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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잘 다스리라

천하의 일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국가의 형세는 잘 다스리

지 않으면 혼란하게 됩니다. 전진하고 퇴보하는 것과 다스려지고 

혼란해지는 데는 본래 그 이치가 있지만, 그 전진하고 퇴보하거나 

다스려지고 혼란해지는 원인은 사실상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

로 임금은 마땅히 다스려지고 혼란해지는 낌새를 살펴서, 그 다스

려지는 요인은 힘쓰고 혼란해지는 요인은 제거함으로써, 기필코 잘 

다스리기를 기약한 뒤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취된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일상적인 규정에 얽매여 그럭저럭 되는대로 나랏

일의 성공과 실패를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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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글은 1566년(명종21)에 율곡(栗谷) 이이(李珥: 1536~1584) 선생

이 31세 때 사간원 정언(正言, 정6품)에 임명되고 또 겨울에 이조좌

랑(吏曹佐郞, 정6품)이 되었는데, 시급히 개혁해야 할 일을 제안한 일

명 ‘시무삼사(時務三事)’라는 상소이다. 그해 5월 12일에 명종에게 

올렸고 『율곡전서』 제3권에 실려 있으며, 정식 명칭은 「간원진시사

소(諫院陳時事疏)」이다. 

이 글은 그 서두로서 아직 그의 사상이 완숙한 경지에 오른 시기

의 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명종 때 정치의 난맥상과 어

려웠던 점, 그리고 그 후유증과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벼슬길

에 갓 나온 율곡 선생(이후 선생으로 약칭함)의 젊은 패기랄까 의욕

을 엿볼 수 있고, 국가나 사회문제에 그의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여기에는 그의 사물에 관한 철학적 관점이 녹아 있다. ‘천

하의 일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 말은 

북송의 철학자 정이(程頤: 1033~1107)의 『이천역전(伊川易傳)』 「기

제(旣濟)괘」의 설명에 보이는 말로서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천하의 일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해서 일정한 이치가 없다.

이 점은 사실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똑같이 적용되

는 원리이다. 이를 좀 더 자연철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만물



나라의 적폐를 고치는 세 가지 방책   17

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는 것이 만

물의 본성이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도 우리 은하도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정지된 것은 없다. 생물의 경우도 계속 진화하면서 살아간

다. 정지하거나 진화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여 사라지는 존재

가 된다.

그러니 인간 사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가만히 앉아서 법칙대

로 진행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하는 현실을 인지하

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진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나라의 경우

도 잘 다스려 계속 진보해야지 조금 이룬 것에 안주하면 퇴보한다

는 생각인데, 이 원리를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 적용해보아도 너

무나 타당한 말이다.

바로 여기서 선생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요인과 혼란해지는 

요인을 알아서 힘쓰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라를 잘 다

스리는 요인이 전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원문 “다스리지 않으면 혼란하게 된다.[不治則亂]”라는 말은 『대

대예기(大戴禮記)』·『공자가어(孔子家語)』·『묵자(墨子)』·『한비자

(韓非子)』 등에 나오는 말로서 그 대상에 따라 뉘앙스를 달리하는 말

인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국가이다. 국가의 진보를 위해서 잘 다스

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이 혼란해

지는 요인인지 알아서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적폐라고 

부른다. 선생의 상소문에도 직접 ‘적폐(積弊)’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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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통치자가 

주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과도 통한다. 비록 오늘날의 통

치자들을 국민이 선출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

고, 또 그들을 선출한 국민의 자질과 안목의 중요성이 시사되는 글

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天
천 하 지 사

下之事는 不
부 진

進하면 則
즉 퇴

退하느니라.

»» 어휘»풀이

天下: 온 세상/之: 어조사로서 관형격조사/事: 일/不: ‘~하지 않다’ 또는 ‘~하지 

않는다’의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ㅈ이나 ㄷ이 오는 말 앞에서는 대체로 ‘불’

이 아닌 ‘부’라고 읽는다. 가령 不動의 경우 ‘불동’이라 읽지 않고 ‘부동’이라 읽

음/進: 나아가다, 진작시키다/則: ‘~하면’의 뜻으로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

속사/退: 물러나다/進退: 나아감과 물러남

»» 문장»구조

1. 한문은 어미가 한글처럼 굴절 또는 변화되지 않으므로 같은 글자가 명사나 

동사 또는 부사 등 여러 가지 문장요소로 쓰인다. 문장을 보고 그 속에서 

쓰임을 찾아내야 한다.

2. 이 문장은 접속사 則 앞의 조건절과 則 뒤의 주절로 나누어진다. 한문도 기

본적으로 영어의 5형식 문장처럼 구성된다. 이 문장은 1형식으로 주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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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사)로 된 것이 접속사 則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다. 곧 ‘天下之事不進, 

則天下之事退.’로 된 문장인데 주어가 반복되어 주절의 주어인 天下之事를 

생략하였다. 

3. 조건절은 ‘天下之事不進’인데 수식어인 天下之와 부정하는 조동사 不을 빼

면 ‘事進’으로 事와 進이라는 주어+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곧 

‘일이 나아가다’는 의미이다. 주절도 핵심요소만 말하면 ‘(事)退’의 주어+동

사의 형태이다. 여기서 天下는 事를 꾸며주는 말로서 어조사 之가 관형격

조사로서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천하의 일’이라는 뜻을 이루었

다. 之는 관형격조사 외에 대명사와 ‘가다’라는 뜻을 지닌 본동사로도 쓰인

다. 또 不은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不動, 不行, 不美, 不幸처럼 주로 동

사나 형용사 등의 술어를 부정한다. 명사나 대명사를 부정하는 말은 非이

다.

4. 전체 문장의 의미는 ‘天下之事는 不進하면 退한다’라는 내용이다. 주어는 

天下之事이고 동사는 각각 進과 退이다.

»» 해석

천하의 일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