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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퇴계는 위대한 사상가이지만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자
로 평가되고 있다. 도산서원은 교육자로서의 퇴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퇴계의 활동과 사상에 관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런데 퇴계의 자녀교
육관은 어떠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
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퇴계
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가 제자교육에 관한 것이었
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자녀교육과 제자교육과 대동소이하리라
는 연구자들의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家
書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자녀교육은 제
자교육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제자교육은 道學이라고 하는 이상적 목표를 달성한다
는 암묵적 합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자녀교육은 선택의
여지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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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기 때문에 철저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
은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가 자질들에게 보낸 家書를 분석하여
자녀교육관과 관련된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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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家書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주로 집안의 子姪을 비롯해서 일가
친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일컫는 말이다. 가서는 문집의 편집에
있어서도 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처럼 다른 편지와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가서에 주목하는 것은, 가서
가 주로 子姪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인 까닭에 자녀교육에 대
한 생각이 집약적으로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진솔한 마음이 꾸밈없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한, 가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서에는 사우간의 편지나 학술적인 글을 통해서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는 도학자로서의 면모와는 상당히 다른, 철저한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
퇴계 가서의 경우, 처음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는 그
다지 많은 수가 수록되지 않았다. 1600년에 초간된 퇴계문집(원
집)에는 35통의 가서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140여년이 지난
1746년경에 靑壁 李守淵(1693～1748)이 퇴계문집 속집을 내면서
새로 53통의 가서를 수습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다시 120여년
이 지난 1869년에 癡翁 李彙溥(1809～1869)가 이른바 번남본 도
산전서를 내면서 누락된 유문들을 수집하고 문집의 체제를 전반
적으로 재정리했는데 이때 많은 가서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번남
본의 경우에는 내집에 131통, 속집에 54통, 유집(내편)에 173통,
유집(외편)에 260통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 1910년 이후에 후
손들이 위의 번남본을 저본으로 재정리한 이른바 상계본과 家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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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本에는 다시 많은 가서들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퇴계의 자녀교
육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서들이 대강 드러나게 되었다.
퇴계가 보낸 가서는 형님들과 조카들에게 보낸 것도 있지만,
아들과 손자에게 보낸 편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아들 중에
는 장자 寯과 차자 寀에게 연명으로 보낸 편지도 있지만, 寀가
21세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낸 편지는 한두 통에 불과
하고 주로 寯1)과 장손 安道2)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2. 퇴계의 자녀교육 이념
가서에 나타난 퇴계의 모습에는 철저한 생활인의 모습이 두드
러진다. 농사의 준비와 추수, 생산한 작물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
어 가용에 대비하는 일과 세금을 납부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
든 집안 잡사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노비들의 이름과 그들이 해
야 할 일, 심지어 꾀를 피우는지 병에 걸렸는지 등 행실과 동정
에 관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퇴계의 철저한 생활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자녀교육에도 그
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집안 자제들이 사족 가문을 유지해 가기
1) 李寯(1523～1683)의 자는 廷秀로 어려서부터 퇴계의 훈도를 깊이 받
았으나 동생 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실질적인 외동이 되어 집안의
잡사를 돌보느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누차 과
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음직으로 제용감 및 집경전 참봉,
봉화 현감, 안기 찰방 등을 역임하였고 벼슬은 첨정에 이르렀다.
2) 李安道(1541～1584)의 자는 逢原, 호는 蒙齋이다. 寯의 아들로 어려
서부터 퇴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성장하면서 가학을 계승했다. 그는
21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풍저창 부봉사, 상서원 부직장, 사온서
직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집으로 蒙齋集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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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희망했고 과거시험이나 벼슬에 있어서도 이에 필요한 최소한
의 조건을 갖추기를 희망했다. 수시로 과거공부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居接의 모임에도 참석하도록 독
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 과거시험에 몰두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기
고 벼슬살이를 멀리하던, 일반적으로 알려진 퇴계의 모습과는 커
다란 차이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문집을 통해 접하는 도학자로서
의 모습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퇴계를 오로지 글 읽는 선비
로만 생각해 온 사람의 눈에는 하나의 충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비판적 시각
에서 보면 퇴계가 이중적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점은 그가 이중적 처신을 했다기보다는 학자이기 이
전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퇴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신력의 소산으로 보는 것
은 옳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퇴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오히
려 이러한 측면은 그의 학문이 실생활과 유리된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퇴계가 선비에게 있어서 학문과 생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언
급한 것은, 그가 50대 중반에 아들 준에게 보낸 편지에서였다.
여기서 “대저 사군자는 마땅히 風素文雅와 恬淡寡慾으로 자처해
야 하고 餘事로서 생업에 종사하면 해로움이 없다. 만일 文雅와
修潔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營産과 服飾의 말엽적인 일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골 속인들이 할 일이지 儒家의 기
풍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3) 라고 하여,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보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
기를,
3)

退溪續集, 卷7, 寄子寯別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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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産 등의 일은 역시 사람으로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네 아비가 평
생에 아무리 疏拙했다고 해도 또한 전혀 하지 않을 수야 있겠느냐. 다만 안
으로 文雅에 전념하면서 밖으로 혹시 俗務에 대응한다면 士風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해로움이 없겠지만, 만약에 완전히 雅尙을 잊어버리고 經營에만
몰두한다면, 이것은 농부의 할 일이며 향리의 속인들이 할 일이다.”4)
라고 하여, 학자로서 雅尙과 營産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뜻을 밝
혔다. 거듭 강조된 이 말은 평소 퇴계가 선비에 있어서 학문과
생업의 관계에 대해 가졌던 기본적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퇴계 스스로 말한 것처럼,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선비라고 해서 영산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 가서에 보이는 생
활인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유가 자제의 이상적 삶
의 모습은 ‘안으로 文雅에 전념하면서 밖으로 俗務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게 될 과제는, 이러한 이념이 현실 속에서
자녀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어떤 면에서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들은
이러한 교육이념에서 볼 때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다. 그리고 이러한 해명 위에서 퇴계의 자녀교육관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家書에 나타난 자녀교육의 사례
1) 생활 속에서 공부하게 했다
4)

退溪遺集, 卷7, 寄寯(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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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자식에게 책을 통한 공부만 하도록 하지 않았다. 예조
판서와 양관대제학을 지낸 사람이 자식을 전업 학자로 키울 생
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또한 퇴계는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것이 여러 자료로서 증명되고 있다. 즉 많
지도 않은 자식이 현실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공부만 할 수도 있
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농사를 비롯한 집안일을
결코 종들에게만 맡겨 놓지 않고 자식으로 하여금 살림살이를
직접 꾸려나가도록 했다.
가서에 언급된 것만 보아도, 퇴계는 아들 寯에게 수많은 일을
시키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언제 공부를 했는지
싶을 정도이다. 寯은 봄에 파종을 준비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일,
세금을 납부하는 일, 기와를 굽고 재목을 준비하는 일, 종들을
감독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일, 각종 송사에 대응하는 일 등 모든
집안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산소를 돌보는 등의 일이 끝났으면 곧 절로 올라가 독서를 해야 할 것이
다. 만약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끝내 놓고 나서 전적으로
독서에 매달리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루도 그런 날을 얻을 수 없을 것이
다.”5)
퇴계는 공부와 생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
었다. 또 편지로 아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일처
리는 아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퇴계 스스로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하나하나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안일
을 돌보는 것은 자식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선비
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문
은 결코 삶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退溪遺集, 卷5, 寄子寯(辛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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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은 퇴계와 그의 교육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어떤 경우에는 답답할 정도로 현실에 구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현실의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이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퇴계의 철학과 학문이 현실에서 벗어나 관념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점을 확인하는
데 가서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비록 문집에 수록되지는 못했지만 퇴
계는 평생 동안 수많은 편지를 자식들에게 보냈다. 또한 그만큼
많은 편지를 자손들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
손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동태와 공부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지도하였다. 그는 자손들에게 한문으로 된 편지를 보내면서 언문
으로 된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한문을 모
르는 며느리에게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교육 목적보다는 집안
살림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6)
어느 쪽이든 빈번한 편지는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퇴계가 벼슬살이를 위해 서울에 머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또 자식이 벼슬살이를 하면서 고향을 떠나 있
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기회는 많은 편이었다. 퇴계
는 천성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했으며 당시 상황이 통신수단으로
편지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그가 자손들에게 보낸
편지는 많은 편이다. 오늘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편리한
6) 가령 退溪遺集, 卷8, 寄寯 의 말미에는 “별달리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언문 편지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 주거라.”고 적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문 편지에 적어 두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로 미루어 자식들에게 보내는 한문 편
지와 함께 며느리에게 보내는 언문 편지를 따로 썼으며 그 내용은
며느리가 챙겨야 할 가사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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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이 있다고 해서 부모자식 간에 반드시 많은 대화가 있
는 것이 아니듯이, 당시라 해도 모든 부모가 자손들에게 그처럼
많은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식의 동정에 관해 세세한 사항까지도 파악하고자 했다.
편지가 발송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아 앞에 보낸 내용을 알지 못
하면, 몹시 궁금해 하고 이전에 보낸 편지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보내도록 했다. 그리고 소소한 집안일도 자식과 의논했고 자식의
의견을 물었다.

“풍산의 장례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다. 비록 일의 형편상 그렇다고 해도
마음이 몹시 편치 않구나. 너도 아직 가보지 않았느냐. 돌아오는 초하루에도
제사가 있다만, 내 형편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가 만약 특별한 일이 없다
면, 가보는 것이 좋겠다.”7)
퇴계가 많은 편지를 쓴 것은, 다른 한편으로, 편지라는 의사전
달 방식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퇴계는 편지가 갖는 장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주자의 편지글을 묶어 朱子書節要를 편
찬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즉 편지에는 배우는 사람의 지적 수
준에 맞추어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씀으
로써 가르치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높다는 것이었다. 퇴계는 직접 자신
의 편지글을 모아 自省錄을 편찬한 적이 있을 만큼 편지의 교
육적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 그리
7) 退溪續集, 卷5, 寄寯(乙巳) .
8) 편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퇴계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었는가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서한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다루어진 바 있
다. 정순목, 옛 선비교육의 길(서울: 문음사, 1992), 279쪽 ; 안경식,
언행록에 나타난 퇴계의 제자교육 , 교육사상연구 제11집(한국교
육사상연구회, 2002),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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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을 자식교육에도 활용했던 것이다.
퇴계의 편지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질
책을 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전후의 사정과 형편을 자세하게 서
술한 후에 이해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식과의 편지가
그토록 길게 계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대화 자세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흔히 “○○에게 보
내는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니, 네가 읽어 본 후에 봉하여 보
내도록 하라”는 식으로, 자신이 남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식이 읽어보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식
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강요하
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방
법으로 편지를 활용하였다.

2) 원칙과 의리를 강조했다

퇴계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공적인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가령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 병역 문제, 관료의 근무자세,
종들을 관리하는 문제 등이 그런 경우이다. 모든 문제를 자식과
의논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주제가 가서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경우, 퇴계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국
법의 준수였다. 그는 자식들에게 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
다. 근대적 의미의 公·私개념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인 문제는 세금의 납부였다.

“온계의 여러 댁에서는 稅米를 납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언제 출발하기로
했느냐? 모름지기 그 날짜와 말과 되의 숫자를 정확히 알아서 (창고가 있는)
용산으로 사람을 보내되, 같은 날짜에 출발하여 나라의 창고에 일시에 법대
로 납부하게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소홀히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
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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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예안의 세금을 서울에서 벼슬을 살면서 녹봉으로 받은
곡식으로 직접 납부하기도 했으며, 세금 낼 곡식이 없으면 변통
을 해서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납부하도록 당부하는 등 세금의
납부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었다. 세금을 철저
히 납부하는 자세는 가령 의병을 일으키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
르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자식들에게 국가를 위한 사족의 의무에
관해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퇴계는 자식에게 국법의 준수를 자주 강조했다. 한 번은 영주
에서 생산된 곡식 5,6석을 관에서 나와 밀봉을 한 뒤에 종자가
모자란 아들이 그것을 써버린 일이 있었는데, 퇴계는 아들이 은
연중 아버지의 세력을 믿고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나무랬다. 그는 “대체로 人家의 자제는 마땅히 근신하고 법을 두
려워함에 힘써야 한다. 그 곡식은 이미 관가의 곡식이 되었느니
만큼, 네가 만일 성주에게 고민을 호소한 다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마음대로 가져다가 써서 마치 세력을
믿고 법을 무시하는 자의 소위와 같았으니, 이것이 어찌 儒家의
자제로서 글을 읽고 도의를 아는 자의 일이겠느냐”10)라고 했다.
여기서 국법은 곧 선비로서 지켜야할 도의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식에게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에 맞는가를 생각하라고 했
다. 아들 寯이 벼슬살이를 할 때 소소한 물건들을 구해다가 아버지께
보냈다는 내용이 더러 가서에 등장한다. 그가 경주 집경전 참봉으로
있을 때, 받은 녹봉 가운데 쓰고 남은 몇 가지 물건을 아버지께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받은 퇴계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
지를 보냈다.
9) 退溪遺集, 卷5, 答子寯 .
10) 退溪續集, 卷7, 答子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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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라는 곳이 본래 빠듯하여 지급받은 녹봉이나 食物이 남는다 해도 결
코 많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사서 나에게 실어 보냈으니 지극
히 마음이 편치 못하다. 사소한 식물이라면 몰라도, 무리해서 지나치게 보내
는 것은 벼슬하는 사람이 마음을 맑게 가지고 일을 성찰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처럼 습관이 되면 후일에 수습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요즘 보면, 門蔭의 은
택을 입은 자들이 심지어 수령에 이르기까지 멋대로 망령된 행동을 하여, 일
신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사람
의 마음이란 매우 위태로운 것이니 진실로 경계해야 한다.”11)
아들이 국록을 받는 몸으로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혹시라
도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는지 걱정한 것이다. 그는 “몸
은 낮은 지위에 있더라도 마음을 ‘恬靜苦淡’하게 갖지 않으면, 반
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 것”12)이라고 충고했다. 퇴계는
관료의 마음가짐은 ‘염정고담’ 즉 ‘편안하고 고요하며 담박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말은 미관말직의 벼슬에 있는 자식에게 해 준 말이지만, 벼
슬살이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이 말은 ‘사군자는 마땅히 風素文雅와 恬淡寡慾으로 자처해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생각이 벼슬살이에 적용되어 염정고담이라
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자세는 관료로서의 자기 스스로의 자세를 단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연결되었다. 즉 그는 백
성의 인심을 사기 위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퇴계는 경세를 유교의 본래정
신에 입각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유교적 질서를 확립해 가는 것
으로 이해하였다.
11)
12)

退溪續集, 卷7, 答子寯(丙辰) .
退溪續集, 卷7, 答子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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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준이 봉화 현감으로 있을 때는 흉년이 들어서 세수가 부
족했다. 그러나 퇴계는 “관물을 기울여 인정에 부응함으로써 나
라에 죄를 짓기보다는 인정을 절제하여 국법을 받드는 것이 옳
다.”13)라고 했다. 이점은 그의 공직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흉년을 만난 백성들에게 너무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관의 영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자를 가려 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14)
다음으로 가서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
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식의 병역에 관한 퇴계의 언급이다.
당시 사대부의 자제들이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군대에 징용하
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징용을 회피하기 위해 종을
대신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퇴계는 사마시에도 합격하지 못한 자
식에게 우려를 표하면서 業儒의 칭호라도 붙여서 징용되는 것을 피
하라고 주문했다.

“근래 조정의 논의를 들으니, 비록 조정 관료의 자제라 해도 소속된 곳이
없는 자는 모두 군에 가야 된다고 한다. 네가 면할 수 있다고 어떻게 기필할
수 있겠느냐? 만약 면하지 못할 것 같다면 業儒의 칭호라도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15)
왜 그가 자식에게 적극적으로 군입대를 권유하지 않았는가라
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것은 국민개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오늘
날의 관념을 퇴계에게 요구하는 것이 된다. 당시는 사족에게 부
과된 국가적 의무는 다만 독서인으로서 수신·제가·치국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당연하게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13)
14)
15)

退溪續集, 卷7, 答子寯(庚午) .
退溪續集, 卷7, 答子寯 .
退陶先生集, 297～298頁, 寄寯兒(壬子七月二十七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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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람을 내세우거나 하지는 않았고,
소과 초시에라도 합격하여 업유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학문에
전념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퇴계는 종들을 부림에 있어 인정을 위주로 하였고 그들의 사
정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화 가운데,
손부가 아이를 낳고 젖이 모자라 아이를 낳은 종(乳婢)을 보내달
라고 했을 때, 내 자식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근사록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거절했던 것도 이러한 측면
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16)
그러나 그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단호
한 면모를 보였다. 가령 ‘연동’이라는 종은 패악이 심각했는데,
가서에는 종을 단호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아들의 나약함을 호되
게 나무라기도 했다.17)
이러한 자세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아들 준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 엄격함을 상실하자, “대부분 사람이
정과 사랑에 빠져서 훈계하고 단속하는 것을 소홀하게 한다. 이
는 김매기를 하지도 않고 벼가 익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느냐? 전에 네가 아이에 대해서 엄하게 대하
지 못하고 사랑이 지나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이다”18)라는 말로 무절제한 자식사랑을 꾸짖었다. 이처럼 그는
자녀교육은 자상하면서도 엄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3) 남과 더불어 공부하게 했다
16)
17)
18)

退溪續集, 卷7, 答安道孫 .
退溪續集, 卷7, 內篇, 寄寯 .
退溪文集, 卷40, 寄子寯(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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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로 하여금 또래나 동료 등 남과 더불어 공부하게 하는
것은 퇴계의 자녀교육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이다. 퇴계는 아들과
손자에게 남과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하도록 권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조선조를 대표하는 대학자이면서 교육사
업을 필생의 과제로 자처했던 퇴계가 직접 지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혹자는 이를 두고 ‘인맥을 쌓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
석하기도 하지만, 가서를 고찰해 보면 좀 더 깊은 교육적 배려가
깔려 있음을 알게 된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규모가 큰 居接에 참가하도록 하려는 까닭은, 진실로
자신의 단점을 알고 남의 장점을 취하여,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견문을 깨
닫고 아울러 견문이 좁다는 조롱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19)
자신의 단점을 알고 남의 장점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요지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몇 가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방식의 효율성이다. 아무리 대학자라
해도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역시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퇴계는
아들과 손자가 공부하는 내용과 방식, 심지어는 사용하는 글씨체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도 정도를 넘어서면 잔소리가
되고 역효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아버지가
직접 지도하기보다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고 감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직접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강의를 듣기보
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도록 함으로써 경쟁과 감발의 효과
가 나타나도록 했다. 손자 安道에게 보낸 편지에서,
19)

退陶先生集, 284～286頁, 答寯兒書(辛亥五月初七日)榮川夏課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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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士純과 禹景善20)이 역학계몽을 읽으려 한다. 너는 이미 주역을
읽었지만 계몽을 읽지 않을 수 없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주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 잠시 미루어 두고 이리로 와서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21)
라고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부를 중단하고서라도 유익한 벗들
과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 이런 점을 보면 퇴계가 자녀교육에 있
어 집단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따른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아들 寯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다지 공
부에 열심이지 않았고 특별한 재능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퇴계는 “만약 집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의
지가 굳은 친구와 함께 산사에 머물면서 굳은 결심으로 공부하
라”22)는 말로, 의지가 박약한 자식을 질책함과 동시에 집단 학습
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당시 아들 寯이 하고 있던 공부가 도학이 아닌 과거공부였
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
실 가서의 내용 가운데 교육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부분이 자식
으로 하여금 居接이라는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도록 독려하
는 부분이다.23) 거접은 순수 학술적인 성격의 講會와는 달리 과
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실용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어차피
과거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이상, 서투른 자신보다는 그 방면에
20)
21)
22)
23)

金士純, 禹景善 : 각기 鶴峯 金誠一과 秋淵 禹性傳이다.
退溪集, 卷40, 與安道孫 .
退溪續集, 卷5, 寄子寯(庚子) .
退陶先生集, 282～283頁, 寄寯(卄三) ; 同書, 283～284頁, 與寯兒
(卄五早) ; 同書, 284～286頁, 答寯兒書(辛亥五月初七日)榮州夏課
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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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선생이 지도하는 거접에 참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퇴계는 일반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擧業 즉 과
거시험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인줄 알고 찾아오는 경우에
는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4) 입신출세를 반대하지 않았다
퇴계의 가서를 읽다보면, 유가의 본래적 위기지학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급제를 위한 과거공부를 독려하는 대목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제자교육과 마찬가지로 퇴계의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공부의 목표는 진정한 유학적 진리의 실천에
있었다.
손자 안도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공부함을 질책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손자에게 “네
가 편지를 받은 뒤에도 한마디도 답이 없으니 모르는 것에 대해
애써 알려고 하는 뜻은 없음을 알겠다. 한 결 같이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얻음과 잃음에 마음을 기울이며 뜻을 세움이 이
같이 평범하고 천근하니, 이제 너에게 억지로 이 책을 읽히더라
도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노래를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24)라며 질책했다.
퇴계는 제자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感發, 興
起, 憤悱를 중시했다.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공부를 해야만 진정
한 학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손자
안도에게 “단지 학문에 대해 憤悱25)하는 뜻이 도무지 없으니 진
실로 마음 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여러 경서를 한 글자도 틀
24)
25)

退溪文集, 卷40, 與安道孫 .
論語 述而 편에 나오는 “不憤不啓, 不悱不發”에서 나온 말이다.
즉 憤悱란 자기 스스로 알려고 애쓰는 자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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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없이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26)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비록 과거공부를 현실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공부를 하더라도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학문적
진리의 인식에 두어야 함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의 자녀교육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그는 자
식에게 과거시험에 대비하게 했으며 시험준비 상황을 수시로 점
검했다. 과거시험은 전통사회에서 인재가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역사회에서 사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
의 조건이었다. 그는 자식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등을
돌리지 않고 현실 체제를 인정하고 참여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희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약간의 오해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
인다. 퇴계는 처음부터 과거시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벼슬살이
는 노모와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것
이다. 그러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과거급제와 입신양명을 희망했
으며 이것은 모순적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시험이나 벼슬살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타의에
의해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실상 퇴계가 처음부터 과
거와 출세를 멀리한 것은 아니며, 초반기에는 성실하게 벼슬살이
에 임했고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승진 속도도 빠른 편이었다.
다만 생애의 후반기에 갈수록 세도가에 휘둘리는 정치상황에 대
한 실망과 개인적 불행이 겹쳐 부임보다는 사퇴하는 難進易退의
자세를 취했을 뿐이다.27) 이점을 잘 알게 해주는 단서를 가서에
26) 退溪文集, 卷40, 與安道孫 .
27) 이와 관련하여 퇴계 스스로 했던 말이 있다. 그는 김성일에게 “나
의 진퇴는 전후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전에는 명을 받으면 곧
장 나아갔는데, 뒤에는 부름이 있어도 반드시 사퇴하였으며 비록
나아가더라도 감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위가 낮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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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할 수 있다.

“나는 계미년(1523년, 23세)에 서울로 가서 성균관에 들어갔다. 혼자서 길
동무도 없이 지친 말과 여윈 하인을 데리고 물길과 육로를 뚫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처자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다. 그때 행차에서 반드시 소득이 있었다
고 할 수는 없지만, 뜻을 세운 선비의 처신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28)
이 말은 퇴계가 居接의 모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아들 준
을 질책하며, 자신의 20대 초반에 있었던 성균관 유학이 과거급
제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쓴 결행이었음을 말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대부의 자제로서 최소한
향시에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처신을 할 수 없고 가문을 유지해
갈 수도 없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퇴계는 자식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입신출세를 일부러 회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다. 그는 시험공부를 계속할지, 그만
둘지의 문제로 상담을 하는 제자들에게 보통 시험공부를 포기하
지 말고 계속하라고 권하는 편이었다. 특히 그 부모가 생존해 있
는 경우에는, “과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해서 내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대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뜻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려
고 하는가.”라는 대답을 주었다. 다만 부모의 허락을 받아 진심
으로 도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함께 기뻐하였다.
요컨대 퇴계는 과거공부가 학문이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했고
따라서 과거공부와 벼슬살이에만 매달리는 것은 비판했지만 입

책임이 가벼우므로 한 번 나아가 볼 수도 있지만, 벼슬이 높으면
책임이 무거운데 어찌 가볍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이
다. (退溪先生言行錄, 卷3, 出處, 金誠一 錄)
28) 退陶先生集, 282～283頁, 寄寯(卄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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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韓脩, 南彦經, 洪仁祉
등 여러 사람에게 강조한 것처럼,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
니라 벼슬을 하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29)이라고 하여, 벼슬
살이에 빠져서 유학의 본래 정신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

이다.
퇴계는 본래 經世란 유가정신을 확산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이었고 술수를 동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취
약한 편이었으므로 자녀교육에도 경세에 관한 언급은 인정으로
다스리고 원칙을 고수하라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나 유
가의 자제가 벼슬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유학의 본래 정신을 훼
손하는 것으로 경세를 통해 나라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
러남으로써 명분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도 더 좋다
고 보았던 것이다.
아들 준이 한직인 제용감 참봉에서 자리를 바꾸기 위해 청탁
하는 기미를 보이자, “내가 싫어하는 바로서 남의 즐거워하는 바
를 바꾸면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겠느냐. 우
연히 銓曹에서 바꾸어주면 그만이거니와 청탁을 하여 바꾸기를
도모하는 것은 천만 번 경계해야 한다”30)고 했다.
즉 그는 아들에게 과거시험을 독려했고 벼슬길에 진출하는 것
에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가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쳤고 벼슬에 집
착하거나 사족으로서의 명분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을 결국 벼슬에 빠지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願永叔勉旃, 如見南時甫·洪應休, 其亦以是語之……非謂勿仕, 謂仕而
勿溺耳. (退溪集, 內集, 卷38, 與韓永叔脩(壬戌) )
30) 退溪續集, 卷7, 寄子寯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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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널리 물어서 행하도록 했다
퇴계는 자식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물어서
행하도록 했다. 그는 당대의 최고 학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 하여금 주변에 두루 물어 보게
한 것이 또한 매우 특징적이다. 물론 일상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
부분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 특히 禮의 실
행과 같은 일에서는 반드시 물어서 행하도록 했다.
가령 후처인 권씨부인이 서울 집에서 세상을 떴을 때, 퇴계의
두 아들 寯과 寀가 상례를 치루었는데, 당시 그는 자식들에게 친
모와 계모의 상례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
면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주변에 물어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매사를 가례를 참고로 하되, 아울러 시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예법
을 물어서 힘써 행하고 조심하여, 남들로부터 조롱을 듣거나 말이 생기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마땅하다.……지금 서울의 사대부가 행하는
상례가 비록 다 예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한 것이 많다.”31)
만약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자식이 미덥지 못해서라든가 아니
면 정확한 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남인 예학의 전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신이 직접 합당한 지침을 주면 되는
일인데, 굳이 물어서 행하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퇴계 예학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가례를 위주로 하면서
도 人情과 時俗을 중시한다는 점이다.32) 친모와 계모의 상례에
차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보는 데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이
31) 退溪續集, 卷7, 告寯寀(丙午) .
32) 배상현, 퇴계 이황선생의 예학사상 , 퇴계학보 제85집(퇴계학연
구원, 1995),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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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려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정과 시속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었
기 때문에, 더욱 행례에 있어서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자식으로 하여금 남과 더불어 공부하게 한 것
과도 통하는 경우로서, 진리에 대해 겸손하고 남의 의견을 수용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평소의 자세가 자녀교육에서 발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이 비록 영남의 구석진 향
촌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생각만큼은 향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했을 것
이다.

6) 근검절약을 강조했다
퇴계의 가서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을 때,
퇴계는 아들 준에게 “다른 계책은 없고 다만 뼈아프게 절약하고
고생을 참으면서 천명을 기다릴 것”33)을 주문했다. 또 “식구는
많고 양식은 부족하니 굶주린들 별 수가 있겠느냐. 걱정되고 걱
정된다.……금년에는 평상시와 같이 대처해서는 안 되고 모름지
기 매우 절약해서 연명할 계책을 세워야 할 것”34)이라고 하기도
했다.
학계에는 이처럼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대목과 관련하여, 후대
의 분재기 등 다른 자료에 의거하여 이러한 발언의 진정성에 의
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이 말을 했을 당시만 해도
퇴계가 53세 때로 성균관 대사성으로 예안뿐만 아니라 영주와
의령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에 발송된 가서에
33)
34)

退陶先生集, 320～322頁, 寄寯書(癸丑三月二十二日) .
退陶先生集, 322～325頁, 寄寯書(癸丑五月十三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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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노비만 해도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가서에는
가옥이나 전답의 구입과 같은 재산의 증식에 관한 언급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그의 실생활이 그토록 빈한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가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퇴계
는 실제로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그의 재산이 많았는지, 적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로서, 당시의 일반 양인들과 비교해서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재화를 낭비하지 않았으며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치밀하게 관리하여 증식해 나간
결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학계
에서 퇴계가의 재산이 탐오한 축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대부
의 일반적인 상속과 철저한 경영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시각이다.
퇴계는 도학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며 아버지였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챙기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학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부정하려 드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
다. 오히려 이점에서 인간 퇴계의 진솔한 면을 읽을 수 있다.
가서는 퇴계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동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 생활은 검소하고 소박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가서가 갖는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친자식에게 보내는 편
지로서 사우간에 주고받는 편지와 달리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의
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가서는 대개 안부 편지나 학문
을 논하는 편지가 아니라 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면을 차릴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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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서는 대개 당초 퇴계문집
을 간행할 때 누락시킨 부분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사실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퇴계는 학자이면서 교육자로서 조선조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지
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문을 일으켜서 가정경영에서도 성공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퇴계가 집안 자손들에게 보낸
가서를 고찰해 본 결과, 그가 가정경영에 성공한 비결은 경제적
으로는 합리적 경제의식과 검소한 생활 자세였고, 교육적으로는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자녀교육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인간의 삶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공부의 대상
이 아닌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도
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안으로 文雅에 전념하면서 밖으로 俗
務에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자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를 위
해, 자식으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게 했고, 원칙과 의
리를 강조했으며, 남과 더불어 공부하게 했다. 또 과거시험에도
대비하게 했고, 근검절약을 강조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변에 물어서 행하도록 했다.
아들 준과 손자 안도에게 보낸 가서의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
가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집안을 꾸려가야 하는 아들
과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손자의 처지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들
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주로 당면한 집안일을 지시하는 내용이
많고 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대개 과거시험과 관련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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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집안일에 대한 언급은 별로
보이지 않고 서울사림의 동향이나 사우간의 처신에 관한 것이며,
공부에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위기지학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퇴계 가서의 내용은, 그 대상이 되는 아들과 조카, 손
자들의 현실적 처지, 타고난 재능,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여러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세를 포괄하는 퇴
계의 일반적 자녀교육관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퇴계는 평소 제자들에게 강조한 “道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사
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날마다 생활하는 일을 벗
어나서 별다른 어떤 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35)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옳음’의 기준을 일상적 진리성에서 찾는 경향이
강했다. 일상적 진리성이란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사물물에 진리
가 있다고 보는 동시에, 나와 만물의 이치가 본래 하나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그는 자식들에게 언제나 진리에 겸손하고 널리 물어서
행하며, 또 결코 탐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가르
쳤다. 또한 혼자서 독자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동료와 함께 공부
하게 했고, 배울 점이 있는 유익한 벗이 주변에 있거나 본인의
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특히 더불어 하는 공부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원칙과 의리는 봉건사회의 시대적 한계성
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중기는 ‘사회’에 대한 근대적 의식이
성숙해 있지 않을 때였다. 당시에는 사회는 곧 국가였으며, 국가
35)

先生謂明一曰, 道在邇而人自不察耳. 豈日用事物之外, 別有一種他道
理乎. (退溪言行錄, 卷1, 敎人, 金明一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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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족으로서의 의무는 임금에 대한 충성, 세금의 납부 정
도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배계급인 사족으로서 국가는
경세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퇴계 가서에도 임금의 은혜, 왜구의 침입과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녀교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
다.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세론도 퇴계 스스로가 관심이 적었
기 때문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편이었다. 따라서 퇴계의 자식들
에 대한 교육은 수신·제가의 교육이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가르친 행위의 기준은 규범에 바탕을 둔 형식적 질서관이라
기 보다는 인정에 바탕을 둔 향촌적 질서관에 입각하고 있었다.
자식에게 과거급제를 독려한 것을 두고 모순적 태도로 보는
시각은 올바르지 않다. 과거공부를 배우겠다고 퇴계를 찾아온 사
람을 돌려보내고 진심으로 도학에 뜻을 둔 제자들과 학문을 논
했지만 실상 제자들에게도 과거시험과 입신출세 자체를 반대하
지 않았듯이, 자식에게 사족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과거급제를 권장하고 거접에 보내 과거공부를 시킨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이고 모순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져보면 퇴계에게 학문을 배운 제자들은 그야말로 학자로서
의 퇴계의 명성을 듣고 그러한 학문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찾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킨 것이고, 자식들에 대
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업을 갖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물론
자녀라 해도 이미 전문적인 학자로 성장하여 그 길로 들어서면
이에 걸 맞는 지도가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진로를 준비하는 단
계에서는 유가의 자제들에게 행해지던 일반적인 교육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퇴계의 자녀교육관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자식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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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던 가르침들이 전근대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오
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
한경쟁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남
과 더불어 공부하며 진리에 겸손한 자세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또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자세도
과도한 생산과 소비가 습관화된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퇴계는 자신의 성공을 그대로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부모
가 되어서 자녀가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성현이라도
없을 수 없겠지만, 퇴계는 냉정하게 자녀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
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훈육을 했다. 용의주도한 가정경영과 자
식의 지적 발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더불어 과도한 기대보
다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을 했다는 점이 오히려
퇴계의 자녀교육상의 특징이다. 이점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고, 현대인들도 퇴계의 자녀교육에서 배울 부분이 아
닌가 생각한다.
가서를 통해서 자녀교육관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가령 퇴계가 55,6세 무렵에 경주에서 집경전 참봉
을 하던 아들 준을 통해 奉先雜儀와 中庸九經衍義 등 晦齋
李彦迪의 저술을 입수하고자 했고, 입수하고 나서는 기뻐하는 편
지도 있다. 그동안 양현이 학문적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실
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러한 부분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퇴계가 회재 행장을 작성하
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퇴계학이 그 내용적 보편성으로 인하여
지역과 학파를 초월하여 계승되었듯이, 그의 자녀교육관에 내포
된 보편적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가
르침을 현대인에게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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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oegye's view of Education at home
mentioned in his family letters.

Kim jong-seok

Toegye is a great philosopher, but also representative teacher of Korean
history. Academy of Dosan in Andong is a symbol of private schools in
Korea. Therefore so many research results were published of his
achievements and thoughts in academic education. But his educations at
home were hardly ever studied until now. Because almost every materials
of his education are that of academic education. Recently the new materials
which is so called family letters have been studying, New point of views
were presented that his thoughts of education at home should be
approached from considerably different view point from education of
academy. This thesis is the result of analyzing Toegye's view of home
education by studying his family letters.
Keyword : Teogye, education, education at home, family l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