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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공(實功)	:	실질적	노력.	앞에	나옴.

•	자사(子思)	:	『중용』의	저자로	알려진	공자의	손자.

•	실효(實效)	:	실제의	효과.

•	경연(經筵)	:	임금	앞에서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실질적 노력

이른바 실공(實功)
●

이란 것은 일을 하는 데 성실해야지 헛되이 말로

만 힘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사(子思)
●

가 말하기를,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성실하면 감동시키지 못할 일은 없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실공(實功)이 있다면 어찌 실효(實效)
●

가 없겠습니까?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실공이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

려되는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 우려에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는 실공이 없는 것이 첫째요, 

한 임금을 모시는 신하된 처지로서 일을 맡는 실공이 없는 것이 둘

째이고, 경연(經筵)
●

에서 성취되는 실공이 없는 것이 셋째이고, 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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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들여 쓰는 실공이 없는 것이 넷째이고, 재이(災異)
●

를 당해도 

하늘의 뜻에 대응하는 실공이 없는 것이 다섯째이고, 여러 가지 정

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공이 없는 것이 여섯째이고, 인심에 선

(善)을 지향하는 실공이 없는 것이 일곱째 우려입니다.

1.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논함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는 실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

까?

임금과 신하 사이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역』 「구괘(姤卦)」의 단사(彖辭)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니 만물이 모두 빛난다.”고 하였는데, 정자(程子)의 전(傳)에서 해설

하기를,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만물이 생기지 못하고, 임

금과 신하가 만나지 못하면 정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성인과 현인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도(道)와 덕(德)이 형통하지 못하고, 사물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효과와 쓰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과 훌륭한 신하가 서로 만나면, 속마음이 서

로 통하고 부모와 자식 같이 친밀하며 부신(符信)
●

과 같이 마음이 서

로 맞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를 이간시키지 

못하고, 쇠를 녹이는 뭇사람들의 참소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

어야, 말이 시행되고 계책이 쓰여 여러 업적이 이루어집니다. 삼대

(三代)의 성왕(聖王)들도 모두 이 방법을 따랐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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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災異)	:	재앙(재해)과	이변.	앞에	나옴.

•	부신(符信)	:	서로	딱	들어맞는	증표.

•	덕량(德量)	: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

•	하교(下敎)	:	임금이	명령하거나	가르침을	내림.

•	대언(大言)	:	훌륭한	말,	또는	큰	말.

•	소옹(邵雍)	:	북송의	유학자로	이름은	옹(雍),	자는	요부(堯夫),	강절(康節)은	그의	시

호이다.

로 깊이 믿지 못하고서 다스린 효과를 이룬 적은 아직 없습니다. 

삼가 가만히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밝은 지혜가 넉넉하시나 덕

량(德量)
●

은 넓지 못하시고, 선(善)을 좋아하심은 얕지 않으시나 많은 

의심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의

견을 올리려고 힘쓰면 지나친 월권이라고 의심하고, 기개와 절개를 

높이는 자를 과격하다고 의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당

파가 있다고 의심하고, 죄과가 있는 자를 공격하면 계략으로 모함한

다고 의심하십니다. 더구나 명령을 내리실 때는 말투와 억양에서 좋

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며칠 전 하교(下敎)
●

하신 것에서 “신하들이 대언(大言)
●

을 

다투어 말하고 이전에 없던 일을 하기 좋아하니, 당연히 풍속이 순

박해지고 정치가 잘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교

가 한번 나오자 많은 신하들의 의혹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선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하였고, 소옹(邵雍)
●

이 말하기를,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

는 덕을 높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말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에 대언(大言)만 다투어 말한다고, 어찌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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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至治)	:	왕도정치(王道政治)로	나라가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상태.	앞에	나옴.

•	자사(子思)	:	공자의	손자.	앞에	나옴.

•	대언(大言)	:	훌륭한	말,	또는	큰	말.	앞에	나옴.

•	낭관(郞官)	:	육조의	5〜6품관인	정랑·좌랑의	통칭.	정랑은	정5품,	좌랑은	정6품관

으로	6조의	중견관리.

이 순박해지고 정치가 제대로 된 일이 있었습니까? 또한 전하께서는 

대언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그

것이 옳다면 그 대언이란 것도 실은 임금을 인도하여 올바른 도리를 

행하게 하고 지치(至治)
●

에 이르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

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채택하셔야 하고, ‘대언

을 다투어 말한다.’는 말씀으로 비꼬거나 풍자해서는 안 됩니다. 말

을 올렸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비록 아무리 좋아도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자사(子思)
●

가 신하가 되었어도 노나라 목공(穆公)의 영토

는 더욱 줄어들었고, 맹자가 경(卿)이 되었어도 제나라 선왕(宣王)의 

왕업(王業)은 흥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말씀을 올리는 

자는 자사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 말을 채

택하여 쓴 실공이 없다면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당면

한 현안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만약 대언(大言)
●

이 잘못된 말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말을 지어내

고 일을 꾸며내는 무리일 것입니다. 이럴수록 전하께서 들뜨고 경솔

한 신하들의 행동을 억제시키면서, 돈독하게 실질에 힘쓰시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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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시키고 인심을 진정시키셔야지, 대언을 아름다운 일로 여겨

서는 안 됩니다. 

아! 곧은 말을 가지고 전하께서 ‘대언을 다투어 말한다.’고 탓하

시면, 신하들의 사기(士氣)가 꺾이고 간사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

다. 들뜨고 경솔한 말을 대언이라고 미화시키면 거짓이 자라나고 참

된 덕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

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아니면 전하께서 실제로 깊은 생각이 없이 

우연히 실수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하께서는 뭇 신하들을 깊이 신임하시는 것이 부족합니

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도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

여, 전하께서 하교(下敎)하실 때마다 한마디 말씀만 이상해도, 신하

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음을 떨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연못을 항상 대하는 듯합니다.

지난 번 대신들이 전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도 다만 하나같

이 황공해 할 뿐, 천심(天心)을 돌리고 세상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책

도 말한 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대신들에게 전혀 식견이 없다면 그

만이지만 그들에게 식견이 있는데도 이렇다면, 이것은 어찌 전하께

서 여러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걱정해

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한 낭관(郞官)
●

을 차출하여 한 

피폐한 고을 수령으로 보낸 일은 전하께서 백성을 걱정했을 뿐, 필

시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터, 그 또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정의 명망 있는 신하들은 모두가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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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조(趙光祖)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이다.	중종	

때	도학(道學)으로	개혁정치를	주도하다가	모함으로	실패하였다.

품고 있으니, 이는 어찌 전하의 정성이 평소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마음 쓰는 것이나 행동이 푸른 하늘의 밝

은 해와 같아 만물이 모두 보았으며, 심지어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임금의 뜻을 밝게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여도 원망하지 않았고, 이롭게 해주어도 은공으로 여기지 않았습

니다. 지금은 가까운 신하들까지도 되레 전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지난날 중중임금과 조광조(趙光祖)
●

의 관계는 성스런 임금과 현

명한 신하가 서로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흉

하고 사악한 자들이 홀연히 끼어들어 임금의 마음을 얻어 마치 밝은 

거울이 먼지와 때로 흐려진 것같이 되었으니, 조광조는 낮에는 어전

에서 응대 하다가 밤에는 천 길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의 사림은 사화를 겪은 상처가 이제야 낫기 시작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얕은 견문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종께

서는 참으로 성군이시나 지나치게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

에, 군자의 말이 비록 쉽게 들어갔어도 소인의 참소 또한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지금의 전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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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피시고 귀 기울여 소홀히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군

자가 비록 안타까워하며 전하와 의기투합하기는 어려워도, 소인 또

한 감히 어긋난 도리로 속이지 못합니다. 전하의 시대에는 사림이 

화를 입는 일이 반드시 없겠지만, 다만 두려운 것은 백성이 궁핍하

고 나라가 피폐해지는데도 변통할 계책이 없어서 마침내는 흙이 무

너지는 것 같은 형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비들 가운데 신의 말

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정성스런 신의를 미쁘게 하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나라를 보전하고 다스리며 평화롭게 했다는 말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려되는 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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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글은 이 『만언봉사』의 두 번째 주제인 실질적 노력의 일곱 가지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신뢰회복을 위한 실

질적 노력을 진술한 내용이다. 

이 글을 읽어 보면 율곡이 선조에 대한 인물의 됨됨이를 거침없

이 평가하여 직언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에

서도 종종 선조는 남을 믿지 못한 왕으로 등장하는데, 율곡의 이런 

평가와 비교해 보면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점은 또 『선

조실록』에서 율곡과 선조의 대화 장면에서도 곧장 율곡의 말을 믿

지 않고 엉뚱한 소리로 둘러내는 모습이나 신하들의 말을 비꼬거나 

비아냥거린 듯한 태도가 종종 보인다. 

율곡의 희망과는 반대로 선조는 끝내 신하들과 의기투합해서 나

라를 이끌지 못하고, 전란으로 나라가 망하는 직전까지 갔다. 훗날 

기축옥사(己丑獄死)가 일어나 수많은 선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

고 마음이 변하여 그 기축옥사를 주관한 정철(鄭澈)을 귀양 보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장에서 싸우는 이순신을 소환시켜 투옥

시키거나 의병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전란 후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어쩌면 선조 때 일어난 붕당(朋黨)

도 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태도는 신하들 사이의 틈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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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 왕권을 강화하려는 술책인지도 모른다. 당쟁이 가장 심했던 숙

종 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유학자들이 임금

이 왕도정치를 펼치는 성군이 될 것을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법

이나 술수나 세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며 강화하려는 법가(法家)의 이

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

는 일은 옛날의 일만이 아니다. 오늘날 나라를 맡은 지도자는 물론

이요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지도자도 꼭 유념해야 할 일이다. 더구

나 아랫사람을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을 다루듯이 통제해서는 안 된

다. 아니 요즘 군대에서도 병사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믿지 않

고 함부로 다루면 병사들은 되레 지휘관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다. 하물며 나라나 회사의 운영이겠는가?

지도자가 주변 참모나 아랫사람들의 정당한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을까? 옛날 못난 임금들은 자기를 가까이 모시는 환

관이나 아첨하는 간신들의 말만 믿었다. 아마도 오늘날은 가까이 있

으면서 말마다 ‘예스’만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믿지 않을까? 

이 또한 옛날의 환관이나 간신들의 모습이니, 역사란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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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所
소 위 실 공 자
謂實功者, 作

작 사 유 성
事有誠, 不

불 무 공 언 지 위
務空言之謂也

야
. 

子
자 사 자
思子曰

왈
, 不

불 성
誠, 無

무 물
物, 孟

맹 자 왈
子曰, 至

지 성
誠, 未

미 유 부
有不

動
동 자 야
者也. 苟

구 유 실 공
有實功, 豈

기 무 실 효 재
無實效哉. 今

금 지 치
之治效

효 미 진
靡臻, 

由
유 무 실
無實功

공
, 而

이 소 가 우 자 유 칠
所可憂者有七.

所謂~者: 이른바 ~라는 것/實功: 실질적 또는 실제적 노력/作事: 직역하면 일을 

만듦, 곧 일을 하다의 뜻/有誠: 성실 또는 정성을 가지고 있다/不務: 힘쓰지 않

다/空言: 실행이 없는 빈 말/子思: 본문 참조/不誠: 성실하지 않다/無物: 사물이 

없다/至誠: 지극한 정성/未有: 없다/不動: 움직이지 않다, 여기서는 감동하지 않

다/苟: 진실로/豈~哉: 어찌 ~하겠는가?/實效: 실제적 효과/今之治效: 지금의 다

스린 효과/靡: 다하다, 쓰러지다/臻: 이르다/由: ~ 때문이다/所~者: ~하는 것/可

憂: 우려할 만하다/有七: 7가지가 있다

해석

이른바 실공(實功)이란 것은 일을 하는 데 성실해야지 헛되이 말로

만 힘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이 없다.” 하고,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

히 성실하면 감동시키지 못할 일은 없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실

공(實功)이 있다면 어찌 실효(實效)가 없겠습니까?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실공이 없기 때문이고, 우려되는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실질적 노력   79

竊
절 복 유 념
伏惟念, 殿

전 하 명 예 유 여
下明睿有餘, 而

이 집 덕 불 홍
執德不弘, 好

호 선 비
善非

淺
천
, 而

이 다 의 미 거
多疑未祛. 是

시 고
故, 羣

군 신 무 건 백 자
臣務建白者, 疑

의 기 과
其過

越
월
, 尙

상 기 절 자
氣節者, 疑

의 기 교 격
其矯激, 得

득 중 예 즉 의 기 유 당
衆譽則疑其有黨, 

斥
척
罪
죄 과 즉 의 기 경 함
過則疑其傾陷. 加

가 이 발 호 지 제
以發號之際, 辭

사 기 억 양
氣抑揚, 

好
호 오
惡靡

미 정
定.

竊: 가만히/伏: 엎드리다/惟念: 생각하다/殿下: 임금의 존칭/明睿: 밝은 지혜/有

餘: 넉넉하다/執德: 붙잡아 지키는 덕, 곧 덕량/不弘: 넓지 않다/好善: 선을 좋아

함/非淺: 얕지 않다/多疑: 의심이 많음/未祛: 떨어 없애지 못하다/羣臣: 여러 신

하들/務建白者: 건의하여 아뢰기를 힘쓰는 것/疑: 의심하다/過越: 지나친 월권/

尙: 높이다/氣節: 기개와 절개/矯激: 마음이 굳세고 과격하다/得衆譽: 여러 사람

으로부터 명성을 얻다/有黨: 당을 가지다/斥罪過: 죄와 허물이 있는 자를 배척하

다/傾陷: 계략을 꾸며 함정에 빠뜨리다/加以: ~을 더하다/發號之際: 명령을 발동

할 때/辭氣抑揚: 말투와 억양/好惡靡定: 좋고 나쁨이 정해진 바가 없음

해석

삼가 가만히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밝은 지혜가 넉넉하시나 덕량

(德量)은 넓지 못하시고, 선(善)을 좋아하심은 얕지 않으시나 많은 

의심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의견을 올리려고 힘쓰면 지나친 월권이라고 의심하고, 기개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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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높이는 자를 과격하다고 의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

으면 당파가 있다고 의심하고, 죄과가 있는 자를 공격하면 계략으

로 모함한다고 의심하십니다. 더구나 명령을 내리실 때는 말투와 

억양에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치 않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