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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오늘날 지도자의 리더십만큼 세인의 관심을 크게 끄는 것도 드뭅니다. 국가의 일을 책임진 정치지도

자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에 있어서 그들의 역량과 도덕성이 국가나 단체 그리고 기업의 운명이나 

발전과 퇴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은 커다란 조직의 관리자나 책임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싫든 

좋은 어떤 조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동창회·동호회를 

비롯하여 직장에서 크고 작은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후배나 조직원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도덕적이고 정의

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오늘에 있어서 지도자는 물론이요 보통사람들 각자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조선 중기 율곡(栗谷) 이이(李珥) 선생이 유교적 이상정치를 위한 제왕의 학문을 정리하

여 선조 임금께 올린 『성학집요(聖學輯要)』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도자의 자질이나 개인의 인격을 함양

하려는 사람에게는 필독서가 되고도 남습니다. 지도자인 왕이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수양하고 가정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옛 경전의 내용과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큰 간격이 있

기 때문에 본 사업단에서 부득이 현실에 맞게 새롭게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본 사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편찬 하였고, 율곡 선생의 『성

학집요』 가운데서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한문의 기초를 덧붙여 고등학생과 대

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개인과 나라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2015. 11.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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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성학(聖學)이란 성인(聖人)이 되는 학문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말한다고 웃을 것입니다. 물론 율곡(栗谷) 이이(李珥) 선생이 살았을 때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은 

그런 생각을 의식하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

무 과소평가하여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병폐로 여겼습니다.

『성학집요(聖學輯要)』는 선조임금에게 올린 책으로 선조에게 외면적으로는 정치를 맡은 왕이지만 내

면적으로는 성인이 되라고 여러 조목에 걸쳐 그 방법과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성인이 다스리

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그 내용이 대부분 임금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서 평범한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대상을 현대의 보통사람으로 바꾸어 교

훈 삼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썼습니다. 본문에서만 여러 경전의 내용과 선생의 풀이를 다루었

고, 도입이나 해설 그리고 생각해보기 등은 필자들의 생각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율곡 선

생과 필자들의 공동저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자들이 이 책을 쓰면서 많이 고민한 점은 율곡 선생은 도덕을 많이 강조하였으나, 요즘 사

람들은 옛날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케케묵은 골동품마냥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입니

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독자 스스로 비판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

추었습니다. 고전이란 과거의 집단 지성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이 

있지만, 그 또한 과거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생각해 보기’를 덧붙여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

록 배려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토론하거나 혼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하도록 기초한문을 등장하는 고전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나 나라가 발전하고 

아름답게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2015.11.

새로 쓴 저자 일동



4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목차

발간사  ---------------------- 2

머리말  ---------------------- 3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 6

제1장 / 총론  ---------------------------------------------------   7

제2장 / 뜻을 세우라  --------------------------------------------- 14

제3장 / 거두어들이라  ------------------------------------------- 21

제4장 / 궁리하라  ----------------------------------------------- 28

제5장 / 성실하라  ----------------------------------------------- 35

제6장 / 기질을 바로 잡으라  -------------------------------------- 42

제7장 / 기(氣)를 길러라  ------------------------------------------ 50

제8장 / 마음을 바르게 하라  -------------------------------------- 59

제9장 / 몸을 단속하라  ------------------------------------------- 67

제10장 / 덕량(德量)을 넓혀라  -------------------------------------- 74

제11장 / 덕(德)을 도우라  ----------------------------------------- 81

제12장 / 마음을 돈독(敦篤)히 하라  --------------------------------- 88

제13장 / 자기 몸을 닦은 효과  ------------------------------------- 95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목 차│5

제2부 가정을 가지런히 하라  ------ 102

제1장 / 총론  --------------------------------------------------- 103

제2장 / 효도하고 공경하라---------------------------------------- 110

제3장 /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라  ---------------------------------- 119

제4장 /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라   -------------------------------- 125

제5장 / 형제끼리 화목하라  --------------------------------------- 132

제6장 / 매사를 삼가고 엄숙하게 하라  ------------------------------ 139

제7장 /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라  ---------------------------------- 146

제8장 / 가정을 바르게 한 효과  ------------------------------------ 153

제3부 바른 지도자가 되라  -------- 161

제1장 / 총론  --------------------------------------------------- 162

제2장 /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라  ---------------------------------- 170

제3장 / 좋은 점을 취하라  ---------------------------------------- 179

제4장 / 당면과제를 파악하라  ------------------------------------- 188

제5장 / 옛 정신을 본받으라  -------------------------------------- 197

제6장 /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라  ---------------------------------- 205

제7장 / 기강(紀綱)을 세우라  -------------------------------------- 212

제8장 /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라  --------------------------------- 219

제9장 / 가르침을 펼쳐라  ----------------------------------------- 228

제10장 / 좋은 정치의 효과   --------------------------------------- 235



6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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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도 입

우리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유명인사가 상식 이하의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면 곧장 수양(修養)이 덜 된 

인간으로 치부해 버린다. 동시에 그가 어떤 교양이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 자신의 몸을 갈고 닦지 못

했음을 비난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각자의 몸을 닦아야 하는가? 그렇게 몸을 잘 닦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까? 단지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몸을 닦아야만 할까?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인류에게 모종의 보탬이 있어야 한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한다. 이 몸을 닦는 문제도 여

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어째든 몸을 닦는 문제는 남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격 함양이나 인간관계에서 이익의 획득하거나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몸을 닦는 문제를 다룬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기 몸을 닦는다’는 말은 육체

인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총론에서는 제1부의 자기 몸을 닦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공부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밝힌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있고 실천하는 것이 있다. 지식을 탐구하는 공부를 

통해 선(善)을 밝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통해 자신을 성실하게 한다. 지금 지식과 실천을 합하여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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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뽑아 첫머리에 적는다.

[중용(中庸)] 

군자는 덕성(德性)을 높이고 학문을 따라서, 광대함을 이루되 정미함을 극진하게 하며, 높고 밝음을 

지극하게 하되 중용(中庸 : 그 상황에 딱 맞은 상태)을 따르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익히되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 알며, 두터운 것을 더욱 두텁게 하여 옛것을 숭상한다.

[논어(論語)]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단속한다면, 또한 도리를 어기지 않을 것이다.”

[율곡의 풀이] 

몸을 닦는 공부는 정신을 집중하여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이치를 끝까지 궁리하여 그 이

치를 몸소 실천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 설

‘자기 몸을 닦는다’라는 말의 원문은 수기(修己)이다. 보통 자기 수양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이 말이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곳은 『논어』 속의 공자(孔子)의 말로서 “자기 몸을 닦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

다.”라거나 “자기 몸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말 속에 등장한다. 곧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살

기 좋게 해 준다는 의미로서,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닦는 원래의 뜻이었다. 

율곡 선생은 여기서 자기 몸을 닦는 수기의 공부에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앎과 관계된 지식 공

부, 실천과 관계된 행위 공부가 그것이다. 곧 앎과 행동의 문제로 압축하여 말하였다. 앎과 행동이 자

기를 수양하는 양 날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앎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흔히 거론하고 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일류학교 출신이나 고학력자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

교의 우등생이 반드시 사회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겼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앎과 행동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앎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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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괴리된 사람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한편 앎과 도덕적인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서도 그렇다. 유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부르거나 더 나아가 성현(聖賢) 또는 성인(聖人)으로

도 일컫는다. 여러분은 어떤가?

율곡 선생이 말한 학문도 바로 이런 성인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성학(聖學)이므로 이 앎과 행동의 두 

가지 문제를 바로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 통합시켰다. 

그런데 본문 끝의 [율곡의 풀이]에서 몸을 닦는 공부를 세 가지로 나타내었다. 앞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놓고 뒤에 가서 또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 또 무슨 의도인가?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거경(居敬)과 궁

리(窮理)와 역행(力行)인데, 궁리는 사물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니 앎의 공부요, 역행은 힘써 행하는 것이

니 실천의 공부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거경 곧 ‘정신을 집중하여 다른 데로 흐트

러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 사실 이 거경의 문제는 마음의 태도로서 앎과 실천의 양쪽에 다 해

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러니 몸을 닦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마음이 불순한 곳에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가

령 우리는 도덕적인 지식을 실천하다가도 혹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는 생각에 실천을 망설일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도덕적 원리를 배울 때 그것이 내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습관적으로 따지게 된다. 

바로 여기서 알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실천할 때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거

경이다. 그러니까 이 거경 공부는 앎과 실천을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 거경의 

공부는 나중에 별도의 장을 두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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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현재 우리나라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가령 역대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을 

닦지 않아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으면 국회인사청문회를 기억해 보라. 그 결

과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지도층 인사 : 

*몸을 제대로 닦지 않고서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 :

*그런 사람들이 다스린 나라의 형편 :

2.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지식인으로

서 교양을 갖추어 올바른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결코 줄 수 없다. 그런 점

에서 누구나 자기 몸을 닦은 기본적 수양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날 교양을 닦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나 다녔던 학교의 교사나 교수 가운데 자기 몸을 잘 닦았다고 생각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을 비교

해 보자.

구분 자기 몸을 잘 닦은 분 자기 몸을 잘 닦지 않은 분

학습 분위기

존경 여부

학습의 효과

4.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두 부모님이 계시거나 한 쪽 부모만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부모는 자녀들에

게 교육적 책임이 있다. 특히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교육적 역

할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가정 속에서 살아오면서 각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부모님이 각자의 몸을 잘 닦아 내게 모범을 보였거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렇지 못

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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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을 보인 점 :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

*그렇게 생각한 까닭 :

5.  보통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좋은지 나쁜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간접적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데는 도덕적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알더

라도 실천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적어보자. 그리

고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말해 보자.

*나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가 :

*그 원인 :

6.  이렇게 몸을 닦는 문제인 수기(修己)만 강조하다보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모두 ‘내 탓이오’라고 하는 문제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그 위험성을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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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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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三
삼

者
자

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修 : 닦다/己 : 자기/之 : ‘~의’를 뜻하는 어조사/功 : 공, 공부/不 : 아니다, 아니하다/出 : 나가다, 떠나다, 벗어나다/

於 : ‘~에서’를 뜻하는 어조사/居 : 있다, 살다/敬 : 공경하다, 잡도리하다/窮 : 다하다, 궁구하다/理 : 이치/力 : 힘, 힘

쓰다/行 : 행하다/ 三 : 석, 셋/者 : 사람, 것

*修己之功 : 주어

*出 : 동사로 여기서는 벗어난다는 의미로 쓰였다.

*不 : 동사 出을 부정하는 말

▶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수기(修己) : 자기 몸을 닦음

*거경(居敬) : 정신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궁리(窮理) : 이치를 알아내는 것

*역행(力行) : 힘써 행하는 것, 곧 이치를 힘써 실천하는 것

해석

몸을 닦는 공부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力行)의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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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저!(『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 여기서는 위대한 선생의 성씨 뒤에 붙이는 글자/曰 : 말하다/於 : 어조사/文 : 글/約 : 단속하다/以 :  ~을 

가지고서를 뜻하는 전치사/禮 : 예법, 예절/亦 : 또한/可 : 옳다 또는 ~할 수 있다/不 : 아니하다/弗 : 아니다/畔 : 어

기다/矣 : 주로 문장 뒤에 쓰이는 어조사/夫 : 지아비, 여기서는 어조사로 쓰임

*君子 : 공자가 한 말 속의 전체 주어

*學, 約 : 앞 조건 절의 동사   *畔 : 본동사

▶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박학(博學) : 널리 배우다의 뜻. 그 뜻이 바뀌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는 뜻으로도 쓰임

*박문약례(博文約禮) : 널리 배워서 예로써 단속한다는 뜻.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단속한다면, 또한 도리를 어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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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뜻을 세우라 

도 입

뜻이란 마음이 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도 뜻이겠지만, 여

기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삶의 목표와 같은 것으로 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 즉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사랑인

가? 모두다 마음이 쏠린다고 해도 다 이해는 된다. 그러니 인간이 된 이상 이런 것에 마음 가는 곳이 없

는 사람은 없겠다. 너무 당연한 말을 묻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래서 세우는 뜻의 종류가 

무엇이며, 또 뜻을 세운 효과가 어떠하며, 뜻을 세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두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문

[율곡의 풀이] 

배움은 뜻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뜻이 서지 아니하고 성공한 이는 이제껏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닦는 조목에서는 ‘뜻을 세움’을 우선으로 삼았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도(道)에 뜻을 두어야 한다.”

[맹자] 

안연(顔淵, 공자의 제자)이 말하였다. “순(舜, 중국 고대의 성인)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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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행한 것을 행하는 자는 또한 순과 같다.”

[횡거문집(橫渠文集)]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道)를 세우며, 옛 성인(聖人)을 위하여 끊어진 학통을 

이어서 만대(萬代)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인(仁)이 멀리 있는 것이겠는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바로 인(仁)이 이른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스스로 해치는[自暴]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버리는[自棄] 자와는 더

불어 일할 수 없다. 말마다 예의를 그르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해친다 하고, 나의 몸은 어진 데 처할 수

도 의(義)를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버린다고 한다.”

[율곡의 풀이] 

뜻은 기(氣)의 장수(將帥)이니, 뜻이 오로지 한 곳에 모이면 자기 몸의 기(氣)가 움직이지 않음이 없다. 

배우는 이가 종신토록 글을 읽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뜻을 세

우지 않는 것은 세 가지 병통이 있기 때문이니, 첫째는 믿지 않아서요, 둘째는 지혜롭지 못해서요, 셋

째는 용감하지 못해서이다. 

믿지 않아서라고 이르는 것은, 성현(聖賢)이 후학(後學)에게 밝게 알려 준 것이 명백하고도 친절하여, 

그 말을 따라 순서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도 저 믿지 못하는 이는 성현의 말이 사람들을 꾀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그 글

을 음미할 뿐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지혜롭지 않아서라고 이르는 것은, 사람은 타고난 기품(氣稟)이 천차만별이지만 아는 데 힘쓰고 행하

는 데 힘쓰면 성공하는 것은 다 같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자질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스스로 

제 분수로 여겨 뒤로 물러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데, 나아가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되지만 뒤로 

물러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못난 자가 되니, 이 모두가 자기가 하는 것임을 전혀 모른다. 

용감하지 못해서라고 이르는 것은, 사람들이 성현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한다는 것과 자신의 기질(氣

質)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지만, 다만 하던 대로 안주해 버리고 분발하고 떨쳐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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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어제 한 일을 오늘 개혁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오늘 좋아하는 일을 내일 고치기를 꺼린다. 

이같이 하던 대로 답습하면서 한 치를 나아가면 한 자씩 후퇴하니, 이것은 용감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일

이다. 

해 설

사람은 제각기 꿈이 있다.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 옛날 춘추시대에 살았

던 공자도 꿈이 있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열다섯 살 때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다. 율곡 선생

도 뜻을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뜻을 세워야 한다는 대상은 바로 성현(聖賢, 성인과 현인)이 

되는 일이었다. 입신양명(立身揚名)의 출세나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이루는 것도 아닌 성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현이 되는 뜻을 못 세우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한다. 바로 믿지 않아서, 

지혜롭지 못해서, 용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율곡은 선생 왜 이런 뜻을 세우라고 했을까? 돈 벌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

을 이루려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다 꿈꾸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선은 이 책 『성학집요(聖學輯要)』가 선조임금에게 올린 책이라는 점이다. 곧 성군(聖君)이 되라고 

올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성현처럼 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것을 

보편화시키면 보통사람도 성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격몽요결』에 그런 생각이 보인다. 여러분도 성

현이 되고 싶은가? 

여기서 또 율곡 선생은 다른 사람의 뜻을 세운 종류도 소개하는데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

성을 위하여 도리를 세우며, 옛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통(學統)을 이어서 만대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

는 북송 때의 철학자 장재(張載, 횡거는 호)의 말이 그것이다. 이 또한 성현이 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이런 뜻을 세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바로 공자의 “인(仁)이 멀리 있는 것이겠는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바로 인(仁)이 이른다.”가 그것이다. 인이란 공자의 핵심 사상으로 공자가 생각하는 최고

의 가치로서 오늘날 입장에서 보자면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뜻을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기는 마

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인을 잘 실천하면 바로 성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뜻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 바로 자포자기(自暴自棄)한 사람이 뜻

을 세우지 않은 사람인 것이다. 사람에겐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버

려두고 살리지 않으니 자포자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도 자포자기할 건가요?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제2장 뜻을 세우라│17

생각해 볼 문제

1.  율곡(栗谷) 선생은, 배움은 뜻을 세우는 입지(立志)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고 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입지(立

志)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입지(立志)하였을 것이다. 그 동기는 무엇이었으

며, 그 진행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중도에 그만두었다면, 왜 그랬

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2.  보통 사람들은 공부의 목표를 개인적인 출세에 둔다. 예전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하

여 공부하는 것을 두고 이걸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율곡 선생은 

선현(先賢)의 말을 인용하여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후대를 배려하는 데 공부의 뜻을 두라고 말하고 있

다. 수필가 고(故) 피천득(皮千得)은 그 좌우명이 ‘남에게 해(害)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율곡 선생의 뜻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분도 좌우명을 갖는다면 어떤 

것을 실천하고 싶나요?

3.  사전에서 자포자기(自暴自棄)를 찾아보면,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이라고 하였

다. 『맹자』의 견해와 견주어보면, 이는 아마도 자기(自棄) 한 방면에 국한된 해설인 듯하다. 자포(自暴)는 이른바 

그깟 예의(禮義) 지켜봐야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예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것에 해

당될 듯싶다. 주자는 자포자(自暴者)는 예의가 아름다운 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예의

가 아름다운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

해 봅시다.



18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이유1 : 

*이유2 : 

4.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성인이나 현인이 된다고 해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가족이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었

다고 할 경우 성인이나 현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윗사람이 내게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 :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이 찾아 와 규정에 없는 어려운 부탁을 할 때 :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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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孟
맹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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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
왈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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暴
포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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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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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
가

與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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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야

요 自
자

棄
기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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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不
불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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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

有
유

爲
위

也
야

니라(『맹자』).

한자 풀이 

自 : 스스로/暴 : 해치다, 사납다/者 : 사람, 것/不 : 아니다, 아니하다/可 : 옳다, ~할 수 있다/與 : 더불어, 함께/有 : 

있다, 소유하다, 두다/言 : 말/也 : 문장의 끝에 붙이는 어조사/棄 : 버리다/爲 : 하다, 위하다, 되다

*自暴者, 自棄者 : 전치사 與의 목적어로 문장을 도치시켜 강조하기 위해 앞에 놓았다.

*전체 주어는 화자(話者) 또는 일반 사람으로 생략되어 있다.

*병렬문으로 동사는 양쪽 다 有이다.

▶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자포(自暴) : 스스로 해치는 것을 말함

*자기(自棄) :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함

* 자포자기(自暴自棄) : 스스로 해치고 스스로 버린다는 뜻으로 말마다 예의를 그르다고 하는 것이 스스

로 해치는 것이고, 나의 몸은 어진 데 처할 수도 의(義)를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버리는 

것. 뜻이 바뀌어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쓰임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스스로 해치는 자와는 함께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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苟
구

志
지

於
어

仁
인

矣
의

면 無
무

惡
악

也
야

니라(『논어』).

한자 풀이

苟 : 진실로/志 : 뜻을 두다, 뜻/於 : ‘~에’를 뜻하는 어조사/仁 : 어질다, 사랑/矣 : 문장 뒤에 오는 어조사/無 : 없다/

惡 : 악하다, 모질다/也 : 문장 뒤에 오는 어조사

*주어는 일반인으로 생략되어 있다.

*앞뒤 절의 동사는 각각 志와 無이다.

▶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 인(仁) : 공자의 핵심 사상. 다양하게 쓰였으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보통 ‘어질다’로 풀이하

는데, 착하다 사람답다 사랑하다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해석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면 악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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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거두어들이라 

도 입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뒤에 후회를 할 때가 있다. 정

작 사과를 하려고 해도 쑥스럽거나 겸연쩍어서 대개 용기를 내지 못한다. 특히 윗사람일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때 무작

정 허락했다가 낭패를 볼 때도 있다. 마음을 놓아버리고 미리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

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고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

로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공부를 해 두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공부를 소개한다. 곧 

몸과 마음을 한 곳으로 거두어들여 집중하는 수렴(收斂) 공부이다. 앞에서 소개한 몸을 닦는 수신(修身)의 

한 분야로서 거경(居敬)에 해당하는 일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경(敬 :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성학(聖學: 성인이 되는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제 경(敬)이 학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취하여 궁리(窮理) 장 앞에 놓고 이것을 수렴(收斂: 거두어들임)이라고 제목을 붙여 『소학

(小學)』의 공부에 해당시켰다.

[예기] 

발걸음은 무겁게 떼며, 손 모양은 공손하게 하며, 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며, 입 모양은 다물게 하며, 

말소리는 고요하게 하며, 머리 모양은 반듯하게 하며, 숨쉬기는 안정되게 하며, 선 자세는 덕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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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얼굴빛은 장중하게 한다.

[주역]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방에 앉아서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착하면 천 리 밖에서도 응하니, 가까운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방에 앉아서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착하지 않으면 천 리 밖에서도 떠나가니, 

가까운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말은 몸에서 나와 백성에게 미치고, 행동은 가까운 데서 나와 먼 곳

에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군자가 천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 삼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놓아 달아나버리게 하고

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뿐이다.”

[정씨유서(程氏遺書)] 

함양(涵養: 착한 본성을 배양하는 것)은 모름지기 경(敬)을 사용해야 한다. 학문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은 지식을 지극하게 아는 데 달려있다.

[율곡의 풀이]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학문의 기초이다. 옛사람은 제 스스로 밥 먹고 말할 수 있을 때

부터 바로 가르쳐서 행동마다 잘못이 없고 생각마다 지나친 것이 없었다. 그러니 양심을 기르고 덕성

(德性)을 높였던 것이 어느 때 어느 일이라도 모두 그러했다. 그러므로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을 연구하여 

앎을 이루는 것)의 공부가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의지하여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곧바로 이치를 궁리하고 몸을 닦는 공부에 

종사하려고 하니, 마음은 어둡고 어지러우며 행동이 규범에 어긋나서 공부를 하는 듯 안 하는 듯하니, 

결코 성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앞선 훌륭한 선비들은 사람들에게 정좌(靜坐 :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

로 하여 조용히 앉음)를 가르치고, 또 구용(九容 : 『예기』에 나오는 아홉 가지 몸가짐)으로 몸가짐을 하도록 하였으

니, 이는 배우는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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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앞에서 율곡 선생은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力行)이 있다고 소개하였

다. 궁리는 앎의 공부이고, 역행은 실천의 공부인데, 그 궁리와 역행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공부가 거

경이다. 거경이란 경(敬)에 거한다는 뜻으로 몸과 마음에서 경(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경(敬)이란 무엇인가? 한자 경(敬)의 뜻은 ‘공경하다’, ‘삼가다’, ‘잡도리하다’ 등으로 새기고 

있은데,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송나라 이후 철학자들은 이 경에 철학적인 의미를 더 부

여하였는데, 특히 주자의 경우는 ‘정신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삼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은 공부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처음이든 끝이든 다 해당되므로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

고 말했다. 율곡 선생은 여기서 거경을 수렴(收斂) 곧 ‘거두어들임’으로 말을 바꾸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

는데 의미는 모두 같다. 기초적인 몸가짐에서 시작하므로 『소학』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세 가지 문제로 거두어들이는 분야로 삼았는데, 첫째는 몸가짐이요 둘째는 말을 

삼가는 것이요 셋째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마음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은 문제를 이치를 연구하는 궁리(窮理)의 공부보다 먼저 말

하는 것은 거경(居敬)이 궁리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 그 

내용보다 마음이나 몸가짐을 조심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요즘 일부 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학생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맡겨버리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바로 율곡 선생이 말한 “지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곧바로 이치를 궁리하고 몸

을 닦는 공부에 종사하려고 하니, 마음은 어둡고 어지러우며 행동이 규범에 어긋나서 공부를 하는 듯

도 하고 안 하는 듯도 하니, 결코 성공할 리가 없다.”고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 더구나 요즘에 누가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 신경이라도 쓰는가?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문제를 요즘말로 ‘정신집중’이라고 말해 본다면,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

다. 공부든 일이든 정신을 집중해야 제대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물론 율곡 선생이 말한 거두어들이는 

문제는 도덕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문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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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위의 글들을 보자면 외면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에만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

로는 내면의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다면 주자의 견해처

럼 공부도 당연히 견고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 조그만 몸가짐 하나가 사실

은 그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몸가짐·마음가짐·공부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

가 있을까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관계 :

*공부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관계 되는 것 :

2.  몸가짐의 수렴에서 ‘입 모양은 다물게 해야 한다[口容止]’고 하여, 이미 사람이 입놀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따로 언어를 수렴하는 것을 한 절(節)로 삼은 것을 보면, 율곡 선생이 그만큼 이 언어에 대하

여 주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본문의 『주역』의 글에

서는 물론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바꾼다고 까지 하니, 말은 절대 

방종하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중요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주변에

서 예를 들어 말해 보자.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친 사람 :

3.  맹자는 바깥으로 치달리는 마음을 다시 제 몸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요체라고 하고 

있다. 마음 없이는 그 어떤 학문적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제 몸 바깥으로 

치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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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경(居敬)은 정신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작은 일도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독서하여 궁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거경을 궁리의 근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일에 집중하였는지 한 가지 찾아서 써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집중했던 일과 그 까닭 : 

5.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

이 자기의 마음을 마음먹은 대로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율곡 선생의 ‘마음을 거두어들인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아닌지, 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26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한문 익히기

 敖
오

는 不
불

可
가

長
장

하고 欲
욕

은 不
불

可
가

從
종

하고 志
지

는 不
불

可
가

滿
만

하고 樂
낙

은 不
불

可
가

極
극

이니라

(『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敖 : 오만하다, 거만하다/長 : 자라다, 길다/欲 : ~하고자 하다, 욕심/從 : 좇다, 방종하다/志 : 뜻/滿 : 가득 차다, 만족

하다/樂 : 즐기다/極 : 다하다, 극진하다

*주어는 일반 사람으로 모두 생략되어 있다.

*敖, 欲, 志, 樂은 제각기 동사 長, 從, 滿, 極의 목적어로서 도치되어 있다.

*不可 :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로 동사 앞에 붙는 말

해석

 오만함은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고, 욕심은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뜻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즐거움은 끝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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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
맹

子
자

曰
왈

 人
인

이 有
유

鷄
계

犬
견

放
방

則
즉

知
지

求
구

之
지

호되 有
유

放
방

心
심

而
이

不
부

知
지

求
구

하나니 

學
학

問
문

之
지

道
도

는 無
무

他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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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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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맹자』).

한자 풀이 

 孟 : 맏, 맏이/子 : 아들, 위대한 스승의 성씨 뒤에 붙이는 말/曰 : 말하다, 이르다/人 : 사람/有 : 있다/鷄 : 닭/犬 : 개/

放 : 놓다, 달아나다/則 : 곧, 법칙/知 : 알다/求 : 구하다, 찾다/之 : 가다, 대명사, ~의/心 : 마음/而 : 말을 잇는 접속

사/不 : 아니하다/學 : 배우다/問 : 묻다/道 : 도리, 길/無 : 없다/他 : 다른(것)/其 : 그/已 : 이미, 그치다, 문장의 끝에 

오는 어조사/矣 : 문장의 끝에 오는 어조사

* 有鷄犬放則知求之 : 則은 ‘~하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직역하면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그것

들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있다’이다. 之는 닭과 개를 가리키는 대명사. 有는 주어인 사람이 가지고 있

다는 뜻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 有放心而不知求 : 어조사 而는 ‘~하고’ 또는 ‘~이(하)나’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인데 

여기서는 순접으로 직역하면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는 것이 있다’이다.

*而已矣 : 문장 뒤에 이 세 글자가 붙으면 ‘~뿐이다’의 뜻으로 강하게 단정하는 표현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방심(放心) : 마음을 놓아버림. 뜻이 변하여 안심하여 주의를 하지 않음

*구방심(求放心) : 놓아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는 일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놓아 달아나버리게 하

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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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궁리하라 

도 입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하든 일단 알아야 한다. 자기 몸을 닦는 것도 무엇이 옳은

지 바람직한지 알아야 한다.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수신(修身)의 양 날개 가운데 하나인 앎의 문제로서 

지식을 탐구하는 공부가 그것이다. 그럼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아는가? 수

동적으로는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궁리(窮理)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앎이 생생하고 자신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보면 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이라 하는데, 과거 선비들이 생각했던 것도 대체로 

이런 뜻이지만, 그 궁리의 대상은 자연의 물리적 이치보다는 올바른 삶과 행동에 관계된 윤리적 이치 

또는 원리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이치를 알아 낼 수 있었을까?

본 문

[율곡의 풀이] 

몸과 마음을 수렴(收斂)한 뒤에는 이치를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

에 궁리(窮理)를 그다음에 두었다. 정자(程子: 북송 때의 학자)가 말하기를 “한 가지 사물에는 한 가지 이치

가 있는데, 그 이치를 깊게 연구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궁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책을 읽

어 의미를 해명하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의 인물을 논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기도 하며, 사물을 대하

여 그 합당 여부를 처리하는 것이 모두 궁리이다.” 하였다. 궁리하는 공부는 대략 이러하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여기서 율곡 선생은 『소학(小學)』·『사서(四書)』.『육경(六經)』·『사서(史書)』를 읽는 방법과 성리학의 이론

적 배경이 되는 여러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생략하고 궁리에 관련된 중요한 경전의 내용과 율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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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의견만 소개한다).

[논어] 

자하(子夏)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되 뜻을 돈독하게 하며, 절실하게 묻되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

[논어] 

공자는 말하였다. “배우되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할 것

이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분명히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분명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낯빛은 온순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

며,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은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우면 물을 것을 생

각하며, 화가 나면 곤란해질 일을 생각하며, 이득을 보았거든 의리에 맞는지를 생각한다.”

[횡거문집(橫渠文集)] 

의리(義理 : 도리 또는 글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묵은 견해를 씻어 버리고 새로운 뜻이 오게 하여야 한

다. 

[정씨유서(程氏遺書)] 

사서(史書 : 역사책)를 읽을 적에는 모름지기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혼란스런 낌새와 현자와 군자가 

벼슬에 나아가고 재야로 물러나는 출처(出處)와 진퇴(進退)를 보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격물(格物 : 사물

의 이치를 궁리)이다.

[율곡의 풀이] 

궁리(窮理: 앎)와 역행(力行: 실천)은 비록 두 가지 공부이지만, 모름지기 동시에 같이해야 한다. 그러므

로 위에서 궁리를 주로 논하면서 또한 역행의 뜻을 겸했다. 

독서는 궁리하는 일이지만 독서에도 차례가 있다. 그러므로 성현의 말씀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엮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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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사서(四書)와 육경(六經) 외에도 송대(宋代)의 유학자인 주자(周子 : 주렴계)·정자(程子 : 정호·정이)·장

자(張子 : 장재)·주자(朱子 : 주희) 등의 글이 있다. 가만히 생각건대 경전이 있은 뒤부터 선비로서 글을 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참 유학자는 흔하지 않다. 임금으로서 글을 읽지 않은 이가 누가 있

겠는가? 그러나 훌륭한 다스림이 드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독서한 것이 단지 귀로 들어가고 입으

로 나오는 자료가 되었을 뿐이요, 수신(修身)과 치국(治國 : 나라를 다스림)에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아! 선비들이 독서를 통해 부귀(富貴)나 이욕(利慾)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병통이 이와 같다. 

해 설

본문은 율곡 선생의 궁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방법은 대부분 독서이다. 곧 유교 경전이나 역사

책을 읽고 글의 의미를 해명하고 인물의 행위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 

직접 부닥치는 사물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 탐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고 

실험하는 과학적 탐구와는 다르고 인문학적 공부방법과 유사하다. 그것은 궁리가 몸을 닦는 공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본문에 소개한 경전의 말들은 율곡 선생이 소개하는 독서해야할 여러 종류의 책의 내용을 모두 소화

할 수 없어서 대부분 궁리에 힘쓰는 일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본문의 자하는 공자의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학문(學問)’이라고 할 때의 말의 단초를 꺼낸 

사람이다. 바로 학문이란 ‘배우고 묻는 것’이 그 어원이다. 

두 번째 공자의 말은 배움과 생각의 문제이다. 지식을 얻는 일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거

쳐야 하지만, 한 가지만 한다면 얻는 것이 없고 위태로워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논어』에 등장하는 말은 아홉 가지 생각을 뜻하는 구사(九思)이다. 이 내용도 자세

히 분석해 보면 어떤 행동 가령 보거나 듣거나 일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경험과 관계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생각을 같이하도록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궁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험과 생

각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경험 없는 생각은 공허하고 생각 없는 경험은 무질서하다’라는 격언과

도 일맥상통하다고 하겠다. 

결론 부분에서 율곡 선생은 선비들이나 왕이 독서를 하지만 참된 유학자가 적고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까닭을 말하였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책을 읽었지, 몸을 닦아 나라를 위해서 독서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바로 공부의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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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위의 글에서 궁리는 오직 독서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바로 

궁리의 대상이다. 예컨대 요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횡단보도를 건넌 뒤의 동작을 보면 

딱히 급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럴 때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바로 궁리의 하나이다. 궁

리의 예를 한두 개 더 들어보시오.

2.  이치를 연구하는 궁리(窮理)와 그 이치를 힘써 행하는 역행(力行)은 비유하자면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라서 어

느 한 쪽만 있어서는 안 되며, 상호보완적인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율곡 선생이 동시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선생은 선(善)에 대한 지식을 기르고자 한다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

은 방법이 없다는 선현(先賢)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욕심을 줄이는 행동이 어째서 선에 대한 지식을 기르는 것과 

관계가 되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3.  율곡 선생은 성현(聖賢)의 말씀을 통해서 독서는 단순한 표면적 지식습득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이치를 궁리

하여 덕을 쌓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덕(德)은 궁리를 통해 얻은 그 이치를 역행(力行)함으로써 쌓이므로, 궁극

적으로 독서는 그 습득한 지식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독서 방법

과 율곡 선생이 말한 독서 방법을 비교하여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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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서(四書)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의 네 책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이다. 이 사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논

어』·『맹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애독하는 고전 중의 하나이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의미이다. 그렇다면 사서라는 말이 언제 등장했으며, 사서 가운데  『대학』과 『중용』은 어떤 책으로부터 독

립되어 나왔는지 조사해 보세요.

*사서라는 말이 생긴 시기 : 

* 『대학』과 『중용』이 원래 들어 있던 책 :

5.  육경(六經)에는 어떤 책이 들어 있는지 조사하여 보세요.

*육경 : 

6.  율곡 선생은 역사책을 볼 때는 반드시 국가의 치란(治亂)·안위(安危)·흥폐(興廢)·존망(存亡) 등의 이유를 살펴야 하

며, 또 이런 것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역사에 대

한 논쟁이 적지 않다. 역사가 그만큼 우리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제껏 어떤 역사서를 

어떻게 읽었으며, 그 역사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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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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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夏 : 여름/曰 : 말하다/博 : 넓다/學 : 배우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篤 : 도탑다, 신실하다/志 : 뜻, 의향/切 

: 절박하다, 정성스럽다, 끊다/問 : 묻다/近 : 가깝다/思 : 생각하다/仁 : 어질다, 사랑/在 : 있다/其 : 그/中 : 가운데

*조건절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 사람, 주절주어는 仁이다.

*學·篤·問·思는 조건 절의 동사, 在는 주절의 동사이다.

*而 : 문장을 접속하는 어조사로 모두 순접으로 쓰였는데 ‘~하고’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박학(博學) : 널리 배움. 또는 학식이 매우 넓고 아는 것이 많음

*독지(篤志) : 뜻이 돈독함. 또는 인정이 두터운 마음씨

*궁리(窮理) : 이치를 알아내는 것

*역행(力行) : 힘써 행하는 것, 곧 이치를 힘써 실천하는 것

*인(仁) : 공자의 핵심사상으로 어질다, 인간됨, 사랑 등으로 옮김

해석

 자하(子夏)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되 뜻을 도탑게 하고, 절실하게 묻되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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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횡거문집(橫渠文集)』).

한자 풀이와 해설 

 義 : 옳다, 의롭다/理 : 이치/有 : 있다/疑 : 의심하다, 의혹/則 : 곧, 법칙/濯 : 씻다/去 : 제거하다, 떠나다/舊 : 예, 오

래되다/見 : 보다, 견해/以 : 대개 수단·방법·도구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來 : 오다, 부르다/新 : 새로운/意 : 뜻, 생각

* ~則~ : ‘~하면 ~하다’를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의리(義理)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문장의 내용과 뜻

해석 

의리(義理)에 의심이 있으면 묵은 견해를 씻어 버리고 새로운 뜻을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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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실하라 

도 입

여러분들이 다니거나 다녔던 학교의 교훈이나 학급의 급훈 때로는 집안의 가훈 가운데 ‘성실(誠實)’이

니 ‘근면(勤勉)’이니 하는 것을 자주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매우 뜻이 깊고 중요한 말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성실이라는 말은 유학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국어

사전을 보면 그 뜻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풀이하여 대체로 본래 말하는 것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껏 자기 몸을 닦는 수기(修己)의 공부 가운데 지식을 획득하는 공부를 말했다면 앞으로 실천하는 

공부가 남아 있다. 그런데 실천이란 아무렇게 성의 없이 되는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성껏 최

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자기 개인의 일이든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든 모두 그러하다. 그러한 태도

가 성실이다.

그렇다면 율곡 선생이 소개하는 성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본 문

[율곡의 풀이] 

이치를 궁구(窮究 : 속속들이 깊이 연구함)하는 것이 이미 밝아졌으면 궁행(躬行 : 몸소 스스로 행함, 역행과 같은 

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성실한 공부를 한다. 그러므로 성실(誠實)이 궁행

(躬行)의 근본이 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충(忠)과 신(信)을 위주로 하라.”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제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한다. 성실하게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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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忠)은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며, 신(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대학] 

뜻을 성실(誠實)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니,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며 미색을 좋아하듯

이 하는 것을, 이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기 혼자 아는 곳을 

삼간다.

[중용] 

성실은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을 귀하게 여

긴다.

[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성실함은 천도(天道)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人道)이다.”

[율곡의 풀이] 

하늘에는 성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기화(氣化 : 기의 변화)가 쉬지 아니하고 유행(流行)하며, 사람에게

는 성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계속해서 환히 밝고 틈이 없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

늘의 이치와 어긋나게 된다. 어버이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지만 

효도하는 자는 드물고, 형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으면서도 공

경하는 자는 적으며, 입으로는 부부(夫婦)간에 서로 공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안을 가지런히 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어진 이를 보면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색(色)을 좋아하는 데로 옮아가고, 사악(邪惡)한 자를 보면 미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첨을 받아들이기를 사사로이 좋아한다. 벼슬에 있는 자는 청렴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청렴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기르고 

가르칠 것을 말하면서도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르거나 가르치지도 않는다. 또 혹은 억지로 인의(仁

義 : 착함과 의로움)에 힘써서 겉으로는 볼만할 듯하나,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은 인의에 있지 않다. 속이

고 거짓된 것은 오래가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재빠르게 설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게을러지니,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모두 성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 되니, 

어디를 간들 갈 수 있겠는가? 마음이 성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진실할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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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그러므로 주자(周子: 북송의 周敦頤)가 말하기를, “성실이란 성인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 지도자로서 남을 다스리는 것)의 근본이다. 지금 비록 따

로 한 장(章)을 만들어 그 대개를 진술하였지만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는 실로 상하의 모든 장(章)을 꿰뚫

고 있다. 예컨대 뜻[志]은 성실함이 없다면 서지 않을 것이고, 이치는 성실함이 없다면 알지 못할 것이

며, 기질(氣質)은 성실함이 없다면 변화시킬 수 없으니, 다른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다.

해 설

본문에서 소개하는 성실의 한자 원문은 ‘성(誠)’인데, 성실에 대한 역사가 깊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유학에서 깊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한자 ‘성(誠)’에 대한 뜻을 찾아보면 대개 ‘정성’, 

‘진실’, ‘참’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본문에서는 『대학』·『논어』·『맹

자』·『중용』의 사서(四書) 가운데서 성실과 관계된 대표적인 말을 소개하였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문화 때문에 마치 조폭의 졸개들이 두목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충성을 조

직의 리더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 곧 성실을 다해야 하니 

임금에게나 조직의 리더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다. 그들이 잘할 때 복종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잘못하는 경우에는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하는 것도 또한 충성이다. 

그런데 성(誠)이라는 말의 뜻을 정성이나 진리 참 등으로 풀이할 때 어디에 그 근거를 두었을까? 

본문의 『맹자』에서 “성실함은 천도(天道)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人道)이다.”라고 말했는데, 

성실한 것은 천도 곧 자연의 길이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 곧 인간의 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의 길이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연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계절이 차례대로 번갈아 

바뀌면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길러내어 이루게 한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운행한다. 그래서 『중용』에서 “성실은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는 것이

다.”라고 하였다. 자연이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물이 생겨나고 자라고 이루겠는가? 인간

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자연을 볼 때 정성스럽고 참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

다. 자연처럼 인간도 자신의 일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하고, 임금 또는 지도자가 백성이나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래

야 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자신의 할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믿음 곧 신뢰

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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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이 성실 장을 읽노라면 마음이 실로 숙연해진다. 특히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는 말에 이르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아버지가 아버지 도리에 성실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고, 학생이 학생 도리에 성실하지 않

으면 학생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도리에 성실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어찌 간담

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성실은 우리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

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사례를 두 가지 더 들어 보세요.

2.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달리는 KTX 열차를 탔을 때 달리는 속도에 감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빨리 달리

다가 바퀴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바퀴 탈선으로 일

어난 대형사고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성실성은 

개인의 자질의 문제에만 달려있을까? 율곡 선생이나 유학의 주장은 개인의 자질을 강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

다. 개인의 자질의 강조와 함께 또 이들의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3.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한마디로 그 배의 운항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배를 관리하는 

회사의 불성실한 문제에서 비롯한 일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사물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사건

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행동했다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래서 제2의 ‘세월호 사건’은 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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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이 그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말해보세요.

4.  사실 율곡 선생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성실은 어떤 개인적 이득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 일이 옳다면 성실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도덕적 능력이 요구되는 주장이다. 그런 도덕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군자

라 일컫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서 스스로 군자가 되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런데 율곡 선생이나 성현들은 누구나 이런 군자가 될 수 있는 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게 유학의 핵심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인간일지라도 아무리 작다 해도 도덕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못 빠지게 도와주는 행위 따위가 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각자의 경험에서 이런 

사례를 한 가지만 더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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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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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 위대한 스승의 성 뒤에 붙이는 글로서 ‘~선생님’의 뜻/曰 : 말하다/ 古 : 옛, 옛날/之 : ‘~의’를 뜻하는 어조

사/學 : 배우다/者 : 사람/爲 : 위하다, 되다/己 : 자기/今 : 이제, 지금/人 : 남, 사람

*병렬문으로 양쪽 모두 주어는 學者이며 동사는 爲이다.

*爲己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덕이나 인격을 위한다는 뜻

*爲人은 남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거나 남을 가르쳐 이득을 얻기 위한다는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위기지학(爲己之學) :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

*위인지학(爲人之學) : 남에게 보이기 위하거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학문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배웠는데,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은 남

을 위하여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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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誠 : 정성, 성실/者 : ~것/天 : 하늘/道 : 길, 도리/也 : 문장 뒤에 붙는 어조사/ 思 : 생각하다/人 : 사람/ 之 : ~의

*誠者는 성실한 것 또는 성실을 말함

*思誠은 성실하고자 생각하는 것으로 성실하고자 하는 것을 뜻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도(天道) : 직역하면 하늘의 길로서 자연의 원리를 뜻함

*인도(人道) : 사람의 길로서 사람의 도리를 뜻함

해석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성실한 것은 천도(天道)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人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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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질을 바로 잡으라 

도 입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앞장에서 말한 성실(誠實)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매사에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운가?

사실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려면 끈기와 용기와 인내심이 있고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

능하다. 반면에 끈기가 없고 겁이 많으며 쉽게 포기하고 게으른 성격을 지닌 사람은 결코 성실할 수 없

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적 성향에 달려있다

고 하겠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성실히 공부하면 그런 기질

도 바꿀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성격이나 성향을 기질(氣質)이라고 불렀는데, 율곡 선생도 이런 기질을 바꿀 수 있다

고 여겼다. 이 장에서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 그것을 바로잡는 공부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이미 학문을 성실히 했다면 반드시 치우친 기질(氣質)을 고쳐서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張子 : 張載)가 말하기를 “학문의 큰 이익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였으니, 이것

이 기질을 고치는 것을 성실 다음에 둔 이유이다. 

[통서(通書)] 

굳센 기질의 장점은 의롭고 곧고 결단 있고 엄하고 굳세며 견고하나 단점은 사납고 좁고 강경하다. 

부드러운 기질의 장점은 자애롭고 순하고 공손하나 단점은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간사하고 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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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직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도리가 성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가르

침을 세워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악을 바꾸어 중용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게 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으로 서로 멀어진다.”

[논어] 

안연(顔淵)이 인(仁)함에 대하여 물었더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을 행함이니라.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온천하가 그 인함을 인정할 것이다. 

인을 행함은 자기를 말미암으니 남을 말미암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연이 “그 조목을 묻습니다.”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

면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안연은 이르기를 “제가 민첩하지 못하지만 이 말을 받들겠습니다.”라

고 하였다.

[중용]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

[중용]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능하지 못한 것을 그만 두지 않고,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물을 바에

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생각할 바에는 터득하지 못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분변하지 않으면 몰라도 분변할 바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행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백 번이라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천 번이라

도 한다.

[율곡의 풀이] 

일기(一氣)의 근원은 맑고 텅 빈 것이지만 다만 활동하는 양기와 고요한 음기가 서로 상승하기도 하

고 하강하기도 하면서 어지럽게 흩날리다 합쳐져 질(質)을 이루고 드디어 그 기질이 이루어진 것이 고

르지 못하다. 동식물은 치우치거나 막히게 되면 다시 이것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 단지 사람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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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에 맑음과 탁함, 순수함과 혼잡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아서 변화시킬 수 있

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모두 요순(堯舜)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어

찌 빈말이겠는가? 

기(氣)가 맑고 바탕[質]이 순수한 사람은 앎과 실천을 힘쓰지 않고도 능히 알고 행할 수 있으니 더할 

것이 없다. 기는 맑으나 바탕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아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실천에는 능숙하지 못

한데, 만일 반드시 성실하고 독실하게 몸소 실천하면, 행실이 바로 서서 유약한 자가 강해질 것이다. 

바탕은 순수하나 기가 탁한 사람은 행함에는 능숙하지만 아는 것에는 능숙하지 못한데, 만약에 묻고 

배우는 데 힘쓰기를 반드시 성실히 하고 정밀하게 하면, 지식이 통달하여 우매한 자가 명석해질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기예(技藝)에 대해 말하면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시험 삼아 음악을 배우

는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해보자. 어린 사내아이나 여자아이가 처음에 거문고와 비파를 익히면서 손

가락을 놀려 소리를 낼 때는 듣는 사람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 하지마는, 쉬지 않고 노력하여 점점 그 

아름다운 음률을 이루고 그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소리가 맑고 조화로우며 막힘이 없어 정

묘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저 어린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어찌 음악을 나면서부터 잘 

했겠는가? 오직 실제로 노력하고 학습한 것이 쌓여 익숙해졌을 뿐이다. 모든 기예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학문으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 그런데 세상에 절묘한 기예

를 가진 백공(百工 : 온갖 장인)은 있으나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 그 기질을 변화시킨 자를 보지 못했으니, 

이는 다만 그 지식을 넓히고 말솜씨에만 힘을 쏟는 데서 온 결과이다. 그리하여 기질이 굳센 자는 끝

내 부드러움을 갖지 못하고, 부드러운 자는 끝내 굳셈을 갖지 못한다. 탐욕한 자가 청렴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고, 잔인한 자가 자애로워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으며, 경박한 자가 신중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실제 노력하는 일이 백공의 기예에만 있을 뿐이고 학문에는 없는 것이니, 이 

얼마나 탄식할 노릇인가? 

해 설

사람의 자신이 타고난 육체의 기질에 따라 성격이나 태도가 형성된다. 물론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환경이나 교육 그리고 자기 수양은 이러한 좋지 못한 기질을 바꾸는 요인이 된다. 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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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누구나 이렇게 기질을 바꾸는 공부를 계속하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기예는 연마하여 향

상시킬 줄 알면서 학문으로 기질을 고치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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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자신의 재주나 기술을 갈고 닦아 절묘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많다. 지금도 기술자나 예술가들을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율곡 선생은 “사람의 실제 노력하는 일이 백공(百工)의 기예에만 있을 뿐이고 학문에는 없는 

것이니, 이 얼마나 탄식할 노릇인가?”라고 하여,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 인격적으로 훌륭한 군자나 성인이 없

음을 한탄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성인이나 군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율곡 선생이 이런 기

술 또는 예술의 경지와 도덕의 경지를 똑같은 것으로 본 논리의 오류일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현실에서 성인·군자가 없는 이유 :

*율곡 선생의 논리에 대한 의견 :

2.  기질(氣質)은 타고나는 것이다. 다만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 이 성질(性質)만은 고쳐야겠다

고 자각하였거나,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이에 반성하고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질을 바꾸고 구습(舊習)을 혁신하는 공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공부 중의 공부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여러분들에 고쳐야 할 기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3.  세운 뜻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남보다 백 배, 천 배 노력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하

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도에 포기하는 까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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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주는 까닭 :

4.  사실 기질 또는 성격을 바꾸는 일은 율곡 선생이나 유학자들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현대의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다. 오히려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성현들의 말씀이 현대에 무가치한 것일까? 인문학의 가치에 입각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기질변화에 대한 내 생각 :

5.  율곡 선생은 다른 만물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만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까닭이 어

디에 있다고 하는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교육학 등에서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지어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한 역사적 인물에서 그 예를 찾아 말해 보시오. 

*본문에서 기질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 : 

*역사적으로 교육을 통해 크게 바뀐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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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子
자

曰
왈

 非
비

禮
례

勿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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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非
비

禮
례

勿
물

聽
청

하고 非
비

禮
례

勿
물

言
언

하고 非
비

禮
례

勿
물

動
동

하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非 : 아니다/禮 : 예법/勿 : ~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내는 말/視 : 보다/聽 : 듣다, 받아들이다/言 : 말하다, 말/動 : 움

직이다, 행동하다

*모두 금지하는 네 문장으로 연결 되어 있는데 모두 명령문이다.

*非A勿B : A가 아니면 B하지 마라의 숙어이다. 

*극기복례(克己復禮)의 구체적 사례를 표현한 말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 시청언동(視聽言動) :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인간이 삼가야 할 행위를 통틀어 

표현한 말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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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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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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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중용』).

한자 풀이와 해설 

 博 : 넓다/ 學 : 배우다/之 : 대명사/ 審 : 자세하다, 살피다/ 問 : 묻다/ 愼 : 삼가다/ 思 : 생각하다 /明 : 밝다/ 辨 : 분

별하다/ 篤 : 도탑다, 독실하다/ 行 : 행하다

*주어는 일반 사람으로 생략되었다.

* 之 : 동사 學·問·思·辨·行의 목적어이다. 이 문장의 앞에서 말한 내용을 대신 받는 대명사로 쓰였다.

*博·審·愼·明·篤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학문사변(學問思辨) :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일

*심문(審問) : 자세히 물음 또는 따져서 물음

해석

그것을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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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氣)를 길러라 

도 입

어떤 사람이 힘이 없어나 풀어죽어 있을 때 흔히 우리는 ‘기가 죽었다’라고 말한다. 기가 죽었으니 

기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기죽을까봐 야단치거

나 꾸중도 안한다. 그 때문에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도 하는데 기를 잘못 살리기 때문이다. 기에

는 오기(傲氣)·바람기·생기(生氣)·살기(殺氣)·장난기·혈기(血氣) 등 종류가 수없이 많다. 분별없이 기를 무

작정 살리거나 길러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를 길러야 할까? 또 기를 기른다는 것은 요즘말로 무엇을 기른다는 뜻인가? 기를 

기르는 일을 한자로는 양기(養氣)라고 하는데, 율곡 선생이 이 장에서 길러야 한다고 말하는 기는 지기

(志氣)로서 도덕적 의지나 용기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 의지나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본 문

[율곡의 풀이] 

기질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지만, 바른 기(氣)를 보존하여 기르는 데 치밀하지 않

아서도 안 된다. 바른 기를 보존하여 기르는 것이 곧 객기(客氣 :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특한 기운이나 여기서는 바른 성품에서 나오지 않는 혈기를 일컫는 말)를 바로잡아서 다스리는 방법이니, 이는 

실로 두 가지 일이 아니지만, 그 말이 각각 주안을 두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기(志氣 : 일종의 도덕적 의지와 

기백)를 기르는 것과 혈기(血氣)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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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본심(本心)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맹자] 

우산(牛山)의 나무들이 아름다웠었는데, 큰 나라의 교외에 있어서 도끼로 남벌하였다. 그러니 그 산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밤낮으로 길러 주고 비와 이슬이 적셔서 풀과 나무의 싹이 돋아나지 않

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또 몰고 가서 마구 먹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벌거숭이산이 되고 말았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벌거숭이산을 보고 그곳에는 본래 나무가 없었다고 여긴다. 이것이 어찌 그 산

의 본모습이겠는가? 

사람에게도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 사람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일 또한 도끼가 나무를 

쳐내는 것과 같다. 날마다 찍어 낸다면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밤사이 길러주는 것과 새벽의 청명한 

기(氣)에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남들 같지 않다면, 이는 낮에 저지른 소행이 양심을 속박해서 없어

지게 해기 때문이다. 이런 양심의 속박이 반복(反覆)되면 밤중에 자라나는 청명한 기 곧 야기(夜氣)가 보

존되지 못하고, 밤중에 자라난 청명한 기가 보존되지 못하면 금수(禽獸)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사람들

이 금수와 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은 본래 아름다운 재질(才質)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것이 어찌 사

람의 본모습이겠는가? 그러므로 진실로 보존하고 기르기를 잘하면 생장하지 않는 것이 없고, 진실로 

보존하고 기르기를 잘못하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이미 양심을 잃었다고 해도 밤낮으로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날 샐 즈음 외물과 접촉하기 이전 기가 청명할 때에는 그래도 양심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발현되는 양심이 지극히 미약한 데다 낮에 저지르는 착하지 못한 소행이 또 뒤따라, 그 양심을 속박

하여 소멸시킨다. 이는 마치 산의 나무를 베어 버려도 싹이 돋아나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소나 양을 방

목하여 없애 버리는 것과 같다.”

[맹자]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 됨됨이는 지극히 크고 굳세니, 이것을 자신의 정

직(正直)함으로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義)와 도(道)를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위축된다. 이 호연지기는 의(義)를 모아 쌓은 것에서 생기는 것이며, 밖에서 의가 엄습해 

와서 얻는 것이 아니니, 자기가 행한 것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호연지기는 위축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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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에게는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젊었을 때에는 혈기(血氣)가 아직 안

정되지 않았으니 색(色)을 경계해야 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한창 왕성하니 싸움을 경계해야 하

며, 늙어서는 혈기가 쇠약해졌으니, 이득을 탐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율곡의 풀이] 

인의(仁義)의 마음은 사람마다 똑같이 받았으나 타고난 바탕에 트인 것과 가린 것이 있으며, 진기(眞

氣 : 기의 원래 상태인 참된 기)는 사람마다 같이 가지고 있으나 혈기에 허(虛)와 실(實)이 있다. 인의의 마음을 

잘 기르면 가린 것이 열릴 수 있어서 그 천부의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고, 진기(眞氣)를 잘 기르면 

허(虛)가 실(實)로 될 수 있어서 그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기르는 방법도 내 

마음 밖에서 다른 사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흔들리거나 손상되지 않게 할 따름이다. 천지의 

기화(氣化 : 자연속의 기가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것)는 끊임없이 만물을 생겨나게 하면서 잠깐 동안이라

도 정지하지 않는데, 사람의 기(氣)는 천지와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양심과 진기(眞氣)도 천지의 기화(氣

化)와 함께 생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갈래로 상(傷)하고 해(害)를 입어 생장하는 것이 소멸하는 것을 

이겨 내지 못하여, 그 때문에 마음은 금수(禽獸)가 되고 기(氣)는 일찍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니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심을 해치는 것은 귀·눈·입·코와 사지(四肢)와 관계된 욕망이고, 진기(眞氣)를 해치는 것도 이 욕망

으로 인한 것이다. 귀와 눈이 음란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마음에 해로우며, 

그리고 음란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은 뼈를 부수는 도끼와 톱이 된다. 입이 즐기고 좋아함이 있는 것

은 진실로 마음에 해로우며,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반드시 오장(五臟)을 상하게 한다. 한가하고 안일

한 것은 근육과 맥(脈)을 늘어지게 하여, 드디어 행동과 휴식이 올바른 도리에서 어긋나게 한다. 희(喜)

와 노(怒)가 과불급이 없는 중용을 잃으면, 마음은 날로 방자해지고 기는 날로 방탕하게 되어, 마침내는 

일기(一氣)가 두루 통하는 것이 끊어지고 백해(百骸 : 인체를 구성하는 뼈)의 유대가 풀어지게 되니, 장차 어

떻게 천명을 온전하게 하여 세상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마음을 기르는 것과 기를 기

르는 것은 실로 한 가지 일이다. 양심이 날로 생장하고 상하게 하거나 해치는 것이 없어서 마침내 그 

가리고 있던 것을 모조리 다 없애 버리는 데에 이르면,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성대하게 흘러서 장차 천지

와 한 몸이 된다. 죽고 사는 것과 길고 짧은 것은 비록 정해진 분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 할 도리를 다한

다면 어찌 스스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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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기는 동양 고래로부터 자연과 인간에 있어서 물질과 생명과 관계되며 존재하는 사물의 제 현상을 설

명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기는 정신과 물질현상을 아울러 설명하는 대단히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다. 굳이 번역한다면 에너지·힘 또는 생명력과 물질의 근원 등으로 

말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율곡 선생의 말 속에도 이런 개념이 일부 녹아 있다.

본문에서 먼저 고대의 기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였다. 우선 공자가 말한 혈기(血氣)가 그것인데, 이것

은 요즘말로 생체에너지이다. 이 생체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나이에 따라 여색과 싸움과 탐욕에 빠질 

수 있어, 그 혈기를 바른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뒤이어 맹자가 “본심을 기르는 데는 욕

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말도 공자의 이 말과 일맥상통한다. 욕심을 줄여야 잘

못된 혈기의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욕심을 줄이는 것은 기를 기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된다. 바로 율곡 선생이 양심을 해치

는 것은 귀·눈·입·코와 사지(四肢)와 관계된 욕망이고, 진기(眞氣)를 해치는 것도 이 욕망 때문이라는 것

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율곡 선생의 말에서 기 곧 진기(眞氣)를 기르는 일과 선량한 마음인 양심을 

기르는 일이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양심이야말로 인간 본심이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맹자이다. 중국에 있는 우산(牛山)을 비유

로 벌거숭이산이 우산의 본 모습이 아니듯 황폐한 인간의 마음도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이 주장은 그의 성선설(性善說)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본심으로서 착하고[仁] 정의로운

[義] 마음이 있다고 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의 본심으로서 양심을 잃어버렸기때문에 착하지 않게 보일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본심이랄까 양심을 회복하는 방법이 욕심을 줄이거나 기를 기르는 것이라

고 한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방법이 등장한다. 호연지기는 대한민국에서 초중

등학교를 다녔으면 한번쯤 들어 봤을 말이다. 바로 극기수련에 참여했을 때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길렀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호연지기는 도덕적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義)와 도(道)와 짝이 된다고 한다. 무슨 말인

고 하니 호연지기는 정의와 진리와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도덕적이지 못하면 길러지지 않

고 위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행동을 쌓아감으로써 점차 크게 키우는데, 정직하게 키워서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 하늘과 땅에 땅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한다. 정말로 이렇게 기운이 왕성하다면 천

하에 무서울 게 없고 실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사람이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거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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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지 않기 때문에 큰 도덕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율곡 선생은 일종의 도덕적 의지나 기백라고 할 수 있는 지기(志氣)를 기르는 것과 혈기를 다

스리는 것에 대해 말했다. 지기(志氣)를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진기(眞氣)와 또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등장

시켰고, 혈기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욕심을 줄이는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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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기를 기른다는 양기(養氣)는 정기(正氣) 또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다는 말로 실은 선량한 본심을 기른다는 양

심(養心)과 같은 말이다. 몸에 사기(邪氣)와 탁기(濁氣)가 있어서는 선량한 본심을 보존할 수 없고, 정기(正氣)와 청기

(淸氣) 등이 가득해야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기를 수 있어서이다. 율곡 선생은 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성현의 말씀

을 인용하여 욕심을 줄이는 것과 의로운 행동을 쌓는 것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평소 여기에 한결같게 뜻을 

두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지기(志氣)라는 말이 아울러 등장하였다. 그래서 맹자는 “뜻은 기의 장수이

다.”라고 하였다. 앞의 제2장에서 뜻을 세운다는 입지(立志)와 이 장의 기를 기르는 양기(養氣)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기의 뜻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자.

2.  율곡 선생은 성현(聖賢)의 말씀을 인용하여 평소 지기(志氣)를 길러서 선(善)으로써 몸의 욕구(欲求)를 잘 조절하면 

몸의 혈기가 오히려 왕성해져서 건강이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다. 술이나 흡연 등을 조절하거나 끊는 것을 예로 

들어 이 말이 타당한지 논해 보시오. 

3.  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선량한 마음을 기르는 양심(養心)과 진기(眞氣)를 기르는 양기(養氣)는 실은 한 가지 일이니, 

선량한 마음이 날로 늘어나면 마침내는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성대하게 흐르게 된다고 하고 있다. 율곡 선생은 윗

글에서 선량한 마음과 진기(眞氣)를 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선량한 마음과 진기를 해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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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자의 호연지기는 기를 잘 기르면 그와 같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조선말 

동학(東學)에도 기를 바르게 하면 이와 유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약간 다르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성령(聖靈)을 체험하면 인간은 나약하지만 큰 용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의 신학자 가운데는 이 성

령도 하느님의 기(氣)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세 가지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 :

*차이점 :

5.  기를 잘 기르면 정말로 도덕적 의지나 용기처럼 큰 힘을 정말로 발휘할 수 있을까? 맹자의 말대로 호연지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극기수련에서 호연지기를 체

험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또 우리는 종종 기를 이용하여 신비체험을 하거나 질병의 치료나 건강에 효과

를 보았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기와 맹자의 호연지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호연지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기 :

*호연지기와 신비체험에서 말하는 기의 차이점 :

6. 기가 무엇인지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 보시오.

*기 :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제7장 기를 길러라│57

한문 익히기

牛
우

山
산

之
지

木
목

이 嘗
상

美
미

矣
의

로되 以
이

其
기

郊
교

於
어

大
대

國
국

也
야

하여 

斧
부

斤
근

으로 伐
벌

之
지

하니 可
가

以
이

爲
위

美
미

乎
호

아?(『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牛 : 소/山 : 뫼, 산/木 : 나무/嘗 : 일찍이, 언젠가/美 : 아름답다/矣 : 문장 뒤에서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

以 :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어조사/其 : 그/郊 : 성 밖, 교외. 여기서는 동사로 쓰임/於 : ~에/大 : 크다/國 : 나

라/也 : 문장 뒤에 오는 어조사/斧 : 도끼/斤 : 도끼/伐 : 베다/之 : 여기서는 木을 뜻하는 대명사/可 : ~할 수 있

다/爲 : ~하다, ~이다/乎 :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牛山 : 고유명사

*以~也 : ~했기 때문에, ~해서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부근(斧斤)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해석

 우산(牛山)의 나무들이 아름다웠었는데, 큰 나라의 교외에 있어서 도끼로 남벌하니 그 산이 아름다

울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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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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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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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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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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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
기

也
야

는 至
지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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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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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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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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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면 則
즉

塞
색

于
우

天
천

地
지

之
지

間
간

이니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我 : 나/善 : 잘/養 : 기르다/吾 : 나/浩 : 크다/然 : 그러하다/之 : ~의/氣 : 기운/其 : 그/爲 : 되다/也 : 어조사/至 

: 지극하다/大 : 크다/剛 : 굳세다/以 : 도구나 방법을 뜻하는 어조사/直 : 곧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無 : 없다/

害 : 해롭다/則 : 곧/塞 : 차다, 막히다/于 : ‘~에’를 뜻하는 어조사/天 : 하늘/地 : 땅/間 : 사이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

*以 ~ 則 ~ : ~로서 하면 ~하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호연지기(浩然之氣) :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용기 또는 의지

*양기(養氣) : 기를 기름

해석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 됨됨이는 지극히 크고 굳세니, 이것을 자신의 

정직(正直)함으로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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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마음을 바르게 하라 

도 입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속담이 있지만, 보통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마음만큼 제 맘대로 안 

된다고 한다. 행동은 고사하고 우선 마음부터 내 의지대로 안 되니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가 

필요하다. 누군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사실 앞에서 다룬 도덕적 의지나 용기로서 호연

지기를 기르거나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기질을 바꾸는 일도 모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과 관계된 일

이다. 이 장에서는 『대학』에 등장하는 정심(正心) 곧 마음을 바르게 하는 문제를 성리학에서 말하는 구

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 그 방법이 함양(涵養)과 성찰(省察)이며, 그 함양과 성찰을 관통하

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집중하는 경(敬 : 자기 마음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앞의 6장과 7장의 공부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正心) 아닌 것이 없으나 각각 주장하는 것이 있으

므로, 이 장에서 정심을 위주로 한 선현의 훈계를 따로 편집하여 함양(涵養)과 성찰(省察)의 뜻을 상세히 

논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경(敬)은 성학(聖學)에서 으뜸가는 주제이므로 철두철미하게 하여야지 

잠시라도 그치거나 끊어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장의 핵심은 경(敬)을 위주로 

하였다. 제3장의 거두어들이는 수렴(收斂)은 경(敬)의 처음이요, 이 장은 경의 끝이다.

[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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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맹자의 이른바 존양(存養 :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은 동(動 : 활동)과 정(靜 :머물러 있음)을 관통하여 

말한 것으로, 『대학』의 성의(誠意 : 뜻을 성실하게 함)와 정심(正心 : 마음을 바르게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선현들이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의 공부를 논하면서 존양(存養)과 함양(涵養)을 말한 것이 많으므로, 그 

긴요한 말을 가려내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희노애락(감정이나 구체적 생각)이 아직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마음이 고요하여 진실로 털끝만한 생각도 없다. 다만 고요한 가운데 사물을 지각하

는 마음만은 어둡지 아니하고 공허하여 아무 것도 없는 듯하면서도 만상(萬象)이 숲이 우거진 것처럼 빽

빽하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곳은 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敬)으로 이 마음

을 지키어 오래도록 이 마음을 함양하면, 저절로 이해하는 힘을 얻게 된다. 이른바 경(敬)으로 함양한다

는 것도 또한 다른 방법이 아니니, 다만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 마음을 깨

어있게 하여 조금도 어둡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서경(書經)] 

성인(聖人)이라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

[맹자]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없어져서 출입이 정해진 때가 없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일 것이다.”

[대학]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

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주역(周易)] 

군자는 경(敬)으로써 내면의 마음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의 행실을 방정(方正)하게 한다. 경과 의

가 확립 되면 덕(德)이 고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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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정신을 집중하는 경(敬)은 본체(本體)이며 의(義)를 행하는 것은 작용(作用)이니, 사실은 경(敬)이 의(義)를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내면을 곧게 하는 경(敬)은 경(敬)으로써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며, 바깥 행

실을 반듯하게 하는 의(義)를 행함은 경(敬)으로써 일에 응하는 것이다.

[주역]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간사함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한다.”

[율곡의 풀이] 

배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음을 놓아버려 생각나는 대로 맡겨 둔다. 그러므로 그것이 쓸데없는 생

각인 줄 스스로 알지 못한다. 배우는 사람은 정좌(靜坐 :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로 하여 조용히 앉음)하여 마

음을 수습한 뒤에야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함을 알게 된다.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항상 경(敬)을 주장하여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을 당하면 마음을 집

중하여 각각 마땅히 머물러야 할 데에 머물러야 한다. 일이 없어 정좌(靜坐)하고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

면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깨달아, 악한 생각일 것 같으면 곧 용맹하게 단절시켜 털끝만

큼도 싹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선한 생각이면서 생각해야 할 일이라면, 이것은 선한 생각이 

때에 맞는 것이니, 그 이치를 궁구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 이 이치를 미리 밝혀야 한다. 만

약 이해(利害)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착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 이것은 쓸데없는 생

각이다.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났을 적에 싫어하는 뜻이 있으면 더욱 어지럽게 되고, 이 싫어하는 마음 

역시 쓸데없는 생각이니,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야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이 마음을 

붙들어서 쓸데없는 생각과 함께 밖으로 치달리지 말게 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칠 것

이다. 생각이 어지러울 때에 이 마음이 살펴 깨달아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알고 끌려서 밖으로 함

께 가지 않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들은 차츰 스스로 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힘을 써서 아침저녁

으로 힘쓰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만일 힘을 얻지 못하여 가슴이 답답하거나 우울한 생각이 들 때에는, 역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일념(一念)도 없게 하여 기상(氣象)을 맑고 온화하게 하여, 오랫동안 순수하게 익혀서 엉겨

서 정해지면, 항상 이 마음이 우뚝하게 서서 사물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 뜻과 같

지 않은 것이 없게 되고, 본체의 밝은 것이 가려지는 바가 없어서 밝은 지혜가 비추는 곳은 법도에 잘

못됨이 없을 것이다. 

장자(張子 : 북송의 철학자 張載)가 말하기를, “마음이 안정된 연후에 광명(光明)이 있는 것이니, 만약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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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 바뀌고 옮아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빛이 나겠느냐?”고 하였다. 급하게 조석(朝夕)으로 효과

가 나타나기를 바라다가 효과가 없으면 곧 타락(墮落)하는 생각을 생겨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정심(正心)

은 평생을 두고 할 사업으로, 그 중요한 것은 방씨(方氏 : 송대 유학자 方蛟峯)가 “마음을 비우면 주재(主宰)하

는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해 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특별한 일이 없어 고요한 마음

으로 머물러 있을 때와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이 움직였을 때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이 있건 없

건 이 두 상황을 관통하는 것은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한 곳에 집중하는 경(敬)이다.

먼저 특별한 일이 없어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의 마음공부는 우선 몸의 자세에서 정좌(靜坐)를 권한

다. 바르게 앉아 마음을 가라 앉혀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의 싹이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이 항

상 깨어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잡념이나 헛된 생각에 내 마음이 끌려가게 않게 하며 밝은 마음의 상태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로 이것을 존양(存養) 또는 함양(涵養)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보존

하고 본성을 따른다는 뜻이다. 본성이란 인간이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이므로 인간 마음속에 갖추어

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잘 따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다. 이 때 깨어있는 마음이 경(敬)이다.

다음으로 어떤 일을 당해서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났을 때에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 반성(反省)한다고 하는데 그 일에 특별한 잘못이나 하자가 없더라도 되돌아 살펴보는 

것이 반성의 진정한 의미이다. 바로 이것처럼 마음이 외물에 접촉하여 움직였을 때 그 마음이 바름을 

얻었는지 살피는 것이 성찰(省察)이다. 이는 사실상 일을 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자신의 마음이 도리에 

맞았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공부이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나 두려움이나 좋아하

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 있어 바른 마음의 상태를 잃었는지 살펴야 한다. 물론 이 때에도 마음을 감독

하고 주관하는 역할이 경(敬)이다.

불교에서도 말하고 현대 심리학자들도 말하지만 마음은 여러 종류가 있다. 바로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경(敬)은 함양과 성찰에 있어서 마음을 감독하고 주관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다. 인간사회에 비

유하자면 이 경(敬)은 경찰이나 검찰에 해당된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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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곡의 풀이]를 읽고 함양(涵養)의 측면에서 말해 보세요.

*정심(正心)이란? :

2.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곡의 풀이]를 읽고 성찰(省察)의 측면에서 말해 보세요.

*정심(正心)이란? :

3.  이 장의 성찰(省察)은 자기 스스로 제 마음의 선악과 마음의 존재 여부를 살펴서, 마음의 악을 다스리고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성인(聖人)과 미치광이도 여기서 갈라지는 만큼 내면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곧 자기 몸을 수양하여 

남을 다스린다는 논리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에서 자기 내면조차도 성찰할 

수 없는 사람이 단지 인기에 의해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 자신은 물론 모두의 불행이다. 이 경우 그런 불행을 예

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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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찰(省察)의 공부는 자기 내면을 살펴 마음의 악을 다스리고 방심한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실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이나 감정이 싹트지 않았을 때의 함양의 공부가 상식적으로 쉽지 않아 보

인다. 왜냐 하면 아무 생각이나 감정도 없는 상태의 마음은 그저 멍하니 있는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다. 그 마음이 멍하지 않고 밝게 깨어 있어 잡념이나 헛된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각자의 정좌(靜坐)

하여 실천해 보고 가능성 여부를 말해보시오.

*가능성 여부 : 

5.  율곡 선생이 말한 정좌(靜坐)하여 하는 함양(涵養)은 몸의 자세는 같을지라도 그 성격은 명상이나 참선과는 확실

히 다르다. [율곡의 풀이]를 읽어보고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세요.

*함양이 명상이나 참선과 다른 점 :

6.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정심(正心)을 정리해 보면 생각이 싹이 싹트지 않았을 때와 생각이나 감정이 표출되었을 

때의 공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가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활동한 마음이 바름을 얻

었는지 자기의 내면을 살펴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율곡 선생의 이런 설명은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다. 각

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바로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해보자.

*나의 마음 바로잡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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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惟
유

聖
성

이라도 罔
망

念
념

하면 作
작

狂
광

하고 惟
유

狂
광

이라도 

克
극

念
념

하면 作
작

聖
성

이니라(『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惟 : 생각하다, 오로지/聖 : 성스럽다, 성인/罔 : 없다, 그물/念 : 생각하다, 생각/作 : 되다, 만들다/狂 : 미치다, 미치

광이/克 : 능하다, 해내다, 이기다

*앞뒤로 대구를 이루는 문장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 망념작광(妄念作狂) :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된다는 뜻이나 생각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뜻으로 쓰임

* 극념작성(克念作聖) : 미치광이도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는 뜻이지만 뜻이 변하여 성인의 언행을 잘 생

각하여 수양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성인이 됨을 말함

해석

성인(聖人)이라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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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
군

子
자

는 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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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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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고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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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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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하니라. 

敬
경

義
의

가 立
립

하면 而
이

德
덕

不
불

孤
고

니라(『주역』).

한자 풀이와 해설

 君 : 임금/子 : 아들/敬 : 공경하다, 잡도리하다/以 : ~써/直 : 곧다/內 : 안/義 : 옳다, 바르다/方 : 네모, 바르다/外 : 

밖, 바깥/立 : 서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德 : 덕/不 : ~하지 않다/孤 : 외롭다, 홀로

*君子 : 학식과 덕행으로 인격을 완성하거나 그것이 높은 사람

*直과 方은 동사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경이직내(敬以直內) : 경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함

*의이방외(義以方外) : 의로움으로써 말과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것

*덕불고(德不孤) :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또는 덕이 고립되지 않는다는 뜻

해석

군자는 경(敬)으로써 내면의 마음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의 행실을 방정(方正)하게 한다. 

경(敬)과 의(義)가 확립 되면 덕(德)이 고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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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몸을 단속하라 

도 입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에서 가끔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서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 성격이 예민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혹 가능하겠지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보통사람은 알기 어렵다. 아무리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표

현하여야 그 마음이 전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마음속으로 수양을 쌓고 훌륭한 덕이 있다 하

더라도 드러난 말과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고 천박하다면, 제대로 자기 몸을 닦았다고 할 수 없다. 왜

냐하면 몸을 닦는 일이란 마음과 몸이 함께 하는 것이지 따로 놀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논리적으로 

마음과 몸을 구분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일이다. 그러니 부부나 부모자식처럼 가까운 사

이라도 서로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 올바르게 표현해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한 정심(正心) 공부를 실제 몸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몸을 단속하

는 일을 검신(檢身)이라 하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몸가짐을 예법에 맞게 하는 일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正心)은 안을 다스리는 것이요, 몸을 단속하는 검신(檢身)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동시에 하는 일이요, 오늘 정심을 하고 내일 검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부에 안과 밖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누었다.

[예기(禮記)]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삼가지 않음이 없지만 몸을 삼가는 것이 큰일이 된다. 자기 몸은 [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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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어버이의 가지이니 감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몸을 삼가지 못하면 이것은 어버이

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그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 뿌리를 상하

게 하면 가지도 따라서 죽는다.”

[예기] 

군자는 음탕한 소리와 어지러운 미색(美色)을 이목에 머물게 하지 않으며, 음란한 풍악과 사특한 예절

을 마음에 접하지 아니하여, 태만하고 간사하고 편벽한 기운을 몸에 두지 않아서, 귀·눈·코·입·지각 등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바른 것을 따르게 해서 그 의(義)를 행하게 한다.

[예기] 

사람에게 예(禮)가 있으면 안전해지고, 예가 없으면 위험해진다.

[논어] 

증자(曾子 : 공자의 제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몸을 움직임

에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르게 함에 진실함을 가깝게 하며, 말을 함에 비루하고 이치

에 어긋난 것을 멀리한다.”

[예기] 

시선이 상대의 얼굴보다 위로 올라가면 거만하고, 띠 아래로 내려가면 근심하고 있고, 기울어지면 

간사하다. 

[논어] 

공자는 썰어 놓은 음식이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서경(書經)] 

귀·눈의 부림을 당하지 않게 하여 모든 법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서경]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실에 주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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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가 되니, 아홉 길 산을 만들 때 그 공이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무너집니다.

[율곡의 풀이]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되고 몸은 마음의 그릇이 되는데, 주인이 바르면 그릇도 당연히 바르게 된다. 다

만 자연히 바르게 되도록 맡겨 두고 몸을 단속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차례에서 수

신(修身)이 정심(正心)의 뒤에 있다. 그 힘쓰는 방법은 용모와 시청(視聽)과 언어와 위의(威儀 : 몸가짐)를 한

결같게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의 형색(形色 : 형체와 용모)은 천성(天性)이니,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하늘의 법칙이 없는 게 있겠는가? 격물(格物 : 사물에 나아가 연구함)과 치지(致知 : 앎을 이

룸)는 이 법칙을 밝히는 것이요, 성의(誠意 : 뜻을 성실하게 함)·정심(正心 : 마음을 바르게 함)·수신(修身 : 몸을 닦

음)은 이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니,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형색의 법칙을 행하는 경지에 이른다. 

세상사람 중에는 혹 용모와 행동거지를 꾸며 아주 볼만하게 하면서도 안에는 착한 마음을 지키고 보존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참으로 좀도둑에 비할 것이니 말할 가치도 없다. 만일 어떤 자가 타

고난 바탕이 욕심이 적어서 물욕의 유인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스스로 즐거워서, 다만 안으로 마음

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되지 용모와 행동거지에 얽매일 것 없다고 하는 사람 역시 도(道)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끝내 세속에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말 뿐이다. 더구나 용모와 행동거지도 장중(莊重)하지 못

하고 마음도 게으르다면 방탕한 데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마음을 바

로 하고서도 또 그 몸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몸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마

음의 바름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실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나 바르기를 구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자기의 몸으로 부정한 데서 편안할 리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몸을 닦지 

않음이야말로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해 설

인용한 경전의 내용들은 각기 몸을 삼가서 예법을 지키는 것과 행동과 용모를 바르게 하는 것과 그

리고 게으름을 경계한 내용들이다. 모두 몸을 단속하는 말들이다. 

여러 경전 특히 『예기』 등에서 예법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고대사회에 예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 예법의 정신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고, 조선의 예법도 그에 준해서 만들어졌

다. 그러니까 예법이 인간의 몸 곧 행위를 단속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 예법을 모르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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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아닌 오랑캐가 되는 것이며, 그런 예법이 없는 이민족을 야만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율곡선생은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되고 몸은 마음의 그릇이 되는데, 주인이 바르면 그

릇도 당연히 바르게 된다.”고 하여 마음은 바른데 그릇이 바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몸

이 제대로 닦이지 않는 것 곧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거나 올바르지 못한 것은 거꾸로 말해서 마음이 바

르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율곡선생의 논리를 확대 적용하면 앞의 도입에서 필자가 말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술 취

한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여 자는 아이들을 모두 깨워서 사온 음식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아이들에게 억지로 공부하라고 우격다짐으로 강요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사랑하는 동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아

버지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바빠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버

지를 사랑하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인사를 생략해버리기 일쑤다. 이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

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형식이라 하더라도 예법은 중요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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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사람이라면 누군들 사람 간에 예의를 지키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례함에 이르는 것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 무례하면 제 몸은 물론이요 부모님과 자기와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데 

이르게 한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2.  예전의 군자들이 몸가짐과 언행을 몹시 삼가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

일까? 그저 바깥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논어』에 “군자가 몸가짐이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

으며, 학문을 하더라도 견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가지고 그 까

닭을 말해 보세요.

3.  옛 선비들은 예법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반듯하게 하거나 단속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런데 그 예법이라는 것이 시

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특정한 시대의 예법만 고집하게 되면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된다. 예법이 특정

한 문화 또는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곡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예법으로 몸을 단

속한다면 어떨까? 가령 제3장에서 소개한 구용(九容 : 아홉 가지 용모)과 같은 것이 그것인데, 그대로 지키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여전히 지켜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과거의 예법을 대체한 오늘날

의 예의 가운데, 내 몸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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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人
인

有
유

禮
례

則
즉

安
안

하나 無
무

禮
례

則
즉

危
위

하니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人 : 사람/有 : 소유하다, 있다/禮 : 예법, 예절/則 : 곧, ‘~하면’을 뜻하는 어조사/安 : 편안하다/無 : 없다/危 : 위

태하다, 불안하다

*대구를 이르는 문장이다.

*전체 주어는 人이며 뒤 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

*~則~ : ~하면 ~하다

*有禮則安 : ‘예가 있으면 편안하다’로도 해석된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무례(無禮) : 예의가 없음 또는 예의에서 벗어남

해석

사람에게 예(禮)가 있으면 안전해지고, 예가 없으면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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夙
숙

夜
야

罔
망

或
혹

不
불

勤
근

하소서. 不
불

矜
긍

細
세

行
행

하면 終
종

累
루

大
대

德
덕

이니 

爲
위

山
산

九
구

仞에 功
공

虧
휴

一
일

簣하나이다(『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夙 : 일찍/夜 : 밤/罔 : 없다/或 : 혹시/不 : 아니하다/勤 : 부지런하다/矜 : 삼가다, 아끼다/細 : 가늘다, 작다/行 : 가

다, 행동/終 : 끝, 마침내/累 : 폐, 누/大 : 크다/德 : 덕/爲 : 하다, 만들다/仞 : 길(길이)/功 : 공, 공로/虧 : 이지러지다/

簣 : 삼태기

*전체 문장은 권유하는 글이다.

*勤·矜·累·爲·虧가 동사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숙야(夙夜) : 이른 아침과 깊은 밤 또는 밤낮으로

*구인공휴일궤(九仞功虧一簣) : 높이가 구인이 되는 산을 쌓는 데에 최후의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래오래 쌓은 공로가 최후의 한 번 실수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됨을 이르는 말 

해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실에 주의하

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가 되니, 아홉 길 산을 만들 때 그 공이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무너집

니다.

인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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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덕량(德量)을 넓혀라 

도 입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표를 향해 일을 하다가 약간의 성취가 나타나면 곧장 그것에 만족하고 멈춰버

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이루지 못하고, 그 성취한 점만 가지고 오히려 치우치고 잘 난 체하고 

남을 이기려고 든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올바른 행위의 반복에서 올바른 품성 상태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가 훌륭한 인격이

나 덕을 갖는 것도 한 때 이른 것, 한 순간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 꾸준히 노력하여 쌓아 나가야 한

다. 

그런 뜻에서 이 장에서는 덕량(德量) 곧 도량(度量)을 넓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말하고 있는데, 덕으로 나아가는 도량과 무리를 용납하는 도량과 공평한 도량을 넓히는 문제를 다

루고 있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앞의 아홉 장에서 이미 자신을 수행(修行 : 수신)하는 차례를 자세히 말하였다. 여기서는 다시 덕량을 

넓히고[恢德量], 덕을 돕고[輔德], 마음을 돈독(敦篤)하게 하는 문제를 세 장에서 거듭 그 남은 뜻을 논하

겠다. 덕량(德量)이 넓지 못하면 조금 터득한 것에 만족하고, 한 모퉁이에 치우쳐서 높고 넓고 두터운 경

지에 나아가지 못한다. 때문에 덕량을 넓히는 것이 몸을 단속하는 문제 다음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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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 

공자가 말하였다. “잘한 것은 남이 하였다 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하였다 하면 백성이 다투지 않는

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능한 것으로 남을 병들게 하지 않고, 남의 능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서경] 

그 선(善)을 가졌다고 여기면 그 선을 상실하고, 그 능한 것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주역] 

포용력이 있고 넓고 빛나고 크면, 만물이 모두 형통한다.

[서경] 

완악한 이에게 성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평범한 사람에게 완벽을 구하지 말라.

[서경] 

반드시 참아야 일을 이루고, 용납해야 덕이 커진다.

[서경]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게 하여 왕의 의(義)를 좇고, 사사로이 좋아하지 말고 왕의 법도를 좇으며, 

사사로이 싫어하지 말고 왕의 길을 좇으라. 치우침도 없고 패거리 지음도 없으면 왕도(王道)가 탕탕(蕩蕩 

: 넓고 큼)해질 것이며, 패거리 지음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면 왕도가 평평(平平 : 널찍하고 판판함)해질 것이

며, 어긋남도 없고 바르지 않은 것도 없으면 왕도가 바르고 곧을 것이다. 

[율곡의 풀이] 

도량의 넓지 못함은 기질(氣質)이 병든 데서 나오는 것이다. 덕과 도량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따

로 없다.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한 가지 일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따로 한 장(章)을 만든 것은, 지도자의 

덕은 특히 그 도량을 크게 함에 있기 때문에 따로 내세웠다. 사람 중에는 천승(千乘 :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

의 나라를 얻고서도 참으로 서운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겸손 하는 자가 있으며, 말단 관직 하나 얻고서

도 거만하게 높은 척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도량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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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이 작은 자는 그 병통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치우치고 왜곡된 것이요, 둘째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이요, 셋째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치우치고 왜곡된 자는 막혀 있고 두루 통하지 못하여, 

마음을 공평하게 해서 이치를 살피지 못한다.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는 조금 얻은 것에도 만족하여 뜻

을 겸손하게 하여 덕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잘못을 꾸미기를 편안하게 여겨서 

자기를 비우고 선(善)을 따르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단 하나의 사사로움일 뿐이다. 

아, 하늘과 사람은 원래 하나로 분별이 없는데,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고 사람에겐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큼을 함께하지 못한다.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덕

이 하늘과 땅에 부합되는 것이며, 군자는 사사로움을 버리기 때문에 행실이 성인에 부합되는 것이니, 

공부하는 이는 마땅히 그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도량을 넓혀서 군자와 성인에 미치도록 애써야 할 것이

다. 

사사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학문하는 것뿐이니, 학문이 진보하면 도량도 커지니 타고난 바탕의 좋

고 나쁨은 논할 바가 아니다. 힘쓰고 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아, 마음이 환하게 트여서 털끝만 한 사사

로운 뜻도 그 사이에 관계하는 일이 없게 된다면, 순(舜)과 우(禹)가 천하를 소유하고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문왕(文王)이 도(道)를 보고도 아직 보지 못한 것같이 한 것도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 설

덕량을 넓힌다는 것은 도량 또는 아량을 넓힌다는 뜻이다. 덕량(德量)을 국어사전에 보면 “어질고 너

그러운 마음씨나 생각”이고 도량(度量)은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라고 하고, 아량은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를 말하는데, 본문에 인용한 경전의 내용을 읽

어보면 대체로 그런 뜻이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사실 도량이나 덕량을 넓히는 일은 앞 장에서 소개한 기질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한다. 도량이나 덕량을 넓히는 일이 결국 잘못된 성격이나 성품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니 당연히 기

질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런데 왜 새로 장을 만들어 이것을 반복해서 주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실 

이 『성학집요』가 선조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기에 더욱 그 일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민주사회이지만 그래도 지도자이거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도 이와 같이 

도량을 넓혀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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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윗글에서, 도량(度量)이 좁으면 자기도 병들고 남도 병들게 하며, 도량이 넓으면 자기도 형통하고 남도 형통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도량이 크면 이와 같이 유익한데도 사람마다 다 도량이 큰 것은 아니라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생긴다. 도량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곡의 풀이를 읽고 말해 보세요.

2.  도량이 작은 자의 병통은 무엇일까요? 율곡의 풀이를 읽고 세 가지로 말해 보세요.

*도량이 작은 자의 병통 :

3.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그냥 지금부터 관대하자고 해서 관대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 

4.  북송 때 정자(程子)는 “밝음을 지나치게 쓰면 지나치게 살피는 잘못이 있게 되고, 너무 살피면 일은 다한다 해도 

포용하거나 너그러운 도량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게 살피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둠을 쓰는 것이니, 그

런 후에야 사물을 용납하고 무리를 화합시킬 수 있어서 무리가 친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니, 이것이 어둠을 쓰

는 것이 바로 밝게 살핌이 되는 이유이다. 만일 스스로 그 밝은 것을 자임하여 살피지 않는 것이 없다면 너그럽게 

품어 주는 덕이 없어, 사람들이 눈치 보며 망설이고 불안해 할 것이니, 이것은 무리를 다스리는 도를 잃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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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야말로 밝게 살피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밝음을 쓰는 것과 어둠을 쓰는 것이 무언

인지 추측해 보세요.

*밝음을 쓰는 것 :

*어둠을 쓰는 것 : 

5.  여러분은 스스로 도량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율곡 선생은 “도량의 넓지 못함은 기질(氣

質)이 병든 데서 나오는 것이다. 덕과 도량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따로 없다.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한 가지 

일뿐이다.”라고 했다. 만약 도량이 넓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면, 선생의 말에 따라 기질이 병든 것인데, 어떻게 치

료가 가능할까? 여러분 주위나 우리 역사에서 한 때 기질이 괴팍하고 못된 인간이 훗날 훌륭한 인격자로 변한 사

람이 있는데, 이분들이야 말로 기질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중기 김굉필 선생이다. 

선생은 어릴 때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했는데, 훗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 주위나 우리 역사에 이 같

은 인물을 찾아보자. 또 무엇을 통해 기질을 바꾸어 훌륭한 인품을 갖게 되었을까?

*훌륭한 인격자로 변한 사람 :

*그렇게 변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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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有
유

其
기

善
선

하면 喪
상

厥
궐

善
선

하고, 矜
긍

其
기

能
능

하면 喪
상

厥
궐

功
공

이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有 : 가지다, 소유하다/其 : 그/善 : 착하다, 선/喪 : 잃다, 죽다/厥 : 그, 그것/矜 : 자랑하다, 불쌍히 여기다/能 : 능하

다, 잘하다, 능력/功 : 공로, 공

*병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전체 주어는 지도자 또는 일반사람으로 생략되었다.

*동사는 有, 喪, 矜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벌공긍능(伐功矜能) : 잘난 척 하고 자기 자랑을 함

해석

그 선(善)을 가졌다고 여기면 그 선을 상실하고, 그 능한 것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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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무

忿
분

疾
질

于
우

頑
완

하고 無
무

求
구

備
비

于
우

一
일

夫
부

하라(『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無 : ~말라, 없다/忿 : 성내다/疾 : 미워하다, 질병/于 : ‘~에게, ~에서’를 뜻하는 어조사/頑 : 완고하다, 완악하다/求 : 

구하다/備 : 갖추다/一 : 하나/夫 : 사나이, 지아비

*전체 문장은 병렬문이다.

*주어는 일반사람이다.

*無 :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말로 쓰였다.

*頑 : 완고하다 또는 완악하다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일부(一夫) : 평범한 한 사내, 한 사람의 필부

*구비(求備) : 완벽한 것을 요구함 

*책비(責備) : 구비(求備)와 같은 말

해석

완악한 이에게 성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평범한 사람에게 완벽을 구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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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덕(德)을 도우라

도 입

사람이 혼자서 스스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사람이 나이가 들거

나 지위가 높아지면 아랫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을 띤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남의 생

각이나 말이 옳지 않다는 태도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남의 충고나 아랫사람의 충심어린 건의 등을 묵

살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윗사람이 되면 친구나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자신의 허물을 고쳐야 

그 조직이나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살아남는다.

이 장은 이처럼 율곡 선생이 선조가 임금으로써 덕을 쌓는 일을 돕고 아랫사람의 간언(諫言)을 따르고 

허물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오늘날 단체의 지도자나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랫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 되겠다. 

본 문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유익한 벗이 셋이요, 해로운 벗이 셋이다. 친구가 곧고 친구가 진실하고 친구가 

들은 것이 많으면 유익하다. 친구가 몸가짐은 익숙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남의 비위만 잘 

맞추고 입으로만 아첨을 잘 하면 해롭다.”

[서경] 

신하가 바르면 임금도 바르고, 신하가 아첨하면 임금은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여긴다. 임금을 덕이 

있게 하는 것도 신하이고, 부덕(不德)하게 하는 것도 신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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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시경』에 말하였다. “의지할 이도 있고 돕는 이도 있으며 효성스러운 이도 있고 덕스러운 이도 있어

서, 앞에서 인도하고 좌우에서 도우니, 화락(和樂)한 군자를 사방에서 본받도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 잘못 쓰는 것을 책할 것이 아니며, 정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다. 대인(大人 : 큰 

덕이 있는 인물)이라야만 임금의 마음이 그른 것을 바르게 하나니,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은 이가 없고, 

임금이 옳으면 옳지 않은 이가 없으며,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은 이가 없다. 한 번 임금을 바르게 하

면 국가가 안정된다.”

[서경] 

이윤(伊尹 : 상나라 재상)이 태갑(太甲 : 상나라 임금)을 훈계하여 말하였다. “아, 선왕께서는 간하는 것을 좇

아 거스르지 않으시고 선민(先民 : 선배 또는 옛 덕)들을 따랐습니다.”

[서경] 

말이 당신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道)에서 찾아보고, 말이 당신 뜻에 공손하면 반드시 도가 아닌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서경]

부열(傅說 : 상나라 현신)이 왕에게 말하였다. “나무를 자를 때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

을 좇으면 성군이 됩니다. 임금이 지극히 성스러우면 신하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그 뜻을 받들 것이니, 

누가 감히 왕의 아름다운 명령을 좇지 않겠습니까.”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잘못을 정직하게 일러주는 말을 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잘못을 고치는 것이 소

중하다. 완곡하게 일러 주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뜻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소중하

다. 기뻐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아니하고, 좇는 체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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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잘못하였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다.”

[주역] 

공자가 말하였다. “안씨(顔氏)의 아들(제자 안회를 말함)이 거의 도에 가깝구나. 자기에게 불선(不善)한 것

이 있으면 알지 못한 적이 없고, 알면 다시 행한 적이 없었다.”

[율곡의 풀이] 

임금의 덕업(德業)을 도와 이루는 데는 바른 선비를 가까이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또 반드

시 간언을 따르는 것과 허물을 고치는 것을 합하여 한 장(章)으로 한 것은, 임금이 어진 선비를 좋아하

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선(善)을 취하여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게 하려는 것

이다. 그런 까닭에 간언이 있으면 반드시 좇고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곧 덕(德)을 진취시키

고 선업(善業)을 닦는 데 도움 된다. 만일 그저 그 어진 선비의 명성만을 흠모(欽慕)하여 공연히 측근에 두

고는 간하는 말이 있어도 좇지 않고,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면, 어진 선비가 어찌 헛된 예우(禮

遇)에 얽매어 자기의 지조를 잃으려고 하겠는가? 반드시 그 조짐을 보아 물러나서 은거(隱居)를 즐기려

고 하여, 임금의 측근에 있는 자들은 아첨하여 총애를 얻으려는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

면 나라가 위태로워 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일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현인(賢人)이라고 하는 자가 

앉아서 영화와 총애를 받으면서, 충성스럽고 바른 간언으로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아 구해 주는 도움이 

없다면 또한 현자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러므로 현명(賢明)한 임금은 바른 선비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날마다 함께 있으면서 그 훈도로 함양(涵養)하여,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선(善)을 좇아 덕업(德業)이 날로 

높아지고 넓어진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임금의 덕의 성취는 경연(經筵)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하

였다.

해 설

아! 율곡 선생의 이 말이 어찌 옛날에만 해당되겠는가? 비록 지금에는 임금이나 신하의 직분은 없지

만, 윗사람 되고 아랫사람 되는 직책은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국가나 기업에서부터 크고 작은 조직이

나 단체, 심지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도자나 책임자의 덕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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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덕이란 얼핏 보면 개인적 인격 수양과 관계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 개인이 국가나 기업 그리고 단

체나 조직을 맡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직장생활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직장의 책임자가 어떤 사

람이냐에 따라 그 직장의 역할과 성과(成果) 심지어 운명이 좌우된다. 

따라서 지도자가 동료나 친구 그리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올바르고 정당한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 곧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행한 일조차도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

정하고 고쳐야 한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아첨하거나 기분 맞추어 주는 말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입

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비록 마음에는 거슬리지만 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가까이하고 크게 써야 한다.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이 바로 측근의 말만 듣고 

나라를 잘못 이끌어 비극적으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과거 폭군

으로 알려진 임금들 또한 그런 전철을 밟았다. 심히 경계할 일이다. 기업 또한 그런 자가 맡고 있다면 

망하는 일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정 또한 가장이 아내나 자녀의 올바른 견해를 묵살하면 불행

한 가정이 될 것이다.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제11장 덕을 도우라│85

생각해 볼 문제

1.  임금이 교만하면 현자는 멀리 달아나 숨어버리고 조정은 소인배들로 득실하게 된다고 한다. 하물며 보통 사람

이 교만하면 어떻겠는가? 조선 시대에 어떤 대유(大儒 : 큰 선비)는 평생 남을 존중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버

리고 남의 선을 좇았다고 한다. 반면에 어떤 시골구석의 촌유(村儒 : 시골뜨기 비루한 선비)는 평생 자기만을 높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겠는가?

2.  이목(耳目)의 욕구에 부림당하지 아니하면 백 가지 법도를 바르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목의 욕구에 부림당한다

면 백 가지 법도를 허물어지게 한다는 말이다. 귀의 욕구가 무엇이겠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이런 귀의 욕구를 이기고 남이 일러주는 귀에 거슬리는 좋은 말을 따르기란 여간 쉽지 않은 듯하다. 그

러나 귀의 욕구도 따지고 보면 제 자신의 욕구일 뿐이니, 이것을 이기는 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좋은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3.  율곡 선생은 덕을 도우라는 이 보덕(輔德) 장의 의의를 임금으로 하여금 정직하고 현명한 선비를 가까이 하여 그 

간언(諫言)을 좇아서 허물을 고치는 데 두고 있다. 임금이 정직하고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간언을 따르지 

않고,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 개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경우 :

*개인의 경우 : 

5.  여러분은 평소에 나의 단점이나 잘못을 말해주는 친구(동료)나 후배 또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

가? 여러분이 기혼자라면 아내나 남편이 나의 허물을 말해 줄 때 혹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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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益 : 유익하다/者 : ~것/友 : 벗, 사귀다/直 : 곧다/諒 : 진실하다, 믿다/多 : 많다/聞 : 듣다/矣 : 문장 뒤에 붙는 종결

의 어조사/便 : 편안하다, 아첨하다/辟 : 편벽되다, 피하다/善 : 잘하다, 착하다/柔 : 부드럽다/佞 : 아첨하다

*便辟 : 몸가짐은 익숙하지만 정직하지 못함(주자 주)

*善柔 :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데에는 빼어나지만 진실하지 못함(주자 주)

*便佞 : 입으로 말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듣고 본 실적이 없는 것(주자 주)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다문(多聞) : 보고 들은 것이 많음

*익자삼우(益者三友) : 유익한 세 종류의 벗

해석

 공자가 말하기를 “유익한 벗이 셋이요, 해로운 벗이 셋이다. 친구가 곧고 친구가 진실하고 친구가 

들은 것이 많으면 유익하다. 친구가 몸가짐은 익숙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남의 비위만 

잘 맞추고 입으로만 아첨을 잘 하면 해롭다.”고 하였다.

벽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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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若 : 만약/藥 : 약/弗 : 아니다/暝 : 어둡다, 아찔하다/眩 : 아찔하다/厥 : 그/疾 : 질병/瘳 : 낫다/跣 : 맨발/視 : 보다/

地 : 땅/足 : 발/用 : 쓰다, 행하다/傷 : 상처

*병렬문으로 주요 문장의 동사는 瘳와 傷이다.

*뒤 문장 跣은 동사로 쓰였고, 주어는 일반사람이다.

*글의 의미는 좋은 충고는 듣기 싫어도 듣고, 자신의 행동(허물)을 잘 살피라는 뜻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 瞑眩(명현) :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 또는 한의학에서 약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기증

을 가리킴

해석 

약이 어찔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고, 맨발인데 땅을 잘 보지 않으면 발이 상하게 된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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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마음을 돈독(敦篤)히 하라

도 입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실천하다가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것

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연이나 공부 또는 살을 빼기 위한 운동 등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일들은 

당장 위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져서 차일피일 미루다 포기하게 된다. 다음에 하면 되

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다.

이렇게 포기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애초에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게으른 

태도가 가세해서, 때로는 섣불리 효과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자기 몸을 닦아 수양하는 일

도 이처럼 당장 다급하다고 여기지 않아 대충하다가 또 미루다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

음을 돈독히 하는 문제와 게으름의 병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돈독히 할 것인가? 또 게으름의 병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 문

[율곡의 풀이] 

몸을 닦는 공부는 앞에 다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나, 그래도 중도에 폐지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돈독(敦篤)을 그 다음에 두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으나 끝이 있는 것은 드물

다.”고 하였다. 이른바 돈독(敦篤)은 끝까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논어]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선비는 그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어서다. 인(仁)을 자기의 임무(任務)로 삼으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그치니, 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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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멀지 아니한가?”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식사를 마치는 사이에도 인(仁)을 떠남이 없다. 급박한 때에도 반드시 여기

에 있고, 자빠지는 때에도 반드시 여기에 있다.”

[주역] 

하늘의 운행은 굳세다. 군자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쉬지 않는다.

[주역] 

군자가 온종일 쉼이 없이 노력하여 저녁에도 두려워하면서 힘쓴다면, 위태롭더라도 허물은 없을 것

이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선왕(先王)께서는 어스름 새벽에 일어나 덕을 크게 밝히고, 앉아서 아침을 기

다렸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으신 왕이 새로운 천명을 받으셨으니, 그 덕(德)을 새롭게 해야 하니, 시종 

한결같게 하는 것이 곧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몽(正蒙)] 

말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도가 있으며, 낮에 하는 일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으며, 숨 

한 번 쉴 때에도 함양(涵養)함이 있고, 눈 한 번 깜박이는 사이에도 보존함이 있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싹은 텄으나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영글지 않는 것이 

있구나!”

[논어] 

재여가 낮잠을 자니 공자가 말하였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으며, 썩은 흙 담은 흙손질할 수 없

으니, 재여를 꾸짖어 무엇 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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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군자의 학문은 성실하고 독실(篤實)해야 할 뿐이다. 임무는 무겁고 도(道)는 멀어서 전진하지 아니하면 

후퇴하니, 만약 성실하고 독실하지 않으면 어찌 성취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을 앞에 두고 얻는 것을 뒤에 둔다.” 하였다. 공부가 지극하면 효과가 반드시 오는 것이니, 어찌 

미리 기약하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먼저 얻기부터 하려는 데 병폐가 있다. 미리 기약하였는데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내 싫어하고 권태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배우는 자의 공통된 병폐이다. 먼 곳에 가는 자가 한 걸음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로 가야 된다. 높은 곳에 오르는 자가 단번에 뛰어오를 수는 없으니,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점차로 올라가야 한다. 진실로 그 길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차례대로 질서 있게 날마다 공

정(功程)을 정하여 전진하고 후퇴함이 없으면, 멀다고 못 갈 곳이 없고 높다고 못 오를 곳이 없다. 

사람의 심정이 제각기 즐기는 것이 있으니, 배우는 것을 낙(樂)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가리

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 그 가리는 것을 알아서 힘써 제거하여야 한다. 성색(聲色)에 가린 자는 음탕한 

노래와 여색(女色)을 멀리하는 데 힘써야 하고, 재화(財貨)와 이익(利益)에 가린 자는 재물을 천하게 여기

고 덕(德)을 소중히 여기는 데 힘써야 하며,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것에 가린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는 데 힘써야 한다. 가리는 것이 있으면 그 근본을 끊지 아니함이 없어야 하니, 실지

로 노력하여 어렵고 쉬움을 따지지 말고 용감하게 힘껏 나아가며, 괴로움을 참으면서 단연코 물러서지 

않으면, 공부가 처음에는 매우 험난하고 막히지만 뒤에는 점차로 조리(條理)가 시원하게 밝혀지며, 처음

에는 매우 혼란하지만 뒤에는 점차로 정리되며,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까다롭지만 뒤에는 점차로 통달

하여 편리할 것이며, 처음에는 매우 담박하지만 뒤에는 점차로 맛이 있어서, 반드시 배우는 것을 낙(樂)

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이 배움에 더할 것이 없으니, 어느 겨를에 외물

을 사모(思慕)하여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고 늦추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안자(顔子 : 공자가 아

겼던 제자)가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해 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인간이 율곡선생의 말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율곡선생은 『격몽요결』에서도 이런 마음을 먹을까 무척 우려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자

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얻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익을 멀리하고 덕(德)만을 



제1부 자기 몸을 닦으라/ 제12장 마음을 돈독히 하라│91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음탕한 노래와 여색’이란 오늘날로 보자면 대중가요를 즐기거

나 이상적인 남녀의 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바라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것이 불법적

이거나 지나치지 않다면 무엇이 해로운가? 

물론 율곡선생의 이런 말은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도덕적인 이상론이라 치부해버리고 무

시해도 될 것 같은 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이 원래 선조에게 올리면서 읽고 실천하기를 권했

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왕은 물질적 혜택과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여인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여색이나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다. 이러니 율곡선생의 이런 말도 오늘날의 사회 지도층에게 더욱 적용되는 말이라 보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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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공부를 돈독(敦篤)하게 함은 공부를 두텁고 독실하게 하여 시종 한결같게 공부하는 것이다. 자신의 병통을 고치

거나 선(善)을 제 몸에 얻고자 할 때, 사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통 작심삼일에 그치고 마는 경

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율곡 선생의 말을 참고로 하여 말해보시오.

2.  게으른 자는 그 본인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곁의 사람도 설령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도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프랑스 문학가 카프카도 이르기를, 모든 죄악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라고 하였다. 게으름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이 게으름과 조바심도 앞에서 율곡 선생이 말했다. 게으름과 조바

심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해 보세요.

3.  군자 곧 성인이 되는 학문은 율곡 선생의 글에서 살펴볼 때 지극히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금욕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욕망과 물질적 삶 곧 자연적 본성을 어기는 

일일 수도 있다. 평소에 물질이 풍부하거나 생물적 본성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람에게는 이런 금

욕적 태도가 미덕일 수 있다. 그것이 지나치지 않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곡선생의 말은 먹을 빵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생물적 본성을 해결할 토대가 거의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허위의식으로 간주

되어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엄숙한 도덕주의의 입장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공

자의 아끼던 제자 안회는 가난하면서도 이러한 도덕적 생활 곧 성인이 되는 학문을 즐기면서 살았다. 사상적 방

향은 다르지만 춘추전국시대의 장자나 통속에 거지처럼 살았다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이와 별반 다

르지 않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도덕수양 방식이 

필요 없을까? 아니면 안회의 경우처럼 필요할까? 각자의 입장에서 말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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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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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曾 : 일찍/曰 : 말하다/士 : 선비/不 : 아니다/可 : 가히/以 : ‘~으로써’를 뜻하는 어조사/弘 : 넓다/毅 : 굳세다/任 : 맡

기다, 맡은 일/重 : 무겁다/而 :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道 : 길/遠 : 멀다/仁 : 어질다, 공자의 핵심 사상/爲 : 하다, 되

다/己 : 자기/亦 : 또한/乎 : 어조사/死 : 죽다/後 : 뒤/已 : 그치다

*不可以不~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以爲 : ~으로 삼다

*不亦 ~乎 : 또한 ~하지 아니한가? 乎는 문장 뒤에 붙어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 :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으로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움

*사이후이(死而後已) :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 둠. 살아 있는 한 그만 두지 않는다는 뜻

해석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그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어서다. 인(仁)을 자기의 임무(任務)로 삼으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그치니, 

그 길이 멀지 아니한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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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저(『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苗 : 모, 싹/而 : 말을 잇는 접속사/不 : 아니하다/秀 : 꽃피다/者 : ~것/有 : 있다/矣 : 어조사/夫 : 어조사/實 : 열매, 

곡식이 익다

*矣夫 :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묘이불수(苗而不秀) : 자질이 좋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 또는 젊은 사람이 죽음

*수이부실(秀而不實) : 학문이 진보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둠

해석 

 공자가 말하기를, “싹은 텄으나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영글지 않는 것

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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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자기 몸을 닦은 효과

도 입

어떤 학생이든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것이 공부의 효과이

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다면 크든 작든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는 방식

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진심으로 성인(聖人)이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율곡 선생은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자

기 몸을 닦는 일에도 열심히 노력했다면 마땅히 효험이랄까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렇지 않다면 죄다 헛공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앎을 통해 실천에 도달하는 효과와 그 반대로 실천을 통

해 앎에 도달하는 효과를 소개한다. 나아가 마음에서 행동으로, 얕은 데서 깊은 데로 이르는 효과 등을 

아울러 소개하고, 성인(聖人)의 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것을 종합하여 간단히 소개하겠

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공부가 지극하면 반드시 효험(效驗)이 있는지라 효과를 다음에 두었다. 앎과 실천을 극진하게 하여 겸

비(兼備)함으로써 표리(表裏)가 일치하면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논어] 

『주역』에 이르기를 “오직 [이치에 밝은] 군자만이 온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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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자신을 되돌아봄에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율곡의 풀이] 

앎과 실천은 비록 선후(先後)로 나뉘지만 실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혹은 앎을 통해서 실천에 

도달하고, 혹은 실천을 통해 앎에 도달한다.

[중용] 

군자는 안으로 반성해보니 병들지 않아서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보통 사람이 군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다.

[대학]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德)은 몸을 윤택하게 하여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하게 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인(仁)·의(義)·예(禮)·지(智)가 마음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 이것이 빛을 발하여 드러

날 적에는 맑고 온화하게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넘치고 사지(四肢)에 베풀어져서, 말하여 명하지 아니하

여도 사지가 저절로 깨우친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 됨됨이가 선하여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인(善人)이라고 한다. 선을 제 몸에 참

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신인(信人)이라고 한다. 선이 제 몸에 충실(充實)한 자를 미인(美人)이라고 한다. 

충실하여 광채가 나는 자를 대인(大人)이라고 한다. 대인(大人)이면서 변화한 자를 성인(聖人)이라고 하고, 

성스러워서 알 수 없는 자를 신인(神人)이라고 한다.”

[논어] 

공자에게는 네 가지가 전혀 없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期必)하는 것도 없고, 고집(固執)하는 것

도 없고, 사사로운 자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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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자는 용모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아니하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

다.

[중용]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니,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하면 대대로 천하

의 준칙이 된다. 멀리서는 우러러보며, 가까운 데에서는 싫어하지 않는다.

[중용]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이라야 그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니, 그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

면 다른 사람의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면 사물(事物)의 성

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물의 성(性)을 극진하게 할 수 있으면 천지의 화육(化育: 생육)을 도울 수 있

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나란할 수 있다.

[율곡의 풀이]

성인의 덕(德)은 천지와 하나여서 신묘(神妙)함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

랄 수 없을 듯하나, 진실로 공부를 쌓을 수만 있다면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부

를 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지언정 할 수 없을까 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요(堯)·순(舜)·주공(周公)·공자

(孔子) 같은 분들은 나면서부터 알고 편안하게 행하여 점차로 조금씩 전진하는 공부가 없었지만, 탕왕(湯

王)·무왕(武王) 이하는 모두 배워서 알고 이롭게 여겨 행(行)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미 천성(天性)을 회복

하는 공부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비록 애써서 배우고 힘써서 행하였으나, 성

공(成功)한 뒤에는 다 마찬가지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인(聖人)을 볼 수 없지만, 군자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였다. 

성인의 천부적 아름다운 자질은 진실로 일반 사람이 미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나, 군자 같은 경

우는 천품의 미악(美惡)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자를 볼 수 없는 것

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군자가 쉬지 않고 전진한다면, 어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처음

에 선인(善人)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천지와 나란하여 그 화육(化育)을 돕는 데 도달하는 것은, 다만 

지식을 쌓고 실천을 거듭하여 그 인(仁)을 익숙하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성현(聖賢)이 대도(大道)을 

지시(指示)한 것이 명백하고 평탄하건만,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이가 드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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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아, 온갖 선한 것이 성(性)에 갖추어져 있어서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공(功)을 쌓는 것은 자기에게

서 말미암으니,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어질게 대하는 것도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어서 누구도 감히 막음이 없다. 이러한데도 배우기를 일삼아 맑고 넓은 경지에 이르지 않고 욕심

을 일삼아서 더럽고 낮은 데로 파고든다. 아! 그러니 생각하지 않음이 지나치다. 

해 설

본문에서 율곡 선생은 몸을 닦은 수신의 공부에 있어서 앎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일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실제적 효과가 있음을 여러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성인이란 사람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노력의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해서 그 본성을 알아 잘 발휘하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리학

의 전제에 따라 나온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 중국의 역사를 보아도 이런 학문을 통하여 비록 현인이나 군자가 나와도 성인(성군)이 

배출되어 나라가 잘 다스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이론으로 보아도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다. 왜 그

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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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는 만큼 행하기도 할까요?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왜 알면서

도 행하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2.  선을 안으로 쌓고 쌓아서 마침내 제 것이 되어 밖으로 드러난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람들에게 끼치

는 긍정적 효과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는 밖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내면

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  율곡 선생은 수기(修己) 편 첫머리에서 몸을 닦는 수신(修身) 공부는 정신을 집중하는 거경(居敬),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窮理), 이치를 힘써 행하는 역행(力行),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이 수신 공부에 힘쓰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다. 여

러분은 과연 수기(修己) 곧 자기 몸을 닦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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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子
자

는 溫
온

而
이

厲하며 威
위

而
이

不
불

猛
맹

하며 恭
공

而
이

安
안

이러다(『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子 : 아들, 큰 스승 뒤에 붙이는 말/溫 : 따뜻하다/ 而 : 접속사 ‘~하고’의 뜻/厲 : 엄숙하다/威 : 위엄/不 : 아니하다/

猛 : 사납다/恭 : 공손하다/安 : 편안하다

*而는 순접 또는 역접으로 쓰이는 접속사. 溫而厲와 威而不猛은 역접, 恭而安은 순접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온이여(溫而厲) : 온후하면서도 엄함. 공자의 모습을 형용한 말 

*위이불맹(威而不猛) :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고 부드러움

*공이안(恭而安) : 공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대하기가) 편안하다.

해석

 공자는 용모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아니하며, 공손하면서도 편안

하다.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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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중용』).

한자 풀이와 해설 

 君 : 임금/子 : 아들/動 : 움직이다/而 : 접속사/世 : 대, 세상/爲 : 되다/天 : 하늘/下 : 아래/道 : 길/行 : 행하다/

法 : 법, 도리/言 : 말하다/則 : 법칙

*전체주어는 君子이다. 

*而는 여기서 ‘~하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世는 세상, 대(代)를 뜻하나 여기서는 ‘대대로’의 뜻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군자(君子) :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천하(天下) : 한 나라  전체 또는 온 세상

해석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리가 되니,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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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가정을 가지런히 하라

제2부 

가정을 가지런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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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도 입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릴 때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인사들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험이 적은 젊은 부부가 어떻게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수 있

었을까? 그런 부부 또한 어릴 때부터 받은 가정교육의 영향이 아닐까? 정규교육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

는 교육은 좀처럼 없고 그것은 대개 가정에서 전수되니까 그렇다. 지금의 정규교육을 보더라도 좋은 

부모가 되는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오늘날은 옛날의 전통사회와 달리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이 많고, 또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서 가정교육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자라면 초등학교와 방과 후에는 학원 등에 보낸다.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은 휴일이 전부다. 그나마 그 때는 다음날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가정교육조차도 외부의 교육에 

맡겨진 셈이다.

이렇게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우는 곳도 거의 없고, 더구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킬 여유도 없

으니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아이들 탓이 아니다. 아이

들에게 교육적 영향이 가장 큰 것이 부모인데, 그런 영향이 축소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가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교육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모 자체가 올바로 서면 교육은 저절로 된다. 그것이 동아시

아 역사에서 겪어 온 커다란 경험이다. 따라서 제2부의 가정을 가지런히 하라는 제가(齊家)의 문제도 이

런 수신의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104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본 문

[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자기가 몸소 도(道)를 행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도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리는 데 도(道)로써 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명령이 시행될 수 없다.”

[율곡의 풀이] 

대개 자기 몸을 닦고 난 다음에야 집안을 바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바르게 하는 것을 자

기를 수양하는 것 다음 차례에 둔 것이니, 이 아래는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이다.

[대학] 

그 집안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 밖

에 나가지 아니 하고서도 나라에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고, 공경은 어

른을 섬기는 방법이며, 자애는 여러 사람을 부리는 방법이다.

[주역] 

부모가 부모의 할 일을 하고, 자식이 자식의 할 일을 하며, 형이 형의 할 일을 하고, 아우가 아우의 할 

일을 하며, 남편이 남편의 할 일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할 일을 할 것 같으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서게 

되고, 집안을 바르게 하면 온 세상이 안정된다.

[율곡의 풀이]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는 바른 윤리(倫理)와 돈독한 은의(恩義 : 은혜의 도리)의 두 가지를 벗어나

지 않으니, 다음의 글에서는 이것을 미루어 설명하기로 한다.

해 설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주체는 가장(家長)이다. 현대적으로 보면 부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

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사회의 관습으로 보아 대체로 누구나 부부가 되기 



제2부 가정을 가지런히 하라/ 제1장 총론│105

때문이다.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닦는 수신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

다. 『맹자』의 “자기가 몸소 도(道)를 행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도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리

는 데 도(道)로써 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명령이 시행될 수 없다.”라는 말의 뜻은 전통적인 가장이 

스스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내와 자식에게도 그 도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아

래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윗사람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랫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도 그 명령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겉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는 척 하겠지만, 속마음이야 

그렇겠는가? 아내나 자식만큼 가까이서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일 자체가 

어떻게 제대로 시행되겠으며 성과를 기대하겠는가? 그야말로 복지부동이 될 뿐이리라.

그런데 『대학』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먼저 하나는 효도·공

경·자애(慈愛)에는 누구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家長)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의 웃

어른께 공손하며 자식이나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가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식이나 아랫사람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

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부모가 바르게 되어야 아내와 자식이 따른다는 앞의 맹자의 논리가 들어 있다. 

강압이나 강요가 아닌 피교육자가 스스로 감화되어 따른다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당연히 오늘날도 적용되는 문제로서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가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

다음으로 집안을 잘 가르치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곧 효도·공경·자애(慈愛)가 가

정이라는 틀을 벗어나 국가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효도가 임금(국가)에 대한 충

성으로 어떻게 적용될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가족공동체의 전통적 윤리가 오늘날 민주사회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런 물음은 전통적 가치의 적용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

다. 그 가치의 보편성을 현대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라서, 그 자체를 온전히 적용하는 데는 분명

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뿐이다. 해석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는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다.

대개 경전에서 말하는 군자나 행위의 주체는 은연중에 임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전통사회에서 

임금이 자신의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영향이 바로 국가에 고스란히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윤리

가 국가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점이 적었다. 가족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국 가장의 모범과 

역량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국가 경영에 적용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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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는 오늘날 기업의 총수나 큰 조직을 거느린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기

업이나 조직은 대개 그 총수 가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의 회장의 자

식들 싸움을 보노라면 본문의 『주역』에서 하늘 말이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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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경전의 말들은 가정을 바르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수양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

신을 수양만 하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가정을 바르게 하

는 방법이라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가정을 바르게 하는 데 필

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니 자기 몸을 잘 닦아 고상하기만 하고 가정

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자기 몸을 잘 닦는 일과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문

제는 별개의 문제인가? 각자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2.  춘추전국시대 제 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

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경공은 “좋습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

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두 종류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군군(君

君)’을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고 풀이한다면 “임금답지 않은 임금은 임금일 수 없다.”는 데까지 논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맹자의 입장이다. 이것을 “임금은 임금이다”라고 풀이한다면 “임금답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까지 논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순자의 입장이다. 어느 것이 더 공자의 생각

에 가까운 것이었을까? 

3.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 

4.  공자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라는 말과, 

『주역』의 “부모가 부모의 할 일을 하고, 자식이 자식의 할 일을 하며, 형이 형의 할 일을 하고, 아우가 아우의 할 

일을 하며, 남편이 남편의 할 일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할 일을 할 것 같으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서게 되고, 집

안이 바르게 되면 온 세상이 안정된다.”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일을 열심히 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다.”라고 재해석하여 주장할 경우 오

늘날 민주사회에서 이 말이 과연 합당할까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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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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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孟 : 맏, 맞이/子 : 아들/曰 : 말하다/身 : 몸, 몸소/行 : 행하다/道 : 도리, 길/不 : 아니하다/於 : ‘~에(서)’를 뜻하는 어

조사/妻 : 아내/使 : 하여금, 부리다/人 : 사람/以 : 도구나 방법을 뜻하는 어조사/能 : 능하다, ~할 수 있다

*不能 : ~할 수 없다

*以道 : 도로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행도(行道) : 도를 실천함. 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

해석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자기가 몸소 도(道)를 행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도가 실행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리는 데 도(道)로써 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명령이 시행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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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역』).

한자 풀이와 해설 

 易 : 바뀌다, 쉽다/曰 : 말하다/父 : 아버지/子 : 아들/兄 : 형/弟 : 아우/夫 : 남편/婦 : 아내/而 : 말을 잇는 접속사/家 

: 집, 집안/道 : 도리/正 : 바르다/天 : 하늘/下 : 아래/定 : 정하다, 정해지다/矣 : 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

*父父 : 아버지가 아버지의 할 일을 하다 또는 아버지는 아버지답다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가도(家道) : 집안의 도덕이나 규율 또는 집안의 살림 형편

*천하(天下) : 하늘 아래 온 세상 또는 한 나라 전체

해석

�주역(周易)에서 말하였다: “부모가 부모의 할 일을 하고, 자식이 자식의 할 일을 하며, 형이 형의 

할 일을 하고, 아우가 아우의 할 일을 하며, 남편이 남편의 할 일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할 일을 할 

것 같으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서게 되고, 집안을 바르게 하면 온 세상이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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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효도하고 공경하라

도 입

부모를 공경하며 잘 모시는 것이 효도이다. 옛사람들은 효도를 자식으로서 행하는 당연한 일로 알았

고, 효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효도하는 일은 옛날에 비교하

면 훨씬 못하다. 심지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패륜을 저지르는 자식들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

기도 한다. 율곡 선생이 소개하는 효도의 내용과 방법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효도가 무엇 때문에 예전

만 못한지 생각해 보자. 선생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것과 내 

몸을 지키는 것, 그리고 효도를 천하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뒤의 

효도는 생략하고 살아계실 때의 효도만 살펴보기로 한다.

본 문

[효경] 

몸의 모발과 피부 등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그것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 효도의 처음이며, 성공하여 도를 실천하고 후세에 이름을 떨쳐서 그것으로써 부모의 존재를 드러나

게 하는 일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대체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 시작하고, 임금을 섬기는 일이 

중간이 되며, 성공하는 것을 그 마지막에 둔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에게 거만하게 하지 아니한다. 사랑하고 공경하여 부모를 극진히 섬긴다면 덕과 교화가 백성에게 

더해지고, 온 세상에 모범이 된다. 이것은 온 세상의 천자가 하는 효도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면 높은 지위에 있어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스스로 억제하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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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있어 법도를 존중하면 가득 차 있어도 넘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국가를 잘 보존할 수가 있고 

백성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임금이 하는 효도이다. 

이전의 훌륭한 왕들이 법으로 마련한 의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아니하고, 이전의 훌륭한 왕들의 본받

을 만한 말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아니하며, 이전의 훌륭한 왕들의 덕 있는 행동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집안의 사당을 잘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은 관료들이 하는 효도이다. 

효도로써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고, 공경으로써 웃어른을 섬기면 공손이 된다. 충성과 공손을 잃지 

아니하고 윗사람을 섬긴 후에야 제사 지내는 일을 잘 지켜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은 선비가 하는 효도이

다.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땅의 이로움을 이용하여, 몸가짐을 조심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부모를 봉

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하는 효도이다. 

그러므로 위로는 천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효도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과 끝이 없고서도 

환란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는 없다.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일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즐거움을 다하며, 

병이 있으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를 받들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위

의 다섯 가지를 다 갖춘 후에야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있다.

[예기] 

사람의 자식이 되어 해야 할 예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리는 일과, 저

녁에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 문안을 드리는 일과,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여쭙고 돌아오면 반드시 

뵙는 일과, 노는 곳에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어야 되고, 익히는 것에 반드시 일정한 것이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에 늙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예기]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효자가 노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뜻을 어기지 아니

하며, 보고 듣는 것을 즐겁게 해드리고 잠자는 처소를 편하게 해 드리며, 음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한다. 이런 까닭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역시 사랑해야 되고, 부모가 존경하는 것을 역

시 존경해야 된다. 개나 말이라도 다 그렇게 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예기] 

효자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화한 기운이 있고, 온화한 기운이 있는 자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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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뻐하는 안색이 있으며, 기뻐하는 안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냥스런 모습을 가진다. 효자는 부모 

섬기기를 옥(玉)을 잡는 것 같이 하고, 물이 가득 찬 잔을 받드는 것 같이 하며, 성실하고 거짓 없이 하여 

이루 다 못하는 것 같이 하고, 귀중한 것을 장차 잃을 것 같이 한다. 위엄을 부리며 근엄한 모습으로 행

동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예기] 

부모가 병환이 나면 장가든 성인은 빗질을 하지 않고 길 가는 데 활개치고 걸어 다니지 아니하며, 말

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거문고와 비파를 타지 아니하며, 고기를 먹어 입맛이 변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술을 마셔서 용모가 변할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하며, 웃어도 잇몸을 드러내지 않고, 화를 내

어도 욕설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한다. 병환이 나으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

[논어]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를 섬기되 부모에게 잘못이 있어 간언을 올릴 때에는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그 뜻을 살펴보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또 애써서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꾸지람을 들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효경] 

공명의가 증자에게 “선생님은 효도를 잘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증자는 “그것이 무

슨 말인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군자가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먼저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올바른 방법으로 깨우쳐 드리는 것이다. 나는 봉양만 할 뿐인데,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율곡의 풀이]

사람의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데에는 세밀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다. 따뜻하게 해드리거나, 시

원하게 해드리거나, 잠자리를 보아 드리거나, 문안을 드리는 일은 효도 중에서도 간단한 것이고, 정성

으로 봉양하고 사랑으로 공경하는 일은 효도 가운데서도 세밀한 것이다. 안색을 즐겁게 하고 용모를 

순후하게 하며 소리가 없어도 듣고 형체가 없어도 보는 것은, 세밀하고도 세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그 평소에 봉양하는 것을 말한 것뿐이다. 만일 부모가 질병이나 우환을 당하면, 마땅히 그 근심을 

다하여야 하고 만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당하면, 마땅히 잘 말씀드려야 하며, 먼저 부모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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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부모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어받아서 부모에게 도리를 깨우쳐 드려야만, 지극한 효도가 되는 

것이다. 간단한 것으로부터 세밀한 것에 들어가는 그 순서는 이와 같다. 세밀한 것과 간단한 것에는 본

래 어렵고 쉬운 것이 있지만, 다만 간단한 것을 극진히 다하여야만 세밀한 것을 다할 수가 있다. 그것

은 쉽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또한 어렵다고해서 스스로 그만두어서도 안 된다.

[효경] 

부모를 섬기는 자는 윗자리에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소란을 피

우지 아니하며, 같은 무리 속에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아니한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다면 잃게 되

고, 아랫사람이 되어 소란을 피운다면 곧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같은 무리 속에서 다툰다면 곧 살상

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소·양·돼지의 고기로 봉양한다 하더라

도 오히려 불효가 되는 것이다.

[예기]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신체는 부모가 물려주신 몸이다.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받들어 행하는데 감

히 공경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거처가 단정하지 아니한 것도 효도가 아니고, 임금을 섬기는 데 충성

스럽지 못한 것도 효도가 아니며, 벼슬자리에 임하여 엄숙하지 못한 것도 효도가 아니고, 친구 사이에 

신의가 없는 것도 효도가 아니며, 전쟁터에 나아가서 용기가 없는 것도 효도가 아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그 부모에게 미치게 되는 것인데, 어찌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겠는가?”

[예기] 

수목은 그 시기를 가려서 벌목해야 하고, 새나 짐승도 그 시기를 가려서 도살해야 한다. 공자가 말하

였다. “나무 하나를 자르고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데도, 그 시기를 가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효도가 아

니다.” 

[효경] 

공자가 말하였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홀아비와 과부도 감히 업신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선비

와 일반 백성에게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백성의 환심을 얻어 돌아가신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한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하인에 대해서도 감히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물며 처와 자식에게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환심을 얻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부모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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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다면 편안하게 해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흠향하여 재해가 나지 아니하고, 화란이 일어나

지 아니한다.” 

[율곡의 풀이] 

사람의 자식 된 이는 부모가 낳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와 살과 생명도 모두 다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다.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는 넓은 하늘도 이보다는 지극할 수 없다, 어린이들도 그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천성이 그러한 까닭이다. 다만 물욕에 가려서 본심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

가 물려주신 몸을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바로 남같이 분별하여 낳으시

고 기르신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만 일시적인 은혜가 적은 것만 원망한다. 그러므로 효도와 사

랑의 뿌리는 심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싹이 쉽게 자라서 흔히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부모

를 뒤로 물려 놓는 자가 많이 있다. 이 몸은 부모가 낳은 것이니 부모가 아니었다면 곧 이 몸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물건을 주어도 역시 감사할 줄 알 것인데, 하물며 몸을 물려주신 분이겠는가? 

힘을 다하고 목숨이 그치도록 다하여도 충분히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것이니, 사람의 자식 된 자로서 

이 이치를 알 수 있다면, 사랑하고 공경하는 도를 반 이상 안다고 할 수 있다. 

해 설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과 율곡 선생의 풀이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입장에 

맞게 적절히 실천하면 되겠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라

는 점이다.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알려 고치도록 해서 마을이나 고장에

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도이다. 

여기서 율곡 선생이 효도를 해야 하는 근거는 내 몸이 존재할 수 있게 하고 길러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수긍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살기 힘든 세상에 나를 낳아 달라 말

했냐고 따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효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런 이론도 있다. 내가 태어나 무력했을 때 부모가 키워주고 먹여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훗날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 봉양하는 것이 서로에게 빚진 것을 갚는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있다. 흔히 옛사람은 효도를 가지고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짐승을 면하기 위해 당연히 효도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요즘 세상에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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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까?

필자의 논리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하게 된다고 본다. 부모사랑은 인간을 사랑하는 출발이

기 때문이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이나 인류나 신이나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기 때

문이다. 물론 그 사랑의 표현방식이 개인이나 문화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은 

같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평소에 사랑을 잘 표현하였

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고 본다.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서 우격다짐으로 효도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표현방식이야 어떻든 어찌 효도가 아니겠

는가? 그러나 설령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배운 자식이라면 사랑할 것

이다. 왜냐하면 부모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고귀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의 순

임금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문제는 자식이 혼인해서 며느리나 사위가 되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아서 불효

가 생기기도 한다. 남의 부모를 관습이나 의무감에 의하여 사랑 또는 효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이기 때문이다. 며느리나 사위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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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오늘날에도 효도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해봅시다

2.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애(慈愛)는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는 이성적인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나요? 

3. 본문 「예기」에서 말한 부모를 섬기는 예에서 아직도 지켜야 할 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4.  시대가 달라진 지금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는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려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좋

은 방법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가? 

5. 옛날의 효도와 오늘날의 효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6. 옛말에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구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집에서 효도하는 사람이 사회에 공헌할까요? 

7.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효도

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도하는 일이 정말로 없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아요.

8.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애(慈愛)라 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恭敬)하며 잘 모시는 것을 효도(孝道)라 말할 

수 있는데, 사랑과 공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과 공경의 차이 :

9.  율곡 선생의 말 가운데 부모가 낳아 길러준 큰 은혜를 잊고 일시적인 은혜가 적은 것에 원망한다는 것이 있다. 

그 ‘일시적인 은혜’에 유산도 포함되는데, 오늘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적다고 형제끼리 싸우거나 부모를 원망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일이 종종 있다. 최근 이러한 사례를 찾아 적어 보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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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효경』).

한자 풀이와 해설 

 身 : 몸/體 : 몸/髮 : 머리털/膚 : 피부/受 : 받다/敢 : 감히/毁 : 헐다/傷 : 상처/孝 : 효도/之 : ~의/始 : 처음/也 : 어조

사/立 : 서다, 세우다/行 : 행하다/道 : 도리/揚 : 드날리다/名 : 이름/於 : ~에/後 : 뒤/世 : 세상/以 : 방법을 나타내는 

어조사/顯 : 드러내다/終 : 끝

*不敢 : 감히 ~하지 않다

*주어는 자식으로서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신체발부(身體髮膚) : 몸과 머리털과 피부의 뜻으로 몸 전체를 일컫는 말

*입신양명(立身揚名) : 좋은 일을 하여 이름을 떨침. 좋은 의미였으나 요즘은 출세의 뜻임

해석

 몸의 모발과 피부 등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그것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며, 성공하여 도를 실천하고 후세에 이름을 떨쳐서 그것으로써 부모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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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풀이와 해설 

 樹 : 나무/木 : 나무/以 : 도구나 방법을 뜻하는 어조사/時 : 때/伐 : 베다/焉 : 문장 뒤에 오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

조사/禽 : 날짐승/獸 : 짐승/殺 : 죽이다/一 : 하나/斷 : 자르다/不 : 아니하다/其 : 시/非 : 아니다/孝 : 효도/也 : 문장 

뒤에 오는 어조사

*以時, 以其時 : 때에 맞추어, 제 때에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夫子 : 덕행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붙이는 경칭

해석 

 수목은 그 시기를 가려서 벌목해야 하고, 새나 짐승도 그 시기를 가려서 도살해야 한다. 공자가 말

하였다: “나무 하나를 자르고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데도, 그 시기를 가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효

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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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라

도 입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대부의 경우 아내는 집안의 일을 맡

고 남편은 집밖의 일을 맡았다. 율곡 선생이 집안에서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중국 고대의 문화나 관습이 그 배경으로 깔려있고, 남성 사대부가 주체가 되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유학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이 글이 국왕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특별이 임금의 집안 단속 곧 

여러 아내를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행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집을 다스리는 데는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시경』에 “아내를 바르게 하여 형제에 이르고 

그리하여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주역] 

집안사람의 도리는 여자의 바름을 이로운 것으로 한다.

〈주석〉 “집안사람의 도는 여자가 바르게 되어야 이로운 것이 있다. 여자가 바르게 되면 곧 집안의 도

가 바르게 된다. 다만 여자의 바름만을 말한 것은 여자가 바르게 되면 남자도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하였다. “아내가 바르게 되면 남편도 바르게 되지 아니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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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남자와 여자가 바른 것은 천지의 큰 뜻이다.

〈주석〉 정자가 말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바르게 되어야 비로소 천지와 음양의 큰 뜻에 부합된다.”

[시경] 

꾸룩꾸룩 우는 저구새는 강가에서 속삭이고,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저구새는 정한 짝이 있어서 서로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란히 헤

엄치고 놀면서도 서로 너무 가까이 달라붙지는 않는데 그 성질이 그러한 것이다.”

해 설

소개한 경전이나 그 해석의 글을 얼핏 보면 아내만 바르게 되면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

어서 남편은 예외적인 존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율곡 선생이 이 책을 편찬한 동

기나 또 내용의 순서를 보더라도 임금 또는 남성 주체의 수신이 가장 먼저 전제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제2부 1장에서 소개한 『맹자』의 “자기가 몸소 도(道)를 행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도가 실

행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리는 데 도(道)로써 하지 아니하면 처자에게도 명령이 시행될 수 없다.”라는 

말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자가 집안에서 바르게 되는 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남녀의 문제는 상대적이다. 앞에 소개한 『주역』이나 『시경』은 사물의 이치를 도덕적으로 보

려는 성리학이 탄생한 송 대보다 훨씬 이전에 등장한 문헌이므로, 이 경전의 내용은 남녀의 문제를 남

성 중심에서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집안에서 여자가 바르면 남자도 바르게 될 

수 있고, 남자가 바르다면 여자도 바르게 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남자나 여자가 바르지 못하면 한 쪽

마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앞의 『맹자』의 글에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 입장과 더 가까울지 모른다. 그래서 아내만 바르면 남편도 바르게 되고 집안이 다 잘될 수 있다는 

믿음은 유동적이다.

그런데 주자의 주석에서 저구새는 “정한 짝이 있어서 서로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란히 헤

엄치고 놀면서도 서로 너무 가까이 달라붙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잘 관찰한 말이다. 새들은 짝짓기 

철이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서로 붙어있지 않는다. 그래서 문란하거나 음란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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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은 다르다. 『시경』에서 노래 부른 사람이 주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자의 생각

은 남녀관계가 금욕적이어야 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부부유별(夫婦有

別)과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는 상경여빈(相敬如賓)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부부사이라도 

왜 음란하면 안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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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흔히 남존여비(男尊女卑)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유학의 고약한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도가(道家) 계열의 서적인 『열자(列子)』에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유학에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점은 유학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 등장하거나 성립된 제도·사상·종교에

서, 가령 서양 역사나 그리스도교에서조차도 여성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차별

이 유교만의 폐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여러분들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우리 역사나 야사(野史)에 보면 남편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올바른 사람이어서 훗날 남편도 집안

도 잘 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남편의 수신(修身)이 좋지 않아도 아내의 덕으로 반성하여 제대로 된 경

우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만 말해보자.

3.  우리전통의 관습에서는 여자가 시집가면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하여 시댁의 식구가 되어 거기서 살았다. 그런

데 오늘날은 두 자녀나 한 자녀만 낳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남자와 동등하게 시켜 출가외인이 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친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딸을 교육시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키웠는데, 남의 집에 

보내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남성들 가운데는 아내와 똑같이 직장생

활을 하면서도 전통에 따라 자기 부모만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아내를 나무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남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의 아내 입장이라면 이 남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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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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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蓋 : 대개, 일반적으로/刑 : 바르게 하다, 형벌/妻 : 아내/之 : ~의/無 : 없다/他 : 다른/只 : 다만/是 : ~이다, 옳다/修 : 

닦다/己 : 자기, 몸/而 : 접속사/已 : 어조사

*의미상의 주어는 남편이다.

*只是 : 다만 ~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지, 다만으로 쓰인다.

*~而已 : ~일(할) 뿐이다. 문장 끝에 붙어 강하게 단정하는 말로, 더 강한 표현에는 ~而已矣가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수기(修己) : 자기 몸을 닦음. 자기를 수양(修養)하는 것

해석

대개 아내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니 다만 자기 몸을 닦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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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夫 : 지아비/婦 : 지어미, 아내/之 : ~의/間 : 사이/相 : 서로/敬 : 공경하다/如 : ~처럼, ~같이/賓 : 손님/衽 : 옷섶, 

요/席 : 자리/上 : 위/無 : 없다, 말다, 금지하다/昵 : 친하다/狎 : 익숙하다, 친하다/失 : 잃다, 실수

*無 : ~하지 말라 또는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금지하는 말로 쓰였다.

*衽席之上 : 잠자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임석(衽席) : 이부자리, 잠자리, 부부가 동침하는 때

*일압(昵狎) : 흉허물이 없이 너무 가까운 사이. 親狎과 같은 말

*상경여빈(相敬如賓) :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늘 공경하기를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

다는 말

해석 

 부부 사이는 손님처럼 서로 공경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너무 가까이 하는 실수가 없도록 

하라.

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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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라

도 입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데는 자녀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자녀교육은 옛날보다 더 중요

하게 여긴다. 직업이 옛날처럼 사농공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므로 각자가 노력해서 생

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도 직업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정해진 신분이 없기 때문

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곡선생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기위해 소개하는 자녀 교육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여 성공하

기 위한 공부보다는 요즘말로 주로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사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지식을 쌓는 데 온 

힘을 기울인 나머지 인성교육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성교육만큼 급한 것도 없다. 지식공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만, 인성교육

은 때를 놓치면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成人)이 되어 기본적인 예절과 바른 습관

을 익힌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오죽하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생겼겠는가? 인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식만 쌓은 교육은 결국 사상누각(砂上樓閣)이 된다.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

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접근할 것이고, 인

생을 행복하게 영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가장의 모범이 으뜸이다. 그래서 가장의 수기(修己)가 으뜸이

고 다음으로 아내가 바르게 되고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순서를 삼았다. 이 장에서는 태교(胎敎)와 

가르치는 순서를 소개한다.



126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본 문

[소학/열녀전]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옆으로 누운 채 잠자지 않고 비스듬히 앉지 않았으며, 한 발로 서지 

않고 맛이 야릇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 바르게 잘라지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않았고, 자리가 바르지 아

니하면 앉지 않았다. 나쁜 색깔은 보지 않고 음란한 소리는 듣지 않았으며, 밤이면 장님으로 하여금 시

를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이같이 한다면 곧 자식을 낳을 경우 그 형체나 용모가 단정

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다.

〈주석〉 진씨가 말하였다. “부인이 임신하였을 때에는 잠자는 일, 먹는 일, 앉는 일, 보는 일, 듣는 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하나 같이 모두 다 옳아야만, 자식을 낳으면 형체나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

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소학/예기] 

자식을 낳으면 여러 고모·이모 가운데에서나 또는 할 만한 사람을 고르되,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

며,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공손하며, 삼가 예의를 지키고 말을 적게 하는 이를 골라서 그를 자

식의 스승으로 삼는다

〈주석〉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유모가 선량하지 못하다면 그 집안의 법도를 폐하고 어지럽

힐 뿐만 아니라, 그가 길러낸 자식도 그를 닮아 같은 종류가 되게 한다.” 

[소학/예기] 

나이 여섯 살이 되면, 수(數)와 방위(方位)의 이름을 가르치고, 여덟 살이 되면 문을 출입할 때나, 자리

에 앉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웃어른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여 비로소 사양하는 것을 

가르친다. 아홉 살이 되면 날짜 세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소학/예기]

나이 열 살이 되면 바깥 스승에게 나가서 공부하고, [남자아이의] 거처는 바깥방에서 하며, 글과 셈

을 배우고, 비단으로 저고리나 바지를 해 입지 않으며, 예를 처음대로 따라 행하고, 아침저녁으로 어린

이의 범절을 배우되 주로 간단하고 진실한 것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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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예기] 

스무 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비로소 예(禮)를 배우며, 갖옷과 비단옷을 입고 대하(大夏 : 하나라의 우임

금이가 지은 음악) 춤을 출 수가 있다.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실행해 나가고, 널리 배우되 남을 아직 가르

치지 못하며, 미덕을 마음속에 지니되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옛날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가 스스로 밥을 먹을 줄 알거나, 말할 

줄 알게 되면, 그에게 소학(小學)의 법도를 가르쳐 미리 교육을 시켰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지각이나 생

각에 있어 아직 주장이 투철하지 못하므로, 바른 말과 지당한 의론으로 날마다 그 앞에서 얘기해야 한

다. 비록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배우고 익히게 하면, 귀에 차고 마음에 가득하여 오

래 가면 스스로 편안히 익혀져서 마치 그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같이 되어, 비록 다른 말로써 현혹시킨

다 할지라도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장성하게 되면, 사사로운 생각과 이

상한 호기심이 마음속에 싹트고, 뭇사람들의 말들이 밖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바

라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소학/예기] 

나이 서른 살에 아내를 갖고 비로소 남자의 할 일을 처리하며, 널리 학문을 배우고 친구를 공손하게 

대하여 그 뜻을 본다.

[소학/예기] 

나이 40살에 비로소 벼슬을 하게 되고 일을 대하여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발표하여,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떠나간다.

[소학/예기] 

나이 50살에 명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벼슬자리에 나아가 정치를 맡아 보며, 나이 70살에 은

퇴한다.

해 설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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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동아시아 유교의 전통이다. 이러한 태교와 가르치는 순서를 율곡 선생은 여러 

경전과 서적의 글을 편집한 『소학』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식을 낳아 가르칠 때 “여러 고모·이모 가운데에서나 또는 할 만한 사람을 골

라서 가르친다.”는 것은 왜 그럴까?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가르치도

록 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맹자가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친다는 역자교지(易子敎之)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대충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순서와 내용이 있다. 어릴 때는 기초적

인 생활예절과 지식을 익히게 하고 점차 넓혀 나가게 한다. 특이한 점은 서른 살에 아내를 맞이하고 마

흔에 벼슬길에 나간다는 점인데, 조선에서는 여기서 『소학』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 서른 살 이전에 혼

인한 사람들도 흔하고 마흔 살 이전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간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

은 아마도 『소학』이라는 책이 고대의 문헌을 모아 송나라 때 편집한 것이므로 『소학』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벼슬길에 나갔다가 임금의 명이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떠나간다.”는 내용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다는 점이다. 벼슬이란 단지 녹(祿)을 차지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철학)을 펼치기 위함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

다. 이것을 출처관(出處觀)이라 하는데, 오늘날 장관이나 고위공직 자리를 주면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

는지 고려해 보는 것은 고사하고 마치 웬 떡이냐고 덥석 물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망신당하는 인사들

을 보라. 출처관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생동안 행동해야 할 기본을 어릴 때부터 익혔던 

것이다. 어떤가? 인성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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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소학』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비단으로 저고리나 바지를 입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이들이 노는 습성을 생각해서 말해 보세요.

2.  『소학』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와 행동규범 그리고 옛사람들의 훌륭한 말과 행동을 소개

하고 있다. 여기서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어릴 때부터 몸소 익히도록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

육적 관점에서 말해 보시오.

3.  옛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식을 남이 가르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모가 직접 가르친 경우도 있었

다.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등학교를 통하여 남이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그

것이 못 미더워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어떤 경우든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남이 가르친다고 해서 남에게 맡겨버리고 방치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기 자식을 학교와 같은 공교육 기관과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 맡기더라도 부

모가 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4.  본문에서 “(벼슬길에 나갔을 때 임금의 명령이)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그 명령이)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

고 떠나간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출처관(出處觀)을 비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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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古
고

者
자

에 婦
부

人
인

妊
임

子
자

하면 寢
침

不
불

側
측

하고 坐
좌

不
불

邊
변

하며 立
입

不
불

蹕하고 不
불

食
식

邪
사

味
미

하니라

(『소학/열녀전』).

한자 풀이와 해설

 古 : 옛/者 : ~것/婦 : 아내, 부인/人 : 사람/妊 : 아이 배다/子 : 아이, 아들/寢 : 잠자다/不 : 아니하다/側 : 곁, 옆/坐 : 

앉다/邊 : 가장자리/立 : 서다/蹕 : 한 발로 서다/食 : 먹다/邪 : 간사하다, 치우치다/味 :맛

*古者 : 옛날

*寢不側, 坐不邊, 立不蹕은 모두 앞에 於가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사미(邪味) : 몹시 야릇하고, 간사(奸邪)한 맛

해석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잠잘 적에 옆으로 눕지 않고 앉을 적에 그 몸을 한 쪽으로 치우치

게 하지 않았으며, 서 있을 적에 한 발로 서지 않고 맛이 야릇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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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소학/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六 : 여섯/年 : 해, 나이/敎 : 가르치다/之 : 대명사/數 : 수, 세다/與 : 주다, 같이하다/方 : 방위, 사방/名 : 이름/七 : 

일곱/男 : 사내/女 : 여자/不 : 아니하다/同 : 한가지, 같다/席 : 자리/共 : 함께/食 : 먹다, 밥

*의미상 주어는 부모이고 문장 전체의 동사는 敎이다.

*數與方名 : 수와 방위 이름. ~與~는 ~와(과)~의 뜻

*之는 敎의 간접목적어인 아이를 받는 대명사

*不共食 : 같은 그릇으로 식사하지 않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不同席) :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뜻

해석 

 자녀의 나이 여섯 살이 되면 수(數)와 방위(方位)의 이름을 가르치고,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한 자리

에 앉지 않고 같은 그릇으로 식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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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형제끼리 화목하라

도 입

여러분에게는 형제가 있는가? 물론 이 때의 형제는 형제자매를 모두 일컫는 말이지만, 나이가 좀 든 

분이라면 형제가 여럿일 것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면 한두 명이 고작일 것이다. 사실 형제자매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이고, 이것은 특히 형제자매가 혼인한 이후에 더욱 

잘 지내야 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이 장의 제목을 친친(親親 : 친해야 할 사람과 잘 지냄)이라 하여 형제 사이의 화목을 

포함해서 친족끼리 화목해 잘 지내는 것을 국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생활은 

그것과 다르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 따라 형제 사이의 화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아무튼 형제가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생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자애롭게 하는 것을 미루어 가면, 친한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친해야 할 사람과 잘 지내는 문제를 다룬다.

[시경] 

아가위나무의 꽃이여, 환하게 활짝 피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만 못하다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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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처자식이 화합함이 마치 비파와 거문고를 타는 것 같도다. 형제가 화목하여야 즐겁고 또한 즐겁

도다.

〈주석〉 첩산사씨(疊山謝氏)가 말하였다.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긋나서 매우 어

지럽게 될 것이다. 비록 처와 자식을 거느리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즐거움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오직 형제가 화목하면 한 집안이 우애하여 서로 화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시 처와 자식의 

즐거움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화목한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지러워진다면, 

사람이 화목한 것 역시 불안해지는 것이다.” 

[서경] 

요(堯) 임금이 큰 덕을 잘 밝혀 그것으로써 모든 친족을 친밀하게 하고, 친족이 이미 화목하게 되니 

백성을 다 같이 밝게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이 모두 밝게 되었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모든 친족이란 고조(高祖)대로부터 현손(玄孫) 대에 이르는 직계 친척을 

중심으로, 방계(傍系)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까운 데를 들어 먼 데를 겸한 것이다. 상복을 입는 다른 성

(姓)의 친척도 역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율곡의 풀이]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것은 가문에 있어서 급한 일이나,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

내는 방법은 일률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종족(宗族) 가운데는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수준이 같지 

않지만 화목을 돈독히 하는 은혜는 마땅히 공평해야 하고, 벼슬을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은 마땅히 구별

해야 한다. 그래서 두텁게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쳐 재주와 덕이 뛰어난 자는 골라서 직접 벼슬을 주

고, 재주와 덕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자는 녹(祿)만 받아먹게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종족이 온전해

질 수 있고 정사(政事)에 빠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뒷날 그 알맞음을 잃어 종족을 치우치게 믿고 일을 맡기면, 임금의 명을 제 맘대로 하여 제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 때 만약 폐단을 바로잡고 잘못을 억제하려면 비록 어질고 능력 있

는 사람이 임금께 충성을 원하더라도 그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

게 지내는 선왕의 도리가 아니다. 

또 물건이나 곡식을 종족에게 하사하는 데는 절도가 있고 접견하는 데에도 때가 있으니 따뜻한 정

성으로 열어준다. 그들이 익힌 것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쌓은 것을 제각기 펼치게 하여, 능한 자는 

권장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경계시키면, 인정과 예법이 나란히 시행되고 일어나 좋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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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뒷날 그 알맞음을 잃어 치우치게 사사로이 하고 지나치게 은혜를 두텁게 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고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않고 현실 정치에 피해를 끼질 것이다. 반면에 종족을 

평범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처럼 소외시

킨다면, 이 모두 친해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선왕의 은혜가 아니다.

반드시 사사로운 은혜로 공정한 정의를 해치지 않고 반대로 공정한 정의로 사사로운 은혜를 끊지 않

아서, 은혜와 공정한 정의 모두를 살린 뒤에야 친한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도리가 될 것이다.

해 설

이 책은 율곡선생이 왕에게 올리는 것이므로 율곡의 풀이에서는 형제 사이의 화목을 직접 거론하는 

말은 없고 왕이 종친들을 어떻게 관리해고 대우해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요즘말로 대통령의 형

제자매나 가까운 친인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의 말로 대

신하고 대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율곡 선생이 그 책에서 형제끼리 화목해야 하는 근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었다. 하나는 형제

는 부모의 몸, 요즘말로 부모의 유전자를 함께 물려 받았다는 점이고, 하나는 자식은 대개 부모를 사랑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 곧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조선중

기 당시까지만 해도 선생의 이 두 전제를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거로 삼은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 두 전제가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다. 같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잘 지내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사랑으로 곧바로 이어질지 의문

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이 부

모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잘 대해 주거나 원하는 것을 뒷받침 하거나 유산을 

많이 물러주어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제 사랑은 어디다 호소해야 이루어질까? 더구나 형제가 어릴 때는 사랑하는 것

처럼 보이다가도, 혼인한 뒤에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갈등하게 되고 심할 경우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

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친가 쪽 형제들은 경험이나 정(情)이 남아 있어서 혹 사랑할 수도 있지만, 

시댁이나 처갓집 형제를 그 배우자가 관습을 떠나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필자는 형제의 우애를 당연시 여기는 조선시대에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

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형제 사랑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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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우리 사회를 보면 못사는 집의 형제들은 오히려 똘똘 뭉쳐 부모를 잘 모시고 화목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재산이 많을 수롤 더욱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끈 대기업의 총수 자녀들 간의 

다툼이 그것이고, 그 옛날 왕자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는 것도 다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부모로서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다툼이 

없는 일부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말해 보시오.

2.  요즘 다 자란 형제들 사이를 보면 간혹 늙은 부모의 봉양을 두고 갈등을 겪는 형제들이 더러 있다. 상대적으로 

유산을 적게 물려받은 둘째아들이 비교적 많이 물려받은 맏아들에게 봉양을 미루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맏

아들이 잘 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맏아들이 잘 살지 못할 경우 여러분이 잘 사는 둘째아들이라면 부모의 봉양

을 어떻게 하겠는가? 또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딸이라면 이런 부모를 어떻게 하겠는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

세요.

3.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체 처하면 내 몸처럼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율곡 선생을 비롯하여 옛사람들은 그렇

게 생각해 왔다. 인간의 도리라고 여긴 근거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혈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

로 보면 대개 작은 도움은 잘 주지만, 큰 도움 가령 가정을 가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선뜻 형제를 도우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형제나 자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왕창 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 더

욱 그러하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음식과 의복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함께하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선생의 의견

을 따라 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야 할까? 아니면 작은 도움만 주고 끝내야 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만

약 율곡 선생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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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으로 형제를 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형이나 동생이 어릴 때부터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한 경험이나 피해의식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서로 다툰 상처가 깊기 때

문에, 부모가 남긴 유산의 갈등 때문에,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형제의 인격이 실망할 정도로 좋지 못해

서, 또 나의 배우자가 반대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말씀처럼 다 자

라서 성인(成人)이 된 후에도 형제끼리 우애가 깊은 경우는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다면 율곡의 이런 

말이 현실성이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율곡 선생이라면 오늘날 현실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각자가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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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不
불

以
이

私
사

恩
은

으로 害
해

公
공

義
의

하고 不
불

以
이

公
공

義
의

로 絶
절

私
사

恩
은

하느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不 : 아니하다/以 : ~으로써/恩 : 은혜/害 : 해치다/公 : 공변되다, 공적인/義 : 옳다, 바르다/絶 : 끊다

*不 : 부정어로서 맨 뒤에 해석한다. ~하지 않는다. 

*以 :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어조사로서, ~로써 또는 ~을 가지고로 풀이함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사은(私恩) : 사사로이 베푸는 은혜, 사적인 혜택

*공의(公義) : 공정한 도의 또는 공정한 정의

해석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정한 정의를 해치지 않고, 공정한 정의로써 사사로운 은혜를 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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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
약

有
유

愛
애

父
부

母
모

之
지

心
심

이면 則
즉

豈
기

可
가

不
불

愛
애

父
부

母
모

之
지

子
자

乎
호

아?(『격몽요결』)

한자 풀이와 해설

 若 : 만약, 만일/有 : 가지고 있다/愛 : 사랑, 사랑하다/父 : 아비/母 : 어미/之 : 어조사/心 : 마음/則 : 곧/豈 : 어찌/可 

: ~할 수 있다/不 : 아니하다/子 : 아들, 자식/乎 : 감탄이나 의문 따위를 나타내는 어조사

* 若~則~ : 만약 ~하면 ~하다를 나타내는 가정을 나타내는 말

*豈 ~乎 : 어찌 ~하겠는가의 뜻으로 반어형 용법에 쓰임

*之 : ~의 또는 ~하는 등으로 쓰이는 어조사

*父母之子 : 부모의 자식으로 형제를 가리킨다.

*愛父母之心 :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해석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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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매사를 삼가고 엄숙하게 하라

도 입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관찰하면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잘 놀아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의 엄숙한 아버지의 모습에 비해 좋은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

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른께 버릇이 없거나 실수해도 귀엽게 봐주고 넘어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마치 자기 친구처럼 함부로 대해서 부모와 자식 사

이의 의(義)를 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물론 이렇게 자란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만,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아무리 친한 부부나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친압(親狎 : 격의 없이 너무 가깝게 지

냄)하는 것이 있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그 의를 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반면 사람이란 습관의 노예가 되기 쉬워서 격의 없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엄격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집안에서 부모가 취하는 엄숙함은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필요

한 일이다.

율곡 선생이 이 장에서 말하는 주제는 원래 근엄(謹嚴)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부부사이의 내외를 

엄격하게 하여 몸을 조심하고 삼가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소 불필요하므로 

하나만 소개한 뒤 생략하고 여기서는 가정을 다스리는 엄숙함만 소개한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은혜와 의리를 돈독히 하는 것은 앞의 4장에 걸쳐 그 대강을 말하였다. 이 두 가

지 문제는 삼가고 엄숙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삼가고 엄숙하게 하는 문제를 그 다음의 순

서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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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 

예(禮)는 부부사이를 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짓되 안채와 바깥채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채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채에 거처하되, 안채는 깊숙한 곳에 짓고 문을 굳게 닫아서 문지기가 지켜서 남자

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는 나오지 못하게 한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다.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인륜이 문란해진다. 

그러므로 예는 부부사이를 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주역]

집안사람들이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막는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진심으로 법도를 가지고서 분수에 벗어나는 일

을 하지 못하게 막아내지 않는다면, 사람의 감정은 곧 죄를 짓는 데로 흘러서, 반드시 후회하거나 한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질서를 상실하거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

거나, 은혜를 손상하게 되거나, 윤리를 해치게 되어, 혼란이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을 것이다. 법도

로써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잘 막아낸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후회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사람이란 자기가 사랑하여도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미워하여도 치우치게 되며, 자기가 두려워하거

나 공경하여도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슬퍼하거나 가엾게 여겨도 치우치게 되며, 자기가 오만하게 굴

거나 게을러도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좋

은 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흔하지 않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런 다섯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 그 본래부터 당연한 법칙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심정이란 오직 그 향하는 바에 따를 뿐이고, 살펴보는 일을 더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의 몸을 닦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학] 

속담에 “사람이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

였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사랑에 빠진 자는 밝지 못하고, 얻기를 탐내는 자는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치우쳐서 해가 되는 것이니, 집안이 가지런히 다스려지지 못하는 까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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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오직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

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노예(노비)나 하인이다. 군자는 처와 첩에 대해서 엄

숙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기르면 이 두 가지 폐단이 없을 것이다.”

[서경]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는 일은 오직 여러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공직은 개인

적으로 친밀한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오직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지위는 악덕

한 무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오직 어질고 덕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오직 현명하고 오직 유능한 이를 선발하는 것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

는 길이고, 사사로이 친밀하거나 악덕한 이를 선발하는 것은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길이다.” 

[율곡의 풀이]

삼가고 엄숙하게 하는 이 장에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대개 안팎(내외)을 분별

하고 예법으로서 막으면 남녀가 바름을 얻고, 밝고 공정한 것으로 엄숙하게 하면 호오(好惡)가 이치에 

합당하게 된다. 

해 설

율곡 선생이 이 장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왕이 자기 가문의 어른으로서 기강을 바로잡고 은혜를 베

푸는 문제에서 삼가고 엄숙해야 함을 다루고 있다. 왕에게 있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문제는 곧 나라

의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기』와 그 내용이 들어간 『소학』에 나오는 말을 위주로 부부간의 분별을 엄격히 하여 남녀 

사이의 음란한 문제를 예방하고, 처와 첩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외척과 환관을 대하는 문

제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윤리를 바로잡고 은혜를 베풀더라도 삼가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현대의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더라도 소시민적 삶을 사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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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전혀 없을까? 앞의 도입부문에서 시사했듯이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문

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옛말의 “손자를 너무 예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당긴다.”는 

말도 본문의 공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자식이나 또 가까운 사람 누구든 제대로 배우지 못

했거나 미성년일 경우 너무 잘 대해주면 버릇이 없어지거나 방자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이 엄숙하게 하는 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로서 학교의 스승이나 사회의 선배로서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태도

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쉽게 치우칠 수 있다. 본문 『대학』의 말도 이점을 우

려한 것이다. 아무튼 가정 내에서 자녀와 친하기만 하고 잘못에 대한 엄격한 질책이 없을 경우,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정의와 평등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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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예전 사람들이 가정에서 법도를 강조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가정에서 법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각각의 장단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2.  본문 『대학』에서 말하는 속담에 “사람이란 자기 자식의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사람이 욕심에 빠지기 쉬워서 자신 자식은 좋게 보이므로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는 작게 보이고 남의 논의 벼는 크게 보인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경험에서 찾아 말

해봅시다. 

3.  지도자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친 경우를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찾아

보자. 

4.  『논어』에서 공자는 “오직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라고 하

였다. 공자가 살았던 당시와 지금은 사회적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공자의 이 말에는 일정한 보편적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

는 ‘여자’와 ‘소인’을 오늘날 입장에서 말한다면 누가 거기에 해당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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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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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니라(『대학』).

한자 풀이와 해설 

 諺 : 속담/有 : 있다/之 : 대명사/曰 : 말하다/人 : 사람/莫 : 없다/知 : 알다/其 : 그/子 : 자식/惡 : 악하다, 악행/苗 : 

어린 벼, 싹/碩 : 크다

*莫 : ~하지 못하다의 부정사로 쓰임

*其 : 대명사로 人을 받음

*莫知其苗之碩 :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과 유사하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막지기자지악(莫知其子之惡) : 부모 된 사람은 사랑이 지나쳐 자기 자식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

해석

 속담에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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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대학』).

한자 풀이와 해설 

 好 : 좋아하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其 : 그/惡 : 악하다, 악행, 미워하다/知 : 알다/美 : 아름답다, 좋다/者 : 사람/天 

: 하늘/下 : 아래/鮮 : 드물다/矣 : 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

* 惡은 악(惡)으로 읽을 때는 악하다, 악행의 뜻이고 오(惡)로 읽을 때는 미워하다의 뜻

*여기서의 而는 앞뒤 문장의 반대되는 뜻을 이었다. ~하나, ~하면서도의 뜻

*주어는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이고 술어는 鮮이다.

*~者 : ~하는 것, 여기서는 ~사람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호이지기악(好而知其惡) :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옳지 못한 점을 안다는 말

해석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좋은 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흔하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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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라

도 입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절약과 저축을 무척 강조하였다. 그 때는 절약과 검소가 미덕

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절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되었다. 그래서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

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자원 곧 물이나 에너지는 절약이 미덕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생산력이 낙후되고 그나마 1차 산업인 농업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자가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약과 검소가 미덕이었다. 특히 왕이나 관리 등의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했고, 또 일부 사대부는 청빈하게 살기도 했다.

이 장은 율곡 선생이 선조임금에게 절약과 검소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내용이 왕실

을 중심으로 기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절약 정

신은 오늘날도 필요한 미덕이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다량의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온난

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그 자

원은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 독점하다시피 하여 남용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약도 지도자가 앞장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가정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임금의 미덕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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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우(禹)임금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소하였

으나 조상신에게는 효성을 다하였고, 평소의 의복은 거칠었으나 종묘와 조정의 예식에서 입는 의복은 

아름답게 하였으며, 궁전은 허술하였으나 농사에 필요한 도랑에는 힘을 다하였다. 그 때문에 우임금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풍족하게 하거나 검소하게 하는 것을 각각 마땅한 데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였으므로 비난할게 없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말하여 깊이 찬미하였다.”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자

기 자신을 받드는 일에 대하여는 소박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는 부지런히 힘썼으며, 종묘와 

조정에서 입는 예복은 아름답게 꾸몄으니, 이는 천하를 사사로운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어

찌 비난할 만한 틈이 있겠는가?”

[서경] 

주공(周公)이 말하였다. “문왕(文王)은 검소한 옷을 입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공과 백성을 기르는 공

을 이룩하였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문왕은 의복을 잘 입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성품이었고, 오로지 백성

들을 편안히 하고 기르는 데만 그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검소한 옷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단서를 들어 말한 것이다 궁실과 음식 등도 소박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

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너의 검소한 덕을 삼가 오로지 장래를 위하는 영원한 계획을 생각하라.”

〈주석〉 진씨가 말하였다. “검소하면 마음이 작아 생각하는 것이 원대해지고, 사치하면 마음이 커서 

계책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율곡의 풀이] 

검소하다는 것은 공손한 덕이며, 사치라는 것은 큰 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검소해 진다면 마음이 

항상 방탕하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치하면 곧 마음이 항상 바깥

으로 치달아 날마다 방자하게 되어 만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집 안에서 자손의 예를 들어 말한

다면 선대의 조상이 부지런히 일해서 산업을 이룩한 것을 자손이 검소하게 절약하여 간직하는 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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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에 전하여도 가업이 쇠퇴하지 않으나, 한 번 사치스럽고 방종한 사람이 나오면 방자스럽게 향락

을 일삼아 여러 해를 두고 쌓아온 재물을 하루아침에 탕진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 집안의 흥하고 패하는 것은 그 관련되는 바가 적은 것이나, 국가의 경우라면 조종(祖宗)이 쌓아올

린 공은 한 집안을 일으키는데 비유할 수 없는 것이며, 창고에 저장된 재물은 하나라도 백성의 피와 땀

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니 어찌 감히 망령되게 사치를 일삼아서 하늘이 내린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들

의 힘을 곤궁하게 하며, 선조께서 이룩한 왕업을 패망토록 하겠는가? 

해 설

본문의 내용들은 중국 고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왕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사사로이 

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나왔으니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여 공적인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약 

임금이 사치하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왕업(王業)을 패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문제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나라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요 일반 공무원도 자기 직

무를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을 보아 그것

만으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여 부를 

축적한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다른 일 없이 오직 공직생활을 통해 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꿈꾸어서

도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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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옛날 임금들 가운데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든 흉년이 되면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본문 [서경의 주석]에서 “문왕은 의복을 잘 입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성품이었고, 오로지 백성들을 편

안히 하고 기르는 데만 그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검소한 옷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단서를 들어 말한 

것이다 궁실과 음식 등도 소박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말과 관계가 된다. 이

런 전통은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 국가에 재난이 있거나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고위

공직자가 조심하고 사치와 향락을 금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금해야 하는 사치와 향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율곡 선생은 『격몽요결』에서 청빈(淸貧)한 삶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난하여 서울에 

집도 없었다고 전한다. 청빈한 삶은 청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

시 학문의 목적이 성인(聖人)이 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 청빈한 삶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풍요롭게 사는 것을 개인의 당당한 권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욕망도 가능한 채워야 한다고 여긴

다. 그래서 각자의 욕망을 경쟁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빈부의 차이나 갈등이 존재한다. 재화(財貨)는 한정되어 

있고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뒤 따른다. 풍요로우면 정신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에서 과거의 청빈한 삶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영혼

을 살찌우기 위해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소유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

게 필요 이상의 재물은 정신과 영혼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부자가 천

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성서 속의 예수의 말은 쓸데없는 공허한 말일

지도 모른다. 인생을 보람 있고 만족스럽게 사는 데에 청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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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통사상이나 철학은 대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녀를 엄격히 분별하

는 것과 검소와 절약을 미덕으로 삼는 것도 모두 그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이 욕망을 억제하여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만 한다면,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행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굴러 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

에 하나의 모순이 등장한다. 개인의 삶에서 가령 도덕 교과서에서 검소와 절약을 미덕으로 권장하면서도 사회·

정치적으로는 소비를 권장한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검소와 절약이 미덕인지 소비가 미덕인지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4.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보면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사치와 낭비는 욕망의 실현에

서 등장한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금욕적이면 타협 불가능한 독불장군이 되기 쉽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게다

가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남이 그르다는 태도를 지니기 쉽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욕망을 채워도 될까? 반대로 

어느 선까지 욕망을 막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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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夫
부

儉
검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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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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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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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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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謨
모

者
자

疏
소

하니라

(『서경의 진씨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夫 : 대저/儉 : 검소하다/則 : 곧/心 : 마음/小 : 작다/而 :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爲 : 되다, 하다/者 : ~하는 것/遠 : 멀

다/侈 : 사치하다/大 : 크다/謨 : 꾀, 계획하다/疏 : 서투르다, 소홀하다

*夫 : 발어사로서 대저 또는 대체로 보아의 뜻임. 경우에 따라 뜻을 생략할 수 있음

*~則~ : 조건을 나타내며 ~하면 ~하다의 뜻

*~者 : ~하는 것으로 곧 爲慮者는 직역하면 ‘염려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치심(侈心) :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

*원려(遠慮) : 앞으로 올 일을 헤아리는 깊은 생각 또는 멀리 내다 봄

해석

검소하면 마음이 작아 생각하는 것이 원대해지고, 사치하면 마음이 커서 계책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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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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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혈

이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府 : 곳집, 관청/庫 : 곳집, 곳간/所 : 바, ~것/藏 : 저장하다, 간직하다/秋 : 가을/毫 : 가는 털/莫 : 없다/非 : 아니다/

生 : 살다, 살아있다/民 : 백성/之 : 어조사/膏 : 살찌다, 지방/血 : 피

*莫非 : ~아님이 없다의 뜻으로 이중 부정을 나타내는 말

*所+동사 : 영어의 to+동사의 부정사처럼 명사형을 만듦. 所藏은 저장한 것 또는 저장된 것

*之 : ~의 뜻임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부고(府庫) : 재물을 모아두는 창고

*추호(秋毫) : 가을철 가늘어진 짐승의 털이란 뜻으로 몹시 적음을 비유한 말

*생민(生民) : 살아있는 백성이란 뜻으로 일반 백성을 말함

*고혈(膏血) : 사람의 기름과 피라는 뜻으로 힘들게 생산한 재물이라는 말

해석 

(나라의) 창고에 저장된 재물은 하나라도 백성의 피와 땀이 아닌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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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가정을 바르게 한 효과

도 입

거친 질문이지만 사회가 혼란한 까닭이 무엇일까? 예컨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공

직자의 부정부패, 그리고 각종 범죄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비록 현실정치나 공직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우국지사(憂國之士)라 부른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나 그 이후의 전국시대 당시의 모습도 그 혼란함이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자와 그 후학인 유가(儒家)들은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자나 

제후 등의 지도자부터 바르게 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지도자의 수신을 통하여 가정을 바르게 하

면 국가는 저절로 다스려지며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율곡 선생이 이 책에서 말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도 임금이 수양을 통해 바로 서고, 그런 다음 

가정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말한 것처럼 임금이 가정을 바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임금이 가정을 바르게 한 효과는 임금이 잠자는 침소에서부터 쌓이고 쌓이더라도 나라 전체에 가득 

차 넘칠 것이니, 명령이나 호령을 내리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이 저절로 풍속(風俗)이 바뀌고 백성들이 

교화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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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한 집안이 어질다면 온 나라가 어질게 되고, 한 집안이 겸양하다면 온 나라가 겸양해 진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것은 교화가 온 나라에 이루어지는 효과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대학] 

『시경』에서 “법도에 어긋남이 없으니, 사방의 나라를 바로 잡으리라.”고 하였으니, 부자(父子)와 형제

(兄弟)가 본을 받아야만 백성들이 본받게 된다.

〈주석〉 물었다. “부자와 형제가 본을 받아야만 백성들이 본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임금과 순

임금은 그 아들을 감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주공(周公)은 그 형과 아우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자가 말하였다. “요임금과 순임금과 주공은 특수한 경우에 처하였던 것이

다. 천하를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진 이에게 전해 준 것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잘 처리한 

것이다. 만일 주공이 관숙(管叔 : 문왕의 아들이자 주공의 형제. 반란을 일으켰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면 주나라

가 어지럽게 되지 아니하였겠는가? 이것은 부득이 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

편적인 경우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시경] 

야들야들한 복사꽃이 활짝 피었네. 이 딸이 시집가니 그 집안 화목하리.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문왕(文王)의 덕화(德化)가 집안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남녀가 바르게 되고 

혼인을 제 때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인이 그 여자의 현숙한 것을 감탄하여 그가 반드시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할 것을 알겠다고 한 것이다.”

[율곡의 풀이] 

오직 그 사람의 뜻이 정성스럽지 아니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정을 바르

게 하는 데까지 미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며, 집 안이 바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까

지 미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로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을 수가 있다면,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기는 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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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지금까지 제2부는 가정을 바르게 하는 문제를 다루었지만, 거기에는 자기 몸을 닦는 수신이 전제되

어 있다. 정리하면 주체인 내가 바로 서야 대상인 사물이 바르게 된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 

사실 유가(儒家)의 이론은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의 이론 가운데 하나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제후들이나 대부 등에게 채택되어 쓰이고자 탄생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자에게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도 기실 그들이 공자로부터 크고 작은 나라 또는 작은 땅인 식읍

(食邑)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원리를 배워서 벼슬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의 

사상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작은 땅을 다스리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가 지도자 자신부

터 수양하여 자기 가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

고 보면 공자나 묵자와 같은 당시 학파의 수장들은 오늘날로 보면 이름난 대학의 총장이나 과외선생이

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 성학(聖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학(帝王學)인 셈이다. 다만 그런 사상에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이 있다. 특히 공자나 맹자의 경우는 강제력을 지닌 법이나 

얄팍한 권모술수가 아닌 인간의 도덕성에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편성을 띤다고 하겠

다. 이것은 어느 종교나 사상에 다 들어 있는 현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학이 지도자를 위한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보통사람들에게 이런 지도자를 위한 성학이 필요는 없는 학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

늘날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모임이나 조직에서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없다. 게다가 지도자가 되면 가

족의 실수 때문에 낭패 보는 지도자가 흔히 있다. 가족의 실수가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것은 해당 본인의 무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이 유학의 

전통 때문이 아닐까? 물론 유학의 전통이 없는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처럼 엄격하지는 않

은 것 같다. 가족의 독립성을 우리보다 더 존중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리라.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조직이 잘못되면 지도자는 스스로 ‘내 탓이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 혼란을 시

민이나 구성원의 탓으로 돌리면 무능하다. 민주사회에서 정치가는 국민이 추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

스로 잘 해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유권자의 다수가 지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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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시적 혼란을 국민이나 시민을 탓으로 돌린다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

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했었다. 이게 바로 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지도자상이다. 바로 가장 근원

적으로 자신의 수신(修身)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

심(私心) 곧 사적인 욕심과 그 욕심으로 인해 가려진 사태의 인식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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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본문과 해설에서 ‘가정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 진다’는 논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수긍을 못할 수도 있겠다. 전통적으로 군주가 지배하는 군주제 정치 체제에서는 

군주-부모, 백성-자녀의 관계로서 사회를 인식하고 또 지배체계도 그런 방향에서 구성되었지만, 현대 민주사회

에서는 아래로부터 국민이나 시민의 대표자가 그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지배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바로 여기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문제가 국민이나 시민의 대표로서 하는 일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해 보인다. 가정이 없

는 사람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혼이나 재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눈

에 띄지 않게 가정에 문제 많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정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반드

시 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논리는 그 효용성이 줄어들 것이다. 가정의 일과 나라 지도자의 일은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의 생

각을 말해 보세요.

2.  율곡 선생은 경전을 인용하여 국왕이 침실에서조차도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

악관에서 여직원과 성 추문이 있어도 추문으로서만 끝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개인의 사생활과 공직자로서

의 자세는 과연 이처럼 별개의 문제처럼 관대하게 보아도 괜찮을까?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할까? 각

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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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가 잘못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의 사심(私心)이 지나치게 국정에 반영된 

경우가 많다. 크게는 그것이 지나쳐 장기집권의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낸 사람들이 꽤 있고, 

작게는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만들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자들도 있다. 그 사심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사욕(私慾)인데, 최고 지도자까지 해 봤으면 사욕이 없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뜻에

서 보면 유학에서 강조하는 지도자의 자기 수양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에서 율곡 선생이 말한 것 가운데서 찾아 말해 보세요.

4.  올바른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올바른 가정은 대개 부모의 지적인 수준과 교양 그

리고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 경우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올바른 가정의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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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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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人 : 남/臣 : 신하/不 : 아니하다/正 : 바로잡다, 바르다/妻 : 아내/子 : 자식/而 : 말을 잇는 접속사/欲 : ~하고자 하다/

格 : 바로잡다/君 : 임금/者 : 것, 사람/是 : 이것, 이/猶 : ~와 같다/耘 : 김매다/求 : 구하다, 찾다/穫 : 거두다, 얻다

*欲~者 : ~하고자 하는 것

*~者는 (是)猶~ : ~하는 것은 猶 이하와 같다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인신(人臣) : 남의 신하 곧 신하를 일컫는 말

*격군(格君) : 임금을 바르게 하다. 비슷한 말에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격군심(格君心)이 있다.

해석

 신하가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은 김을 매

지 않고 수확물을 찾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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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니라(『대학』).

한자 풀이와 해설 

 一 : 하나/家 : 집안/仁  : 어질다/國 : 나라/興 : 일으키다, 일어나다/讓 : 사양하다/貪 : 탐하다/戾 : 어그러지다, 사납

다/作 : 일으키다/亂 : 어지럽다, 난리

*여기서 말하는 一家는 왕의 집안을 말함

*여기서 말하는 一人도 왕을 말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인(仁) : 공자의 중심사상으로 여러 의미로 쓰임. 우리말로 보통 ‘어질다’로 옮김

*흥인(興仁) : 어질게 하다. 참고로 흥인지문(興仁之門)은 동대문을 말함

*탐려(貪戾) : 욕심이 많아 정도(正道)에서 벗어남 또는 욕심이 많고 사나움

*작란(作亂) : 난리를 일으킴

해석 

 한 집안이 어질다면 온 나라가 어질게 되고, 한 집안이 겸양하다면 온 나라가 겸양해 지며, 한 사람

이 욕심이 많아 정도에서 벗어나면 한 나라가 난리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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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바른 지도자가 되라



162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제1장  총론 

도 입

앞에서 몸을 닦고 가정을 바르게 하는 문제를 소개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오랜 수련과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고승(高僧)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탈만 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경건한 신앙생활로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

다면 새사람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혼자만 극락 가고 천당 가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다면 

그런 사상과 종교는 무익하다.

바로 유학에서도 이런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정작 따로 있다.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한 일이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

는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혜택이 백성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총론으로 정치의 근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정치의 규모와 절목에 대해

서 소개한다.

본 문

[서경]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총명한 이가  임금이 되고,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된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성인은 천하의 큰 임금이 되며, 천하의 지치고 병든 이들이 그 삶을 

얻고, 홀아비·과부·고아·외톨이가 보호받아 모든 백성 가운데 제자리를 얻지 못한 이가 하나도 없으

니, 이는 임금이 또 백성의 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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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우(禹) 임금이 말하였다.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어렵게 여기며,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어렵게 여겨야

만 정사(政事)가 겨우 다스려져서 백성이 속히 덕에 감화된다.” 순(舜)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하다. 진실

로 이와 같이 하면 아름다운 말이 숨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진 이가 초야에 묻혀 있는 경우가 없

어서 온 나라 안이 다 편안할 것이다. 뭇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타인을 좇으며, 

무고한 이를 학대하지 않고, 곤궁한 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요(堯) 임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율곡의 풀이] 

인정상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면 그래도 힘써 좇을 수 있지마는, 만일 잘하고 있는 이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번민하면서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게 된다. 우 임금이 순 임금이 

잘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거듭 경계하자, 순 임금도 자기가 잘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虞)나라 조정의 군신이 서로 그 도

를 극진히 한 것이요, 성인이 더욱 성스럽게 된 이유이다.

[논어] 

정공(定公)이 물었다.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니 그런 말도 있습니까?” 하자, 공자가 대답

하였다. “말을 그렇게 기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는 임금된 것은 즐거울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하니, 만일 임금의 말이 선(善)한데 아무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임금의 말이 선(善)하지 못한데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게 됨을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정치를 하는 데 덕으로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고, 뭇별들이 

그것을 향하여 도는 것과 같다.”

[논어의 주석] 

순자(荀子)가 말하였다. “몸을 닦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나라를 닦는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임

금은 소반[槃]이니 소반이 둥글면 물이 둥글다. 임금은 사발이니 사발이 모나면 물이 모나다. 임금은 근

원이니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것이 맑고,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것이 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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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임금이 덕을 닦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다. 먼저 임금의 직분이 백성의 부모 자리에 있다는 것

을 안 뒤에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워서 표준을 삼게 되면, 그 효과가 마치 뭇별들이 북극성을 향하

는 것과 같을 것이다. 순(舜)과 우(禹)·공자(孔子)·중훼(仲虺 : 본문에서 생략함)의 설은 중을 세우고 극을 세우

는 요령이다. 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많지마는, 임금으로서 백성에게 인(仁)을 행하는 이는 

적으니, 천지가 부여한 직책을 생각하지 않음이 심하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에 조심하여 신용 있게 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

[논어] 

공자가 위(衛)나라에 있을 때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고 가니,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이 많구나.” 염유

가 말하였다. “이미 백성이 많으면 무엇에 더 힘써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을 부유하게 해 

주어야 한다.” 염유가 말하였다. “이미 부유하면 또 무엇에 더 힘써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가르

쳐야 한다.”

[중용] 

공자가 말하였다. “대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홉 가지 원칙이 있는데, 몸을 닦는 것

[修身], 현자를 존경하는 것[尊賢], 친족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여러 신하의 

입장이 되어 살피는 것[體羣臣], 서민을 사랑하는 것[子庶民], 백공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데서 온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柔遠人], 제후들을 포용하는 것[懷諸侯] 등이다.” 몸을 닦으면 도가 서게 되

고, 어진 이를 존경하면 의혹이 없어지며, 친족을 친애하면 제부(諸父)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고,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되지 않게 되며, 여러 신하의 입장이 되어 살피면 그들이 예(禮)로 무겁게 보답하

게 되고,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이 서로 권면(勸勉)하게 되며, 백공을 오게 하면 재용(財用)이 풍

족하게 되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면 사방이 모두 귀순해 오게 되며, 제후를 포용하면 

천하가 모두 두려워하게 된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어진 이를 존중하고 유능한 이에게 일을 시켜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 벼슬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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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천하의 선비들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점포세(店鋪稅)

만 징수하고 물품세는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시장의 불법만을 다스리고 점포세도 받지 않으면 천하의 

상인들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시장에 상품을 두기를 원할 것이다. 관문(關門)에서는 이상한 일이 없

는지 살피기만 하고 관세(關稅)를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나그네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도로에 

다니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자에게는 공전(公田)의 경작을 돕게 하고, 사전(私田)의 세를 받지 않으

면 천하의 농민들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들에서 농사짓기를 원할 것이다. 거주지에 인구세(人口稅)와 

가옥세가 없으면 천하의 백성이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다섯 가

지를 실시하면 이웃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임금을 부모같이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 자제들이 떼

를 지어 그들의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있었던 적이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천하에 적이 없는 이는 천리(天吏)이다. 그렇게 되고서도 왕 

노릇 하지 못한 이는 없다.”

[율곡의 풀이] 

정치하는 요령은 대개는 이 장에 다 실려 있다. 다음의 글에서는 의미를 더 부연하여 설명하였으니, 

중(中)과 극(極)을 세우는 것은 정치하는 근본이요, 백성이 많고 부유한 뒤에 가르치는 것은 정치하는 규

모(規模)이며, 구경(九經 : 앞의 『중용』에서 말하는 아홉 가지 원칙)의 일은 정치하는 절목이다. 그러나 구경은 본

말(本末)을 통하여 말한 것이니, 이른바 수신(修身)이란 바로 중과 극을 세우는 일을 말한 것이요, 이른바 

하나라는 것은 또 중과 극을 세우는 근본이라는 것이다.

해 설

유학의 사상 가운데는 철학·윤리·교육·예술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풍부한 

것이 정치사상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유학의 정치사상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한 기본소양과 자질

을 함양하는 것을 전제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란 단지 피지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대

상임을 분명히 밝혀, 정치사상이 단지 정치기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

으로 보면 유학에서 말하는 정치학은 성학(聖學)인 셈이다. 곧 통치자의 내면을 규정하면 성인이요 외면

을 규정하면 왕이 된다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을 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학이 초월적·종

교적인 성격보다는 현실적·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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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본문 [율곡의 풀이]에서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中)과 극(極)은 무엇

을 뜻할까요? 『논어』의 등장하는 북극성의 비유와 관계가 되고 또 왕에게 성인(聖人)의 위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

계된다. 도덕과 정치적 행위를 일치시키는 과거 최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적 경지라고 할까? 현대적 의미

로 무엇일까요?

2.  사람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일을 자기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잘나고 똑

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친구들 모임, 모둠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도 주

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모임 활동에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나는 친구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율곡 선생이 말하는 정치란 위정자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고, 이상적인 정치제도를 수립

하여 백성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치가와 위정자들이 있

다. 현대의 위정자들의 모습과 율곡 선생이 생각하는 위정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을지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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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한 것만으로 국

가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맹자』 『등문공상』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깝다.”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구성원이 도리를 배움이 없다면 그 나라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

이겠지요!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가르침과 율곡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말하는 배움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르치

고 배우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맹자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맹자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아직도 일리가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5.  앞의 본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원칙을 구경(九經)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아홉 

가지 큰 원칙 가운데 수신(修身)을 가장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능력위주의 사회라고도 한다. 무한경쟁시

대에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가 현대사회에서 유능한 

지도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도자에게도 도덕적 수양이 필요할까? 만약 필요하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런 리더십과 도덕적 수양이 별개의 문제라면 그 근거도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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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君 : 임금/事 : 섬기다/斯 : 이/民 : 백성/萬 : 일만 만/物 : 만물/儕 : 같은 무리/輩 : 동류/以 : 전치사/充 : 채우다/仁 

: 어질다/心 : 마음/然 : 그러하다/後 : 뒤/可 : ~할 수 있다/盡 : 다하다/其 : 그/職 : 직분, 임무

*以~爲~ : ~을 ~으로 삼다

*주절의 본동사는 盡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사천(事天) : 하늘을 섬김

*제배(儕輩) : 같은 무리의 사람. 같은 말에는 동배(同輩) 또는 동류(同類)가 있다.

해석

 임금이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며 백성을 형제로 삼고 만물을 동류로 삼아서 

인심(仁心)을 충만하게 하여야만, 그 직임을 다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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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道 : 다스리다, 길/千 : 일천/乘 : 타다, 수레/之 : ~의/國 : 나라/敬 : 공경하다/事 : 일, 부리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

信 : 믿다/節 : 절약하다, 마디/用 : 쓰다, 재물/愛 : 사랑하다/時 : 때

*以時 : 때에 맞게

*의미상의 주어는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승지국(千乘之國) : 천 대의 병거(兵車)를 낼 수 있는 나라의 뜻으로 큰 제후국을 말함

*절용애인(節用愛人) :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

*사민이시(使民以時) : 백성을 때에 맞게 부린다는 뜻으로 곧 농번기를 피해 부역을 시킴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매사에 조심하여 신용 있게 하며, 재용(財用)

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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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라

도 입

회사든 작은 조직을 경영하든 간에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물며 국

가이겠는가? 국가를 경영하는 핵심 가운데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물론 시대에 따라 요구

되는 인재의 능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일은 동서고금

을 막론하고 중요한 일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여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 장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군자의 행실, 소인의 간사함을 분별하는 것, 군자와 소인에 대한 통론, 등용과 퇴출의 편의, 현명한 이

를 찾는 방법, 소인을 멀리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 상 모든 

것을 항목별로 다룰 수 없고, 모두 통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공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어진 이를 기용하지 않고 정치를 

잘하는 이는 아직 있지 않았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야 정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직

책은 오직 어진 이를 알아 잘 맡기는 것을 선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을 먼저 놓고 장 내에서 

특별히 상세히 의논하였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오직[惟] 인(仁)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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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는 연유를 살펴보고 그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율곡의 풀이] 

행위가 비록 착할지라도 만약 명예를 좋아하고 벼슬을 좋아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그 하는 일의 

동기가 착하지 못하다. 

[논어] 

뭇사람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뭇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주석〉 맹자가 말하였다. “주위에서 모두 어질다고 해도 아직 수용해선 안 되며, 모든 대부들이 다 

어질다고 해도 아직 수용해선 안 된다. 나라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한 뒤에 살펴서 그 어진 것을 본 뒤

에 기용해야 한다. 주위에서 다 옳지 못하다 해도 듣지 말고, 모든 대부들이 다 옳지 못하다 해도 듣지 

말 것이며, 나라 사람들이 다 옳지 못하다고 한 뒤에야 이것을 살펴서 그 옳지 못한 것을 본 뒤에 버릴 

것이다.”

[주역] 

군자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율곡의 풀이] 

군자는 인륜의 행위에 있어서는 세속과 대부분 같지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 어버이를 사랑하

는 것은 같지만 부모를 도리로서 깨닫게 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 효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속인

과 다르고, 임금을 존경하는 것은 같지만 임금을 도리에 맞도록 인도하다가 합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속인과 다르며, 처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서로 손님같이 존경하여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속

인과 다르고, 형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지만 화락한 마음으로 서로 힘써서 학행을 연마하는 것이 속인

과 다르며, 친구끼리 사귀어 노는 것은 같지만 오래도록 존경하고 서로 보살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속

인과 다르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훌륭한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옳지 못하면 그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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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옳지 못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가는 것을 

말한다. 도로써 임금을 섬기는 이는 임금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옳지 못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선비는 곤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고, 출세해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곤궁해도 의

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을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

하지 않는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근심한다. 정말 잃을까 근심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작게는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아 주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것까지 다 잃을까 근심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율곡의 풀이] 

탐욕스럽고 더러우며 아첨하는 것은 소인의 한결같은 태도로 어리석고 어두운 임금이 아니라면 이

것을 분변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오직 옳은듯하지만 그른 자에 대해서는 비록 밝은 왕이라도 분변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군자는 낯빛을 바르게 하여 곧은 말을 하는데, 소인 중에 외형은 엄격하게 하고 

들추어내는 것을 정직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그와 비슷하다. 또 군자는 행실이 완전하여 결점이 없는

데, 소인 중에 삼가고 조심하여 비난하려 해도 비난할 거리가 없는 자가 그와 비슷하다. 성현이 깊이 

경계함이 당연하다.

[논어] 

군자는 의(義)에서 깨닫고[喩], 소인은 이(利)에서 깨닫는다.

[논어]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남과 같아지려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군자는 두루 조화를 이루고 편당 짓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 짓고 두루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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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신하의 악(惡)은 사사로이 당을 짓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임금이 몹시 미워하는 것도 붕당(朋

黨)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는 반드시 이것을 효시로 삼으니, 그저 

임금이 이것을 살피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진실로 이것을 살핀다면 공(公)과 사(私), 충(忠)과 아첨을 

분변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른바 살핀다는 것은 다만 그 마음을 살피는 것뿐이니, 그 마음

이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 몸을 영화롭게 하고 권세를 굳히는 데 있는

가 하는 것이다. 

[논어] 

애공(哀公)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겠는가?” 공자가 대답하였다. “곧은 이를 들어 쓰고 

모든 굽은 이들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하고, 굽은 이를 들어 쓰고 곧은 이들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논어] 

중궁(仲弓)이 어진 이를 기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어떻게 해야 어진 이를 알아내 기용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아는 이를 기용한다면 모르는 이를 남들이 그냥 두겠는가?” 

[논어] 

정공(定公)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자

가 대답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데 예로써 하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도 충(忠)으로써 할 것

입니다.”

해 설

앞의 본문을 보면 흔히 오해하고 있듯이 유학이 전근대적인 사상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비록 

옛날에는 백성들의 위상이나 권리가 비록 오늘날처럼 높지 않지만,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

를 알아보고 등용하는 것은 오늘날에 시사되는 바가 많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이

렇게 인재가 없는 것인지 인재를 고를 줄 모르는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정작 임용되어서도 최고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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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예스’만 할 줄 알았지,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각료들을 보거나 듣

지 못했다. 더구나 뜻이 맞지 않아 자리를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난 각료는 눈 닦고 보아도 안 보인다.  

본문의 기준대로 볼 경우 다 소인이고 아첨꾼에 불과하다. 과거 군주제의 모든 사상과 제도가 다 나쁜 

것이 아니듯이 현대 민주정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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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총리나 장관 임명 때 청문회라는 것이 열리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청문회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다. 

위장전입, 불법투기,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총리나 장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

를 검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총리나 장관으로서의 업무처리 능력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영을 위한 

전체적인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사람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며, 또 어

떤 방법으로 사람을 살피고 검증해야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2.  공자는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으며, 소인은 남과 같아지려하고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남과 조화를 이룸과 남과 같아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삶

과 남과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남과 똑같은 삶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남과 같아진다는 

것은 나를 대신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은 아닐까?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과연 나의 존재감은 어떻게 

될까?

3.  직언(直言)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다’의 뜻이다. 임금과 같이 최고의 권

력을 지닌 자이거나, 나보다 지위나 계급이 높은 사람 또 부모가 그릇된 일을 할 때 과연 자신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을까? 공자의 말은 그럴 경우 임금이나 윗사람을 따르지 말고 자기의 뜻을 실행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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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말을 번지르르하

게 하고 얼굴을 잘 꾸미는 사람을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중에 사이비가 많다고 한다. 정치

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언영색을 일삼는 사이비들이 많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말끔한 외모에 유창한 말솜씨

로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는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된

다. 대놓고 소인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이런 사이비 소인배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

다.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지위를 얻고, 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하는 짓거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런 소인배가 가까이 있으면 구별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에게 농락당하기 십상이라고 한다.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자와 사이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

까요? 사적인 이익이나 공적인 정의의 입장에서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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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所 : ~하는 것/行 : 행하다/雖 : 비록/若 : 만일/有 : 갖고 있다/好 : 좋아하다/名 : 이름, 명예/爵 : 벼슬/之 : ~의/念 : 

생각/則 : 곧/由 : 말미암다/不 : 아니하다/善 : 착하다, 선하다/矣 : 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

*所+동사는 명사형을 만드는 숙어로 所行은 행동한 것 곧 행위, 所由는 말미암은 것 곧 동기(動機)를 

뜻함

*雖 : 비록 ~하더라도

*若~則~ : 가정법을 만드는 숙어로 만약~하면 ~하다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소행(所行) : 이미 하여놓은 일이나 짓 또는 행위

*호명(好名) : 이름나기 곧 명예를 좋아함

해석

 행위가 비록 착할지라도 만약 명예를 좋아하고 벼슬을 좋아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그 하는 일

의 동기가 착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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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士 : 선비/窮 : 가난하다/不 : 아니하다/失 : 잃다/義 : 옳다/達 : 다다르다, 영달하다/離 : 떠나가다, 떨어지다/道 : 

길/故 : 연고, 까닭/得 : 얻다/己 : 자기/焉 : 어조사/民 : 백성/望 : 바라다

*故 : ~때문에, ~하므로의 뜻으로 쓰였다.

*뒤 문장의 주어도 士인데, 생략되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궁불실의(窮不失義) :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음

*달불리도(達不離道) : 영달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음

해석 

 선비는 곤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고, 출세해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

에 선비는 자신을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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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좋은 점을 취하라

도 입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비록 국가나 기업에서 어떤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했다고 해도 그 인재

가 다방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쓰는 최

고 책임자나 인사담당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사람의 장점

만 취하면 된다는 뜻으로, 더 나아가 보잘 것 없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좋아서 도움이 될 수 있

다면 취하여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장의 원제목은 취선(取善)이다. 핵심 요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눈과 귀를 열어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도 옳고 선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군신(君臣)이 서로 맺어지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취하여, 모든 계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서 시행한 뒤에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취선(取善)을 다음에 두었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못하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스스로 대단하다 여겨 남을 얕보지 마시옵소서.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

으면 임금은 그 공효를 이루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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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아뢰기를, “무릇 그 백성들 중에서 계책을 가지고 있거나 시행하거나 준

수하는 이가 있다면, 임금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여 극(極)에 합하지 않더라도 허물에 걸리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옵소서. 그리고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내가 좋아하는 바는 덕(德)이라고 하거든 임금께서는 복

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계책을 가졌다는 것은 모책(謀策)이 있는 자이고,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하

여 베풂이 있는 자이며, 준수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할 도를 지키는 자인데, 이 세 가지는 임금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극(極)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허물에 걸리

지 않는다는 것은 악(惡)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것은 중간 수준의 사람이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밖에 드러나게 편안하고 화한 빛이 있거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덕을 좋아하

는 말이 있으면 복을 내려 줄 것이니, 복이란 작록(爵祿)을 말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말 때문에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는 않는다.”

〈주석〉 남헌 장씨(南軒張氏)가 말하였다. “말만 보고 사람을 등용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가 나

올 것이니, 이는 진실로 불가하다. 그러나 비록 소인이 말한 것이라도 이것이 좋다면 또한 좋은 말이 

되는 데는 해롭지 않으니, 사람을 기준으로 그 말까지 버린다면 좋은 말이 버려질 것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위대한 순은 선한 것을 남과 같이하기를 좋아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으

며,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농사짓고 질그릇 굽고 고기잡이하는 데서부터 황제

가 되기까지 남에게서 취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맹자]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남이 선

을 하는 것을 돕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시경] 

옛사람은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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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풍성 주씨(豐城朱氏)가 말하였다. “천근(淺近)한 말에도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그 사람이 비천

하다고 해서 그 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율곡의 풀이] 

천하는 지극히 광대하고 일의 기틀은 지극히 번다하기 때문에 임금이 조그마한 몸으로서 고요하게 

거처하고, 간략하게 살면서 상응하는 데 여유가 있는 것은 다만 천하의 지혜를 모아서, 천하의 일을 결

단하는 데 있을 뿐이다. 사람마다 제각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서도 한 가지는 얻을 게 

있다. 만약에 뭇 지혜를 다 취하여 하나의 지혜로 합하고 나의 기준이 정확하고 밝아서 알맞음을 얻는

다면, 천하가 광대하다 하더라도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을 운용하는 것과 같고, 일의 기틀이 번다하다 하

더라도 물병을 거꾸로 들어 물을 쏟듯 막힘이 없을 것이다. 

대개 천하 사람들의 눈을 나의 눈으로 삼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 사람들의 귀를 나의 귀

로 삼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생각하지 못할 

지혜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성스러운 황제나 밝은 왕이 천하를 고무(鼓舞)하면서도 심력(心力)을 수고롭

게 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다. 이와 반대로 하면 스스로 통달했다고 여기는 데서 가려지고, 스스로 마

음대로 하는 것이 고질이 되며, 자기의 총명을 자랑하고 한 시대를 업신여겨서, 천하의 사람들을 다 자

기만 못하다고 여긴다. 휘장 안이나 울타리 안에서도 오히려 견문이 미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물며 

광대한 천하에 있어서이겠는가? 

아! 스스로 성스러운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좋은 것을 힘써 취하는 것은 비천한 

것 같지만 실은 순(舜)이 실행한 것이다. 순의 총명이 어찌 남만 못한 게 있겠냐마는 반드시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이룬 것은 어째서이겠는가? 참으로 도리는 무궁하고 성인의 마음은 광대하고 공명하여, 

하나의 착한 말을 들으면 시원스럽게 그것을 따르고 남과 자기의 간격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천하

의 선한 것을 모아서 스스로 시행(施行)하였으니, 이것이 순 임금이 지극히 성스럽게 된 까닭이다. 임금

으로서 어찌 스스로 성스러운 임금인 체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하면서 순 임금보다 고명한 것을 하려 

하다 도리어 어둡고 막힌 길로 달려간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임금이 비록 여러 사람의 계책을 모으더라도 어진 선비들이 명에 응하지 않다면 어떻

게 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다만 임금이 선을 좋아하는 성의가 없는 것을 근심할 뿐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선을 성심껏 좋아한다면 선비들이 천리도 가깝게 여기고 모여들 것이다. 어진 이는 그 

도를 행할 것이고, 지혜로운 이는 그 계책을 다하려고 할 것이며, 곧은 이는 그 충성을 바치려고 할 것

이고, 용맹스러운 이는 그 힘을 다하려고 할 것이니, 어찌 선비가 명에 응하지 않을까를 근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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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말로만 선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실상이 없으면, 여러 계책이 모여도 권도(權度)의 정당성

을 잃어서, 난초의 향기를 고약한 냄새라 하고, 숯을 희다고 하며, 막야검(鏌鎁劍 : 옛날의 명검)을 둔하다

고 하고, 납으로 만든 칼을 날카롭다 하며, 또 혹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에 대해 막연하여 취하거나 버릴 

수도 없을 것이다. 발언(發言)은 궁정에 가득 찼는데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마치 묘연히 깊은 우물 속

에 빠진 것과 같다면, 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그 뒤에 비록 좋은 말을 구하거나 어

진 선비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명에 응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임금이 스스로 취

한 것이니 득실(得失)이 이와 같다.

해 설

우리말에 ‘중론(衆論)을 모으다’라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이나 몇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

이 낫다는 뜻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나 힌트를 얻는

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바로 율곡 선생이 “천하의 지혜를 모아서, 천하의 일을 결단한다.”는 말이 그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의견을 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대중의 의견보다 소수 전문가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라

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대중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니 군주제에서조차도 이런 임금에 대해 선생은 “발언(發言)은 궁정에 가득 찼는데 하나도 시행하

지 못하고, 마치 묘연히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과 같다면, 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오늘날 지도자가 이런 식이라면 더 말할 필요는 없겠다. 제대로 된 인재라면 누가 그 

주위에서 일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주변에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고 아첨꾼만 득실거리다가, 혹

여 그 지도자가 실각하거나 사업에 망하게 되면 아첨꾼들은 그를 버린다. 그 지도자는 이런 인간들을 

원망하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공익보다는 벼슬이나 지위를 탐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무조건 복종하는 척 했던 소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러니 지도자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아첨하는 말만 믿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그러니 천하에 망하거나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폭군이나 옹졸한 군주들

을 보라. 현명한 신하를 멀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심이라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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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살필 능력과 관심이 있어야 했다. 『논어』에서 한 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군주의 말 가운데 하

나가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지 않던가?

오늘날 정부나 기업 또는 거대조직의 지도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사태는 

언제나 되풀이 될 것이다. 역사는 결코 죽어 있는 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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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선을 행할 때나 남에게 베풀 때 남 모르게 하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유학에서는 남과 함께 선을 행하라고 한다. 남모르게 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선과 남과 함께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의 의견을 청취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을 따지는 경우

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으며, 자기와 비교해서 모든 면이 뛰어나다고 생각

되는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의 말을 무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적다고 해도 배울 점이 있고, 또 지위나 처지가 낮다고 해도 훌륭한 생

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혹시라도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남의 말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어떤 결과

를 초래할까요?

3.  말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취하거나 버린 적이 있나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취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나요? 한 가지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던가, 또는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할 경우 어떤 오류를 저지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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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간혹 남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비방이나 헐뜯음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비방이나 헐뜯음을 들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실제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실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는 나의 허물이 

매우 미미한테 크게 부풀려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 거짓으로 날조해서 나를 비난

하는 경우도 있다. 남의 좋은 말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경우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은 무엇일까요?

5.  2015년 가을 우리나라는 중등학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정부여당이 50%가 넘

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율곡 선생은 『시경』의 “옛사람은 나무꾼에게도 물

어보라 하였다.”라는 말까지도 소개하여 최고지도자는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도 옳다면 취하라고 했는데, 정부여

당이 이런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혹시 국사교과서 집필은 앞에서 필자가 말한 ‘소수전문

가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라고 여겨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 정부여당의 결정은 잘 한 일일까요? 각자의 생

각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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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無
무

自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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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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狹
협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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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서. 匹
필

夫
부

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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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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獲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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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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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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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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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
궐

功
공

하나이다

(『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無 : ~하지 말라/自 : 스스로/廣 : 넓다/以 : 전치사/狹 : 좁다/人 : 남/匹 : 짝/夫 : 지아비/婦 : 지어미/獲 : 얻다/盡 : 

다하다/民 : 백성/君 : 임금/罔 : 없다/與 : 함께하다, 더불어/成 : 이루다/厥 : 그/功 : 공, 공로

*無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금지사로 쓰였다. 물(勿)과 뜻이 같다.

*罔은 그물의 뜻을 가졌으나 여기서는 부정사로 쓰였다.

*여기서 말하는 民主는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나 임금을 뜻한다.

*與의 목적어는 匹夫匹婦로서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필부필부(匹夫匹婦) : 평범한 남녀

*성공(成功) : 목적을 이룸. 뜻을 이룸

해석 

 스스로 대단하다 여겨 남을 얕보지 마시옵소서.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임금은 그 공효를 이루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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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의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淺 : 얕다/近 : 가깝다/之 : 어조사/至 : 지극하다/理 : 이치/存 : 있다/焉 : 문장 끝에 오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不 : 아니하다/可 : 옳다/以 : 전치사/其 : 그/賤 : 신분이 낮다/而 :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忽 : 소홀히 하다, 홀대하

다/也 : 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

*而忽之也의 之는 淺近之言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可는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不可는 ‘~하면 안 된다’로 문장 끝까지 걸린다.

*以 :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어조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근(淺近) : 생각이나 말 따위가 깊지 않고 얄팍함

해석 

 천근(淺近)한 말에도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그 사람이 비천하다고 해서 그 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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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당면과제를 파악하라

도 입

과거 역사에서 정치가나 임금이 시무(時務) 곧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할 때도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율곡 선생은 이 장에서 시무를 당연히 알아야 할 것과 창업(創業)의 도리, 그리고 그 창업한 것을 지키

는 것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창업과 그 창업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오늘날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지혜로운 이는 모르는 것이 없지마는,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니, 여러 계책이 모

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시무(時務)에 절실한 것을 취해야 한다. 

[서경] 

생각이 선하거든 그것에 따라 움직이되, 움직이는 것은 그 때[時]에 마땅하게 한다.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선은 이치에 합당하다는 뜻이요, 시(時)는 때에 마땅하다는 뜻이다. 생각이 

진실로 이치에 합당하고자 하지마는, 움직이는 것이 그때가 아니면 오히려 유익함이 없다. 성인이 이 

세상과 대응하는 것 또한 때에 맞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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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천지는 순조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시(四時)는 그 절기가 어긋

나지 않는다. 성인도 순조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형벌이 공정하여 백성들이 복종한다.

[주역] 

공자가 말하였다. “황제(黃帝)와 요순(堯舜)이 나와서 그 변화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싫증나지 않

게 하고, 신묘하게 교화하여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하였다. 역(易)은 궁(窮)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

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이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므로 길하여 이롭지 않는 것이 없다.”

〈주석〉 정자가 말하였다. “변(變)을 알고 화(化)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고금의 풍기(風氣)가 같지 않

으므로 그 기용(器用)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성인은 변화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싫증나지 않도록 

각각 그 시대를 따라서 알맞게 할 뿐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나라를 세우고 왕통을 전하는 것은 계승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앞에서 왕업의 터전을 세우고 뒤에서는 후세에 왕통을 전하여,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후세에 이어서 행하게 할 뿐이다.”

[서경] 

부열(傅說)이 아뢰기를, “선왕의 이룬 법을 모아서 길이 허물이 없게 하옵소서.”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반드시 선왕의 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선왕이 이룬 법을 자손으로

서 마땅히 지켜야 함을 말한 것이다.”

[시경] 

허물을 짓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며, 전장(典章)을 따르노라.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행하는 것이 허물을 짓는 일도 없고 잊지도 않는 것은 선왕의 옛 법을 따

르기 때문이다.”

[주역] 

항(恒)은 형통(亨通)하여 가는 바가 있음이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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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항(恒)은 변치 않고 오래간다는 것이다. 항도(恒道)는 형통할 수 있어서 

어느 한 모퉁이만을 지키고 변(變)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이 있음이 이롭다. 오직 그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고 오래갈 수 있다. 만약 일정하다면 변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때

에 맞게 변역(變易)하는 것이 곧 상도(常道)이니, 천지가 오래가는 도와 천하가 오래가는 이치는, 도를 아

는 이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

[주역] 

개혁하자는 말이 세 번 이루어지면 믿음이 있을 것이다.

〈주석〉 정자가 말하였다. “마땅히 개혁하여야 한다는 말을 살펴보아 이 말이 세 차례나 이르러 다 합

하면 믿을 만하다. 마땅히 개혁하여야 할 일을 두려워하여 개혁하지 않는다면 때를 잃어서 해가 된다. 

오직 마땅히 지극히 신중하게 하되 스스로 강하다고 자임하지 않고, 공론을 살피고 상고하여 개혁하자

는 의논이 세 차례 합치된 이후에 이것을 개혁하면 과실이 없다.”

[주역] 

거친 것을 포용하며, 큰 강물을 걸어서 건너며, 먼 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붕당(朋黨)을 없애면 중

도(中道)에 합당할 것이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거친 것을 포용하고, 큰 강물을 걸어서 건너며, 먼 데 것을 버리지 않

으며, 붕당을 없애는 이 네 가지는 태평 시대에 처하는 도이다. 사람의 마음이 안일하고 방자하면 정치

가 느슨해지고 법도가 해이(解弛)해져서 모든 일이 절도가 없게 된다.”

[율곡의 풀이] 

시무(時務)는 어느 때나 한결같지 않고 각각 마땅한 것이 있다. 큰 요체를 추려 보면 창업(創業)과 수성

(守成 :조상이 이룬 일을 지침)과 경장(更張 : 개혁)하는 것 세 가지뿐이다. 

창업의 도는 요(堯)·순(舜)·탕(湯)·무(武)의 덕으로 개혁할 시기를 만나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에 순응하

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되니, 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것도 없다. 이른바 수성(守成)은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재상이 법을 창제해서, 정치 기구를 다 갖추고 예악을 융성하게 하면, 후세의 임금과 후세의 어진 

이는 다만 그 이루어진 법규에 따라 가만히 팔짱을 끼고 이것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른바 경장(更張)은 나라의 흥성함이 극에 달해 중간에 미약해지고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 마음

이 안일에 젖어 고루한 것을 하던 대로 따르고, 백 가지 제도가 해이해져 날로달로 어긋나 나라를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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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현명한 임금과 현철한 신하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떨쳐 일어나 법

도와 기강을 붙들어 세우고, 어리석고 게으른 의식을 일깨우고 구습(舊習)을 깨끗이 씻어서 숙폐(宿弊)를 

개혁하여, 선왕의 뜻을 잘 이어서 일대의 규모를 새롭게 한 뒤에, 그 공업(功業)이 선열을 빛내고 후손에

게 끼쳐지게 되는 것이다. 수성(守成)은 비록 평범한 임금과 머릿수나 채우는 신하라 하더라도 잃지 않

고 지킬 수 있으므로 쉽다. 그러나 경장(更張)은 높은 식견과 뛰어난 재주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수성해야 할 때 경장에 힘을 쓴다면, 이것은 병도 없는데 약을 먹는 것과 같아

서 도리어 병을 얻게 되는 것이요, 마땅히 경장해야 할 때인데 수성하는 데에 힘을 쓴다면, 이것은 병

에 걸렸는데 약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서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격이다. 어떤 사람이 개혁하

는 것은 반드시 적임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임금이 이 세상에 뜻이 없다

면 어쩔 수 없으나, 만일 성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누추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밝게 드

러낼 것이니, 어찌 알맞은 사람이 없겠는가? 비유하자면 자손이 조상의 옛집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으

니, 해가 묵어서 재목이 썩어 무너지려 하는데, 목수를 찾지 못하면 개수(改修)할 수 없다고 할 때, 집주

인은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가서 급히 목수를 구하겠는가? 아니면 목수를 찾지 못했다고 핑계 대

면서 앉아서 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가? 폐정(弊政)을 개혁하는 것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아, 

인정(人情)은 옛 습속에 안일하고, 세상의 풍습은 이전의 법규에 젖은 것이 마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

여 놓고 거문고를 타려 하고,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가 와서 마리를 부딪쳐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눈앞에 아무 일이 없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다 뜻밖에 기이한 재난을 빚어내는 일이 많다.

해 설

시무(時務)란 당면과제이다. 어떤 제도나 법이든 현실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치가나 지도자는 그 국가나 조직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결국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기업이나 

조직을 망하게 할 것이다.

율곡선생은 이 당면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곧 창업(創業)과 수성(守成)과 경장(更張)이 그것이

다. 창업이란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왕업이나 국가의 건국 또는 기업의 창업이 그것이다. 수성이란 이

전의 법과 제도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요, 경장이란 폐습과 부조리가 생겨 개혁하는 일이다. 

선생은 경장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거론하였는데, 바로 선조 당시의 조선 중기가 국가 개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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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이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흔히 개혁이 창업보다 

어렵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못하

고 있다. 그것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나마 개혁을 하려던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를 제외하면, 조선후기 역사 자체가 지지부진하여 쇠락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단지 

역사적 사실로서만 인식하면 위험하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이나 국가의 말로는 비극을 되풀

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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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율곡 선생은 학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뜻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뜻을 세우면 그 즉시 공부에 착수할 수 

있고, 부지런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선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성인(聖人)이 되기를 기

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인이란 현실의 당면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일까? 

현실을 버려두고 홀로 고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이 시무(時務)를 말하는 내용과 관련지어 오늘날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와 사회를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更張) 가운데 어느 것이 필요한 단계에 해

당한다고 파악할까?

2.  역사는 발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퇴보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것일까? 

율곡 선생은 왕조의 변화과정을 창업-수성-경장의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볼 때 국가나 기업의 변화가 

어떤 단계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3.  맹자는 “한 가지의 불의(不義)를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하

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업이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

는 한 가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

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분명 훌륭한 나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 중 27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를 높이려면 지도자에게 어떤 일이 필요 

할까? 옛 경전에서 한 말 가운데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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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혁이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새로운 것도 오래되면 낡은 것이 되고 새롭게 고쳐야 

할 때가 온다. 여러분 개인의 일에서 고쳐야할 가장 급선무는 무엇일까?

5.  OECD 회원국 34개 부패인식지수(CPI) 27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6.  옛것을 지키기만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규정대로만 하면 오히려 일을 못하게 방해되는 점도 분명

히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 하여 이런 규정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규정이란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사안에 따라 일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때가 있다. 가령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그리고 안전

을 위한 규정이 그런 것이다. 단지 경제 활성화나 경제성장을 위해 이런 규정조차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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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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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撮 : 취하다, 모으다/其 : 그/大 : 크다/要 : 요긴하다/則 : 곧/創 : 비롯하다, 만들다/業 : 업, 일/守 : 지키다/成 : 이루

다/與 : ~와(과)/夫 : 저/更 : 고치다/張 : 베풀다, 매다/三 : 석, 셋/者 : ~것/而 : 접속사/已 : 어조사

*~則~ : ~하면 ~하다(이다)의 조건을 만드는 어조사로 쓰임

*~與~ : ~와(과)~

*而已 : ~뿐이다의 뜻으로 문장 뒤에서 강한 단정을 나타내는 어조사

*其 : 생략된 앞 문장의 視務를 받는 대명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창업(創業) : 나라나 기업 등을 처음 세움

*수성(守成) : 조상이 세우거나 이루어 놓은 일을 이어나감

*경장(更張) :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맨다는 뜻으로 해이해진 제도를 개혁한다는 뜻

해석

큰 요체를 추려 보면, 창업(創業과 수성(守成)과 경장(更張)의 세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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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情 : 정/安 : 즐거움에 빠지다/於 : ~에/故 : 옛/俗 : 풍속/世 : 세상/習 : 습속/溺 : 빠지다/前 : 앞/規 : 법, 규정/膠 : 

아교/柱 : 기러기발/鼓 : 치다, 북/瑟 : 큰 거문고/守 : 지키다/株 : 그루터기/待 : 기다리다/兎 : 토끼

*人情~前規까지가 주부(主部)이고 교(膠) 이하가 술부(述部)로서 어조사가 없는 문장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교주고슬(膠柱鼓瑟) : 비파나 거문고의 발은 곡에 따라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교로 붙여 놓으면 

곡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것을 비유한 말

*수주대토(守株待兎) :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실효성 없는 기대는 공연히 

시간만 허비한다는 뜻

해석

 인정이 옛 습속에 안일하고, 세상의 풍습이 이전의 법규에 젖은 것이 교주고슬(膠柱鼓瑟)과 수주대

토(守株待兎)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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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옛 정신을 본받으라

도 입

국가나 기업의 당면과제를 파악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비로소 문제해결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만약 그 원칙이나 방법이 잘못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개혁한다고 해 놓고 개악인 경우가 허

다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이 장에서는 선왕(先王)이 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과거의 모범적 

사례나 모델을 본받거나 헌법의 정신이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지, 당파나 지배층의 이익만을 

고려해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선왕의 무엇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본 문

[율곡의 풀이] 

비록 마땅히 처리해야 할 시무(時務)를 밝게 안다 하더라도 선왕(先王)의 정치(이상정치)를 회복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유하건대 마치 자나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네모나 원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세상의 올바른 도리를 만회(挽回)하여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을 본받는 일

을 다음에 두었다.

[맹자] 

이루(離婁)의 밝은 시력과 공수자(公輸子)의 교묘한 기술로도, 규구(規矩 : 컴퍼스와 곱자)를 쓰지 않으면 네



198 │새로 읽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모와 원을 그리지 못하고, 사광(師曠)의 밝은 청각으로도 6률(6률6려 곧 12율을 뜻함)을 쓰지 않으면 5음(궁·

상·각·치·우의 다섯 음)을 바르게 탈 수 없으며, 요순의 도(道)로도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평화

롭게 다스릴 수 없다. 

〈주석〉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법도(法道)가 없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인

데, 인정(仁政)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이다.”

[맹자] 

지금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하여, 후세에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은 선왕의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 범씨가 말하였다. “제선왕(齊宣王)은 한 마리의 소가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

하여, 양을 가지고 대체하라고 하였으니, 어진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양무제(梁武帝)는 종일토록 

단 한 끼의 거친 식사만을 하고, 종묘에서는 밀가루로 제물을 만들어 썼으며, 사형을 시킬 때에는 반드

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천하가 그가 인자한 것을 알았으니, 어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선왕 때는 제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았고, 양무제의 말엽에는 강남(江南)이 크게 어

지러웠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어진 마음과 어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맹자]

그러므로 한갓 착하기만 한 것으로는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한갓 법도만 가지고는 저절로 행해질 

수 없다.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으로 내려가야 하

니,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림쇠(컴퍼스)와 곱자는 

네모와 원의의 극치이며 성인은 인륜의 극치이다. 임금 노릇을 하려면 임금의 도를 다해야 하고, 신하 

노릇을 하려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요순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뿐이다. 순이 

요를 섬기던 방법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요, 요가 백

성을 다스리던 방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을 해치는 사람이다.

[율곡의 풀이] 

삼대(하·은·주)의 도를 오늘날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자(程子)의 논의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다

만 세상의 풍속에 가려져 문무(文武)의 정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빈말이 되고 말아 상하 수천 년간 쓸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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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이 지속되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어진 정치를 꼭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이요, 

옛날의 도(道)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속된 무리의 말이다. 당대의 임금이요 세상의 주인인 사람

이 성현의 말을 믿지 않고 세속의 말만 깊이 믿는 것은 어째서인가? 스스로 도를 향하려는 뜻이 없고, 

또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하던 대로 하기를 즐기고 진작(振作)하기를 거리끼

는 것이 당연하다. 

다행히 임금이 옛날의 도를 행하려고 유신(儒臣)을 친근히 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속

된 무리들의 비방이 국이 끓듯 끓어오르고 매미 울듯 시끄럽게 떠들어 대어 반드시 저지하여 무너뜨린 

뒤에야 그만둔다. 임금이 도를 독실하게 믿지 않고 어진 이를 깊이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본심을 

지켜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속된 무리의 고질은 갑자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옛

날의 도를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처음에는 도리어 사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연적인 사세이다. 그러나 여기에 구애되어 마침내 일할 수 없다면 떨어지기만 하는 세상의 도리를 

언제나 만회할 수 있겠는가? 비유하건대, 냉질(冷疾)에 걸린 사람이 가슴에 열(熱)이 날 때 냉질을 다스리

는 약을 조금 쓰면 속이 답답하고 막히는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열이 날 때 약성이 차가운 약을 마시

면 뱃속에 냉기가 쌓여 치료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고 마는 것과 같을 뿐이다. 

아! 소위 후세의 선비라는 자들이 읽는 것은 『서경』의 전(典)·모(謨)·고(誥)·훈(訓)이요, 사모하는 것은 

공자·맹자·정자·주자이니 누가 감히 성인을 비난하는 말을 입 밖에 내겠는가마는 그러나 처신하거나 

정치하는 데 이르러서는 크게 그렇지 않음이 있다. 한번 성현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라에 베풀고자 하

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종족들도 깜짝 놀라 이리 배척하고 저리 억눌러 예측할 수 없는 화가 당

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한다. 만일 일상적인 것에 안주하고 옛것을 지키는 이론을 들으면, 이구

동성으로 찬동하고 화답하면서 포백(布帛)이나 숙속(菽粟)처럼 실속 있는 것에 비하는 듯하니, 과연 이와 

같다면 성현이 헛말을 만들어 후세 사람을 속여 오훼(烏喙 독약)를 맛있는 음식이라고 칭찬하고, 물과 불

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향리의 거칠고 더러운 말이 곧 공평하고 적실해서 만세에 전해도 폐단이 없다고 한다면, 육경(六經)을 

읽을 게 뭐며, 오교(五敎 : 오륜의 가르침)를 베풀 게 무엇이겠는가? 아! 신하들이 옛날의 도를 비난하고 훼

방하는 것은 비열한 사람들의 본심인데, 임금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왜냐하

면 저 비열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작록(爵祿)이요, 탐내는 것은 권세요, 구하는 것은 뇌물이요, 즐거

워하는 것은 사치와 음란함이요, 편하게 여기는 것이 안일함이다. 때를 노려서 벼슬길에 오르고는 지

기(志氣)가 충만해져서 구차하게 당장 눈앞에 화패(禍敗)가 보이지 않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니, 장

래의 종사(宗社)에 대한 근심을 그들이 어찌 근심거리로 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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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임금이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두고, 어진 신하를 찾아서 정사를 맡긴다면, 

그들은 작록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고, 기강을 잡는다면 그들은 권세를 굳힐 수 없을 것이며, 조정이 

맑고 밝아지면 뇌물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예의로써 풍속을 이룬다면 저들만 음란하고 사치스러울 

수 없을 것이며, 공업(功業)을 살펴서 내친다면 오래도록 안일(安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

이 옛날의 도를 시행하는 것이 소인에게는 바로 짐독(鴆毒 : 짐 새의 독)이 되는 것이다. 어찌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여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간혹 어진 사대부라 하더라도 식견이 천박하고 짧아서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라

도 따라 도우면 더욱 임금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선비로서 재주와 도를 품고 경세제민(經世濟民)할 

수 있는 이는 또 모두 자신을 알아볼 사람을 기다리며 재주를 감추고서 함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께 알려질 수가 없다. 조정에서 옛날의 도를 말할 수 있는 이도 뜻만 크고 야무지지 못한 

부류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치도(治道)의 본체를 밝히거나 뭇사람들의 지껄임을 제지시켜, 임금의 마음

이 쏠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옛날의 도를 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반드시 임금께서 깊이 

생각하고 시원하게 결단하여 반드시 학문이 밝고 행동이 고상하며 재주와 식견을 겸비한 선비를 얻어

서 보좌하게 하여 해마다 그해의 공효가 있게 하여 속된 의논이 그사이에 개입되지 않게 한 연후에 의

심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차츰 믿게 될 것이고, 비방하고 조소하던 자도 차츰 복종하게 될 것이며, 시기

하고 질투하던 자도 차츰 복종하게 되어서, 옛날의 도를 거의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 설

율곡선생이 여기서 선왕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선왕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한 것 

같다. 옛것이라고 다 케케묵고 비현실적이라는 비방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소개한 경전과 율곡의 풀이를 종합하면 결국 유교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생각되

는데 곧 인의(仁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인의의 정치를 펼

치는데 있어서 왕이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임금에게 그럴 마음이 있

다면 어진 신하를 찾아 정사를 맡겨 기강을 바로잡으면 위선적이고 이익을 탐하는 신하들을 물리쳐 바

른 정치를 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과연 왕에게 그럴 마음 곧 현실의 안일한 데서 벗어나 나라를 개

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선생은 이렇게 긴 말로 선조를 설득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제3부/ 바른 지도자가 되라/ 제5장 옛 정신을 본받으라│201

그런데 선왕을 본받는다는 것은 중국 고대의 요순이나 하·은·주 삼대의 정치를 본받으라는 것으로

서, 당시의 제도를 고증하기도 어렵겠지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선생이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보았는데, 선생의 생각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인

가?

선생이 이렇게 선왕을 본받으라 한 것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한 말인 것 같다. 곧 백성들에

게 어진 정치를 베풀라는 원칙을 강조한 말로 보인다. 사실이지 우리는 개혁이 뭐니 하면서 헌법정신

을 훼손하거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경우를 본 역사적 경험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 때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충실하자는 것은 결코 케케묵은 주장이 아니다. 

선생은 임금이 이런 기본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실행해야 하며, 어진 신하를 찾

아 정사를 맡기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선왕을 본받는 일이 결코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한 정치상황을 개혁하자는 뜻이었다. 마치 불교나 그리드도교의 개혁주의자들이 

부처나 예수의 본래정신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 그래서 선생도 “뒷세

상의 임금이 삼대와 같이 성대하게 다스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만 고금이 다르

기 때문에 감히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정자(程子)가 정말로 그럴 수 있

다고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생략하고 싣지 않았지만, 정자의 그것도 실은 현실적 문제

로서 빈부격차 해소와 교육과 예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옛 선왕의 그것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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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 본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한다. 율곡 선

생은 옛날의 성현(聖賢)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가능할까요? 가

령 지금 사람 가운데 누군가 ‘공자님이 롤 모델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또 ‘충무공 이순신이 

나의 롤 모델이다’라고 말하거나 ‘빌 게이츠가 나의 롤 모델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모델로 삼을까

요? 그리고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2.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본주의(民本主義)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

고 있는 제도이고, 민본주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학에서 줄곧 주장해 온 정치 이념이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민본주의의 정치 주체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시민(市民)과 백성(百姓)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시민과 백성의 삶 중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요?

3.  우리는 종종 ‘근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 종교나 사상에 대한 태도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흔히 종교

에서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고 하면서 문헌에 나타난 예수나 부처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은 근본주의자라고 한다.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자고 한 것이 그런 것인데, 여

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예수나 부처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언

어와 문화는 변하기 마련이고 사상은 항상 그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말을 해석해서 이해해야지 의심 없이 

언어에만 매달리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게 되고 정작 달을 못 보게 된다는 비유에 해당된다. 그런 뜻에서 

율곡 선생이 선왕을 본받자고 한 것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옛것이 오늘날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공허

한 구호나 이념만 내세워 결국 정쟁을 유발하여 상대편을 배제시키거나 공격하는 빌미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위험성을 완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본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과 해설을 읽고 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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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之
지

道
도

면 可
가

謂
위

智
지

乎
호

아(『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爲 : 하다, 만들다/高 : 높다/必 : 반드시/因 : 따르다, 말미암다/丘 : 언덕/陵 : 언덕/下 : 아래, 낮다/川 : 내/澤 : 못/

政 : 정사/不 : 아니하다/先 : 먼저/王 : 임금/之 : ~의/道 : 도리, 방법/可 :~할 수 있다/謂 : 이르다, 말하다/智 : 슬기, 

지혜롭다/乎 : 어조사

*可謂~乎 : ~라 말할 수 있는가?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위정(爲政) : 정치를 행함

*선왕지도(先王之道) : 옛날 성왕(聖王)의 도리

해석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을 따라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을 따라 내려가야 하

니,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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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
규

矩
구

는 方
방

圓
원

之
지

至
지

也
야

요 聖
성

人
인

은 人
인

倫
륜

之
지

至
지

也
야

니라 

欲
욕

爲
위

君
군

인댄 盡
진

君
군

道
도

요 欲
욕

爲
위

臣
신

인댄 盡
진

臣
신

道
도

니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規 : 컴퍼스/矩 : 곱자/方 : 모/圓 : 원/之 : ~의/也 : 어조사/聖 : 성스럽다/倫 : 인륜/至 : 지극하다, 끝/欲 : ~하고자 

하다/爲 : 되다, 하다/君 : 임금/盡 : 다하다/道 : 도리, 길/臣 : 신하

*欲爲君 : 임금이 되려고 하다 곧 임금노릇을 하려고 하다의 뜻

*方圓 : 네모와 원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 규구준승(規矩準繩) : 목수가 쓰는 그림쇠(컴퍼스)·곱자·수준기·먹줄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

나 기준을 말함

*인륜(人倫) :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질서

해석 

 곱자와 그림쇠는 네모와 원의 극치이며, 성인은 인륜의 극치이다. 임금 노릇을 하려면 임금의 도

를 다해야 하고, 신하 노릇을 하려면 신하의 도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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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라

도 입

특별한 종교를 믿지 않아도 흔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준다’는 말을 하곤 한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믿은 것 같다. 율곡선생은 이 장에서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나쁜 사람

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와 재앙을 만나 임금이 수신하는 도리와 환난을 예방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굳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도 바르게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지만, 선생이 이 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본 문

[율곡의 풀이]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항상 이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

고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사(人事)가 이미 닦아지면 하늘의 경계를 더욱 공경

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아, 하늘은 친(親)한 이가 없고 잘 공경하는 사람만을 친하게 대하며, 백성은 

일정하게 그리워하는 이가 없고 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귀신은 일정하게 흠향하는 이가 없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제사를 흠향하니, 임금의 자리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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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덕(德)이 순수하고 한결같으면 움직이는 곳마다 길(吉)하지 않은 곳이 없고, 덕이 두셋으로 어긋나면 

움직이는 곳마다 흉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오직 길하고 흉한 것이 어긋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오직 하늘이 재앙과 상서(祥瑞)를 내리는 것은 덕에 달려 있다.

[시경] 

하늘이 노하는 것을 공경하여 감히 놀며 즐기지 말 것이며, 하늘의 변하는 것을 공경하여 감히 내키

는 대로 하지 말라. 높은 하늘은 지극히 밝아서 네가 가는 곳을 다 보며, 높은 하늘은 지극히 밝아서 네

가 이리저리 노는 곳을 지켜본다.

〈주석〉 동씨(董氏 : 한 나라 때의 동중서)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곧 천지와 함께 

유통하고 왕래하며 상응(相應)한다. 그러므로 천인(天人)이 서로 어울릴 때가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국

가가 장차 도를 잃어버리려 하면 하늘이 이에 먼저 재해를 내려 경고하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또 

괴이한 일을 일으켜서 경고하여 두렵게 하며, 그래도 그 변화할 줄을 모르면 손상과 멸망이 이른다.”

[서경] 

주공(周公)이 말하였다. “은왕(殷王)인 중종(中宗)은 엄숙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명

으로 스스로를 단속했다.”

[서경] 

성왕(成王)이 말하였다. “옛날 크게 꾀할 때는 어지러워지기 전에 단속하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

를 보전하였다.”

〈주석〉 공자가 말하였다.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망할까 걱정하는 

것은 그 보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며, 어지러워질까 염려하는 것은 그 다스려짐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해도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보존되어도 망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스려져도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정자가 말하였

다. “성인이 경계하는 것은 반드시 왕성할 때인데, 사람은 그 왕성할 때에 경계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

로 안일하고 부유한 데 젖으면 교만과 사치가 생겨나며, 한가하고 방자한 것을 즐기면 기강이 무너지

며, 화란(禍亂)을 잊어버리면 죄악이 싹튼다. 그러므로 점점 음탕해져서 난(亂)이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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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임금이 능히 선정을 행하여 화(和)한 기운이 위에 감응하면, 아름다운 상서

[祥]가 이르고, 무도(無道)한 일을 많이 행하여 괴이한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재앙이 일어나니, 하늘에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모두 사람이 부른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 떳떳한[常] 것도 있고 변하는[變] 것

도 있는데, 선은 상서를 오게 하고 악은 재앙을 오게 하는 것이 이치의 떳떳한 것이요, 선해도 상서를 

보지 못하거나 악해도 재앙을 보지 않는 것은 이치의 변괴(變怪)이다. 

성스러운 임금이 재앙 때문에 자기 몸을 닦고 반성하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되고, 용렬하고 어두

운 임금이 재앙이 오지 않는다 하여 묵은 관습에 젖어 있으면 도리어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하늘은 진실에 응하지 꾸밈에 응하지 않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덕(德)을 닦

으면 위태로운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릴 수 있으며, 멸망하는 것을 보존할 수 

있으니, 어떤 재앙인들 그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오직 밖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몸을 닦고 반성하는 진실한 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킬 수 없고, 나라의 형세

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은 국가가 한가한 때에도 마땅히 미리 덕이 있는 정치를 하고 깊이 환

난을 막아서 오래 다스리고 영구히 편안한 계책을 삼아야 하니, 하물며 재앙과 변고가 생겨 경계하는 

경우이겠는가? 보통 사람의 마음은 걱정이 눈앞에 나타나면 조금 삼갈 줄을 알지만, 생각지 못한 환난

이 생기면 대체로 경계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재변(災變)이 처음 일어날 때를 당하면 비록 평범한 임금

이라도 경동(驚動)할 줄 알지마는, 재변이 자주 일어나는데 당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에 익숙해

져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요사스러운 기운의 반응이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데, 빠르면 

화(禍)가 적고 늦으면 화가 크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화란이 이미 일어나 멸망의 형상이 나타

난 뒤에는 비록 마음을 혁신하고 덕을 닦고자 하여도 이미 소용이 없다. 

해 설

율곡 선생은 천재지변은 인간의 일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천인상감(天人

相感) 이론과 관계되는데 곧 그런 재앙은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여 생기는 일이라 보았다. 인간이 

잘 하면 하늘은 상서러운 기운으로 풍년이 들게 하지만, 인간 특히 군주가 잘못하면 백성들의 원망하

는 기가 하늘에 올라가 가뭄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

은 한 나라 때의 동중서(董仲舒)이다. 재앙(災殃)은 임금이 잘못한 결과에 의하여 하늘이 경고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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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이변(異變) 내려서 고치도록 한다고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시킨다

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는 원시신앙의 흔적으로 『서경』이나 『시경』에 이런 사상이 보이지만, 하늘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후대에 와서는 앞의 동중서의 천인상감설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과 인간이 간여함을 인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조심하고 경계하는 의식을 조선말에도 실시하였다.

순자(荀子)는 일찍이 하늘과 인간의 일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갈파하였지만, 후대의 유학자들이 동중

서의 이 이론을 유지했던 것은 아마도 군주의 폭정을 방지하는 역할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가 미친다는 것은 어쩌면 인사의 당연한 

일이요, 불교식으로 보자면 인과응보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이고도 재빨리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적용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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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늘(자연)이 경고한다고 믿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고 믿겠지만, 종교

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을까? 세상에는 법을 어

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 그들의 말로가 좋아 보

이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늘에 어떤 인격적 의지가 아니라 이치의 필연으로서 천벌(天罰)이 있다고 보아

야 하지 않을까? 천벌이 과연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2.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주역』)고 한다. 

선을 쌓음으로 인해 생긴 경사스러운 일과 불선을 쌓음으로 인해 생긴 재앙 중 여러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사와 재앙이 있나요?

3.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를 따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많은 경우 미리 막을 

수도 있는 자연재해였는데도 손쓰지 않아 겪게 되는 재앙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그럴 경우 같은 재앙이 계속해

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기치 못한 재앙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예방책을 미리 대비하는 것

이 인간의 지혜이다. 그런데 인간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예견되는 재앙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

다. 특히 자연을 인위적으로 훼손시켰을 경우 발생되는 재앙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

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볼 때이다.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2014년 동계

올림픽을 위한 백두대간의 산림훼손 등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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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경의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所 : 것/之 : ~의/爲 : 하다/其 : 그/美 : 좋다/惡 : 악하다/乃 : 이에/與 : ~와 함께하다/流 : 흐르다/通 : 통하다/而 : 

접속사/往 : 가다/來 : 오다/相 : 서로/應 : 응하다/際 : 사이, 때/甚 : 매우/可 : ~할만하다/畏 : 두렵다/也 : 어조사

*美惡 : 좋고 나쁨

*可畏  : 두려워할 만한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인상여(天人相與) : 천인상감(天人相感)과 같은 뜻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이 하는 일과 관계 된다

는 뜻. 곧 사람 곧 군주가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주는 일

해석

 사람이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곧 천지와 함께 흘러 통하고 왕래하며 상응(相應)한다. 그러므로 

천인(天人)이 서로 어울릴 때가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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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의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危 : 위태하다, 두려워하다/者 : ~것/安 : 편안하다/其 : 그/位 : 지위/亡 : 망하다/保 : 지키다/存 : 보존하다/也 : 어

조사/亂 : 어지럽다/有 : 있다/治 : 다스리다

*세 개의 병렬문이다.

*危 : 위태롭게 여기다의 뜻으로 쓰임

*亡 : 망할까 여기다의 뜻으로 쓰임

*亂 : 어지러워질까 여기다의 뜻으로 쓰임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보존(保存) : 보호하여 남아있게 함

해석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망할까 걱정하는 것은 그 보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요, 어지러워질까 염려하는 것은 그 다스려짐이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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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강(紀綱)을 세우라

도 입

국가는 물론이요 작은 조직이나 한 가정을 관리할 때도 기강(紀綱)이 바로 서야 한다. 기강을 국어사

전에 보면 규율과 법도라고 하는데, 때로는 근무 자세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또 흔히 기강을 윗사람의 

명령체계가 잘 전달되는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어떤 단체든 기강이 바로 서야 질서가 잡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율곡 선생은 기강은 어떤 것인지, 기강을 어떻게 해야 잘 세우는지 

말해주고 있다.

본 문

[창려문집(昌黎文集)] 

훌륭한 의사는 사람이 수척(瘦瘠)하거나 비대한 것을 보지 않고 그 맥을 짚어 보아 병이 있는지 없는

지를 살피며, 천하를 잘 경영하는 이는 천하의 안위(安危)를 보지 않고 그 기강의 치란(治亂)을 살핀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른바 강(綱)이라는 것은 그물에[網] 벼리가 있는 것과 같고 이른바 기(紀)

라는 것은 실에 실마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스스로 펼 수가 없고, 실에 실마리가 

없으면 스스로 풀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 집에는 한 집의 기강이 있고 한 나라에는 한 나라의 기강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향(鄕)이 현(縣)의 통솔을 받고 현이 주(州)의 통솔을 받고, 주가 노(路)의 통솔을 받

고, 노가 대성(臺省)의 통솔을 받고, 대성이 재상의 통솔을 받는데, 재상은 모든 관직을 겸하여 천자와 

함께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정령(政令)을 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곧 천하의 기강이다.”

[예기] 

공자가 말하였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싣는 것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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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으니,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천하에서 일을 하면, 이것을 세 가지의 무사(無私)라고 

한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기강은 스스로 설 수 없다. 반드시 군주의 마음 쓰는 것이 공평정대하고 

편당반측(偏黨反側)하는 사사로움이 없어야 기강이 매이는 곳이 있어서 서게 된다. 임금의 마음은 스스

로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의리의 귀추를 강명

(講明)하고, 사사롭고 사악한 길을 막아 없앤 뒤에야 바르게 될 수 있다.”

[예기]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작록(爵祿)으로 권면할 만하지 못하고 형벌로 부

끄럽게 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형벌을 업신여기고 작록을 경솔하게 시행해서

는 안 된다.

〈주석〉 여씨(呂氏)가 말하였다.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작록과 

형벌을 마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작록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착한 이를 권면할 수 없고, 

형벌이 그 죄에 맞지 않으면 소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두고 형벌을 업신여기고 작록을 경

솔하게 시행한다.”

[율곡의 풀이] 

기강(紀綱)이란 국가의 원기(元氣)이니 기강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망가지고,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백해(百骸 몸에 있는 모든 뼈)가 풀어진다. 오늘날 논의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바로 기강을 세워

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 요체를 잡은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대개 정치를 하는 데 기강을 잘 세운다는 것은 마치 학자가 의(義)를 모아서 호연(浩然)의 기를 쌓는 것

과 같다. 어찌 한 가지의 영(令)이 바른 것을 얻고, 한 가지의 일이 마땅한 것에 적합하다고 하여 갑자기 

그 효과를 보겠는가? 

대체로 위에서는 반드시 다스려야겠다는 뜻이 없고 아래에서는 녹을 타 먹겠다는 마음만 품고 있어

서, 착한 이를 보고도 등용하지 못하고, 악한 이를 보고도 물리치지 못하며, 공 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

드시 상을 받는 게 아니며,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어서 도학(道學)이 폐절

(廢絶)되고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쓰러져서, 오직 권세와 이익만을 좇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로만 

떠든다. 이 어찌 고질(痼疾)에 걸린 사람이 입으로는 양약(良藥)을 말하면서 실지로는 목으로 넘기지 못한

다는 것과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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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임금이 먼저 뜻을 정하여 학문을 바르게 하고 몸을 성실히 하며, 호령을 발하고 일을 거행하

는 것이 순수하게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신하들로 하여금 다 맑은 

하늘에 뜬 밝은 해처럼 임금의 마음을 우러러보게 해야 한다. 보고서 느낌이 일어 흥기된 뒤에야 어진 

이를 높이고 능한 이를 부리고, 망령된 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이를 제거하며, 실적을 따져서 상벌을 분

명히 하며, 일을 시행(施行)하고 조처하는 것이 천리에 순하고 인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크게 일세를 복종시킨다면 기강이 진작되고 명령이 행해지고 금령(禁令)이 지켜져서 천하의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二帝 : 요·순)와 삼왕(三王 : 우·탕·문무)이 인심을 열복(悅服)시키고 세도를 유지하여, 수백 년

을 전하여도 견고하여 허물어지지 않았던 까닭이다. 오늘날 법도가 행해지지 않고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기강이 서지 않는 것 때문이다.

해 설

율곡선생은 국가를 사람 몸에 비유한 한유(韓愈)의 글과 주자의 주석을 소개하였는데, 기강을 세우는 

일이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맥이 잘 통하듯이 국가의 명령체계나 행정지침이 잘 전달되어 시행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선생은 기강이란 국가의 원기(元氣)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기란 생명의 기운으로 그것이 없으면 사람

이 살아갈 수 없다. 기강이 서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기강이 무너지는 원인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의 정의가 

없어진 가장 큰 원인는 임금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가 사심(私心)이 있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가령 관리의 자리에 능력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지 못하거나 상벌(賞罰)이 공평하지 못하

기 때문에 기강이 무너진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군주부터 먼저 학문을 바르

게 하고 몸을 성실하게 하여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되, “어진 이를 높이고 능한 이를 부리고, 망령

된 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이를 제거하며, 실적을 따져서 상벌을 분명히 하면” 기강이 바로 잡힐 것이라 

보았다.

선생이 살았던 당시는 모든 권력이 군주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물의 벼리를 들면 

모든 그물이 딸려 오듯이 기강을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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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해도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자의 자세 여하에 따라 기강이 바로서기도 하고 해이해지기도 한다.

특히 국가 핵심 권력층 인사들의 사심(私心)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 복지부동과 부정부패가 만연하

게 만든다. 거기다 고위공직자의 임용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도 기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부적격자를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나아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와 

사법권을 쥔 재판관들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 또한 법과 형벌이 공평하지 못한 사태를 만들어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 나라에 온갖 비리와 탈선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가강 근원적인 요인이 하층부의 힘

없는 시민 때문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권력자 자신들의 대공지정(大公至正)하지 못한 사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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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모임이나 동아리, 또는 단체를 만들 때 자치적인 규약 내지는 규칙을 만든다. 기강을 확립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통솔과 연관시켜 기강을 세워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기강을 바

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2.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계층과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기강

의 해이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3.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

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이며, 한국보다 

사법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등 3개국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는 이전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에 대한 불신

이 팽배하다. 특히 ‘재벌 총수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 국민이 대기업에 반감을 갖는 주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같은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개별 사례들만 지적됐는데, 재벌 봐주기가 실제

로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총수 일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

는 경우는 일반인보다 10% 높았다.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할 법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비쳐지는 점은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다. 사법제도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정의가 실현되며,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예전에 정부에서 나라의 기강을 잡는다고 불법주차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길거리 노점상, 경범죄, 말단공무원

의 부정부패 등 주로 보통시민들의 생활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것에 국가의 기강을 잡는 데 실

효가 있었는가? 실효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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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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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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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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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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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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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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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자

理
리

하니라 

(『창려문집의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綱 : 그물, 벼리/無 : 없다/則 : 곧/不 : 아니하다/能 : 할 수 있다/以 : ~으로써/自 : 스스로/張 : 베풀다, 크게 하다/絲 

: 실/紀 : 실마리, 벼리/理 : 다스리다

*~則~ : ~하면 ~하다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

*不能 : ~할 수 없다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말

*以 : 앞의 綱無綱 또는 絲無紀의 문장을 받아 ‘그것으로써’의 뜻이며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기강(紀綱) : 규율과 법도

해석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스스로 펼 수가 없고, 실에 실마리가 없으면 스스로 풀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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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解
해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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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紀 : 벼리/綱 : 벼리/者 : 것/國 : 나라/家 : 집안/之 : ~의/元 : 으뜸/氣 : 기운/也 : 어조사/不 : 아니하다/立 : 서다/則 

: 곧/萬 : 일만/事 : 일/頹 : 무너지다/墮 : 떨어지다/未 : 아니다/固 : 굳다, 단단하다/百 : 일백, 모든/骸 : 뼈/解 : 풀

다, 풀어지다

*~者 : ~이라는 것

*~則~ : ~하면 ~하다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

*未固 : 단단하지 않다. 未는 ~가 아니다 또는 ~하지 않다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국가(國家) : 나라. 춘추전국시대 당시는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를 국(國), 대부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

(家)라 불렀음

*원기(元氣) : 타고난 기운, 사물이 생겨나는 생기 또는 활동력

*백해(百骸) : 몸을 이룬 모든 뼈

해석

 기강(紀綱)이란 국가의 원기(元氣)이니, 기강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망가지고, 원기가 튼튼하지 않으

면 백해(百骸)가 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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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라

도 입

오늘날 정치가들의 국민을 위한 정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혹시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는 않는가? 국민들이 감시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옛날 군주가 다스린다고 하여 군주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적어도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는 

생각은 했다.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면 결국 왕조 자체가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렸어야 했을까? 선생은 여기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임금과 백

성이 서로 필요로 하는 도리,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백성을 두려워  하는 도리, 혈구(絜矩 : 내 마음을 미

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의 도리, 세금을 가볍게 거두는 도리,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리,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리, 의(義)와 이치를 판별하는 것, 재물을 절약하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생업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 군정(軍政)을 개혁하는 것 등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분량이 많아 간략하게 소개한

다.

본 문

[서경] 

순(舜)이 우(禹)에게 명하기를, “사랑할 만한 이는 임금이 아니겠으며, 두려워할 만한 이는 백성이 아

니겠는가?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

겠는가? 공경하여 너의 지위를 조심스럽게 지켜 원할 만한 것을 경건하게 닦아라. 사해(四海)가 곤궁해

지면 하늘의 녹(祿)이 영원히 끊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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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 없는 것을 과(寡)라 하고, 

늙어서 자식 없는 것을 독(獨)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 없는 것을 고(孤)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은 세상에 가장 곤궁한 자들로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왕(文王)이 정령(政令)을 발하여 인정

(仁政)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

(富子)들이야 괜찮지만,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하였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라도 다 나보다 나으리라. 나의 만

백성을 대하되 마치 썩은 새끼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같이 두려워하니,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 어

찌 공경하지 아니하겠는가?”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임금이 인심을 잃으면 독부(獨夫 국민에게 악정을 행하여 버림받은 군주)가 된다. 

독부가 되면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라도 다 나를 이길 것이다. 썩은 새끼는 끊어지기 쉬워서 

말을 몰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매우 두렵다는 것을 비유하였다.”

[서경] 

문왕(文王)은 감히 놀이와 사냥을 즐기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에서 정당한 공납(供納)만을 받았다.

[예기] 

『왕제(王制)』에, “백성을 부리는 일은 1년에 3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민력(民力)을 부린다는 것은 성곽(城廓)·도로(道路)·구거(溝渠 도랑)·궁묘

(宮廟)를 짓는 일 같은 유인데, 주(周)나라 예(禮)에, 풍년에는 3일, 보통 해에는 2일, 흉년에는 1일뿐이다. 

군역(軍役)은 이 제도에 구애되지 않는다.”

[춘추곡량전] 

재물이 다하면 원망하고, 힘이 다하면 한탄한다.

〈주석〉 진씨(眞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백성의 상정(常情)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임금은 부세를 경

감하여 그 재물을 탕진(蕩盡)하게 하지 않고, 부역을 감하여 그 힘을 고갈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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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고요(皐陶)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덕에 허물이 없어서 아래로 신하를 소탈하게 대하시고, 백성을 너

그럽게 거느리시며, 형벌을 자손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상은 후세에까지 뻗치게 하셨으며, 모르고 지

은 죄는 커도 용서하시고, 일부러 저지른 죄는 작아도 벌하셨으며, 의심스러운 죄는 그 형을 가볍게 하

시고, 의심스러운 공은 그 상을 무겁게 하셨으며, 죄 없는 이를 잘못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허물을 택하셨습니다. 삶을 좋아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유사(有司)의 법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곡의 풀이] 

부세를 적게 하는 것,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 형벌을 삼가는 것 세 가지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큰 요

령이다. 

[대학] 

재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큰 방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놀고먹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사

람은 민첩하게 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면 재물은 항상 풍족할 것이다.

〈주석〉 여씨(呂氏)가 이르기를, “나라에 노는 백성이 없으면 생산하는 이가 많을 것이요, 조정에 요행

으로 얻은 벼슬이 없으면 놀고먹는 자가 적을 것이며,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민첩할 것

이요, 수입(收入)을 헤아려서 지출(支出)한다면 소비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일정한 생업이 없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 때문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변치 않는 마음이 없다면 방탕한 짓이나 사악(邪惡)한 짓 등을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뒤에 

뒤따라 처벌한다면,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물질하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 백

성들에게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어진 임금은 백성의 산업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어서 풍년이 들면 일 년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흉년이 들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을 선

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기가 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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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

을 것을 하늘로 삼는 것이라,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을 잃으면 국가가 의존할 데를 잃어버리니,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임금의 정치는 오직 백성에게 부모 노릇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 민력(民力)을 늦추

어 주고 민산(民産)을 후하게 해 주어서, 백성들이 하늘로 여기는 바가 넉넉하여 그 본연의 착한 마음을 

보존하게 해 줄 뿐이다. 임금으로서 이런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慾心)이 많은 데에 얽매여 스

스로 절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부모는 자식을 충심으로 사랑하여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 그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어 그 극진한 것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임금이 진실로 백성에게 부모 노릇을 하고자 마음먹는다

면, 한 백성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도 다 나의 어린 아기가 우물로 빠져들어 가는 것 같이 여겨, 미친 듯

이 달려가서 기를 쓰고 이것을 구제하려 할 것이다. 누가 어린 아기가 우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을 앉아

서 보기만 하고 태연히 웃고 담화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옛날 성스러운 임금은 그 직책이 백성들에게 부모 노릇하는 곳에 있는 줄을 깊이 알았다. 그러므로 

애쓰고 안타깝게 여겨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마음은 언제나 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뿐이다. 그 백성의 힘

을 아끼기를 마치 살을 베어 내는 듯이 어렵게 여기고, 그 백성의 생산에 힘쓰기를, 마치 배고플 때 먹

이를 구해 주고, 그 폐습(弊習)을 혁신하기를 마치 급한 병에 약을 복용하듯이 하여, 반드시 그 백성들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한 뒤에야 마음으로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백성은 은혜

가 골수에 스며들고 사랑이 폐부(肺腑)에 맺히어, 임금을 위하여 죽는 것을 단 엿을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였으니, 국가의 형세가 어찌 오래도록 안정되지 않았겠는가? 

임금에게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사랑하고 받들 생각이 없고,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하기 때문에 예의가 다 상실되어 그들이 임금 보기를 승냥이나 호랑이·원수와 같이 여기고, 임금

이 된 이도 또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누구도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컴컴한 가운데 화

(禍)의 싹이 잠복해 있어도 경계할 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변이 일어나고 소홀

히 여기던 데서 환란이 생겨 필부필부(匹夫匹婦)가 다 강적이 된 뒤에는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용이 

없었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자기를 편안히 

하는 것이다. 대개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이(利)를 일으키고 해(害)를 없애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을 즐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고루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릇된 것을 그대로 지켜 

그럭저럭 모면하면서 일폐(一弊)도 혁신하지 못하고 일정(一政)도 들어 쓰지 못하고서, 다만 아침저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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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절하게, “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한다.”고 말로만 부르짖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성심으로 백

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지극히 신령(神靈)하니, 어찌 말로 속

일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지금의 임금도 아는 바이다. 알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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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사해가 곤궁해지면 하늘의 녹이 영원히 끊어진다.”는 『서경』의 말뜻은 임금이 실정을 해서 백성들이 가난해지

면 하늘로부터 받는 임금의 녹이 영원히 끊어진다는 말이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서 생각하고 고쳐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2014년 초 우리나라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매우 떠들썩했다. 사건의 내용은 어머니의 부상으로 소득

이 없어진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병을 앓고 있었던 30대의 두 딸이 일할 수 있다는 이유

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해 벌어진 참극이다.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친애하는 국민”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친애(親愛)란 친밀히 사랑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다. 여러분도 친애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3.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창간 69주년을 앞두고  페이스 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00으로부터 나온

다.’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재시하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했더니 ‘자본’이라고 한 응답이 30% 정도였고, ‘대통

령’이라고 한 답이 20% 정도였다고 한다. 헌법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그

보다 훨씬 적었다. 여러분은 빈칸을 어떤 말로 채우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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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역(賦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

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병역은 나라마다 제도를 달리하는데,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의무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국민의 의무로서 원

칙적으로 의무병역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두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병역제도를 두고 유행하는 말이 있다.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복무(無錢服務)’로 돈이 많거

나 고위직에 있는 부모 등 배경이 있는 집 자식들은 손쉽게 군 면제를 받고, 서민의 자녀들이 이들의 빈자리를 대

신 메우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15년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자녀들 가운데 30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

러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70개 부처·기관의 4급 이상 남성 공직자 2만4980명 중 10.3%인 2,568명이 

병역 면제이며, 남성 국회의원 250여명 중 53명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심지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6명

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아무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이 좀 무색해 지는 것 같다. 다시 신성한 의무가 되

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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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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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老 : 늙다/而 : 접속사/無 : 없다/妻 : 아내/曰 : 말하다/鰥 : 홀아비/夫 : 지아비, 남편/寡 : 홀어미, 적다/子 : 자식/獨 

: 홀몸, 홀로/幼 : 어리다/父 : 아비/孤 : 고아, 외롭다

*네 개의 병렬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老而無妻 : 늙고 아내가 없다 또는 늙어서 아내가 없다는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와 홀어미와 홀몸인 늙은이와 고아를 뜻하는 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

람을 아울러 일컫는 말

*고독(孤獨) : 쓸쓸하고 외로움

해석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 없는 것을 과(寡)라 하고, 늙어서 자식 없는 것

을 독(獨)이라 하고, 어려서 아비 없는 것을 고(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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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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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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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
극

義
의

니라(『순자(荀子)』).

한자 풀이와 해설 

 義 : 옳다, 의롭다/勝 : 이기다/利 : 이롭다, 이익/者 : ~것/爲 : 되다/治 : 다스리다/世 : 세상/克 : 이기다/亂 : 어지럽

다, 혼란하다/上 : 임금, 윗사람/重 : 무겁다, 중시하다/則 : 곧

*~者 : ~이라는 것

*~則~ : ~하면 ~하다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치세(治世) : 잘 다스려져 태평한 세상

*난세(亂世) : 전쟁이나 무질서 따위로 혼란해진 세상

해석 

 의(義)가 이(利)를 이기면 치세(治世)가 되고, 이가 의를 이기면 난세(亂世)가 된다. 임금이 의를 중히 

여기면 의가 이를 이기고, 임금이 이를 중히 여기면 이가 의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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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가르침을 펼쳐라

도 입

옛날 군주가 정치를 잘 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 

바로 가르치는 일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르치는 일이 없다면 인간은 금수(禽獸)와 같은 모습이 될까 

우려해서이다. 인간의 도리를 알고 익혀야 한다고 여겼다. 물론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육제도는 없

었지만, 성현들은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가르쳤다. 

율곡선생은 이 장에서 교육을 일으키는 근본, 가르침의 내용, 학교를 세우는 일, 교육을 통해 풍속을 

바로잡는 일 등을 소개하였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하였다.

본 문

[율곡의 풀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화(敎化)하는 것은 이치와 사세의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 다음에, 가르침을 펼치는 문제로 끝을 맺는다.

[논어]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禮)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 착한 올바르게 될 것이다.

[서경] 

순(舜)이 말하였다. “설(契)아, 백성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며 오품(五品)을 따르지 않는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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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도(司徒)의 직을 맡기니, 삼가 오교(五敎)를 펴되 너그러이 하라.”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오품(五品)은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 다섯 가지 인륜의 명칭과 등

급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히 거처하면

서 가르침이 없다면 새나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성인이 이 점을 근심하여 설(契)에게 사도(司徒)의 직을 

주어 인륜을 가르치게 하였다.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벗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기]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군자가 만일 백성

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그 배움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

[예기] 

옛날의 교육 기관으로 가(家)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었으며, 술(術)에는 서(序)가 있고, 

국(國)에는 학(學)이 있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25가(家)가 한 여(閭)가 되어 한 거리에 같이 있었다. 거리의 

입구에는 문이 있고 문 곁에는 숙(塾)이 있다. 백성으로서 가(家)에 있는 이는 조석으로 숙에서 교육을 

받는다. 500 가가 한 당(黨)이 되는데 당의 교육 기관을 상(庠)이라 한다. 상에서는 여숙(閭塾)에서 뽑혀 

올라온 사람을 가르친다. 술(術)은 주(州)인데 2500가가 한 주가 된다. 주의 교육 기관을 서(序)라 하는데 

당학(黨學)에서 뽑혀 올라온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천자가 거하는 도읍과 제후의 국중(國中)의 학문을 

국학(國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의 맏아들과 중자(衆子)ㆍ경대부와 선비의 아들, 그리고 준재로

서 뽑혀 올라온 선비들을 가르친다.”

[논어]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그 귀신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제사를 지낼 귀신이 아니라는 말이요, 

첨(諂)은 잘 보이기를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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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풀이]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을 때에 그들에게 사목(司牧)을 세웠는데, 사목은 실로 임금과 스승을 겸하였다. 

목자(牧者)로서 그들을 기르고, 임금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친 뒤에 이 백성들

이 그 삶을 편히 즐길 수 있고 그 악을 개혁할 수 있으며, 그 선을 흥기할 수 있다. 

대개 옛 도리라는 것은 부자간에는 인(仁)을 다하고 군신 간에는 의(義)를 다하고, 부부간에는 별(別)을 

다하고, 장유(長幼) 간에는 그 예(禮)를 다하고, 붕우 간에는 그 신(信)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은 다 천성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덕을 발하는 것이니, 본래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앞에서는 기품(氣稟)에 구애를 받고, 뒤에서는 물욕에 빠진 데다 항산(恒産)이 없기 때문에 이리

저리 전전하며 살 곳을 잃고, 죽음을 면하기도 어려워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다만 형벌 무서운 것만 

알고, 명의(名義)와 절개를 지키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간사함을 더하고 거짓을 늘려서 교묘하게 법

망(法網)을 피할 뿐이다. 

그리하여 윗사람은 교화에도 방법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형법의 주밀하지 못한 것만 근

심하여 조항을 첨가하여 속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법이 주밀해질수록 간사함은 더욱 심해져서 풍속

이 날로 무너지고 세도(世道)가 날로 야비해져서 구제할 수가 없게 된다. 때로 간혹 마음에 느낌이 일어 

세상의 악습을 교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교(敎)를 베푸는 데는 근본이 있고, 백성을 교화

하는 데는 차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갓 명분만 생각하고 그 실상을 얻지 못하며, 근본을 뒤로 하고 

말단을 우선시하니 가르침은 있어도 효과가 없다. 

반드시 임금이 먼저 궁행하기를 힘쓰고, 어진 이를 얻어 같이 다스리며, 조정의 명령은 인심을 감동

시켜, 전도(顚倒)되어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다 흥기할 생각을 품게 한 뒤에야 그들의 

폐단을 제거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은 풀어 주며, 그들에게 동네를 정해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

고,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쳐 갈 길을 가리켜 주며, 예(禮)를 제정하여 단속해서 절도를 지키게 하고, 향

사(鄕射 : 마을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며 예법을 익히는 일)와 향음주(鄕飮酒 : 향촌의 선비와 유생들이 향교 등에 모여 예로

써 주연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의 의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화락하게 인도하고, 선을 표창하여 권장해서 나

아갈 방향을 알게 하고, 악을 물리쳐서 징계하여 돌아서야 할 것에서 과감히 돌아서게 하면, 앞으로 학

교의 교육은 성대해질 것이요, 향당(鄕黨)은 공경과 겸양의 풍속을 일으킬 것이니, 한 시대에 큰 도가 일

어나고 형벌을 버려두고 사용하지 않으며, 예악이 성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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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본문에 소개하는 것 외에 율곡선생은 제사를 바르게 하여 미신을 없애는 문제, 선악을 분별하여 풍

속을 바로잡는 문제, 고대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요점은 백성들에게 항산(恒産)이 

있게 한 후에 임금부터 바른 도리를 실천하기 힘쓰며,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풍속을 바르게 해야 한다

고 하였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오륜(五倫)과 관계된다. 

문제는 국가의 혼란이나 풍속이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 형법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형벌

만 강화하면 백성들은 더 뻔뻔해지고 법을 어겨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공자의 생각을 잇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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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로지 원칙과 법만 적용해서 오히려 잘못되는 사례와, 덕으로 다스리고 예를 가르침으로

써 바르게 된 사례를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2.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옛날 선조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교육과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

이 있을까요?

3. 율곡 선생이 말한 학교의 기능과 오늘날 학교의 기능이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4.  천하의 풍속이 모두 군자의 풍속이라면 위정자의 정치와 교화가 선한 것이고, 천하의 풍속이 군자의 도에 합당

하지 않다면 이것은 위정자의 정치가 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풍속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선하게 느껴진다면 위정자의 어떤 점이 선한 것인지, 또는 군자의 도에 합당하지 않다면 위

정자의 어떤 점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5.  율곡 선생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선비들이 벼슬을 구하지 않아도 학문이 완성되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

거해서 인재를 등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히 지위가 높은 

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니,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면 물러나야 하고, 만일 집이 가난해서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을 면치 못한다면, 반드시 내직을 사양하고 외직으로 나가며,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서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록 녹봉을 받기 위한 벼슬이라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청렴하고 부지런히 공무를 받들어 행하여 그 직무를 다해야지, 직분을 버려두고 먹고 마시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율곡 선생이 한 말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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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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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논어』).

한자 풀이와 해설 

 道 : 길, 도리/之 : 대명사/以 : ~로써/政 : 정사, 법령/齊 : 다스리다, 가지런히 하다/刑 : 형벌/民 : 백성/免 : 면하다/

而 : 접속사/無 : 없다/恥 : 부끄러워하다/德 : 덕/禮 : 예법/有 : 있다/且 : 또/格 : 바로잡다, 이르다

*道 : 여기서는 인도하다의 導의 뜻으로 쓰였다.

*政 : 법제와 금령(禁令)을 말함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면이무치(免而無恥) : 법을 어겼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으로,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

해석

 공자가 말하였다. “법령[政]으로 인도[道]하고 형벌로 다스리면[齊]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려고

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禮)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 착하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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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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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
불

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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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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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器
기

요 人
인

不
불

學
학

이면 不
부

知
지

道
도

니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玉 : 옥, 구슬/不 : 아니하다/琢 : 쪼다, 옥을 다듬다/成 : 이루다/ 器 : 그릇/人 :사람/學 : 배우다/知 : 알다/道 : 길, 

도리, 이치

*대귀를 이루는 병렬문이다.

*‘玉不琢則不成器’가 되면 뜻이 분명해지나 則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된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불학(不學) : 배우지 않음. 학문적 성과나 발전이 없음

*옥불탁불성기(玉不琢不成器) : 옥의 바탕이 본시 아름답지만 다듬지 아니하면 쓰지 못한다는 뜻으로, 

천성이 뛰어나도 학문을 닦지 아니하면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함을 비유한 말

해석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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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좋은 정치의 효과

도 입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 풍요만 누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율곡선생은 유학의 전

통에 따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린 다음에는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교

육 또는 교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어떤 효과가 더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

고 있다. 인(仁)이라는 가치가 천하를 덮게 되고, 군주의 덕이 천심(天心)에 부합되고, 그 은택이 후세에

까지 흘러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3부의 마지막 장이다.

본 문

[예기] 

대도(大道)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가 공평해져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발하여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화

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

기지 아니하며, 늙은이는 생을 잘 마감할 곳이 있고 젊은이는 쓰일 곳이 있으며, 어린이는 자랄 곳이 

있으며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 불구자도 모두 부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략이 막혀서 일어나

지 않고, 도둑이 일어나지 않아 사립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으니, 이것을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대동(大同)이란 공평한 도로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중용] 

그러므로 명성이 중국(中國)에 넘치고 오랑캐 지역에까지 뻗쳐 가 배나 수레가 이르는 곳이나 인력이 

통하는 곳, 하늘 아래 땅 위, 해와 달이 비치고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모든 곳의 혈기(血氣)를 지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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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친애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을 짝한다고 일컫는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하늘을 짝한다는 것은 덕이 하늘처럼 넓고 크게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시경] 

아름다운 군자여,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드러나네. 백성과 벼슬아치를 합당하게 대하여 하늘의 녹

[天祿]을 받았네. 보호하여 돕고 명을 내리는 일을 하늘이 거듭하시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임금의 덕이 백성과 벼슬아치를 합당하게 대하여 하늘에서 복록을 받게 

되었는데, 하늘이 임금을 반복해서 돌보아 주면서 싫증을 내지 않고, 거듭 보우(保佑)하고 명령하기를 

또 계속한 것을 말한다.”

[대학] 

군자는 그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고, 그 어버이를 친애(親愛)하였으며,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거이 여

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겼다.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후세의 현자(賢者)와 왕자(王者)를 말하는 것이요, 소인은 후세의 서

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전의 왕들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지극한 선(善)에 머물러서 천하 후

세로 하여금 한 사물이라도 그 처소를 얻지 못한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에, 전왕이 세상을 떠났어도 사

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율곡의 풀이] 

나라를 다스리는 보람은 인(仁)으로 천하를 덮어 주고 은택이 후세에까지 흐르게 하는 것으로, 성인

이 할 수 있는 일로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으니, 참으로 고원(高遠)하여 거의 미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데 근본을 두고 순서에 따라 점진해 나간다면, 마치 길 가는 사람이 

뒤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집에 이르고, 밥 먹는 사람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배불러지는 것과 같을 것

이다. 다만 임금이 참으로 이것을 고원하다고만 여겨 실행하지 않으실까 근심할 뿐이다. 

성왕의 정치는 책에 잘 진술되어 있다. 이는 규구(規矩)가 손에 있어서 모난 물건과 둥근 물건을 만드

는 것과 같으니, 처음에는 비록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점차 익숙해질 것이니, 어찌 왕정(王

政 : 왕다운 왕이 베푸는 어진 정치)을 시행할 수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대개 임금으로서의 병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욕심에 끌려 왕정을 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속의 흐름에 

빠져 왕정을 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많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은 시비(是非)의 공정한 것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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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이익에 가리어지고, 유속(流俗)에 빠진 사람은 성현의 말보다 항상 비루한 말에 굴하게 된다. 

후세에 다스려지는 날이 항상 적은 것은 오직 이 때문이다. 

대개 인의(仁義)를 몸소 실천한다는 것은 천덕(天德)이요, 생민을 교화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왕도(王道)

이다. 후세의 임금들은 항상 말하였다. “나 같은 소자가 어찌 감히 옛 도를 바라겠는가?” 한다. 천덕과 

왕도에 대한 말은 옛 성현의 일이요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여, 신하가 이에 대해 진언(進言)하면 

바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이상만 높고 실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의 정대무사(正大無

私)한 것이 바로 천덕이고, 합당하게 일에 처하여 인심에 따르는 것이 왕도인 줄을 너무도 모른다. 때에

는 고금이 없고 도는 고원한 것이 아니며,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니, 다만 이것을 아직 생각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근심할 뿐이다. 욕심이 많은 임금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니, 이것은 본

래 말할 것이 못 되거니와 때로는 선을 하는 임금도 흔히 유속(流俗)에 빠지는 것을 면치 못하니, 더욱 

애석한 일이다. 

지금 기강을 떨치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선비들의 습속이 정당한지 구차한지, 재상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일없이 녹만 먹는지, 백관들이 자기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게을리 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잘 휴양하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를 어찌 깊이 생각지 않는가? 만일 기강이 떨치고 있어서, 선

비들의 습속이 정당하고, 재상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며, 백관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잘 휴양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의 왕도 정치에 가깝다. 일변(一變)하면 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어

째서 옛 도를 회복할 수 없겠는가? 만일 기강이 무너져 선비들의 버릇이 구차하고, 재상이 일없이 녹만 

먹고, 백관이 사무에 게으르고, 백성들이 지쳐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망할 증상이다. 마땅히 급급히 서

둘러서 개혁해야 할 것인데, 우선 당장 탈이 없다고 안심하고 도리어 무언가 해보려는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은 아마 지혜가 천박하고 모자라서 앞으로의 큰 근심을 염려하지 

못하고 다만 눈앞의 무사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로부터 무도(無道)한 나라에서는 선인(善人)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로서 선(善)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임금이 도를 행하다가 화를 입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대개 

임금이 명령을 세워서 난(亂)을 치(治)로 돌리는 것은 다만 마음 하나에 있을 뿐이니, 마음 하나가 도를 

향하여 쉬지 않고 힘써 나가면, 곧 정치에 베풀어져서 세도(世道)가 일변(一變)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 기

강을 세워 선비의 나쁜 습속을 교정(矯正)하고, 재상에게 정사를 맡기며 백공(百工)에게 일을 빛나게 하

고, 서민들을 안락하게 하여, 선왕의 도를 따르다가 도리어 화를 입고 실패할 일이 있겠는가? 아, 생각

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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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앞의 율곡선생의 풀이는 매우 긴 문장이다. 필자가 요점만 간추려 수록하였다. 좋은 정치의 효과를 

말하는 장이지만, 그 내용은 앞에서 간략히 제시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선조임금에게 바른 정치를 위해 

개혁을 촉구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우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는 임금에게 두 가지 병통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하나

는 자기 욕심에 끌려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현의 말을 버리고 세속

의 흐름에 따라 정치를 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자포자기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임금이 스스로 성현이 말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마땅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기강이 무너져 선비들의 버릇이 구차하고, 재상이 일없이 녹만 먹고, 백관이 

사무에 게으르고, 백성들이 지쳐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망할 증상이다.”라고 임금에게 극언을 마다하

지 않았는데, 선생의 사후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보면, 선생의 이 같은 나

라 걱정은 탁월한 예견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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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누구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교화를 받지 않았는데에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저절로 감화되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이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2.  지성감천(至誠感天)이라는 말이 있다.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 한다’라는 뜻으로, 무엇이든 정성껏 하면 하

늘을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성감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  율곡선생은 좋은 정치는 오로지 군주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는 군주제 통치체제이므

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선생 또는 당시 선비들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대안으로 왕권을 제한해서라

도 다른 권력기구나 기관을 만들 생각을 못했거나 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의논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양식 의회제도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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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大 : 크다/道 : 도리/之 : 어조사/行 : 행하다/也 : 어조사/爲 : 되다/公 : 공변되다/選 : 가리다/賢 : 어질다/與 : ~와, 

~과/能 : 능하다/講 : 익히다/信 : 믿다/修 : 닦다/睦 : 화목하다/故 : 그러므로/獨 : 홀로/親 : 어버이, 친애하다/子 : 

아들, 자식/其 : 그

*賢은 어진 사람, 能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였다.

*不獨 : ~만 ~하지 않았다

*親과 子는 각각 동사와 명사(목적어)의 두 가지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대도(大道) : 큰 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

해석

 대도(大道)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가 공평해져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발하여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화목을 닦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

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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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是 : 이/故 : 연고, 까닭/謨 : 모의, 꾀/閉 : 닫다, 닫히다/不 : 아니하다/興 : 일다/盜 : 훔치다/賊 : 도둑, 해치다/作 : 

일어나다/外 : 바깥/戶 : 외짝 문, 출입구/謂 : 일컫다/大 : 크다/同 : 같다

*是謂 : 이것을 일컬어 ~라고 한다.

*謨閉 : 간사한 꾀가 막히는 것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대동(大同) : 비슷비슷함. 온 세상이 번영하여 잘 살게 됨. 원뜻은 공평한 도로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

을 일컫는 말.

해석

 그러므로 모략이 막혀서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 일어나지 않아 사립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으니, 

이것을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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