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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학은 지식과 행동, 그리고 학문과 인격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
로 보았기 때문에 삶과 앎이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과 행동은 별
개로 생각하며, 학문과 인격은 괴리되어 삶과 앎이 분리되어 있다. 더욱
이 학교교육은 입시를 위한 지식만을 강조하여 인성교육을 등한시하였
다. 인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의 비행과 반인륜적인 범죄 같은 사회문제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인성교육에서 찾아
야 한다.
퇴계의 인성교육은 그 자신의 삶 속에 융화되고 실천된 도덕적 결정
체이며, 이는 성리공부에서 출발하여 심성공부로 귀결되었다. 즉 심성공
부는 마음공부이며 인성교육이었다. 인성교육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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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이며, 초월적인 자아
의식에 대한 각성이다. 퇴계의 인성교육은 『성학십도』, 『자성록』,
『퇴계선생언행록』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연구자는 상기의 퇴계 저서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논의했다.
요약하면, 퇴계의 인성교육원리는 자기성찰을 통한 인간의 내적 가치
와 인간다움의 본질을 추구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구인성학이며,
방심을 수렴하고 덕성을 끊임없이 함양하는 공부와 그 덕성을 일상생활
에 실천하는 지경공부였다.
퇴계의 인성교육방법은 입지와 위기지학, 인간관계와 출처였다. 퇴계의
입지는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며, 성학(聖學)에 대한 원대한
포부이기 때문에 초학자를 위한 선행조건이며, 공부의 성공을 위한 관건
이었다. 퇴계의 위기지학은 자신의 심성수양을 통해 ‘사람됨의 길’로 나아
갈 수 있는 첩경이었다. 퇴계의 인간관계는 사람에게 관대하였으며, 지위
의 귀천과 나이의 장유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격체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
하고 배려하였다. 퇴계의 출처는 올바른 의리를 실천하려는 데에 있다.

주제어
퇴계, 인성교육, 구인, 지경,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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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고, 인간
심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지식보다는 현실생활에 관한 형이하학적인 지식
을 우선시한다. 즉 인간생활의 도덕윤리적인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생활의 효용적인 정보와 기술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
상은 우리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마저 변하게 하였다.
전통적으로는 지식과 행동, 그리고 학문과 인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보았다. 삶과 앎이 하나였다. “앎은 삶에서 나타난 삶의 하나
의 표현이며 삶을 위해 서 있고 늘 삶을 지향하고 있다.”1)는 것이 전통
적인 앎과 삶의 관계였다. 예컨대, 전통교육은 삶 속에서 앎을 추구하여
사람다움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이었다. 유학
경전을 강독하고 암기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궁
극적으로 전통교육은 만물과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깨우
치는 공부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지식과 행동은 별개이며, 학문과 인격은 괴리되
어 있다. 삶과 앎의 분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학교
교육은 입시를 위한 지식만을 강조하여 인성교육이나 가치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들의 사회 병리적 행동을 야기하여
학교폭력이나 비행, 그리고 사회의 반인륜적 범죄 같은 사회문제로 나타
나고 있다. 사회 병리적 행동과 범죄를 치유하는 방법은 결국 인성교육
에서 찾아야 한다.
인성교육이란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는 마음의 바
탕을 올바르게 함양하는 것이며, ‘사람됨’의 인간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다. 마음의 바탕을 함양한다는 것은 마음의 구성요소인 지(知)․정(情)․의
(意)를 조화롭게 계발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됨’을 염원한다는 것은 인
1) 이규호, 앎과 삶, 연세대출판부, 198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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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서 바람직하고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완성하는
것이다.2)
한편, 퇴계(1501-1570)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철학자(性理哲學
者)이며 교육자였다. 특히 퇴계는 성리학적 인간형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인성덕(求仁成德)을 교육적 가능성3)으로 삼았다. 그리고 퇴계는 우주만
물의 이치를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는 교육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
라 스스로 실천한 성숙인격자였다. 퇴계가 강조한 ‘사람됨’의 인간형성과
도리를 깨우치는 것은 바로 인성교육이었다. 퇴계의 인성교육은 성리공부
에서 출발하여 심성공부로 귀결되었다. 심성공부는 마음공부이며 인성교
육이었다. 인성교육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와 가
치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이며, 초월적인 자아의식에 대한 각성이다.
퇴계의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성학십도, 자성록, 퇴계선생언행
록4)등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성록과 퇴계선생언
행록은 사제 간의 전인격적인 실존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언행의 교향곡’이며, 정신적 세계 안에서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진 진솔
한 대화이다. 퇴계의 언행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사제 간에 있어 경험
의 공유이며, 인식의 동일체험이다. 또한 이것은 가치현상에 대한 제자
의 참여적 공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상기의 퇴계 저서
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논의한다.

2) 이동기, 사람됨의 길은 예절이다, 보고사, 2013, 11면.
3)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227면.
4) 聖學十圖는 68세 때인 1568년에 퇴계가 선조 임금에게 올린 성학의 요체(要
諦)를 차자(箚子)와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며, 58세 때에 발간한 自省錄은 퇴
계가 그의 제자들에게 쓴 편지를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 모아 놓은 일종의 서간
문집이며, 退溪先生言行錄은 퇴계 후손인 이수연(李守淵; 1693-1748)이 퇴
계 문인들이 기록한 언행을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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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계의 인성교육원리
1) 구인성성(求仁成聖)의 원리
교육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선결해야만 가능한 실천학문이다. 즉
교육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성선설인 측면에서 교육은 선천적인 본연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성악설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기질적인 변화를 달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인간 본성을 우리는 인성이라 한다. 인성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으나 주로 성격, 인격, 마음, 본성, 또는 기질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인성은 인간이 공유하는 본래적 마음, 혹은 고유한 행동양식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성은 성품이라고도 한다. 성품은 성질과 품격
으로 구성된다.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이다. 인
성이란 곧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학에서는 인간의 본래적 마음을 성(性)이라 하였다. 중용(中庸)에
서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
며,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5)고 하였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으로서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도심(道心)
이 되고, 이해(利害)를 좇아 감정대로 행동하면 인심(人心)이 된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따라할 도가 있는데 그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특성’, 즉 인성이라고 하
였다. 때문에 맹자는 인성을 인간만이 지닌 사회적이고 도덕적 속성이라
고 보았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불인지심(不忍之心)이 생긴다고 하였다.6) 그것이 선의 단서이며, 그 단
서는 바로 인의예지(仁義禮智)라고 하였다.
5) 中庸, 天命之爲性, 率性之爲道, 修道之爲敎.
6) 孟子「公孫丑(上)」, 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
隱之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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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부끄러워하고 경
계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
이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
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인(仁)이며, 부끄러워하고 경계하는 마
음은 바로 의(義)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바로 예(禮)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바로 지(智)이다. 이러한 인의예지는 밖에서 나에게 부
과한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7)

퇴계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교육적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퇴계에 의하면, 만물의 차
별성은 기에서 근거한다고 보았다. 즉 “천지 사이에 리는 하나이나 기는
천만 가지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리를 궁구하면 만물의 리와 하나
의 성(性)으로 귀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를 논의하면 만물이 분별되
어 각기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다.”8)고 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이러한
기의 차별성에 근거하여 인간을 상지(上智)․중인(中人)․하우(下愚)의 등급
으로 분류하였다. 인간에 대한 차별성을 두는 이유를 퇴계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사람이 태어남에 있어서 하늘에서 기를 받게 되는데 하늘의 기에는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있다. 그리고 땅에서 질(質)을 받게 되는데, 땅의
질에는 순순한 것과 잡박한 것이 있다. 이 가운데 맑은 기와 순수한 질
을 타고난 사람은 상지가 되고, 상지의 사람은 천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또 이를 철저하게 실천하여 하늘과 완전히 합치하는 사람이다. 맑
은 기를 타고 났으나 질을 잡박하게 타고났거나, 기를 탁하게 타고났으
나 질을 순수하게 타고난 사람은 중인이고, 중인은 천리에 대하여 앎은
충분하지만 실천이 부족할 수 있거나 앎은 부족하지만 실천을 잘 할 수
있어서 천리와 합치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는 사람이다. 탁한 기와
7) 孟子｢告子(上)｣,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惡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
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仁也, 羞惡之心義也, 恭敬之心禮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禮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8) 退溪全書｢天命圖說｣, 天地之理, 理一而氣萬不齊, 故究其理, 則合萬物理同一性
也. 論其氣, 則分萬物而各一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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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박한 질을 타고난 사람은 하우이며, 하우는 천리에 대하여 알지도 못
하고 실천도 사악하여 천리에 아주 어긋난 사람이다.9)

이처럼 퇴계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차별성은 천기(天氣)의 청탁(淸
濁)과 지질(地質)의 수박(粹駁)을 어떻게 품부 받느냐 따라 상지․중인․하
우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그 분류가 고정불변의 차별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질을 잘 타고났다고 상지가 자만할 것도 아니고, 타고난 본성에 바탕
을 두어 하우라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10)고 하여 상지와 하우가
모두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천리의 본연으로서
하우라도 마땅히 노력하면 리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으며, 상지라고 자
만하여 기질의 아름다움만을 믿어 존양성찰과 실천이 없다면 사람됨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퇴계의 차별적인 인간이해를 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퇴계의 차별적 인간관
구분

天之氣(淸濁有無)

地之質(粹駁有無)

상지

청순

순수

청순

잡박

혼탁

순수

혼탁

잡박

중인
하우

9) 退溪全書｢天命圖說｣, 人之生也, 稟氣於天, 而天之氣, 有淸有濁, 稟質於地, 而
地之質, 有粹有駁, 故稟得氣其淸且粹者, 爲上智, 而上智之於天理, 智之旣明, 行
之又盡, 自與天合焉, 稟得其淸而駁, 濁而粹者, 爲中人, 而中人之於天理, 一則知
有餘而行不足, 一則知不足而行有餘, 始興天有合有違焉, 稟得其濁且駁者, 爲下
愚, 而下愚之於天理, 知之旣暗, 行之又邪, 遠興天違焉.
10) 退溪全書｢天命圖說｣, 稟質之美, 上智之所不敢自侍者也, 天理之本, 下愚之所
省自盡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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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관에 근거하여 퇴계는 “학문의 길은 기질을 잘 타고나거
나 잘못 타고나는 것에 관계없이, 오직 천리를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
와 천리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따름이다.”11)고 하
였다. 퇴계는 기질의 상지와 하우를 막론하고 천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성인됨
을 추구하는 학문은 구인(求仁)이니, 반드시 이러한 뜻을 깊이 체득하여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되어야 한다.”12)고 하였다. 여기서 구인은 세
상의 이치이니,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체득하면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퇴계는 보았다.
그리고 퇴계철학은 천인합일에 근거한다. 퇴계의 인성교육은 모든 인
간을 성인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다. “성인이란 그 덕성이
천지와 합치하며, 그 밝음이 일월과 합치하며, 그 질서가 네 계절과 합
치하며, 그 길흉이 귀신과 합치한다.”13)고 하였고, 또한 “성인이란 그
덕이 천지와 합치되는 사람이다.”14)고 하였다. 따라서 퇴계가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원리는 천리와 합치되는 구인성성(求仁成聖)의 인간완성이라
고 볼 수 있다. 퇴계는 성리학의 선천적 도덕원리를 잃지 않고 보존하여
성찰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원리하고 생각했다.

2) 지경공부(持敬工夫)의 원리
퇴계의 성학십도는 경의 수양론을 함축하는 결정체였다. “경은 인간
의 마음을 수렴하여 통제하는 마음 자체의 조건, 곧 마음을 최고의 상태
로 각성시키고 통일시키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다.”15) 그래서 퇴계는 지
11) 退溪全書｢天命圖說｣, 學問之道, 不係於氣質之美惡, 惟在知天理之明不明, 行
天理之盡不盡如何耳.
12) 聖學十圖｢西銘圖｣, 蓋聖學在於求仁, 須心體此意, 方得與天地萬物爲一體.
13) 聖學十圖｢太極圖｣, 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
凶.
14) 聖學十圖｢西銘圖｣, 聖其合德, 賢期秀也. 이는 周易의 “聖人與天地合其德”
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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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부를 인성교육의 원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수양을 위한 학문방
법론의 핵심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퇴계의 교육철학은 한 마디로 경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다. 퇴계에 있
어 경은 학문의 요체(要諦)이며 실천의 지남(指南)이다. “퇴계에 의하면
학문하는 까닭은 경의 공부와 리의 공부에 있는데 이 둘을 호진(互進)시
키는 것이 곧 경이다. 따라서 경은 학문과 인간 자아의 주체를 지키는
자세이며 그 기반이다.”16)
그러므로 퇴계에 있어 경은 학문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요법(要法)이
며, 일상생활의 기본 습관인 바른 인성을 갖기 위한 기초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성인되기 위한 핵심 원리이다. 퇴계는 지경을 한결같이 힘써야
하며, 더불어 존양하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지경에 전념하여 이치와 욕망을 가리는데 어
둡지 않게 하고, 더욱 이렇게 되도록 조심하여 본성이 발현되지 아니하
였을 때에 존양하는 공부를 충실히 할 것이며, 본성이 이미 발현되었을
때에는 반성하고 살펴보는 습성에 익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참되게 쌓아 올리고 오래도록 계속 노력하기를 거듭하게 되면, 이른바
정일집중(精一執中)17)의 성학과 존체응용(存體應用)의 심법(心法)이
모두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
다.18)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계는 지경으로 인간본성을 몽매(蒙昧)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성이 미발(未發)이면 존양공부에 충실하고, 본성이
이발(已發)이면 성찰학습에 숙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될 때 가장
알맞은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성학과 본체를 보존하여 사물에 응용할 수
15)
16)
17)
18)

금장태, 성학십도와 퇴계철학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17면.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160면.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서 나온 말이다.
聖學十圖 ｢心通性情圖｣,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理欲而尤致謹於此, 未發而存
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 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 存體
應用之心法, 皆不可待外求, 而得之於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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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심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퇴계의 존양성찰은 성인되기 위한
공부원리였으며, 인성교육의 원리였다. 그리고 퇴계는 경을 간직하는 공
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로 사람이 학문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뜻함이 있을 때
나 없을 때를 막론하고, 오직 경을 위주로 삼아 동정(動靜)을 잃지 않는다
면, 마땅히 사려가 아직 싹트지 않아서 마음의 본체가 허명하고 본령이 매
우 순수하다. 마침내 그 사려가 이미 발함에 이르러서는 의리가 밝게 드러
나고, 물욕이 물러나서 어지럽게 흔들리는 근심이 점차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조금씩 쌓여 성취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요법이다.19)

퇴계는 경을 위주로 삼아 마음의 동정을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
가 허명하고 본령이 순수하다고 하였다. 이는 경을 위주로 마음공부, 즉
인성교육의 원리로 기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퇴계는 “마음은 우
리 몸의 주재자이고 경은 마음의 주재자이다.”20)라고 하였다. 이는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지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
았다. 왜냐하면 지경을 통해서 본연지성을 회복해야만 성인의 경지에 도
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퇴계는 지경으로써 본심을 잃지
않고, 함양을 깊고 두텁게 하여 일상생활의 인간관계를 절도에 맞게 하
도록 가르쳤다.
오로지 경으로써 본심을 방실하지 말며, 함양을 심후(深厚)하게 함으
로써 응접함에 있어서 가볍고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지나치지 않게 하
여야 하니, 오래도록 지속하여 점점 익숙한 경지에 도달할 것 같으면,
자연히 이미 잃어버리는 바가 없게 되고, 사람을 응접함이 절도에 맞을
것이다.21)

19) 自省錄｢答金惇敍富倫｣, 大抵人之爲學, 勿論有事無事, 有意無意, 惟當敬以爲
主, 而動靜不失, 則當其思慮未萌也, 心體虛明, 本領深純. 及其思慮已發也, 義理
昭著, 物慾退聽, 紛擾之患, 漸減分數. 積而至於有成, 此爲要法.
20) 聖學十圖｢心學圖｣, 蓋心者一身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
21) 自省錄｢答鄭子中｣, 只當敬以無失, 涵養深厚, 而發於應接者, 不敢輕易放過, 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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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퇴계는 “지경은 생각과 실천을 겸하는 것이며, ‘활동함과 고요함
[動靜]’을 관통하는 것이며, 내외를 합하고, 드러나고 은미한 것을 하나로
하는 원리이다.”22)라고 설명하였다. 경을 통하여 인간은 천리에 합일되고
진지(眞知)를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유학은 천인합일의 교육적 인간상
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며 군자라고 보
았다. 그리고 퇴계는 인성교육의 원리로 덕성공부를 강조하였다.
듣건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고, 본성은 모든 착함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예전의 선비들이 학문을 논함에 반드시 방심을 수렴하고 덕성
을 기르는 것을 최초에 착수해야 할 곳으로 삼았다. 이것이 근본을 성취
하는 까닭이며, 도를 이루고 사업을 넓히는 기초라고 여기는 것이요, 공
부하는 요령을 어찌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하나를 주로
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
한다.”고 말한다. 주일(主一)의 공부는 동정(動靜)에 통하지만, 계구(戒
懼)의 경지는 오로지 미발(未發)에만 있다. 이 두 가지 공부 어느 것 하
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제하여 내면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23)

퇴계는 마음을 모든 일의 근본으로 여겼으며, 그 마음은 착한 본성을
전제로 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흐트러진 마음을 수렴하고 덕성을 함양
하는 것’을 학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즉
퇴계에게 있어 인성교육의 원리는 방심을 수렴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
이었다. 퇴계는 방심의 수렴과 덕성의 함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주일무
적(主一無適)과 계신공구(戒愼恐懼)을 언급하였다. 즉 퇴계의 인성교육은
외양의 검속을 통한 내면의 심성수양에 치중하였다.

於久久漸熟, 則自然已無所失, 而應人中節.
22) 聖學十圖｢聖學十圖箚｣, 持敬者, 又所以兼思學, 貫動靜合內外, 一顯微之道也.
23) 自省錄｢答奇正字明彦大升｣, 聞之, 心爲萬事之本, 性是萬善之原. 故先儒論學,
必以收放心, 養德性, 爲最初下手處. 乃所以成就本源之地, 以爲凝道廣業之基, 而
其下功之要, 何俟於他求哉. 亦曰, 主一無適也. 曰戒愼恐懼也. 主一之功, 通乎動
靜, 戒懼之境, 專在未發. 二者不可闕一, 以制於外, 以養其中, 尤爲緊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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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계는 성학십도와 자성록에서 인성교육의 원리로 구인성
성(求仁成聖)과 지경공부(持敬工夫)를 강조하였다. 이들 저서에서 퇴계는
성인이 되는 것을 성학의 목적으로 밝혔으며, 또한 덕성함양의 인성교육
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의 인성교육은 인간의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회
복하여 인륜과 도덕을 밝혀 성인이 되는 것에 두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수양을 해야 하는데, 경은 수양의 목적이자 방법이
며 아울러 인성교육의 큰 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퇴계의 인성교육은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함양하고, 그 마음과 본성을 공경스럽게 가다듬어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에 있다.

3. 퇴계의 인성교육방법
1) 입지와 위기지학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있어 입지는 매우 중요하다. 입지가 중요한
까닭은 학문을 시작하고도 행여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늘 새롭게 다
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에게 있어 입지는 자아실현
을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며, 성학(聖學)을 달성하려는 원대한 포부이다.
일찍이 장자(莊子)는 “천지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
를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하여 학문을 이어받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한
세상을 열어야 한다.”24)고 하여 학문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율곡(栗谷)도 입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처음 배우는 이는 무엇보다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성인이 되겠노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중도에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도 성인처럼 그 본성은 동일하다.25)
24) 박희병 편역, 선비들의 공부법, 창작과 비평사, 1998, 43면. 爲天地立心, 爲生
民立道, 爲去聖繼絶學, 爲萬世開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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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지는 유학의 교육적 인간상인 성인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이며, 스스로에 대한 기약이다. 또한 입지는 학문수양을 위한 자각
적 태도의 확립이며, 초지일관하려는 정신적 자세이다. 입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없으며, 유학의 궁극적 교육목표라 할 수
있는 ‘사람됨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
퇴계는 자성록26)과 퇴계선생언행록에서 입지의 중요성을 여러 차
례 강조하였다. 즉 “선생이 하루 종일 주신 가르침은 모두 뜻을 세움이
독실하지 못하고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함에 관한 것이었다.”27)고 하여
퇴계는 제자들에게 입지를 항상 가르쳤다. 그리고 퇴계는 “공부하는 사
람은 마땅히 꿋꿋해야만 비로소 근거하여 지킬 바가 있을 것이다.”28)라
고 하였고, “배우려는 자는 먼저 입지하여야 한다.”29)고 하여 초학자의
공부를 위한 관건은 입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무릇 선비의 병통이 되는 바는 뜻을 세움이 없는 것
이다. 진실로 뜻이 성실되고 돈독하면, 어찌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
리를 듣지 못함을 근심하겠는가?”30)라고 하여 공부하는 사람의 확고한
입지를 언급하였다. 또한 퇴계는 일의 선행조건으로 입지를 언급하였고,
그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뜻을 세워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뜻이
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뜻을 세웠다하더라도 만약
공경함의 실천을 통하여 이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역시 이 마음이 들
25) 擊蒙要訣, 初學, 先須立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念. 皆衆人如
聖人, 其本性則一也.
26) 이 책의 체제는 ① ‘초학자들의 공통된 병을 고치는 요령’, ② ‘학문하는 기본
자세’, ③ ‘학문하는 방법’, ④ ‘명성을 가까이 하는 데 대한 경계’ 등 네 가지로
주제로 구분한다(신귀현, 퇴계 이황, 예문서원, 2001, 98면).
27) 退溪先生言行錄｢敎人｣, 先生終日賜敎, 皆以立志不篤, 行不顧言.(趙穆)
28) 退溪先生言行錄｢學問｣, 學者須是硬確, 方能有所據守.(金富倫)
29) 退溪先生言行錄｢敎人｣중에서 金富倫과 金睟의 기록에도 ‘立志爲先’이라 하였
다.
30) 自省錄｢答鄭子中｣, 夫士之所病, 無立志耳. 苟志之誠篤, 何患於學之不至, 而道
之難聞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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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서 중심을 가지지 못하여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 것이니 결국은 빈말
이 되고 말 것이다.31)

유학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수양론에 근거한다. 마찬가지
로 퇴계의 학문정신은 인격적 완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퇴계는 인간의
본연지성을 잘 보존하고 사악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
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퇴계는 “모름지기 먼저 뜻을 세우면, 순
(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만 하면 나도 순과 같은
사람이 된다.”32)고 하여 어떠한 사람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입지가 견고해야 스스로의 원대한 뜻을 기약할 수 있다. 때
문에 퇴계의 입지는 인성교육의 핵심방법이었다.
그리고 유학은 타인을 다스리기 위한 학문[爲人之學]이 아니라 자신
의 인격을 수양하는 학문[爲己之學]을 중시하였다. 위기지학은 지식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극치를 이해하고, 그것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퇴계가 학문함에 있어 간절히 염원한 것은 구인(求仁)하여 성인이 되고
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위기지학이었다. 그래서 퇴계는 위기지학의 목적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기(爲己)의 학문은 도리를 우리들이 당연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삼
고, 덕행을 우리들이 당연히 행동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마음으로 터득하고 몸으로 실천하기를 기약하는 것이
이것이다. 위인(爲人)의 학문은 마음으로 터득하는 일이나 몸으로 실천
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며, 허식으로 밖을 꾸며서 겉치레를 좇아 명성이
나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33)
31) 退溪先生言行錄｢論持敬｣, 人之爲事, 必立志以爲本. 志不立, 則不能爲得事. 雖
能立志, 苟不能居敬以持之, 此心亦泛然而無主, 悠悠終日, 亦只是虛言.(李德弘)
32) 聖學十圖｢聖學十圖箚｣,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33) 退溪先生言行錄｢敎人｣, 爲己之學, 以道理爲吾人之所當知, 德行爲吾人之所當
行. 近裏着工, 期存心得, 而躬行者是也. 爲人之學, 不務心得躬行, 而飾虛循外,
以來名取譽者是也(金富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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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퇴계의 설명에 의하면, 위기지학은 덕행을 실천하며 심신의 수
양을 중요시하지만, 위인지학은 허식의 겉치레를 좇아 명성이나 칭찬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지식공부와
사회생활을 위한 취직공부만을 하는 것은 위인지학과 흡사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인 ‘인간됨의 실현’을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위기지학의 인성교육이다. 그리고 퇴계는 위기지학을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 있는 난초의 향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군자의 학문은 자신을 위할 따름이다. (......) 깊은 산속 수풀이 무성
한 가운데, 한 떨기 난초가 있다. 하루 종일 맑은 향기를 머금고 있지만,
난초 자신은 그것이 향기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자
신을 위한 학문이란 뜻과 정확하게 합치된다.34)

2) 인간관계와 출처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성찰을 추구하며, 사회
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인간은 나아가고 물러남[出處]이 분명해야만
선비로서 존경을 받고, 관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인성교
육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퇴계의 인간관계와 출처관을 논의한다.
퇴계는 사람에게 관대하였으며, 잘못이 있다면 고쳐 새로운 사람이 되
기를 바랐다. “선생은 사람을 대하는 것에 매우 관대했다. 큰 잘못이 없
는 자는 끊어버리지 않고 모두 용납하여 가르치며, 스스로 고쳐서 새로
운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35)고 하여 비록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인간관
계마저 끊어버리지 않았다. 또한 퇴계는 사람과 사물을 대응함에 있어
도리에 맞게 행동하였다.
34) 退溪先生言行錄｢敎人｣, 君子之學 爲己而已. (......) 深山茂林中, 有一蘭草. 終
日熏香, 而不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李德弘)
35) 退溪先生言行錄｢交際｣, 先生, 待人甚恕. 苟無大故者, 則未嘗絶之, 皆容而敎
之, 冀其遷改, 而自新焉.(金誠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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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사물을 응대함에 있어 행동하거나 고
요함[動靜]과 말하거나 침묵함[語默]이 각기 절도가 있었다. 만약 누가
질문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질문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면, 반드
시 정색하고 대답하지 않았다.36)

이처럼 퇴계는 말이나 행동, 생활에 있어서 알맞은 도리를 항상 실천
하였다. 더욱이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날 집의 형편에 따라 음식을 대
접하였지, 손님의 귀천이나 장유를 구별하여 성찬(盛饌)을 차별적으로 대
접하지 않았다.
손님을 맞아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집의 형편에 따라 하였다. 아무
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 역시 성찬을 차리지 않았으며, 비록 지체가 낮
고 나이가 어린 자라도 역시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37)

여기서 퇴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인간관
계에서 지위의 귀천이나 나이의 장유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리고 퇴계는 고을의 수령들이 집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수령을 맞이하여 술상을 대접하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맞
이하고 보내는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랐다.38)
조촐하게 그윽이 사는데 경영할 일이 무엇이던가. 寒事幽居有底營
꽃 심고 대나무 가꿔 여윈 몸을 가린다네.

藏花護竹衛嬴形

찾아 온 손님께 은근히 말하노니,

慇懃寄語相尋客

오는 겨울 삼동에는 맞고 보내는 일 없었으면.

欲向三冬斷送迎

퇴계는 공자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라.”39)는 말이
36)退溪先生言行錄｢起居語默之節｣, 先生, 對人應物, 動靜語默, 各有其節. 人若有
不當問而問, 不當言而言, 則必正色不答.(金誠一)
37) 退溪先生言行錄｢交際｣, 對客設食, 必稱家有無. 雖貴客至, 亦不盛饌. 雖卑幼亦
不忽焉.(金誠一)
38) 이 부분은 退溪先生言行錄｢交際｣중에서 金明一의 기록이다.
39) 論語｢學而｣, 子曰, 君子不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毋友不如己者”, 過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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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자가 물으니, 그것은 편벽된 일이라고
하였다. 다시 악한 사람과 사귀다가 휩쓸리면 어찌 되느냐고 물으니 “착
하면 따르고, 악하면 고칠 것이니, 착함과 악함이 모두 다 나의 스승이
며, 만일 악에 휩쓸린다면 학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40)라고 반
문하였다. 여기서 퇴계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 있어 선인과 악인의 기준
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본받고, 악한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학문이라 하였다. 또한 퇴계는 제자를 함께 학문하는 도
반(道伴)이나 동인(同人)으로 생각하면서 존중하였다.
제자를 대접함이 마치 붕우를 대접하듯이 했다. 비록 젊은이라도 이
름을 부르거나 너라 호칭하지 않았다. 보내고 맞이하는 것에 예의를 갖
추어 겸손한 태도로 두루 힘쓰니 공경함에 이르고, 자리에 앉으면 반드
시 먼저 부형의 안부를 물었다.41)

퇴계는 제자를 붕우처럼 여겨 제자에게 ‘너’라 호칭하지 않았고, 보내
고 맞이하는 것에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퇴
계와 그의 제자들은 학문적인 진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퇴계학파라
는 310여명의 거대한 ‘정신산맥’을 형성하였다.
한편, 퇴계가 살았던 시기는 사림의 성장기로 규정할 수 있다. 계속적
인 사화를 겪는 과정에서 사림의 학문은 성숙하였고, 사림의 세력은 확
장되었다. 그러나 퇴계의 나이 19세에 일어난 기묘사화42)는 퇴계의 출
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퇴계는 34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배정받아 부정자(副正字)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퇴계의 관직생활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勿憚改.
40) 退溪先生言行錄｢交際｣, 善則從之, 惡則改之. 善惡皆吾師也. 若駸駸入他, 則亦
何以學爲也哉.(李德弘)
41) 退溪先生言行錄｢交際｣, 待門弟子, 如待朋友. 雖少者, 亦未嘗斥名稱汝. 送迎周
旋揖遜, 致其敬, 坐定, 必先問父兄安否.(金誠一)
42) 1519년(중종 14)에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趙光
祖) 등의 신진사림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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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퇴계의 나이 45세에 일어난 을사사
화43)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퇴계는 관직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러다 보니 퇴계는 49세 이후에 사장(辭狀)을 53회에 걸쳐 작성하였
다.44) 그러나 퇴계는 오직 올바른 의리를 이행하려는 데에 선비의 출처
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무릇 선비는 세상에 나가 관직을 하든지 집안에 가만히 은거하든지,
때를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못하든지,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닦고 올바
른 의리를 실행할 따름이다. 화와 복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45)

이처럼 퇴계는 출처에 있어 화복(禍福)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리의
실행을 중시하였다. 즉 관직을 맡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길을 실천하려는 데에 있다고 퇴계는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고 덕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퇴계는 관리라면 마땅히 명예욕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직
자신에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옛 사람의 말에 진정으로 명예를 피하고자 한다면, 착한 행동을 할 길
이 없다고 했다. 요즘 사람들은 드러내 놓고 남의 선행을 배척하기도 하
고, 공공연히 공부에 뜻을 두지 않으면서도 명예를 가까이 함을 싫어하
고 화를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심지어 선을 행하는 일을 스스로
게을리 하고, 공부 역시 중도에서 그만두어 버리는 자들도 이 말을 핑계
로 삼는다. 세상의 풍속이 무너지고, 날로 쇠퇴하고 무너지는 길로 좇아
가고 있다. 슬픈 일이지만, 병을 다스리는 약이 도리어 사람들을 미혹시
키는 독이 되었다고 누가 말하겠는가?46)

43) 1545년(명종 즉위)에 윤원형(윤원형) 일파 소윤(小尹)이 윤임(尹任) 일파 대윤
(大尹)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44)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1989, 66면.
45) 自省錄｢答奇正字明彦大升｣, 夫士生於世, 或出或處, 或遇或不遇, 歸潔其身, 行
其義而已. 禍福非所論也.
46) 自省錄｢答盧伊齋守愼｣, 古人之有云, 苟欲避名, 無爲善之路. 今人之於人, 顯斥
其爲善, 公排其向學日, 惡近名也, 戒召患也. 至於爲善而自怠, 向學而中廢者,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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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계는 “제자들에게 벼슬에서 물러나는 치사(致仕)의 예의를
가르쳤다. 그 이유는 염치를 숭상하고 절의를 장려했기 때문이다.”47)라
고 하였다. 오늘날 공직사회에 만연된 인사 청탁은 치사의 예의를 모르
는 것이며, 염치와 절의를 저버리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퇴계는 당
시의 선비들이 출처에 법도가 없으며, 상호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저어
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선비는 정치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도를 잊어버렸고, 벼슬을 그만두
는 예법이 없어졌다. 헛된 명예를 구하는 병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물러날 길을 찾는 일 또한 갈수록 어렵다. 지금에 와서는 나아가
고 물러남이 모두 어렵게 되었고,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는 태산처럼 높
아가니 참으로 위태롭고 우려되는 심정 그지없다.48)

그리고 퇴계는 특히 고봉 기대승에게 처신의 도리를 언급하면서 너무
높은 관직에 오르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도록 했
다. 이렇게 한 까닭은 퇴계와 고봉 기대승(1527-1572) 사이에 일어났던
8년간(1558-1565)의 ‘사칠논변’을 통해 고봉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그대를 위하여 오늘 처신해야 할 도리를 말하라 하면, 스스
로 지나치게 높은 곳에 처하지 말며, 세상을 다스리는데 서둘러 나서지
말며, 모든 일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용감하게 내세우지도 않도록 해야
한다.49)

선비의 출처는 관직이 올라갈수록 분명해야 한다. 이는 고관에게 일의
自諉亦然. 擧俗靡靡, 日趨於頹壞. 嗚呼, 孰謂治病之劑, 而反爲迷人之毒也.
47) 退溪先生言行錄｢交際｣, 嘗謂學者曰, 古有致仕之禮, 所以崇廉恥, 勵節義也.(金
誠一)
48) 自省錄｢答奇正字明彦大升｣, 士忘去就, 禮廢致仕, 虛名之累, 愈久愈甚. 求退之
路, 轉行轉險. 至於今日, 進退兩難. 謗議如山, 而危慮極矣.
49) 自省錄｢答奇正字明彦大升｣, 故爲公今日之道, 勿太高於自處, 勿遽勇於經世,
凡百勿太過於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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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중대했었기 때문이다. 퇴계 역시 자신의 진퇴에 있어 전후가 다
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나의 진퇴는 전후가 서로 다른 것 같다. 전
에는 임명 소식을 들으면 곧장 나갔고, 후에는 부름이 있으면 반드시 사
퇴하였다. 비록 나가더라도 역시 감히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지위가 낮
으면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나가 볼 수도 있지만, 벼슬이
높으면 임무가 중대하기 때문에 어찌 가볍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50)

퇴계가 관직 생활을 했던 시기는 사화(士禍)가 일어났고 외척이 권력을
농단하였다. 때문에 퇴계는 관직을 청산하고 귀향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
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퇴계는 오직 물러나는 것으로 의리
를 삼았고, 출사에 신중하였다. 오히려 그 자신은 출사보다는 치사(致仕)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여러 가지 핑계로 사퇴하기를 간곡히 바랐었다.

4. 결론
퇴계는 존재론적 탐색이나 진리에 대한 개념적 인식보다는 인간 자신
의 주체적 성찰과 실천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리고 퇴계의 인성교육은 그 자신의 삶 속에 융화되고 실천된 도덕적 결
정체이며, 이는 성리공부에서 출발하여 심성공부로 귀결되었다. 즉 심성
공부는 마음공부이며 인성교육이었다.
인성교육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이며, 초월적인 자아의식에 대한 각성이다. 그래서
퇴계의 학문적 목표는 자기성찰을 통한 인간의 내적 가치와 인간다움의

50) 退溪先生言行錄｢出處｣, 先生嘗曰, 我之進退, 前後似異. 前則聞命輒往, 後則有
徵必辭. 雖往亦不散畱. 蓋位卑則責輕, 猶可一出, 官尊則任大, 豈宜輕進.(金誠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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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추구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퇴계의 인성
교육에 있어 핵심 원리인 구인성학(求仁聖學)이다. 또한 퇴계는 방심을
수렴하고 덕성을 끊임없이 함양하는 공부와 그 덕성을 일상생활에 실천
하는 원리를 중시하였다. 이것은 지경공부(持敬工夫)의 원리였다. 따라서
퇴계의 인성교육은 본연지성을 함양하고, 그 마음을 일상생활에 실천하
는 것이 우선이었다.
연구자는 퇴계의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을 네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였
다. 첫째, 퇴계는 입지를 강조하였다. 입지는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며, 성학에 대한 원대한 포부이다. 때문에 퇴계는 입지를 초학자
의 선행조건이며, 공부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라고 하였다. 둘째, 퇴계는
위기지학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였다. 위기지학은 자신의 심성수양을 통
해 ‘사람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라 보았다. 셋째, 퇴계는 원만
한 인간관계를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퇴계는 사람에게 관대
하였으며, 지위의 귀천과 나이의 장유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격체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였다. 넷째, 퇴계는 출처의 법도를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주장하였다. 퇴계는 올바른 의리를 실천하려는 데에 출처의 도
리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퇴계의 인성교육원리와 방법은 현재의 학교교육에 시사하
는 바가 많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입시와 취직을 위한 단편적인 지식
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됨의 공부와 마음공부라 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여 더욱 이기적인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치유책을 퇴계의 인성교육에서 모색하고 활용해야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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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oegye's Personality Education
Lee, Dong-ki
Toegye(Lee, Hwang; 1501-1570) was the philosopher of
Confucian and the great educator. Toegye wrote many poems and
books and gave lectures to many Confucian scholars.
The aims of this thesis are to make clear the Toegye's principle
and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are follows.
First, Toegye's principle and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is
‘Gu-In-Seunghak(求仁聖學)’ and ‘Ji-Kyung-Gongbu(持敬工夫)’. The
sage learning for the ruler is based on Gu-In. Ji-Kyung-Gongbu
combines both knowledge and practice.
Second, Toegye's principle and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set an aim in life and achieve self-realization. Above all things, the
learning set a goal in life. The self-realization is the essence of
Confucian.
Third, Toegye's principle and method of Personality Education
is the personal relations and the becoming or resigning a public
official.

key words : Toegye, Personality Education, Gu-In-Seunghak,
Ji-Kyung-Gongbu, Pers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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