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노력   121

•	성덕(聖德)	:	임금의	덕.

7. 인심(人心)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논함

사람들의 마음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교화(敎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심(民

心)을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타고난 착한 성품이 비록 

있더라도 심히 어둡고 좀먹어 위태롭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등극하

셨을 때는 인심이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제법 선을 향한 생

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성덕(聖德)
●

이 날로 나아가고 정치

와 교화가 날로 나아졌더라면, 오늘날의 인심이 어찌 이 지경에 이

르렀겠습니까?

전하의 집정 초기에 대신들의 보필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얄팍한 법규로 전하를 잘못 인도하고 민생을 천박하고 더러운 지경

에 빠뜨렸습니다. 대신들은 간혹 본래의 밝은 마음으로 공론(公論)

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깨끗한 공론은 여전히 미약하고 속된 견해가 

오히려 고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듣거나 선한 사람을 보

면 남의 체면 때문에 부러워하는 자도 있고,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싫어하는 자도 있고, 혹은 드러내 놓고 손가락질하

면서 비웃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선한 말과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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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천(館薦)	:	성균관	유생에	대한	천거를	말함.

•	이선(里選)	:	향리(鄕里)에서	명망이	높거나	효행이	뛰어난	자로	천거를	받는	사람.	

향천(鄕薦)이라고도	부름.

•	착한	본심	:	인간은	누구나	착하게	태어났다는	맹자의	성선설에	따른	것.

•	향약(鄕約)	: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

사람을 좋아하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선량하고 참된 것은 적고 공허하고 거짓된 것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사람이 구해준 자라도 꼭 무죄라 

할 수 없고, 수령으로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은 자라도 꼭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천(館薦)
●

은 본래 학문과 덕행이 뛰

어난 이를 뽑는 것인데, 술자리를 베풀어 많은 선비들을 꾀어서 그

렇게 된 자도 있습니다. 이선(里選)
●

은 본디 단정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인데, 바른 몸가짐을 버리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도 끼어있습

니다. 만약 인재의 선발을 담당한 관리가 또 추천 내용을 그대로 믿

고 인재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는다면,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가 뒤

섞이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섞여서 폐단을 고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이러하니 백성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이 절박하여 

착한 본심
●

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과 형제 

사이라도 오히려 길 가는 사람 보듯 하니, 다른 것은 또 무엇을 더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윤리도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형정(刑政)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지금의 방식을 따르기만 하고 지금의 습속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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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는다면, 성현이 윗자리에 있더라도 교화를 베풀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향약(鄕約)
●

을 널리 시행하는 것이 비록 아름다운 일이긴 

하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습속을 가지고 향약을 급히 실시한다

면, 또한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우려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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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글은 실공(實功)의 일곱 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심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지적한 말이다.

왜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었을

까? 위로 대신들로부터 아래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진단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고 하였

고, 향약을 실시해 보아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윗물이 썩었

으니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다는 논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왜 대신들부터 선을 지향하는 노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리학의 철학체계에서 연역해 볼 수도 있

고, 또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 볼 수도 있다. 특히 후자는 이 글 전체의 

행간이나 조선 전기의 역사에서 그 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마치 “친

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한국사회 가치관의 혼란과 부조리를 우리의 현

대사의 굴곡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의 역사적 경험이 

그런 사회풍조를 이루었을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도 간간히 지적하였지만 그것은 먼저 사화(士禍)를 

통해 올곧거나 바른말 하는 선비들이 크게 화를 당한 것과 관계가 

있다. 무오・갑자・기묘사화와 특히 당시와 가까운 을사사화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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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어, 공부하여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등식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화로 인한 

학습효과가 적어도 겉으로 선을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게 했

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동호문답」에서 명분을 바로잡는 일이 시

급하다고 했는데, 당시 을사사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아직도 공신

으로 대접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부터 일이 어그러져 있는

데 민심이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설 수 없는 이치이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멀리 세조의 왕위찬탈과도 관

계있다.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조선역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절의보다는 시세나 상황에 따라 원

칙을 바꾸어 처신하는 것이 입신양명하는 길이기도 하며,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절

개를 가진 사람이 결코 잘 살 수 없다는 얄팍한 교훈이 작용하지 않

았을까? 이점은 또 현대사에서 일제에 협력한 것이 나라를 위한 길

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일제가 되레 우리에게 근대화를 선물했

다는 일부 주장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을수록 보

통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

끝으로 성리학적 예법과 가치와 생활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율곡이 지적한 대신들과 백성들의 

태도에서도 그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성리학의 세계관은 도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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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인간관을 유지하고 있어서 원리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

에 수양과 교화를 통해 그렇게 되도록 강조한다. 율곡이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보기에 당시는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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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敎
교 화 불 명
化不明, 民

민 산 구 의
散久矣. 秉

병 이 수 존
彝雖存, 晦

회 식 태 심
蝕殆甚. 聖

성

明
명 림 어 지 초
臨御之初, 人

인 심 용 연
心聳然, 頗

파 유 향 선 지 념
有向善之念. 若

약 어 차
於此

時
시
, 聖

성 덕 일 진
德日進, 治

치 화 일 승
化日昇, 則

즉 금 일 지 인 심
今日之人心, 豈

기 지
止

於
어 차 재
此哉. 第

제 연 초 년
緣初年, 大

대 신 보 도 실 의
臣輔導失宜, 誤

오 전 하 이 천
殿下以淺

近
근 지 규
之規, 納

납 민 생 어 비 오 지 역
民生於卑汚之域.

敎化: 백성들을 가르쳐 인도함/不明: 밝지 못함/民散: 원래는 폭정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민심이 떠난 것을 뜻함/久: 오래되다/秉彝: 타고

난 착한 천성 또는 법도/雖存: 비록 있더라도/晦蝕: 어둡고 좀먹다/殆: 위태롭다/

甚: 심하다/聖明: 임금, 임금의 밝은 지혜/臨御之初: 임금 자리에 등극한 초기/

聳: 삼가다, 공경하다/頗有: 제법 있다/向善之念: 선을 향한 생각/若於此時: 만약 

이 때에/聖德日進: 임금의 덕이 날로 나아가다/治化日昇: 정치와 교화가 날로 상

승하다/今日之人心: 오늘날의 인심/豈~哉: 어찌 ~하겠는가?/止於此: 여기에 머

물다/第: 다만, 단지/緣: 연유하다, ~때문에/輔導: 보필하고 인도함/失宜: 마땅함

을 잃다/誤~以~: ~으로 ~를 그릇된 길로 이끌다/淺近之規: 얄팍한 법규/納~於

~:~를 ~로 들이다/卑汚之域: 천박하고 더러운 지역 또는 지경

해석

[지금 우리나라는]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심을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타고난 착한 성품이 비록 있더라

도 심히 어둡고 좀먹어 위태롭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등극하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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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인심이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제법 선을 향한 생각

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때에 성덕(聖德)이 날로 나아가고 정치

와 교화가 날로 나아졌더라면, 오늘날의 인심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다만 [전하의 집정] 초기에 대신들의 보필이 적

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얄팍한 법규로 전하를 잘못 인도하고 민생

을 천박하고 더러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