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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원인의 결과

오직 이 네 가지 일이 오늘날 고질병의 깊은 근원입니다. 

먼저 위로는 전하로 하여금 움츠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핑계

를 대게 만들고, 일상적인 일을 편안히 여기고 구습에만 빠진 채 분

발하여 떨쳐 일어나, 자신을 닦고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뜻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정 신하들로 하여금 눈치 보며 앞

뒤를 재고 이해득실을 근심하게 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충

성을 다하며 허물을 보충하려는 마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래로

는 백성들로 하여금 떠돌아다니며 살 곳을 잃게 하고, 나무에 걸린 

바싹 마른 저 수초처럼 만들어, 편안히 생활하며 생업을 즐거이 누

리며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기를 바탕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와 사방이 위축되고 쓰러져 다하였습니다. 아! 괴

롭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병폐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요(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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陶)
1와 익(益)

2으로 하여금 조정안에서 대책을 내게 하고, 주공(周公)
3

과 소공(召公)
4으로 하여금 조정 밖에서 정치를 베풀게 하더라도 끝

내 한 푼의 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도량이 좁은 신하들이 

전하의 조정을 좌우하는 데야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외적이 비록 1만 명의 기병(騎兵)이 못 된들 누가 감히 막

겠습니까? 외적만이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궁핍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형세상 반드시 도적이 됩니다. 영남(嶺南)
5에 진(陣)

을 쳤던 군졸들은 나라를 배반할 조짐이 있었습니다. 한곳에 진을 

쳤다가 다시 흩어지면 전하께서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지만, 만약 

곳곳에 진을 치면서 흩어지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그들을 어

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의 말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과

연 지나친 말이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이 네 가지 병폐가 해롭다는 것을 아셨다면, 오늘

날 마땅히 힘써야 할 방법이 어찌 절박하게 힘써 이 네 가지 병폐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1	 고요(皐陶):	전설적인	인물로	순임금의	신하
2	 익(益):	우(禹)임금의	신하
3	 주공(周公):	주(周)	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무왕(武王)의	아우.	무왕의	아들인	어린	

성왕(成王)을	도와	주나라	초기	기틀을	완성하였다.
4	 소공(召公):	주공의	이복동생으로	주공과	함께	주의	건국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5	 영남(嶺南):	경상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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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부분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네 가지 원인 곧 선조임

금이 학문에 힘쓰지 않는 것과 잘 다스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과 훌

륭한 선비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과 낡은 법을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의 결과가 어떤지 말하고 있다. 그 해독이 임금 자신과 조정의 신

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네 가지 병폐를 고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물이 조정안에 들

어와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게다가 1만 명도 안 되는 외부의 

기병이 몰려오면 누가 막을 것이냐고 묻는다. 기병이라는 점에서 

당시 여진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대상은 달라도 이로부터 얼

마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초창기에는 아무도 막지 못했다. 과

연 뛰어난 식견이 아닌가?

그 뿐만 아니다. 백성들은 가난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면 도적이 

되며, 군사들 또한 반란군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것은 역사

의 기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어서 항상 경계하고 거울로 삼

아야 한다. 그러나 선조는 그러지 못했다.

자, 현대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거울삼을 것인가? 지도자가 항

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판이나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

만,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책임질 지도자인지 

알아서 투표하는 일이 중요하다. 작게는 지자체의 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하여 크게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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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날은 전제왕조 시대와는 달리 그 나라의 힘과 수준

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결코 넘지 못한다. 국민의 교양과 판단

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惟
유 차 사 사

此四事가 爲
위 금 일 고 질 지 심 원

今日痼疾之深源이라. 

民
민 궁 재 진

窮財盡하면 勢
세 필 위 적

必爲賊이라.

»» 어휘»풀이

惟: 오직/此: 이/四事: 네 가지 일/爲: 되다, 이다/今日: 오늘, 오늘날/痼疾: 고

질병, 곧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병/之: ~의를 뜻하는 어조사/深: 깊다/源: 근

원/民: 백성/窮: 가난하다, 궁핍하다/財: 재물/盡: 끝나다, 없어지다/勢: 세력, 

형세, 기세/必: 반드시/賊: 도둑

»» 문장»구조

1. 첫 번째 문장은 한정을 나타내는 부사 惟가 들어가 한정하는 문장이 되었

다. 주어+동사+보어의 영어 2형식과 같은 문장으로 此四事가 명사구로서 

주어이며 爲는 동사이고 今日痼病之深源도 명사구로서 보어에 해당된다. 

고질병의 근원으로 다른 것도 가능하나 오직 이 네 가지가 그것이라는 의

미로 한정하였다.

2. 此四事의 此는 대명사로서 여기서는 앞의 설명한 말을 받는다. 四는 事를 

꾸며주는 관형사로 쓰였다. 또 今日痼病之深源도 명사구인데 之가 ‘~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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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으로 쓰였다. 또 今日은 痼疾을 深은 源을 꾸며주는 구조이다.

3. 두 번째 문장은 則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없어도 내용상에서 볼 

때 조건절과 주절로 된 문장이다. ‘民窮財盡’이 조건절이고 ‘勢必爲賊’이 주

절이다. 조건절은 각각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2개의 문장으로 영어 1형식

과 유사하다. 그래서 民과 財가 주어이며 窮과 盡이 동사이다. 

4. ‘勢必爲賊’은 주어+동사+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의 문장이다. 동사는 爲 보

어는 賊, 必은 부사이다. 그렇다면 주어는 무엇일까? 문장의 형식으로 보

아 勢가 주어로 보이나, 내용상에서 보면 勢는 賊이 될 수 없으므로 民이 

賊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民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勢는 ‘형세상’ 또는 

‘형세로 보아’라는 부사가 된다.

»» 해석

오직 이 네 가지 일이 오늘날 고질병의 깊은 근원이다. 백성이 궁

핍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형세상 반드시 도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