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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호(東湖)
●

의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다. 

손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혼란스럽

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혼

란스러워집니까?

주인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손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 임금의 재주와 지혜가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호걸(豪傑)들을 

잘 부리든지, 아니면 임금의 재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명한 사

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다스려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란 뜻입니다. 반면에 임금 스스로 자기가 총명하다

고 믿고 여러 아랫사람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간사하고 아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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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東湖)	:	한강	가운데	뚝섬에서	옥수동에	이르는	곳을	일컫는데,	두뭇개(또는	두

무포)라고도	부름.

•	인의(仁義)	:	인(仁)과	의(義).	공자의	중심사상인	인(仁)에	맹자가	의(義)를	덧붙여	강

조하여	한	말.	현대식으로	말하면	사랑과	정의에	가까운	말.

•	천리(天理)	: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늘의	도리,	또는	자연의	이치.	여기서

는	전자의	뜻.

•	왕도(王道)	:	임금이	어진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그런	정치를	왕도정치라	함.

•	공리(功利)	:	공로와	이익.

는 사람만 치우치게 믿어서 임금 자신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면 나

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

란 뜻입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두 가지 경우도 그 정치방식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의(仁義)
●

의 도리를 임금이 몸소 실천하

여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고, 천리(天

理)
●

의 바름을 본받아 잘 실천하는 왕도(王道)
●

가 그 하나입니다. 겉

으로는 인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권모술수의 정치

를 베풀어 임금 자신의 사적인 공리(功利)
●

를 이루는 패도(覇道)
●

가 

다른 하나입니다.

나라가 혼란해지는 두 가지 경우에도 임금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욕심이 마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마음 

밖에서 공격하여, 백성의 힘을 고갈시켜 자기를 받들게 하며, 충성

스러운 말을 물리치고 스스로 성인(聖人)인 척 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는 포악한 임금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의지

는 있으나, 간사한 사람을 분별하는 총명이 없어, 믿는 것은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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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도(覇道)	:	인의를	가장하고	힘이나	권모술수를	써서	사적인	공(功)과	이익만을	탐

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그런	정치를	패도정치라	부름.

•	오제(五帝)	 :	상고	시대	전설상의	다섯	제왕으로	황제(黃帝)·전욱(顓頊)·제곡(帝

嚳)·요(堯)·순(舜)을	말함.

•	삼왕(三王)	:	하(夏)의	우왕(禹王)과	상(商)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문왕(文王)을	말함.

•	천명(天命)	:	하늘의	명령.	옛날에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된다고	믿었다.

•	태갑(太甲)	:	상(商)나라	제3대	임금인	태종(太宗)의	이름.	탕왕의	손자이고,	태정(太

丁)의	아들.

신하가 아니고 정치를 맡기는 대상은 재주가 있는 신하가 아니어서 

점점 실패하고 혼란해지지는 자는 어리석은 임금입니다. 나약하여 

의지가 서 있지 못하고 우유부단하여 정치가 크게 일어나지 못하여 

옛 것만 고식적으로 답습하여 날로 쇠약하고 미약한 데로 나아가는 

자는 평범한 임금입니다.

손님 그대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그렇게 행한 분이 있

습니까?

주인 있습니다. 옛날에 오제(五帝)
●

와 삼왕(三王)
●

은 총명하고 지

혜로운 자질로 천명(天命)
●

을 받아 임금과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들

은 나라를 다스려서 쟁탈을 그치게 하고, 백성들을 길러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인구가 늘어나게 하였으며, 가르쳐서 인륜을 폈습니

다. 그리하여 해와 달과 별이 각자의 궤도를 따르고, 비·햇볕·더

위·추위·바람이 순조로워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사람의 표

준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재주와 지혜가 사람들 가운

데서 뛰어나 왕도(王道)를 행한 분들입니다.

상나라의 태갑(太甲)
●

과 주나라의 성왕(成王)
●

은 자질이 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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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왕(成王)	:	주나라	무왕(武王)의	아들.	한	때	숙부인	주공(周公)이	섭정하였다.

•	이윤(伊尹)	:	상나라	초기	인물로	탕왕의	신임을	받아	등용되었고,	하나라를	멸하고	

은나라를	세우는	데	공을	세워	재상이	되었다.	

•	주공(周公)	:	주(周)	무왕의	아들이자	성왕의	숙부로	주나라의	문물을	완비한	인물.

•	문공(文公)	: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22대	군주로	진헌공(晉獻公)의	아들.

•	도공(悼公)	:	진(晉)나라의	28대	군주로	본명은	주(周).	진양공(晉襄公)의	증손자.

•	고조(高祖)	:	한나라	시조	유방(劉邦).

•	문제(文帝)	:	유항(劉恒).	전한의	제5대	황제.

•	태종(太宗)	:	당의	제2대	황제	이세민(李世民).

•	태조(太祖)	:	송나라를	창건한	황제	조광윤(趙匡胤).	

과 오제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만약 성스러운 신하의 정성어린 보

필이 없었다면, 그 법도가 무너지는 것을 누가 해결하였겠습니까? 

참소하는 사람들이 끝내 교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갑은 이윤

(伊尹)
●

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었고 성왕은 주공(周公)
●

에게 맡길 수 

있어서, 덕 있는 사람을 관직에 나아가게 하고 일과 제도를 개혁하

여 큰 실마리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현명한 사람에

게 맡겨서 왕도를 행할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진나라 문공(文公)은 한번 전쟁을 치러서 패자(覇者)가 되었

고, 진나라 도공(悼公)은 세 번 출동하여 초나라를 굴복시켰으며, 한

나라 고조(高祖)
●

는 5년 만에 황제의 업을 이루었고, 한나라 문제(文

帝)
●

는 말 없는 감화로 감옥에 죄수가 없게 하였으며, 당나라 태종

(太宗)
●

은 대업을 마련하여 태평을 이루었고, 송나라 태조(太祖)
●

는 

당나라 말기의 오대(五代)를 이어서 어지러운 중원을 평정하였습니

다. 이들 여러 임금들은 재주는 충분히 혼란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지혜는 충분히 사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소 행하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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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공(桓公)	:	춘추시대	제(齊)나라	15대	군주로	당시의	패자가	되었다.

•	유비(劉備)	:	삼국시대	촉한의	제1대	황제.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제갈량(諸葛亮)을	

맞아들였다.

•	관중(管仲)	: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	제갈량(諸葛亮)	: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

•	신불해(申不害)	:	전국시대	법가(法家)를	대표하는	인물로,	정(鄭)나라에서	하급관리

로	일하다가	한(韓)나라의	소후(昭侯)를	섬겨	재상으로	15년간	재직하면서	태평하게	

다스렸다.

•	한비자(韓非子)	:	전국	말기	한(韓)	출신으로	이름은	한비(韓非)이다.	원래는	한나라의	

공자로	순자(荀子)에게	배운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인물.

으로 터득하여 선왕의 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 유독 한탄스럽습니

다. 백성들이 부유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도, 후세에 알려진 좋

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재주와 지혜가 무리 가운데

서 뛰어나 패도(覇道)를 행한 분들입니다.

제나라 환공(桓公)
●

은 음악과 여색이 귀와 눈에서 떠나지 않

았고, 삼국시대 촉나라 소열황제 유비(劉備)
●

는 부질없이 넙적 다리 

살만 말안장 위에서 닳았으니, 만약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옆

에서 돕지 않았더라면, 환공은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소열은 한 자의 땅도 차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공은 

관중(管仲)
●

을 등용할 수 있었고 소열은 제갈량(諸葛亮)
●

을 등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공은 제후를 규합하여 천하를 바로잡는 공을 

이루기도 하였고, 유비는 한중(漢中)과 서천(西川)의 땅을 차지하여 

한나라의 명맥을 연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관중은 성현의 도

를 알지 못하고 제갈공명은 신불해(申不害)
●

와 한비자(韓非子)
●

의 폐

습을 벗어나지 못하여, 공적(功績)이 여기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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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傑)	:	하나라	최후의	왕.	이름은	이계(履癸).	포악무도하여	은나라의	탕왕(湯王)에

게	망함.

•	주(紂)	:	은나라	최후의	왕.	이름은	신(辛)	또는	수(受).	포악무도하여	주나라	무왕에게	

망함.	

•	려왕(厲王)	:	주나라	제10대	왕으로	제후들과	백성들의	폭동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주

나라의	쇠락을	가져왔다.

•	양제(煬帝)	:	수(隋)나라의	제2대	황제로	문제(文帝)의	아들.

•	간언(諫言)	: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하는	충고.

•	고조(高祖)	:	한나라	시조	유방(劉邦).

•	진나라	2세	:	진(秦)의	제2대	황제	호해(胡亥).

한탄스럽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현명한 사람에게 정치를 맡겨서 패

도(覇道)를 행할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손님 혼란을 일으킨 군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인 하나라 걸(傑)
●

과 상나라 주(紂)
●

와 주나라 려왕(厲王)
●

과 수나

라 양제(煬帝)
●

의 무리들은 재주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착하지 않은 데에 썼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간언

(諫言)
●

을 막는 데에 써서, 한 남자로서의 위엄을 뽐내고 온 세상의 

힘을 소모시켜, 하늘이 노하고 백성들이 원망하여 끝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폭군으로서 자기가 총명하다고 스스로 믿은 자

들입니다.

진나라 2세
●

는 조고(趙高)
●

의 간사함을 믿었다가 6국의 군사

를 움직이게 하였으며, 한나라 환제(桓帝)
●

는 환관들의 참소를 믿고 

천하의 현명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두 임금은 현명

한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제거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

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탐욕과 잔혹이 지나쳐서 악에 영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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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趙高)	:	진나라의	환관.

•	환제(桓帝)	:	후한의	황제	유지(劉志)로	장제(章帝)의	증손이고,	여오후(蠡吾侯)	유익

(劉翼)의	아들.	

•	덕종(德宗)	:	당나라의	제9대	황제	이적(李適).

•	신종(神宗)	:	북송의	제6대	황제로	이름은	욱(頊).

•	삼대(三代)	:	중국	고대의	하·은·주의	세	시대.

•	왕안석(王安石)	:	송대의	정치가이자	이름난	개혁가로	자가	개보(介甫),	호가	반산(半

山).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그의	개혁정치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훗날	반드시	풀어야	할	개혁의	본질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

는다.

신하들이 그 술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폭군으로

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치우치게 신뢰하였던 자들입니다.

당나라 덕종(德宗)
●

은 시기하고 의심하며 꺼리는 것이 많아 

어질고 현명한 이에게 정치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권력을 휘두르기

에 힘썼으나, 자기의 총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급하면 애써 충성스러운 말을 받아들였다가도 평안해지

면 또다시 올바른 선비를 멀리하였으므로, 소인들이 그 틈을 타서 

곧잘 그의 욕심에 맞추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임금으로서 자기가 

총명하다고 스스로 믿은 사람입니다.

송나라 신종(神宗)
●

은 훌륭한 일을 해보려는 뜻을 크게 분발

하여 삼대(三代)
●

의 정치를 회복해 보려고 기약하였으나, 왕안석(王

安石)
●

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꾀를 써서, 재물과 

이익을 인(仁)과 의(義)로 삼고 법률을 시(詩)와 서(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어진 이들은 자취를 감추어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전쟁을 자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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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왕(赧王)	:	주나라의	제37대	왕이자	동주	시대의	스물다섯	번째	왕.	주나라의	마지

막	왕으로	이름은	연(延).	현왕(顯王)의	손자고,	신정왕(愼靚王)의	아들.

•	원제(元帝)	:	전한의	제10대	황제로	선제(宣帝)의	맏아들	유석(劉奭).	

•	희종(僖宗)	:	당나라의	제18대	황제	이현(李儇).	의종(懿宗)의	다섯	번째	아들.

•	영종(寧宗)	:	남송	제4대	황제로	이름은	조확(趙擴).	제3대	황제	광종(光宗)의	둘째	아

들.

어리석은 임금으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치우치게 신뢰한 사

람입니다. 

주나라 난왕(赧王)
●

과 한나라 원제(元帝)
●

와 당나라 희종(僖 

宗)
●

, 송나라 영종(寧宗)
●

의 무리는 나약하고 나태하여 구차하게 세

월만 보내면서 한 가지 폐정도 개혁하지 못하고 한 가지 좋은 방책

도 실천하지 못하며,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고 앉아서 망하기만 기

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원치 않은 평범한 임금들입니다.

손님 당나라 덕종과 송나라 신종은 모두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서 

자립을 했던 임금들인데 그대는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하니 무슨 까

닭입니까? 

주인 임금의 현명함은 바른 견해에 달려 있지 총명하게 살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두 임금은 비록 마음이 어둡거나 나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짓과 바름에 어두워 행동이 거꾸로 되었으니, 

어찌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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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율곡은 선조 때의 명신(名臣)이다. 따라서 그의 삶이나 사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배워서 따라야 할 가치가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런 점은 되레 우리에게 율곡의 모든 견해에 마치 어떤 종교

의 가르침처럼 그 말에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어서 몽땅 믿고 따라

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율곡이 살았던 시대의 

세계관이자 학문으로서의 성리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

끌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와 관계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율곡 개인의 오류라기보다 당시의 유교적 정치 형태 

그리고 특히 성리학적 역사관이 우리의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하면 이글을 쓸 당시에는 군주제 사회였다. 비록 공자

나 맹자가 백성의 입장에서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민본주의

(民本主義)를 지향했어도, 그것은 군주인 왕이 베푸는 것이니 백성들

에게 주권이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

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살

고 있다. 이렇게 군주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민주공화제를 채택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관이 일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곡이 과거 역사를 평가하는 역사관이 우리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기를 제안하고, 질문과 비판

적 안목을 가지고 율곡의 이 글을 읽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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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이 제1편의 ‘임금의 도리를 논함’은 현재의 우리

에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비록 임금은 없지만 국민의 대

표인 대통령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도리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다. 그 논

리를 국민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편 이 논리는 모든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에게 해당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회사나 단체의 대표에게 적용시

킬 수 있다. 그런 데까지 영역을 확대·적용시켜 이 글을 읽는다면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할 것이다. 

이글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다

스려질까? 앞의 주인의 답변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지도

자의 재주와 지혜가 주변사람들보다 뛰어나 공무원들을 잘 부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해 나라를 이끄는 경우도 있겠고, 만약 

대통령의 재주와 지혜가 부족하다면 현명한 참모들을 두고 유능한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임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정치를 맡기면 된다. 

사실 이렇게 보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다.

그런데 현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행태를 보라. 대통령

이 총명한지 안 한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임용하는 청와대 참모

들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의 면모를 보라. 국민의 기대와 안목에 

훨씬 못 미치는 도덕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의 장래는 어



1. 임금의 도리를 논함   37

떻게 될지 금방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난맥상은 율곡의 말대

로 지도자가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 첫 번째 원인이 있고, 

유능한 참모나 각료들을 찾아 쓰지 않고 자기에게 아부하거나 선거

에서 도움을 준 사람만 골라 쓰는 편협함과 욕심이 두 번째 원인이

다. 세 번째 원인은 그런 지도자를 선출한 국민들의 무지와 무능으

로, 이는 결국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근원이다. 옛날에는 군주 한 사람

에게 그 책임이 돌아갔지만, 오늘날에는 국민들도 그 책임을 절대

로 회피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은 어째서 총명하지 못한가? 모든 국민들을 일률

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에서 국민이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하는 경우 다수 국민의 무지가 한 몫 한다. 그렇다면 다수 국

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

가? 바로 제 역할을 못하는 교육과 언론, 그리고 편향된 역사의식을 

지닌 일부종교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하는 보통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소수의 총명한 국민만으로 나라를 바로 서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총명한 국민이 적은 나라는 희

망을 기대할 수 없다.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그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슬픈 현실이다!

이제 화제는 왕도(王道)와 패도(覇道)의 문제로 옮아간다. 두 

가지 모두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지

만, 실상은 다르다. 전자는 지도자가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

치(德治)이고 후자는 도덕을 가장하여 힘으로 다스리는 일종의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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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이다. 그래서 유학은 오제삼왕의 덕치를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정치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지금의 현실 세계에는 도덕정치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회의 계층과 계급이 분화화면서 집단 사이의 

이익과 가치관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나 도덕의 원리로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사회의 규모가 작고 문화가 단일할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문화가 다양하고 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특정한 가치로 사회를 이끌어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덕치보다는 법

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때문에 역대 왕조들은 덕치를 표방해

도 실질적으로 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왕도정치가 이상적이

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패도정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을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왕도정치는 이상적이기만 하고 전혀 실현 불가능

한 것일까? 율곡처럼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는 선비들 가령 중종 

때의 조광조(趙光祖)와 같은 분은 시세를 너무 모르는 이상주의자들

이었을까? 역대 왕들은 이런 율곡과 조광조의 주장을 들으면서 속

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을까? 임금도 따지고 보면 보통사람과 

똑같은 한 인간인데 유학자들은 지나치게 임금으로 하여금 성인이 

될 것은 요구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렇게 왕도정치를 주장하는 

선비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혹시 조광조나 율곡 본인

이 지극히 도덕적인 것처럼 임금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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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어서가 아닐까? 아니면 임금도 공부(경연)와 수양을 통해 총

명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 답은 잠시 보류하자.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 도덕정치의 한계는 모든 사람들이 도

덕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유학은 욕심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적 인간은 절대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임금 한 사람만 욕심

이 없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

장도 없지만, 임금의 덕치에 감화되어 조정에 간신(姦臣)이 한 명도 

없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것은 논리상 가능해도, 현실

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적용된다. 바로 율곡이 앞

에서 말한 삼대 이후에 왕도정치가 없었던 역사가 그것을 웅변적으

로 말해준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대통령에게 완벽한 도덕군자가 되

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만 맞추어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믿는다. 그건 왜 그럴까? 사실 정치란 집단 사이의 이

런 욕심이나 이권을 부정하거나 말살하지 않고 적절히 조화롭게 배

분하는 통치행위이다. 지도자에게 집단 사이의 갈등을 공정한 입

장에서 그것도 약자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앞세워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도자 또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거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앞에서 율곡이 한 말에 귀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비록 굳이 왕도정치는 아니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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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가 잘 사는 이상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을 버리면 삶

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나치게 이상론을 펼쳤다

가는 현실에서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좌절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

다. 예를 든 북송의 왕안석(王安石)도 자기 나름의 이상적 개혁론을 

펼쳤다가 좌절했다. 현실은 어떤 형태의 이상론이 발을 들여놓기에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까? 이상에만 매달리면 뭘 모르는 샌님이나 근본주의에 매달리는 

고집쟁이로 취급받고, 현실에만 매달리면 더러운 속물로 취급 받는

다. 여러분이 서야 할 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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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人
인 군 재 지 출 류
君才智出類하여 駕

가 어 호 걸 즉 치
馭豪傑則治하고 才

재 수 부 족
雖不足하

나 能
능 임 현 자 즉 치
任賢者則治하니라.

君: 임금/才 : 재주, 재능/智 : 지혜, 슬기/出 : 나가다/類 : 무리/駕馭 : 부리다/

豪傑 : 호걸/則: 조건을 나타내는 어조사/治: 다스리다. 여기서는 다스려지다의 

뜻/雖: 비록 ~하더라도/足 : 족하다/能: ~할 수 있다/任: 맡기다/賢: 어질다, 현명

하다/者: 사람

해석

임금의 재주와 지혜가 무리보다 뛰어나서 호걸들을 부리면 [나라

가] 다스려지고, 재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진다.

人
인 군 자 시 총 명
君自恃聰明하여 不

불 신 군 하 즉 란
信群下則亂하고 偏

편 신 간 유
信姦諛하

여 壅
응 폐 이 목 즉 란
蔽耳目則亂하니라.

自: 스스로/恃: 믿다/聰: 귀밝다/明: 눈밝다/信:믿다/群: 무리/下: 아랫사람/則: 

조건을 나타내는 어조사/亂: 어지럽다/偏: 치우치다/姦: 간사하다/諛: 아첨하다/

壅: 막다/蔽: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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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임금이 스스로 총명을 믿어 여러 아랫사람을 믿지 않으면 [나라

가] 어지럽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것을 치우치게 믿어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躬
궁 행 인 의 지 도
行仁義之道하여 以

이 시 불 인 인 지 정
施不忍人之政하고 極

극 부 천 리
夫天理

之
지 정 자
正者는 王

왕 도
道이나 假

가 차 인 의 지 명
借仁義之名하여 以

이 시 권 모 지
施權謨之

政
정

하고 濟
제 부 공 리 지 사 자
夫功利之私者는 覇

패 도 야
道也라.

躬: 몸/行: 행하다/仁義: 인과 의/之: 어조사/道: 길, 도리/以: 도구나 방법을 나타

내는 어조사/施: 베풀다/不忍人之政: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

極: 다하다/夫: 저/天理: 하늘의 이치/假借: 빌리다/名: 이름, 명분/權謀: 권모술

수/濟: 해결하다, 성사시키다/功利: 공로와 이익/私: 사사로운 것, 사적인 것/覇: 

으뜸

해석

인의의 도리를 몸소 행하여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베풀고 저 천리의 바름을 다하는 것은 왕도이나, 인의의 

명분을 빌려 권모술수의 정치를 베풀고 공리의 사사로움을 이루

는 것은 패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