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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남만이 지니는 교육의 특수성이 있느냐의 물음에 대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러나 그리이스교육을 말할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교육을 말하듯이 한국교육을
말할 때 영남교육을 역설할 수는 있다. 그 이유는 우리민족의 정신문화 발전에 역사적
원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화랑도 교육과 원효사상, 퇴계철학, 남명철학, 최제우의
동학사상 등에서 보듯 유교, 불교, 동학 등 각 부분에서 전통교육과 사상의 거대한 축
을 이루어 온 곳이 영남이다.
이러한 교육적·철학적 기반의 형성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인간이
가려져 이루어진다. 이러한 면에서 영남은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교육을 생산하기에 알
맞은 곳이었다.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이 아름답게 짜여져 내려오는 동안 영남은 그 나름
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존속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인심이 순박하고 후하며 禮讓을
중히 여기고 好文好武하는 기질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자연생명인 인간을 문화생명 즉 도덕정신을 지닌 인간 됨으로 건네주는

교육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생명을 계승·발전시킨 주체가 영남학파라 볼 수 있
다. 이들은 이상 인격에 대한 동경과 이에 대한 자각적 실천을 생활 규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의 길은 인간생활 전반과 관련되는 道와 결부되는 것으로 인격실현의 교육
적 磁場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영남학파의 유학교육사상의 맥은 결국 사람됨의 길이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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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사람됨의 길이 가장 귀하고 값지고 어
렵다는 교훈을 가슴에 품게 되고 앎과 삶이 어우러지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의 값어치가 기계나 제도, 상품에 밀리어 단순한 교환적 가치로 전락되
고 있다. 현대교육에 부재한 것이 곧 정신적 자장이고 도덕정신의 고갈이라 할 수 있
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적 입장에서도 이런 인격실현의 정신적 자장을 지향하여 영남이
지니고 있는 교육전통을 새 세대들에게 건네주고 이 전통 속에서 새 시대에 걸맞은 인
간상을 교육목표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격실현의 길을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에서 찾은 일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현 우리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위해서다. 이런 측면에
서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간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교육사상의 연구로 귀
결된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의 접근방법은 周悉無偏 즉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지만 학파적 차원에서의 연구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그래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선행해야할 기본적인 입장 및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교육사상적 근거가 퇴계와 남명의 교육사상이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퇴계학파와 남

명학파를 형성시킨 핵심사상이 퇴계의 仁, 敬, 남명의 誠, 敬, 義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
으로 하는 교육사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의 성격, 퇴계

와 남명의 교육사상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상의 하위 주제를
동일한 주제로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오늘날 우리 교육에 절실히 요구되
는 것은 올바른 인간이해, 교육가치관의 수립과 그 실현방법이다. 그래서 퇴계와 남명
의 인간관, 교육목적론,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먼저 퇴계와 남명의 인간관에서는 性과
心 그리고 교육의 주관심사인 선과 악에 대해서 고찰하고, 교육목적론에서는 퇴계에서
는 仁과 敬, 남명에서는 誠, 敬, 義와 관련하여 교육목적을 살펴보고, 교육방법론에서는
교육목적과 관련하여 퇴계에서는 敬의 교육방법을, 남명에서는 誠·敬·義의 교육방법
을 서로 유기적인 관련하에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퇴계와 남명의 교육사상의 공
통점과 상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종합하여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의 성격을 구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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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인간관
1.퇴계의 인간관

퇴계는 천지의 태극이 인간에서 性이고, 천지의 動靜·陰陽이 인간에서 心이고, 천
지의 五行 즉 金木水火土이 인간의 五常 즉 仁義禮智信이며, 천지가 화생하는 萬物은
인간에서 萬事로 인식했다. 그래서 우주에서의 태극·음양·오행·만물이 인간에서는
성·심·오상·만사에 상응하는 것으로

태극과 성은 理이고, 음양·오행·만물은 氣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의 인성론은 곧 천리관의 축소이다.
퇴계는 인간과 사물의 차이를 부여받은 기질의 바름과 치우침에 두었는데, 인간은
바른 氣를 타고남으로써 치우친 기를 타고난 사물과 차이를 갖게되는 것이라 본다. 또
한 그는 인간을

보편인 理의 사람 즉 純善한 本然之性의 사람과 특수인 氣의 사람 즉

兼善惡한 氣質之性의 사람으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기에 의하여 上智, 中人, 下愚의 가
름이 있고, 淸, 濁, 粹, 駁의 갈래가 생긴다고 보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변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같은 인간이라도 上智. 中人. 下愚의 인격적 차
등이 있게 되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그는 理에 순수하여 靜으로 動을 다스림으로써
氣가 理의 명령을 받게 하는 사람을 聖人이라 하고 氣에 부림을 받아 動으로 靜을 파
들어 감으로써 理가 氣에 빼앗기는 사람을 衆人이라 하여 인격의 차등을 理·氣·動·
靜의 관계로 구별하고 있다(퇴계집Ⅱ, 권42, 기, 靜齋記, 442쪽)
퇴계 인성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색 가운데 하나는 理貴氣賤이다. 性卽理에 근거하
여 理의 사람은 귀하고 인욕에 근거한 氣의 사람은 천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바탕에
있어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에로의 이동성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퇴계의 理에 대

한 투철한 이해는 바로 理를 능동적 운동자로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우주 인
성론의 제일원리로서의 理는 결코 靜態的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체로
서 能發能生하는 운동자로 이해하였다. 그는 理의 所以然 즉 理의 體는 이의 所當然으
로서의 理의 작용을 전제로 생각하였으며 사람의 소이연은 사람됨의 소당연으로 말미
암아 그 값어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퇴계는 마음을 한 몸의 主宰로서 파악하였다. 마음의 문제는 사실상 퇴계의 중심문
제를 이루고 있다. 그는 마음의 개념을 理氣의 合으로, 또 體·用에 따라 虛靈·知覺의
양면으로 분별하였고 性과 情의 통합체로 인식하였다. 특히 마음의 구체적 발동현상으
로서 감정을 四端七情의 양상에 따라 理氣論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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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마음을 혼연한 大體로서 一身 속에서 스스로 있는 것이라 하여 마음이 몸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마음의 작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주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금장태, 1998: 83). 또한 그는 마음에서 아직 발동
하지 않은 상태(未發)의 본체와 발동한 이후(已發)의 작용을 구별하여 미발의 본체가
性이요, 이발의 작용이 情이라고 분석하여 마음을 이와 기를 겸하고 성과 정을 통섭하
는 것(퇴계집Ⅰ,권7, 箚. 進聖學十圖箚 ,제6 心統性情圖)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마
음이 성과 정을 통섭하고 있는 것으로 마음에서 성의 體가 發하여 나온 情이라고 보았
다. 이에 마음이 이와 기의 합이므로, 발동되어 나온 기본양상은 그 근원으로서 성의
理가 순수하게 드러난 것을 四端이라 하고, 성의 理가 기질에 가리워 진 것을 七情이라
한다. 퇴계는 기대승과의 토론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四端은 理가 발하는데 氣가 따르
는 것(理發而氣隨之)이고. 칠정은 氣가 발하는데 理가 타는 것(氣發而理乘之)이라고 보
았다. 그것은 사단은 理가 주동적으로 발하고 칠정은 氣가 주동적으로 발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사단과 칠정이라는 인간 마음의 발동현상으로서의 정의 양상에
따라 善의 확고한 근원을 정립하고 惡의 가능성을 분별하여 경계하자는 것이다(금장태.
1998: 83).
퇴계는 마음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또한 마음의 體用을 虛靈知覺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곧 허령은 마음이 형체로 나타나지 않는 理의 虛함에 따른 靈明한
지각능력을 가리키며, 마음의 허령한 본체가 지각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따라
서 그는 인간 마음의 기본작용으로서 지각과 사유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인간 마음의
체용을 통합한 전체를 神明 즉 뛰어나고 밝은 앎이라 하여, 이 마음의 신명은 천의 신
명과 근원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음과 하늘이 같은 신명을 지니는 것
으로 확인하고 있다(퇴계집Ⅱ, 권29, 서, 論李仲虎碣文示金而精 別紙, 183쪽)
퇴계는 程復心의 心學圖(퇴계집Ⅰ,권7, 箚. 進聖學十圖箚, 제8 심학도, 209쪽)에서 제
시한 6가지 마음의 명칭을 정의하고 있다. 곧 良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善이라 하
고, 本心은 타고난 고유한 善이라 하고, 赤字心을 순수하여 거짓됨이 없는 것일 뿐이라
하고, 大人心을 순수하여 거짓됨이 없으면서 모든 변화에 통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
의한다. 6가지 마음이 순수하여 거짓됨이 없다는 점에서 같지만 대인심에서 만이 모든
변화에 통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여, 갓난아이의 타고난 천진난만한
마음에 대해 대인 즉 성인의 성숙하고 완성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수양의 시간적 연
속선에서 시작과 끝을 대조시켜 준다(금장태. 1998: 84).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人心과 道心의 문제는 인간 마음의 발생 근원임을 밝히는 문
제로 인간의 도덕적 근거와 교육론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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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계는 인심과 도심을 나누어서 말하면서 인심은 형기에서 발생하고, 도심은 성명
에 根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둘을 합하여 말하면 도심은 인심사이에 섞여서 나오
는 것으로, 실제로는 서로 의뢰하고 서로 발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확연히 두 가지가 된
다고 할 수 없다(퇴계집Ⅱ, 권39, 서, 答洪

, 381쪽)고 하여, 하나의 마음속에서 인심과

도심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심과 도심을 利慾과
性命에 각각 근원을 두는데 따른 존재양상과 그 도덕적 성격을 구별하는 데 역점을 두
어, 도심·인심과 사단·칠정의 상응관계와 차이점을 해명하고 있다. 곧 그는 인심·도
심이 사단·칠정에 상응함을 밝혀, 주자가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 발생하고 도심은
성명의 정대함에서 근원 한다고 정의한 것을 宗指로 들었다. 동시에 인심. 도심과 사단.
칠정이 상응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여 인심은 자기 몸의 사사로움에 속하는 것으로 도
심의 명령을 듣고서야 도심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 데 비하여, 칠정은 기에서 발동
하는 것이지만 兼善惡의 상태이므로 中庸 등에서 사단을 칠정에 포괄시켜 말하였던 차
이점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羅欽順이 인심. 도심을 性(體). 情(用)에 배당한 것을 비
판하여, 도심을 발동하기 이전의 성(체)에 상응시킨다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징벌하는 것을 드러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하여, 도심을 하늘의 명령이 드러
나는 마음의 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퇴계집Ⅰ, 권17, 서, 答友人論學書今奉奇明彦, 444
쪽). 그리고 퇴계는 형기에서 발생하는 인심은 성인에게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심이
근본이 되고 그 末流로 나타나는 것이 인욕이라고 하여 아직 악에로 빠지지 않은 인심
과 이미 악으로 드러나는 인욕을 분별하였다(퇴계집Ⅱ, 권40, 서 答喬姪問目, 391쪽)
퇴계는 마음이 발동함에 따라 나타나는 선과 악의 현상을 理氣개념으로 규정하면서
理가 드러나고 氣가 순응하는 것이 善이요, 氣가 가려서 理가 숨은 것이 악이라고 하였
다.

곧 善의 근거인 理는 순수한 선 즉 純善이요, 악의 근원인 氣는 선악이 갈라져 나

오는 조건이라고 본다. 여기서 理는 인간의 삶에 표준이 되는 천리이고, 이 천리가 인
간 마음에 내재하는 인성이며, 기는 인간의 마음과 신체를 구성하는 바탕으로 기질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천리와 기질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인간존재에서 천리가 기질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날 때 선이 실현되고 천리가 기질에 은폐될 때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퇴계의 理氣개념은 형이상학적 관념체계 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리를 보존하고 드러내며 기질에 따른 인욕을 억제하는 교육사상의 원리이고, 그의 도
덕적 성격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음은 본래 선하다는 程子의 언급에 대해서, 朱子는 이기의 결합인 마음속에서는
기가 섞여 있으니, 사려와 동작이 발하기 전에도 不善의 뿌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다하
여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퇴계는 “처음에 근본하여 말한다면 마음이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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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기가 작용하지 아니하여 본체가 허명할 때면 진실로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퇴계집Ⅱ, 권24, 서, 答鄭子中 別紙, 73쪽)하여 기가 마음 속에 있어도 아직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이가 은폐되지 않은 마음의 본체를 선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퇴계는 “性·情을 포괄하는 마음에서 성이 발하여 정으로 나타나는 경계가 곧
마음의 幾微요, 만가지 조화의 樞要, 선과 악이 갈라져 나오는 곳이다”(퇴계집Ⅰ,권7,
차, 진성학십도차, 제6 심통성정도, 207쪽)고 하여 미발의 본체로서 성이 발하여 이발의
작용인 정으로 나오는 경계를 마음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로 주목하고 있다. 그
것은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의 성은 태극이 아직 음·양으로 갈라져 나오기 이전과 같
이 순수한 선인데 비하여, 마음이 발동한 이후의 정은 태극이 陰靜·陽動으로 갈라져
나오는 것과 같이 선과 악이 갈라져 나오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이
발동하는 처음에 기가 작용함에 따라 선·악이 갈라져 나오는 것은 그 실마리가 미미
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선·악이 갈라지는 계기는 마음이 발동한 현상으로서 意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천명도를 설명하면서 “意가 마음의 발동하는 것이 되어 그 정을 끼고 좌지우
지하여, 혹은 천리의 공정함에 따르고, 혹은 인욕의 사사로움에 따르기도 하는데, 선·
악의 구분이 이로부터 결정되므로 意의 기미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意幾善惡)는
것이다”(퇴계집Ⅲ, 속집 권8, 잡저, 天命圖說, 209쪽)고 하였다. 그래서 기질에 따른 수
동적인 발인 정에서 보다 마음의 자발적인 의지의 발인 意에서 선·악이 선명하게 갈
라져 나오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趙致道의 < 誠幾圖> 를 따라 천명도
에서 善幾를 수직선으로 그린 것은 선의 발동이 고유한 것에서 근원해 온 것으로 바로
곧장 이루어져서 순함을 보여 주고, 惡幾를 斜線으로 그린 것은 악의 싹틈이 본래 없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곁으로 가로 질려 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하였
다(퇴계집Ⅱ, 권38, 서, 答申啓叔, 366쪽). 이는 선이 성품의 순선에서 근원하는 것이므
로 고유한 것이라 하고 악은 기질의 은폐에 따르는 부차적 발생으로 보아 본래 없던
것 즉 本無이라고 규정하여, 선의 본체는 있으나 악의 본체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계는 “주자가 언급한 천리 속에는 본래 인욕이 없고 다만 그 유행에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인욕이 생겨나므로 정자가 이른바 선과 악이 다 천리다(善惡皆天理)라
하였는데, 이른 바 악이라 것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나치거나 못 미치
는 것이다”(퇴계집Ⅱ, 권37, 서 ,答李平叔, 346쪽)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악을 단지
지나치거나 못미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여 惡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퇴계는 性이 理로서 純善하다는 일반적 성- 리 개념의 정의와 달리, 정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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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논의되어 왔던 타고난 기의 악함도 역시 성의 理이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곧
그는 성을 물에 비유하여 맑고 조용한 흐름이 물의 본성이지만 진흙과 찌꺼기를 만나
더럽혀지고 탁해지며 험난한 곳을 만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물의 본성은 아니지만
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다만 그 만남이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이 비유에 따라
서 타고난 氣의 惡함이 비록 성의 본연은 아니지만 性의 理라 할 수 있음을 밝혔다(퇴
계집Ⅱ, 권24, 서, 答鄭子中 別紙, 73쪽). 이것에 따르면 氣의 條件에 따라 선·악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는 어디에나 성- 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므로, 성- 리의
本然의 실상은 선이지만 악도 性- 理를 벗어나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2.남명의 인간관

남명의 인간관은 心, 性, 天은 하나의 理로, 理는 천에서 나오고, 천은 이에서 나온
다(학기류편 상, 25쪽)는 천인합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理와 氣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理에는 仁, 義, 五性, 健順, 仁義禮智로 나타나고, 氣에는 魂魄, 五
臟, 陰陽, 魂, 神, 意 魄, 精으로 나타난다(학기류편 상, 25쪽). 다시금 人之性은 인의예
지의 四德이고, 人之情은 惻隱·羞惡·辭遜·是非의 四端이고, 人之心은 以仁愛, 以義
惡, 以禮讓, 以智知인 것으로 보아 심이 성정을 포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도 천인
합일에 따라 천지성은 元亨利貞이고, 천지정은 生長收藏이고, 천지정은 以元生, 以亨長,
以利收, 以貞藏인데 이를 인지성, 인지정, 인지심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는 仁義禮智信을 각기 독자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즉 “인은 의를
얻지 못하면 행할 수 없고, 예를 얻지 못하면 세울 수 없고, 智를 얻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신을 얻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데 이는 하나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張子의 말을
인용한 것에 확인된다(학기류편 상. 35쪽)
남명의 심성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學記類編의 < 心統性情圖> (학기류편 상, 31
쪽)와 < 人心道心圖> (학기류편 상, 52쪽)에 잘 나타나 있다. 心通性精에서 通은 구조적
인 면에서는 심이 성과 정을 포함한다는 뜻이며, 작용면에서는 심이 성과 정을 통제하
고 조절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 심통성정도> 에서 심을 성과 정으로 나누고
있다. 즉 심이 발하기 전을 성, 발한 것을 정이라 하고 성은 마음이 내면을 향하는 것
으로, 정은 심이 외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 심통성정도> 에서 성과 정
은 각각 理氣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성에서 理의 작용은 본연지성과 관련되며
인·의·예·지·신으로 선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가 된다. 성에서 기의 작용은 기질지성으로 지극한 맑음, 맑고 탁함이 섞임, 순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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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한 것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다. 성에서 본연지성은 인간 육신의 욕망에 영향
을 받지 않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인 순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성이
인간 육신에 깃들 때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情에서 理는 사단이 발한 측면이며, 이 사단은 바른 정으로써 선하지 않음이 없다.
정에서 기의 작용은 발하여 칠정이 되는 것으로 喜怒哀樂愛惡欲인데. 이것이 알맞게 조
절되면 선하고, 알맞게 조절되지 않으면 악으로 흐른다.
心의 구성이 性과 情으로 이루어지고, 성은 심이 발하기 전, 정은 심이 발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퇴계와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성과 정을 구분하여 마음이 내면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성, 마음이 외면을 향해 나나가는 것을 정이라고 하여 그 특성을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남명은 심이 발하기 전의 상태를 성, 외부로 작
용하는 상태를 정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성에서 이의 작용인 본연
지성의 설명은 다른 성리학자와 같지만 성에서 기질지성을 純善, 雜淸濁, 純濁의 상,
중, 하로 구분하는 것은 남명의 독특한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의 본래 성격은 순선
하지만 인간의 육신에 깃들면서 기질의 영향을 받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질
은 맑음, 맑음과 탁함이 섞임, 순전히 탁함의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것은 기질의 성의
작용에서 원래 인간 본성이 순조롭게 發出하여 선한 경우 본성과 기질이 섞여서 겸선
악인 경우에는 본성이 억압되고 기질의 욕망이 발하여 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설
명에서 중요한 점은 순선 순악 경우의 상태가 설명되어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氣無
不善 즉 기는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학기류편 상, 26쪽)와 선악은 모두 천리이다(학기
류편 상, 45쪽)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朱子의 설명에 의하면 성은 원래 심에 갖추어진 理를 말하는 것이며 본연지성과 기
질지성의 차이는 작용과정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남명은 기질의 영향
을 받지 않은 성을 본연지성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은 후의 성을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주자는 심의 작용, 즉 정에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구분하고,

남명은

성에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주자의 경우 성
이 심안에 갖추어진 理라는 입장에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구분은 정에서 나누어 지
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남명은 성도 인간 육신에 깃들면 理와 氣가 동시에 작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에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구분한 것이다. 이는 朱子가
심에서 성은 심에 깃들기 전에 理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고, 남명
은 이미 사람 신체에 깃들면 理와 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남명은 이러한 입장에서 理發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情은 理發과 氣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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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이발은 바른 정으로 사단의 측은, 수오, 시비, 사양의 마음이 발한 것이고,
기발은 희노애락애오욕의 칠정이 발한 것으로 중절해야 선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
기에서는 理가 발한다고 한점이 理의 원래 특성과는 모순된다. 이점은 퇴계의 성학십도
< 심통성정도> 에서 理가 발한다고 하는 설명과 같은 것이다. 理發이라는 점에서는 남명
이나 퇴계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작용의 특성이 없는 理의 성질을 알면서
사단에서 理가 발한다고 했을까? 이것 역시 논리적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는
모든 것이 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발 할 수 없지만 이 때 기를 통해 발하는 것 중에서
도 순선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선한 행위의 근원이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중에서 선한 요소만을 말할 때는 설명상 理發의 작용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
함으로써 인간 심의 작용에서 순선한 요소를 가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 심통성정도> 하단에서 “정은 성의 작용으로서 발해서 선하지 않음이 없다”(학기
류편 상, 31쪽)고 한 것 역시 애매하다. 性의 用인 情은 그것이 중절되지 않으면 악하
다고 했는데 다음 설명에서 발해서 선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모순된다. 발해서 선하
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의 작용 중 四端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이때

정이 발해서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은 情 중에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는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학기류편 상, 26쪽)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남명은 주리론자라기 보다는 주기론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성에서 기질지성이나 본연지성은 情 없이는 작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성은 심의
본체이고 정은 심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즉 정은 심의 작용으로써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혼합된 것이며 심의 작용시에 기질지성의 욕망이 본연지성을 누르면 악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야 하
는 것이다. 이점에서 경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일신을 주재하는 것은 심이지만 그 심을
주재하는 것은 경이라는 것이다.
학기류편의 < 인심도심도> 에서는 심과 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학기류편 상,
52쪽). 원래 심은 일신을 주재하는 것으로 허령지각, 신명으로 설명된다. 심의 종류를
본심, 양심, 적자심, 대인심,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한다. 특히 인심과 도심으로 나누어진
것은 인간의 심으로 깃들기 전에 원래 심을 도심이라 하고, 육체와 더불어 인간 삶에
작용하는 심을 인심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인심과 도심은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세
하여 오로지 세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해야 그 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중용장
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一心을 주재하는 경이다.
남명 역시 선과 악을 幾로서 설명하고 있다. “선과 악이 다 천리(善惡皆天理)이며,이
른바 악이라 것은 본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것이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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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편 상, 45쪽)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악을 단지 지나치거나 못미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여 퇴계처럼 惡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있다.

Ⅲ.교육사상
1. 교육목적론
여기서는 퇴계와 남명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것의 근
거는 퇴계의 중심사상인 仁·敬과 남명의 중심사상인 誠·敬·義에 있다. 그래서 인·
경사상을 중심으로 퇴계의 교육목적론를, 성·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남명의 교육목적
론을 고찰한다.

1) 퇴계의 교육목적론
퇴계의 인간형성에 대한 논리는 유교의 윤리적 목적인 천인합일에 귀착시킬 수 있
다. 그의 삶의 대명제

즉 교육목적은 그의 求仁思想에서 나온다. 그는 인의 참 뜻을

알면 천지만물의 하나됨을 알게 되고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통관되는
실제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음이 중심되는 세계의 원리는 인이다. 그래서 그는
인은 천지가 만물을 낳은 원리로서 그것이 인간에게는 마음의 원리가 된다(퇴계집Ⅰ,
권7, 차, 진성학십도차, 제7 인설도, 208쪽)고 하였다. 이는 理로 仁이 결국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을 뿐 그 바탕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理는 우주ㆍ인성의 본체론적 표현인데
비하여 仁은 실천 윤리적 표현이다.
마음이 중심이 되는 세계의 구조는 미발의 영역과 이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진
다. 미발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 理一과 통하지만
이발이라는 영역은 구체적 기질의 영향을 받은다는 점에서 형이하학적 分殊理를 이룬
다. 미발의 영역에서는 四德과 이발 영역에서의 四端의 속성을 갖은 데 사덕은 인으로
서 상징된다(퇴계집Ⅰ, 권7, 차, 진성학십도차, 제7 인설도, 208쪽). 그러므로 인은 단순
한 윤리적 덕목에 그치지 않고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원리이며 우주만물과 하나 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을 구함으로써 우주와 만나게 되어 인간과 우주가 합일할
수 있는 것이다.
퇴계는 “대개 인의 도는 천지의 물을 생하는 마음이 물에 즉하여 있기 때문에 정이
발하기전에 體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정이 이미 발하면 그 용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여 보존하면 衆善의 근원과 백행의 근본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에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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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게 된 것이다”(퇴계집Ⅰ, 권7, 차, 진성학십도차, 인설, 208쪽)라 보고, 여기서 구
인의 당위론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는 인의 길은 이른바 存天理ㆍ

人慾의 공부에 의하여 발현되는 것으로 이것은

居敬窮理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거경궁리는 주자의 교육방법론을 퇴계가
실천화한 교육목적ㆍ방법론인 敬을 지향한다. 결국 퇴계의 교육 목적는 敬으로써 氣質
之性을 변화시켜 本然之性의 사람을 만드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은 한 마음의 주재이자 萬事의 근본이다. 그래서 퇴계의 교육목적은 경을 지키고
경을 주재하는 데 있다. 경이 한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외부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는 중심을 의미한다. 퇴계는 경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본체와 감응하여 소통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하며, 고
요할 때와 활동할 때를 관통하여 한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곧 마음이
발동하기 전에 고요할 때 엄숙한 것이 敬의 體가 되고, 마음이 발동한 이후 활동할 때
정제하는 것이 敬의 用이라 본 것이다.

때문에 경은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고 처음과

끝이 일관된 것이다. 또 지속해야 하며 일관해야 하는 것이지만, 더나아가서 보면 모든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초학자의 急務로 ‘敬以直內’를 강조했다(퇴계집Ⅱ, 권29, 서, 답김이정, 175쪽).
퇴계는 한 마음의 주재로서 경의 역할을 고요할 때와 활동할 때에 따라 마음을 붙
잡고 간직하는 존양과 생각과 행위를 살펴서 반성하는 성찰의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은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를 일관하여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요

할 때 존양하는 것이 마음의 주체를 각성시키고 배양하는 역할이라면, 활동할 때 성찰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에 따른 正邪, 得失과 是非와 善惡을 분별하여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경’ 이 한 자는 성학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는 것이다.
퇴계의 교육목적은 항상 인간의 인격적 자아실현에 귀결되고 있다. 특히 그는 이 마
음이 천명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마음에 내재한 천명은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직분으로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임을 언명하였다. 그래서 교육
의 근거를 천명이 인간에게 부여한 직분으로 확인하고 수양을 하지 않는 것은 천명의
직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퇴계집Ⅱ, 권38, 서, 答申啓叔, 365쪽). 이처럼
퇴계는 교육에 있어서 그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삶의 의미 근거를 경으로 수렴하였
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마음에 내재된 천명인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성적·자각적 존재로서 和而不同하는 인격가치를 인정하
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일 즉 직분은 다르지만 그 값어치는 서로 같다.
여기서 비로소 참다운 개성교육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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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성학십도에서도 마음에서 善의 端礎를 찾아 넓히고 완전하게
을 본받고 해서 선을 밝혀 몸을 진실하게 하여

덕을 높이고

만물의 근본

사업을 넓히는 데 힘쓰

는 것(퇴계집 권7, 차, 진성학십도차, 대학경, 205쪽)을 교육의 기본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퇴계의 교육목적은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에 있었다.

2) 남명의 교육목적론
남명의 교육이념은 유가의 전통적인 천인합일에 의한 성숙한 인격을 지닌 성인에
있다. 그래서 그는 유가의 수양론인 성·경·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기류편에 도표로 그렸고, 경·의는 창벽에 써서 붙였다.

이 셋 사상을

여기서 남명의 교육목적이

存誠, 主敬. 行義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存誠 죽 성실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誠箴과 座右銘,
學記類編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나쁜 것을 막아 성을 보존하고, 말을 삼가하여 성을
세우고 정밀함과 하나를 구하고, 경으로 성에 들어가라”(誠箴:閉邪存 修辭立 求精一 由
敬入)와

“언제나 언행을 신의있게 하고 삼가며, 나쁜 것을 막아 성을 보존하라. 산처

럼 우뚝하고 못처럼 깊으면, 움 돋는 봄날처럼 빛나고 빛나리라”(座右銘:庸信庸謹 閉邪
存誠 岳立淵

燁燁春榮)에 잘 나타나 있다. 또 學記類編에서는 < 太極圖與通書表裏圖>

와 < 誠圖> , < 小學大學圖> 에 잘 나타나 있다.
誠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된 유가 경전은 中庸이다. 그래서 중용을 誠書라고도
한다. 특히 중용에서 誠者와 誠之者를 구분해서 성실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하
려는 것은 인간의 도라 하였다(중용, 20장). 다시금 朱子는 성이라는 것은 眞實無妄한
것으로 천리의 본연이고, 성지자는 아직 진실무망하지 못하여 진실무망하려고 하는 것
으로 人事의 당연함이라고 하였다(중용 20장, 주자주). 이처럼 진실무망한 천리의 본연
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진실된 삶의 과정을 존성이라 볼 수 있다.
남명은 < 태극도여통서표리도> 에서 태극과 성을 표리적인 관계로 보았다. 그래서 그
는 周子의 말을 인용하여 “誠이란 聖人의 근본이며 만물의 끝과 시작이며 생명의 도”
라 했다. 또 “태극의 움직임은 誠이 통한

것이며,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은 善이며, 만

물이 움직이는 誠에 의지하여 생명의 시초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태극의 고요함은 誠
을 회복하는 것이며, 만물로 하여금 각각 그 생명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학기류편 상, 15쪽)고 보았다..
위와 같이 誠은 성인의 근본이며 만물의 시작과 끝이고 생명의 도이다.

또 우주의

근원인 태극과 연계되어 움직일 때는 생명의 시초가 되고, 태극이 고요할 때는 생명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誠은 五常의 본질이며 百行의 근본이라 한다. 그러므로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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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百行은 誠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오상 즉 인의예지신과 모든 행위를 올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存誠이라 볼 수 있다.
둘째, 主敬 즉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데 있다. 그 근거는 인심, 도심에서 찾을 수
있다. 인심은 형기로부터 발생하고 인심에는 사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험해서 잠시
라도 방심하면 사악함이 마음에 따르게 되고 한편 도심은 性命으로부터 나오는 데 주
경은 이를 존재근거로 삼는다. 성명이란 仁·義, 中·正을 말하며 그 理는 무형인데 이
를 微라고 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욕이 일어나면 도심을 보존하지 못하고 또한 인
심과 도심간의 틈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극히 살펴서 반드시 정밀하고 한결같
게 하면 知가 仁에 미쳐 둘 사이를 준수하게 된다. 그리고 知와 경이 일관되면 정밀하
게 되므로 하나가 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中이 된다. 결국 주경은 마음을 하나인 ‘中’되
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敬以直內 즉 경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여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남명의 교육목적이다.
셋째, 行義 즉 의를 행하는 데 있다. 그의 패검명에서 義를 外斷者義 즉 밖으로 행
동을 결단한 것과 義以方外 즉 의로써 행동을 방정하게 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면에서 의는 인간의 외적 실천과 관련이 있다. 정이천은 의를 在物爲理 處物爲義(학기
류편 상, 42쪽)한 것에서 보면 사물을 처리할 때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의란 마음이 일을 조절할 때 마땅함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며 일이 발생했을 때
의로써 판가름하여 반드시 마땅해야 한다”(맹자혹문 권3)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의란 마음이 사물에 대응할 때 있어야할 모습에 합치하여 타당한 것이다. 의의 내용 혹
은 기능은 마음이 사물과 대응할 때 사물을 판가름하는 것 곧 시비를 변별하는 것이다.
의를 마음에서 말한다면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며, 마땅함(宜)은 결단한 뒤의 일이

다. 재단함이 합당한 연후에 마땅함을 얻으므로 모든 일이 닫치면 문득 옳고 그름을 판
단 것이 필요하다. 결국 마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실천에
서 말하는 것이므로 의를 외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의는 마음을 제어하며, 일의 마땅함, 사물에 처했을 때의 처신 같은 것으로

사물에

접했을 때 사사로운 이익의 욕망을 제거하여 상황에 마땅하게 처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맹자는 浩然之氣는 의를 모으는데 생긴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데는 행동이 정밀하도록 덕에 나아가 행동을 방정하게 하는 데 있다. 결국 의란 행위가
밖의 사물과 상황에 마땅하게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성과 경, 경과 의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먼저 성과 경의 유기적인 관계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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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주재하는 것은 경이고, 그 하나가 성이다(학기류편 상, 49쪽).
誠한즉 경하지 아니함이 없고, 성에 이르지 못한즉 경한 후에 성한다(학기류편 상, 49쪽).
성자는 도에 있어서는 實有의 理가 되고 人에 있어서는 實然의 심이 되니 그를 유지하고 주재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자에 있으니.......만약 경으로써 일삼지 않고 한같 성을 말한 즉 성이 라
는 것이 장차 둘 바를 알지 못할 것이며...(성리대전, 권37, 성리9, 성)
閉邪의 공부를 착실히 하면 경을 가지게 되고 경은 오직 성에 專一해야 한다. 성을 고수하면 마
음이 동이나 서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성리대전, 권37 성리9, 성).
경은 다만 하나의 수렴과 두려움과 放縱을 하지 않는 것이요, 성은 다만 하나의 순박과 진실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성리대전, 권37, 성리9, 성)

이러한 사실에서 경은 誠의 수단이며 성은 경의 보존이 그 목적이다. 성, 경의 관계
는 목적과 방법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기류편 誠敬圖(학기류편 상, 48
쪽)에서 誠의 방법인 敬以直內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성이 본체적 성격이 강한 반면 경
은 작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과 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남명은 내면의 수양인 경과 외면의 행동인 의를 서로
상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敬以直內 義以方外가 서로의 관련성을 잘 드러낸다.
의가 없는 경은 추상적이며 또한 동적인 성격을 저버릴 뿐 아니라 사물에 대응해서도
시비의 판단을 내닐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도 보증할 수 없다.
경과 의는 不離의 관계에 있지만 같지는 않다. 경은 靜이고 의는 動이다. 이에 대해
朱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과 의는 하나의 일이다. 예를 들면 두 다리로 바르게 서 있을 때가 경이고 걷기 시작하면 의
이며, 눈을 감고 있을 때가 경이고 눈을 뜨고 사물을 볼 때가 의이다(주자어류 상, 권12, 학6, 지
수, 232쪽)
경은 이것을 지키어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의는 저것을 행하여 마땅함에 부합하는 것을 말
한다(주자어류 상. 권12, 학6, 지수, 233쪽).

여기서도 ‘경’ 은 정이고 ‘의’는 동임을 보여 준다. 지키어 변하지 않는 정이고, 의는
사물에 대응하여 마땅한 행위를 하는 동이다.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경에는 의가 내재
하고 의에는 경이 내재한다. 주희는 경의 내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발이전은 태극의 정이고 음이며, 이발이후는 태극의 동이고 양이다. 그것이 아직 발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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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경이 주가 되어도 의가 갖추어지고 그것이 발하였을 때 반드시 의를 주로 하여 경으로 행
하니 어떻게 단절이 있겠는가?(주자대전 상, 권40, 답하서경, 746쪽)

미발은 고요함이고, 이발은 움직임이다. 고요할 때는 경이 主이고 의가 從이다. 움직
일 때는 의가 주이고 경이 종이다. 경과 의는 고요할 때도 움직일 때도 不離이므로 단
절이 없다. 단지 고요할 때와 움직일 때의 주종관계가 반대로 될 뿐이다. 이처럼 의가
있으므로 경이 활기를 지닌다. 주희는 생동하는 경에 대해서 경에는 死敬과 活敬이 있
는데 일을 처리할 때는 主一의 경을 지킬 뿐이며, 의에 의하여 그 시비를 변별하지 못
하면 활경이 아니다(주자어류 상. 권12, 학, 지수, 232쪽)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은 시비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진 의와 연계되어 추상성을 면하고 구체성
을 띤다. 또 사경에 빠져들지 않고 활경에 있으며 활동적인 성격을 파지하여 그 정당성
을 보증할 수 있다.
정이는 경은 단지 자기를 지키는 도이며, 의는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다(이정전서,
권18, 劉元承手編, 141쪽)라고 한다. 즉 경은 자기의 본래성을 지속하는 도이고, 의는
시비를 변별하는 지식이다. 그래서 정이는 단지 경을 사용하는 것만을 알고 의를 모으
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모든 일은 없다고 한다, 이것은 내외를 하나의 理(內外
一理)로 보았기 때문이다. 의도 마음속에서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자도
“모름지기 경과 의를 지니고 순환하는 것이 끝이 없다면 내외가 투철해진다”(주자어류
권 12, 학6, 지수, 232쪽)고 했다. 이것은 경과 의를 心內와 일, 내와 외를 통하여 일관
성 있게 보존하여 양자가 순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경은 심내, 의는 일,
경은 내, 의는 외로서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천에 의하면 경이 수립되어야 마음의 내면이 바르게 되고 의가 행해져야

방정해

지지만 외면에서 의가 행해진다고 해서 ‘의’ 자체가 본래 바깥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
다. 이러한 면에서 경과 의는 상호적인 二而一인 관계가 된다.
이 있다. 그 하나는 내적 기능으로

仁에는 두 종류의 기능

直內를 의미하는데 직내케 하는 동인을 경이라 하

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외면을 방정하게 하는 것으로 그 동인을 의라고 한다. 그래
서 경은 체가 되고 의는 용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성을 상위 개념으로 해서 경과 의를 하위개념으
로 하는 교육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남명의 교육목적은 성인의 근본인 誠을 보존
하여 敬으로써 내면을 밝게 하고 義로써 외부 행동을 방정하게 해서 사회를 선하게 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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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방법론

1) 퇴계의 교육방법론
퇴계 교육사상의 중심은 두 말할 나위없이 敬이다. 그는 경이 성학의 시작이요, 끝
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또 천명도의 性圈과 精圈의 중심부에는 敬자가 쓰여져 있다.
이것은 경이 성을 보존하는 미발의 공부와 칠정에서 사단의 선을 변별하는 이발의 공
부를 두루 일관하는 공부의 중심적 방법임을 단적으로 알려 준다. 또 천명도를 열 개의
그림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성학십도에 있어서도 제8 심학도, 제9 경재잠
도, 제10 숙흥야매잠도의 중심에는 의연히 敬자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이란 동과 정 즉 이발과 미발이 교차한다고 보면서도 미발을 더 근본적인 것으
로 보는데서 그의 교육론의 골격도 세워진다. 그리고 이발의 공부와 미발의 공부를 일
관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경을 내세운다. 경이 퇴계의 교육론에 있어서 그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 못하고 막연하게 경을 단지
이 글자의 사전적 의미 혹은 古經의 용례에 따라 혹은 敬虔으로 풀이할 때 오해가 생
기게 된다.
퇴계는 경의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 程伊天의 主一無敵, 整齊嚴肅 尹和靖의 其心收
斂 不容一物, 謝上蔡의 常性性法을 들고 있다. 그리고 경의 실천은 動·靜과 表·裏, 空
間과 時間, 主靜과 主事 등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
인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각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主一無適은 하나를 주장으로 삼아 다른 것에 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이란 주
일을 말하고 일이란 무적을 말한다. 주일이란 어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무적
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음이다. 그러나 한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정지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막혀서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처럼 주일무적은 마음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주일은 곧 심의
본래성을 보존하고 주체성을 세우는 것으로

外物에 끌려가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는

것을 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天理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퇴계도 성학십도의 <

경재잠도> 에서 주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둘에 둘을 겹치지 말고, 마음은 오직 전일
하여 만가지 일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고, 무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동쪽으로 가
고자 하면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고자 하면 북쪽으로 가지 않으니 경이란 일
에 당하여 있는 것이다”(퇴계집Ⅰ,권7, 차, 진성학십도차,

제9 경재잠도, 211쪽)라고 하

였다.
이처럼 주일 무적이란 일을 당하면 그 일만 본래 마음먹은 대로 할뿐 다른 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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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지않고 변화하는 모든 사물에 대응하는 것이다. 결국 주일 무적은 생생한 본래
의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서 무한히 변화하는 일에 마음을 오직 한 곳에 집중시키므로
써 모든 일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敬의 個別性, 集中性과 積極性을 알 수
있다.
정제엄숙은 몸가짐을 단정하고 가지런히 하며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제는 외적인 행동이나 태도의 단정함을 말하고 엄숙이란 외적으로 정제할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태도를 단정히 하여
마음이 혼란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음과 거동이 안팎
으로 함께 드러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만
정제엄숙하라. 위엄있게 하고 조심하라. 용모를 바르게 하라. 모든 생각을 바로잡고 가
지런히 하라. 의관을 바로 하고 보는 것을 공경히 하라”(퇴계집Ⅱ,권29, 서, 답김이정,
177쪽)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제엄숙을 퇴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활동이나
용모와 말씀하는 기상 등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의 교육방법이 바깥에서 통제가 내
면을

키우는 까닭”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퇴계집2, 권31, 서, 답우경선, 332쪽). 이처럼

정제엄숙은 외면의 행동과 태도를 다스려서 내면 즉 마음을 수습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외적인 정제가 내적인 엄숙을 만드는 동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적인 엄숙이 외적인
정제를 만드는 동인도 될 수 있음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엄숙과 정제는 상호적인 관
계를 지니고 있다.
상성성법은 의식의 각성상태이라 한다. 그래서 퇴계 역시 늘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戒愼, 恐懼로 의식의 깨어남을 강조하였다. 퇴계는 천명도설에서 마음의 虛靈不昧를 의
식의 각성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삶에 접하게 되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삶에 접하게 되는 모든 사물의 이치로 명백하게
밝혀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이나 상황에 접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삼가고 근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의 각성은 우주론적 이기의 호흡이고
확산이다(정순목, 1994: 186). 이기가 합하여 마음이 되니 자연히 허령지각의 묘가 있
다. 정할 때 만물의 理를 갖추어있는 것(具衆理)은 성인데, 이 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심이다. 동할 때 만사에 응접하는 (應萬事)것은 정인데, 이 정을 펴서 발용하는 것은 또
한 심이다. 그러므로 심이 성정을 통섭한다고 한다(퇴계집Ⅰ,권 18, 서, 답기명언 별지,
457- 458쪽).
허령한 마음은 具衆理와 應萬事의 두 계기로 이루어진다. 구중리는 마음속에 여러
이치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응만사는 마음이 사물과 실제로 상대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식의 자각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곧 인욕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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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인욕을 멀리하여야 한다.
기심수렴은 그 마음을 수렴하여 하나의 잡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정밀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가짐을 지니면 마음은 항
상 자주·자유·자각의 상태에 있게 되어 만사 만물의 변화에 다라 隨感隨應하면서 언
제나 천리의 正을 지키고 인욕의 邪를 막아낼 수 있다. 퇴계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술회했지만 학봉의 사려가 어지러워지는 까닭에 대한 물음에 퇴계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대체로 사람은 이와 기가 합하여 심이 되었다. 理가 주인이 되어 그 기를 통섭하면 심이 정밀
하고 생각이 하나되어 잡념이 없어지고, 理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氣가 이기면 그때는 마음이 흐
트러져 그칠 줄 모른다.

그렇게 되면 邪思.망상이 잇따라 일어나 마치 물레방아의 수레바퀴처럼

저절로 돌아 잠시도 머물지 않아 안정되지 않는다(언행록, 지경) .

퇴계는 사려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를 마음이 이와 기로 되어있는 데, 리 즉 성이 기
즉 정을 통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미하고 한결같이 못해서 잡념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여 一事·一物에만 마음을 쏟아서 다른 일에 소
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집착이라고 하고 공자는 絶四하라 하였다. 어
느 한 사물에 마음이 얽매이게 되면 자각할 틈이 없게 되거니와 마침내 인간의 자주성
과 자율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퇴계는 모두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면서 오
로지 그 일만을 위하여 초조하게 싹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돕는 듯 한다(

苗助長)면 학

문과 인격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네 가지 교육방법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위의
네 가지 교육방법 중에서 초학자들에게 정제엄숙을 제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병을 다스리는 일에 비유하자면 경은 백병의 약이다. 한 가지 증세에 대해 한가지 약제를 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다......세 선생의 네 조의 설이 다르긴 하지만 주자는 일찍이 실은 마찬
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공부를 시작할 곳을 찾는다면 마땅히 정이천의 정제엄숙을
우선으로 해야하고 오래도록 게으르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잘못을 막을 일이 없다’는 정
이천의 말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밖이 엄숙하여 안의 마음이 하나가 되
면 , 이른바 주일무적, 심수렴 불용일물, 상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정제 엄숙 가운데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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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의 조마다 따로 일단의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퇴계집Ⅱ, 권29, 서, 답김이정, 177쪽) .

이처럼 이 네 가지 방법들 중에서 외면과 내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외
면적 성격이 강한 정제엄숙을 제일 중요시 한 이유를 다음 朱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주자는 정이의 정제엄숙과 사량좌의 상성성를 비교 해 볼 때 정이의 설이 낫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정제엄숙하면 그 심이 곧 여기에 늘 밝게 깨어있으며, 외면으로는 정제엄숙한 데 안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또 그는 만일 정제 엄숙하면 곧 이 심이 존재하며 곧
상성성할 수 있다. 만약 정제엄숙하지 않으면 상성성하고자 하더라도 아마 더듬어 찾을 길이 없
어 상성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제엄숙함 없이 상성성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실마리가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성성할 수 없다(대빈호지음 김형성 옮김,1997: 238) .

퇴계의 입장과 주자의 입장을 볼 때

그 이유는 첫째, 정제엄숙은 내면과 외면의 성

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제엄숙이 나머지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내면 즉 마음의 본래성을 환기시키는 데는 정제엄숙이라는 외적인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학자들에게는 정제엄숙 속에 나
머지 방법 즉 주일무적, 기심수렴, 상성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정제엄숙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학십도의 < 경재잠도> 에서는 주일무적
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 방법도 상당히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경의 의미는 二重的이다. 경은 동과 정, 이발과 미발, 혹은 무위와 유위를 관통한다.
퇴계에 있어서 경은 정제엄숙으로부터 시작해서 격물궁리와 거경함양까지 포괄하며 성
학의 모든 교육방법을 일관하는 교육의 중심이다. 그래서 퇴계는 실제적인 상황 즉 動
靜, 表裏, 未發已發, 主靜主事, 空間時間에 알맞은 교육방법을 제사하고 있다.
먼저 퇴계는 動·靜에서 경의 실천방법으로서, 고요할 때 두려워하고 삼가며, 성품
을 함양함과 활동할 때 인욕을 분별하는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자가 제시한 경
의 실천 방법에서 옷과 갓을 반듯하게 함과 엄정하게 정돈하고 엄숙히 함은 靜에서 하
는 것이고, 생각을 하나로 모음과 속이지 않고 태만하지 않음은 동에서 말한 것으로 분
석하면서, 동시와 정시의 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퇴계집Ⅱ, 권35, 서, 答李宏仲, 309쪽). 특히 그는 정시의 경으로서 靜坐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앉는 자세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수렴하여 엄숙하고 가지런하게 할 것을
강조하여 고요한 몸의 자세와 엄숙한 마음의 수렴을 결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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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학십도 < 경재잠> 에서 “靜시에는 그 의관을 바로 하고,
그 시선를 높이하고 잠심하여 거처하면서 상제를 모시듯 하라고 하며, 動시에는 발짓을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골라 밟되 개미 둑에서 구비 돌 듯 하라고
하면서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어김이 없어야 한다”(퇴계집Ⅰ, 권7, 차 진성학십도차,
제9 경재잠도, 211쪽)고 하였다. 이처럼 경의 방법은 고요할 때나 활동할 때나 언제나
서로 일관하여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미발과 이발에서는 사물과의 交應이 없는 미발의 때에는 어떤 형태의 작위적 교육
도 있을 수 없다. 작위적 교육이 있다면 이미 미발이 아니게 된다. 이 때는 오직 이미
저절로 주어져 있는 혼연한 一性을 그대로 보존하는 함양 혹은 존양의 교육만이 필요
하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작위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함양 혹은 존

양의 교육은 소극적 교육, 혹은 無爲의 敎育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물과 교
응하는 이발의 때에는 천리와 인욕, 선과 악을 구별하는 궁리 혹은 성찰과 같은 작위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교육하는 교육, 혹은 有爲의 敎育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미발시 무위의 교육방법으로는 주일무적과 상성성법이 있고, 이발시의 유위의 교
육방법으로는 정제엄숙이 있다. 즉 이발 시에는 몸의 움직임을 수렴하되 외적 사물에
함몰됨이 없이 마음의 수렴으로 향하게 하는 정제엄숙의 공부로 구체화되고, 미발시에
는 마음을 수렴하되 혼침 상태에 빠짐이 없이 외적 사물과의 교섭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성성의 공부로 구체화 된다(김형효 외, 1997: 213).

경은 미발시의 소극적 교육과 이

발시의 적극적 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의 방법이다.
다음으로 겉과 속에 걸친 경의 실천방법으로서 퇴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활동이나 용모와 말씀하는 기세 등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의 실천공부는 바깥에서
통제하여 마음속의 성품을 배양하는 방법임을 확인한다(퇴계집Ⅱ, 권31, 서, 答禹景善
別紙, 214쪽). 이처럼 경의 실천공부는 바깥의 모습과 속의 마음이 서로 작용하여 하나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서 ’볼 수 있고 지키기 쉬운 방법‘(可見易守之法)
에 의해서 속으로 보이지 않고 묶어 두기 어려운 마음(不可見不可係之心)을 배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퇴계집Ⅱ, 권29, 서, 答金而精, 176쪽). 표리의 교육방법은 겉과 속을
하나같이 하는 것인데 형이하학적인 실제적인 쉬운 방법으로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마
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성학십도 < 경재잠도> 에서는 “밖이나 안이나 서로 바르게 하라”고 주장하면
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겉에서는 “문에 나서면 손님처럼 하고, 일을 받들면 제사 드리듯
하며, 조심조심 두려워하며 감히 잠시라도 安易하게 말라”고 하며 속으로는 “입을 지키
기를 병마개 막듯 하고, 잡생각 막기를 성문 지키듯 하며,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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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도 경솔하지 말라”(퇴계집Ⅰ, 권7, 차 진성학십도차, 제9 경재잠도, 211쪽)고 하였
다. 이와 같이 겉의 방법으로는 단정함, 정성스러움. 외경스러움, 신중함 등이 필요하고,
속의 방법으로는 말의 삼가함, 철두철미함, 성실과 진실함, 중후함 등이 있다. 겉과 속
의 방법들이 서로 바르게 제 자리를 지니고 있을 때 마음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
主靜의 교육은 勿正, 勿助長, 非著意로 말하는 교육으로, 이것은 소극적 교육으로서
실은 긴장에서 풀려나는 휴식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主事의 교육은 必有事焉, 勿忘, 非
不著意로 말하는 교육으로 긴장된 노력과 다르지 않다. 경의 교육방법은 인간의 일상적
삶이 이완과 긴장, 휴식과 노력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쪽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라 볼 수 있다.
퇴계는 공간과 시간에 따른 교육방법을 강조했다. 시간에 따른 경의 교육방법은 성
학십도의 < 夙興夜寐箴圖> 에, 공간에 따른 경의 교육방법은 < 敬齋箴圖> 에 잘 나타나있
다. < 숙흥야매잠도> 에서는 하루를 시간별로 나누고 경을 그 시간대에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맞게 실천하

즉 하루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夙寐, 晨興, 讀書, 應事, 日

乾, 夕陽, 兼夙夜 의 7조항으로 구분한 이 잠은 번잡한 일상을 어떻게 충실히 영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예컨대 日乾에서의 교육방법은 “움직임과 고요함이 순환할 때에
오직 마음이 이것을 볼 것이니, 고요할 때는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살펴서, 정신을 둘
로 나누지 말고 셋으로도 나누지 말라. 글을 잃다가 여가를 틈타서 간간이 노닐어 정신
을 가다듬고 情性을 휴양하여라”하는 점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여기서 교육방법은 주
정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 경재잠> 에서는 공간적 상황으로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데 < 숙흥야매잠> 과는
표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퇴계철학에 있어서 공간적 상황으로서의 일용은 경의 구
현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김형효외, 1997: 263). 여기서는 주로 표리, 동정에 따른 교
육방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만약 잠깐만이라도 間斷이 있으면 사사로운 욕
심이 여러 갈래로 일어나서, 불이 아니더라도 덥고, 얼음이 아니더라도 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퇴계는 보는 일상의 세계란 사욕이 가득 찬 어지러운 곳으로 보고 있
다. 이러한 어지럽고 위험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경이다.
퇴계는 未發과 已發, 靜과 動, 性과 精, 理와 氣, 無爲와 有爲 따위의 본체론적 차원
의 이항대립 가운데 전자의 항들에 중점을 두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받아야 할 뿐
만 아니라 후자의 항들까지도 충실히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퇴계의 一而
二, 二而一의 이중적 교육방법이 나타난다.
천지 즉 인간이 이중적이므로 경도 이중적이다. 경은 天地의 一動一靜도 敬이고, 이
를 본받아 일동일정하는 인간의 자세도 경이다. 천지자연의 본체론적 차원의 이항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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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면 사람이 이를 모방하기 위한 방법인 경에도 당연히 교육방법적 차원의 이항
대립이 있게 마련이다. 교육방법론적 차원의 이항대립은 거경과 궁리, 존양과 성찰, 주
정과 주사 따위로 표현한다. 이항대립은 결국 이완과 긴장, 휴식과 노력의 이항대립으
로 본다(김형효 외. 1997: 217)
경의 교육방법은 이완이 필요한 미발시에는 이완에 主一할 것을 요구하고, 긴장이
필요한 이발시에는 긴장에 주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완이 지나치면 다시 긴장을
요구하고 긴장이 지나치면 다시 이완을 요구한다. 경의 교육방법은 이완과 긴장을 둘로
나누면서 양자를 하나로 연결하기도 한다. 이는 경의 교육방법이 확산과 수렴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정제엄숙처럼 심신을 긴장시키는 괴로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런 긴장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悠悠自適하는 교육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
리고 퇴계는 긴장된 노력과 그로부터의 해방이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인 것이라 본다. 퇴계의 경사상이 갖은 매력의 요체가 여기에 있다.
퇴계는 顔子의 즐거움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博文約禮라고 하는
쓰라린 고통를 포기하지 않고 쌓은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비록 亞聖의 자질이라고 하지만 아직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 어찌 아무 의문이 없겠으며 어찌
신고교육이 없었겠는가? 의문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진실로 오
래도록 힘을 쌓아 자신의 재능을 남김없이 다 발휘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저절로 생겨났던 것
이다(퇴계집Ⅱ, 권28, 서, 답김이정, 29- 30쪽).

퇴계는 辛苦는 인내하면서 不快活의 교육을 해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주자
의 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퇴계는 辛苦의 교육로만 일관하다가 노이로제와 같은 심병
에 걸리는 것 또한 경계한다.
퇴계는 독서궁리의 교육에 지나치게 골몰하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제자들에게 마음
을 비우고 자연세계를 玩賞하라고 권한다. 괴롭게 교육하는 가운데도 반드시 그때그때
마음을 비우고 한가롭게 쉬면서 휴양할 생각을 가져야 앞서 말한 괴로움을 참은 불쾌
활의 교육과 함께 서로 도움이 되니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처럼 그는 우유함
영과 신고적누라는 두 가지 상이한 교육이 상호 이질적인 것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말한다.
優遊涵泳(유유자적하면서 푹잠겨 놈)은 무위자연이고 이완이다. 정좌를 통해 마음
내면의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양 혹은 함양의 교육도 우유함영이지만 成市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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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없는 林泉의 세계를 노니는 것도 우유함영이다.

여기서는 물과 자아의 대립 즉

物我相形이 없다.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하게 하는 심원 즉 理一之理가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반면 辛苦積累(괴롭게 하나씩하나씩 축적해 나감)는 인위적이고 긴장이다. 독
서를 통한 궁리라든가, 사물들과 교섭하는 가운데 시비를 따지는 성찰이 신고적누의 교
육방법에 속한다. 여기서는 사물과 자아의 대립이 있고 오직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을 나
누는 分殊之理만이

알려질 뿐이다. 우유함영에서는 物我가 하나로 되어 물과 대립하는

자아가 해소되는 동시에 자아가 대립하는 물도 해소되지만, 신고적누에서는 物我가 양
분되어 자아와 대립하는 물이 수립되는 동시에 물과 대립하는 자아도 수립된다. 우유함
영에는 분별하는 의식이 없지만, 신고적누에는 분별하는 의식이 있다. 우유함영이 침묵
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라면 신고적누는 언어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유함영이
인간이 없는 무차별적 자연 생명에의 동참이라면 신고적누는 차별적 질서가 지배하는
인간 문화세계에의 동참이다. 우유함영이 마음을 비우고 주어진 사물들과 더불어 유희
하는 해방이라면, 신고적누는 마음을 긴장시켜 주어진 사물들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려야만 하는 도덕적 엄숙이다.
우유함영은 심원을 보존하는 교육이고 신고적누는 인욕을 없애는 교육이다. 우유함
영은 존재의 차원에 속하고, 신고적누는 소유의 차원에 속한다. 경은 이러한 두가지
상이한 성격의 교육이 교역하는 가운데 성립한다. 미발과 이발이 다르고 고요한 곳(靜
虛)과 시끄러운 곳(搖處)이 다르며, 따라서 이발시의 교육과 미발시의 교육이 다르고,
고요한 곳에서의 주정의 교육과 시끄러운 곳에서의 주사의 교육이 다르고 우유함영의
이완과 신고적누의 긴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경은 이질적인 양자를 구별하면서도 하나로 통일하는 성학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한
다. 하지만 실제로 이질적인 두 가지 교육이 어떻게 걸림없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가? 우유함영하면 신고적누할 수 없고, 신고적누하면 우유함영할 수 없지 않는가? 퇴
계의 제자들은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다. 대개 사물과 교섭하는 일이
고요한 곳에서 본원을 함양하는 주정적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계의 교육론은 외적인 사물과의 교응에 도외시하지 않기 때문에 主靜
적 교육론과 외적 사물과의 교응에 대처하는 主事的 교육론간의 딜레마는 주자의 경우
보다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주경(미발시의 거경교육)과 觀理(이발시의 궁리교육)
간의 걸림에 대해 물어온 한 제자에게 퇴계는 익숙해지는 때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걸
림의 병이 없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대답했다(퇴계집Ⅱ, 권28, 서, 답김이정 별지 155쪽).
퇴계는 “반드시 두 갈래로 교육을 지극히 하여 익고 또 익어서 동과 정이 하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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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용이 하나가 되면 바야흐로 究竟處이다”(퇴계집Ⅱ, 권29, 서, 답김이정, 172- 173쪽)
말하기도 했다. 퇴계의 이런 대답들에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인
해답이 결여되어 있다. 그 대답들은 오직 체험의 성숙을 통해서만이 확인 될 수 있는
막연한 대답일 뿐이다. 퇴계가 주자학적 교육론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막연한 대답밖
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경교육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정합적일 수 없는 상호 이질
적인 두 성격의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의 이중성이 안고 있는 본질적 모순은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고 오직
교육이 이미 극에 달하여 성인이 된 사람의 체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퇴
계의 교육론은 결국 그의 聖人論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퇴계의 본체론에서 陰靜
陽動하는 氣보다는 理가 더 근본적이고 활동하는 理의 用보다는 활동하지 않는 理의
體가 더 근본적이었다. 無爲의 理體가 모든 것을 주재한다. 성인은 有爲의 교육을 통해
이런 무위의 본체를 닦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靜齋記 첫 머리에 퇴계는 “태극에 動靜은
靜에 의해 주재된다”(퇴계집Ⅱ, 권42, 기, 정재기, 442쪽)고 말했던 것이다. 퇴계는 자신
의 그 같은 본체론과 聖人論에 따라서 경의 이중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단연코 이발시
의 주사적 교육보다는 미발시의 주정적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게된다. 항상 경이 동정
을 관통한다고 하면서도 퇴계는 경은 곧 주정이라고 단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한 순간에 하나의 일만 닥치지는 않는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치기도 한다. 이런 때에는 하나의 일에만 주의를 집중할 수도 없
고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주의를 집중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가라는 물음
에 대한 퇴계의 대답도 마찬가지이다. 퇴계는 “설령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라도 무위의 마음을 유지하는 교육 즉 본원을 함양하는 평소의 교육 즉 미발시의
교육이 지극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각각의 물들의 義理에 부합한다”(퇴계집Ⅱ, 서,
답김돈서, 154쪽)고 지적했다..
여기서 경의 교육방법은 부자연스럽고 모순되는 불편을 면치 못하고, 고통스럽고 불
쾌활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장차 크게 향상하려는 좋은 소식의 징조이다. 그래서
힘써 참된 것을 많이 쌓고 나가면 자연히 마음과 理가 이해되고 통달됨이 언제 알아는
지를 깨닫지 못하며 익히는 것과 일이 서로 이루어져 점점 순탄하고 편하게 행해진다
(퇴계집1, 권7, 차, 진성학십도차, 199쪽). 그래서 한번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쌓아가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순수하고 익숙한 곳에 이르러야만 고요할 때는

비고 움직일 때는 바른 마음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퇴계집Ⅱ, 권28, 서, 답김돈서, 155
쪽)
그래서 퇴계는 미발시의 敬以直內가 근본이긴 하지만 언제나 이발시의 義以方外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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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시해서는 안됨을 중시하여 敬義夾持의 교육방법을 강조했다. 이 교육방법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교육의 효과를 그는 “사려가 아직 싹트지 아니한 때(미발시)에는 텅 비고
밝아 본령이 깊고 순수하며, 사려가 이미 발한 때(이발 시)에는 의리가 밝게 드러나서
물욕이 물러간다”(퇴계집Ⅱ,권28, 서, 답김돈서, 154쪽)고 하였다. 이것은 주렴계의 표현
인 ‘靜虛動直’과 정명도의 ‘廓然大公 物來順應’ (텅비어 공공되면서도 사물이 오면 사물
에 따라 응함)과 같다. 즉 정허와 확연대공은 미발시 心體가 텅비고 밝은 것이고, 동직
과 물래순응은 이발시에 의리가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2) 남명의 교육방법론

가. 誠의 교육방법
성의 교육방법은 학기류편 < 誠圖> (학기류편 상, 48쪽)와 < 小學大學圖> (학기류편
상, 46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物格, 知至, 意誠이다. 여기서 물격이란 사물의 이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고, 지지란 것은 마음의 아는 바가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의성이란 지식이
이미 극진해지면 뜻이 성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성의 방법은 사물의
이치를 지극히 하고 내 마음을 극진히 해서 뜻을 성실하게 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방법
으로는 대학의 지극한 착함을 안 뒤 정한 방향이

정해지고, 마음이 망령되어 동하지

않음이 없는 연후에 편안하고 정밀하고 상세하게 처리하고 지극한 착함이 있는 곳을
얻은 것이다.

결국 지극한 착함이 있는 곳을 알아야만 방향이 정해질 수 있고, 방향이

정해져야 마음이 망령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서 일을 정밀하고 상세하게 함으로서 지
극히 착한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의 교육방법은 대학의 知의 영역인 博學·審問·愼思·明辯과

行의 영역

인 篤行이다. 또 성의 보존에는 智仁勇이 필요하다. 그리고 天道와 人道를 誠과 忠信을
상대로 말한 즉 성은 천도요, 충신은 인도이며 충과 신을 상대로 말하면 충은 천도요,
신은 인도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충신과 성은 비슷한데 다만 성은 자연이 진실한 것
이고 충신은 노력의 결과이다. 즉 성은 본연의 천부와 진실한 도리에서 세운 것이고,
충신은 사람만이 노력하는 위에 세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둘째, 敬以直內 즉 경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天德
와 王道가 필요한데 천덕은 인간의 본연지성이며, 왕도는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천덕과 왕도가 중요한 것은 오직 홀로 있을 때 삼가는 謹獨이기 때문이다.
세째, 閉邪存誠인데 사물이 외부에서 접촉될 때 나쁜 것을 막아 마음에 나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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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폐사는 성인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말한다.
특히 나쁜 것을 막은 것을 남명은 人極 즉 이상적인 인간의 표준으로 생각했는데, 왜냐
하면 폐사이면 성이 스스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하나의 성이 와서 存
差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페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명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
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와 언제나 말을 믿게 하며, 행동을 삼가야 된
다. 그리고 행동함에 中正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행동함에는 못 미치지도 지나치지
도 않게 하며, 사물을 다룰 때는 바르게 해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폐사존성을
가장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면은 그의 좌우명에 잘 나타난다.
넷째, 修辭立誠 즉 언어의 표현을 가다듬어 정성을 세운다는 것 즉 말을 삼가하여
성실함을 세우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忠과 信, 進德이 있다. 군자는 進德修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과 신이 진덕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修辭立其誠은 修業(居業)하
는 수단이다. 그리고 충과 신은 심을 주제하는 것으로 一念의 不誠이 없음을 말하며 수
사는 事에 나타나는 것으로 一言半句의 不實이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비록 충신의 심
이 있다하더라도 수시입성치 못하면 知至至之(이름를 알고 그것에 이름), 進德之事, 知
終終之(마침을 알고 그것을 마침), 居業之事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나. 경의 교육방법
이 방법은 심의 조절, 주재. 통섭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경을 통해 개인의 내면
의 상태를 지극히 맑고 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교육은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
로 심의 상태를 가치있고 바람직하게 하여 언제나 도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경이다.
남명도 경의 일반적인 교육방법인 주일무적, 정제엄숙, 기심수렴, 상성성법(학기류편
상, 경도, 48쪽)은 퇴계와 동일하다. 다만 남명은 상성성법과 주일무적을 중시하는 반면
에 퇴계는 정제엄숙과 주일무적을 중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이 ‘상성성자’라는 방울
을 언제나 휴대하고 다닌 점과

학기류편 < 易書學庸語孟一圖> 의 < 敬圖> 에 주일과 성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학기류편 상, 59쪽). 그리고 동정, 표리, 有間, 有差에 따른
경의 교육방법도 퇴계와 동일하다(학기류편 하, 83- 84쪽).
주경의 교육방법에는 거경궁리가 있다. 거경은 실천적인 행의 영역에 속하고, 궁리
는 이론적 지의 영역에 속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궁리의 지적 영역에는 博文, 격물치
지 등이 있는데

< 경도> 에 경은 격물치지상의 중요한 것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하학상달적인 교육방법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학과 대학을 중시했다. 특히
대학에서는 지적인 격물, 치지, 성의, 正心, 행적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교육방법
으로 강조했다(학기류편 상, 소학대학도,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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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心道心圖> 에서는 도심을 늘 갖도록 오로지 정밀하고 한결같이 하는 것이 경인
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존(존양)의 측면과 성(성찰)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기류편 상, 52쪽). 먼저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로 천리를 보존하는
존양의 측면의 방법에는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戒懼), 마음을 붙잡고 간직하는 것(操
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心思), 덕성을 기르는 것(養心), 본심을 기르는 것(養
性), 마음을 다하는 것(盡心), 마음이 가는 데로 두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七十
而從心) 등인데, 마지막 칠십이종심은 천리를 보존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인욕을 막은 이발상태의 성찰의 측면의 방법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것(愼

獨), 욕구를 극복해서 본성을 찾은 것(克復:克己復禮), 마음이 안정하게 자리를 잡도록
함(心在), 흩어지려는 마음을 바로 잡음(求放心), 마음을 바르게 함(正心), 40에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不動心) 등이다. 여기서 四十不動心은 인욕을 제거한 결과
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남명의 주경의 교육방법은 靜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靜時의 교육과
動時의 교육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이 움직임과 고요함을 겸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주경의 교육방법도 역시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의지해
야 한다고 보았 다. 그래서 양자 중에서 어느 한 쪽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래서 정신을 한 곳에 전념한다는 것은 고요할 때도 전념해야하고, 움직일 때도 전념해
야하는 것으로 움직임과 고요함에는 반드시 함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심과 본성을 기
르는 고요할 때의 교육방법(함양·존양)과 아니면 사물을 성찰하는 움직일 때 교육방
법(궁리·성찰)이든 간에 모두 하나의 ‘敬字’로 관통되어 있다. 이처럼 경은 함양과 궁
리, 존양과 성찰을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존양을 위해서는 중용을 먼저하고, 성찰을 위

해서는 대학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학기류편 상, 60쪽). 그는 경으로 마음을
지키는 靜時의 교육인 존양를 인정하였지만 動時의 교육인 성찰을 더 강조하였다(학기
류편 상, 62쪽).
남명은 궁리와 함양의 병진을 주장했다. 궁리와 함양은 당연히 병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함양의 교육에 이루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깊지 않으면 궁리의 오묘함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함양 가운데
궁리의 교육이 있어 그 함양한 이치를 궁구하고 궁리가운데 함양의 교육이 있어 그 궁
구한 이치를 함양한다. 이에 그는 “이 두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오직 양쪽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학기류편 상, 66쪽)고 하였다. 마음의 바깥에 理가 없음
은 격물이 바로 궁리이기 때문인데 궁리를 말하면 한결같이 진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겉이 조잡한 것은 이의 작용이고, 안이 정밀한 것은 이의 본체이다. 그래서 端莊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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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一한 것이 바로 존양의 교육이다. 이것은 겉과 안이 서로 바르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인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주경의 교육방법이다.
여기서 남명의 경의 교육방법에 대한 입장은 존양·함양의 내적인 교육도 중시하면
서 궁리·성찰의 외적인 교육도 중시하여 양자를 불가분의 精粗·表裏·體用의 관계로
보았다. 그는 궁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독서를 통해 의리를 해석하여 밝히고 일을 처리
하면서 옳고 그름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수신의 요체가 되는 것은 예가 아니
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안에 마음을 간직해서
혼자 있을 삼가는 것은 大德이고 밖으로 살펴서 행동에 힘쓰는 것은 王道이다. 그러므
로 몸을 닦으며 가슴속에 본심을 간직하고 밖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가장 큰 교육
은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남명집, 권2, 소류, 무진봉사, 521쪽)고 강조했다.
남명은 성현의 영역에 뜻을 둔 자는 致知와 力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학기류편 상, 60쪽). 그러나 치지와 역행 중에서 그는 역행의 중요성을 더 강조
하여 배움을 넓히는 것은 앎을 요구하는 것만 못하고 앎을 요구하는 것은 행동을 실제
로 하는 것만 못하기(학기류편상, 64쪽) 때문에 “군자는 학문을 함에 몸소 행동하는 것
을 근본으로 삼는다”(학기류편 상, 71쪽)고 하였다.
남명은 실행을 강조하면서 주희의 ‘知는 가볍고 행은 중하다’는 설을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지와 행의 관계상에서 그는 비록 지를 먼저 행을 뒤에 한다는 설을 긍정하였지
만 주희의 지와 행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지는 가볍고 행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지와 행을 서로 의지하는 것은 마치 눈에 발이 없어 걸어다니지 못하고 발에 눈이
없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학기류편 상, 62쪽)고 보았지만, “先後를 논한다면 知가
먼저이지만 輕重을 논한다면 行이 중요하다”(학기류편 상, 65쪽)고 생각하였다. 이론상
에서 知가 가볍고 행이 중요하다는 설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힘쓸 것을 견지하면서 실
천에 응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실행의 實을 그의 사상체계로 귀납하였던 것이다.
경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류편 상, 59쪽).

학기류의 < 易書學庸語孟一道圖> 에 잘 나타나 있다(학기

그림 가운데 ‘一’이 둥글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敬에서 핵심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방법은 넓게는 居業이고, 구체적인 것은
말을 바르게 하는 것(修辭),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身誠), 내면을 바르게 하는 것(內
直), 뜻을 정성되게 하는 것(意誠), 머물 곳을 아는 것(知止), 마음을 보존하는 것(存心),
천명을 세우는 것(立命), 행동을 삼가는 것(戒愼), 예를 간략하게 하는 것(約禮), 예로
돌아가는 것(復禮) 등이다. 이처럼 경의 교육방법은 선한 본성과 마음을 하나로 선하고
바르고 정성되게 함과 아울러 몸을 정성스럽게 하여 예를 행하는 것이다.

영남학파의 교육사상 293
다. 義의 교육방법
義의 교육방법은 어떻게 마음을 절제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그리고 裁斷해
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때 의를 행하는 데 있어 그 수단
역시 정당해야 한다. 만약 그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의가 아니라 不宜, 利
가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의는 마음의 제어, 일의 마땅함, 公的인 면, 시비의 변별, 부
끄러움과 미운 마음의 단서와 관련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의가 실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결국 인간이 사물을 처리하면서 제어해서
마땅한 바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내부에 마땅한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는 그러한 마땅한 기준에
따라 외적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방법도 향내적
인 방법과 향외적인 방법이 어우러져 있다.
남명의 의의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학기류편 < 易書學庸語孟一道> 에 잘 나타나 있다
(학기류편 상, 59쪽). 그림 가운데 ‘精’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정밀하게 무엇을 해야됨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포괄적 방법은 덕으로 나아가는 것(進德)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바깥을 방정하게 하는 것(方外),

널리 배우는 것(博文), 자기를 이기는 것(克

己),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格致), 머물러야 할 곳을 아는 것(知止), 착함을 택하는
것(擇善), 선을 밝히는 것(明善),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것(盡心), 본성의 선함을 아는
것(知性) 등이다.
그리고 의의 교육방법은 지적인 영역과 행적인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지적
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박문, 격치, 지지, 택선, 명선, 지성이고, 행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방외와 극기, 진심이다. 여기서 남명은 올바른 행위자가 되려면 올바른 인식론자
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남명의 성·경·의의 교육방법은 현실에서는 상호 관련되어 동시에 일어
난다. 그래서 성·경·의의 교육방법을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퇴계와 남명의 인간관. 교육목적, 교육방법에 대해서 서로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살펴 종합함으로써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천인합일적 관점에서 우주의 창조적 발전에 있어서 인간은 한같 피동적이고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마음이 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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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섭한다는 면에서도 공통적이다. 또 하나의 마음 속에 인심과 도심을 인간의 도덕
적 근거와 교육적 실천의 근거로 삼은 것도 공통적이다.
퇴계의 관심의 지향성은 생래적인 인간 본성인 본연지성과 천명인 인간의 직분, 그
리고 사유능력에 있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분별과 선의 선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의 확고한 근원의 정립과 악의 가능성의 분별을 위해 사단과 칠정을 서로 待對的인
관계로 이해하였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향내적 관점에서 분석적·합리적이고 관념적인
형이상학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남명은 현실적인 기질지성에 관심을 두고 순청, 잡청탁, 순탁의 품부에 따라
인간을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은 마음이 외면을 따라 나가는 것이고, 성은 내
면을 향해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성의 작용인 정을 발해서 선하지 아니함이 없
다는 것은 정 중에서 중절된 상태의 사단을 의미한다. 때문에 남명은 사단과 칠정을 渾
融된 것으로 이해하는 주기적 성격이 강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향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경험적이고

실천적인 형이하학적 성격이 강하다.

퇴계와 남명 모두 유가의 전통적인 천인합일에 의한 성숙한 인격을 지닌 聖人에 교
육목적을 두었다. 퇴계의 교육목적은 인에 바탕한 경의 지향에 있었다. 그리고 인격적
자아실현을 천명이 부여한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곳에 두었다. 그래서 개성교
육의 감성인격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교육이 이상주의, 경건주의, 인간주의를 지향하였
다. 남명은 성에 근거하여 경의의 실천에 있었다. 그리하여 성인의 근본인 성을 보존하
여

내면을 밝게 하고 외부 행동을 방정하게하여 사회를 선하게 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그의 교육은 현실주의, 실천주의, 공동체주의를 지향하였다.
교육방법론의 공통점은 경중심의 교육방법을 지향해서 항상 자주·자유·자각 상태
의 인간교육 방법의 확립에 있다. 그래서 경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통합 지향하였다.
퇴계는 경를 주로 하여 다양한 측면 즉 동정, 미발이발, 공간시간, 표리, 이완과 긴장,
주사와 주정, 이론과 실천등의 경의 이중성에 따른 통합적인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이발의 주사적 성격보다 주정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거경,
존양, 함양 등의 방법에 더 관심을 기울었다. 그래서 향외적 보다는 향내적 성격이 강
한 그의 교육방법은 내적인 인격의 자아실현에는 적절하지만, 일상적인 역동성과 변화
에 대한 적응, 그리고 개혁에는 일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남명은 성, 경의의 상호적인 관련 속에서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퇴계보다는 이론
적 근거가 약한 반면에 실천적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었다. 또 주정적 성격보다 주사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향내적

보다 향외적 성격이 강한 그의 교육방법은 현실적 문

제의 해결 및 개혁에는 퇴계보다 더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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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와 남명의 교육사상을 종합해 볼 때 영남학파의 교육 성격은 조화롭지만 서로
다른 즉 和而不同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에서도 인간이
우주창조의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퇴계가 주리적, 분석적 측면에서 인
간을 이해한 반면에 남명은 주기적, 종합적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했다. 교육목적에서도
성숙한 인격을 지닌 성인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퇴계는 仁·敬
의 입장에서 교육목적을 설정하는 반면에 남명은 誠·敬義의 관점에서 교육목적을 설
정했다. 그래서 퇴계가 이상적 인간주의 교육를 지향한 반면 남명은 현실적 공동체주의
의 교육을 지향하였다. 교육방법론에서도 경중심의 교육방법을 지향한 것은 공통점이지
만 퇴계가 다양한 이론적·주정적 교육방법을 지향한 반면 남명은 실천적·주사적 교
육방법을 지향하였다. 결국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의 성격은 향내적 교육과 향외적 교육
이 어우러져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의 성격이 어떻게 정립·변용, 계승·굴절되어는 지
를 문인들의 교육사상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이다.
또 다른 과제는 영남학파의 교육사상을 오늘의 교육적 이상과 실천으로 재해석하는 일
과 하나의 시대교육철학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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