 열려있는 가능성인 것이다. 

  호굉이 만물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본성을 말하면서도 다시 본성의 실현 

가능성을 인간에게 한정하는 것은, 인간이 만물을 질서지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호굉은 “삼강이 인간의 본성이고, 신묘한 교화가 

하늘의 양능”이라 말한다. 즉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다했을 때, 그로 인한 

신묘한 교화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에게 미쳐 천하가 복종한다고 본

139) 『知言』 권2, 「往來」 p13, 中和變化, 萬物各正性命而純備者, 人也, 性之極也.

140) 『知言』 권2, 「往來」 p14, 人也者, 天地之全也, 而何以知其全乎? 萬物有有父子之親

者焉, 有有君臣之統者焉 …… 有有夫婦之别者焉. 至於知時禦盗, 如雞犬猶能有功於人, 

然謂之禽獸而人不與為類, 何也? 以其不得其全, 不可與為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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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1) 비록 금수는 자신의 본성을 완성할 수 없기에 스스로 다른 존재들

과 알맞은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완성함으로써 다

른 모든 생명체와 알맞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특히 호굉은 인간을 대표

하는 군주가 천도를 다해야만 천자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142) 군주가 자

신의 본성을 완성하여 모든 생명체와 알맞은 군신관계를 맺는다면, 모든 

생명체는 제자리를 찾아 질서를 이룰 것이다. 이로써 천자는 인간이면서도 

천지의 화육을 도와 천지와 나란히 할 수 있다.143) 그러나 군주나 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본성을 완성하여 천하를 교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은 더 이상 군주나 천자가 아닌 금수에 가까운 존재이며, 이런 자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 특히 인간을 대표하는 군

주나 천자에게 본성은 막대한 책임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호굉에게 “삼강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특이한 본성을 상정하

고 있기에 ‘근본’ 또는 ‘천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해와 다르게 설명하며, 

이로 인해 성에 대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제부터 이러한 특이한 본성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41) 『胡宏集』, 「上光堯皇帝書」, 臣聞三綱, 人之本性; 神化, 天之良能. 堯·舜·禹·湯·文·武

恭已盡性, 徳合于天, 一言一行, 當物情之精, 中民心之㑹, 利用出入, 民所共由, 故精神

感通, 折衝萬里, 天下心服, 莫測其用. 『易』曰: “聖人以神道設敎而天下服.” 此之謂也.

142) 『知言』 권5, 「漢文」 p42, 天者, 道之摠名. 子者, 男子之美稱也. 人君行大道, 為天下

男子之冠, 則可謂之天子矣. ; 『知言』 권5, 「漢文」 p40, 人皆生於父, 父道本乎天, 謂人

皆天之子可乎? 曰: 不可. 天道, 至大至正者也. 王者, 至大至正, 奉行天道, 乃可謂之天

之子也.

143) 『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為君子者奈何？戒慎乎隱微, 恭敬乎顛沛, 勿忘也, 勿

助長也, 則中和自致, 天高地下而位定, 萬物正其性命而並育, 成位乎其中, 與天地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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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호굉 ‘삼강’ 개념의 의미

  “삼강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은 특이한 생각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설명이 요구된다. 첫 번째 문제는, 호굉이 말하

는 ‘본성’이 천하의 커다란 근본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 근본이란 모든 

기적인 생명체 및 생명활동이 시작하는 원형이자, 기적인 것을 넘어서 있

는 형이상자[理]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자·군신·부부라는 위계는 우리가 일

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物]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

강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삼강이 인간

의 본성이라면 마땅히 각각의 개인에게도 주어진 본성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런데 군신·부자·부부는 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나라는 개인은 하

나일 뿐이다. 나는 부-자 가운데 아버지이거나 자식이라는 한 자리만 차

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강이 개인의 본성으로 주어질 수 있을

까? 세 번째 문제는, 호굉이 이정 문하에서 배웠음에도 이정의 성즉리설

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본성을 말한다는 점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삼강이

라는 위계가 본성이라는 것보다 이정이 말한 인의예지가 본성이란 것이 

더 철학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삼강이라는 본성은 인간에게 

어떤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네 번째 문제는, 삼강에 

도덕적인 기준이 비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굉은 본성에 도의(道義)와 

같은 도덕적 기준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144) 그렇다면 어떻게 

삼강과 도덕적 기준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신·부자·부부의 존재형식 및 자극-반응의 교류형식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시 유학자들이 세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개

념인 ‘태극’·‘음양’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144) 『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凡人之生, 粹然天地之心, 道義完具, 無適無莫, 不可

以善惡辨, 不可以是非分, 無過也, 無不及也. 此中之所以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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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陰陽)·강유(剛柔)는 천지의 본체이니, 본체가 세워져 변화가 일어나 

모든 생명체가 끝나지 않는다.145)

  이 구절에서 호굉은 ‘음양’이라는 본체146)가 있고, 이를 근본으로 모든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말을 따르면, 음양이라는 본체는 모

든 생명활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이 성의 커다란 대체[大體]를 모

든 생명활동의 근원[原]이라 말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 분명해 보인다.147)

따라서 ‘음양’이라는 본체는 커다란 근본, 즉 본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금까지의 설명과 모순되는 듯하다. 천하의 커다

란 근본은 기를 넘어서는 형이상자[理]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호굉은 

다시 ‘음양’이라는 기적인 것을 근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굉이 말하는 본성은 애초에 형이상자와 형이하자가 함께 있는 모순적인 

것일까? 아니면 이는 단순한 호굉의 착오일까?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호굉이 말하는 ‘음양’이 단순한 기적인 형이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호굉은 그의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이상자를 도(道)라 하고, 형이하자를 기(器)라 한다.”에 관해서 다시 

자세하게 『이정어록』을 살펴보고 사려해보지 않았는가? “음양은 역시 형이

하자이다.”148)라는 이정의 말은 어떠한가? 이치의 취지[理趣]는 반드시 스

스로 관통해야지, 남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내가 후중량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해주신 것을 보았을 때, 진실로 옳다고 여겨 다시 생각하지 않

145) 『胡宏集』, 「皇王大紀論 西方佛教」, 夫隂陽剛柔, 天地之體也, 體立而變, 萬物無窮矣. 

人生, 合天地之道者也, 故君臣·父子·夫婦交而萬事生焉.

146) 원문에는 “음양(陰陽)·강유(剛柔)”이지만, ‘강유’는 곧 ‘음양’을 말한다. 즉 동일한 대

상을 다른 표현으로 중복해서 말한 것뿐이다. 『한어대사전』 剛柔: 1.陰陽. 『易‧繫辭下』: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孔穎達疏: “剛柔即陰陽也.”

147) 『胡宏集』, 「釋疑孟 辨」, 形而在上者謂之性, 形而在下者謂之物. 性有大體, 人盡之矣. 

一人之性, 萬物備之矣. 論其體, 則渾淪乎天地, 博浹於萬物, 雖聖人, 無得而名焉; 論其

生, 則散而萬殊, 善惡吉凶百行俱載, 不可掩遏. 論至於是, 則知物有定性, 而性無定體矣. 

…… 告子知羽雪玉之白, 而不知犬牛人之性, 昧乎萬化之原. 此孟子所以不得不辨其妄也.

148) 『二程集』11-13 繫辭曰:｢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又曰:｢立天之道, 曰陰與

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立人之道, 曰仁與義.｣ 又曰:｢一陰一陽之謂道.｣ 陰陽亦形而下

者也, 而曰｢道｣者, 惟此語截得上下最分明, 元來只此是道, 要在人黙而識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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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지난날[前日] 갑자기 오히려 옳지 않음을 깨달았다. 경전을 쉽게 

읽을 수 있겠는가?149)

  위 구절에서처럼 호굉은 ‘음양’이 형이하자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긴

다. 호굉이 형이상자와 형이하자의 중간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호굉

은 ‘음양’을 형이상자의 도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음양’은 기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무언가를 말한다.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한다.”150) 도는 무엇을 말하

는가? 태극을 말한다. 음양·강유는 태극을 드러내는 관건[幾;機]151)이자, 지

극히 훌륭함[至善]152)의 은미함이니, 맹자가 말한 ‘바랄만하다’라는 것이

다.153)

  “변화의 세계[易]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짝의 형식[兩儀:陰陽]을 출

149) 『胡宏集』, 「與彪徳美」, 又,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更曽細觀『語録』, 入

思慮否? “陰陽亦形而下者”, 此語如何? 理趣須是自通貫, 隨人言語是不可也. 某見侯先

生説此句, 信以為是, 更不致思, 前日頓省猶未是也. 經可易讀乎?

150) 『주역 계사상』 참고.(『皇王大紀』 권62에도 보인다.)

151) 번역문 ‘관건’의 『知言』 원문은 ‘幾’인데, 『胡宏集』, 오아당 판본은 ‘機’로 되어 있다. 

‘幾’는 주로 ‘기미’의 뜻으로, ‘機’는 주로 ‘관건’의 의미로 쓰이지만, 둘은 통용된다. 

‘幾’이건 ‘機’이건 다음 구절을 참고하여 ‘관건’으로 번역하였다. “새파란 하늘이 맑은 

물에 비추니, 내려다보아도 흰 구름이 떠다니는구나. 하늘같은 물은 어디서 왔고, 떠다

니는 구름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생 역시 이와 같으니, 융합하고 응결하

는 가운데 관건이 있도다. 이 관건이 곧 천명이니, 내 마음 결단코 어기지 않으리.[「蒼

天」, 蒼天映清水, 下見白雲飛. 天水從何來, 飛雲更何依. 人生亦如此, 融結中有機. 此機

即天命, 吾心端不違.]” 호굉은 기적인 현상세계 가운데 ‘관건[機]’이 있고 이것이 천명이

라고 말한다. 호굉에게 천명은 곧 성이자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란 점에서[『知言』 권1, 

「知言疑義」 p328, ‘天命之謂性’, 性, 天下之大本也.] ‘관건[機]’은 근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152) 번역문 ‘지극히 훌륭함’의 『知言』 원문은 ‘至善’이다. ‘至善’을 ‘지극히 선하다’라고 

해석하기 쉽지만, ‘至善’이 수식하는 대상이 음양강유라는 점에서 이는 도덕적인 지선

(至善)의 의미로 보기 힘들다. 호굉은 본성을 선악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맹자의 

‘성선’의 ‘善’을 ‘훌륭하구나!’라는 탄미지사로 해석한다. ‘至善’ 역시 ‘지극히 훌륭함’으

로 번역하였다.[참고: 『知言』, 「文王」 p18, 文王之行王政至善美也] 또 원문에서 인용한 

맹자 원문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무엇을 선(善)이라 하고, 무엇을 신(信)이라 하나? 

바랄만한 것을 선이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신이라 하며, 충실한 것을 미(美)라 한

다.[何謂善, 何謂信? 曰可欲之謂善, 有諸已之謂信, 充實之謂美. 『맹자』(『皇王大紀』 권

76에도 보인다.)]” 

153) 『知言』 권5, 「漢文」 p41, “一陰一陽之謂道”, 道謂何也? 謂太極也. 陰陽剛柔, 顯極之

幾[『胡宏集』,은 ‘機’이다.], 至善以微, 孟子所謂可欲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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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켰다.”154) 그러므로 천지간에 생명체는 반드시 짝[對]이 있다.155)

  천지 사이에는 홀로 있는 것[獨]이 없고 반드시 짝[對]이 있다. …… 이 

때문에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됨이 도이다.” 홀로 있는 것은 없

다.156)

  호굉은 『주역』의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됨을 도라 한다.”는 구

절을 곧 태극-음양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주역』 구절에서 도(道)

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으로 구성됨을 강조하여 해석함으로써, 도(道)가 

음·양이라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태극 역시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兩

儀]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道)나 태극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짝[對]이 있으며, 홀로 있거나 독립된 존재[獨]

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호굉에게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

은 “지극히 훌륭한[至善]” 세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음양’은 단

지 형식일 뿐, 도덕적인 지선[至善]의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호굉의 『주역』 해석은 이정의 해석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정은 도가 음양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음과 양이 한 번씩 번갈아들게 만

드는 ‘까닭’[所以一陰一陽]이 도라고 말한다.157) 즉 도는 음양이라는 기적

인 현상작용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은 음양이 

형이하자임을 강조한다.158) 그러나 호굉은 앞서 제자에게 말했듯이, 음양

을 형이하자로 보는 이정의 견해를 틀렸다고 본다. 호굉은 오히려 『주역』

의 구절을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도라 한다.”의 의미에 가깝게 해석한

154) 원문은 “生兩儀”이고 보통은 ‘양의를 낳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호굉이 태극과 관련

해서 하나[태극]가 둘[음양]을 낳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고[『知言』 권1, 「陰陽」 p7, “一

隂一陽之謂道.” 有一則有三, 自三而無窮矣. 老氏謂“一生二, 二生三”, 非知太極之藴者

也.], 태극을 드러내는 관건이 ‘음양’이라 말한다는 점을 참고하여[『知言』 권5, 「漢文」 

p41, “一陰一陽之謂道”, 道謂何也? 謂太極也. 陰陽剛柔, 顯極之幾], “生兩儀”를 ‘음양’

과 같은 짝의 형식[兩儀]을 출현시켰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155) 『胡宏集』, 「釋疑孟 理」, “易有太極, 是生兩儀.” 故天地之間, 物必有對.

156) 『胡宏集』, 「論語指南」, 葢天地之間, 無獨必有對, …… 是故“一隂一陽之謂道”, 未有獨

者也.

157) 『二程集』03-105 ｢一陰一陽之謂道｣, 道非陰陽也, 所以一陰一陽道也, 如一闔一闢謂之

變.

158) 『二程集』11-13 繫辭曰:｢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又曰:｢立天之道, 曰陰與

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立人之道, 曰仁與義.｣ 又曰:｢一陰一陽之謂道.｣ 陰陽亦形而下

者也, 而曰｢道｣者, 惟此語截得上下最分明, 元來只此是道, 要在人黙而識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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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호굉에게는 오히려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이 형이상자

인 도이고 세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형식을 통해 기적인 현

상작용이 성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짝[對]으로 존

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음양(陰陽)·강유(剛柔)는 천지의 본체이니, 본체가 세워져 변화가 일어나 

모든 생명체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살아있음은 천지의 도와 합치하므로, 

군신·부자·부부가 교류하여 모든 생명활동이 생겨난다.159)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은 인간에게 있어 삼강이라는 짝의 형식으로 주어

진다. 이로 의해 인간은 군신·부자·부부라는 짝으로 존재하며, 짝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모든 생명활동이 생겨난다. 예컨대 지금까지 나라는 인간은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누

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자식에 대해 사랑하거나 미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와 활동은 모두 삼강을 근본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애초에 ‘음양’은 ‘삼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강’에 대한 거

의 최초의 설명이자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인 반고(班固:32~92)의 『백호통의

(白虎通義)』를 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삼강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군신·부자·부부를 말한다. …… 군주는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된다. …… 군신·부자·부부는 6명인데, 3강[三綱]이라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한 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됨을 도라 한다.” 양이 음을 얻어서 이루

어지고, 음이 양을 얻어서 구분이 되니, 강함[剛;陽]과 유함[柔;陰]이 서로 

짝하였기 때문이 6명이 3강이 된다.160)

  이처럼 삼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양[陽;剛]과 하나의 음[陰;柔]이 합쳐

진 하나의 짝을 지칭한다. 즉 군주[陽;剛]와 신하[陰;柔], 아버지[陽;剛]와 

159) 『胡宏集』, 「皇王大紀論 西方佛教」, 夫隂陽剛柔, 天地之體也, 體立而變, 萬物無窮矣. 

人生, 合天地之道者也, 故君臣·父子·夫婦交而萬事生焉.

160) 『白虎通義』, 「三綱六紀」, 三綱者, 何謂也? 謂君臣父子夫婦也. …… 故君為臣綱, 父

為子綱, 夫為妻綱. …… 君臣父子夫婦, 六人也, 所以稱三綱, 何? “一陰一陽謂之道”, 陽

得陰而成, 陰得陽而序, 剛柔相配, 故六人為三綱.



- 53 -

자식[陰;柔], 남편[陽;剛]과 아내[陰;柔]가 하나의 짝을 이룬다. 다음 구절을 

보면 호굉 역시 이런 관점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땅을 얻은 이후에 모든 생명체가 있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얻은 

이후에 남녀가 있게 되고, 군주가 신하를 얻은 이후에 모든 생명활동이 있

게 된다. 이 역시 도(道)가 지극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이다.161)

  군주와 신하가 서로 함께하는 사이가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原]이다.162)

  호굉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생명활동이 반드시 짝을 이룬 이후에 있

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적인 생명현상의 도는 곧 ‘군신’·‘부자’·‘부

부’라는 짝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짝이 되어 아이를 낳고, 부모

가 자식을 성장시키고, 군주가 신하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모든 생명체와 생명활동은 이런 짝의 형식 아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짝의 형식은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짝의 형식은 기적인 생명현상 또는 그런 생명현상을 발출하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다. 단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주는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나라는 사람은 홀로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누군가의 아버지와 짝[對]을 이룬 자식이거나, 누

군가의 군주와 짝을 이룬 신하이다. 이처럼 ‘군신’·‘부자’·‘부부’는 어떤 생

명체가 어떤 존재인지 혹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규정해주는 존재형식이

며, 이런 형식이 곧 형이상자인 리(理)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양’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음하거나 양하거나 하는 운동변화

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은 존재형식일 뿐만 아니

라, 둘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와 관련된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교류

의 형식이 도이기도 한 것이다[一陰一陽之謂道].

  천지 사이에 생명체는 반드시 짝[對]이 있으니,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반

161) 『知言』 권1, 「陰陽」 p8, 天得地而後有萬物, 夫得婦而後有男女, 君得臣而後有萬化, 

此亦道之所以為至也.(『胡宏集』,의 『知言』은 “此一之道也, 所以為至也.”로 되어 있다.)

162) 『知言』 권1, 「天命」 p1, 夫君臣相與之際, 萬化之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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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하고, 나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바뀌지 않는 리[理]이다. 이 때문

에 우임금·탕임금이 천하를 보호하자 천하가 그들에게 귀의하였고, 걸임금·

주임금이 천하를 해롭게 하자 천하가 그들을 버렸다. 주나라의 道가 쇠하

자, 제후가 천자를 깔보고, 대부가 제후를 찬탈하였다. 당시의 임금과 신하

가 권모술수로써 서로 조종하고, 직분과 권세로써 서로 부려먹고, 틈을 이

용해 봉기하고 틈을 타고 서로 도모하는 것들은 모두 이런 리[理]이다. 임

금이 이것으로써 자극을 주면 신하는 반드시 이것으로써 반응하고, 임금이 

발출한 것이 이것이면 신하가 되돌려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다. 맹자는 

이 리[理]를 알았기 때문에 제선왕에게 고하길, “임금이 신하를 개·말처럼 

보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봅니다.”라 하였다.163)

  이처럼 호굉은 모든 생명체에 반드시 짝[對]이 있고, 짝 사이에서 자극

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하는 불변의 리[理]가 있다고 말한다. 즉 모든 생명

체는 반드시 군신·부자·부부라는 짝의 형식으로 드러나며, 이렇게 드러난 

짝은 반드시 서로 자극을 받고 반응을 돌려주는 교류의 형식을 띤다는 것

이다. 따라서 자극-반응의 교류형식 역시 존재형식과 마찬가지로 형이상자

인 리[理]라 할 수 있다. 다만, 교류형식은 ‘군신’·‘부자’·‘부부’라는 존재형

식이 있고 나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형식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체가 존재형식으로 짝[對]하게 되면, 이에 따

라 짝 사이에 자극-반응이라는 형식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 

  한편으로, 짝의 형식 역시 그 적용대상인 생명체나 생명활동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강이라는 본성은 모든 생명

체 및 생명활동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164) 즉 삼강이라는 본성과 생명체

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165)

  이처럼 삼강이라는 짝의 형식은 존재형식이자 교류형식이며, 이런 형식

[理]이 모든 생명현상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리는 이정 문하에서 

163) 『胡宏集』, 「釋疑孟 理」, “易有太極, 是生兩儀.” 故天地之間, 物必有對, 感則必應, 出

則必反, 不易之理也. 是以禹·湯保天下而天下歸之, 桀·紂虐天下而天下棄之. 周室道衰, 

諸侯睥睨天子, 大夫僭奪諸侯, 當時君臣以權術相馭, 以職勢相使, 因隙而起, 乘間相圖者, 

皆是也. 葢君感之以此, 則臣應之必以此, 君所出者如是, 則臣之反者必如是. 孟子知此理, 

故告於齊王曰: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寇仇矣.”

164) 『知言』 권2, 「往來」 p14, 萬物萬事, 性之質也.

165) 『知言』 권1, 「修身」 p6, 性外無物, 物外無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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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성즉리의 ‘리’와 다르다. 성즉리의 리는 도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성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166) 그러나 호굉이 말하는 리는 도덕적인 기

준이 비어있는 형식일 뿐이다. 예컨대 군주가 신하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면 신하에게서 반드시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불변의 리이다.

  2. 나-외물의 존재형식 및 호오의 반응형식

  삼강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삼강이라는 존재형식은 개인의 마음에게도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이를 ‘성체심용’으로 설명한다.

  천지는 성인의 부모이며, 성인은 천지의 자식이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다. 이것이 만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까닭

이고, 도(道)가 이름 붙여진 까닭이다. 성인이라야 도에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가 있으면 이러한 이름이 있는 것이다. 성인은 그 

본체를 가리켜 본성[性]이라 말하고, 그 작용을 가리켜 마음[心]이라 말하였

다. 본성은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니, 활동하면 마음이다.167)

  위에서 말하는 도(道)란 부자라는 존재형식이다. 이로부터 천지[부모]와 

성인[자식]이 있게 되고, 모든 생명체가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호굉

은 이 존재형식의 본체를 본성이라고 보고, 이 본체로부터 드러난 활동이 

마음이라 본다. 성체심용은 애초에 삼강이라는 존재형식을 분명히 밝히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이 이정문하와 미발이라는 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성은 심리적 현상이 완전히 배제된 형식

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짝의 형식은 어떻게 마음작용의 근본 또는 본체가 될 수 있을

까? 

166) 『二程集』01-56 水之淸, 則性善之謂也. 故不是善與惡在性中爲兩物相對, 各自出來. 

此理, 天命也.

167) 『知言』 권6, 「知言疑義」 p336, 天地, 聖人之父母, 聖人, 天地之子也. 有父母則有子

矣, 有子則有父母矣. 此萬物之所以著見, 道之所以名也. 非聖人能名道也, 有是道則有是

名也. 聖人指名其體曰性, 指名其用曰心. 性不能不動, 動則心矣. 聖人傳心, 敎天下以仁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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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지간에는 홀로 있는 것이 없고 반드시 짝[對]이 있으니, 이것이 있으

면 반드시 저것이 있고, 안[內]이 있으면 밖[外]이 있고, 내[我]가 있으면 

외물[物]이 있다. 이 때문에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한다.” 홀로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성인[공자]이 “무아(毋我)”라 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남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일뿐이다. 만약 

외물[物]과 내[我]가 모두 없으면, 서로 주고받으며[酬酢] 만 가지로 변화함

을 모를 것이니, 어찌 근본으로 삼을 바인가?168)

  만약 타인[彼]과 나[己]라는 관점이 서지 않으면 이는 근본이 없는 것이

다.169)

  호굉은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나-외물이라는 짝[對]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러한 짝이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이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나-외물

[물·아]이라는 짝 역시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나와 외물이라는 형식은 군신·부자·부부라는 

존재형식을 개인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신·부자·부부

의 존재형식은 2개가 하나의 짝이지만, 개인의 마음은 둘 가운데 하나의 

자리만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생명체가 아버지와 자식

이라는 짝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반드시 ‘내’가 ‘아버지’이고 ‘외물’이 ‘자

식’이거나, ‘내’가 ‘자식’이고 ‘외물’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신·부자·부부라는 존재형식이 자극-반응이라는 교류형식을 함

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외물이라는 존재형식 역시 이러한 교류형식을 

함축하고 있다. 즉 나와 외물이라는 짝이 있다면 반드시 자극과 반응이라

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다. 다만, ‘외물’이 자극을 주면, ‘나’는 반응을 되

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마음에서 자극-반응의 교류형식

은 언제나 ‘외물’에 대한 반응의 형식만을 의미하게 된다.

  호오는 성이다. 소인은 자신을 따라 호오하고, 군자는 도(道)를 따라 호

오한다. 이것을 살펴 천리·인욕을 알 수 있다.170)

168) 『胡宏集』, 「論語指南」, 葢天地之間, 無獨必有對, 有此必有彼, ,有内則有外, 有我則有

物, 是故“一隂一陽之謂道”, 未有獨者也. 而聖人曰“毋我”者, 恐人只見我而不見人, 故云

爾也. 若物我皆無, 不知酬酢萬變, 安所本乎?

169) 『胡宏集』, 「語指南」, 若彼已不立, 是無本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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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굉은 마음에 두 가지 호오가 있다고 말한다. 소인의 경우는 외물의 자

극이 오면 자신의 신체에 의해 감정적인 반응이 욕구가 나온다면, 군자는 

도(道)를 따라 호오한다는 것이다. 만약 ‘호오는 성이다’라는 말을 ‘심리적 

경향성이 성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군자의 호오를 설명하기 어려워진

다. 심리적 경향성이란 외물의 자극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산출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군자가 도를 따라 

호오한다고 했을 때, 이는 단순히 자극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수동

적인 의미로 보기 힘들다. 군자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따라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호오가 성이다’라는 말은 본성이 짝의 형식[理]임을 고려해

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호오’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의 양상을 가리킨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171) 그렇다면 ‘호오’라는 것은 자극-반응의 교류형식에서 반응형

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나의 마음은 ‘호오’라는 반응

형식에 의해 외물의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두 가

지 양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굉은 소인과 군자의 차이점이 ‘나’에 따라 반응하는지, ‘도’를 따라 반

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신·부

자·부부라는 존재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마음은 나-외물만이 

아니라 군신·부자·부부라는 형식으로도 존재한다. 예컨대, 마음은 ‘아버지’

로서의 ‘나’이던지, ‘자식’으로서의 ‘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식답게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나’는 자식이라는 존재형식을 따라 아버지라는 외

물에게 반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생명체란 기가 모여 형체가 생겨난 존재

이고,172) 따라서 개인의 마음 역시 신체 또는 기질에 제한되기 쉽다. 이 

170) 『知言』 권2, 「知言疑義」 p330, 好惡, 性也. 小人好惡以己, 君子好惡以道. 察乎是, 

而天理人欲可知.(「知言疑義」에는 “察乎此, 則天理人欲可知”으로 되어있다.)

171) ‘호오’라는 것은 외물의 자극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상대에 대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적인 반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

대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47~48 참고.

172) 『知言』 권1, 「陰陽」 p8, 生聚而可見, 則為有; 死散而不可見, 則為無. 夫可以有無見

者, 物之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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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의 마음은 외물의 자극을 받으면, 군신·부자·부부라는 존재형

식을 망각하고, 신체에 한정된 ‘나’를 따라 반응하기 쉽다. 예컨대, 소인은 

아버지를 보고도 ‘자식’임을 망각하고, 신체에 한정된 ‘나’를 따라 짜증내

는 반응을 보인다면, 군자는 아버지라는 외물을 보면 ‘자식’이라는 본성을 

따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반응을 보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나의 마음이 삼강이라는 존재형식을 

따라 반응하는가, 신체에 한정된 나를 따라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호굉은 이러한 차이를 살펴서 천리와 인욕을 안다고 말한다. 인

욕은 개별적인 신체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신체에 한정된 나와 상

응한다면, 천리는 보편적 리이므로 삼강이라는 존재형식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작용은 천리에 의한 마음작용과 인욕에 의한 마음작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마음은 하나이나, 욕심이 있고 도심이 있다. …… 천리를 살피는 것은 인

욕을 막는 것이 가장 좋다.173)

  인욕이 성하면 천리는 어두워진다. 리(理)가 명백해지면 인욕이 없어진

다.174)

  인욕이 없게 하는 리(理)가 천리이다.175)

  이처럼 마음은 존재형식[道;天理]에 의한 마음작용[道心]과, 인욕에 의한 

마음작용[欲心]으로 대립한다. 두 마음작용은 ‘나’의 마음이 삼강이라는 존

재형식[天理]을 분명히 자각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양

립할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이 존재형식[天理]을 

명백하게 자각할수록 인욕은 없어지며, 반대로 이 존재형식[天理]을 자각

하기 위해서는 인욕을 막아야만 한다. 

  이러한 두 마음작용은 공(公)과 사(私)로 대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편적인 존재형식[天理]을 따르는 마음작용은 공한 지각이라면,176) 인욕

173) 『胡宏集』, 「上光堯皇帝書」, 心, 一也, 而有欲心焉, 有道心焉. …… 察天理莫如屏欲.

174) 『知言』 권3, 「紛華」 p24, 人欲盛, 則天理昏. 理素明, 則無欲矣.

175) 『胡宏集』, 「程子雅言後序」, 無欲之理, 天理也.

176) 호굉에게 공한 지각은 곧 인한 마음이라 할 수 있다.[“仁, 人心也. 心, 一也, 而有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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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자기의 신체적 욕구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작용은 사사로운 지각이

기 때문이다.177) 예컨대,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잔소리에 피곤해져서 짜증

을 내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신체가 원하는 것을 추

구하는 사사로운 마음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잔

소리를 공경하여 듣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러한 마음은 보편적인 존재형식

을 따르고 있는 공한 마음상태이다.

  천리·인욕은 본체를 같이하나 작용을 달리한다.178)

  천명이 성이 되고, 인간의 성이 심이 된다. 자기의 욕구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서 하늘의 리[天理]를 따르는 것이 마음을 다

하길 구하는 방법이다.179)

  상반된 두 마음, 즉 천리를 따르는 마음작용과 인욕을 따르는 마음작용

은 모두 삼강이라는 존재형식[본체]에 근본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다. 동일

한 본성으로부터 심의 활동이 드러나지만, 군자는 짝의 형식[天理]을 따라 

반응하는 반면, 소인은 반쪽뿐인 ‘나’의 신체적 욕구만을 추구한다.

  천성을 알아서 외물에 자극을 받아도 통하는 것은 성인이다. 천성을 살

펴서 외물에 자극을 받아도 절제하는 것은 군자이다. 천성에 어두워서 외

물에 자극을 받으면 발동하는 것은 보통의 우매한 자들이다.180)

心焉, 有道心焉” 『上光堯皇帝書』] 이 인한 마음이 무엇인가로 호굉 사후에 제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난다. 표거정(彪居正), 오익(吳翌), 호실(胡實), 호대원(胡大原) 등은 지각이 

곧 인(仁)이라 규정하고, 자신의 지각을 성찰하여 곧바로 인을 깨닫는 수양방법을 제시

한다. 그러나 장식(張栻)은 인(仁)이 공(公)이라 규정하고, 앞선 제자들의 견해를 비판한 

후, 공한 마음을 확보한 후에 예법을 받아들이는 수양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

러한 호상학자들 내부의 논쟁은 주희의 논쟁까지 얽혀있어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런 

점에서 호굉의 인한 마음과 이에 대한 호상학의 입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에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

177) 『胡宏集』, 「皇王大紀論 極論周禮」, 夫順理而無阿私之謂公. ; 「與吴元忠四首」, 公心

有道, 在乎循理而已矣. 이러한 호굉의 천리인욕론은 아버지 호안국에게 영향을 받은 것

이다. 『皇王大紀』 권41 國人何為不子也? 民至愚而神, 天理根于人心, 雖以私欲滅之而

有不可滅也. 春秋書此, 以明獻公之罪, 抑人欲之私, 示天理之公, 為後世戒, 其義大矣.

(『胡氏春秋傳』 권11에도 보인다.)

178) 『知言』 권1, 「知言疑義」 p329, 天理人欲同體而異用.

179) 『知言』 권1, 「天命」 p4, 天命為性, 人性為心. 不行己之欲, 不用己之智, 而循天之理, 

所以求盡其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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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본성을 아는가에 따라 마음의 반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

다. 생이지지자인 성인은 천성적으로 자신의 본성[존재형식]을 알고 이에 

따라 사사로움 없이 공하게 반응한다면, 군자는 매번 자기 존재형식을 살

펴 이를 따라 인욕에 의한 마음을 절제하여 반응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존재형식을 망각하여 외물의 자극에 따라 신체적인 욕구가 발동한다. 모두

에게 동일한 본성·본체로부터 성인·군자의 공한 지각과 보통 사람의 사사

로운 지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성을 따르는 마음이 곧바로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재형식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비

어있고, 따라서 이를 따르는 마음 역시 단지 사사로움이 없는 공한 마음상

태일 뿐이다. 호굉은 마음작용이 도덕적인 기준[절도]에 맞았을 때에야 비

로소 선이라고 본다.181) 따라서 공한 마음상태는 도덕적인 기준을 받아들

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도덕적인 기준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악하게 

될 수도 있다.182) 예컨대, 스스로 ‘자식’임을 자각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식다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에는 아직 자식답게 될 수 있는 

‘효’의 덕목이나 ‘인사예절’ 등의 절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덕목·절도 등의 예법을 받아들여 실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하다거나 

도덕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알고 있는 성

인일지라도 배우고 살펴야만 본성을 다할 수 있다.183)

  이상과 같이 호굉은 삼강을 본성이자 천리(天理)라 규정하고, 이를 통해 

마음작용을 설명한다. 이때 천리는 도덕적인 기준이 비어있는 형식이며,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호굉은 이정 문하에서 배운 성

의 특징들, 예컨대 인이라는 덕이나 선이라는 도덕성을 배제하고 무선무악

한 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굉이 이정의 성선설을 배제하면서까

지 주장하고 싶었던 의미들은 무엇일까? 

180) 『胡宏集』, 「釋疑孟 性」, 知天性感物而通者, 聖人也; 察天性感物而節者, 君子也; 昧天

性感物而動者, 凡愚也.

181) 『知言』 권4, 「知言疑義」 p334, 中節者為是, 不中節者為非. 挾是而行則為正, 挾非而

行則為邪. 正者為善, 邪者為惡. 而世儒乃以善惡言性, 邈乎遼哉!

182) 『胡宏集』, 「論語指南」, 有人非不公其心, 而見善不明, 或入於邪曲.

183) 『知言』 권2, 「往來」 p14, 惟聖人既生而知之, 又學以審之, 盡人之性, 盡物之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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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에게 주어진 본성의 의미: 나-외물이 합일하는 원리

  본성을 완성하는 일은 개인의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다.184) 개인의 마음

은 나-외물에서 ‘나’라는 반쪽만을 차지하면서도, 군-신·부-자·부-부에서 

반쪽만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마음이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는 일은 자신

에게 주어진 반쪽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따른 직분과 역할을 받아

들여, 그에 따른 최선의 방식을 찾아 대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컨

대, ‘나’는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반쪽인 자식이거나, 자식에 대한 반쪽인 

아버지이다. 스스로 자식 또는 아버지라는 존재임을 확인했다면, 그 자리

에 따른 직분과 역할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방식을 찾아 실행한다면, 자식

답게 되거나 아버지답게 되어 본성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는 과정은, 실상 나와 다른 상대 쪽을 지향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초에 반쪽의 자리는 다른 반쪽과 하나의 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 또는 제자리를 확인하고 그에 관

한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상대방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과제를 실행하는 

일과 동일하다. 예컨대, 스스로 자식임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이 아버지임을 확인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자식으로서의 직분과 역

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해야 할 직분과 역할을 수행

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고, 자식이 자식답게 되려

면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본성을 완성하는 일은 ‘나’의 다른 반쪽인 ‘상대방

[외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컨대,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이런 

‘나’는 자식답지 못하여 더 이상 자식이라 할 수 없다. 본성으로 주어진 

자식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금수이다. 따라서 스

스로를 위해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면,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성실히 행하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이렇

게 자식다운 자식이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본성을 완성하여 인간다운 인

184) 『胡宏集』, 「次劉子駒韵」, 心由天造方成性. ; 『胡宏集』, 「皇王大紀論 周禮禮樂」, 天命

之謂性. …… 盡其心以成吾性耳. ; 『知言』 권1, 「知言疑義」 p328, 知天地, 宰萬物, 以

成性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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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될 수 있다.

  천하의 도는 남을 위하거나 나를 위하는 두 개의 단서일 뿐이다. 오직 

성인만이 내외를 합일하는 도[合内外之道]로써 때에 맞게 활용함의 알맞음

을 얻는다.185) 그러므로 막히지 않고 흘러가지도 않아서 왕도(王道)가 행해

지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이것을 버리면, 어떤 경우는 남을 위하길 너무 중

시하는 잘못을 저질러 자기를 세울 줄 모르고, 어떤 경우엔 자기를 위하길 

너무 중시하는 잘못을 저질러 남을 세울 줄 모른다. 자기와 남을 모두 잃

어버리면, 천지가 통하지 않고 막혀서 사람이라는 종족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186)

  호굉은 나를 위하면서도 남을 위하는 도(道), 즉 내외가 합일하는 원리

[理]를 말한다. 이런 원리는 삼강이라는 존재형식과 다름없다. 군신·부자·

부부가 반쪽[陽]과 반쪽[陰]이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짝[道]이라면, ‘나[內]’

와 ‘상대방[外]’ 역시 반쪽과 반쪽이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형식[理]이다. 

예컨대, ‘나[內]’라는 자식은 반드시 ‘상대방[外]’인 아버지와 하나로 합쳐

져 ‘부-자’라는 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짝을 이룬 존재에게는 ‘나[內]’를 

위하는 일이 곧 ‘상대방[外]’을 위한 일이며, ‘상대방[外]’을 위한 일은 곧 

‘나[內]’를 위한 일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위한 나의 성실한 마음과 태도는 

곧 스스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성실한 마음과 태도이기도 하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진실하면,187)

천지간에 어찌 외물이 내가 아니겠으며[何物非我], 어찌 내가 외물이 아니

겠습니까[何我非物]?188)

  외물은 내가 아닌 것이 없고[物無非我], 일은 진짜가 아닌 것이 없다[事

無非真].189)

185) 『中庸』, 誠者, 非自成已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已,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徳也, 合内

外之道也. 故時措之冝也.(『皇王大紀』 권71에도 보인다.) 참고.

186) 『胡宏集』, 「皇王大紀論 孟子闢楊墨」, 天下之道, 為人·為己二端而已, 惟聖人合内外之

道, 得時措之宜, 故不塞不流而王道行, 百姓寜. 舍是, 則或失於為人太重而不知立已, 或

失於為己太重而不知立人. 失己與人, 則天地否塞而人之類頓滅矣.

187) 『孟子』13-04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참고.

188) 『胡宏集』, 「與原仲兄書二首」, 萬物皆備於我, 反身而誠, 天地之間, 何物非我? 何我非

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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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굉은 맹자가 말한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를 만물이 나

의 성에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190) 즉 나의 본성을 스스로 돌

아보고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진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萬物一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짝의 형식으로부터 

‘나’라는 존재에는 이미 ‘상대방[物]’이 전제되어있거나, 함축되어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다. 내가 ‘자식’이라면 나에게 

상대방인 ‘아버지’라는 존재형식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은 곧 나이고[何物非我], 나는 곧 상대방이다[何我非

物]. 

  이러한 나의 본성을 밀고나간다면, 외물은 내가 아닌 것이 없다[物無非

我]. 반쪽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언제나 외물은 내 빈 반쪽을 채워주는 존

재이다. 어떤 상대방이 나의 아버지와 하나의 짝이라면 나와 상대방은 매

우 가까운 하나의 짝[형제]이며, 어떤 상대방이 나의 군주와 하나의 짝이

라면 나와 상대방은 가까운 하나의 짝[붕우]이다. 군신·부자·부부라는 짝의 

형식을 통해 천하의 모든 외물과 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의 본

성은 모든 외물[萬物]을 예비하고 있다.191)

  한편, 자신의 본성 또는 제자리가 요구하는 과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할 과

제와 동일하다. 예컨대, 자식으로서 요구되는 일들은, 아버지를 보면 인사하

거나 아버지의 말씀에 공손히 대답하거나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는 등등의 

해야 할 일들이다. 따라서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는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

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의 본성은 모든 일[萬事]을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본성[제자리]이 요구하는 일들은 진짜가 아닌 것이 없다[事

無非真]. 이런 일들은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자, 일에 관한 결

과를 보장해주는 믿을만한 것이다. 예컨대 스스로 본성[제자리]을 돌아보

고 진실하게 자식답게 살고자 한다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189) 『知言』 권3, 「事物」 p22, 物無非我, 事無非真.

190) 『知言』 권5, 「漢文」 p40,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自孟子而

後, 天下之人能立身建功就事者, 其言其行豈不能有合於道. 然求如孟子知性者, 不可得

也. ; 『胡宏集』, 「釋疑孟 辨」, 性有大體, 人盡之矣. 一人之性, 萬物備之矣.

191) 『胡宏集』, 「釋疑孟 辨」, 一人之性, 萬物備之矣. ; 『知言』 권4, 「一氣」 p28, 萬物皆性

所有也. ; 『知言』 권3, 「事物」 p22, 人備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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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효’나 ‘인사예절’ 등의 예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면, 나는 반드시 자식답게 되어 본성을 완성할 수 있

다.

  본성이 만사만물의 커다란 근본이듯이,192) 나에게 주어진 본성도 내가 

마주하고 대응해야 할 만사만물의 근본이다. 한편으로 나의 존재형식은 이

런 만사만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만사만물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193) 이런 점에서 비록 본성대로 사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자 

상대방에 관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과 과제들은 나의 본

성으로부터 드러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나의 본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이는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이 어떠하건 내가 해야 할 과

제들이 어떠하건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은 오로지 나의 책임임을 말한

다. 예컨대, 스스로 자식임을 자각하고 진실하게 자식으로서 살고자한다

면, 상대방이 고수와 같은 악독한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는 사

태에 대응해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아버지와 친밀한 관

계를 맺고, 이로써 자식답게 되는 것은 나의 본성이 요구하는 일이고 나의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스스로 본성을 확인하고 진실하게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거나 인간답

게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성은 도덕적 기준이나 최선의 방식

이 비어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실하게 자식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아버지

를 사랑하는 가장 알맞은 방식은 아직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최선의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대응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

며 부자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답게 되고자 한다면 주어진 

본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언가가 더 채워져야만 한다.

192) 『胡宏集』, 「皇王大紀序」, 萬物生于性者也, 萬事貫于理者也. 萬化者, 一體之所變也.

193) 『知言』 권2, 「往來」 p14, 萬物萬事, 性之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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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삼강과 오상의 관계: ‘부자’와 ‘부자간의 친함’

  호굉은 삼강이라는 본성과 모순처럼 보이는 말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성에는 모든 ‘도의(道義)’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한다.194) ‘義’는 ‘군신간의 

의리[君臣之義]’나 ‘예의(禮義)’처럼 도덕적 기준이나 예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성에 도덕적 기준이나 예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러나 호굉이 성에 만물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더라도 성에 만물 자체가 

내재해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성에 ‘도의’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더

라도 성에 도의 자체가 내재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이를 위해서 호굉이 도덕적 기준 또는 예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호굉은 절도에 맞는지에 따라 시비선악이 결정

된다고 말한다.195) 따라서 절도라는 것은 선악을 가르는 도덕적 기준이다. 

한편 호굉에게 예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정도나 방식을 규정해 

놓은 절문(節文)이라 할 수 있다.196) 이러한 절문이 시비선악을 가르는 절

도가 된다는 점에서, 예법은 도덕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이러한 

예법[節文]이 다음과 같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생명체[物]는 독립하지 않고 반드시 짝[對]이 있다. 짝[對]은 따로따로 다

스려지지 않으니, 반드시 서로 교류하여 문식[文]이 생긴다. 생명체[物]는 

천지간에 가득하고, 인한 자는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이 문식[斯

文]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아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 천지와 나란히 한

다.197)

  호굉은 본성[짝의 형식]에 의해 두 생명체가 짝[對]이 되고 짝[對] 사이

에 교류가 일어나면, 이러한 교류가 가장 알맞게 맺어지게 하는 방식인 문

식[文]이 생겨난다고 본다. 이 문식[文]이란 군신·부자·부부라는 짝[對]이 

194) 『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凡人之生, 粹然天地之心, 道義完具, 無適無莫, 不可

以善惡辨, 不可以是非分, 無過也, 無不及也. 此中之所以名也.

195) 『知言』 권4, 「知言疑義」 p334, 中節者為是, 不中節者為非. 挾是而行則為正, 挾非而

行則為邪. 正者為善, 邪者為惡.

196) 『胡宏集』, 「與孫正孺」, 禮者, 因人情而為節文者也. ; 「與談子立」, 禮, 縁人情而為之

節文者也. ; 「與彪徳美」, 禮以節文為主, 若無節文, 乃非禮也.

197) 『知言』 권3, 「紛華」 p25, 物不獨立, 必有對, 對不分治, 必交焉, 而文生矣. 物盈於天

地之間, 仁者無不愛也, 故以斯文為己任, 理萬物而與天地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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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게 맺어지게 하는 방식인 ‘군신간의 의리’·‘부자간의 친함’·‘부부간의 

구별’과 같은 예법[節文]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식[斯文]을 자기 소임으로 

삼은 자는 공자를 가리킨다.198) 호굉은 성인이 오전 등의 예법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알맞게 맺어지게 함으로써 질서를 이루도록 만들었고,199)

이는 인간이 천지의 화육을 도와 천지와 나란히 하는 것이라 본다.200)

  이렇게 본성으로부터 드러난 모든 생명체가 질서를 이룬다는 것은 본성

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201) 이는 삼강이라는 본성에 오상과 같은 예법

이 더해져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들지 않은 원형[本]에 알맞은 패

턴의 색채[文]이 더해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즉 군신·부자·부

부라는 존재형식으로 드러난 두 생명체가 ‘군신간의 의리’·‘부자간의 친

함’·‘부부간의 구별’이라는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신·부자·부부가 알맞

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삼강이라는 본성

이 비어있는 원형이라면 거기에는 유흠의 『주례』나 왕안석의 신법과 같은 

예법[節文]들도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본성을 더 질서 있게 만들 수 있

는 새로운 예법[節文]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호굉은 본성에 더

해져야 하는 예법[節文]을 이미 성인이 정해놓았다고 본다.

  자사는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생명체

와 모든 생명활동은 성의 바탕[質]이다. 이 바탕을 통해 활용을 지극하게 

한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 만물에는 부자간의 친함이 있는 경우가 있

고, 군신간의 통어함이 있는 경우가 있고, …… 형제간의 순서가 있는 경우

198) 『論語 子罕』, “文王既沒, 文不在兹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

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皇王大紀』 권65에도 보인다.) 참고로 호굉의 아버지 호안

국은 『춘추전』 서문에서 공자가 자임한 ‘斯文’이 오전·오례 등의 예악제도라고 설명한

다. 『胡氏春秋傳』, 「春秋傳序」, 仲尼, 天理之所在, 不以為己任而誰可? 五典弗惇, 己所

當敘, 五禮弗庸, 己所當秩, 五服弗章, 己所當命, 五刑弗用, 己所當討. 故曰: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

何?” 聖人以天自處, 斯文之興喪在己而由人乎哉!

199) 『知言』 권2, 「往來」 p14, 聖人執天之機, 惇叙五典, 庸秩五禮. 順是者, 章之以五服. 

逆是者, 討之以五刑. 調理萬物, 各得其所. 此人之以爲天地也.

200) 『胡宏集』, 「邵州學記」, 人而克仁, 乃能乘天運, 御六氣, 賛化工, 生萬物, 與天地參, 

正名為人.

201) 『知言』 권1, 「知言疑義」 p328, 性, 天下之大本也. 堯·舜·禹·湯·文王·仲尼六君子先後

相詔, 必曰心而不曰性, 何也? 曰心也者, 知天地, 宰萬物, 以成性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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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 부부간의 구별이 있는 경우가 있다.202)

  중화(中和)가 변화하여 모든 생명체 각각이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 

…… 모든 생명체의 본성(本性)을 관찰하면 (그 생명활동의) 근원[源]은 하

나이다. 성인은 하늘의 관건[機]를 가지고서 오전(五典)을 힘써 펴고, 오례

(五禮)를 차례로 시행하였다. 이를 따르는 자는 오복(五服)으로 등용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오형(五刑)으로 벌을 주었다.203)

  “건도(乾道)가 변화하여 각각의 성명(性命)을 규정한다.” …… 성인은 모

든 생명체의 성을 따라 오전(五典)에 힘쓰고, 오례(五禮)를 시행하고, 오복

(五服)을 드러내고, 오형(五刑)을 사용하였다.204)

  이처럼 오전·오례 등의 예법은 성인이 본성을 따라 만든 것이다. 본성으

로부터 모든 생명체[萬物]와 생명활동[萬事]이 드러나면 성인은 이들이 가

장 지극하게 이루어지 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 즉 예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부자라는 존재형식으로 순임금과 고수가 짝이 되어을 

때, 순임금은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면 천자의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도망감으로써 부자간의 가까운 관계를 지켰다. 순임금은 자식으로

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궁구하고 실행함으로써 부자 사

이가 가장 알맞게 맺어지게 하는 방식대로 산 것이다. 이러한 관계 맺는 

방식은 ‘인간관계의 지극함[人倫之至]’으로서 인간이 따라야 할 표준이라 

할 수 있다.205) 이것이 ‘부자간의 친함’이라는 예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202) 『知言』, 권2, 「往來」 p14, 子思子曰: “率性之謂道.” 萬物萬事, 性之質也. 因質以致

用, 人之道也. …… 萬物有有父子之親者焉, 有有君臣之統者焉, …… 有有兄弟之序者焉, 

…… 有有夫婦之别者焉.

203) 『知言』, 권2, 「往來」 p14, 中和變化, 萬物各正性命, …… 察萬物之本性, 其源則一. 

聖人執天之機, 惇叙五典, 庸秩五禮. 順是者, 章之以五服. 逆是者, 討之以五刑. 調理萬

物, 各得其所. 此人之以爲天地也.(『胡宏集』, 판본은 ‘流行’의 ‘行’이 ‘形’임.)

204) 『知言』 권5, 「漢文」 p41, “乾道變化, 各正性命”, …… 是故聖人順萬物之性, 惇五典, 

庸五禮, 章五服, 用五刑.

205) 『胡宏集』, 「釋疑孟 舜」, 舜為天子, 皋陶為士, 瞽瞍殺人, 桃應設為是事以問孟子者, 應
之意若曰: 父子, 天性也, 而生殺之柄乃大君所以輔翼民德者, 惟以處是事, 觀聖人御變之

權耳. 若皋陶體舜孝心, 舍瞽瞍罪, 而人有犯者執之, 為天子行法不公, 民生悖心矣. 縱而

釋之, 無以佐天子主天下, 民生離心矣. 進退, 罪也, 今皋陶畏天命, 執之不赦, 以昭示天

下, 使有罪者不敢幸於免, 懷姦者不敢伐其技. 自世俗觀之, 於吾身可矣, 而君人子也, 吾

人臣執君之父, 置之於法, 情何安焉! 行法而有私者, 非君道, 狥法而不仁者, 無君德, 聖

人寜棄天下而存此矣. 此民所以生也, 天地之大本也. 孟子曰 “聖人, 人倫之至.” 非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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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본성에는 이미 성인에 의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정

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삼강의 본성에는 오전 등의 예법만이 더해져

야 최선의 결과를 보장한다. 만약 본성에 사사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든 

유흠의 『주례』나 왕안석의 신법을 더하면, 군신·부자·부부가 이반되게 만

들어 사회전체에 무질서를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 본성에는 

오로지 성인이 만든 예법만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 태어나면 순수하게 천지의 마음이며 도의(道義)가 완전하게 

갖추어져서 괜찮은 것도 없고 괜찮지 않은 것도 없으며, 선과 악으로 구별

할 수 없고, 옳고 그름으로 구분할 수도 없으니,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것이 중(中)이라 이름 붙여진 까닭이다.206)

  삼강이라는 본성[中]은 도덕적 기준이 비어있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원형이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받아들일 도의[예법]가 정해져 있다. 이런 점

에서 본성은 도의[예법]를 예비하고 있다. 이는 마치 모든 자리가 예약되

어 있는 비어있는 식당과 같다. 예약되지 않은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면 식당 주인은 손님이 이미 있다고 말할 것이다. 본성 역시 도의[예법]

가 비어있는 원형이지만, 성인이 만들지 않은 예법에게는 이미 예법이 갖

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절도에 맞는 것은 옳고,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은 그르다. 옳은 것을 끼고 

행하면 올바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을 끼고 행하면 사악한 것이 된다. 올바

른 것은 선이 되고, 사악한 것은 악이 된다. 그런데 세상의 유자들은 도리

어 선악으로 본성을 말하니, 아득하게 멀다!207)

  선악시비는 마음이 도의[예법]을 받아들인 이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본성은 도의[예법]를 받아들일 자리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직 

도의[예법]는 비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은 선악시비로써 규정할 수 없

之至精, 其孰能知之!

206) 『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凡人之生, 粹然天地之心, 道義完具, 無適無莫, 不可

以善惡辨, 不可以是非分, 無過也, 無不及也. 此中之所以名也.

207) 『知言』 권4, 「知言疑義」 p334, 中節者為是, 不中節者為非. 挾是而行則為正, 挾非而

行則為邪. 正者為善, 邪者為惡. 而世儒乃以善惡言性, 邈乎遼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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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다. 호굉이 무선무악한 성을 강조하는 이

유는 여기에 있다. 예컨대 지갑은 본래 돈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어있는 지갑을 보면 돈을 채우고자 한다. ‘부자’라는 

본성에는 본래 ‘부자간의 친함’이라는 예법이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 그런

데 인간에게는 ‘부자’라는 존재형식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

이 ‘부자’라는 본성을 확인한다면 본래 있어야 할 ‘부자간의 친함’이라는 

예법을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법이 비어있는 본성은 인

간에게 예법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명령[天命之謂性]과도 같다고 할 수 있

다.208)

208) 이러한 삼강과 오상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다. 『胡宏集』, 「與

原仲兄書」, 五典, 天所命也. 五常, 天所性也. 기존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오전은 천명

이고, 오상은 천성이다.’라고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호굉의 본성은 오상과 같은 도덕적 

기준 또는 덕목과 같은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먼저 ‘天所命也’과 ‘天所性也’이 ‘천명’

과 ‘천성’과 동일한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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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삼강이 가진 당대의 함의

  1. 왕안석과 이정 비판

  호굉이 삼강을 본성으로 정립한 배경 중 하나는 당시 권력층에 관한 비

판의식이 있다. 호굉이 보기에 당시 권력층은 삼강이라는 위계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식[황

제]은 적의 세력이 두려워 아버지[徽宗]를 죽인 불공대천의 원수[금나라]에

게 굽실거리고, 신하[秦檜]는 자신의 권력욕을 따라 나약한 황제[高宗]를 

조종하며, 아내[후궁 유씨]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남편[哲宗]을 속여 이단

사설인 신법당을 끌어들였다.209) 호굉은 『춘추』에 실려 있는 수많은 역사

적 사례들이 증명하듯 이러한 자들이 중국에 혼란과 멸망을 초래할 것이

라 확신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분리된 위계 자체를 본

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만약 사람들이 본성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情]이나 욕구[欲]를 따라 살

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권력층과 같이 제자리를 자각하

지 못하고 결국 위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이런 정욕 또

는 정욕을 산출하는 힘이나 능력 같은 지각을 단지 개인의 기질이나 신체

와 관련된 성질이나 기능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사로운 지각을 

따르는 인간은 절도에 어긋날 수밖에 없고,210) 결국 금수의 성으로 떨어지

게 된다.211) 이런 지각을 본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금수나 

오랑캐처럼 무질서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호굉은 이

런 성질이나 기능을 살아있음[生]의 근본인 성(性)이라 볼 수 없다고 본

209) 철종이 어릴 적에 선인태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왕안석 등의 신법당을 물리치고 사마

광 등의 신법당을 지지했는데, 철종이 친정하게 되자 후궁 유씨(劉氏) 등의 신법당이 선

인태후를 모함하고 맹황후를 폐위시킴으로써 구법당을 제거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국

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10) 『知言』 권2, 「知言疑義」 p332, 欲之所起, 情亦隨之, 心亦放焉. 故有私於身, 蔽於愛, 

動於氣, 而失之毫釐, 繆以千里者矣. 衆人昏昏, 不自知覺, 方且為善惡亂, 方且為是非惑.

211) 『知言』 권2, 「往來」 p14, 夫人雖備萬物之性, 然好惡有邪正, 取舍有是非, 或中於先, 

或否於後, 或得於上, 或失於下, 故有不仁而入於蠢頑禽獸之性者矣.



- 71 -

다.212) 오히려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근본인 삼강만이 본성이며, 

인간은 오직 삼강을 따를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굉이 송나라 조정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인간답게 살

고 싶다면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

은 자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게 살면 된다. 이를 위해 가

장 먼저 자기 본성[제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해야만 한다. 자신이 군주인지 

신하인지 아버지인지 자식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를 자각한다면 그 자리

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진실하게 이를 따르고자 한

다면, 비록 막강한 금나라를 마주하여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식으로서 복수할 수 있고, 나약한 군주를 마주하여 권력욕이 꿈틀

거릴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신하로서 공경할 수 있으며, 멍청한 남편을 

마주하여 그를 이용해먹고 싶을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아내로서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본성은 나와 남이 합일하는 원리이고, 남와 남을 모두 위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면 반드시 

스스로가 인간답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와도 알맞은 관계를 맺게 되어 각

자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이에 

백성들도 교화되어 사회전체가 질서를 이룰 것이며, 이런 중화질서를 이룬

다면 오랑캐 금나라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삼강이라는 본성은 황제에게 막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 본성은 

만물만사가 갖추어진 것이자, 모든 생명현상의 근본이다. 황제는 자신이 

마주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이미 자신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다.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금나라에 끌려가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다. 황제가 스스로 

자식임을 자각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불공대천의 원수를 처단

하는 것임을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진실하게 자식으로서 할 

일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금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수를 완성함으로써 

스스로가 인간답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중화질서를 회복하여 모든 생명

212) 『胡宏集』, 「釋疑孟 性」, 司馬子乃引朱·均之不才以定天性, 是告子之妄, 亂孟子之正. 

其不精, 孰甚焉! ; 「釋疑孟 辨」, 性有大體, 人盡之矣. 一人之性, 萬物備之矣. 論其體, 

則渾淪乎天地, 博浹於萬物, 雖聖人, 無得而名焉; 論其生, 則散而萬殊, 善惡吉凶百行俱

載, 不可掩遏. 論至於是, 則知物有定性, 而性無定體矣, 烏得以不能自變之色比而同之

乎? 告子知羽雪玉之白, 而不知犬牛人之性, 昧乎萬化之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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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번영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천

자라 할 수도 없고 금수에 가까운 자일뿐이므로,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에게 금수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한편 삼강이라는 본성은 당시 권력층이 숭상하던 왕안석 학문을 비판하

는 강력한 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본성은 오직 오상 등의 예법만이 들어

올 수 있는 예정된 자리이다. 본성에는 성인이 만든 예법만이 가해져야만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사사로운 예법을 따르는 것은 

본성을 망실하게 하여 혼란과 죽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본성을 완성

하는 방법은 오직 성인이 만든 예법과 성인들이 전수해온 경전에만 담겨

져 있다고 할 수 있다.213) 이런 호굉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송나라 조정

은 마땅히 사사롭게 만들어진 유흠의 『주례』나 왕안석의 학문을 배제하고, 

공자가 지은 『춘추』를 다시 경전의 지위에 올리고 공맹의 도통을 계승한 

이정의 학문을 다시 관학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단사설을 끌어

들여 금나라의 침입을 초래한 난신적자들은 마땅히 처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호굉은 삼강이라는 본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학문적 기반을 확

고히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호굉이 이정 학문을 존숭

하는 것 역시 이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송나라는 

왕안석 학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런 왕안석 학문의 반

대편에 있는 이정의 학문을 도학으로 칭송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유학자 

집단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214)

  그러나 호굉이 이정의 학문을 존숭하는 것은 왕안석의 반대편인 동류의 

입장으로서 말하는 것이지, 호굉이 이정 학문의 모든 철학을 철저히 계승

213) 『知言』 권4, 「大學」 p32, 嗚呼! 此伏羲·神農·黄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軻氏

之學, 立天地之經, 成萬物之性者也. ; 『知言』 권4, 「義理」 p29, 學之道, 則莫過乎繹孔

子·孟軻之遺文. 孔子定書, 刪詩, 繫易, 作春秋, 何區區於空言？ 所以上承天意, 下憫斯

人, 故丁寧反復三四不倦, 使人知所以正心誠意·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也.

214) 호굉의 이정에 관한 평가는 고지마 쓰요시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호굉은 북송에

서 성행했던 학파의 개조(開祖)로서 왕안석·구양수·소식을 내세우고, 왕안석은 ‘지리(支

離)’하며, 구양수는 경학에 약하고, 소식은 기분 내키는 대로 군다고 하여 물치지고 난 

뒤 이 학문[道]의 계승자로서 이정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五峰集』 권3, 「程氏雅言前

序」). 그는 북송 말의 50년 간 한 세대를 풍미한 것은 왕안석의 학문이었으며, 그것을 

타파한 사람이 이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同, 「程氏雅言後序」).” 고지마 쓰요시(신현

승 옮김),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2004, p.1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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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학 안에서, 특히 본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호굉은 아버지의 견해에 의탁하여 이정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할 수 있다. 

이정이 제시하는 성선설과 성즉리설은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이라는 덕목

을 본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정은 인의예지신이라

는 오상의 덕(德)을 본성으로 규정하고, 이 본성이 발동하여 측은지심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情)이 나온다고 설명한다.215) 이는 오상의 덕목을 선

한 반응[情]을 띠게 만드는 힘이나 능력[德]으로 이해하고, 본성에는 이런 

능력[德]이 리(理)로서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은 미발에 인의예

지신이라는 성이 갖추어져 있고, 이것이 외물의 자극을 받아 감정적인 반

응[喜怒愛懼愛惡欲]으로 발출하기 때문에, 배움의 길은 마음을 바르게 하

고 이 성을 기르는 것뿐이라 말한다.216)

  그러나 호굉이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군신·부자·부부라는 자리와 그 자

리에서 요구되는 인의예지신 등의 덕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자리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다. 이

렇게 제자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인간은 제자리가 요구하는 덕목을 끊임없

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정의 성선설을 따르면, 군주는 본성으로 군주다운 능력이나 덕이 있을 

것이고 신하는 본성으로 군주다운 능력이나 덕이 있을 것이므로, 군주나 

신하가 할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덕을 알고 이를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굉이 보기에 인간은 자리와 덕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나 분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며, 이로 인

해자신의 감정·욕구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황제는 군주의 자리

에 있으면 군주다운 줄 알고 오랑캐 금나라에게 굽실거리고, 자식의 자리

에 있으면 자식다운 줄 알고 아버지의 원수를 마주하고도 현실에 안주한

215) 『二程遺書』09-01 仁者公也, 人(一作仁.)此者也; 義者宜也, 權量輕重之極; 禮者別也,

(定分.) 知者知也, 信者有此者也. 萬物皆有性,(一作信.) 此五常性也. 若夫惻隱之類, 皆

情也, 凡動者謂之情. (性者自然完具, 信只是有此, 因不信然後見, 故四端不言信.)

216) 『二程文集』8-1 「顔子所好何學論」, 學之道如何? 曰: 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爲人. 

其本也眞而靜, 其未發也五性具焉, 曰仁義禮智信. 形旣生矣, 外物觸其形而動於中矣. 其

中動而七情出焉, 曰喜怒哀樂愛惡欲. 情旣熾而益蕩, 其性鑿矣. 是故覺者約其情, 始合於

中, 正其心, 養其性. 故曰“性其情”. 愚者則不知制之, 縱其情而至於邪僻, 梏其性而亡之, 

故曰“情其性”. 凡學之道, 正其心, 養其性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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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왕안석이나 진회는 신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군주다운 척을 하며 성

인의 예법을 우습게보고 자기 욕구를 추구한다. 호굉이 보기에 이러한 현

실의 문제들은 모두 삼강이라는 자리와 오상이라는 덕목을 분명하게 구분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도다! 성이여! 모든 리(理)가 갖추어져 있어서, 천지가 이를 말미암아 

세워진다. 세상의 유학자들이 말하는 성은 모두 하나의 리(理)를 가리켜 말

하는 것일 뿐이니, 천명의 전체(全體)를 본 적이 없는 것이다.217)

  호굉은 자신이 말하는 성이 모든 리(理)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

의 본성은 삼강이라는 존재형식[理]이지만, 오상 등의 예법[理] 역시 예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굉이 보기에 세상의 유학자들, 특히 이정 문하의 

유학자들은 본성에 관해 오상과 같은 리(理)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삼강

이라는 리(理)는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호굉은 삼강이라는 존재형식

[理]만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이 본성이 요구하는 

오상 등의 예법[理]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본다. 즉 

삼강과 오상의 리(理)가 모두 있어야만 천명이 완전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호굉에게 세상의 유학자들, 특히 이정 문하의 유학자들이 말하는 

성선설은 실상에서 한참 먼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삼강과 오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상이라는 덕목만을 본성으로 이해하여 이를 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상 등의 덕목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본성을 선하다고 말

하는 것은 천명인 본성의 의미에서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라 할 수 있

다.218) 호굉이 보기에 이정 또는 그 제자들이 말하는 성선설 또는 성즉리

설은 완전하지 않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217) 『知言』 권4, 「一氣」 p28, 大哉性乎! 萬理具焉, 天地由此而立矣. 世儒之言性者, 類指

一理而言爾, 未有見天命之全體者也.

218) 『知言』 권4, 「知言疑義」 p334, 中節者為是, 不中節者為非. 挾是而行則為正, 挾非而

行則為邪. 正者為善, 邪者為惡. 而世儒乃以善惡言性, 邈乎遼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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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교 비판

  호굉이 삼강을 본성으로 정립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당시 송나라에 유

행하던 불교에 관한 비판의식이 있다. 당시 송나라 지식인이나 권력층은 

불교의 고원해 보이는 사상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굉은 양시 문하

에서 함께 공부한 동료219)가 불교에 심취하자, 그를 불교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애쓴다. 호굉은 불교가 심오한 사상 같지만 협소한 견해로 패륜

을 저지르게 만드는 이단의 학설일 뿐이라 말하며 그를 설득한다.220) 그러

나 상대방은 오히려 불교의 설을 옹호하며 호굉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221) 이런 점에서 호굉은 학문적으로 불교를 논파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의 저술 곳곳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호굉의 불교 비판은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하는 비

판이라기 보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유학의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호굉의 불교 비판을 살펴보면서 

호굉이 자신의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삼황의 기록을 깊이 생각해보면, 태화(太和)가 보합(保合)하고 생육이 무

궁한 도는 시작이 없으나 시작이 있고 끝이 없으나 끝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때문에 태고[鴻荒]의 시대에도 여전히 해의 밤, 달의 그믐, 계절의 

겨울이 있었다. 차면 비워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니 

아! 끝이 없이 사계절의 조화를 이룬다. 아! 여러 성스런 본체가 삼강(三

219) 原仲兄의 신상정보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이정 문하인 양시 밑에서 호굉과 함께 

공부하던 동료로 추정된다. 그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부터 이정[하남선생]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고, 이후로도 성인의 말을 제외하면 이정의 말만을 논거로 삼고 있다. 『胡

宏集』, 「원중형에게 보내는 편지(與原仲兄書)」, 河南先生舉世皆以為得聖人之道者. 其言

曰: “道外無物, 物外無道. 是天地之間, 無適而非道也.” 이 편지에서 인용된 “道外無物, 

物外無道”은 양시가 편찬한 『二程粹言』에만 보이는 표현이며, 주희가 편찬한 『二程遺

書』와 『近思錄』에는 “道之外無物, 物之外無道”로 되어있다. 이처럼 이정 문하인 양시

가 사용하던 말들로 편지의 내용을 

220) 『胡宏集』, 與原仲兄書 1서』 釋氏狹隘褊小, 無所措其身, 必以出家出身爲事, 絶滅天

倫, 屏棄人理, 然后以爲道, 亦大有適莫矣, 非邪説暴行之大者乎? …… 兄力學有年, 行

義信于鄉黨, 後進之所矜式. 願益弘聖人之正道, 勿過聴釋氏之邪説. 時賜警誨, 某之願也.

221) 『胡宏集』, 與原仲兄書 2서』 昨䝉報敎, 反覆十讀, 謹思自得之至言, 博求之大論, 以為

學道之規程, 知言之蹊轍, 不敢忘也. 至于致疑聖人以為未盡, 推信釋氏以為要妙, 則愚意

之所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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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이 되고 예악(禮樂)이 되었다.222) 사태는 도(道)에 근본을 두고, 도는 사

태에 숨어있으니, 하늘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하늘을 완성시킨다. 삼황은 

그 본체를 주관하고 오제는 작용을 묘용하며 우·탕·문·무는 공을 이루며, 

공자·맹자는 그 학문을 전수하였다. 주나라 소왕(昭王) 시기에 서쪽 지방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의 번잡한 일들을 싫어하고 고통스럽게 여겨 

초탈하는 도를 추구하였고, 마침내는 군주를 버리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인

을 버리고서 산으로 들어가, 사사로운 뜻을 새기고 연기[幻]의 견해를 궁구

하며 공(空)의 설을 전파하였다. …… 한나라 명제(明帝) 시기에 그 책이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다. 위진 시대 이래로 무리를 만들어 금계(禁戒)를 

두었는데, 후대에 이르러서는 두루 전교(典敎)를 세워 중국에 퍼뜨리니, 명

산승지에 근거지를 두고서 많은 수의 무리를 이루었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화복(禍福)을 나열하면서 어리석은 대중에게 공갈을 치니 사대부들이 

다투어 귀의하였다. (군신간의) 의리를 멸하고 (부자간의) 친함을 잃게 하여 

삼강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외물을 주재하는 실

정이 없어졌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저들은 오직 마음에서 

찾길 힘쓸 뿐, 천도를 모른다. 따라서 그 설명이 고원하고 현미한 것을 두

루 포괄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 행동은 천지의 도를 어기고 삼강을 

멸하여 체용이 분리되고 본말이 관통하지 못하므로, 만물의 뜻을 열어 만

사를 성취할 수 없으니, 결국 삿된 설일 뿐이다.223)

  호굉은 모든 변화작용의 본체가 삼강이며, 성인들이 전수한 학문 역시 

이 삼강을 핵심으로 한다고 본다. 이어서 불교는 삼강을 모르고 있으며, 

222) 위 원문이 사고전서에 수록된 『皇王大紀』에는 “於穆天命不已, 而成四時之造化; 於皇

群聖體是, 以為三綱之禮樂.”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번역은 “아! 천명은 끝이 없으

니 사계절의 조화를 이룬다. 아! 여러 성인은 이 (천명을) 체현하여 삼강의 예악을 만들

었다.”이다. 어떤 식으로 번역해도 불교 비판에 핵심적인 논거가 삼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원문의 “於穆”과 “於皇”은 『시경』에서 자주 쓰는 감탄사이다. 『시경·周頌‧維天

之命』, 維天之命, 於穆不已.

223) 『胡宏集』, 「皇王大紀論 西方佛教」, 濳心三皇之紀 則知太和保合·生育無窮之道 無始而

有始 無終而有終者也 是故有鴻荒之時 亦猶日之夜·月之晦·時之冬焉 盈虛升降 終而復始 

於穆之不已, 而成四時之造化. 於皇羣聖體, 是以為三綱, 為禮樂. 事本乎道, 道藏於事, 

天生人, 人成天, 三皇尸其體, 五帝妙其用, 禹湯文武成其功, 孔子孟軻傳其學. …… 當周
昭王時, 西方有傑人, 厭苦世累, 欲求超脫之道, 遂捐君叛親, 棄婦入山, 刻私意, 窮幻見, 

駕空說. …… 漢明帝時, 其書始入中國. 魏·晉以上, 爲其徒有禁. 逮乎末流, 周立典教, 插

破中國, 據名山勝地, 千百爲羣, 談渺茫, 陳禍福, 以恐喝愚衆, 而士大夫爭信鄉之. 滅義

忘親, 三綱弛絶, 人無宰物之情由之此矣, 可不懼乎? …… 彼惟能力索於心, 而不知天道, 

故其說周羅包括髙妙玄微, 無所不通, 而其行則背違天地之道, 淪滅三綱, 體用分離, 本末

不貫, 不足以開物成務, 終爲邪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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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본다. 즉 불교의 고원하고 현묘해 

보이는 말들은 실상 개인의 해탈과 같은 사사로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며, 불교가 대중을 사로잡은 이유 역시 화복(禍福)과 같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교는 군신간의 의리나 부자간의 

친함과 같은 도리를 저버리고 결국 군신·부자·부부라는 삼강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삼강이라는 도를 망각하고 사사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재앙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 밖에 외물이 없고[性外無物], 외물 밖에 성이 없다[物外無性]. 이 때

문에 자기를 이루면서도 외물을 이룬다[成己成物]. 꼭 해야 하는 일도 없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없다[無可無不可]. 석씨는 외물을 끊고 세상에서 

도피하여 적막한 곳에 기거하면서 하늘의 관건[天機]이 외물에 국한되지 

않음을 엿본 자이다. 마침내 이를 가지고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겨, 만물이 

모두 나의 마음이라 말한다. 외물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는다고 여

겨, 나 홀로 만물보다 높다고 말한다. 이에 작용이 전도되어 머물 곳을 알

지 못하고, 도리어 고집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게 되어 도

의의 전체를 얻지 못했다.224)

  석씨는 마음을 안정시키려하나 일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

보면 널리 통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행실을 검증해보면 엎어지고 자빠진

다. 유자는 일을 다스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자기를) 

잃지 않아 자기를 이루고[成己], 밖으로 (상대를) 잃지도 않아 외물을 이루

어준다[成物]. 따라서 (천지의) 화육을 도와 천지와 나란히 할 수 있다.225)

  호굉은 나의 본성에 다른 반쪽인 상대방이 함축되어있고[性外無物], 상

대방 역시 다른 반쪽인 나의 본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한다[物外無性]. 

따라서 나의 본성을 따르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고[成

己], 상대를 버리지 않고 상대의 뜻도 이룰 수 있다[成物]. 즉 나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이 곧 나와 남 모두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남의 

224) 『知言』 권1, 「修身」 p6, 性外無物, 物外無性. 是故成己成物, 無可無不可焉. 釋氏絕

物遁世, 棲身沖寞, 窺見天機有不器於物者, 遂以此自大. 謂萬物皆我心, 物不覺悟而我覺

悟, 謂我獨高於萬物. 於是顛倒作用, 莫知所止, 反為有適有莫, 不得道義之全.

225) 『知言』 권1, 「天命」 p3, 釋氏定其心而不理於事, 故聽其言如該通, 徵其行則顛沛. 儒

者理於事而心有止, 故内不失成己, 外不失成物, 可以贊化育而與天地參也.



- 78 -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나와 남이 알맞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각자의 제자리

를 얻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내가 상대하는 모든 외물의 뜻을 이루어주어, 

만물이 각각의 제자리를 얻게 된다면, 세계전체가 하나의 질서를 이루어 

번영을 맞이할 것이며, 이는 천지의 화육을 도와 그 공이 천지와 나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순임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식이라는 본성을 

다함으로써 악독한 아버지 고수를 기쁘게 하였고, 고수가 기뻐하자 천하가 

교화되어 모든 부자의 위계가 정립되었다.226)

  그러나 불교는 사사롭게 자기 뜻만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남의 관계를 해침으로써 모두가 고통스럽고 혼란한 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기 삶이 힘들다하여 해탈을 이루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는 것은, ‘부자’ 관계를 끊음으로써 상대인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스로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외면하기 위해 번뇌에 빠

질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부자 관계를 끊는 행위는 군신·부자·부부 등으

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의 질서를 무너뜨려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혼란

스러운 세상에서 사는 개인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처럼 삼강이라

는 본성을 망각한 불교는 인간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말하지만, 오히려 삼강이

라는 본성을 따라야만 실제로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즉 

나의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을 완수하는 것이 이외에는 꼭 

해야 하는 일도 없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없다[無可無不可]. 그러면 

나와 남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 세계전체가 번영을 맞이하는 결과가 이를 

것이다. 예컨대 자기가 자식이라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뿐이

다. 하나라의 소강(少康)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자식으로

서 할 일을 했고, 이로 인해 하나라는 다시 부흥했다.227) 이러한 살인은 

226) 『孟子』7-28 孟子曰, “不得乎親, 不可以爲人, 不順乎親, 不可以爲子. 舜盡事親之道而

瞽瞍厎豫, 瞽瞍厎豫而天下化, 瞽瞍厎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皇王大紀』 

권3에도 보인다.)

227) 소강(少康): 하(夏)나라의 제6대 왕으로 소강제(少康帝)나 소강왕(少康王)이라고도 부

른다. 제5대 상(相) 왕의 아들이며, 생모는 유잉씨(有仍氏) 출신의 민(緡)이다. …… 『춘

추좌전(春秋左傳)』과 『제왕기(帝王紀)』 등에는 소강이 유궁씨(有窮氏)에게 빼앗겼던 권

력을 되찾아 하나라를 부흥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강의 조부인 중강(仲康)은 형인 

태강(太康)이 사냥과 놀이만 즐기다가 유궁씨의 제후인 예(羿)에게 하남(河南)으로 쫓겨

나자 그의 뒤를 이어 하나라의 왕위를 이었다. 그 뒤 중강과 상의 시대에는 제후국인 



- 79 -

단지 자식으로서의 천명을 따른 것뿐이다.228) 순임금은 천자의 자리에 있

더라도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면 아버지를 데리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러

한 범법행위는 자식으로서 천리를 따른 것뿐이며, 이렇게 부자 관계를 지

키는 일이 백성을 살리는 근본이 된다.229)

  그러나 불교는 삼강이라는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고집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즉 누군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

인다고 하더라도 불교는 자식이라는 제자리를 망각하고 살생을 하지 않으

려 할 것이며, 아버지가 처형당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지켜보기

만 할 것이다. 호굉이 보기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지 않고, 아버지

가 처형당하는데도 묵시하는 것은 자식답지 않은 자로서 금수라고 할 수 

있다.230)

  외물은 내가 아닌 것이 없고, 일은 진짜가 아닌 것이 없다. 저들은 인간 

사이의 모든 일들을 내버려두고 오직 생사를 깨닫는 일을 크게 여기니, 그 

유궁씨가 강성해져서 하나라는 쇠퇴하였고, 마침내 예는 유궁씨의 도읍을 서(鉏)에서 궁

석(窮石)으로 옮겨 하나라의 왕권을 위협하였다. 그러자 상 임금은 상구(商丘)로 도망쳐

서 같은 우(禹) 임금의 후손인 짐관씨(斟灌氏)와 짐심씨(斟尋氏)에게 의지했다. 그 뒤 예

는 백명씨(伯明氏) 출신의 한착(寒浞)을 중용했으나, 도리어 도오(桃梧)에서 한착에게 살

해되었다. 권력을 장악한 한착은 아들인 요(澆)를 시켜 짐관씨와 짐심씨를 멸망시키고 

하나라의 상 임금도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아들 요와 희(豷)를 각각 제후

로 삼았다. …… 상 임금이 죽자 그의 왕후인 민(緡)은 유잉씨로 돌아가 소강을 낳았다. 

하나라의 유신(遺臣)인 미(靡)는 유격씨(有鬲氏)와 유우씨(有虞氏)의 도움을 받고 멸망한 

짐심씨의 세력을 모아서 한착을 죽이고 소강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소강은 한착의 

두 아들인 요와 희를 멸망시켜 다시 하나라를 부흥시켰다. 『두산백과 doopedia』, ㈜두

산, 2010

228) 『胡宏集』, 「皇王大紀論 少康中興」, 人殺其父, 子必欲死; 人辱其君, 臣必欲報. 忍死謀

報能以天道為定命, 不觀敵勢而改圖, 則庶幾焉. 茍顧其私, 內覬大利, 外畏大難, 雖有良

心, 日銷月鑠, 其不忘君父者希矣. 少康靡鬲, 真人臣子哉! 志在討賊, 行吾義而已, 非圖

富貴者也. 故受困厄而不渝, 濵死亡而不怠, 兢兢業業, 經營四十年, 然後克殄元凶, 祀夏
配天, 不失舊物. 嗚呼! 此真可謂中興者矣. 故唐·虞·世南論歴代中興之主, 以少康為冠. 

噫! 前王之所愛 後主之師也, 可不鑒哉!

229) 『胡宏集』, 「釋疑孟 舜」, 舜為天子, 皋陶為士, 瞽瞍殺人, 桃應設為是事以問孟子者, 應
之意若曰: 父子, 天性也, 而生殺之柄乃大君所以輔翼民德者, 惟以處是事, 觀聖人御變之

權耳. …… 行法而有私者, 非君道, 狥法而不仁者, 無君德, 聖人寜棄天下而存此矣. 此民

所以生也, 天地之大本也. 孟子曰 “聖人, 人倫之至.” 非天下之至精, 其孰能知之! 故瞽瞍

有罪, 舜竊負, 而司馬子以為狂夫不為, 瞽瞍見執, 而司馬子以為皋陶猶可執也. 使司馬子

事君, 不幸有是事, 遂行其言, 豈不傷人情, 逆天理乎! 

230) 『胡宏集』, 「皇王大紀論 楚殺追舒」, 烏有閔黙恬然不動其心, 坐待王殺其父, 然後死之

者? 以爲子, 則不孝, 以爲臣, 則不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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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음[蔽]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다!231)

  석씨의 학문은 반드시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 자신을 사사롭게 

여기는 것이다. 천도는 소식(消息)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리(理)는 시종이 

있다. 자신을 사사롭게 하지 않고 천자에 공하게 되면, 사대(四大)가 화합

하는 것이 지극한 리(理)가 아닌 것이 없고, 육진(六塵)의 연영(緣影)이 신

묘한 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 무슨 일인들 진짜가 아니고, 무슨 외물인들 

내가 아니겠는가?232)

  불교에서는 내가 없기[無我] 때문에 만물이 일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 사사로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다. 나-외물이라는 짝의 형식이 없다면 모든 변화작용의 근본이 없는 것

이다.233) 오히려 이러한 짝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만

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본성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외물

과 하나의 짝을 이룸으로써 군신·부자·부부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萬物一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공하다고 말하지만[一切皆空], 

삼강이라는 본성이 요구하는 일은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자, 일

에 관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믿을만한 것이다. 따라서 본성이 요구하는 절

실하고 진실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생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아

버지를 죽이거나 군주를 욕보인 원수가 있다면 적의 세력이나 자기 생사

에 상관없이 자식으로서 또는 신하로서 해야 할 복수를 행하면 된다.234)

이렇게 본성을 따르는 자는 생사를 초월한다.235)

231) 『知言』 권3, 「事物」 p22, 物無非我, 事無非真. 彼遺棄人間萬務, 惟以了死生為大者, 

其蔽孰甚焉!

232) 『知言』 권1, 「修身」 p4, 釋氏之學, 必欲出死生者, 蓋以身為己私也. 天道有消息, 故

人理有始終. 不私其身, 以公於天下, 四大和合, 無非至理, 六塵緣影, 無非妙用, 何事非

真, 何物非我?

233) 『胡宏集』, 「論語指南」, 葢天地之間, 無獨必有對, 有此必有彼, 有内則有外, 有我則有

物, 是故“一隂一陽之謂道”, 未有獨者也. 而聖人曰“毋我”者, 恐人只見我而不見人, 故云

爾也. 若物我, 皆無不知酬酢萬變, 安所本乎?

234) 『胡宏集』, 「皇王大紀論 少康中興」, 人殺其父, 子必欲死; 人辱其君, 臣必欲報. 忍死謀

報能以天道為定命, 不觀敵勢而改圖, 則庶幾焉.

235) 『知言』 권3, 「紛華」 p25, 莫久於性, 患在不能順之爾. 莫成於命, 患在不能信之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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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씨는 심체(心體)를 엿보았으므로, 말이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다. 그러

나 제자리에 머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윤리(倫理)를 도외시하고 멋대로 행

동하니, 함께 공맹의 道를 말하기에 부족하다.236)

  석씨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을 밝히려 하니 역시 요약되었다 할 만하다. 

그러나 진실로 공자가 말한 인(仁)을 좋아하나 배움을 좋아하진 않는 자이

다. 이와 같지 않다면 어떻게 그 우매함이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는데 

이르러도 자기 잘못을 스스로 모르는데 이를 수 있겠는가?237)

  석씨는 좁고 작아서 자기 몸을 둘 곳도 없습니다. 반드시 출가함을 일로 

삼아서 천륜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이치를 버린 이후에 도라고 여기니, 역

시 크게 꼭 그래야 하는 일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크나큰 사설과 흉포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238)

  호굉은 불교가 오직 마음만을 탐구하여 진정한 본체인 삼강을 모른다고 

본다. 따라서 불교는 자신에 주어진 제자리를 알 수도 없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다. 세상은 군신·부자라는 관계 또는 그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일 

뿐인데, 제자리를 잃은 사람은 천하에 몸 둘 곳이 없다. 이는 불교 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삼강이라는 형식을 벗어나면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사회에 속하지도 못한 개인 또는 개체

[獨]만이 남게 되는데, 이런 개인 또는 개체는 죽음이나 없음[無]으로 귀결

될 뿐이다. 따라서 삼강 밖의 존재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호굉이 보기에 불교는 군신·부자·부부라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을 개인에

게 고통을 주거나 삶을 얽어매는 물(物)로 취급하고, 고원하고 형이상학적

인 말들을 통해 인간의 고통스런 삶을 구원해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

…… 不能順, 故死生晝夜不能通也. 不能信, 故富貴賤貧不能安也.

236) 『知言』 권3, 「事物」 p22, 釋氏窺見心體, 故言為無不周徧. 然未知止於其所, 故外倫理

而妄行, 不足與言孔·孟之道也.

237) 『知言』 권3, 「事物」 p22, 釋氏惟明一心, 亦可謂要矣, 然真孔子所謂好仁不好學者也. 

不如是, 豈其愚至於無父無君, 而不自知其非也哉?

238) 『胡宏集』, 「與原仲兄書二首」, 釋氏狹隘褊小, 無所措其身, 必以出家出身爲事, 絶滅天

倫, 屏棄人理, 然后以爲道, 亦大有適莫矣, 非邪説暴行之大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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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단사설이다. 호굉은 오히려 삼강이라는 도[道]야말로 공자가 말한 ‘하

나로 관통하는 도[吾道一以貫之]’이며, 이를 통해 나와 남의 뜻을 모두 이

루어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중화질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239) 호굉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물(物)로 취급하던 군신·부자·부부라는 위계를 형이상

자인 도(道) 또는 리(理)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학문을 공자의 도를 계

승한 성인의 학문으로 정립시켜나간다고 볼 수 있다.

239) 『胡宏集』, 「與原仲兄書二首」, 昔孔子下學而上達, 及傳心要, 呼曽子曰: “吾道一以貫

之.” 曷嘗如釋氏離物而談道哉? 曽子傳子思, 亦曰: “可離, 非道也.” 見此, 則心迹不判, 

天人不二, 萬物皆備於我, 反身而誠, 天地之間, 何物非我? 何我非物? 仁之為體要, 義之

為權衡, 萬物各得其所, 而功與天地參焉. 此道之所以為至也. 釋氏狹隘褊小, 無所措其身, 

必以出家出身爲事, 絶滅天倫, 屏棄人理, 然后以爲道, 亦大有適莫矣, 非邪説暴行之大者

乎? ; 『知言』 권1, 「修身」 p6, 天命不已, 故人生無窮. 具耳目·口鼻·手足而成身, 合父

子·君臣·夫婦·長幼·朋友而成世, 非有假於外而強成之也, 是性然矣. 聖人明於大倫, 理於

萬物, 暢於四肢, 達於天地, 一以貫之. 性外無物, 物外無性. 是故成己成物, 無可無不可

焉. 釋氏絕物遁世, 棲身沖寞, 窺見天機有不器於物者, 遂以此自大. 謂萬物皆我心, 物不

覺悟而我覺悟, 謂我獨高於萬物. 於是顛倒作用, 莫知所止, 反為有適有莫, 不得道義之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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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호굉의 정치적 문제의식과 정치의식을 살펴보면, 호굉이 삼강을 핵심

적인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굉에게는 황제의 아버지가 

금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게 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

건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황제에게 삼강을 깊이 생각하여 금나라에게 복

수하라고 간청한다. 한편 당시 조정은 금나라와 강화를 주도한 권신 진회

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진회는 주전파를 지지하던 이정의 학문을 탄

압하기 위해 왕안석의 학문을 존숭하고 이정의 학문을 금지시킨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호굉의 학문적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었다. 호굉은 이

정 학문에서 강학했으며, 왕안석이 경서에 제외한 『춘추』를 가학으로 중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굉은 왕안석의 신법이 근거한 유흠의 『주례』가 

삼강을 망각한 위서임을 논증하고, 왕안석의 신법이나 학문 역시 중화질서

를 어지럽히는 이단사설이라 비판한다. 

  호굉의 이러한 정치의식은 그의 아버지 호안국의 『춘추전』 해석을 계승

한 것이다. 호안국은 공자 춘추필법의 핵심이 삼강에 있다고 해석한다. 즉 

삼강이란, 군신·부자·부부라는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관계 또는 위

계 자체이며, 이는 인간의 도리가 말미암는 바탕이자, 정사의 근본이라 본

다. 호굉은 아버지의 관점을 계승하여 삼강이 인간이 되는 근본이자, 중화

가 되는 근본임을 더 분명하게 제시한다.

  2. 호굉의 ‘성(性)’ 개념은 기존 유학자들의 이해와 달리 심리적 경향성

이나 욕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당시 유학자들, 특히 이정문하에서는 성을 

심리적 경향성·욕구와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호굉은 이정문하와 『중용』의 

‘미발’을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성[中]은 어떠한 심리적 현상 또는 그런 현

상을 띠도록 만드는 힘이나 능력조차도 비어있는 근본이라 주장한다. 이때 

근본[本]의 의미는 화려한 채색이 물들 수 있는 비어있는 원형과 같이, 심

리적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바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결코 

양성(養性), 즉 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호굉에게 성은 힘이나 

능력처럼 길러야 하는 대상이 아닌, 무언가를 채워 넣음으로써 완성시켜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成性]. 호굉은 이러한 미발-이발 또는 근본[원형]-활동



- 84 -

을 성체심용(性體心用)으로 제시한다. 즉 성이라는 본체는 마음작용과 단

절되어 있으면서도, 마음작용이 바탕을 둔 근본[원형]이라는 것이다. 

  호굉은 이러한 성이 모든 기적인 생명현상을 싣고 있는 근본이자 본체

이기 때문에 기적인 현상을 넘어서 있는 형이상자인 도(道) 또는 리(理)에 

해당하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근본으로서의 성, 즉 ‘본성(本性)’이 곧 “삼

강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한다. 호굉은 성을 사계절‧추위‧장마와 같은 하

늘의 운행과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군신·부자·부부라는 관계를 인간이 당

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으로 조건과 같이 설명한다. 이

러한 자연적 조건은 우리가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한 최선의 방식을 찾아 대응하면 될 뿐

이다. 마치 인간은 날씨가 추우면 외투를 입어야 하고 홍수가 나면 댐을 

쌓음으로써 온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군신·부자·부부 위계 역시도 이를 당

연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최상의 방식을 찾아 대응해야만 인간답게 살

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3. 호굉은 ‘음양’을 형이하자라 해석하는 이정과 달리, ‘음양’이라는 짝

의 형식을 형이상자인 도(道)라 해석한다. 이 ‘음양’이라는 짝의 형식이 모

든 생명활동의 근본 또는 본체가 된다는 것이다. 호굉은 ‘음양’을 삼강과 

결부시켜 이해한다. 즉 삼강 역시 군주[陽]·신하[陰], 아버지[陽]·자식[陰], 

남편[陽]·아내[陰]라는 짝의 형식이다. 호굉은 모든 생명현상이 삼강이라는 

짝의 형식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짝

[對]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짝의 형식은 어떤 생

명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주는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존

재형식에는 짝이 교류하는 일정한 형식을 함축하고 있다. 즉 짝으로 드러

난 두 생명체는 반드시 자극을 주고 반응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생명활동

을 한다. 호굉에게는 군신·부자·부부라는 존재형식과 자극-반응이라는 교

류형식이 곧 형이상자인 도(道) 또는 리(理)이며, 이는 이정 문하에서 말하

는 도덕적 기준인 리(理)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강이라는 본성은 개인의 관점에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 개인

은 짝에서 반쪽 자리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신’·‘부자’·

‘부부’라는 존재형식은 개인의 마음에서 ‘나’-‘외물’이라는 존재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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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며, ‘자극-반응’이라는 교류형식은 ‘호오’라는 반응형식으로 주어진

다. 반드시 ‘내’가 ‘아버지’이면 ‘외물’이 ‘자식’이거나, ‘내’가 ‘자식’이면 

‘외물’이 아버지이며, 외물의 자극이 오면 나의 마음은 반드시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반응을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호굉은 개인의 마음이 

기적인 형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라는 마음은 존재형식의 반쪽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신체에 한정된 나를 따라 반응하기 쉽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마음작용을 존재형식[天理]에 의해 반응하는 공한 지각과, 

인욕(人欲)에 의해 반응하는 사사로운 지각으로 구분한다.

  삼강은 나의 마음에 있어서, 나[我;內]와 상대방[物;外]이 합일하는 원리

[道]이기도 하다. ‘나’와 ‘상대방’은 하나의 짝을 이룬 존재이기에, ‘나’를 

위하는 일이 곧 ‘상대방’을 위한 일이며, ‘상대방’을 위한 일은 곧 ‘나’를 

위한 일이다. 스스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식으로서의 직분과 역

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동시에 상대방인 아버지를 위해 성실히 효도

하며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남 모두를 위해 살아갈 

가능성과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만 주어진다. 나의 본성에는 반드시 상대방

의 존재형식이 함축되어 있기에, 나의 본성을 확인하는 일이 상대방의 존

재를 확인하는 일이고, 나의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아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즉 나의 본성은 내가 마주하고 대응해야 할 만

사만물의 근본이다. 따라서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이 어떠하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건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일은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상

대방이 고수와 같은 악독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는 사

태에 마주할 지라도 이런 외물과 사태는 나의 본성으로부터 드러난 것이

므로, 내가 진실하게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아

버지를 기쁘게 하여 자식답게 될 수 있고 인간답게 될 수 있다. 순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호굉에게 삼강은 비어있는 자리이고, 이 자리에는 오직 성인이 만든 예

법만이 들어올 수 있다. 성인은 ‘인간관계의 지극함[人倫之至]’이다. 성인

은 만물만사가 가장 지극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을 미리 경험해보고 이런 

방식을 예법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군신·부자·부부라는 존재형식에는 ‘군신

간의 의리’·‘부자간의 친함’·‘부부간의 구별’이라는 예법이 더해졌을 때 알

맞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왕안석의 신법이나 유흠의 『주례』와 같은 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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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법이 들어오면 반드시 관계가 이반되고 본성은 망실하게 된다. 삼강

이라는 본성은 애초에 오상 등의 예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약된 비어있

는 자리인 것이다. 호굉이 도덕적 기준이 비어있는 무선무악한 성을 강조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자’라는 본성에는 본래 ‘부자간의 친함’이라

는 예법이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예법이 비어있는 ‘부

-자’라는 존재형식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부자’

라는 본성을 확인한다면 본래 채워져야 할 ‘부자간의 친함’이라는 예법을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법이 비어있는 본성은 인간에게 

예법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명령과도 같다[天命之謂性].

  4. 호굉이 삼강을 본성으로 정립한 배경 중 하나는 당시 권력층에 관한 

비판의식이 있다. 호굉이 보기에 당시 권력층은 삼강이라는 위계를 자각하

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

람들이 본성을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情]이나 욕구[欲]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다면, 당시 권력층과 같이 제자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결국 위계가 무너져 

혼란과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굉은 살아있음[生]의 근본인 

성(性)은 지각과 같은 타고난 성질이나 기능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은 

오직 삼강을 따를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경향성‧

욕구와 분리된 삼강만이 본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본성 또는 제자리를 확

인하고 그 자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점에서 호굉이 권력

층에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남편은 남편답

고, 아내는 아내답게 살면 된다. 특히 삼강이라는 본성은 황제에게 막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황제는 자신이 마주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이미 자

신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다. 황제가 스스로 자식임을 자각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불공대천의 원수를 처단하는 것임을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를 진실하게 실행한다면 스스로가 인간답게 되고 중화질서

를 회복할 것이나, 이를 외면한다면 천자가 아닌 금수에 가까운 자일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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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호굉은 삼강이라는 본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학문적 기반을 확고

히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삼강이라는 본성은 오직 오상 등의 

예법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예정된 자리이다. 따라서 본성을 완성하는 방법

은 오직 성인이 만든 예법과 성인들이 전수해온 경전에 담겨 있다. 따라서 

유흠의 『주례』나 왕안석의 학문을 배제하고, 공자가 지은 『춘추』를 다시 

경전의 지위에 올리며 공맹의 도통을 계승한 이정의 학문을 다시 관학으

로 세워야 한다. 호굉이 이정 학문을 존숭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왕안석의 반대편인 

동류의 입장으로서 존숭한다는 것이지, 본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호굉은 

아버지의 견해에 의탁하여 이정과 다른 길을 간다. 이정이 제시하는 성선

설과 성즉리설은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이라는 덕을 본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오상의 덕목을 선한 반응[情]을 띠게 만

드는 힘이나 능력[德]으로 이해하고, 본성에는 이런 능력[德]이 리(理)로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호굉이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군신·부자·부부

라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인의예지신 등의 덕목을 구분하지 못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경향성이나 욕구는 본성이 될 수 없고, 

감정적인 반응이나 욕구를 띠게 만드는 힘이나 능력 역시 본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측은지심[정]을 발하는 인(仁)이라는 덕 역시 본성이라 할 수 

없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자리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다. 이

렇게 제자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인간은 제자리가 요구하는 덕목을 끊임없

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호굉은 자신이 제시하는 본성이 

삼강이라는 존재형식[理]과 오상 등의 예법[理]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

다. 호굉이 보기에 이정 또는 그 제자들이 오상의 덕목[理]을 성으로 말하

는 것은 천명의 전체를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굉은 삼강을 근거로 삼아 불교를 비판한다. 호굉에게 삼강은 세계의 

근본이다. 즉 삼강이라는 존재형식을 벗어나면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사회에 속하지도 못한 개인 또는 개체[獨]만이 남게 되는데, 이런 

개인 또는 개체는 죽음이나 없음[無]으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삼강 밖

의 존재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호

굉이 보기에 불교는 군신·부자·부부라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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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주거나 삶을 얽어매는 물(物)로 취급하고, 고원하고 형이상학적인 

말을 늘어놓으며 인간의 고통스런 삶을 구원해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

다. 그러나 삼강이라는 도[道]야말로 공자가 말한 ‘하나로 관통하는 도[吾

道一以貫之]’이며, 이를 통해 나와 남의 뜻을 모두 이루어 만물이 제자리

를 찾는 중화질서를 이룰 수 있다. 호굉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물(物)로 

취급하던 군신·부자·부부라는 위계를 형이상자인 도(道) 또는 리(理)로 규

정함으로써, 스스로의 학문을 공자의 도를 계승한 성인의 학문으로 정립시

켜나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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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HU Hong’s nature and ‘Three Relations 

(三綱)’, and thus explain that a mo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HU Hong’s concept of nature is possible 

through the ‘Three Relations’. 

‘Three Relations’ is an important idea in HU Hong’s 

philosophy. HU’s ‘Three Relations’ refers only to th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and vassal, father and son, 

husband and wife, which means only the positions 

themselves within the relations. He strongly advocated wars 

that based on the Three Relations against the Jin Dynasty, 

which invaded the Song Dynasty. Moreover, he used the 

Three Relations as the basis of his argument to fight 

against QIN Hui, an influential vassal who respected WANG 



- 93 -

Anseok’s thoughts and suppressed those of the Cheng 

brothers. HU Hong’s such governance theories were 

actually the results of he following his father HU Anguo’s 

interpretation of the Spring and Autumn Annuals. HU Hong 

followed his father’s ideas and views the Three Relations as 

the basis to be a human-being as well as the basis to 

achieve equilibrium and harmony. 

HU Hong thinks in the following ways. Since 

human-beings act only according to their emotions [情] and 

physical desires [欲], they usually forget their own proper 

positions and go against the positions in relations. 

Eventually, such situation causes chaos and the country’s 

decline. Therefore, psychological tendencies or physical 

desires, which emerge from one’s body, cannot be the basis 

of ‘to be alive’, i.e. nature (性). A world of peace, 

equilibrium and harmony in which all human-beings will be 

able to live as true human-beings, will be formed when 

human-beings complete the Three Relations. In other 

words, such world will exist when a sovereign lives in the 

way like a sovereign, a vassal lives in the way like a vassal, 

a father lives in the way like a father, a son lives in the 

way like a son. This is the reason why HU claims that “‘the 

Three Relations’ is the nature of human-beings [三綱, 人之

本性]”.

HU Hong establishes the Three Relations as the 

concept of nature in metaphysical sense. In order to 

achieve this, HU matches ‘yin-yang (陰陽)’ (as a whol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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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of a pair) with ‘the Three Relations’ and to 

understand them by interpreting ‘yin-yang’ as the way (道), 

which belongs to the metaphysical aspect. In other words, 

sovereign [yang] - vassal [yin], father [yang] - son [yin], 

husband [yang] - wife [yin] are the forms of different pairs.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forms of existence [天理], 

which define each living-being’s existence. In this way, 

nature is only a form. It is totally separated from 

psychological tendencies or physical desires. For this 

reason, it is definitely impossible to say that nature is the 

force or capacity that makes emotions and physical desires 

emerge. In the same way, it is also impossible to say that 

benevolence (仁), the virtue (德) which makes commiseration 

[情] emerge, is the nature. HU refers benevolence (仁) only 

to as the mind (心). Consequently, HU never mentions about 

the cultivation of nature (養性). Nature is what a person 

must complete [成性] by devoting himself to ritual 

prescriptions such as the Five Virtues.

Starting from the very beginning, the nature (i.e the 

Three Relations) is just a vacancy. It is reserved for the 

acceptance of ritual prescriptions such as the Five Virtues. 

Therefore, HU Hong emphasizes that the nature is neither 

good nor bad and is not filled up with any ethical norms. 

For example, in the case of ‘father-son’, which is the 

nature, originally it should be filled up with the ritual 

prescription of ‘intimacy between father and son’. 

Unfortunately, what is conferred on human-beings is only 

‘father–son’, which is in fact a form of existence wi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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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ual prescriptions. Thus, if human-beings verify the 

‘father-son’ relation (i.e the nature) themselves, they will 

try to accept the ‘intimacy between father and son’ (i.e the 

ritual prescription, which originally the nature should be 

filled up with). In this sense, the nature, which is empty of 

ritual prescriptions, is the same as an order that ask 

human-beings to demand and to devote themselves to ritual 

prescriptions [天命之謂性]. 

HU Hong laid his own political and academic 

foundation by admiring WANG Anseok’s opponents, the 

Cheng brothers’ thoughts. However, even thought both the 

Cheng’s theories of human nature and the HU’s ones are 

under the category of Confucianism, they are obvious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Cheng’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s innate goodness is based on his perspective 

which identifies the Five Virtues with the nature. On the 

contrary, HU thinks the Cheng brothers fai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hree Relations’ itself and the virtues 

necessary for the Three Relations. Therefore, for HU,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Cheng brothers do not really 

understand the whole command of heaven, which possesses 

both the Three Relations (the form of existence) [理] and 

the Five Virtues (ritual prescriptions) [理].        

‘Three Relations’ also serves as firm evidence in 

criticism of Buddhism. From HU Hong’s standpoint, ‘Three 

Relations’ is the basis of the world. This means that if one 

gets rid of the Three Relations (i.e. the form of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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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only end up with death or nothing [無]. Buddhism 

talks about existence or a world outside the Three 

Relations. Such kind of idea is never possible in HU Hong’s 

logic. Buddhism views th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and 

vassal, father and son, husband and wife as external 

things, which give individuals pain or take possession of 

their lives. It can be concluded that although Buddhism 

spreads lofty ideas and metaphysical sayings, it is HU Hong 

who stands against Buddhism by defining the Three 

Relations as the way (道) or li (理).

Keywords: HU Hong (胡宏), Nature (性), Three Relations (三綱), 

Five Virtues (五常), Ritual prescriptions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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