霞谷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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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韓國 陽明學은 鄭齊斗(1649-1736)로부터 시작한다. 정제두 이전에 南彦經(1528-1594), 李瑤,
崔鳴吉,(1583-1647), 張維 (1587-1638)등이 있었지만, 이들의 양명학에 대한 관심은 부분적이었고,
양명학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양명학자로 자처한 것은 정제두가 처음이다. 정제두가 60세 江華
道의 霞逸里에 정착하면서부터 조선의 양명학파는 형성이 되었다. 정제두에 관해서는 주자학적
인 성격도 강조가 되었고, 그리하여 陽明右派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제두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에 대해서도 양명학을 비판한다던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됨
으로써 속은 양명학이지만 겉은 주자학이라는 규정(陽朱陰王)도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비판하고 이들을 묶어주는 것으로 江華學이라는 주장도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1)

제한적임을 검토하고, 이들을 묶어주는 개념으로 霞谷學(派)라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하곡학
이라고 하는 틀은 退溪學이나 栗谷學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여야 함을 뜻한다. 아무도 퇴계학
을 安東 朱子學이라고 하거나, 율곡학을 江陵(혹은 坡州) 朱子學이라고 설정하지 않는다.

* 국제뇌교육대학원 교수
1) 학파가 성립하려면 종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곡학에서는 양명학이라는 종지가 뚜렷하게 제시되
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는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자학이 독주하는 조선의 상황에서 양명학을 종지로
세우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혈연과 학연을 통해서 면면히 양명학을 이어 내려간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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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鄭齊斗
먼저 정제두의 양명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정제두가 욕망의 자유스런 발산을 주장하는
2)

陽明左派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陽明右派라는 시각이 있다. 2)양명학을 나누는 사고는 기존의 학
자들에 의해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다. 黃宗羲는 지역별로 학파를 구분하였다. 황종희는 浙中,
江右, 南中, 楚中, 北方, 粤閩 등 여섯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현대적 개념에 따라
분류한 것이 岡前武彦이다. 岡前武彦은 良知現成派, 良知修證派, 良知歸寂派로 분류한다. 岡前武
彦은 양지가 그대로 現成說을 제창한 자로 王畿와 王艮을 들고 있는데 이를 左派이자 現成派라
고 한다. 그리고 良知歸寂설을 제창한 자는 葉豹와 羅洪先을 들고 있는데 이를 右派 또는 歸寂
派라고 한다. 그리고 良知修證설을 제창한 자로 鄒守益과 歐陽德을 들고 있는데 이를 正統派 또
는 修證派라고 한다.3)3)그런데 이러한 삼파 분류는 현대의 학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수
4)

증파의 사상은 이미 王畿나 王艮에 의해 제시되고 있고, 現成 良知도 수증파가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제두의 학설을 양명우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명우파라고 한다면, 歸寂說을 주장해야 하는데 정제두는 귀적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귀
적설에 의하면 공부가 직접 드러나는 것(현성)이 아니라 未發의 本體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
들은 미발본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主靜工夫 즉 靜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제두도 정좌
공부를 하였지만, 고요한 본체가 아니라 流行하는 本體를 깨닫고자 하였다.5)5)그가 생각하는 本
體는 本性의 性體이다. 性體를 깨달으면 心體와 하나가 된다. 기존의 양명학 연구는 대체로 양
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제두는 性體 즉 천리가 유행하는 現成良知를 깨닫고자 하였다.
이러한 성체에 대한 사고는 단순히 양명우파적인 사고로 한정지울 수 없다.
정제두가 本體를 중시하여 作用을 경시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하곡에서는 마음의 본체로서의
理만이 강조되고 마음의 작용, 즉 양지의 작용은 약화되고 말았다. 이 점이 바로 양지 그 자체
는 강조되면서도 그 양지를 밖으로 확대하고 실천하는 치양지는 중요시되지 못한 이유이다. 따
라서 하곡에서 있어 치양지의 약화는 행의 약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지행합일도 그 의미가 약화
6)

되었다” 6)그러나 이러한 연구야 말로 본체와 작용을 이분하여 본체는 양명우파, 작용은 양명좌
2) 이상호, 2004 정제두 양명학의 양명우파적 특징,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岡前武彦, 1970 왕양명과 명말의 유학, 明德出版社.
4) 林月惠, 2005 良知學의 轉折-聶雙江與羅念庵思想之硏究, 臺大出版中心. 中純夫는 왕기의 현성파와 구
양덕의 수증파가 대립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지수증파에 관하여｣(富山大學敎養部紀
要, 22권 1호, 1989) 吳震은 왕기도 수증이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聶豹 羅洪先評傳(남
경대학출판부, 2001)
5) 이경룡은 이것이 王時槐의 透性工夫와 비슷하다고 한다. (｢17세기 後陽明學과 霞谷學의 定位｣ 양명학
15호, 247면.) 張學智는 透性工夫를 주자학과의 연관성속에서 바라보고 있지만(明代哲學史, 北京大學
出版社, 208-212면), 투성공부는 양명학에서 좀 더 근원적인 공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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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파라고 보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정제두는 知行合一을 강조하였다.

정제두는 양명좌파인 王畿8)나8)羅汝芳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보인다.9)9)정제두가 왕기의 문집인
龍溪王先生會語를 소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生理가 性體이고 神理이며 上帝의 帝則이라는 것
10)10)

을 강조한다.

이는 內丹工夫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본체이다. 그것을 그는 상제의 법

칙 혹은 神理, 혹은 生理라고 하는 것이다.11) 정제두의 이러한 생리와 신리에 대한 강조는 삼교
11)

합일으로 귀결된다.
다만 그 생리적인 측면에서 고자는 타고난 것이 본성이다고 말하니 주역에서 이른바 천지의 큰
덕은 생이라고 말한다. 본래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란 측면에서 맹자는 성선이라고 말한다. 중용의
하늘이 명한 것이 본성이라고 말하고 본성을 따른 것을 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일 뿐이니,
모든 일과 모든 리가 모두 이곳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으니 이 때문이다.
12)12)

노자의 불사와 불교의 불멸은 모두 이(생리) 때문이다.

6) 이병도, 한국유학사 380면.
7) 龔鵬程은 정제두가 경세 실천을 중시한 학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제두가 淮陽지방에 대한 치적이
매우 뛰어났음을 들고 있다. 龔鵬程, 2007 ｢韓國陽明學者鄭齊斗的經世思想｣, 第4回 霞谷學國際學術大會
發表文, 41-42면.
8) 彭國祥은 정제두와 王畿가 본체과 공부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彭國祥, 2006 ｢本体与工夫：郑
霞谷与王龙溪合论｣, 第3回 霞谷學國際學術大會發表文, 16면.
9) 이경룡, 앞의 논문, 237-244면 참조.
10) 하곡집 ｢存言上｣, ｢生理虛勢說｣ 理性者生理耳. 蓋生神爲理爲性, 而其性之本, 自有眞體焉者, 是其性也
理也. 故於生神中, 때其有眞有妄, 得主其眞體焉則是爲尊性之學也. 故於凡理之中主生理, 生理之中擇其眞
理, 是乃可以爲理矣. ｢存言中｣, ｢生理性體說｣ 人心之神, 一箇活體生理, 全體惻怛者, 是必有其眞誠惻怛純
粹至善, 而至微至靜至一之體焉者, 是乃其爲性之本體也.
11) 이는 왕기나 나여방의 이론에서 나온다. 생리가 도교의 中丹田에 가까운 것이라면, 신리는 上丹田에 가
까운 개념이다. 도교적인 개념에 리라고 하는 유가적인 개념을 부가한 것이다. 생리와 신리는 중국 양
명학을 이해하는 핵심키워드이다. 진헌장은 불교와 도교에 맞서 유학의 종지를 옹호하고자 했다. 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회를 초월해야 하고 그것을 神理에서 찾았다. 그것은 도교적
냄새가 많이 나서 왕양명은 良知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지의 내용도 도교의 정기신을 근간으
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왕기는 神理가 도교적인 元神과 비슷해서 사용하기를 꺼려했다. 오히려 生
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했다. 안균은 仁神을 주장하여 신리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경지는 다른 제자들도 쉽게 도달하지 못했다. 나여방은 생리와 신리로 병행해서 설명한다. 이는 왕
기가 신리보다는 생리를 내세운 것과 대조가 된다. 그는 신리는 心體에 속하고, 생리는 性體에 속한다
고 한다. 그러나 성체는 심체의 생리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신리가 중요하
다. 나여방은 이 신리가 곧 하늘에서 부여되는 것이고, 그것은 맹자의 진심(존심)-지성-지천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이는 담약수 학파가 비판하는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덕적인 원리를 얻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경룡, 2008 ｢나여방: 양지에서 생리와 신리로 전환｣,
한국양명학회 2008 봄 학술대회 발표문 참조.
12) 하곡집권8 ｢존언상｣ “一點生理說. 只以其生理則曰生之謂性, 所謂天地之大德曰生. 惟以其本有之衷, 故
曰性善. 所謂天命之謂性, 謂道者, 其實一也, 萬事萬理皆由此出焉. 人之皆可以爲堯舜者卽以此也. 老氏之
不死, 釋氏之不滅, 亦皆以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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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의 생지위성은 주역의 생과 맹자의 성선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것은 중용의 성, 도와 하
나가 되고, 이것은 다시 노자와 불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제두가 생리나 신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양명우파적인 사고로만 볼 수 없다.
다음은 욕망긍정(任情縱慾)과 관련된 태도이다. 慾望肯定을 주창하는 것이 양명좌파라고 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양명우파라고 하는 사고이다. 이때의 양명우파는 단순히 귀적파적인 사고
가 아니라,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정제두는 양명우파이다. 그러나
욕망긍정이 양명학의 특색은 아니다. 양명학은 어디까지 욕망을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욕망의 무조건적인 發散을 긍정하지도 않았다.13) 흔히 양명학은 좌파식으로 이해되지만, 그것은
13)

양명학이 일부분일 뿐이다. 양명학에서는 주자학과 같이 욕망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자연스런 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왕양명도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14) 욕망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욕망의 긍정여부로 양명학
14)

내지는 정제두를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일본의 양명학 연구를 그대로 답
습하는 것이다. 近代的 思考는 욕망을 긍정하는 것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것은 양명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명학이 좌절 혹은 굴절됨으로써 중국의 근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15)15)

일본은 완성했다는 것이다.

정제두는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욕망을 다스리는 공부로서 愼獨工夫를 주장한다. 신
독공부에 대한 강조는 劉宗周에게서 나타난다. 그런데 주자학에서도 신독공부를 강조한다. 주자
학에서는 마음이 발동할 때[已發] 남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삼가야 한다고 한다. 그 마음의 움직
임이 남이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誠意]
이에 대해 유종주는 주자학이 마음을 움직임과 고요함 둘로 나누었다고 비판한다. 본체의 마음
은 안과 밖이 없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마
음을 둘로 나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종주는 마음의 본체에 대한 體認을 강조한다. 그것이
愼獨이라는 것이다. 양명학에서 신독도 敬工夫와 마찬가지로 양지의 유행을 체득하는 것이다.16)
16)

13) 스피노자는 欲望을 人間의 本質로 보고 있다. 그는 自己保存의 힘이 人間의 精神과 身體 모두에게 關係
할 때 欲求라고 하고, 그것을 意識할 때 欲望이라고 말한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思考는 人間의 非合理
적인 欲望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欲望의 合理的인 作動構造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질 들뢰즈는 이러
한 스피노자의 思想을 자기 哲學의 중심으로 삼았다. 조현진역, 2006 에티카, 책세상, 152-153면 참
조. 그러나 양명학은 욕망을 자기 보존의 힘으로 보지도 않았고, 자기 철학의 중심으로 삼지도 않았다.
14) 전습록상28 “只要去人欲存天理, 方是功夫. 靜時念念去人欲存天理, 動時念念去人欲存天理, 不管寧靜不
寧靜.”
15) 島田虔次의 중국에서의 근대사유의 좌절 과 溝口雄三의 중국전근대사상의 굴절과 전개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욕망긍정의 양명학이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절 혹은 굴절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었다.
16) 이러한 신독공부는 張維의 愼獨箴에 잘 드러나 있다. “그윽하고 고요한 곳,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 신은
너에게 임하니, 신독하여 삿된 것을 막으면 자연 넘쳐 흐르는 것이 하늘에 가득찬다”(有幽其室, 有默其
處, 人莫聞睹, 神其臨汝, 警爾惰體, 遏爾邪思, 濫觴不壅, 滔天自是 : 谿谷集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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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가 정제두에게서 전해진 것이다. 정제두는 “신독하면 中和를 이룰 수 있고, 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고 한다.”17) 여기서 신독이란 情과 欲을 다스린 것이
17)

다. 정과 욕은 氣의 움직임 구체적으로는 命門相火의 過不及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것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신명함(太極上帝)으로 몸을 주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독은 마음의 신
명함을 일깨우는 공부이다. 이는 마음의 신체에 미치는 생리적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18)

18)

다음은 정제두의 학문적 경향이 靜的이고 자기 省察的인 경향이기 때문에 양명우파라고 하는
19)19)

평가이다.

이것도 앞서서 양명좌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양명좌파는 오히려 양명학에서 차지하

는 범위에서 크지 않았다. 양명좌파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적이고 자기 성찰
적이었다. 또한 그가 하인이나 종에게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개혁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그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창조적인 행동가일 수 없다고 그를 평가하는 연구도 있
다.20)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 여전히 양명학을 反封建的인 사고로 간주하는데서 오는 한계이다.
20)

양명학이 주자학을 비판하였지만, 그렇다고 반봉건적인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니다. 반봉건적인 사
고를 가진 사상가는 李贄를 제외하면 양명학에서도 드물다.
정제두는 일생을 조심조심하면서 연구와 수양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수양공부는 중간의 병치
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는 주자학이 위세를 떨치는 상
황이었다. 조금이라도 주자학에 도전하는 방식이라면 사문난적으로 몰아 죽임을 당하였다. 尹鑴
(1617-1680)와 朴世堂(1629-1703)이 그에 해당한다. 윤휴와 박세당은 주자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
기하고 자기 나름의 주석을 달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행동이 노론정권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견제와 아울러 핍박을 받았던 것이다.
“대개 정제두가 양명학을 한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나, 문을 열고 도제를 받아들여 그 학에 중독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또 글을 짓고 주장하여 주자학을 드러내놓고 비난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저의 친구들도 자못 통렬히 나무라면서도 오히려 친분을 지켜 변하지 않고
있다 하니, 앞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직은 해가 유포된 것을 모르겠네 朴世堂의 改注(思때錄)에 대
해서도 단지 소문으로 이러하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일찍이 그의 말을 직접 듣거나 그 책을 직접
본적이 없네. 혹자는 ‘저가 이 책으로 문인들을 가르치나 문인들이 모두 즐겨 읽지 않는다’하고, 또
혹자는 ‘자기 개주한 책을 숨겨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지 않는다’하니 마치 적의 실정과 같아 어
디로부터 그 진실된 내용을 알 길이 없네. 이미 그 말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으니 무엇에 근거하여
21)21)

막고 물리치겠나.”

17) 하곡집 筵奏 5월 2일
18) 남상호, 2005 ｢하곡 정제두의 중극론｣, 양명학13호, 112-130면.
19)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동화출판공사, 125면과 최제목, ｢양명학의 한국적 변용｣ 하곡 정제두, 예문
서원, 114면.
20)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125-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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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제두가 학문과 강학을 하였던 것은 자신의 조심하는 성격과 英祖의 비
호가 크다.22) 정제두는 영조의 蕩平政局에 대해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세력화하지
22)

23)23)

않았다.

정치 세력화했다면 하곡학파는 만들어 질 수 없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정제두의 철학사상을 주자학적으로 평가하는 사고도 있다. 그는 心經附注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전에 대해 주석을 달고 있다.24) 정제두는 심경부주에 대
24)

한 주석서로 心經集義를 저술한다. 심경집의는 심경부주를 간략화한 것이고, 심경부주
는 李滉이 관심을 가진 책으로, 주자학적인 心法을 서술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은 정제두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정제두는 심경부주가 4권 2책 37장으
로 되어 너무 번거로워 1책 21장으로 축소한다. 그가 심경집의를 쓴 것은 양명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연계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양명학적인 입장에서 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왕양명의 ｢朱子晩年同異考｣에서도 나타난다. 왕양명은 자신의 학설이
주희의 만년사상과 같다고 하기 위해서 ｢朱子晩年同異考｣를 쓴다. 그러나 만년이 아닌 편지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양명이 자신의 학설의 보편
성을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제두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아울러 정제두는 심경부주가 가지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정제두의 많은 경전에 대한 註釋에 대한 평가이다. 정제두는 四書解와 經學集錄
25)25)

을 쓴다. 이러한 작업은 양명학적인 사고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이러한 작

업도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왕양명이 죽고 난 뒤에 양명학의 보편
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서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지향하고자 했다. 사서는 주희가 六經
을 대신하여 사대부의 이념적인 기초를 정초지우고자 했던 책이다. 주희의 사서집주는 과거의
표준 주석서가 되었다. 양명학 쪽에서는 羅汝芳이 그 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
다. 나여방은 불교나 도교의 수양론에 맞서 유학의 수양론을 완성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26)26)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작업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21) 한수재집권11 ｢답신백겸｣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카하시(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289-308면 참조. 기존의 연구는
뒤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다카하시의 조선양명학 연구를 비판하지만, 다카하시의 정제두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묘사는 놓치고 있다.
23) 조남호, ｢정제두의 황극론 고찰｣, 3면 참조.
24) 윤남한, ｢하곡학의 기본방향과 단계성｣ 하곡 정제두, 예문서원, 69면. 윤남한은 정제두의 학설이 초
년, 중년, 만년이 다르다고 한다. 초년에는 정주학이었다가 중년에는 양명학으로 전환하였고, 만년에 다
시 정주학으로 갔다고 주장한다.
25) 윤남한, 1986 조선시대양명학연구, 집문당, 38면.
26) 이경룡, 2006 나근계선생어록휘집, 신성출판사, 전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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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서 끊어졌고, 이러한 해석을 考證學이 대체하였다. 그렇다면 고증학적 경향으로 흡수되
어 버린 중국 양명학자들의 경전들에 대한 종합적 해석 경향은 조선의 정제두가 계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제두가 이 작업을 계승할 수 있었던 여건은 양명학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27)27)

그의 해박한 주자학적인 경전이해가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그의 작업도 나여방과 마찬가지로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제두에 대한 평가를 정인보는 “鄭齊斗가 錢德洪의 規矩를 겸하고 王畿의 超悟함이
28)

있으되 羅洪先의 檢覈을 합하였다” 고 評價한다. 이러한 평가가 단순히 정제두를 최고의 학자로
28)

띄우기 위한 찬사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양명학자들을 포괄하고자 하였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정제두의 시대가 되면 중국에서는 양명학의 시대가 끝나고 없었던 것이다. 정제두는 중국 양명
학 가운데 양명우파나 양명좌파를 막론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제두는 陽明後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3. 하곡학파
먼저 한국양명학의 특징을 ‘陽朱陰王’이라고 평가한 高橋亨을 살펴보자. 다카하시는 京城帝國
大學의 교수로, 문학 민속학 철학분야에 뛰어난 업적으로 남겼다. 그는 특히 조선의 주자학을
主理主氣라는 개념틀로 조망함으로써 조선 유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양명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곡집을 비록한 양명학자의 문집을 규장각에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양명학파｣라는 양명학에 대한 논문과 정인보의
｢양명학연론｣에 대한 서평을 쓰고 있다. 그는 ｢조선의 양명학파｣라는 글에서 조선의 양명학 전
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조선 양명학파에 대한 성격규정이다.
다카하시는 조선 고서 해제사업의 동료이자, 經學院과 경성제국대학의 동료였던 鄭萬朝
(1858-1936)의 말을 빌어 조선의 양명학은 陽朱陰王이라고 규정한다. 정만조의 말에 따르면, 조
선의 양명학은 東萊 鄭氏, 全州 李氏 집안에서 내려온 家學으로, 벼슬을 위해서는 주희의 말을
암송하지만, 안으로는 양명학을 받들었다고 한다. 다카하시는 그 예로서 李忠翊이(1744-1816) 처
음에는 양명학을 배웠지만 주자학으로 돌아섰고, 李令翊(1738-1780)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27) 임선영은 정제두의 중용이해가 修道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왕양명의 중용이해와
맥을 같이하고, 주희의 존재론적인 중용이해와 해석을 달리한다. 임선영,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적 중
용이해｣ 한국철학논집13호. 조남호는 정제두의 황극이해가 육왕학파의 관점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조남호, ｢정제두의 황극론 고찰｣ 양명학제16호.
28) 鄭寅普, 1975 陽明學演論, 三星文化財團,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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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연구에서 비판되어졌다.

조선에는 양명학이 있음에도 주자학만이 있었

고, 그것이 民生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空理空談에만 흐르고 있었다는 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나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문泳珪도 이러한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오해의 발단이 있음을 이야기하
고 있다. “그 오해의 발단이란 철종조 李是遠과 고종조 李建昌의 생애가 벼슬이 너무 높았고, 그
렇기 때문에 너무 多辭할 밖에 없었던 데 있었다고 나는 또한 생각하고 있다. 벼슬이 너무 높았
기 때문에 중앙의 권좌를 휘감고 있던 東萊 鄭氏 一門과 같은 少論끼리의 접촉이 잦지 않을 수
없었고, 접촉이 잦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도 응당 받게 마련이었던 것이다.”30) 이는 이시원과
30)

이건창이 고위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복합적일 수 밖에 없어 양명학자로 분류되기
어렵고, 다카하시의 주장이 정만조로부터 나왔는데 정만조의 양명학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양명학에 대한 성격규정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정제두와 정인보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신이 양명학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숨겨야 했거나, 아니면 주자학이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무
시해야만 하는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사고가 전적으로 양명학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주자학과 양명학 사이를 넘나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주자학과 양명학에 국한되지
31)31)

않은 채, 주자학과 양명학을 모두 아우르는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제두가 양명학의 정점

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양명학을 고수하기 보다는 주자학적인 사고도 받아들이고, 더 나
아가서는 경세치용의 학문을 할 수 있었다.
32)32)

한국의 양명학파를 假學批判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

정제두의 제자들의 학문의 영역은 매우

넓고 그것을 양명학으로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속에는 거짓학문을 비판하는 것이
공통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먼저 家學批判이 하곡학의 중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 양명학을 實心 實學으로 규정하는 정인보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조선 수백 년 간 학문으로는 오직 유학이오. 유학으로는 오직 정주를 신봉하였으되, 신봉의 폐
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뉘었으니, 하나는 그 학설을 배워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私營派이오, 하
나는 그 학설을 배워 중화적전을 이 땅에 드리우려는 尊華派이다. 그러므로 평생을 몰두하여 심성
을 강론하되, 실심과는 얻어볼 생각이 적었고, 한 세상을 움직이게 도의를 표방하되, 자신밖에는 보
이는 것이 없었다. 그런즉 세강속쇠(世降俗衰)함을 따라, 그 학은 허학(虛學)뿐이요, 그 행동은 가행
29) 이형성, 1999 ｢고교형의 조선양명학사 연구와 그 극복｣ 한국철학논집7,8.
30) 민영규, 강화학 최후의 광경, 우반, 88면.
31) 中純夫, ｢초기 양명학파의 양명학 수용｣, 제1회 강화양명학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90면. 中純夫는 李
匡臣은 朱王折衷的이고, 沈錥은 주자학을 존숭했으며, 尹淳은 양명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
한다.
32) 심경호, ｢강화학파의 가학비판｣ 양명학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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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行)뿐이니, 실심으로 보아 그 학이 허인지라. 사계(私計)로 보아 그 학이 실(實)이오. 진학(眞學)
으로 보아 그 행이 가(仮)인지라. 위속(僞俗)으로 보아 실(實)이라. 그러므로 수백 년 간 조선인의
실심실행은 학문 영역 이외에 구차스럽게 간간잔존(間間殘存)하였을 뿐이오. 온 세상에 가득 찬 것
33)33)

은 오직 가행이오, 허학이라.”

정인보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스승인 李建芳과 정제두를 계승한 것이다. 이미 정제두는 “학문
은 虛論에 구할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속일 수 없는 이 한 자리로부터 진위 선악의 변파를 관두
로 하여 나가지 아니하고는 참된 학문을 바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을 계승하여 이건방은 “아
아 도의가 사람 마음속에 아직 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오직 거짓이 참된 것을 어지럽게 한다면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 참된 것을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
다. 어찌 거짓을 아는가? 그것이 성현의 도에 합당하지 못함을 아는가? 사람의 性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眞과 假의 기준을 사람의 性情에 두고 있다. 그는 대표적으로 정주학
34)34)

의 폐단과 宋時烈의 假大義論이말로 거짓의 대표라고 주장한다.
35)35)

들과 啓明義塾

이건방은 일제시기 몇몇 사람

을 열고 實心實學實業을 높이 주창하여, 일등국가 건립을 고취하였다.36)

36)

정인보는 조선의 정주학이 사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학파와 중국을 존숭하려는 학파로 밖에
존재하지 않아, 허학과 가행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거짓 학문에 대하여 실심과 실학을
요청한다. 그것이 곧 양명학이다.37) 정주학이 양명학을 공허한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항하
37)

여, 정주학이 공허한 학문이고 양명학이야말로 실심 실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조선 양명학을 허학이 아니라 실심 실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허
학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논의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들어와야 된다. 거짓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특히 양명학만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조선의 양명학을 참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시대적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보편적인 규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 주자학의 공리공담성
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모든 주자학에 대해서 거짓된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33) 정인보, 앞의 책.
34)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동화출판사, 224-226면 참조.
35) ｢啓明義塾趣旨書｣ 韓國學報6집(1977), “所謂實者는, 實心實業이 是也니. 是不在於塾하고, 亦不在於命
名하고, 亶在於吾人身上하니, 徒人於煖하고, 效人嚬笑는, 乃非實心이니, 旣無實心이며, 焉有實事며, 旣無
實事면, 焉望實效리요. 惟我同志는 以實心으로 求實事하야, 各以一心으로, 思窮萬物之理하며, 各以一肩
으로 思擔一國之重하라.”
36) 같은 글, “一心團體온後의, 文明發達進步면, 身分上에 當然고, 公式上에 有助다. 墜失權利回復
고, 一等國을 自期면, 我國家에 幸福이요, 大丈夫의 義務로세.”
37) 그는 조선의 양명학파가 셋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하나는 저서나 언론속에서 양명학을 옹호한 최명길
같은 경우이고, 둘은 겉으로는 양명학을 하지만 속으로는 양명학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셋은 양명학을
언급하지 않지만 정신으로 양명학을 한 홍대용 같은 경우라고 한다. 정인보, 양명학연론, 148-1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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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보편타당하지 못하다.

정제두의 스승이었던 尹拯(1629-1714)도 實心에 바탕을 둔 實學을 주장

39)39)

한다.

40)

또한 정인보의 이러한 규정이 조선의 얼을 찾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40)

외국에 의존한 나머지 우리 것을 돌보지 않는 것에서 우리 것을 살피는 것이 실심이고 실학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조선 민족혼의 부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근대 양명학이 일본 정신의 부활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일본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 양명학이 가지는 저항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양명학은 일
본 제국주의에 동조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같은 근대적 민족적 사고라고 해서 동일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음은 정제두의 제자들 그룹에 관련된 문제이다. 강화학파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명학
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연구이다.41) 민영규는 이 논문에서 양명학과 하곡학 그리고 江華學을 새
41)

로운 차원에서 개념 규정하려고 했다. 민영규는 “江華學이 반드시 양명학의 묵수자로서 일색을
이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江華學의 성장이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에서 처음 이룬 것이
긴 하지만, 하나의 율법의 외형적인 묵수가 어떠한 새로운 생명도 거기서 약속되지 않는다. 李
建昌과 鄭元夏, 洪升源은 모두 江華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들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양명학이
라고 부르지 않고 江華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찾아야 했던 데에는 오직 변화를 적극 평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는 양명학을 넘어서 문학 역사 등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江華學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개념 규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강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두와
정제두 제자들 그룹이 가지는 유대의식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강화학이라고 하면 이를 강
화라는 지역에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강화이외에 경기도 광주 근방의 申綽으로 대표되는
平山 申氏와 안성 지역의 沈大允으로 대표되는 복松 沈氏도 이들 학파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강화지역으로 한정될 수 없다.
유명종은 강화학파라고 하면서도 이들의 성격을 양명학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들을 역사학,
정음연구, 서화, 시문, 실학 등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역사학은 주체적 사관을 정립하고자 했던
李肯翊, 李忠翊, 李勉伯, 李是遠, 李建昌, 李種徽 등이 속하고, 正音연구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李光師, 李令翊, 李忠翊, 柳僖, 鄭東愈 등이 속하고, 書畵는 李光師, 李肯翊, 鄭文升 등이
속하고, 詩文은 李忠翊, 李令翊, 申大羽, 鄭東愈, 申綽, 李建昌, 李建升, 李建芳 등이 속하고, 實
38) 다카하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정인보의 가학비판을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
의 유학이 주자학이 생명력없는 거짓된 학문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다. 다카하시(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371면 참조.
39) 박연수, 양명학의 이해, 집문당, 255면.
40) 최재목, ｢정인보의 양명학 이해｣ 하곡 정제두, 예문서원, 109-110면.
41) 민영규, ｢위당 정인보 선생의 행장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東方學誌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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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은 李象學, 申綽, 鄭文升, 鄭厚一 등이 속한다고 한다. 그는 특히 이들의 공통점을 양명학적
양지의 자기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서, 시문, 서화, 언어, 역사학 연구는 양지의 자기 실현이고,
42)42)

실학은 저항의식의 상징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분야를 양지의 상징이라고 하

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들 학문분야가 경세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경세학은 이 모든 학문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명학과 경세
학은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양지의 발현이 곧 나와 백성간의 간격을 없애고 그것이 민생에 대
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즉자적이다. 경세는 마음이 아
니라 현실에 대한 탐구로부터 나온다. 경세학에서 마음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경
세학에 대한 관심은 주로 고증학적인 정신과 연관이 된다. 이들의 고증학적 관심은 당시 중국에
유행하던 고증학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도 하다. 이들은 주로 주자학적인 경전해석을 비판하기
위해서 고증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양명학이 지니는 과도한 종교
적인 성향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현실문제에 관심을 기울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
곡학파가 모두 고증학을 받아들여다고 해서도 안된다. 이건창은 고증학이 도와 경전을 분리하려
는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43) 이는 중국의 고증학이 단순한 경전해석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비판
43)

하고자 한 것이다

4. 결론
한국양명학에 대해 필자는 강화학파 대신에 하곡학파라는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하곡
정제두는 중국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자 하였다. 정제두의 생애는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젊은 때 양명학을 받아들이고, 만년에 양명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
고, 그것의 학문적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양명학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제두는
중국양명학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학문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하곡학파는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이들에게는 양명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이들이 도교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申大羽의
44)

45)

경우 陶弘景의 眞誥 나 權克中의 周易參同契 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반면에 李忠翊은 마
44)

45)

42)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166-167면 참조.
43) 이건창(송희준 역), 2008 조선의 마지막 문장, 글항아리, 72-81면. 송희준은 이건창이 주자학에 입각
해서 고증학을 비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창은 겉으로는 주자학을 옹호하면서도 심학의 의의
를 강조한다. 그리고 고증학과 심학의 연관성을 비판하고 있다.
44) 세상에 전하길, 도홍경이 진고를 엮고 신선이 되었다 한다. 과연 신선이 있으며 정말로 진고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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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산에 절을 지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충익은 삼교합일을 주장하지만, 도교
보다는 불교쪽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46) 이들이 불교나 도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니라
46)

수양법 때문이다. 양명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양공부론이다. 수양공부는 주자학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나지만 주자학은 주로 이성적인 지각능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양명학은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근원적인 자아를 체험하는 종교적인 수양을 강조한다.47) 양명학은 불교나 도교
47)

의 수양론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수양론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양론의 밑받침은
가식성이 아니라 양지의 진실성이다.
정제두가 양명학의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였다면,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양명학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들은 문학, 사학 등의 방면에서 경세
학적인 학문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경세학과 양명학 사이에는 즉자적인 연결보다는 전환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양명학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정국에서 불가피
한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이든 간에, 양명학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자학적
인 사고도 용납하는 것이 하곡학파의 포용성이다.
그러나 양명학에서 보이는 민간 강학이 하곡학파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 민간 강학은 양명학
이 주자학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다. 주자학이 주로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일반
백성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들에게 일반백성은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다.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이 있어 사람을 신선이 되게 하였던 것인가? 나는 아직 그 책을 보지 못하였으나, 전기에 여러 군데 섞
여 나오는 것을 시험하여 보고, 진고란 책을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우연히 이광려가 있는데서 언급하
자, 이광려는 흔쾌히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의 옛날 장서 가운데서 빌어본 적이 있는
데, 그 책이 아직 있다. 자네에게 빌려주지.” 이윽고 호야에서부터 심부름꾼이 와서 주었다. 편지에 다
음과 같이 쓰여 있다. “책을 펴쳐 조금 받아들이려만 하면, 눈에 들어오는 것 마다 모두 보물일터이니,
그러면 진고가 어떤 책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책은 딴 사람이 화재로 잃었지만, 어느
하루라도 이 책을 내 마음속에 지니지 아니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나라는 편찬한 서적이 간단하여, 다
시는 진고와 같은 것이 없었다. 일찍이 북경 서점에서 여러 번 사고자 했으나, 살 수 없었다. 그 책은
항상 비축할 수 없으니, 구할 수가 없었다. 기다려야 될 것인가? (世傳陶隱居譔眞誥而仙, 果仙而眞有眞
誥而使人仙邪, 余未見其書, 固已徵雜出傳紀者, 而奇眞誥之爲書, 偶於李幾丈聖載座語及之, 聖載欣然曰然,
昔吾丐난人舊藏, 其書尙在, 請以子共, 旣而自湖墅伻來以畁, 有書曰開卷少許, 便皆觸目琳琅, 則眞誥之爲
書可知已, 今其書雖爲人失於火燼, 何嘗一日無是書於吾心, 東方簡編籍, 無復有眞誥者, 嘗屢沽燕肆而亦不
售, 其書之不常蓄, 而之之難, 抑有待與 : 宛丘遺集권3 ｢送賀正副使尹大夫序｣)
45) 부군께서는 고인의 아름다운 말과 사적을 아주 좋아하셔서 손수 베끼시고 남에게 외우는 것을 즐기셨
다. 또한 도교의 용호수련설과 반운도인방을 좋아하셔서, 늘 손에 만지작거리면서 책상에서 떼어두지를
아니하셨다. 언제가 권극중(1560-1614)이 주석한 참동계십여 본을 모아, 차이를 연구하시고, 오류를
고치어 큰 책을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목판으로 간행하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하였
다.(府君甚愛古人嘉言善事, 手自傳錄, 喜爲人끊說, 又好龍虎修鍊之說, 搬運導引之方, 摩挲在手, 不離几
案, 嘗集복霞注參同契十餘本, 考同異刊譌謬, 裒然成書, 余每欲爲之剞劂而未能也 : 완구유집권7 ｢三嘉
縣監申府君墓誌銘｣)
46) 중국의 양명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顔鈞, 羅汝芳등이 주로 도교 쪽이라면, 李贄, 焦竑등은
불교 쪽에 관심을 기울였다.
47) 니빈슨(김민철 역), 유학의 두 갈래길, 철학과 현실사,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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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강학하면서 이들의 도덕적 의식을 일깨웠던 것이다. 아래로부터 새로운 인간성 창출이
명대 양명학의 특색이라면 조선의 양명학자들은 민간 강학보다는 주로 중앙정계의 정치적 권력
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주자학일색이었던 조선의 특수한 사정이 이들로 하여금 민간 강학을 하
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곡학의 한계가 된다.

주제어 : 하곡학, 정제두, 양명우파, 양명좌파, 고증학
접수일(2008. 7. 31), 심사시작일(2008. 8 .25), 게재확정일(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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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Ha Gok Studies
Cho, Nam Ho *
48)

This paper has been willing to arrange the regional term of Kanghwa Yang Ming
School of Korea for the term as Ha Gok studies. Ha Gok, Chung, Che Doo is
prescribed as the right wing of Yang Ming School, but he is influenced by the
thought of Wang ji and Na, Ru Fang. It means that he has understanding Yang
Ming’s younger scholars. Besides, Chung, Che Doo’s writings of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is valuated as an attempt for achieving the interpretation of Yang Ming
Studies rather than the working of Zhu Xi. Chung, Che Doo has been trying to
unite critically the right wing and the left wing among the Chinese Yang Ming
Studies. That is, Chung, Che Doo has not taken Yang Ming’s younger scholars just,
but he taken it selective.
Ha Gok scholars mainly inherits from the tradition of Yang Ming, however they
contrive compromising Yang Ming and Zhu Xi or they have a point of view to
support Zhu Xi. Furthermore they have the Philology school’ thought. It has been
able to understand the varieties of Ha Gok scholars

Key Words : Ha Gok Studies, Chung Che Doo, right wing of Yang Ming School,
left wing of Yang Ming School, the Philolog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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