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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 존양성찰의 체육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
다. 이를 위해 퇴계 도덕적 인간관을 근거로 퇴계 존양성찰 개념이 체육학에서 어
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퇴계 天命
圖와 天命圖說後敍를 중심으로 존양성찰의 개념을 파악하고, 일기와 여러 문
헌을 통해 존양성찰에 관한 퇴계의 주체적 체험이 언급된 내용을 추려내어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퇴계가 의미하고자 했던 존양성찰이 단지 이론
적인 개념이나 도덕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교육(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적 관점에서
체육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에서 존양성찰은 ‘도덕 심성을 길러
(存養) 스포츠 상황에서 실제로 도덕을 실천하는 체육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공부
(省察)’라는 뜻으로 중화(中和)의 의미와 상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퇴계
가 인성함양을 위해 도덕 본성과 수양론 측면을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체육이
라는 움직임(動) 공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체육에서 본성을 기르는
정(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체육에서 존양은 ‘집중하
는 것’, 성찰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또는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체육
인이 고요한 때(靜時)는 집중력을 함양하고, 움직이는 때(動時)는 절제력을 훈련
하여 항상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교육현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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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법으로 ‘정좌법(靜坐法)과 반성일기 쓰기’를 제안한다. 셋째, 퇴계 존양성찰
은 체육의 ‘공부법 측면’에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공부가 아니라 움직임 공부(動
時)와 고요함 공부(靜時)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中)과 ‘태도 측면’에서 경기 중에
만 집중하고 절제할 것이 아니라 경기 전과 경기 후의 태도에도 적용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和)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퇴계 존양성찰이 체육 인성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 교육
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퇴계, 존양성찰, 체육, 도덕 심성

Ⅰ. 서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과 인간의 기질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것
은 체육학(움직임의 교육) 내에서 다루어야 할 근원적인 질문이다. 최근 체육
계의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성(人性) 문제는 ‘인간관계의 위기’라는 점
을 고려할 때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퇴계(1501-1570)는 존양성찰 공부를 통해 인성(심성)을 함양할 수 있음을 역
설하였다. 무엇보다 퇴계는 ‘신체의 기(氣)만을 기르는 것을 경계하고 신체의
리(理)를 기르는 것’을 강조1)하였다. 체육학에서 지향하는 전인적 인간은 외
적 기능을 기르는 공부(動時)뿐만 아니라 내면을 기르는 공부(靜時)가 조화
(균형)를 이루어야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체육은 외적 영역의 공
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도덕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에서 본성을 기르는 공부(存養)와 자신을 살피는 공부(省察)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체육 인성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퇴
계 존양성찰은 내적 수양법으로 체육학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 보고, 퇴계 사
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퇴계 도덕적 인간관을 기
반으로 한다. 본 연구는 퇴계가 “天命新圖에서 ‘性 테두리에서 存養하여 敬

1) 이진수, 한국체육사상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202~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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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情 테두리에서 省察하여 敬한다’고 그렸으니 마음의 未發에서 存養하고
已發에서 省察하는 敬공부를 통하여 未完成으로 태어난 사람을 도와서 도덕
적 인간 완성을 꾀하였다.”2) 는 점에 착안하여 퇴계 사상의 핵심개념인 ‘존양
성찰’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퇴계 존양성찰에 대한 체육 교육학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최근 학계 동향을 살펴보면 체육 인성과 관련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
구는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3)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교육 방안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인성함양을
위한 팀 활동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해석적 실행연구｣, ｢체육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의 실제｣, ｢초등체육교육과정의 인성교육 방안｣, ｢학교체육을
통한 정의적 영역 발달 방안 탐색｣4)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체육
인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단 논의를 전개할 때 서양적 관점이나 외국학자
들의 입장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인성과 관련하여
｢퇴계 심성론이 지닌 체육철학적 함의｣, ｢퇴계 공부론을 통해 본 체육에서의
인성 의미｣5)의 연구는 퇴계 사상을 체육학과 연계하여 현대적 의미를 도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인성함양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거
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동안 퇴계사상은 체육학에서 다양한 연구문제와 논의되었지만 인성문제
의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존양성찰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퇴계 존양성찰에 대한 원론적 이해를 통해 체육에서의
2) 유명종, ｢退溪의 天命新圖와 人學｣, 退溪學 10(1), 1999, 94쪽.
3) 김대진,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4), 2012, 1~16쪽.
최의창,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2010, 1~24쪽.
4) 고문수, ｢인성함양을 위한 팀 활동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해석적 실행연구｣, 한국체육교
육학회 19(4), 2015, 17~34쪽.
김용환, ｢체육교육의 인문학적 접근의 실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2013, 15~24쪽.
김용환, ｢초등체육교육과정의 인성교육 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4), 2014, 29~42쪽.
이재용, ｢학교체육을 통한 정의적 영역 발달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2013, 47~
59쪽.
5) 이정란, ｢퇴계 심성론이 지닌 체육철학적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53(4), 2014, 53~64쪽.
이정란, ｢퇴계 공부론을 통해 본 체육에서의 인성 의미｣, 한국체육학회지57(1), 2018, 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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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천명도6)는 퇴계와 기대승(1527-1572)이 논쟁
을 벌이게 된 계기를 제공할 만큼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체육학 내 천명도를 중심으로 존양성찰의 의미에 대한 독립
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계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교육학, 체
육학적으로 시사점이 크다고 인정되기에 퇴계 존양성찰이 체육에서 어떤 의
미이며, 또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은 교육
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퇴계 존양성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 체육에서 퇴계 존양성찰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3. 체육에서 퇴계 존양성찰 공부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를 통해 퇴계 존양성찰이 현대 체육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교육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퇴계의 인간관이 잘 드러나 있는 퇴계 天命圖와
天命圖說後敍7)를 중심으로 존양성찰의 개념을 파악하고, 또한 일기와 여
러 문헌을 통해 존양성찰에 관한 퇴계의 주체적 체험이 언급된 내용을 추출하
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
하였다. 그리고 타당한 논거 제시를 위해 선행연구를 엄밀히 검토·분석하였
다. 자료수집 방법은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퇴계
존양성찰, 천명도, 체육교육, 인성함양’에 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검
토하고 분석하였다.
논의에 앞서 ‘퇴계 존양성찰, 천명, 체육, 정시공부, 동시공부’ 등 용어의 의
미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퇴계 존양이란 “마음을 간직해서 성(性)을
6) “퇴계가 訂定한 天命新圖(1553)는 四端七情 문제에 대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조선시대 성
리학사의 우뚝한 정점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에서 ｢天命圖｣는 한국 유학사의 관문이요 중심축이라
고 할 수 있다. … 퇴계는 天命圖가 ‘人‧物의 稟賦’로서 心性論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금장
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5쪽.”
7) 본고에서 천명도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李滉), 增補退溪全書,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1985. 자료를, 천명도 내용, 천명도설후서(天命圖說後敍)는 다음 번역본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금장태, 한국의 탐구;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금장태, 聖學十
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윤사순, 한국유학사: 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
지식산업사, 2012. 張基槿(李滉 著), 퇴계집, 홍신문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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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른다는 뜻이고, 성찰 공부란 살피는 공부란 뜻이다.”8) 또한 천명(天命)9)은
인간에게 하늘(天)로부터 부여받은 사명(도덕성향)이 주어져 있다는 것과 동
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포
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체육은 스포츠를 포함한 넓
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는 존양성찰 공부가 체육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스
포츠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시(靜時)공부란 마음이
발동하기 전, 고요한 가운데 행하는 공부를 말하고, 동시(動時) 공부란 마음이
발동한 이후, 즉 움직이는 가운데 행하는 공부를 말한다10). 이를 체육학적으
로 해석한다면 체육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외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공부를 동
시공부라고 한다면, 내적 부분을 기르는 공부는 신체의 움직임이 발현되기 전
고요한 가운데 하는 공부라는 측면에서 정시공부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퇴계 천명도의 동과 정을 신체(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공
부론 측면에서 퇴계의 공부가 몸으로부터 시작된다(靜坐法)는 점에서, 그리고
마음과 몸을 분리시킬 수 없다(“敬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몸
도 바르게 된다”)고 인식한 점. 다시 말해 “마음을 닦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
다”고 주장한 퇴계 입장11)을 근거로 한 것이다.

Ⅱ. 퇴계 존양성찰의 이해
1. 퇴계 천명도의 내용
퇴계의 존양성찰에 대한 이해는 천명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명도는
여러 번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정지운(1509-1561)의 천명도를 수정한 것
이 퇴계 천명신도이며, 이후에 김인후(1510-1560)가 퇴계 천명신도를 수

8) 예문동양사상연구원․윤사순 편저, 한국의 사상가 10人 퇴계이황, 예문서원, 2002, 137쪽.
9) “퇴계는 천명도설에서 천(天)개념을 본체(本體)와 유행(流行)의 두 측면으로 구별하여 파악하였
다.” 금장태, 앞의 책(2000), 131쪽.
10) 금장태, 앞의 책(2001), 221쪽.
11) 이진수, 앞의 책(2001), 152, 430~431쪽. 정좌와 관련해서는 張基槿(李滉 著), 앞의 책(2003), 3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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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12). 다음은 天命圖[그림 1]13)과, 天命圖說後敍에 나타난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1] 천명도

‘천명도’의 동그라미는 바로 주렴계가 말한 무극(無極)과 음양(陰陽)과 오행(五
行)이 신묘하게 합하여 응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는 ‘이(理)와 기(氣)가 신묘
하게 합한 중에서 오직 무극(無極)의 이’만을 지적하여 말했으므로, 바로 그것을
성(性)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만물을 갈라놓고 만물 중에는 저마다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고 한 것은 본래 주렴계의 태극도의 설의 뜻이자 자사
가 말한 성이기도 합니다. 심(心)·성(性)의 동그라미는 바로 주렴계가 말한 ‘오직
사람만이 가장 뛰어나고 영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특하다는 것이 바로 마
음(心)이며, 성이 그 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인(仁)·의(義)·예(禮)·지(智)·신
(信)의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뛰어난 것은 바로 기(氣)와 질(質)입니다.
오른쪽에 질음(質陰)이라고 한 것은 이른바 형체가 이미 생겼다는 뜻이며, 왼쪽에
기양(氣陽)이라고 한 것은 이른바 신(神)이 지(知)를 발하게 한다는 뜻이며, 성이
발하여 정(情)이 되고 심이 발하여 의(義)가 된다고 한 것은 바로 오성(五性)이 감
동한다는 뜻입니다. 선기(善幾)·악기(惡幾)라고 한 것은 선과 악이 나누어짐을
뜻하며, 사단·칠정에서 모든 일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명도’의
모든 점이 다 주렴계의 ‘태극도’의 설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성(性)
정(情)의 미발(未發)이나 이발(已發)도 역시 자사의 뜻과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

12) 윤사순, 앞의 책(2012), 275쪽.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李滉), 增補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3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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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더군다나 경(敬)으로써 조용한 속에서 존양(存養)한다는 것은 바로 주렴계가
주장하는 ‘주정입극(主靜立極)’이며, 자사가 말한 ‘경계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중
(中)에 이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으로써 움직이는 속에서도 성찰한다
고 한 것은 바로 주렴계가 주장한 ‘정하고 닦는다.’는 뜻이자, 역시 자사가 말한 ‘혼
자 있을 때도 삼가서 화(和)에 이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악하고
비뚤어진 생각이 나온다고 한 것은 바로 소인(小人)들의 패덕하고 흉포한 짓을 말
하는 것입니다14)

퇴계는 천명도설후서를 통해 천명도의 모든 점이 주렴계의 태극도설,
자사의 중용과 상응 관계15)에 있음을 밝힌다. 천명도의 동그라미는 주렴
계가 언급한 無極, 陰陽, 五行이 합하여 응결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만물이
저마다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자사의 性이기도 하다. 또한 心·
性의 동그라미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존재라는 뜻임을 밝힌다. 그리
고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난 이유는 氣質 때문16)이라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 구조(心·性·情·義)를 설명하면서 심성 작용이 발하기 전·후
를 구분하여 선과 악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나뉘는지 언급하고, 사단칠정을 구
분하면서 마지막으로 존양성찰의 공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퇴계가 인간과 만물을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퇴계는 인간이
지닌 ‘소생(所生)’, ‘직립(直立)’, ‘오성(五性)’이라는 특성으로 ‘인간이 만물 중
에 우월한 존재임’을 설명하면서 도덕을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관17)’을 표출하
고 있다. 다시 말해 ① 인간은 하늘과 땅의 모형을 닮았다. ② 인간만이 선 자
세로 산다. ③ 인간만이 오성을 다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통
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강조하는데 오상(五常)인 오성을 기준으로 만물과
인간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한 마디로 도덕을 지향하는 ‘도덕적
14) 張基槿(李滉 著), 앞의 책(2003), 282~283쪽.
15) 금장태, 앞의 책(2001), 24쪽.
천명이라는 용어는 중용의 용례를 따랐으며, 태극도설은 리기설을 이용했음을 가리킨다. 윤사순,
앞의 책(2012), 280쪽.
16) 퇴계는 기질의 차이로 사람과 만물,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한다. ｢천명도설(天命圖
說)｣에서 ‘사덕(四德)과 오상(五常)’이라는 구조를 통해 하늘(天)과 인간(人) 사이를 본체론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퇴계는 성인(聖人)과 어리석은 사람,
사람과 사물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기질(氣質)의 차이(맑은지 흐린지, 순수한지 잡박한지의 차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장태, 앞의 책(2000), 132쪽.
17) 퇴계의 인간관은 천리를 바르게 알고 도덕을 실천하는 ‘도덕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동
양사상연구원․윤사순 편저, 앞의 책(2002),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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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이 천명도의 주요 내용이다.’18)
이상 天命圖說後敍를 통해 天命圖가 내용 측면에서 주렴계의 태극도
설, 자사의 중용과 상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명도는 본체론적으로
하늘(天)과 인간(人)관계를 일치하는, 즉 사덕(四德)과 오상(五常) 구조로 설
명한다. 그리고 퇴계는 性·情의 미발이나 이발도 자사의 뜻과 연결됨을 강조
한다. 또한 ｢천명도｣의 핵심은 “오직 사람만이 가장 뛰어나고 영특하다”는 도
덕적 인간관이며,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난 이유는 기질 때문이라 설명한다.
동시에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기질 차이라 강조하면서 수양론적으
로 인간이 도덕 본성을 회복하고 잘 발현시키기 위해 존양성찰 공부가 필요함
을 역설한다.

2. 퇴계 존양성찰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양성찰에 대한 언급은 천명도뿐 아니라 태극
도의 설과 중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수양론적 문제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천명도성권(性圈)의 경(敬), 즉 ‘경(敬)으로써 조용
한 속에서 존양(存養)한다는 것’은 정(靜)19)할 때 하는 공부로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 공부 또는 ‘중(中)에 이른다’는 뜻이다20). 중(中)에 이른다는 것은 천리
(天理)를 보존하는 것으로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리고 정권
(情圈)의 경(敬), 즉 ‘경(敬)으로써 움직이는 속에서도 성찰(省察)한다는 것’은
동(動)할 때 하는 공부로 자신을 닦는 공부, 또는 ‘화(和)에 이른다’는 뜻이다.
화(和)에 이른다는 것은 인욕을 막는 것으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라(또는 욕
구를 절제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퇴계 심성론이 추구하는 바는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 감각
적 욕구)을 막는 데 있다. 그래야만 세상 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이다. 퇴계
는 천리가 도심에 속하고 인욕은 인심에 속함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
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말이

18) 윤사순, 앞의 책(2012), 276~277쪽.
19) 퇴계가 정(靜)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진수, 앞의 책(2001), 240~241쪽.
20)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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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퇴계는 인성22)을 함양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끊
임없이 일어나는 감각적 욕구(인욕)를 제어하는 일과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
(天理)을 보존하는 양 측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
다.
이런 맥락에서 퇴계의 존양성찰은 내·외적인 공부의 병행을 주장한다. 퇴
계는 공부법에 있어 내적 영역뿐 아니라 외적인 실천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특히 ｢白鹿洞規圖｣에서는 학생들에게 학문하는 요체를 설명하면서 ‘몸으로
실천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군은 서로 조목들을 논의하여 의미를 밝히고 지키며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
라. 그러면, 思慮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할 바가 반드시 저
들의 규칙보다 엄격함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혹 禁防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저 이른바 규약은 반드시 취하고 이를 省略해서는 안 된다. 제군들
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3)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라는 주장에는 인간에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퇴계는 天命圖說後敍를 통해 인간의 몸에
‘천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믿고 순종(실천)하면 본연의 고귀
함을 잃지 않고 인간의 태극을 몸에 지니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인간이 ‘천
지와 화합하는 경지(天人合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24) 무엇보
다 퇴계가 이러한 ‘도덕적 인간관’을 강조한 이면에는 “인간은 영장의 값을 해
야 한다”는 암묵적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25)
요약하면 퇴계 존양성찰은 ‘잠재적인 도덕 성향을 함양하여 도덕을 실천하
기 위한 실제적 공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존양성찰 공부는 치우침이
없도록 중(中)에 이르는 공부(存養)와 성(性)을 완전하게 발현시켜 ‘도덕’으로

21) 최민자, 동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3, 337쪽.
22) 퇴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신태수, 퇴계의 독서법: 그 활간의 미학,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6.
李東基, ｢퇴계의 인성교육론(2)｣, 퇴계학논집19, 2016, 189~225쪽. 참고 바람.
23) 국제퇴계학회충북지부, Michael C. Kalton 共譯(李滉 저), 道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다:
한글과 영어로 풀어쓴 성학십도(聖學十圖), 퇴계선생탄신오백주년기념사업후원회, 2001, 145
쪽.
24) 張基槿(李滉 著), 앞의 책(2003), 283쪽.
25) 윤사순, 앞의 책(2012), 276~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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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수 있도록 조화(和)를 추구하는 공부(省察)라는 의미와 상통된다. 존
양한다는 것은 ‘중(中)에 이른다’는 뜻이요, 성찰한다는 것은 ‘화(和)에 이른다’
는 뜻이다. 여기에서 중화(中和)는 균형성을 유지하고(中), 유연한 태도(和)를
견지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 ‘천리(선한본성)는 보존
하고 인욕(감각적 욕구)을 막는 존양성찰 공부(存天理 遏人慾)’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퇴계 존양성찰 개념에는 본체론적(體) 인식과 동시에 수양론적(用)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
여받은 천명이 내 몸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이 고귀함을 잃지 않도록 실천
하면 사람의 태극(理)을 지니게 되며, 나아가 천지와 화합하는 덕을 얻게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주장은 현대 체육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방
향과 방법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이해된다.

Ⅲ. 퇴계 존양성찰의 체육 교육적 적용
1. 체육에서 존양성찰의 의미
이 장에서는 퇴계 존양성찰이 체육 인성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체육에서 존양성찰(中和)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
고자 한다. 퇴계는 존양성찰을 통해 인간 내면이 성숙할 수 있다고 인식했는
데 퇴계 존양성찰을 체육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의 도덕적 인간관을 들 수 있다. 퇴계의 도덕적 인간관은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천명도설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퇴계에 따르면 ‘인
간은 본성적으로 도덕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 본성이 현실에
서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26)하였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본성이 주어져 있다
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퇴계는 도덕의 근원인 천리(天理)를 인성(人性)의 근거로 파악하
26) 윤사순, 앞의 책(2012), 276~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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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性卽理’는 도덕적 人性論이지만 理란 人心 밖에서는 天理이고 人心에
내재하면 人性이다. 도덕적 근원인 天理가 人心에 內在하면 그것은 도덕적이
며 內在적인 天理이니 곧, 도덕적 人性의 근거이다. 그 性에 天地之性은 氣質
에서 天理를 剔發한 것이며, 情에서도 渾淪看하면 七情이지만 分開看하면 四
七이 對立한다.”27) 이처럼 퇴계는 천리와 인성을 동일한 구조로 파악한다. 퇴
계 존양성찰 공부의 목적이 성인의 경지, 즉 ‘도덕적 인성’에 이르는 데 있으며,
체육학의 목적이 ‘전인적 인간양성’에 있다고 한다면, 체육에서 존양성찰 공부
의 목적은 ‘천리(天理)를 따르는 체육인’을 함양함에 있다고 하겠다.
퇴계 존양성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퇴계 존양성찰의 범위는 동적(動的)
영역과 정적(靜的)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퇴계는 경의 실천에 있어 고요한 때
(靜時)와 움직이는 때(動時) 공부 영역이 있음을 역설하면서 일관되게 존양성
찰 공부의 중요성을 표출하였다. 퇴계는 경을 본체론 관점에서 정적 영역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동적 영역은 실천되어야 할 영역으로 인식했다. 이
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敬에 대하여 靜的인 영역에 근본을 두면서도 여기에서 나아가 動的인
세계로 드러남으로써 本과 末 내지 動時와 靜時를 포함하여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
았다(退溪先生言行錄, 권2, 12, 退全, 권44, 1). 그리하여 敬을 행동하기 이전의
고요함(靜)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이후의 다양한 활동(動)에 일관되게 적용시키면
서, 고요할 때 두려워하고 삼가 성품(天理)을 涵養하는 것과 활동할 때 人欲을 분
별하여 省察하는 것의 양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28)

여기에서 퇴계 존양성찰에는 동적 영역인 체육(움직임의 공부)이 포함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퇴계의 경신사상(敬身思想)을 제시할 수 있다. 몸과 관련된 ‘敬身’은
퇴계의 철학적 깊이가 무르익은 경지에 저작한 성학십도에서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다. 퇴계는 소학도에서 ‘敬身’을 소개하고 있다. 小學은 주자가 유
학경전과 史書를 근거로 아동 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수집해 편찬한 책으로 내
용은 立敎, 明倫, 敬身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경신은 ‘스스로 몸을 조심한
27) 유명종, 앞의 논문(1999), 81쪽.
28) 금장태, 앞의 책(2001),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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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으로, 대학의 修身, 중용의 誠信에 해당하는 말이다.29) 즉, 경신
사상이란 퇴계가 학문 목적인 성인에 도달하기 위해 敬30)을 지향하였는데 그
구체적 방법이 ‘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인식하여 교육내용으로 강조한 것을
말한다. 주자와 퇴계는 몸의 수양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경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신은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어린이의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당
연하다. 수입되어 들여온 움직임 교육이라 해도 우리의 경신사상(敬身思想)이 그
기저에 잠재하여 있는 움직임 교육(체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 없는, 마음이
나가버린 상태를 방심(放心)이라 하는데 이것은 정존(靜存)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
태이다. 정존(靜存)하여 항상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 운동할 때는 이 움직임이 바
른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 살핌을 퇴계는 성찰(省察)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움직임이 절도에 맞아 부드럽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화(和)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존양 성찰로 우리의 움직임은 인간이 규정한 절도
를 벗어나지 않는 인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인간다운 움직임이란 자기의
본성을 -인의예지- 따르는 움직임이어야 한다.31)

이 글은 체육의 밑바탕에 경신사상(敬身思想)이 잠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
과 존양성찰을 통해 인간의 움직임이 본성(인의예지)을 따르는 인간다운 움직
임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무엇보다 퇴계는 智德體가 융합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32) 이 가운데 “인
간의 신체는 이기(理氣)가 묘합(妙合)되어 형성되며, 정신과 지각 등의 작용은
기의 작용이다. 기는 천하고 리는 귀하기 때문에 도덕성(道德性)을 주체로 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33)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퇴계는 인간의 도덕 본성 측면(體)과 수양론
적 측면(用)을 모두 강조하였다. 퇴계가 미발의 공부와 이발 공부의 조화34)를
29) 退溪學硏究院, 國譯 退溪全書 3, 驪江出版社, 1991, 119~121쪽.
30) 체육학내 경(敬)사상과 관련된 연구는 이정란, ｢운동하는 몸에 대한 생태윤리학적 접근(1): 퇴계
의 경을 중심으로｣, 한국 체육학회지55(3), 2016, 15~25쪽. 참조 바람.
31) 이진수, 앞의 책(2001), 46쪽.
32) 丁淳睦, 退溪의 敎育哲學: 교육인간학적 고찰, 지식산업사, 1986, 169~173쪽.
33) 신체는 양기(養氣)의 가능태(可能態)이다. 이진수, 앞의 책(2001), 206쪽.
34) 주자의 미발 이발 공부는 상보적 노력에 불과하다. ‘주자 미발 공부의 목적은 무사시(無事時) 즉,
일이 없을 때 늘 자기점검(반성)을 통해 자기주재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선한 본성을 함양함으
로 도덕적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有事時) 잘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승환, ｢주자 수양론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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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이유는 마음이 한쪽에 치우칠 시 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
해야 할 것은 ‘理의 실현이 氣와 관련된 공부법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인데 이
는 다음 글에서도 발견된다.
宋代에 이르러 등장한 新儒學은 어느 학파가 되었든 理를 궁극적 실체로 간주
하고서 이것의 實現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방법이 工夫論이다. 공
부론 방면에서 성리학만이 갖는 독특한 특색의 하나는 언제나 氣와 관련된 공부방
법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성리학의 최종 목적지인 善 또는 至善3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氣가 理를 가리지 못하게 하는’ 노력과 ‘氣가 中節하지 못하
여 理를 어기거나 방일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함을 함의한다. 모든
성리학자의 궁극적 가치는 理의 具現이지만, 理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필
수적으로 氣를 대상으로 일련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성리학의 공부론 路
線이 갖는 특색이다. 36)

이처럼 ‘氣가 理를 가리지 못하게 하는 노력’과 ‘氣가 理를 어기거나 방일해
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여기에서 ‘氣가 理를 어기지 못하
게 하는 것’은 존양 공부와 그리고 ‘氣가 理를 가리지 못하게’하는 노력은 성찰
공부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억할 것은 성리학이 갖는 특징으
로 공부법에 있어 언제나 ‘氣와 관련된 공부법’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체
육인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가 방일해지지 않도록 내면의 도덕 본성을 길
러 이에 따라 행동하는 노력과 동시에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자신과 싸움에
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
는 감정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체육에서 도덕 인성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체육과 관련된 지식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
는 공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공부 등 내·외적인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는 공부법 측면에서 체육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철학사적

발공부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도덕심리학적 의미｣, 동양철학32, 2009, 345쪽.
35) 특히 “유가철학의 독특한 점은 그 人性의 핵심 성격을 ‘도덕’으로 규정하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人
性 그대로 행위 한다면 곧 善行이 된다. 배우는 사람(學者)은 그 ‘성(性)의 리(理)’를 계발하고 완전
하게 발현시키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김기현, ｢공부론(工夫論)의 관점에서 본 퇴계 성리학과 양
명학의 差異性｣, 退溪學論叢15, 2009, 224쪽. 한 마디로 유가 철학의 특징은 ‘인성의 핵심을 도
덕으로 규정’하는데 있으며, 본성을 잘 발현시키는 공부를 강조한다.
36) 위의 논문, 223쪽.

퇴계 存養省察의 체육 교육적 함의

335

으로 통찰력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퇴계의 주체적 체험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퇴계가 존
양성찰을 언급할 때 구체적으로 몸의 공부를 강조하고 신체 운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지도하여 경험하게 하였다. 한 가
지 더 주목할 점은 퇴계가 실천한 정좌와 투호(신체운동)가 교육적인 의미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수정(守靜)이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퇴계뿐 아니라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겼다. 구체적 방법으로
퇴계는 정좌(靜坐)를 권한다. 그는 고요한 가운데(靜) 몸과 마음이 수렴되는
것을 ‘존양(存養)’이라 표현한다. 그가 ‘종일단좌(終日端坐)’하여 마치 ‘니소(泥
塑)’같이 보였다는 것은 일상에서 ‘존양(存養)’에 힘쓴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 또한 퇴계는 일기에서 투호의 체험을 ‘투호신중(投壺神中)’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평체정(心平體正)하면 된다. 다시 말해 온
몸과 마음을 투호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재중간(一在中間)’
이다. 이는 일(一)이 투호(投壺)라는 신체운동의 과정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
이다. 이 일(一)은 경(敬) 그 자체인 것이다. … 마음을 다잡아야 유사시(有事
時)에 그 마음의 올바름, 부정 등을 성찰(省察)할 수가 있게 된다. 인간의 움직
임이 규정한 절도에 맞는 것이 ‘화(和)’이다. 이것은 존양(存養)으로부터 나온
다.37)
또한 언행록에서 김성일은 퇴계가 “새벽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향을 피우
시고 정좌(靜坐)하셨고, 종일 책을 보셔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으셨
다”고 하였다. 그리고 퇴계 제자 이덕홍은 “선생께서는 여러 학생들에게 투호
를 시켜서 그 덕(德)을 보게 하였다.”38)고 설명한다. 정좌가 중화(中和)의 의
미를 지닌다는 것은 다음 글에서도 확인된다.
퇴계는 ｢延平答問跋｣에서 ‘연평선생의 정좌로 중(中)을 구하는 설이 뚜렷하여
선학으로 빠지지 않고 대본달도가 관통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까닭이다’고 하였으
니, 정좌로 중화(中和)를 구하였던 것이 연평 정좌의 요지라는 것이다. 정명도가

37) 이진수, 앞의 책(2001), 39~40쪽.
38) 張基槿(李滉 著), 앞의 책, 381,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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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정좌를 가르치니, 연평선생도 사람들에게 정좌하기를 가르쳤다.(주자
어류)고 한 것이 있다. 명도 연평 주자 퇴계는 정좌를 대중달도(大中達道)하는 화
(和)로써 마음의 안정을 구하였으니, 지경법이 정좌로 실행되었다.39)

퇴계는 정좌를 통해 中을 이루고 투호를 통해 和에 이르고자 하였다. 여기
에서 정좌, 투호가 中和라는 德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퇴계 존양성찰을 체육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체육에서 존양성찰 또는 중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
고자 한다. “중화위육(中和位育)이란 중용에서 말한 ‘희노애락의 미발(未
發)을 중(中)이라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 ‘중’이란
천하의 대본(大本)이고, ‘화’란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바로 자리하고 만물이 화육된다’라는 상태를 가리킨다. …중화란 행위가 규
범·법칙에 현상적으로 들어맞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40) 여기에서 규범이
나 법칙에 들어맞는 상태는 체육에서 스포츠맨십이란 용어와 연결된다. 그러
나 스포츠맨십이란 단지 윤리, 도덕이라는 의미만으로 대변될 수 있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다. 스포츠맨십은 경기 규칙에 관해 아는 것으로부터 규칙을 준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실천전통으로서의 총체적 가
치체계로 입문하는 수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스펙트럼의 폭이 넓다.41) 따
라서 여기에서는 경기에 관한 지식, 규칙준수뿐 아니라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총괄적인 스포츠맨십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체육에서 중화란 체육인의 행위가 스포츠 규범이나 법칙에 현상적으로 들
어맞는 상태를 나타낸다. 즉, 체육에서 중화란 스포츠맨십에 따라 행동하고
스포츠 법칙을 준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유연한
태도(和)가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경기 후 상대 팀을 대할 때나 관중을 대할
때, 또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태도에서 지속적 발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육인이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것은 단지 상대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는 도덕

39) 유명종, 퇴계의 철학세계, 세종출판사, 2000, 254쪽.
40) 윤사순, 퇴계 이황의 철학, 예문서원, 2013, 193쪽.
41) 최의창,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17(1), 2010,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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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퇴계 존양성찰을 체육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퇴계 존양성찰 공부의 목적이
도덕적 인성(天理)에 이르는 데 있다는 점에서, 또한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動的 영역과 靜的 영역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퇴계가 존양성찰
을 언급할 때 실제로 몸의 공부(敬身)를 강조하고 신체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지도하였다는 점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체육
에서의 존양성찰은 ‘함양하고 성찰하는 공부’라는 뜻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
고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라’는 中和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
해 ‘체육에서 존양성찰’이란 체육에 적용 가능한 ‘도덕 심성을 함양 하는 것(存
養)’과 ‘도덕을 실천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것(省察)’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부
를 의미한다. 이에 체육에서 중화란 스포츠맨십에 따라 행동하고 스포츠 법칙
을 준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경기
할 때 뿐 아니라 경기 후의 태도에도 적용되도록 항상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
고(中), 유연한 태도(和)를 견지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2. 체육에서 존양성찰의 적용
퇴계는 인성 문제를 자기 내면을 함양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통해 극복 가능
하다고 보았다. 이는 문제 해결점이 상대 또는 외부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내
면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퇴계 석학인 마이클 칼튼
(Michael C. Kalton)은 小學圖와 白鹿洞規圖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유학자들은 교육의 근본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 인식했다. 유교의 전
통인 오륜은 다섯 가지 인간관계와 관련되며 이는 小學圖와 白鹿洞規圖가운
데 잘 나타난다. 가정, 친구, 그리고 공적 업무(公務)와 관련된 기본적 관계는 인
간의 사회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사회성이 아무리 인간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유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
요한 것으로 백록동규도의 규칙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늘 깨어 반성하고 성찰
하기 위한 문제로 간주하였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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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소학도의 하단부에서, 교육에 이용될 아름다운 말(嘉言)을 서술하였
다. 즉, 가르침을 세우는 것을 넓히는 것[廣立敎], 관계를 밝히는 것을 넓히는 것
[廣明倫], 사람의 인격을 공경하는 것을 넓히는 일[廣敬身] 등이다. 이처럼 인간 본
성 가운데 공동체 생활에 활기를 주는 사회성을 기르고 닦는(수양) 유학자들의 지
혜를 본받아, 현대 교육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영역(嘉言)을 더 확장 시켜
야 한다.43)

마이클 칼튼은 유학 교육의 근본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유학의 관
심이 관계를 넓히고 인격을 함양하고 성찰하는 데 있음과 이를 통해 공동체
생활에 활기를 주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그는 현대 교육이 사회성과
같은 ‘관계’의 영역을 확장할 것을 권면한다. 여기에서 현대 체육교육의 목적
과 방향뿐만 아니라 어떤 교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체육교육의 방향이 ‘인간 내면의 함양(존양)’에 있어야 한다는 점
과 교육내용에 인간관계를 넓히는 공부, 사람의 인격을 공경스럽게 하는 공부
의 내용(성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생활(공동체 생
활)에 활기를 주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교육, 또는 전체세계와의 화평(和)을
이루는 것이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체육에서 존양성찰이 요청되는 이유는 ‘스포츠맨십의 상실’에서 찾을 수 있
다. 스포츠맨십의 상실은 도덕적 인성과 연관되기에 도덕본성과 본능적 욕망
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天命圖說에서는 천리와 인욕을 公과 私로
규정한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공은 인간관계를 공명하게 이끄는 도리(도덕본
성)를 뜻하고 사는 인간관계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욕망(본능적 욕망)을
뜻한다. 특히 퇴계는 ‘혈전 비유’를 통해 천리와 인욕의 관계44)를 설명한다.
퇴계가 천리와 인욕을 단지 경쟁하는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
까지 싸워야 하는 전투 장면인 ‘혈전’으로 비유하였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대

42) 이명수․이광호(Michael Kalton 저), ｢퇴계 성학십도의 현대적 의의｣, 퇴계학보 126, 퇴계학연
구원, 2009, 45~46쪽.
43) 위의 논문, 47쪽.
44) 천리는 선한 본성이요, 인욕은 인간의 이기적 욕심으로 성리학에서는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주자는 천리·인욕의 관계를 ‘혈전’이라고 하여 두 개념을 보다 대립적으로 설정한다. 퇴계는 이
러한 주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인성론의 관점에서 천리·인욕의 대립을 전투 장면으로 묘사하면서
혈전을 벌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혔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두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천리와 인욕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신태수, 앞의 책, 315~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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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얼마나 치열한지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갈등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天命圖說에 의하면, 천리와 인욕은 반대 위치에 선다. 천명도설에서는 천
리는 公이고 인욕은 私라고 한다. 公이란 인간관계를 공명정대하게 이끄는 도리
를 가리키고, 私란 인간관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과불급의 욕망을 가리킨
다. 천리와 인욕이 서로 公과 私의 관계에 있으니, 公의 입장에서 私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이유에서 천리와 인욕은 피 튀는
혈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45)

여기에서 ‘천리’와 ‘인욕’의 대립적 관계를 체육에 적용할 경우 ‘인욕에 빠진
체육인’이란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스포츠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조건 승리하고자 하는 체육인, 승리(결과)에만 집착하는 체육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승리에 주목하는 상태(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
니라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문
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상황에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적인 욕망에 맞서서 마치 혈전을 벌이듯 싸워야 한다. 또한 ‘천리를 따르는
체육인’이란 사사로운 욕망(私)에 집착하지 않고 공(公)적인 입장에서 스포츠
자체에 집중하고, 스포츠를 진정 즐거워함으로 공정한 경기 수행, 상대 선수
에 대한 배려, 스포츠 과정뿐 아니라 스포츠 결과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등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스포츠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줄 아는
체육인을 말한다.
퇴계가 말한 이상적 인간은 어떻게 도달 할 수 있나? “그것은 흙탕물을 가라
앉히듯 기질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타고난 착한 본성인
천리(天理)를 간직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인 인욕을 제거하는
것[存天理 去人欲]이다.”46) 이를 체육학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체육인이 기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착한 본성을 간직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욕을 제거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45) 위의 책, 316쪽.
4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 삶을 바꾸는 환경철학, 크레파스북, 2018,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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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이 본성을 간직하되 인욕은 제거한다’는 것을 적용해 보면,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절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우
선 스포츠 선수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선수가 경기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만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 후 찾아오는 자만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과 동시에 실패 후 자괴감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살펴서
다음을 준비하도록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자리
를 유지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늘 깨어 마음을 지키는 것(存
養)과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省察)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天命圖說後敍에서 ‘조용한 속에서 존양하고, 움직이는 속에서
성찰하라’는 것은 체육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체육(스포
츠) 현장에서 체육인이 고요한 때(靜時)는 ‘정좌(靜坐)’를 하고, 움직이는 때
(動時)는 ‘반성(성찰) 일기쓰기’로 실천(적용)할 수 있다. 즉, 운동하기 전에
‘정좌법’을 실시하여 몸과 마음이 수렴되도록 하고, 운동한 이후에는 반성일
기47)를 작성하여 나의 움직임이 바른지 또는 부정한지, 그리고 나의 태도가
절도에 맞는지 또는 스포츠맨십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요약하면 체육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은 ‘천리를 따르고 인욕을 제거하
는 존양성찰 공부’를 통해 가능하다. ‘인욕에 빠진 체육인’이란 사적 욕망에 사
로잡혀 스포츠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조건 승리하고자 하는 체
육인, 승리(결과)에만 집착하는 체육인을 말한다. 또한 ‘천리를 따르는 체육인’
이란 사사로운 욕망에만 집착하지 않고 스포츠 자체에 집중하며 스포츠를 진
정으로 즐거워함으로 공(公)적인 입장에서 스포츠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
할 줄 아는 체육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체육에서 존양성찰이란 ‘체육인이 고
요한 가운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움직임 후에는 욕구를 절제
하는 자기 성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 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체육인이 고요한 때(靜時)는 ‘정좌(靜坐)’를 하고, 움직이는 때(動時)는 ‘반
성(성찰) 일기 쓰기’로 실천(적용)할 수 있다. 체육인이 고요한 때 ‘정좌’를 하
47) 체육 일기에 관련해서는 김낭규, ｢학생체육일기를 통한 반성적 교수의 실천적 의미 탐색｣, 한국
체육교육학회지 21(4), 2017, 53~64쪽.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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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몸을 바르게 함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이요, 움
직임 후에 자기 성찰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운동 상황에서 언행을 절제하
였는지, 스포츠맨십에 따라 지나침 없이 적절했는지 자신의 마음 자세나 태도
등을 운동 후에 반성하는 것으로 인욕을 제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을 말한다.

Ⅳ. 결론
인성(人性) 문제는 ‘인간관계의 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성을 함양하는
공부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 天命圖, 天命圖說後敍에 나타난 존양성찰에 관한 원론적인 분석
을 통해 퇴계가 의미하고자 했던 존양성찰이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나 도덕 담
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교육(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적 관점에서 체육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체육에서 존양성찰은 ‘도덕 심성을 길러(存
養) 스포츠 상황에서 실제로 도덕을 실천하는 체육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공부
(省察)’라는 뜻으로 중화(中和)의 의미와 상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퇴
계가 도덕적 인성함양을 위해 도덕 본성 측면과 수양론적 측면(敬身思想)을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체육이라는 움직임(動) 공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
다. 이와 동시에 체육에서 본성을 기르는 정(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근거)
를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체육인이 존양성찰 공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는 ‘체육인이 고요한 가운데 집중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절제하는(돌아보는)
공부를 함으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스포츠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
함이다.’
둘째, 체육에서 존양은 ‘집중하는 것’, 성찰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또는 ‘돌
아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체육인이 고요한 때(靜時)는 집중력을 함양하
고, 움직이는 때(動時)는 절제력을 훈련하여 항상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하라
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교육현장 활용 방법으로 ‘정좌법(靜坐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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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일기 쓰기’를 제안한다.
셋째, 퇴계 존양성찰은 체육의 ‘공부법 측면’에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공부
가 아니라 움직임 공부(動時)와 고요함 공부(靜時)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中)
과 ‘태도 측면’에서 경기 중에만 집중하고 절제할 것이 아니라 경기 전과 경기
후의 태도에도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和)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퇴계 존양성찰이 체육 인성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음
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로 운동선수나 교사 연수 교육 자료에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움직임 공부를 통해 도덕적 인간을 완성하려 했던 퇴계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존양성찰을 더 실재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퇴
계가 인식과 실천의 균형, 즉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철학은 체육을 소홀히 하고 체육에서는 철학을 외면하는 경향이 없
지 않다. 퇴계학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퇴계 사상의 실용화를 지향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
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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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of Toegye’s ChonyangSongchal in Physical
Education
Lee, Jeong-Ran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of Toegye’s ChonyangSongchal in
Physic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egye’s
concept of ChonyangSongchal can be understood and applied to Physical
Education based on his moral view of human being. Using literature review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ChonyangSongchal,

focusing

on

Toegye’s

Cheonmyeongdo

and

Cheonmyeongdoseolhuseo and used the method of select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in which Toegye’s subjective experience concerning
ChonyangSongchal was mentioned through diaries and literature. As a
result, it was emphasized that ChonyangSongchal Toegye would mean was
not simply a theoretical concept or moral discourse, but it should be
accompanied by practical power centering around the education of
movement (physical educ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drew its
implications in physical educa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First, in
Physical Education, ChonyangSongchal means studies to make efforts to
become a sportsman practicing ethics in sports situations, developing moral
nature, and it is noted that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meaning
of Equilibrium and Harmony. Especially, in that Toegye emphasizes both
morality and self-cultivation for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the value of
sports, the studies of motion can be found. At the same time, the reason
why one should study tranquility to cultivate human nature can be found as
well. Second, in Physical Education, Chonyang is understood as
‘concentration’, while Songchal is understood as ‘refraining’ desir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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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on’ oneself. As an application, the sportsman should always stick
to an unchanging attitude, cultivating concentration in serenity and training
self-control in motion. Thus, as a method for utilizing it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Jingzuo method (quiet sitting) and writing
reflection diary’. Third, Toegye’s ChonyangSongchal has messages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motion and serenity
(equilibrium), instead of one-sided or inclined study in terms of ‘study
metho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pply the same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game (harmony), instead of concentrating and
refraining only during the game in terms of ‘attitude.’ Thu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 would be utilized in the
actual education, emphasizing that Toegye’s ChonyangSongchal has a value
as a solution concerning issue of Physical Education personality.
Key Word : Toegye, ChonyangSongchal, Physical Education, mor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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