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琴章泰’

L 퇴계의 《대학》 인식 

되겨1는 《대학》을 주자가 ‘실천과정의 절iF〔行程節次)로 삼았딘 것이라 

하에 1lj 《미햄이 공부를 해나가는 고댐에서 따라야 합 단계적 고F정을 저1 

시힌 컷임을 주목히고 있G‘ 또한 그는 f르居폐fF의 작은 일에서 니라블 다 

스라고 전허를 회팽하게 하는 큰 일어] 이르기 η 지 인간의 묘든 휠동이 

《대학§의 맹의 안어 서 이루어지는 것입을 강조한ι-

‘ f대흐↑?이린 책은 한빈 눈을 들고 한번 받을 내딛는 일얘 이르기까지 정 

뭔힌 일이나 가친 일이나 근본이니 지망이나 모두 여기애 틀아았다 사란 
이 그 힘응 쓰지 않음을 걱잦할 따름이마 진섣로 힘쓰기를 그치지 않으면 

뿔용의 지위에 이르찌 곳할까 근싱할 깃이 없다낀1 

그믿큼 《대학}은 인간의 행위를 근본에서부터 지말에 이르기끼지 모든 

뺀 블 규지1'"뜯 극낭댐을 제시하그 있는 것으흐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 

간은 <:대학}으1 절차외L 방법채계에 따라 노력해 l-}감으로써 누구냐 자기 

자신을 실현히여 마침내 떨賢에까지 향상시켜깔 수 었음을 밝히고 있는 

이 λ 을대 종교꽉과교스 

1) (퇴께집1 극137 ‘ 25 1양季zp.W~폐틴(大탤)’ 1 大뜯←→뿔 *子以정↑TT우올f次” 

2 ] 《퇴계집}‘ 킨l4， lO ‘깜론]라댐(彦經)\ “大Jt:;ic탤→펄1 →앓팀， -1양펀， 규f精 
뼈::6:커ξ 세11mι 人jtE不{1m力되[ 춘作之不已 不펀、不f[]뿔~Jl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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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마 

퇴계는 학문방법으로서 《대희〉을 증시하띤서‘ (소학》괴 {1:11 학》의 관제 

를 주목하':~ 나.ö~71 ‘대한)괴 《증용〉을 매비λp낌으토지1 {대학》으 성격을 

표출시가고있다 

먼저 되겨]는 〈소학i과 {대한》므1 만관군조이1 대해， “서로 기나려 이루어 

지는 잣으로 승니이면서 풀이요 툴이먼샤 하니이다1: 3)라고 하여 양자가 

상흐 l료렌적 01고 연속죄 일관생올 지」는 것으로 파악히E 있디 또한 그 

는 주자기 《대학혹문〉에서 〈소학〉이 .C마의 바E깅을 획뾰F는 것으르 〈대 

학i믹 캘Zs:ol 뇌고 1f대학〉이 시엽。11서 실현하여 〈소화〉의 iiY-J!J이 되는 

것이라는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문방볍:꺼 앙2까 처1용직 일 

핀구조를 지닌 갓으로 받이들일 수 있다 그민큼 ‘대학〉은 〈소막3을 전제 

하여 그 기반 우l어|서 생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떠， 《소학〉과 (cJl 

줄간을 분러시낄 수 없는 유기적 (體로 인식하고 있는 것。1 '1 

마음으로 퇴계는 (대힌》과 《중용》의 싱관관계와 차이애 대해서도 자치1 

따 논의히고 있디 그는 ‘ 매우는 자가 공부하는데。11는 ‘身’피 UL、1 이 가장 

결실하니， 그래사 (대흐1 》야l서는 '， L.，'’을 맏하였고 가르치는 사람이 며를 논 

함에는 j性’과 ‘핍’기 가장 선행히는 것이니， 그래서 《중용》에서는 ‘↑톤’을 

말하였τF Jl고 언급하여， 《대학i괴 《중용)을 매우는 시람괴 가르치는 λl람 

의 입강으토 대비시갖 코 있디 따티셔 《다학》에서는 身 'C;의 문끼1가 굉 

섬대잉「이 요 ’중용i에서는 랜 . 1파악 둔제가 관심대상이라 구별E 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雲찍한 꽤~7" “《대학} 속내는 1호’字가 나오지 않으므로 주 

자의 〈大댐序〉에서는 性을 말한 것이 상세하고 〈중힐 속에논 “L、’字기 

나오지 않으므효 주자의 〈디7품1*>어l서는 心을 밀한 것이 생세하다"!'i)고 연 

3) r되겨l접 i 권7. 17 ‘많당 1 윤 지3r.-、편띔’ νj、떻大뭔 깨Ï'iTfi ’4 대jl;J， 而

, 페→띔 ctι ” 

4이i (토되l 겨계!얘주집] i • 린 10α， 10α’ ‘2양피i끽!ifJf 

f1혀권돼￡낼효혹혹1 i핫i光Jι써v서서세~~I~씨‘↑↑:-1'13펴Ft1 A此ψf휘]피l庸휩휩듬↑샤ft’ 5순능子F序휴쉰j大、옥웰설’ lli1페펴디퍼i;셰씨R또l표둔꿈5’ 大용웰션之正 Lι、 F판횟E댔 잦 
j7ç테、이끼生뜸而’쩌~tj미t，끽끼머떠l.r t며디k’ F序f:J::디ψ10폐I찌깨11애U떼n디폐끼jυμ극띔엄， 디그투텀;깐說↑믿 木以꿇JL'~힘而明ιi￡i맛U;." 

S) <( ’1" 뛰들~:b~大수} 中냐ji줍/미iJ J주 ( JJ ，~t:l ， “i닫쫓해피티，:)、뭔나1不':h ，;jf추 &~k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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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허여， 주지기 《대학-} . {증용?의 If文에서 서로 조멍하고 있는 점을 지 

직하였"1. 이에대해 퇴계는 ‘ 주자가 《대학》의 서문을 지어 性을 논한 것 

은 해학씌 正心。1 설로 뾰의 환후에 의지하"'] .11으1 처음을 회꽉E단는 것 

이가 띠문이fL 〈증용》의 서문을 지0] ι융 논한 것은 《중용〉Gl샤 '1';.을 

벨허는 것。| 본래 心이 간직하고 있는 컷을 빨현시켜 ιL 옮을 밝히는 것이 

기 떼문아마’fì :'라그 하여， 《대학》고F 《종용》 01 샤흐르 침투되고 있는 띤펀핀 

계를 제시하고 있다 곧 《대학i의 ‘心1문제는 g종용i의 땐이1 근거하여 바 

을 회꽉시커가는 과정을 7}러키는 깃이요 C중용i의 ‘ 11'븐저]는 心얘 ψ:]] 

띈 갓으토사 L'을 실힌0";'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아라 낡히고 았는 것이다 

다시멜하면 《대호〉은 〈중」영의 빔위 안이1서 《중용?을 실현시켜지는 공부 

의 칠차각면1 {중잃은 《대학-) '~l 근원。]]서 《디l혁씌 공부방법을 규정허근 

윈리로 이해하는 갓이라 헬 수 있디 

퇴게는 《대펙〉과 《증용》을 1l]1우는 사람과 기르치는 사람으1 일로 대바 

시키고 있는 이유를 랩， ‘ 〈디1학》은 修身으1 근본이요 않、이| 들겨가는 문이 

기 계문이| 매우는 사람으 일이라 히고 《중용〉은 평를 빨 는 글이요「 마 

음융 전하는 방법이7] 페문이| 가르치는 사댐의 일이라 한다 그러나 f찢 

• 入德하는 매 움이 아니띤 明道 · 傳心하는 기르천을 베풀 수가 없고 明道

• 뻗 L에 가트침이 아니띤 {용Jir . }，합}는 배웅을 추구할 수 없다 이 때 

문에 4매힌? • 《증용?이 서로 핏등증가 되는 것이디낀)라고 언급하였디 여7] 

)，1는 《디1학i -〈중용)01 지난 각각의 기본과저1를 -rr'정하고 동시에 양지의 

표겨]를 재λ|하는 두 7자 사실을 본혜주고 였디 곧 f디1학》은 修身과 入

힘이라는 개인의 도던적 인격섣한을 위한 뱅법을 제시히는 것으로 재시하 

!I~'‘Fí'듬 l'E if<1 표， ''Þ투다中不간心 검 값Lιff;言心투fl득 ’‘ 
(ì){퇴 ;'11 집〉 권40. [0, ，짤%짜「벼1 틴(며팀「 ‘*子n;大텔， ir7빠|生쥔‘ 大월zj[.υ 

i:ifi「터바활lITí復f'I' jÿ)띠&tι FÌ"I.'庸페詞心考， 여 1돼之說';;1， ←k以맺1퍼값IF~F，[}삼 

lttl 
7) (되개집}. 권으0 ， 11, ‘띔낌廷F머目〈中쩌) ,’ ‘大펌修身츠기" 入강판之 r'"， iþ:크원꼼 

흑 J， 中.I~~[딩「퍼;/띈1 lg心之μ\1 Jbt日줬l者휴tE1 %kjFl응身λfEZ텔， PRjJPιpq;릎(평 

L、/ζW1:. ;)까Ji티파L、z값 1따셔잉논양캄入댐之&jI:， lltíflf&J딘之깨W;I는굉룻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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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띤， 아에비해 《중용i은 明)월와 댐LL、。1라는 보편적 웬리(j혹를 깊이 

통찰하는 것이요 내면적 주체(心)를 확립 <>1여 전수하는 것이라는 사1제의 

근원을 밝히는 과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중용?을 실현하기 위 

한 기반을 이루고 었는 것이요 《종용i은 《대학》 01 팀구하는 근원을 정립 

하는 것으로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제는 

‘중용》에서는 보편적 큰윈의 웰를 밝히는 것이므로 ‘道를 말하고 《대학》 

은 비1움으로써 인격의 띄성을 상취하는 것이므로 ‘德을 말하는 것이리 대 

비시키기도 한다i']) 

〈讀띠庸法〉의 小註이l서 맺쫓 흩꿇홉、가 “《대험}〉은 學을 밀히고 《중용》은 

훤를 말하였으니1 《대학〉을 투칠하게 이해하면 學에 아긋남이 없고 《중 

용〉을 투칠하서1 이헤히면 끊어1 아긋님이 없다1 그 언급찬 일이 었디 이 말 

에 대해 東씀 李짧는 퇴치1이1게 질문히면서 雙셜날 a폼쩔、으1 말이 “뽕고} 펴를 

니누어 둘록 갈라놓논 갓은 온당하지 않디끼고 비판적으로 지적하없다. 여 

기서 되게는 “〈대학》은 사람을 가르치는 법도이므로 학문하는 것은 며명 

히 이리이라해야 한디고 말하마 《줌평은 道를 전승김는 책이므로 이 道는 

cl걱이려하다고 말하였다 두 잭이 主효가 본리1 같지 않으무로 말이 각각 

마땅한 바가 았는 것이다."!; )리고 밝힘으로씨. 《대희， • 〈증용》에 대힌 雙볕 

믹 분벌적 해F망이 정딩함을 획인하"1， 율곡의 의심이 감못된 것이라 지적 

하고 있디 이차럼 퇴계는 {대학〉과 《중용》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하면 

서도 각각의 중심적 관섬아 파른데 따라 서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곧 《대학}과 《중용} λ→。 l에서도 차벨 

성을 전자로 확인하고 이를 며팅으로 싱호 연관성을 획인히는 것이요 이 

라한 차별성과 통합성의 양:면적 인식은 퇴계의 四七I里氣늄、。1 대한 안식에 

서와 마친기지로 《대핵， - 《증용}으1 심관관계에 디한 경혁적 얀삭에사도 

8H 되게집 ), 권40，13. ‘용?;trf‘쩌目(며힘J ’， “中.Iljlfi:μ~~퍼， jk;/1E言↑ 大學별u. 

11f:f，꽁， il&μi볕듬 ” 

91{퇴셰걷li 권l←l 3[ ‘쯤rag딩폐q 다’ ‘大쩔품fi人之쌀 Fg言W，l뿔!i';þ Cl是ilQ품 

1: !:t돼칙igL츠같흑1 故듬Jltj원~D~t'DUt. 듬은 ~E;~';:시↑， 1매， 故듬씀한'~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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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논리구조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힐 수 았다 

나이가 퇴계는 《대학〉의 大듭를 했으로 확인함으로써. <대학，이 추구 

히는 근본정신을 ‘敬의 수양론적 원리 위에 정컵시키고 았다 곧 그는 〈대 

한》의 ‘김횡B章'(止꽃떻)에서 “그옥하신 文王이여/ 이아 끊임없이 밝게 벚나 

시며 공경하여 머둡 곳에 안정히셨다." (쩡랭文王， 於輯熙歐止<《시칭;， 大

雅 · 文王〉댄뜯 詩를 인용하고 文主이 ‘콩경하여 머붙 곳에 인정하였τ}’ 

는 말을 미루어가서 i표l~'(젤人君止於느‘ 篇人폼止於敬， 합人子止於꽃， ;풍 

人父止於짚 與國人쉽t於信)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 이어서 切 -

뚫 . ~ . 뿜히는 공부를 제시한 사실은 바로 ‘般’을 말한 킷이라 파악한다 

L 아가 朱子기 〈大學或R벼i의 첫머라이1서 《소학〉파 《대헝f》이 모두 敬을 

깜主로 동F는 것암을 맑힌 사질파， ‘正U章의 주석이l서 ‘경으로 곧개 합 

것'(敬以直之;，을 말하여 쩌의 뜻을 반복하여 밝히고 있는 사질을 지적허에， 

《대흉1)의 大릅는 껴r애 있는 것。|라 할 수 있읍을 역설한다 따라서 그는 
1明明염’이 《대학〉의 大網6폈이기는 하지만 《대학5익 大릅는 ‘明明德’이 아 
니라 ‘敬 òl라 해야 할 것얻을 강조하고 있다 10) 이처럼 퇴계가 《대학〉의 

大닫를 ‘敬
1

으토 얀식하는 것은 그의 칠학처1계에서 핵섬개념을 이루는 꺼r 

의 수양론적 구조 속에서 《대학》이 엘미나 중요한 위치를 카지하고 았는 

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게 찬다 

II. I港짜의 〈大學區[)구조와 퇴계의 계승 

퇴제는 《성한섭도，의 저114도 〈大탤圖〉에1 陽+'1 權i먼1352-1409)의 《入

10) {되켜1집}， 권23 ， 23 24 , ‘옴金而精 ~JjM'" , “大쩔傳止至흙1i1\'i I文王敬止之說，
而 'ffi言五1t;7道 i*?之以tr짧Jã~흔之l건， 월可)j~不듬%tiF， %t子l*Ff問之힘1 
8꺼言이、뿔大댐皆훤以敬당￡ 又:1:(_正心章託 !y..覆致효;힐 然ν§U;댐大딱tE우1E~， 
F냈tv1::;-可1 쯤明明德 며타홉大웰之大網領 然謂之j;jt뼈형 則可뿜之大읍힘所未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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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圖說》애 들에있는 〈大學之圖[)(大뺑빨之圖)를 수록하였다 《성학십도》 

의 10圖 기운데 우리나라 학자의 區|를 l패載한 것은 P쉐의 〈大學之圖〉뿐 

이다 그만큼 되게는 지신보디 150년 선tl11희자로서 고러판 조선초에 살았 

던 양촌의 〈大學之圖〉가 지닌 가치를 높이 평기하고 었는 사질을 짐작힐 

수 있다. 퇴계는 “양촌의 혁술은 깊고 넓으니1 이 圖듬%을 민든 것은 상딩 

한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짧컴ó'모서 아찌 낌히 그 得失을 함부로 논의힐 

수 있으리오 다만 先賢의 말씀으로써 헤아러 보면 아마도 매우논 이에게 

천착하고 견강부회하는 병폐플 일아주는 갓을 띤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러나 이것도 쉽게 밀할 수 없는 일이다"1lI라고 하여‘ 양촌의 한문적 깊이 

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였으며f 先쩔으1 說과 아긋니는 문재점을 지적하면 

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퇴계는 특히 양촌의 〈大댄之뭔〉에서 극히 일부만 수강하였으미1 그것은 

양촌의 《대학》구조이1 대한 인식을 대제로 받이들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퇴제의 〈大웰圖〉에서 양촌의 〈大學之圖〉를 수정한 내용으로 중요힌 점은 

세 가지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칫째는 〈大탱之圖〉에서 오른 쪽 柳外。11

적혀있는 ‘外핸j덩模之大(三祝iJ)， ["l:J盡節텀之참(J\，~a딘”의 두 구절을 제가한 

것으후 圖象으로샤 간결하세 하기 위해 배러한 것이라 짐직된다 둘째는 

양촌이 ‘行이래애만 ‘明明펌’을 연결시켜 놓은 갓을 j知와 ‘行’의 Od'쪽에 

ι明明德。1 걸리도록 바르죄이놓은 갓으로서， 영촌의 FR휩가 잘못 3조기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이준 것이라 하겠다 셋째는 -知止’[frtîl 이래에 앙촌이 

‘物↑없디많Z效”라고 적어놓은 것을 “明明德新民 4n至훌훌 fl在之效”로 고친 

것으←군서， 이렇게 고침으로씨 

싱상←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 

11)1(퇴계집》， 권28， 1, ，쏠金댐않(파{체)’， “陽납탤“따1둬 l힘， 월~t圖說 ’젠有證據， 後

쩔安敢흉講其得失‘ 떠υ、先f협之說}꽃之~不免양텔경穿짧↑끽1會之i[ij耳， 찌E然lIot 

ZIj\未易言tI:l. " 

121 陽납의 〈大學之圖〉는 을유분고의 《入탤圖說〉(권되주픔， 을유문화사 19741 
에 수록된 영인본올 이 용히였교 《성학십도》의 〈大댄圖〉는 《퇴개점)) (성균 

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수록된 것을 이용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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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계의 〈大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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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功夫]

[末1

民 齊家/治國i+天下[推行] 新民 求得止至좋之판 

[用 1

@$:ttt身따 明明德댈쏠뚫쓸 [r%xl 

aa齊/國治/天下平--新民 .. 得止至좋之序 

*止[샘] 明明짧 新1'\， 知줌풀所在Z效 

[極] 自新if롯 

止르E좋 

Jæc!ll之標B'J

四책， 自知止줌짧得之Jlt絡1 皆以效듬 

L꿇得[終] 明明德 ‘ 新民j 皆得止κ、至얄 

(내개의 〈大쩔0)에는 5:tI止1로 표기되었논여) ‘쩌l팎 픔字로 츠L얀다/ ，~~퇴게의 〈 ;J〈흐를딛〉 

。i1근 1得止至향ιiÎ'라 하51으，q 딘추를 보층0-1여 Bi뷰止폭쁨<:IT:'라 승운 것이 미병달 것 

으로보인다 1 

양촌의 〈大學之圖〉를 대체로 수용한 퇴계의 〈大學圖〉에서는 《대학〉의 

지|계를 구조각으로 분석하그 있디 j 本 • 末과 뽑 • 대의 구조 <î:' 始 終

의 구조3 3 때 行으1 구조 ~) 功夫. :p~랬의 구조를 들 수 있디 

Cü 3깅령에서 j明明찜’과 1新民’이 서로 本과 末이 되고 뽑와 用이 되는 

本末 · 뽑며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하교 1止至善’은 딩新 • 新民의 극 

치;l힐)이요 體 用의 표준(1펠的)으로 팍인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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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止 애서 ‘能得’ 사이의 6단계를 始 · 終의 치 례로서 밝히고 이를 ‘止

至善’에 소속시키고 있다 띠라서 8조목이 i맹병덕’ • ‘신민’의 조목으로 소 

속되는데 상응하여， j;r止 • 能점의 i;é샤%단계를 j上至휠에 소속시키고 있는 

독득한 얀삭을 보여주고 있디 지지선’이 명벙되고1 선민을 통합하여 그 극 

치를 이루는 표준야므로 ‘지지선1의 'f;fl로서 j숫Utt’는 明明德 · 新K이 ‘至

善의 所在를 아는 공효’(솟표풀所在之效)라 지적하고 ‘지지선’의 ‘終’으로서 

‘能得’은 병맹덕 • 신민이 ‘모두 止於쿄줍을 얻은 것’(皆得止“조善)이라 지 

적힌다 이 始외 終의 중간단계인 定 · 靜 · 安 · 퍼의 4기지는 솟n止(始)이1서 

能得(終)까지의 mii옴을 이루는 것으로 모두 功效로써 말한 갓이라 한디 

띠라서 始 • 終의 6단11]는 이미 ‘공부’의 단계가 아니라 ‘공효’의 단계에 있 

음을보여준다 

@8조목에서 ‘벙벙닥’이1 속하는 5조목으토 格物 · 致잇따 ‘써1의 방법이 

되고 誠를 • 正心 · 隊身이 1行‘의 1용법이 되는 것으로 문석하여， 知 · 行구 

조로 제시하며， ‘신민 이1 속하는 3조목으로 齊家 • 셈圖 • 平天下는 ‘명명덕’ 

얘서 ‘行의 조목을 더욱 미루어나간 것이라 하여 ‘뼈T으로 파악하고 있 

다 그것은 8조목을 知 • 行구조로 분석허면 格物 · 致知가 'j;rf il, 니머지 6 

조목은 

(4) ‘명멍벅’폐이에] 띠른 조목들로 이루어진 껏d와 

‘변병맹덕，의 

‘행 은 止至善의 일을 이루2At하는 ‘求得!을 추구하는 공부로 파악헨다 또 

한 ‘신민’에 따른 조목들은 역시 ‘行(推行)으로서 止좀善으1 일을 이루고자 

하는 ‘求得’을 추구하는 공부라 힌다 이러한 ‘맹병덕’의 ‘求知와 ‘명명덕’ 

빛 ‘신민’의 ‘求得’은 ‘껴j夫’의 과제가 되는 것이디 이에 대응히여 物염 · 知

至는 ‘맹벙덕’의 求知공부가 이루어져 至善의 所在릎 이미 알게 된 ‘E知

의 성과요 意誠 · 心正 · 身修는 ‘맹벙덕1으1 求得공부가 이루어져 止至善의 

순서를 이미 얻은 ‘E得’의 성과요 또한 줬~ 탬治 -天F平은 ‘신민’의 求

得공부가 이루어져 止至善의 순서를 이미 얻은 ‘已得’의 성괴로서 이를 ‘功

失’의 결과로 얻어진 ‘껴J效모 처1시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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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三網領’체계의 앤삭 

frF학〉의 f조는 주자에 의해 3깅령괴 8조목의 체계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대줍샤체계의 얀식은 되계어l 의해서도 계승되고 있며 퇴끼는 3깅 

링익 실현을 위매 노력하는데는 각각에 긴요한 괴제가 있읍을 지적하역‘ 

‘ 明明낌은 하늘의 밝은 명령을 돌아보는데 었고1 휩T~은 닐로 세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데 았고 l뇨포善은 메뚫행解하여 끊임없이 밝게 맺내며 공갱 

하여 머물 u) 얘 안정하는데 있다 "]것ó] 3캉령의 긴요한 지리 "][!."13년고 

저시한다 

1lJl1.Jli!훤 --- 뼈닮힐明;QJ 

핑T ß딘 日新又trr

止뜯E폼 {切않I졌뿜1 iE 照허l::!l二 

곧 L明얘德은 ‘명략을 하늘"] 명하여 부여해즌 天命으로 획인하고 天命

을 잊지 않고 돌이보기를 요구능뜸 것이요 ‘빠民’은 날토 새톱게 지신의 

변혁λl켜 가는데 있음을 캉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띤혁시켜기는 

기준으로서 天命‘을 개λl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마 나아가 ‘止표펀!은 

切않@똥혀야 자신을 디듬고 닦이서 스스쿄 수련해기는 과정을 가쳐서 온 

'-11띄 [껴德이 지속적으로 밝게 빛냐는 조건을 확보허국 여기사 공컴허는 

지세틀 지키며 그 최층의 띠묻 곳에 펀인허 정흐L하여이 한 것을 제시한 

것이다 곰 ‘ 1上EE훔’어l샤는 뭔히피‘明) 새롭게 하는r뻐) 수양의 방뱀꾀 과정 

을 표힘히며， 이와티품아 그 최고의 성취단껴로서 fE(明德1을 계속하여 밝 

13) .:(퇴가접i， 권 37， 25, 짤李I 'tf~덩뎌(大學)' , ‘論其用處 mU%l섬찢폈 마明폈tt 

~Jj}~임~Jj;운， 염j드링rtB쩌호권 止王흉fE빙Jjjjl쩔힘" j조jRE싼止， jt크뼈í1W~썽E￠E ? 



12 東5:iY:it 영37뼈 

게 빛니커l 유치하려， 이렇게 쟁취된 최고탄계를 지키기 우l해서 마음은 공 

경(敬)파 얀정〈止) 속에 였어야 함을 제시허고 있는 것야E「 

퇴계는 3강령에서 특히 ‘明德개념에 대해 주의갚거l 관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먼저 주자의 ‘明깜’7내념 해석을 정밀하게 확인히고 었다 곧 퇴계는 

주7}가 〈며투됩章句序〉디n샤 ‘ 心으] !l눔靈과 돗n覺은 하나일 뿐이다"(心之虛찮 

쩌댐1 而已￡l라고 하예 虛靈 · 知끓흐호 心윷 해석한 것은 理 氣를 함 

히 (겨 파딱한 것임을 지적하띠， 理 · 氣띄 비같에 따로 J마으l 虛靈 · 知꿇을 

찾을 수 없읍을 강즈한다 또힌 주자는 《대학정구》 에서 ‘l)Jj德’을， “사람이 

하늘어l서 얻은 lol}로서， 虛靈하고 쩌未히여 모든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대응하는 것"(λ之1며得乎天 而虛靈끼}셔능 以具꿨IÆfI디K應萬꿇者) 0]라 정의하 

고 있다 여기서 ‘EIfi평끼뼈1는 心이라 허고.， ， L'판 |生 • 情을 통접하고 있는 

것으로서 ι괴 明德은 램 .)jj과 理 -氣틀 포필하고 있는 갓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퇴계는 {生體 이래이] 虛靈처흙의 心。1 았디고 보는 문인 Hi뿔;깐 

의 견히l어l 디1해 주자의 明德과 心711념에 이긋나는 것이라 지적히였다 AJ 

이처렘 띄게에 있어서 ‘명덕 개년의 。l헤는 ;心개념의 。l해애서라 일치하 

는 것으로저 理 氣 내지 |生 • ↑띔을 힘 끼l 갖추고 있는 통합걱 실처}로서 파 

악등농 것이다 또한 ·명덕’에서 虛靈은 心의 깅kl많를 가리키는 것이요 ‘모 

든 일에 대응하는'(應萬핍! 것은 {J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료서 心의 體

· 用을 통시에 포돋하고 있는 갓입을 확얀헬 수 있다 

또헨 aT는 ‘明明德‘을 주석하면서 “마땅히 그 1딸현하는 loJ}얘 의지하여 

밝혀감으로써 그 처읍을 회복히는 것이마，'" J:::;)라고 언급히여， ‘명명틱’의 방 

법으로서 얘?떻。1 8 ffi의 현실 속에서 발핸}는 자리에서 마치 거울저램 

맑은 그 본래의 근원을 밝혀갈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되게는 ‘그 처음 

14) (되겨l검 i ， 속죄 견'1. 1,). '홍朴댄之 ?”te , 其所以能rilif.홍종知센而ti‘L、者， mDrrt 
1띤氣之-;;'-flf能?!，;며형. ~Ï'理氣;<:，; f. 꺼IIW.꺼둡띔쉰r!힘 }델二설， 규1FiA댐jg， 今it용웹生 

之 F. 日又必휘닮평*1원컵存f其”고 U:í1훌 c、1 則표疑￡使λ옵理氣) 而캉듀않갚둥 
솟jf~也， f눈jl5흠意zr!il ， 不뺑뿔失 9뎌朱f렌1m꺼 j핑힘Ifù품듭람펴한끼-:;:n뀐껏 ” 

15) (대화강구L “씀「젠其所짧 而jaljgz l:AE」Ilf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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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복힌다(復其初)는 ‘初를 “그 처음의 明德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지작하고 f콩籍 季德iJ1、이 말한 ‘氣質꾀 物값이 이 

직 구속하고 은폐하지 않은 때’가 바로 明德의 처음이 라 인정하고 있다 16) 

그것은 明德이 본래 홉하지만， 明f핑의 발현괴정에서 기질과 물욕의 작용으 

로 그 본래의 善함을 잃고 품에 빠질 수 있는 현상얘 띠라 ‘병덕’의 처음 

善힌 상태를 회꽉하여야 함을 띄미하는 것이다 

퇴계는 문인 鎬잖 黃俊良괴 더불어 松호 :H했의 〈白圍j 폐規集解〉를 검토 

하면서， ‘먼저 明德을 格히고 , 그 다음이1 隊身을 %한다 .... "17)는 *1英의 

연급이1 대해， “物을 格한다고 말하면 옳지만1 明德을 絡힌다거나 修身을 

↑용한디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18)라고 언급하쇠 맹덕’과 ‘수선에는 깨옹’ 

이란 말을 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곧 ‘샘’의 대성은 오든 시물이나 대상을 

쿄함하는 것이지만1 ‘明待’이나 ‘修身 에 ‘格字를 붙이면 明이나 修의 개념 

괴 상충하거나 중첩필 수 있는 갓으후 보아 옳지 않음을 지적히고 있디 

여기서 퇴계는 “明德의 ‘1jJj' 711념과 修身의 ‘修’개념을 대 k' 1시키면， ‘明’은 

j밝힌다’(明之)는 뜻의 ljJj으로 知와 行을 겸해서 말한 것이니， 格致와 修身

을 모두 들고 있는 것이디." 19)라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힘을 밝힌다’(明德) 

는 j밝힘’(明)은 인식(知)의 과저1일 뿐민 이니라 설찬(行)의 과제임을 지적 

하고 있는 것이오 따라서 ‘明’에는 松'íÝ’(知)와 ‘#身’(行)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퇴계는 松후 朴英이 《중용》의 1中和「에서 j中’은 IjIJ德의 일이요1 

j和’는 新民으1 일이라 하여 明德 짜民을 中 . ;f[l어1 견주고 있는데 대해， 

1ôH퇴계칩》， 권36， 14, '침李宏↑'N德弘)’， “大學託 復其初之初， 不1뼈듬庸강其初之 
明깜한ξ뼈3 公I'Ijj암言氣質￠ 欲未狗&之U용， ~p是明德之初ill." 

17) <:松堂찢》， 권1. 19, ‘白1!Iî洞規解， “當先格明德以줬明 而立天下之大本.ITiî誠
효正心1 次염修굉αZ몇， lj숨天下之표道， 而쉴f륙家y감팅원平天下zit; iß" 

18) <C 퇴계검J>， 권19， 23, '答꿇1'1'짧論티R홈I同規集解1 “言↑g物1 則몽， 而言11I flfJ않혐 
~~身， 則기:成語훗 ” 

19) 같은 곳， “以明德之明 對[용身zJii:， NIJ明乃明之之明， 而옮知行說， 格J&與f"身
eg객석:2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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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이치로는 비록 두 7 지가 아니타 하티리도 멤득과 의랴에서 각각 카리키 

는 !l}까 디르니， 약자로 끌어다가 서로 짝을 맞추어놓는 것은 싸篇의 고루 

힘 ，，]다’때〕라고 !l]판히였다 l!Jl德、 · 폈íj'\; o]냐 ψ . :1' 1가 댐f퇴으1 구조를 이루 

고 있논 점이1서 풍통된 것은 사실이지만 明德 · 新되이 니1떤의 심생으로서 

j德’으로부터 사회죄 인간관기]로서 民 에로 설현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데 비해， 中 ‘ 和는 未發으1 "1'에kE發의 和로 밸현되는 心!또으l 냄위 인에 

서 제시되고 있는 갓이라는 차이를 주목한 것이라 헬 수 있다 이차럼 퇴 

겨l는 그 깨념의 범위를 염격히 균정함으로써 가뱀게 전강쿠회시키는 태도 

를 예라히 111 분별히고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는 t대학》을 修己와 治人으」로서 體와 /떠올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 

정하고 였다 그러냐 그는 〈미학샤이서 말하는 꿇~ê . 則FIl. 用人이 制度외 
文章(禮止)의 일이라 규정하는 견해에 반대힌다 또한 그는 《대혁，이 미음 

을 간직하고〔存ù) Lj라를 디스라는(出治) 근봄이요 制딸오l 又풀어|는 마치 

지 못한 것" ]<ó 획얀훈다 21) 이7]샤 퇴계는 휴경~[i'의 할용도 j지신의 비융 

으로 팀을 헤아려서 균재하고 맹전하거l 히는 갓을 말한 것일 뿐， 원카 체 

도과 문장을 말한 것이 아니리’ 지적히고 ‘이jrF -‘用/、’도 천하를 지배하 

는 지어|거l 뿔을 권하기도 하고 겨:똥을 경겨1하기도 등 여 평젠으l 뜻올 미루 

어 넓히는 것일 괜。1지， 일천야 한마디도 제도와 문장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음을 캉조한다 또한 내라를 디스라는 근본이 j平fF章얘 갖추아져 

있지만， 그런디고 ‘平天T章의 섣병이] 며j度와 t章의 챈효이 모두 갖추아 

:<1 잉디그 말하는 것은 이치 저울 만들먼서 눈금을 표시하지 않고 1저올추 

가 여기에 모두 갖추어져 았디 그 달히는 갓괴 같다 하여， 잘뭇된 것임을 

지직한디 양) 이치텀 퇴겨1는 《대학〉에서 제시힌 治-"'1] 관련된 언급들이 

20) (퇴계집i， 권1l〕 Z61 2F윷:i이1찍용되셔터맴)，，1現集w，’， ‘υ大첼:7q께뽑新民， IE於εp

庸之띤깨1 f덕 雖μ二， 名꿇원듭 때會{염~c， ↑낌냄之배j-fu.' 

2)) ‘토겨]죄〉， 렌l9f 29, ι 11':옹핏 1'1'찮 “太뿔↑ 修己샤人 i압m~ι、，1>:' ~Ij핍셋~， 

以격gt펀너t，'lîl꺼λr홉?llj!풋文술之펄， 터1JPE未然d] ” 

、:!C'"ll 죄i 권 19 ， 30, 띤경J낸꺼」썰’↑ "大學→폼 jf，ft:C、fEF늠;Z4? 而未及乎制E필 

文章꿈” 



〈大뿔圖〉와 3흉잖의 t대학》체게 인식 13 

정치의 기본원리를 세시하는 갓일 뿐임을 강조하고1 《1폐i없 이1서 재 사되고 

있는 法메니 셈禮외 빼i필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禮링이 아님윤 역설 

하고 있디 그것은 퇴계기 《대학》을 수양과 통지의 기관웬려를 제시힌 것 

이라 고l익히눈 그 치신의 《대학》인식을 벙흐쩍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또힌 퇴겨1는 ‘1.1:至휩을 《논어》에시 벨한‘ 쩔。11 해탕시키는 조해야1 반 

디하고 있디 곧 그는 “至폼피 룹이 비록 두 까지 아치는 아니다 그러 

니 포홈은 핑품4끼物이 각각 홉족하게 좋은 도리7} 있음을 일승1는 것으로， 

마지 임금이 아질고 신히는 공장착며， 부모는 자애롭고 X녁은 효도등F는 

따위가 이것이다 →買은 大原과 大本으토부터 T증숱萬젠j한 곳。” 이르기까 

지 해1토 꿰뚫어 살명늠F는 킷이니， 마치 天地가 휩願합}여 寫物。l 각 

각 그 자리를 얻는 것이요 뿔人의 미음「은 (짧차한 理토서 널리 상응하면 

사도 온전히 힘당히게 하는 것이다 쓰임이 각각 마르며， 가리키는 자닙가 

E르고 주장히는 취지도 디르내 이치가 같다하여 힘처서 한가지 설맨으 

로 삼을 수는 없디"2öJ라고 E벼， ‘止至휠피 ‘→휠’각 개념적 차이를 텅획히 

밝힘으로써 양지를 일치시키는 견헤이1 반대하고 있다 또힌 그는 “조판을 

버리고서는 →1닫을 찾을 수 없다”하여1 조善을 실현함으로씨 「貴얘 01를 

수 있다는 잉지의 연속성을 인정하건i도 그령지만 포즙음을 기리켜 ‘→뿔1 

이라 '"'1는 것은 울의 支流를 털고샤 %탬이라 인정히논 것과 같은 것이라 

하여， 그릇됨을 지적하고 있다 24) 여기서 토1 /'11의 j조줍?에 대헨 기1념은 

22) (퇴기l접ι 렌 19 ， 29-30, '띤g원대헬’ ‘월멍之m 폐至흉‘ 然只물il'.tlzsÆ;양物， 
{뮤츠j 느j팍方IH릎言， 딩IT:j~펴Jgr文졸z謂1 至h〈、iR 「|1뛰人， 亦不뀐說침天下짧1 

딛~U끼핀Xi'i'ι f끝ftmi링 JjE:츠중j며已， jRJ'좀þ~ 句說'&店Jg풋文겸순특ì'JllI ， 흩추，;7木1 

{피;l t가F끗下를 2선6성종J읍Jt줍之펌， 템에1度文률f될益꼽U휩 則묻3햄}씌，fJij때기:점 

星子， 딘C꺼石f01"J6兵자 tL ll可낀1. " 

23l r 퇴계집〉↑ 권19， 29 ‘핀용fitiP 쩔’， ‘ 조훈與 읍， 원tjF二햄， 然포폼품{터캄딛흡物 

~IJ ， 各l'↑akrf:이단]명머틀 tm1::\-仁1고敬‘ 父정子추츠1TI-뚱U f낯是iiÍ'Ä原大 •" 
숲千;뜯티힘써IJ，Jß;， 합월~I극갱來， po5ξj 따;ZEF誠』lE、 띠fhy1?/Ff뷰」여 1 ， 믿人之心j 

f더*→]핑而{2應~Uì힘 éll쯤不同문tiJ" I쩌담Z끼흉-..; .... 듀f IZ言Z듭亦몇， 不피 j:，(댐 
同而효#"~휴 Et 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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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1의 경우쩌로 근웬작 통합의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규멤들이 민족스럽 

게 설현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악하고 있음을 확얀할 수 있디 

니←。}가 퇴계는 j至줍’의 의미를 해명하면서， 뚱子기 , r:J:r.되좋의 뜻을 해석하 

면서‘ “中痛이란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으며， 지냐치지도 않고 못미 

지지도 않은 것으로， 깎품한 이치이며1 곧 天命의 當然한 비조1.， f품微함의 

극"')이다”려고 하였다 힌다 이이)rr::라 그는 “후，1휩의 도라는 전죄으로 13m 

의 i팅싱힌 곳에 있는 것이며‘ 그 속이IJ l낌뚫:i-- 長?표꾀 大小의 법칙이 있어 

서 각각 흡족하케 좋은 곳을 지니지 않음이 없논 젓이다 이것이 이른바 

精때혐의 극"')소L f매팍!의 ‘至흘등이 。l것이디."25)려 밝히고 였다- 곧 퇴계 

는 《대학i의 ‘조품이 지년 의미룹 ‘ cþ더합의 개념으르 획인강}는 것이며， 일 

성의 생펠 속úlJ 살현되는 것이면서 天命의 當첸、한 법직이요 精값함으) 극 

치라는 ‘증용’의 살현을 바로 ‘쿄휠으로 파악힌 것이라 펠 수 있다 

rv. ‘八條담체겨l의 인식 

퇴계는 8조목의 실천을 위해 각각 긴요한 과제가 있음을 지작히고 였디 

곧 ‘格껴됐때는 ‘이미 이는 tl}에 의지하여 더욱 궁리하여 ")극한미1끼지 。1

르름‘에 간요힘이 있으며 ‘誠효는 j지진을 속이지 않으며’“홀로았는 지 리 

를 섬기혐’에 긴요함"J 잊고 ‘:tE心 修용’은 四有를 살파고 三無를 간걷하 

는테 긴요함이 았으며 ‘修용 합家’는 五]땀을 살피고 二힘을 제꺼히는터l 

24) 〈되계집i1 권 19 ， 30 ‘좋양함에]짧‘， “꺼←포흥동而룹 f릎 l뢰빡웅理， 然삼차할읍포속숱 

ri 賞， f듭K씨íi::ì:1íL而53j를맨Ij1， ;”;可乎 1 

25) <퇴계;샌‘ 련37， :10, 흉李Z댄E ‘ 朱元生찌中庸之義 日1+1폐휩， 지↑뮤끼\倚#MC원 

不及， 而Z듀돼之I펴， 乃天ifjfF룹然~훔?~J之l펴됐난! 것cj따tEIE， 全在日用펴각1뼈 

11i!, 1t:며3뽕 其뺨포;틀I르i::d、:L 1，iJ， 莫不å有|台따옳‘ ~U띠~i웹~之센jjι rIií大탱 

之꽃홉是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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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요힘이 였고， ‘휩家·治國은 孝·佛·慧와 仁·讓·忠·쩡어1 긴요함이 

있으며， jf댐횟I ' 平天下는 횡짧여l 긴요함이 있디고 밝힌다객1 

{%4끼 致제 I:JSIJt 所J:-Ð. 益第조짜 

리Ai fB티jp; .1험J具j휩 

正心 i$身 察四有 . .rt'三j~i

修身 • 쩍컸 察五김「 ￡二ij급「 
낌家 - r6￡챔 깅윤 영《앙 -仁많믿3엽 
j크펴 215:天τ 꿇영g 

‘ 11띄有 " ::;힘所;깅짧有딩f恐융앙有잉二따"lð!l'IíT~강펌 
ψ‘三PP 댐띠不동!/W뺀재U깐而不때~~~↓ 

l‘五따’ 所親껄띠R「fE껴j않핑nnR뚜뭘/JiJj펄敬而m뭘/ 
所윷f장而J￥됨/所J:í 힘mr.￥퇴 

t‘二져’ 휴왜i子之편떻체J~힘之댐 

이러힌 8조목의 긴요한 고때는 《대학》의 傳6-10훨이1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후 8조목에서 추구하는 실천의 기본괴제와 방법을 집약시켜 세시한 

것이다 

(11 먼저 ‘쇄物3쩌의 의미를 해석하면세 ‘格字를 ‘끝까지 케내어 이르 

다’〔第而至)피 뜻으로 해석한마 여기서 퇴계는 ‘格物1을 “物을 格함。1"라 

하고1 그 주식을 “欲具핸處끽11 m주웬iß"료 토를 붙여 “그 극치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한다”고 해셔하며， ‘物샘1을 “物이l 쩍함은’이라 하고 그 주 

식을 “끼睡之極虎에(이 j 때?F、꽃 1，며”라고 토를 붙켜 “物理의 지극한 곳에 

(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해석한다zn 그것은 ‘格物에서 ‘絡은 罷~하 

는 공부의 괴핑으로 이해된디연， 物{용에서 ‘格’은 物理의 極處‘이1’ 이르른 

껴겠를 보여주는 갓이견서 특히 物1띤으l 핸챔'7y 이르는 것으로도 블 수 

261 (퇴계쥔;， 권S7， 251 j낌李각 ~J~폐目 1 大뿔 ‘ 조ii0t섬物敢JlJ1'E1적Jl所知찌짧至 

ffi, 誠효표HJ自jp; . 'h툴其쩌 正心修身在흥四有 ‘ 4주드1!q? 修身F↑家1'E察죠김t. 

去=1댐 7，얀家jBEg효孝V염침與仁족얄ι믿잎1 딸1îlZf'天下在주gAE， 此/\條目緊꽃lE 꺼 

27) 〈퇴계접}， 켄26， 34-39, ‘참센子中lJl]紙， ‘絡物(物윷업함이 l듬l ， 欲其함處( 'ID 
4g7F5ijUL 物格(tv애↑용힘은)E二 物『면之極짧(이11/ 011無不줌뻐t， .f'j션字有Jiij때至之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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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디 하여， 理의 능동성을 재시하고 있는 갓이라 하겠다 

또한 퇴계는 율곡과 토론하면서1 朱子가 ‘념’을 ‘이르른c1'(至)로 해삭하 

고 있는 갓과 달리 피馬光이 ‘1용 을 j막는디’(!T떻)는 뜻으로 해석하였틴 잘 

뭇을 지적한다 그리1-1- 司띤光이 〈獨樂固記〉에서 “사풍의 이지가 눈 앞에1 

다 모였을 때 옳은 것을 비111운다"(팎*끼71먼， 잉상集딘 fríj， 可者쩔之)리고 언급 

한데 대해， 융곡은 ‘얘物， 011 가끼운 것이라 지적하면서， 특히 ‘옳은 갓을 매 
운다는 구절에 대해 사물의 이치가 아마 善히지 않음아 없는데 다시 ‘옳 

은 것을 배운디’는 것은 잘끗된 갓이라 히여 섬히게 비1척하였다 여기샤 

퇴계는 율곡파 견iill를 띨리등에 사마광의 언급가운데서 “仁義의 끈원올 

엿보고 禮樂의 실마리를 더듬는다끼짧仁뚫之原 f꽁]끊셋t;之혜)는 구질은 'j용 

物의 일이요 “시울의 이치가 눈 앞에 다 모였다”는 것은 ‘致知의 PJ:;'ýo 1 

며， “옳은 것을 매운다’는 것은 마맹히 헤야 힐 일에 힘쓰는 것으로 보아 

야 하며， “옳?은데 아직 이르지 못히먼"(未푹夫可)라고 한 것은 실행얘 아 

직 이르지 못하여 스스로 힘쓴다는 말이리 제시하고 있디 281 여기서 퇴계 

는 ‘사플의 이치가 눈 앞에 다 모였다는 구절이 깊이 궁구한 결과로서 얻 

어지는 4]의 치원이라 본디면， ‘옳은 것을 "11운다는 구철에서 옳다(可)는 

것은 善과 같은 뜻이요 배운디(學)는 것은 行과 같은 뜻이라 E 여， 이논 

갓을 통해서 몸소 실천8}는 ‘行’의 차원이라 제시하고 있다찌 이처럼 퇴계 

는 ‘%物겠쩌의 문제를 ‘체의 문제로 파악하고 j行’의 문제외 엔관시켜 해 

석힘으로써↑ 솟] 行구조로서 《대학》의 8조목도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ζ느 。lrl
기 /λ「

주지는 《대희》의 줍句를 분석하띤서 ‘↓&q끼폈솟미J'의 f핑이 빠졌디고 보아 

摩草에서 이를 보완등눈 댐懶爛亡후’을 제시하였다 딩시 靜存齊 李

많은 《今따~윷言》이1서 언급된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이끌어 〈대학》의 ‘셈j 

致知에 관힌 댐이 망실된 것이 아니라 ‘ 知[~而되有定， 定而덤能靜1 함而 

28) 《퇴계전》， 핀141 22 2 」， j/용rFJ쩌t ”1빠’， “來IIIJ<<J:}핍物之I믿벨集目흡U可꼽!팎 

之→↓þ~)~홉jljJ‘챔찌， 때1*J~， 可;ffi-걷욕之之5hi영誤， ~링 今)}]1E%不，1m，힘j也1 

29) <:퇴게집〉， 권l4f 22 241 ‘答격'，J잊찌; ”•]11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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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能ti:， 安규디둔F”ER켠” 현而덤能得”의 구절과 “物有本末， 곽주칩終tb、， 슷며f5'élit 

則;li흩핫”라는 구절이 바로 ‘격묻지지’의 博文이E니는 주장을 소개하였디 

아에 대해 되게는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경우로는 宋의 캘、혜 王↓6과 우리 

니라의 F꺼씨 ↑찮近 및 n타휴f ~양彦쇠휠이 있음을 들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주자의 견해를 따르고 ‘格物돗썼n폰이 땅실된 것이 아니 

라는 견해를 띠틀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모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 

로서 “처]止而ÆI有Æ，않而팀能띔”고1 “物有本*， , , l! IJjlíl휠옷”으1 두 구절 

을 캠찌l'Ý'KD면’의 댐!文으로 빼면， 삼강령애 껴效와 統듬에 히1딩승니는 부분 

이 없야지게 된다논 문제점윷 지적힌다 그 둘째 이쥐로시， 다른 할의 f띤 

x은 JiJ夫어1 관한 。1을 델하고， ;;i]效를 밀하가나 1펴處만을 언급히여 용공 

할 곳을 제시하였지만， 功效반을 발힌 경우는 없음을 들에 “재止而尼有定， 

-隱而팀能쩌”이 功效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며， 또한 “物有本末 " ，미近빨 

웃”는 앞의 글을 종협히여 結言을 한 것으로 格物致知익 의미를 풀이한 

점이 없음을 지적힌다 이왜더꼴야 臨펴章(“子日 聽잃 폼倫人[끄 必，t[J;따無 

품乎 #띠협者不저당듭람*tl統 大뿜R:t 此5l입''Krrt，'')을 샘찌J1í:'K1풀의 댐文으로 섬 

는 경우애 매하11， 'm평a훨1은 修己 · 샘人에 본말이 있음을 빌힌 것일 뿐이.fL， 

*해끼폈엿디외는 성펀이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셋쩌 이유로서， 퇴계는 

j本末‘의 문지1는 3깅령과 8조목의 힘듬으로 각각 제시하교 또 ‘*末휠1의 

傳文으로 다시 제시한 것임을 지적하여， ‘본벨’이 E 강령과 8조목 속이1 들아 

있지 않다히 여 ‘木末章의 f#文으로 섣병될 수 없다하고 보는 견해가 잘못 

된 것이리 맑히고 있디 30) 

퇴계는 《매학》의 經文애서 뽑아다가 ‘염物致슷[庫’의 傳文을 섬는 것은 

마지 E평의 건물에서 正寢으1 재목을 뽑아다기 찌願의 허물야진 곳을 보 

30) ((퇴계죄》? 권 11 ‘ 9, ‘침李i띠久 ~I“nr! ”m%j룹之늠입템之Fι 7팀不可從컴프j닫， 섬文 
三싸U領 침μ]夫m셨깨有i*1 八條티， 꺼〈춰:r!J夫υJ셨끼꺼有fi， j닫PrJ if.'\mì， WJ三폐d때 

3파Jb;klqiE 止於조릎之下 딩Pi!W，古之값밍]明德긍爾 i펌흉쉽clJi'， jljl，떠야11 옥 

I!l 今띤경 1 J:，.(돼gJ찌3':X씨él핑， l<!J:빠검物'zm‘ 又띠곳앉πZ파二I!l， 今UJ며 
티 r:: 1::l때二字 미디뿜기F합F횡以엠~L ， 可듬멈不Erzi또三U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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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하는 것으로 표흡까지 허물어지게 하는 젓애 비유히역 그 잘못된을 비 

판하고 였다 이처럼 되계는 주지의 

의 구절을 옮기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허였던 것이다 여기서 퇴계 

는 《대학》의 經과 傳을 功夫외 l꺼效의 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 

고 있는 점에샤 陽H 處g익 〈大탱之圖〉에서 제시된 논리를 수용하고 있 

음을볼수였다 

퇴계는 문얀 합E의 의문에 대당하면서， 8조목의 실천빙법을 구치1직으로 

제시하고 였다 곧 ‘物格而知좋으1 구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 

름지기 그 단서에 의지하여 이아서 공부를 해나가되， 번거로운 노고릎 꺼 

리지 밀고 까까운 효고}를 바라지 말며， 오래동안 쌓아서 공부가 약숙해지 

면 자연히 시원하게 관통되는 곳이 았을 것이다’라고 하여‘ tB40헤가서 物

f용올 。l룰띠1까지 자속적으로 축적혜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짧然貴通하는데 

이를 수 있음을 깅조하고 았다 。l와더툴이 *용??의 공부를 우}한 또 하나익 

조건으로서， “(이치를l 궁구함은 그유히 깊고 은멜히 햄따한 곳을 향해 구 

해서는 안되며， 크게는 君\':i:. 父子의 도리와 직게는 일용의 사블이1 이르기 

까지 모두 팽탄하고 명백하고 일상적인 곳애 니이가 그 옳은 점과 마명한 

곳을 구하여 %융做한 깊은 곳을 究明래내고 또한 유추611나가 널리 똥하면 

그 所J;!然의 오묘함은 단지 그 기운데서 얻을 것이다j별도로 오묘함을 얻 

는 공부가 있는 것은 이니다) "31)라고 하아， 챔物이 궁벽한 문제를 천칙하 

는데 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시풀이나 인륜에서 찾이감으로써 精따하고 

오묘한 이치를 깨우칠 수 있다는 일상적 현실에서의 1'&10 공부를 제시하고 
있디 

(21 퇴계는 ~Jì!흉-공부를 매우 중시히고 있다 먼저 그는 %物아 이루어지 

지 않으면 誠意틀 이루가 어렵다는 집을 전제로 하연사도， 格物이 이각 다 

311 (퇴개집，， 권38， 11 ‘증행，t려뎌(振)大뭔問目‘， “須Jl'1其端， 1쫓찜/며]누 꺼障펴勞1 

'w줍jfjJj:‘ {둥久찌성， EI然有Illt한뀔i힘 1ft;， .. 'Jl;~탕↑8不可[OJ벼적深뚫빠링i;l;， 大띠 
핍E딛父子‘ *매而터用事物 암'&tJ:딘然얘白각i콤않， zk」1;是處짧然處， 究得f읍徵Z 

j짧， 又推쫓염놓j됨1 則其所以t..:t之妙‘ 只，1í，'r1t며1得之 nlf~1j쉽찜妙之I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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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으나 試흔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한다 따라서 그는 “다만 궁구하고 체험하며 存養하고 쏟察하는 공꾸를 많 

이 쾌간 다읍에 저절로 칠도에 빚고 맞지 이니힌 것을 알개 될 뿐이다”앙) 

라고 하여， ↑옴4꺼第]뿔(~용格)공부화 뎌붙어 體驗 · 쭈養 /점察하는 수양으로 

서 둡x!를、공부를 병행하여 설천함으로써 마음이 자절로 절도에 맞케 되는 

컷이랴 보고 있마 곧 그는 염物í):!知와 誠풍가 그 구조내샤는 단계적 양생 

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천과정이1서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목 

히고있는것이디 

니아가 퇴계는 j誠意공부에서도 "1-무리 충분하다 하더라도 한 빈 1듭應’ 

하는 것으로 ‘正b‘과 ‘修쟁이 저절로 。l루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 

만큼 지속적이고 축직적연 공부방법을 준칙으르 제시허다는 것이다 따라시 

그는 ‘誠흰의 실천에 대해， “일용에서 음집하는 사이어l 잠시라도 겸계하지 

않고 털끝만큼이라도 성칠하지 않으면‘ 곰 치우치고 사사로움이l 빠져서 톰 

과 마음이 전도되아 파홍의 공부가 이미 끊어지게 된다’‘라고 승→켜 일성생 

할의 모든 일괴 모든 순간이l서 정게하고 성찰함으로써 치우치고 사시로움 

이1 빠지지 띨도록 요구하고 있디、 띠라서 그는 誠룡푼에서 마음어1 치우치 

고 샤사로운 곳이 았는 ‘ E되칩’와 몸에 치우치고 사사로운 곳이 있는 ‘ TL따 

을 문단마디 잇달아 붙C대서 벌하고 았음을 지적허였으며， 니아가 ‘誠푼:71 

《대학》의 공부。I1서 기 장 긴급하고 절실한 것이라 역설히였마 :131 여기서 

퇴계의 《대학〉을 통힌 학문론은 샘꿨(知)와 談意 正 L' .flí'iε(行)이 맹 랭 

하는 갓으로 인식하는 것이요 동시에 ‘行’으로서 誠意 • 正心 · 修身의 출발 

점연 덤뱃휠를 《대학》공부 전채의 실천애서 가장 긴급히고 절실한 중심축 

으로 재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듭11풍’공부를 마음과 폼이 치우치고 띈택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성찰하는 것이라 확인함으로써‘ 誠품가 이루어지지 

32) 같은 곳， “只著펴Hí웹짧퓨養省察I夫多後1 自t[업中T얘耳 ” 
33) <퇴체젠， 권38， 12. ‘答職러白댔)大學問덤’"티뼈!i!fl쫓之間 !!γ4둔'I'JOC， 폴꿇 

不휩， 맨|쉽jλ이텀U， ìlfUH源m 침@현L갱， BF.\r려댐， ft以""有五빠 f장강낌힘4집 
~~l來， 蓋四:FTιL참iliiifL處， 五땀身有剛14월， 此大學工;1~ß옹쭉急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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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연 모든 것이 뒤집어끼고 무너지근 것입을 역살히였디 퇴거1가 f대학〉 

의 중심축으르 제시능뜯 이러힌 ‘誠효、1공부는 비로 存養 • 省첼F는 댐淑수 

양론이 실현되근 거넨임을 팍잉찰 수 있는 것이다 

1. 3) 퇴계는 융곡의 질문에 니1답하면서， ‘正心 • 修身’과 관련허 여 lJl(템 I J많 

植 · 恐 볕j의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고 있디 곧 〈중용-강구〕으] '1'，註

。1]서 맺뿔 댐，13.;가 “J매행에서는 따댐를 1갈하지 암았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히11， 퇴계는 {대행에서 ‘해짧를 띨하지 않은 갓은 사살아리 하더라도 

朱子의 ‘王心修좌껄j을 5l1 석하면서 ‘察1字를 제시하여 'Tf’의 뜻을 해석한 

시질을 지적하며1 펴띠不見’을 해석하면서규’字와 ‘랬字를 끌어내역 말 

히고 었는 사실을 언급하였디 또힌 핑文'1]서 젠C、‘(.L不在굉)의 맹통을 

딸찬 것에 큰기하여， 미음을 갚직승고(存) 공경함(敬)으로써 이 병통을 구 

지]하고 있근 것은 ‘따샘’히는 공부가 그 맏 속이 김추어 있는 것임을 획언 

하고 있다ι 따리서 트l계는 ‘IE心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察’(省察1괴 1存’(存心)과 ;敬의 개념이 내표등뜯 수양론적 의마른 주폭함 

으르써1 마음이 正을 잃은 상태를 극복하는 ‘JE lj’공부가 지넌 1f홉 · 省쫓 

으1 居敬수영톤작 밍법 속애 쩌험 · 恐 뿜의 의미를 암축하고 있는 것엠을 

셈히고있디 

':41 퇴계는 修身괴 r，gf家의 띤결관계를 011명하띤서 1 양身의 ‘몸소 행함‘1챔 

行， ö] 齊家으 ‘미루어 행함1(」젠균)으로 잔환히여 걸함하는 구조를 주목히고 

있마 곧 “ 1쫓당은 곧 봉소 행히는 갓이고， 齊宗는 곧 u]루어 행하는 것이 

다 만약 몸소 행하2 않으면 아떻게 미루어 행힐 수 있겠는가‘ 이것이 몸 

소 행히는 것(햄LI으르 미루어 행히는 것(推行)과 상대시켜 말힌 것으로1 

말을 변환하는 活뚫이 았다 이갓이 변환시켜 맺는 것(反감)이 힘이 았게 

34l i퇴계집)1 권 141 28 29 jg李，111짧問텀’， “i띔댐不言fjctE옷옛朱子於王心르 

、主， 亦只웰헬字1 μ直끼￥'I:XiE폼、 빠於펴，~~ä， ftiJ해냄，f'f주셔trF며 言之1 jh因

1행깅툴;ca때心之채， &:JJj )j'{~，病‘ 而jt\，1뿔ZJf1， 땀씬在不등r:1::rJ뚜 ” 
4 미한짚1ι구)‘ 탤7졸’ “然→有Z而不염중1 則따/호여좁f츄‘ ilF具l1l之所行， Êt,:.;r';fìii 
커τJ;::jI;표옷 ... 'L有不휴1 R(JiIL(렁jl딩 ￡μ띤子16，、察":F'Jrt며따以쉴;ζ 然後

&bC"‘힘듀다디身1띠不1펴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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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까닭이다 닦여지지 않으면 가지런히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닦여진 뒤 

"11 가지런히 할 수 있음을 보게 판다."35)라고 하여， 봄소 행함’에 근거허여 

‘바루어 행함’의 구즈르서 ↑修身과 흙家가 연결됨으로써 실천의 힘이 있게 

되는 것임을 강조힌다 여기서 되계는 修身과 齊家가 연결되는 논리를 언 

어애셔 ‘변환시키는 훨법’(빼뺑活法)이라 하고， ‘변환시켜 맺음’(反結)이리 

하여， 서로 상니1되는 기l념이 연결됨으로써1 확고힌 71반과 추진력이 획보 

덕어 힘을 벌휘할 수 있다는 연결구조를 중시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디 

또한 퇴계는 ‘t身이 《대혁i‘ 전체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대한》은 ‘1용 

身1을 함으로써 끈관을 마르케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 정치를 하는 지리일 

쁜이라 규정한다35: 따라서 《대행은 修身에 근본하여 齊家 . n짧 · 平天

下기 이루어지는 것임을 한다 겨기서 그는 “治國은 孝 함， . 칭징이1 근본히 

여 仁꿇 · JEJ떤 등。11 미치며， 平天下도 孝 · 像 · 鉉。11 근본긍F는 것으로，1Ff 

惡를 살피교 財/떠을 바깥으로 /남으며 ， t텀)、을 섬가고 뚫刊를 분변히는 일 

들을 미음에 잊지 않는 것이요 중간'11 먼저 턱을 삼김으로써 통솔하여 쌓 

챔의 道로써 관칠õj는 것이디 "37)리고 하여 1댐행 • 각1天下가 孝 · 弟 · 忽01，

근본긍보 갓임플 역설하고 있디 그것은 셈햇 • 구天下가 順樂이나 끼11政의 

제도를 통해서 추구되기 이전애 근본이는 되는 도틱큐빔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는것이다 

되겨|는 뀐國 平天下가 도덕균벙어1 근본하지 않을 때 마음이 사사흡거 

나 편벽하게 되며， 깨jk으로 은폐되어? 德은 높여지지 않고 볍도는 반듯히 

게 되지 않는 폐단을 섬Z펴게 제시하고 있다 또찬 이러한 도티적 기벤이 

3.:)) {퇴계집)， 권38， 14, ‘용趙起伯O<lJ大學Fc뮤目’， jia身경D!?':건 r팍家걷P1검jff1 감不 

링딘건， 꾀以꺼êli따7， 此以~]行ff}@行言 ~김$뼈짧活法‘ 此反結所以有力~묵， 不修Rl

기;늠I쩍↑ 以見必ratk後'J쩍 ’ 1 

36>〈되껴1집》 1 권.37， 46, ‘장훈ι 5:，f."Z'， 大및←폼‘ μ隊身힘끼Ic， 17퍼움$1춤j탔 以힘11'， 

f쉰츠IQJ.而딘 ’ 

37) 같은 곳? ‘양李平，J찌 ‘써댐;↑:x、￥↑면홉 l:J及，It仁굶띤폈으屬， 平天下꺼;木jfF 

;섣1 확활於영?따행 j，l~i用 둡옹mλ ‘ *대윷동꺼IzfJ!. 매〕l;lftf함乎德%’irZ， 때렬.7 

以쫓멸之;ÌÌ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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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은폐되면 어진 이는 숨어버리고 질투0)-는 7)-들이 일어나서 정치 

가 혼란에 빠지게 되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될 갓임 

을 지적한다 그만큼 퇴계논 《대핵》의 8조욕에서 ‘修身’의 근본 위에 治國

· 平天下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염을 깅조히고 f쉰國 · 平天下의 정치적 과업 

도 孝 · 弟 · 忽의 도덕규탬적 기반위에 생립혈 수 있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것이다 

V. 웠I止으l 功效와 知 · 行의 구조 

《대학》의 기관구조로서 3깅령 .8조목의 체계애 대한 인식에서 나아가， 

되깨는 ‘知止 能염’의 功솟 · 功效문제와 뎌볼아 10 行의 문제에 주의를 
기올이고 있는 시질을 확인헐 수 있디 

《대학》의 ‘知止에서 定→꾀→훗→慮를 가쳐 j能得’에끼지 이르는 6단게 

의 과;썽을 陽서은 〈大탤츠圖〉에서 P-lt(知止) ‘ 終(能得)괴 중간 연결 맥락으 

로 6단계를 功效로 제시히였다 퇴계는 德앉 吳健의 질문에 대답하떤서， 

《주자어류)(권141에서 陳子安이 ‘知止’에서 ‘能得’애 이르기까지 공부가 있 

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朱子는 “치례기 있을 뿐아지 공부는 없다 9'u止하면 

자연히 서로 의지하여 드러나게 된디 다만 ru止하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λ 실을 지1시힌디 여기사 퇴계는 “이미 공효라고 하였다 

면， 그 차례가 자연히 서로 의지하여 드러난디 그렇다면 그 꽁부가 쉽지 

않은 곳은 바로 知止하는데 있디 ’38)라고 언급하여， 주자의 견해흘 띠라 

‘知止’1만을 공부라 하교 나머지 5딘게는 공부의 갤괴로 얻어지는 껴效인만 

381 <퇴계집》‘ 권33. 3536, ‘答吳子랩(健)問目(延↑問答)’， “댔댐碩陳子닷쩌 知
止至能得， 其R죄게jJ 솟f삼 티꺼/tie1lml夫， i잃‘IUI:， g장j 퇴因ITff Æ, 只知止J13;
便是工夫， 蓋~티끼J값， 껴IJJI;끼 第다b썩뻐因띠兒↑ 然~!IJJ~工大:1'易셋， .ìI:또知↓뇨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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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지례에 띠타 서호 의지 ;;1여 저절로 드리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랐(*까챔n至之效)라 하였고， 되껴)도 〈大웰圖〉에서 ‘明배德 ‘ 꿨íJ'캉 • 止표딴 

이 jîift능F는 껴效(Q께明浩쩨民止포善所在之Â()라 하여， ‘빼二’틀 .I)J效로 '11 
시하고 있는 시질과 차이를 보인다- 그껏은 1a머t’에서 jata뮤’까지의 5딘셔l 

진치까 止코띔에 속긍단는 것으로 자시할 떼 明明짧 · 新民을 선추}하여 "1루 

어진 찌效로 보는 것。l라면， 깃]止’에서 ‘能깜1까지의 6단겨1 내부이]서 보면 

시작을 01루는 짜UJ:'가 功夫가 되고 니머지 iE→靜→훗→l휠→得의 5단게 

는 꾀效를 。l루극는 컷으로 이히1할 수 았을 것이디 곧 전딪81의 군조 속이1 

‘功랬로 치1시될 수 었지만， 그 녀부에서 다시 :이맞←1Jl았의 구조를 분각헬 

수있음을도여준다 

퇴져의 문인 품암 金뺨떼는 주차으1 <:용李孝週돼터〉에서 캉E쭈述파 朱子

의 운닦에서 재시된 제1l:: 회E得의 해식을 주목하C대 되계에게 질문히았다 

그 논의의 증첩된 괴정을 순서매로 전개시켜보면 다람파 같다39) 

(1) 주지는 《대학장구i( 경1장i에서 껴짜옴 - 쩌U포는 머물 곳을 아는 것1 

앉마5止]이요 ;텅FgJJ下는 모두 ‘머물 곳으} 순샤를 얻은 것’(띔Jf止之.'f)이 

다"( 't까앙D포， a1J쩌껴Yfll옷. 효誠以r， m션ff뮤所止之pf엔괴이라 하고 《대학 

혹문써서， “ 1E. 빠 · 갖은 ‘아논 갓’(잊섭)이 1 암는 것’(得之)의 까닭이 된 

디." (순댐安;폈llZ所tJ得之)고 언급하였디; 

Cj1 추孝꾀은 위의 두 구칠에 근거하여， ‘fE · 靜 · 安’은 物格 · 재코의 뒤 

오{ 효파。l하 6기지 일이 이직 얼어냐기 잔에 았고 'l훨’는 풀誠야하 6가지 

일。1 일어나러는 즈음에 였다고 보았다 또한 ‘JE . j햄 安 · 慮’는 ~f11l::와 

得止의 사αl껴1 있어야 한디논 견헤를 재시하였다 

æ) 朱子는 추뽕述의 견해를 긍;생적으로 받아등이먼서‘ “등 힘 · ←것은 아 
직 일이 았자 많을 째 가슴속이 상쾌함이고 J휠는 바로 열꾀 접히는 지리 

에서 대조능때 일치를 확인공단는 것이다’(도햄安是未有좋머츄， ~φ;펌~11휠是 

39) (되기l점 }1 권29， 19-20, .홈金而fM(명t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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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與좋다꽃處， 對司5iJ슴t브)라 안급하였다 

ε) 'iÍ!' ifttlí(!l는 李孝述괴 朱子으l 견해를 깊이 읍미하고나서， “定 • 댐 · 安은 

格物 ~Jc知에 힘쓴 것이 오리1되록 쌓아어 히루 아침에 환하게 관통한 것 

으로1 心의 體띔이 光明하니， 곧 끼염 知줌히여 마치 明鎬止水와 같은 것 

이다 이갓이 이른바 상코l힌 자리인가? 應는 사불이 되。}을떼 처리카 밝고 

정밀하여 쩌比의 이치71 하L 토 함히지 않음이 없어자 쩌 ~íí7c1 럼 어긋남이 

없는 것이디 이것이 이른비 대조하"1 일치를 픽 인하는 것이요 意誠이하 

여섯가지 일을 모두 펠용하여 得止하는 갓인까1"라고 주자의 연듭을 부연 

설[영하여 퇴계에거1 질문하였디 

(3 퇴계는 따5fi째의 견해가 옳고 미1우 좋다고 천진하였다 

이러한 하석과칭을 증함페 보띤 4m↑양rl"Ë를 ‘낀、uJ二1로 힘誠 心王 ‘ 身↑傷

• 家7!f • 國쉬 天下平은 ‘得ll:'’(能띔)이리 하야， 8조목의 功겠를 知il:: 能

得。11 상응시키고 있으며1 그 중간에 놓인 ‘定 · 靜 · 安’읍 未有事쩌에 ;황는 

有펄Ht(與판接꿇〕토 쿠분하고 았는 것이머， ""j71에 동으하고 있다 이때 花

닮문인인 草堂 등/擺이 “등 • 靜 • 安과 誠릎 -正心 f찢身은 두 기지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용하자， 되게는 이내 :11해， fE • ET「 , 安을 誠풍 · 正'{.i、 • 용 

身의 功效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넷 논섣에도 있는 것으로서， 잘못 

된 견해랴 밝힘으로써“쿄 • 함 • 횟과 ~$.意 .jf心 修身!을 대융λ1 5'1는 견 

해를 가부하고 있다ε01 

여기서 퇴계는 定 • 햄 · 꽃이 ‘솟oll:' 이1서 펴으1감’ 사이의 功效임을 잔치]르 

재확인하면서， ‘功겠의 "'1 례는 서로 의지하여 드리난디’고 언급한 주까의 

말을 해석히여1 “誠롤 이1 있으면 誠훨의 머물 곳을 말아시 ;됨%을 얻는 것 

이니， 세 가지표·맑 꽃)가 그 가운데 있으며‘ 正b에 있으면 正心아 괴 

블 곳을 일。 서 ，1..;、正을 얻는 갓이니‘ 세 가지가 그 가운데 있디 修身 · 철 

家 治1꿇 - 平天下이) 있으면 각각의 일마다 모두(定 • 隔 安}기 그 가운데 

있으며 별도로 지 리를 차지하여 각각의 일을 히는 것이 이니다 어찌 誠환、 

"0) <(되게집〉， 권29， 20“참쇼而隔 , "::J，‘定IfJí꽃j펴誠正修之겼(， 東λ종륜「%깨;有之， "1'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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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修身괴 對밸하여 그 공효로 삼겠는가’411라 언급하고 있다 곧 퇴계는 숱 

· 靜 ? 安"1 誠 · 正 ,& ' 齊 • 治 .zp:으} 어디에서 깃들어 있는 갓이지， 定 • 

靜 安를 誠 王 · 修의 펴效로 보는 것처럼 짝을 맞휘 삼응사커는 해삭 

의 잘못됨을 논증승「고 있는 것이디 

또한 퇴껴계1는 

제시승F뜯뜯는는F 것이 아님을 확인히고 있다찌 곱 그는 敬공부기 動 • 뽑을 관통 

하는 것임을 강조하띤서， 靜을 말히지 않아도 내포하는 것이며， 《대학》에 

서차럼 해을 언급한 것。l라허여 王靜ùJl 사로장히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는것이디 

나아가 되게는 《대학i의 해석에서 知 -行의 문서1로서， 《대학》 經文 1物

뺨에 대한 주석얘서 朱子가 언급한 j無不줌IJ'의 ‘페기 ‘格’字으1 뜻이라 보아 

“이치를 궁구하여 이치잉 지극한 곳에 이른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또한 

;대학흑운?에서 ‘止포善’운 논의한 주석에서 언급한 때젠중l'의 Ff는 ‘止’

字의 뜻이라 보아， “품을 행하여 善의 지극한 곳이1 머둔다”는 뜻으로 해석 

하였다 여기서 그는 1펴f피b者는 i훗처처쩌rf를 말승하1고 ?後옳줍는 

밸되는 갓임을 밝‘힌힌다 43: 그것은 z꼭우같은 ‘#無F거木:3젠젠1퍼r의 구절도 문댁에 따라 싸 

꾀- 行으로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임을 지적힌 것이디 

또한 퇴계는 《대학;의 ‘8조폭’에서는 ‘格物뒀때기 앞시는데 111하여 《증 

평의 ‘꺼내끊’에서근 ‘修身1이 칫머리에 오는 이유블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서 ιg조폭은 학운을 등}는 차레이므로‘ 옷U를 먼저하고 行을 니중이1 하여， 

미투어 행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요 ;납특온 정치를 승는 방법이므로， 단 

41사퇴계접i1 권291 21, ”용金而뻐’"슨파릎 RlJ知誠;람之所止1 미디得흐:펴三꿀1초cþ 
따1. tElE，μ、 HlJ엿nlE心之所止， ITfi웅，C正三풍， 갖在其며間얀在修표f~'Ë(':P-. 'Í~FI'’牛

암표깐牛liiJ‘ 非3’Ji'I ò地分I fli)~件최휴著p.可與듭T~'~찢갖 꿇而옵其셨예8 ’ 
42) 〈퇴계집i? 권37 ， 29 ‘答쭈'F，t"l問目(大學)' “값字T夫 j딘휠휩빠 不須言폐jjj[ 

틴足( ... 太펜도1듀， 只言섯]ú::之~， 3F言王i품之쩔) . " 
LJ3) -(퇴개집)， 권2l， 42 ‘答주j띠IJjfj間目? “經文物%둔E 無끼、폐 휩땐퍼웨(]옴rFr義) 

맹t:t::.Wi/!'월Ð!I問퍼止좋품감 때不3딘L 규함때flJ(止주등찾)품之J쿄짧， 言’ 끼 言

行1 꺼;不|머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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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修身만을 틀어서 관텅을 심은 컷이다 또한 수신5운 가운데 이미 격물 

치지가 겸하여 들어 있다녀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사 그는 《매학，의 ‘8조 

목’이 학문방법의 순서로서 先쩌後行으1 치 레를 제시하여‘ fU틀 통해 行으 

토 냐깅]7]는 것이고 ‘推行’으로끼지 확장시켜기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애비 

해 ‘중용?의 ‘/간짚은 정치의 t상립이7i 때문에 처음부터 行의 문제를 만히 

면서 ;修身?을 근관으로 확인하였디는 것이다 여기샤 퇴계는 먼저 ‘8조독1 

。1 先*띠f行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민1 ‘ 111전은 行의 여러 과저1흘 제시한 

것이라는 차이를 제시허맨샤， 다음으로 《중용》 ‘ :h .. ~’의 첫띠리에 i젖身을 

저1시힌 것이 바르 《대학，에서 jlffi身을 근본으로 삼는 것괴 같은 논리른 지 

난 것암을 밤하고 또한 ‘써좋으] '隊身깨념을 '8조목’의 ‘ 1용身’겨1념과 일치 

서켜 格~:v . 致*0를 니}포한 것임을 확인히모 있다 

퇴계는 知 行의 상관관개에 대해 “知오 行 두 가지는 수레의 두 비써 

와 세의 두 날개와 같아서， 서로 산후가 되고 서로 강증~öJ 된마"( ~띠f二者1 

tm때뼈兩짧 互烏5fJltJ고 하여1 근본적으로 知 • 行아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내라 서로 의존하여 λl로 先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뿔쩔의 말씀 가운데 ‘先!\DÎ後行’로 망현 경우로서 《대학〉과 〈맹자〉의 경우 

를 들고 ’先行後*[i도 말한 경우로서 《증맹과 〈좀페碼{書;〉(《朱할당( 4). 

19ïO-3)를 들고 았다 곧 그논 〈대학，에서 1uij의 문제가 先슷띠옳行으로 

제시된 것임을 확인하면서 知行의 구조는 先後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님을 깅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知를 잎사1운 갓은 *0른r 디힌 뒤 

에 비토소 行을 히는 것이 이니요 行을 앞세운 것은 行을 다한 뒤에 비로 

소 %를 한다는 갓이 아q다 처음 밟으토두터 지극한 콧을 앓이서 이르기 

까지， 그라고 지음 行힘으로부터 마켈 곳을 알아 미치기까지， 관첩하여 서 

르 의뢰하고 서로 진전하는 것이다레]라고 하여， 知行이 서르 침투하고 서 

441 《되게접》， 극140， 14 , '용ζ댐김]目( '1그J펌111 ‘ 八條쩍민츠)1';， i!iX7ιm後↑I 메及Jît 

行， 九經점j닙Z깐; dt只않lfé흉tJ1i응4:領1 묘修身;a中1 已처tjefk ” 

ι15녁퇴계집.$， 권2L 25 , ‘答추|애|때n핏IRJ) fl (껴;펌)’ “先찌 1考 콰캡~U떼後펀.:j"t섣 

5딘 f꿈 "F뚫↑f때微값D바‘ 1'1 ft석n至~U~틀至Z1 야?行至~l~장終Zf 뀔때EI~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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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존하여 작용하는 가운데 심화되어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았다 

이차럼 知 · 行이 서로 직용히고 있는 《대혁》의 공부방법으로서 짧理 -

템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퇴계는 율곡에제 한때 불교에 깊이 삐쳐 

들었던 병펴1를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오직 第理 · 居빠의 공부이1 

충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이 두 기지의 방밥은 《대학》애서 불 수 있 

고 《대학잔구》에서 밝혔으며， 《대학혹문》에 성펙고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책이대학))을 읽으면서 오히려 얻는 바 없음을 근심하는 것은， 얻음이 글 

의 뜻을 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리 , L.'、身 .111품의 시아 애서 이직 깨닫지 뭇 

한 것이 이넌가 비콕 , L.\양 .1生情 시아에서 깨딛고 있더라만 혹시 기름진 

참 맛을 체험하지 못해서안기 두 가지(第理 • 居敬)가 바모 서로 머리기 

되고 꼬리기 되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의 독립된 공부인 것이니1 딘 

계가 니누어점을 철대로 근심하지 맡고 오직 반드시 두 가지를 서로 병행 

해 나가는 것을 벙뱀으로 삼이야 한다 기다리지 딸고 지금 비로 공부른 

시직헤야 하며r 의섬하거니 머뭇거리지 말고 곳에 따라 마맹하게 해야 힌 

다"<J6)라고 제시하였다 이처펌 퇴계는 靜멀 · 屆敬의 쩌ii올 병행하는 공부 

를 강조하면서 文設에서 ιL，，~ .1生情 속의 깨달음으로 디시 기름진 침 맛 

의 체힘으로 이를 심화시켜가는 방행:을 선명하게 드리내주고 있디 

퇴게는 이러한 il:r1T의 병행되는 第맹 포敬악 공부벙뱀과 심화과정을 

친절하게 제시히고 있다 

“"1유을 u]워 이치를 샅필 것이요 지기 의견을 먼저 고김히여 겔정하지 

밀고 전진적으로 쌓아가시 온전히 익숙"1께 해야 한다 한띠니 한달어1 효 
괴를 요구해서는 얀되며， 영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맡아서， 곧바로 팽생 시 

암으로 산이야 힐 것이다 그 ]뽀는 무르녹지1 이해되는데 이르고 敬은 오로 

互;ft t!!， " 

'16) 1:퇴계집》， 권14， 18 l9, ‘칭츠삼없I(Ilf)' ， “↑&十分째j力於짧JJR居敬之I. jjjj=考

之기1 則大투F453之껏1 할句明之젖， j'iS돼E갚之옷 I믿下方띔!Jt휩， rr규쩌펀夫未有所 

f류;얻 1J우非;팀~:m、文뚫1 而커ç~1j~'~，이f↑버rZ問nI\， 떼fEjy?身心1生↑버1 而或不6E

t흐tηmg5%C i날패;넘j뺏Jf~. 二점떼니꺼함F를1 而힘是wwn솟， 切m以分段篇j밍 '111α、

以互파암fF， 꺼펀원待 §n응@可下Ij 꺼까j탠疑， !道aafgF뚱땀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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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결같음이1 이르리， 모든 것이 정밀한 정지애 。l른 디읍에 임得할 따름 

이다 아찌 단번에 뛰어넘어 빼좀하여 그 자리얘서 부처를 이루는 자들이 

황홀하고 어두운 곳에서 어렴풋이 그램자를 보고서 문득 큰 일을 벨씨 끝 

마쳤다고 말히는 자들괴 같겠는가 그러므로 @등다명는 실천에서 체힘되어야 

비로소 員知가 되고 王敬하에 마읍이 둘갈래 세갈래호 갈라지지 말아야 

바야흐호 寶得이 된다"47) 

。1처럼 퇴계는 《대학》얘 기초한 유교의 학문빙법으로서 짧理(知)의 공 

부를 점진작 지속적으로 축적해가서 이치가 온전히 익숙해지고(짜많j 무르 

녹게 이해되이(랩1會) 흡知애 이르며， 主敬(行)공부가 마음을 점중하여 힌결 

같이 이루어져 實得에 01르게 되는 평생사업의 VJ夫와 lÎJ效를 제시힘으로 

써， 불교의 願댐가 어렴풋한 그림지(影象)을 보는데 그친 것괴 맹확하거l 

대조시카고 있다 그것은 《대학》의 第理 • 3g敬공부를 통해 불교띄 허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第理(知)가 錢탱(行)이l샤 커)험되는 

것임을 캉조하여， {대학》띄 학문방법이 知 • 行의 상호효완적 작용 속애서 

추구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VI. 퇴계의 《대학》체계언식과 특생 

퇴계와 율곡의 학문방댐이 지닌 특정을 비교하여 主뼈피 主誠으로 대비 

시켜보는 견해는 주목해 볼 만하다481 이 견해를 받아들얀다면 퇴계의 학 

문방법적 중심문제로서 ‘敬은 경학적으로 《대학》에 기반하고 있다연， 율 

곡의 학문방법으로서 ‘誠’은 《중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대비시켜볼 

471 {퇴게집Þ ， 권14， 19, ‘答李꿨敵(JJ[I’， “虛心짧理， 꺼先執定ji\己見 6율ìMMll헥 

未可좁效1>>11풍月， 해得~1í륨， 直以정終身캄뚫， 其理至於읍~!會， 敬至於형 , 암深 
造之餘1 터得之耳， 괄쯤→j않頻f흠， 立tillú~佛꿈之略兒影象於~t깡휠;破之修， 而

便謂→大事ET耶， U@第R뽀而驗:It냉뽕『용~Þ:{:샤펴 윌知 드E敬而能11\\=三， 方fif풋得 ” 

481 蔡f￡松， {~흉짧 j!/[.용철학의 비교연구}， 생균관대 출판부， 198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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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그만큼 되겨1의 경회적 배경에서 《머학》이 중요한 의미툴 지니 

고 있읍을 말해준디 퇴계는 자신의 대표작이라 힐 수 있는 〈성학삽도》네 

서， 이평圖〉와 〈大웹윌〉가 1O[필 진제의 증심을 이루고 있는 샤실에샤 보 

아도 《소학》고} 《대학》0l 되계의 학문체계에서 지닌 비중을 침작할 수 었 

겨] 힌디 잎에서 검토한 퇴계의 ‘대학》에 대한 문제의식괴 인식체제를 통 

히]서 퇴계의 《매학》히IV-' 아 지난 특정을 세 카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퇴겨l는 주자악 〈대한〉해석을 첼저허 겨l종하면서 陽녀의 〈大옆강 

圖〉를 수정하여 지신의 〈생학십도3 제4 (大學圖〉로 채택응 고 였는 사질 

은 E찾씨의 《대학》인식을 수용하-.31 있음을 의미힌다 특히 《대학》을 :r;i]夫

· j效의 구조외 것o . 行의 구조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陽h의 견해와 
긴밀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디 

둘째， 〈대학i을 〈소학》괴 연겔λ]켜 해석한 朱규 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敬’을 《대학!의 핵심정선(太틈)으로 확얀하고 있다 "1렌 의미에서 《패학} 

은 第理 • 댐값(主딩i!V이라는 죄계의 학문망뱀론괴 수잉=론의 71반을 "1투고 

있음을 주목힐 펠요Jt 았다 

셋째， 《대학》을 功夫 .~했의 구조로 파악하면서 《대학i을 통해 유교파 

펙「푼양법론을 정립하고 있으며， 그의 학문밤법은 知 -行의 U용행을 통한 점 

진적이고 축적적인 것으료 규쟁할 수 였다 특히 퇴계는 《대학》체계의 인 

식에서 점진적 삽회과정을 중시하는 유교적 학문밤힘을 획얀함으토써 품 

교를 극복하는 유교적 방방론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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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ram of the Great Learning and Toegye' s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the Great Leαrl1lllg 

Keum‘ Jang-tae 

Minclfulnes s‘ the central problem of Toegye' s method of 

leaning, is basecl on the Great Learning. AIso in his masterpiece 

the D;agram Qf the Sage Learn;ng, the diagram of the 

Elementalγ Learning has ancl that of the Great Learning fonns 

the axis of the total ten diagrams. These facts indicates that the 

Great Leaming has a great significance in his c1assical 

baclcground and his system 01 learning metbods. ]n summary of 

tbis paper, Toegye' s interperlation of the Great Le.αúng ha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lι Toegye is strictly following Chu Hsi ’ S , intellJTetation 이 

the Grεat Leαlin.g an c1 accepting Kwon Kun's un c1erstanding 01 it 

by ad이Jting his c1 iagnm1 이 the Greal Leaning as the fourth 

diagram in the Ten Diagram 01 the Sage Learning. Especially 

Toegye shows the close relation to K won Kun' s γiew in that he 

analyses tbe Great Lean;ng by the structure 01 the effort ancl 

result, anc1 of the knowleclge an c1 action 

Seconc11y. Toegye recog-nizes tl1e mincl1ulness as the essential 

spirit of the Gmα:t Lean;l1g , accepting Chu 1-]sνs inlerpertation of 

the Great LιQmng il] COnnectlon to the ElementQl?v Lemur1g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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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sense, the Great Leaning forms the hasis of Toegye' s 

methodology of learning and self• cultivation‘ that is, the practice 

of mindfulness and the investigation of principle 

Thirdly , with the Great Lean;ng, Toegye ensures the 

progressive and acclllllul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methodology of leaming, and thereby establishes the foundation of 

Confucian metbodology for overcorning the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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