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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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바른 지도자가 되라/ 제3장 좋은 점을 취하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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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廣
광

以
이

狹
협

人
인

하소서. 匹
필

夫
부

匹
필

婦
부

가 不
불

獲
획

自
자

盡
진

이면 民
민

主
주

罔
망

與
여

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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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