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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이(災異)에 대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논함

재이(災異)
●

를 당해도 하늘의 뜻에 대응하는 실공이 없다는 것은 무

엇을 말하겠습니까?

황천(皇天)
●

과 임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

식에게 화를 내어 노여움이 말투와 얼굴에 나타낸다면, 자식으로서 

비록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더욱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안

색을 살피고 뜻을 받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부모가 화를 누그러뜨

린 뒤에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잘못이 있는 경우이겠습

니까? 더욱 허물을 자책하고 애절히 용서를 빌고 마음을 바꾸고 행

동을 고쳐 공경과 효도를 다하여, 반드시 부모가 기뻐하는 얼굴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닫고 손을 모은 채 가만

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이변을 당하였을 때는 왕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돌이

켜 반성하고 잘못된 정치가 없는지 두루 살핍니다. 그 결과 자신에

게 잘못이 없고 정치에 결함이 없더라도, 더욱 몸을 닦고 청치에 힘

써 끊임없이 하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재이(災異)가 나타나면 잘못

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정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반드시 많은 사람

의 좋은 의견을 구하여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현인을 등용하여 부

족한 점을 도와야 합니다. 백성들의 힘든 곳을 살펴서 부지런히 어

루만지고, 폐단을 개혁하여 정치를 흥성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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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災異)	:	재앙(재해)과	이변.	앞에	나옴.

•	황천(皇天)	:	천(天)과	천신(天神)의	존칭으로	호천(昊天)	등과	같은	말.	주로	상제(上

帝)	앞에	붙이는	말.	앞에	나옴.

•	피전(避殿)	:	나라의	재이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심하는	뜻으로	궁전을	떠나	행궁(行宮)	

등	다른	곳에	머무는	일.

•	감선(減膳)	: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왕이	근신하는	뜻에서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여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일.

반드시 전날의 잘못을 고쳐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리는 데 힘써야 합

니다. 그런데도 허둥지둥 아무 대책도 없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

식처럼 문을 닫고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의 노여움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근년 이래로 재이(災異)가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익숙하게 되어 두려워 할 줄 모릅니다. 다만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

한 변고가 극히 음침하고 참혹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놀라시어 더

욱 공경하고 두려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혼란을 되돌려 다스림

을 이룰 조짐이 오늘날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

회를 만나고서도 별로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실천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피전(避殿)
●

하고 감선(減膳)
●

하는 것은 재이를 두

려워하는 겉치레이고 말단이나, 덕을 쌓고 정치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재이를 대처하는 실질이며 근본입니다. 겉치레와 말단

도 본디 없앨 수 없는 것이지만, 실질과 근본을 지금 어떻게 일삼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로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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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글은 실공(實功)의 일곱 가지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

로 재이(災異)에 대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지적한 말이다. 

사실 이 「만언봉사」도 서울에 흰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변 때문

에 선조의 요청에 의하여 쓴 것이다. 이렇게 당시 재이를 임금의 덕

이나 행위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한나라 때의 동중서(董仲舒)의 

재이설에 따른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율곡은 여기서 이런 재이가 나타났을 때 임금의 태도를 문제 삼

고 있다. 형식적인 겉치레로 하는 피전(避殿)이나 감선(減膳)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임금이 덕을 쌓고 인재를 등용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을 주장한다. 설령 임금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

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옛날 왕들은 동중서의 이론을 왜 믿고 따랐을

까? 불교·도교 같은 종교를 비판하는 선비들이 초월적이고 인격적

인 신을 믿지 않으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또한 이율배반이 아

닌가? 신하들이야 왕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동기에서 설령 

동중서의 이론이 틀렸다고 해도 믿는 척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왕들은 왜 이런 이론을 거부할 수 없었을까? 하느님 곧 상제(上帝)가 

있다고 믿어서 그랬을까? 유교 경전 가령 『서경(書經)』 같은 책에서 

하느님 곧 상제(上帝)를 자주 언급하니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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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따랐을까? 

왕들이 이 이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천명사상(天命思想) 때문이다. 그러니 싫든 좋든 일종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의 입장에서 하늘의 명령이나 의지가 있다

고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명이 다른 사람으

로 옮겨가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혁명(革

命)의 원뜻은 이렇게 하늘의 명령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내린다는 

의미이므로, 혁명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하늘

의 의지에 따라 재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사실 유학자로서 선비들의 입장은 비록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차

원에서 하느님이랄까 상제(上帝)를 믿지 않더라도 도덕적 이법을 지

닌 하늘은 믿었다. 그런 전통은 멀리 공자의 태도에서 연원한다. 공

자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라고 한 말이나, 삶과 죽음에 대

해 누가 물었을 때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랴?”라고 한 

말처럼 죽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하

늘이 내게 덕을 주었다.”라거나 “내가 예법에 맞지 않는 짓을 했으

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말 등에서 도덕의 근거로서 하늘

을 언급하였다.

성리학은 고대의 유학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이나 뜻을 일종의 이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

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하늘이 도덕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이 인격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이법대로 운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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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히 그런 재이가 인간의 일과 관계된다는 이론을 받아들였고, 

또 나름의 실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계속 믿었던 것이

다. 

현대의 우리들은 이런 이론을 믿지 않는다.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사회의 일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지구상의 자연재해와 인간의 일을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파괴와 대기오염과 그로인한 지구온난화로 재앙은 

일상화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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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未
미 상 이 무 과 자 서 야
嘗以無過自恕也, 況

황 어 신 유 건 이 정 유 궐 자 호
於身有愆而政有闕者乎. 

必
필 야 구 언 이 광 지 견
也求言以廣知見, 進

진 현 이 조 불 체
賢以助不逮. 省

성 민 이 근 무
民以勤撫

摩
마
, 革

혁 폐 이 흥 정 치
弊以興政治. 必

필 무 소 이 보 전 과 회 천 노
務所以補前過廻天怒, 可

가

也
야
. 不

부 당 황 황 무 책
當遑遑無策, 若

약 유 과 지 자
有過之子, 拱

공 수 폐 호
手閉戶, 以

이
 

俟
사
父
부 모 지 노 자 식 야
母之怒自息也.

未嘗: 일찍이 ~한 적이 없다/無過: 잘못이 없다/自恕: 스스로 용서하다/況~乎: 

하물며 ~ 이겠는가?/於身有愆: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政有闕者: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빠뜨린 것이 있다/必也: 틀림없이, 꼭/求言: 재이가 있을 때 좋은 

말을 널리 구함/廣知見: 지식과 견문을 넓히다/進賢: 현인을 진출시키다/助不

逮: 미치지 못한 것을 돕다/省民: 백성을 살피다/勤撫摩: 부지런히 어루만지고 

쓰다듬다/革弊: 폐단을 개혁하다/興政治: 정치를 부흥시키다/務: 힘쓰다/所以: ~

로써 하는 것/補前過廻天怒: 이전의 잘못을 고쳐 하늘의 진노를 되돌리는 것/可

也: 옳다/不當: 옳지 않다/遑遑: 허둥대는 모양/無策: 대책이 없음/若: 마치 ~처

럼/有過之子: 잘못이 있는 자식/拱手: 손을 모음. 공수/閉戶: 문을 닫다/以俟: ~

함으로써 기다리다/父母之怒: 부모의 노여움/自息: 저절로 가라앉다

해석

[재이(災異)가 나타나면] 잘못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정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반드시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구하여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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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을 넓히고, 현인을 등용하여 부족한 점을 도와야 합니다. 백

성들의 힘든 곳을 살펴서 부지런히 어루만지고, 폐단을 개혁하여 

정치를 흥성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전날의 잘못을 고

쳐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허둥

지둥 아무 대책도 없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식처럼 문을 닫고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으면서 부모의 노여움이 저절로 가라앉기

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