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가 잘못되는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다   75

원인Ⅲ: 훌륭한 선비를 분별할 줄 모른다

아! 전하의 총명은 남보다 뛰어나고 기상(氣像)
1은 한 세상을 부릴 만 

하지만, 성학(聖學)
2이 진보되지 않고 성인의 도량이 넓지 못하십니

다. 그러므로 선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시험해 볼만한 재능이 있는 선비는 일 만들기를 좋

아한다고 반드시 우려하시고, 조정에서 곧은 말로 간쟁하는 선비는 

뜻을 어긴다고 반드시 싫어하시고, 선비의 행실에 대해 법도를 제

정하려는 선비는 거짓으로 꾸민다고 반드시 의심하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도리를 배워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린 

뒤에야 전하의 마음에 들어 전하를 의지하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겠

1	 기상(氣像):	타고난	마음씨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모양
2	 성학(聖學):	성인이	되는	학문으로	도학이라	일컬어지며	당시의	성리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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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쇠퇴하는 세상에서는 자기와 같은 것을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선비들은 미움을 받고 세속을 따

르는 자들이 뜻을 얻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런 폐단을 생각하

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유자(儒者)
3들은 의(義)

4를 좋아하고, 세속을 따르는 자들은 이익

을 좋아하니, 이익을 좋아하면서 그 임금을 사랑하는 자는 아직 없

었으며, 의를 좋아하면서 그 임금을 잊은 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

루아침에 화란(禍亂)이 일어나면, 앞장서 임금을 구하며 의(義)를 취

하고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유자 가운데서 나오지, 세속을 따

르는 자들 가운데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의를 좋아하는 자

는 나라를 위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제 집을 위하는데, 나라를 

위하는 것과 제 집을 위하는 자는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하께 고상하고 밝은 성품이 있는데도 신임과 존중을 받은 사

람이 없고 채택되어 쓰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소 관리 사이

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구차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신하는 감히 덕으로서 보필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자는 감히 재능으로 돕지 못하며, 지혜 있는 자는 그의 계

책을 올릴 곳이 없고, 용기 있는 자는 그 용단을 쓸 곳이 없어서, 충

신들은 속으로 탄식하고 비루한 자들은 바삐 날뜁니다. 그래서 전

3	 유자(儒者):	유생,	유학자
4	 의(義):	일의	마땅함.	의리.	오늘날의	정의에	가까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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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나랏일에 다시 무엇을 해볼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입니다.

 해설

이 부분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세 번째 원인으로서 임

금이 훌륭한 선비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주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잘 골

라 쓰는 것인데, 최고 인사권자가 사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

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멀리 내다 볼 것도 없다. 불과 얼마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당시의 나라 사정을 보라. 그래서 관료들이 일

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일이 잘못되면 물러나

면 그만이나, 그 일의 책임을 결국 최고 통치자에게 돌아가고 그 피

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상소에서 “시험해 볼만한 재능이 있는 선비는 그가 일 만들

기를 좋아한다고 반드시 우려하시고, 조정에서 곧은 말로 간쟁하는 

선비는 그가 뜻을 어긴다고 반드시 싫어하시고, 선비의 행실에 대

해 법도를 제정하려는 선비는 그가 거짓으로 꾸민다고 반드시 의심

하십니다.”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선조임금의 옹졸한 마음씨가 잘 

드러난다. 바로 훌륭한 선비를 분별할 줄 모르는 원인이 그들을 존

중하지 않고 의심하는 옹졸한 마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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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임금의 이런 마음씨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종종 보이는데 

특히 선생을 의심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통해

서도 선조의 이런 모습, 특히 이순신이나 의병장들을 대하는 태도

에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선생처럼 영특한 분이 선조의 이런 마음씨를 익히 몰랐

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 때

문일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주장했을까? 아니

면 그런 가능성 곧 보통의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

고 그랬을까? 아마도 후자일 것 같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과연 이런 주장이 설득력

이 있을까?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인간관(人

間觀) 곧 철학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가르

침을 따른 정통 유학자들은 성선설(性善說)을 믿었기에 그것이 가능

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선생도 맹자가 거짓말 할 리 없다고 보고 믿

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인가? 여러분이 기업가이거나 

한 직장의 기관장이라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종교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인간을 어

떻게 보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이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면 여러

분의 자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만약 미혼자라면 여러분의 부모님

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는? 인간을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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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믿을 만 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바로 어떤 관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

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士
사 지 유 재 가 시 자

之有才可試者는 則
즉 전 하 필 우 기 희 사

殿下必憂其喜事하고 

直
직 언 정 쟁 자

言廷諍者는 則
즉 전 하 필 염 기 위 불

殿下必厭其違拂하고 

欲
욕 제 유 행 자

制儒行者는 則
즉 전 하 필 의 기 교 식

殿下必疑其矯飾하나이다.

»» 어휘»풀이

士: 선비/之: 어조사/有: ~을 가지고 있다/才: 재주, 재능/可: ~할 수 있다/試: 

시험하다/者: 사람/則: 바로, 곧/殿下: 임금에 대한 존칭/必: 반드시, 기필코/

憂: 우려하다/其: 그/喜事: 일 만드는 것을 기뻐하다. 또는 기쁜 일. 여기서는 

전자의 뜻/直言: 바른 말을 함. 또는 그런 말/廷諍: 조정에서 간쟁하다/厭: 싫

다, 싫어하다/違拂: 어기고 거스르다/欲: ~하고자 하다/制: 만들다, 마름질하

다/儒行: 유학에 기반을 둔 행위/疑: 의심하다/矯飾: 거짓으로 겉만 그럴듯하

게 꾸미다

»» 문장»구조

1. 세 개의 문장이 병렬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다. 곧 ‘士之有才可

試者, 則殿下必憂其喜事’와 똑 같은 구조로 된 문장이 반복되어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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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直言廷諍者와 欲制儒行者 앞에도 士之有가 생략되었다. 그래서 ‘~한 경

우에는 ~가 이렇게 하다’의 의미로, 이 ‘士之有才可試者, 則殿下必憂其喜

事’를 직역하면 “시험해볼 만한 재능이 있는 선비의 경우는 전하께서 그가 

일 만들기 좋아한다고 반드시 우려하십니다.”가 된다.

2. 사실 ‘士之有才可試者, 則殿下必憂其喜事’는 원래 ‘殿下必憂士之有才可試

者喜事’의 형태로서 영어의 주어(殿下)+동사(憂)+목적어(士之有才可試

者)+목적격보어(喜事)의 영어 5형식의 문장과 유사한데, 목적어인 명사구 

士之有才可試者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빼고 則 자를 넣은 다음 士之有才

可試者 대신에 대명사 其 자를 넣었다. 원래대로 직역하면 “전하께서는 재

능이 있어 시험해 볼 만 한 자를 일 만들기 좋아한다고 우려하십니다.”이

다. 나머지 두 문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3. 따라서 주어는 모두 殿下이고 동사는 각각 憂·厭·疑이다. 其는 앞에서부

터 차례로 士之有才可試者와 直言廷諍者와 欲制儒行者를 받는 대명사이

다.

4. 士之有才可試者에서 之 자는 구 안의 주격을 나타내는 어조사로서 명사구

를 만들기 위함인데, 之 자와 수식어를 빼면 ‘士有才’로서 그 뜻은 ‘선비가 

재능을 갖고 있다’이다. 可試者는 才를 꾸며주는 말이다.

»» 해석

시험해 볼만한 재능이 있는 선비는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반드시 

우려하시고, 조정에서 곧은 말로 간쟁하는 선비는 뜻을 어긴다고 

반드시 싫어하시고, 선비의 행실에 대해 법도를 제정하려는 선비는 

거짓으로 꾸민다고 반드시 의심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