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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인문학의 관심이 식을 줄 모릅니다. 도서관

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가 계속 열리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인문학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

제와는 별개로, 일단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

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심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인문학적 교양과 삶

의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물

론이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질 때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도 인문학적 역량의 성과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기 좋은 세상을 향한 조그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율곡학의 콘텐츠 개발과 사회적·국제적 확산이라

는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변화도 기

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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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각 계층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서 미래사회를 대비할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달라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화란(禍亂)이 닥칠 것이라는 율곡 선

생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번성하려면 악습과 폐단을 개혁해야 함

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런 뜻에서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생의 개혁

사상이 담긴 여러 상소문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거

기에서 율곡 선생은 당시까지 쌓였던 각종 폐단을 개혁하여 모두가 살

기 좋은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선조임금에게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때

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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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본 사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선생의 

여러 상소문을 발췌·번역·해설하였습니다. 대학생 수준 이상이면 누

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기초 한문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몄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폐단을 개혁하고 국

가가 발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2018. 12.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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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이 아직도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얼마

나 인문학적 교양과 소양이 향상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아

무리 좋은 책의 내용이나 성현(聖賢)의 말씀도 각자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래

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고

전이 생성 된 때는 오늘날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옛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때문에 곧장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서는 율곡 이이 선생의 상소문을 발췌하여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유사한, 

쌓인 폐단을 개혁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초한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한문 원전을 싣

고 어휘 풀이와 함께 문장 구조 및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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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생의 상소문이 워낙 많고 게다가 장문으로 이루어진 것

도 있어서 고스란히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폐단·개혁·지도자·정당의 

문제와 관련된 것만 골라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편집해 해석하

면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설은 오늘날 문제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한문 공부를 위해서는 이전과 색다르게 접근해보았

습니다. 우선 한문의 문법과 그 용어가 낯설어 아무래도 초급자에게

는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여, 그동안 중등학교에서 많이 공부했던 영

문법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꾸몄습니다. 부담을 갖지 않고 한

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문장부

터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자는 한 글자마다 여러 가지 의

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이나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골

라 어휘 풀이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문에서 주어와 동사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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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만 구별할 수 있어도 큰 진전이 될 수 있기에 이 점을 강조했습

니다. 

아무쪼록 이 또한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8. 12.

이종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