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노력   91

•	경연(經筵)	:	임금	앞에서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앞에	나옴.

•	삼공(三公)	:	영의정·좌의정·우의정으로	이루어진	삼공(三公)과	달리	여기서는	고

대	주나라에	설치한	고위	관직으로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함.

•	경연관(經筵官)	:	경연을	관장하는	관원.

3. 경연(經筵)에서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논함

경연(經筵)
●

에서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

겠습니까?

옛날에는 삼공(三公)
●

의 관직을 두었으니, 태사(太師)는 임금에게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었고 태부(太傅)는 덕의(德義)를 전하였으며 태

보(太保)는 신체를 잘 보전하도록 보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도가 

폐지된 뒤로는 태사·태부·태보 삼공의 책임이 오로지 경연에 있

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임금의 덕이 이루어지는 책

임은 경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연 제도를 둔 것은 다만 책을 

펴놓고 강독하여 장구(章句)의 뜻이나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

다. 의문을 해소하고 도리를 밝히며 가르침을 받아들여 덕을 향상시

키고 정치를 논하여 잘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대 임

금들께서는 경연관(經筵官)
●

을 예우하고 은덕을 베풀어 가까이 하

여, 마치 집안사람이나 부자간처럼 감정과 의사가 서로 잘 통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은 학문이 많이 부족하고 정성

도 매우 적어서 경연에 참여하기를 힘들어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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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講官)	:	경연	때	진강(進講)하던	관원으로	대개	집현전	학사나	홍문관·성균관

의	유신(儒臣)	등이	여기에	임명되었음.

•	성학(聖學)	:	성인이	되는	학문의	뜻으로	도학을	일컫는	말.	또는	성인이	가르치거나	

닦아	놓은	학문을	뜻하기도	함.

•	대전(大殿)	:	임금이	거처하는	곳.

•	아성(亞聖)	:	성인에	버금가는	분.	유학에서는	공자	다음	가는	성인.

•	하루	동안	…	한다	:	왕이	현명한	신하를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비유.

심지어는 기피하는 자까지도 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어찌 정성과 

포부를 가지고 전하를 가까이 모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즘에는 경연을 자주 열지 않아 신하들이 임금을 접견하는 일도 드

물지만, 경연을 열어도 전하께서 예를 차리는 모습이 엄숙하여 참석

자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문답이 매우 드물

지만 전하께서 따져서 묻는 것도 자세하지 못할뿐더러, 정치의 요체

와 시대의 당면한 폐단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간혹 한두 명의 

강관(講官)
●

이 성학(聖學)
●

에 힘쓸 것을 권하면, 전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기만 할 뿐, 달리 체험해 보고 실천해 보시려는 실질적 

노력이 없습니다. 

경연을 마친 뒤에는 대전(大殿)
●

 안이 깊어서 전하를 모시는 신하

들은 바라보고 속만 태울 뿐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옆에는 단지 내

시와 궁녀들만이 있으니, 전하께서 평소에 무슨 책을 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을 듣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신

하들도 그것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밖에 있는 신하들이겠습니까? 

맹자는 아성(亞聖)
●

으로 제(齊)나라 왕이 매우 존경하였는데도, “하

루 동안 햇볕을 쪼이고 열흘 동안 차갑게 한다.”
●

는 탄식을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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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하물며 지금의 모시는 신하들은 옛사람보다 부족한데 이렇게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로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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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글은 실공(實功)의 일곱 가지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경연에서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당시 경

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특히 

경연에 임하는 선조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경연이란 임금에게 유교경전이나 역사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정

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율곡은 그 연원을 주나라까지 올

라가서 살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나라에서 황제에게 오경(五經: 

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을 강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예종 때 도입하였다고 전해지며, 조선시대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차례나 경연

에 참석했으며 세조와 연산군 때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경연 자리에 참석하는 관원을 경연관이라고 하는데, 대개 다른 

관직을 겸하였고 직급에 따라 여러 명이 담당하였다. 강의는 한 사

람이 교재의 원문을 소리 내어 읽은 후 번역하여 설명하고 나면, 왕

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경연 하는 도중에 시급한 정치적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사

안을 두고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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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연의 성격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왕이 유

교적 이념과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종의 학습 내지 연수(硏修)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왕의 권력 남용과 자의적인 정치행위를 방

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경연의 현대적 의의는 나라의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기

업을 경영하는 기업가, 그리고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매우 중

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국가나 대기업처럼 큰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주로 주변 참모나 비서 그리고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참

고한다. 그나마 나은 인사들은 공청회나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견

해를 듣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왜 그런가하면 비

서나 참모 그리고 산하 부서의 책임자는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최고

책임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

이다. 쉽게 말하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동

시에 언급해야하며, 만약 부작용이 더 클 때는 반대의견도 제시해야 

나라든 기업이든 손실을 최소화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하거나 쪼그라드는 원인은 곧은 말을 하는 충신보다 이렇게 군주

가 하는 일을 무조건 찬성하는 아첨하는 간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경연처럼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견해를 청취해야 한다. 어떤 정책을 찬

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배워서, 정

치적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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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게을리 하면 그 조직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런 경연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청취도 없이, 편협한 참모들과 비서들

의 의견만 듣고, 자기가 잘한다고 찬양하는 말만 듣는 정치가나 기

업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안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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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經
경 연 지 설
筵之設, 非

비 위 림 문 강 독
爲臨文講讀, 不

불 실 장 구 이 이
失章句而已. 

將
장 이 해
以解惑

혹 이 명 도 야
而明道也, 將

장 이 납 회 이 진 덕 야
以納誨而進德也, 將

장 이
以

論
론 정 이 제 치 야
政而制治也. 故

고 조 종 어 경 연 관
祖宗於經筵官, 待

대 지 유 례
之有禮, 親

친

之
지 유 은
有恩, 如

여
家
가 인 부 자
人父子, 情

정 의 통 철 언
意洞徹焉.

經筵: 본문 참조/設: 설치하다/非爲:~하려는 것이 아니다/臨文: 글에 임하다. 곧 

책을 펴다/不失: 잃지 않다. 놓치지 않다/章句: 문장의 장과 구/而已: 강한 단정

을 강조하는 어조사/將: 장차/解惑: 의혹을 풀다/明道: 도를 밝히다/納誨: 가르침

을 받아들이다/進德: 덕에 나아가다/論政: 정치를 논하다/制治: 다스림을 마련

하다/祖宗: 임금의 조상/經筵官: 본문 참조/待之有禮: 예를 가지고 대우하다/親

之有恩: 은덕을 가지고 친하다/如: 마치/情意: 정과 뜻/洞徹: 잘 통함/焉: 어조사

해석

경연 제도를 둔 것은 책을 펴놓고 강독하여 장구(章句)의 뜻이나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의문을 해소하고 도리를 밝

히며 가르침을 받아들여 덕에 나아가고 정치를 논하여 잘 다스리

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대 임금들께서는 경연관(經筵官)을 

예우하고 은덕을 베풀어 가까이 하여, 마치 집안사람이나 부자간

처럼 감정과 의사가 서로 잘 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