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 사재 김정국의 생애와 학문>

‘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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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김정국은 주자학을 지향하면서도 事功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만을 고집하다
가 실패한 역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역사적으로 뜻은 높았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가는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는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기묘
사림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는커녕 도리어 구
세력의 복귀를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물론 김정국은 道學(주자학)의 이념에 깊이
동감하였기에 이른바 기묘사림이라고 불리는 신진 세력들과 연대할 수 있었다.
그를 성리학자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김정국은 현실과의
타협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상은 현실에서만 구현되었기에 김정국은 자신의 선
택을 타협이 아닌 시의적절한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김정국은 16세
기 전반 대두하는 사림세력과 이를 비판했던 구세력 간의 반목과 갈등의 근원을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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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권도’의 성리학자였다.
한편, 조선은 건국 초부터 ‘讀法’을 시행하는 등 향촌 교화에 애썼다. 『周禮』에
기초한 독법은 일년에 네 번 백성들을 모아 놓고 법률 조문을 읽어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였다. 사실 당시 지방의 사족들과 유생들조차 구두를 떼지 못하는
수준에서 常賤을 포함한 교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김정국이 부임한 황해도에
는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죄가 되는 줄을 몰랐던 아들이 살았다. 이들을 엄벌하고
사죄에 처한들 향촌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勸善의 도리와 인
륜의 무게만을 가르칠 수 없었다. 교화와 형벌의 절묘한 時中이 필요했다. 『경민
편』이야말로 교화와 형벌에 대한 김정국의 최선책이었다. 그는 사죄에 처해질 수
도 있는 중대한 범죄의 율문을 초록하여 백성들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선초부터
이어온 讀法의 전통을 회복하여 금지 조문을 알려준 것이다. 물론 당시 신진 士
林들은 향약을 통한 전면적인 교화를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국은 罔民의 죄를 벗어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警民[백성에 대한 경고]’의
효과에 주목했다. 이는 형벌의 두려움에 기댄 방법이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었다. 김정국이 『경민편』에서 형벌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권선의 대목을 앞
세우고 징악의 두려움을 뒤에 배치하여 교화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책의 무게중심은 형벌의 고지[경고]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요컨
대, 『경민편』은 조선전기 경고와 엄형을 불사하는 향촌 통치의 방법에서 16세기
이후 교화 중심으로 전환을 잘 보여주는 책이었다.
 주제어
事功, 讀法, 警民, 權道, 김정국, 기묘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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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조선 사회를 성리학 사회라고 부르는데 누구도 주저함이 없다. 성리
학은 인간 본성의 선함[天理]을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를 수립했던 정치
기획이다. 성리학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도덕성을 회복하고[明明
德], 이를 기초로 타인의 도덕성 계발에 관여하도록 했다[新民]. 개인적
으로 노력할 뿐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는 자율적 도덕 공동체를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다. 모든 이들이 선한 도덕 본성을 일시에 회
복하면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터이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희망
사항이었다.1) 모두가 선한 본성을 지녔지만 누구나 선한 본성을 회복하
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선언된 모든 이들의 선한 본성
은 엄격한 상하 신분의 현실과도 마찰했다. 士族들로부터 시작한 교화는
下民을 포함하기까지 조선왕조 수백 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조선 내내 성리학 이념은 강력하게 천명되었지만 이를 실현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자율적 도덕 공동체의 건설은 인간의 본래적
선함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충·효·열과 같은 性善의 증거들에는 예외 없이 명예와 더불어 세속의
보상을 주었으며, 가짜 忠과 가짜 孝와 가짜 烈의 위선은 지속된 교화로
교정되기 바랐다. 이른바 勸善의 정치학이었다.
동시에 인간의 악행은 정확하게 처벌되어야 했다. 개인의 이기적 욕
망이 극에 달해 상대를 죽이거나 폭행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無知’나
‘사고’가 아니라면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했다.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1)	피터 볼(김영민 역),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 와타나베 히로시(김선
희 외역), 『일본 정치사상사 (17~19세기)』,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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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無知의 범죄와 과실은 減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2) 여기서 문
제가 발생했다. 악의를 가진 자들이 무지와 고의없음을 들어 죗값을 치
루지 않으려하거나 더욱 교묘하게 악의를 숨겼다.
엄중한 懲惡이 필요했다. 물론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가능한 懲惡 대
신에 예의염치가 작동하기를 바랐다. 형벌의 공포에 기대면서도 형벌은
악을 제거하는 필요악이었다. 誣告와 사기 그리고 謀殺 등의 교묘한 범
죄[奸惡]에 대해서는 사죄와 같은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었지만, 사형은
교화를 포기한 증거로 취급되었다.
성리학자들은 인간본성의 선을 기초로 교화가 이루어져 자연스레 불
순한 악의들이 제거되기를 희망했다. 자율적 통제[無爲而治]를 기대했
다.3) 그러나 역사적으로 선의 의지와 뒤섞인 이기적 욕망은 쉽게 제거되
지 않았다. 이 모든 악행을 예외나 무지의 결과로만 명명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인간 본성의 선함을 부정하는 증거로 삼기도 어려웠다. 성리학
의 교화[문명화 기획]는 딜렘마에 부딪혔다.
필요악으로서의 형벌에 대한 요구가 점증했다. 그럴수록 권선과 징악
의 조화, 교화와 형벌의 균형[권도]이 필요했다. 조선전기에는 교화를 강
조하면서도 형벌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 김정국의 『警民編』
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교화를 강조한 입장에서 보자면
형벌의 내용이 과도한 이 책은 교화서라기보다 차라리 형법서에 가까웠
다. 정조는 『경민편』을 예로 삼아 교화 대신 형벌에 치우쳤을 때 도리어
백성들의 惡意가 늘어난다고도 경고했다.4) 물론 김정국은 『경민편』을 교

2)	김호, 「『흠흠신서』의 一考察: 다산의 過誤殺 해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4, 2010 참조.
3) 김호, 「연암 박지원의 刑政論－주자학 교화론의 更新」, 『법사학연구』 54, 2016 참조.
4)	정조는 『경민편』을 교화서라기보다 엄포[警民]의 책이라고 비판했다(『日得錄』
<文學>5).

‘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49

화와 형벌의 조화, 즉 權道의 時中을 얻었다고 자부했다.
기왕의 『경민편』에 대한 평가는 주자학의 교화서를 천명했다는 입장
이다. 김정국이 인간의 본래적인 도덕성을 흥기하는 것이 정치, 학문의
주요한 방법이자 목적이라는 주자학의 학문론·정치론에 충실했다는 것
이다. 이상의 평가는 『경민편』의 저자 김정국을 ‘사림파 주자학자’로 정의
하고 내린 결론이다.5)
김정국을 16세기초반 기묘사림의 한 명으로 평가해야 함은 마땅하다.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경민편』을 16
세기 초반 김정국의 저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 교화와 형벌의 이중주라는 레토릭은 성리학의 정치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김정국은 『경민편』에서 교화를
중시하면서도 ‘형벌의 현실적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자학의
이상만을 강조했던 조광조 류의 至治主義와 달리 事功을 중요하게 생각
한 김정국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정국은 기묘사림의 한
사람으로 자리 매김되면서도 기묘사림의 핵심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었
다. 훈구 대 사림파의 이분법으로는 김정국의 사상적 지위를 포착할 수
없다는 뜻이다.6)

5)	정호훈, 「김정국, 주자학의 규범으로 조선을 바꾸려 하다」, 『내일을 여는 역사』
68, 2017, 107~108쪽 ; 정호훈 역, 『경민편-교화와 형벌의 이중주로 보는 조선 사
회』, 아카넷, 2012 참조.
6)	조선전기 사림파 연구를 주도했던 이병휴는 김정국에 대한 두 편의 탁월한 연구
에서 김정국을 쉽사리 ‘주자학자’로 정의하지 못했다(이병휴, 「사재 김정국의 개
혁론과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이병휴, 「조선전기 소외 관인의
은거생활-김안국·김정국의 경우」, 『역사교육논집』 31, 2003 참조). 그도 그럴 것
이 김정국은 그의 후배 주자학자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병휴는 ‘이념의 상대성’을 거론하면서 김정국을 사림파의 눈에는 보수적이었지만
훈구파의 입장에서는 진보적이었다고 규정했다(이병휴, 앞의 논문, 2003, 128쪽).
본고에서 필자는 김정국의 이러한 사상사적 태도를 ‘權道의 성리학’으로 정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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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김정국을 ‘權道의 성리학자’로 정의해 보았다. 김정
국은 근본적으로는 사림파의 이상에 동의하였지만 현실의 불가피함을
특별히 강조했다. 道學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현실의
고려야말로 그를 事功의 성리학으로 이끈 주요 동인이었다. 『경민편』이
야말로 김정국이 생각하는 16세기 초 향촌의 현실에 기초한 가장 이상적
인 통치 방법이었다.

II . 김정국의 ‘事功’ 중시

1. ‘權道’의 성리학
『경민편』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강조했던 김정국
의 ‘權道’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김정국의 권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김정국이 權貴 김안로에게 보낸
편지를 문집 초고에 수록하는 문제로 제자들과 토론했던 일이다. 좌의정
김안로는 고양의 망동에 은거 중인 김정국에게 음식을 보내고 아울러 경
기감사 등 지방관들에게 안부를 청탁하는 등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
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망동에서의 김정국의 삶이 물
질적으로 약간이나마 윤택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賜恩에 대해
김정국의 답장이 없자 김안로는 힐난 투로 독촉의 편지를 보낼 정도였
다. 마지못하여 김정국은 김안로에게 답장을 보냈고 편지에 ‘대감의 돌보
심 덕분에 남은 목숨을 이어간다[竊托台庇 尙延餘息]’고 표현했다. 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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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자 박형은 스승에게 편지를 보내 해당 자구의 삭제를 간곡하게 부
탁했다.7) 사실 간곡하다고 했지만 박형의 어투는 매우 단호했다. 편지의
자구가 비루하다는 것이었다.

일전에 선생님의 초고본 가운데 <答金左相安老書>가 있었는데 그 내용
속에 “삼가 대감의 돌보심에 의탁합니다.[竊托尊庇]”라고 운운한 구절이 있
었습니다. 내용이 아부[依付]에 관련되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비루한 표현들
이 많아 의미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데 가까웠습니다. 군자가 소인을 대할
때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엄하게 대한다는 뜻이라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혐의
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小人들에게 보낸 편지가 많습니다. 그 표현은 겉으
로 흡사 부드러워 보이지만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절절이 함부로 하기 어
려운 義意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 선생님과 같은 지조를 가진 분은 김안로를
개돼지와 같이 보실 터이고 조그마한 도움조차 받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8)

박형은 김정국의 표현이 적합한지 의문스러운데다 불만스럽다고 공
박했다. 선생님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자신조차 지나치게 비굴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후배들이라면 더욱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고도 했다. 속히 네 글자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었다.9)
7)	『(국역)사재집』(김병헌 외 역, 아담앤달리출판사, 2016), 543~545쪽. 『사재집』의
인용은 국역본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수정했다.
8)	『(국역)사재집』, 543~545쪽, “向者伏覩先生所著草稿之中 有答金左相安老書 有云
竊托台庇者 辭涉於依付 繼之以卑辭 意近於自辱 此雖君子待小人不惡而嚴之義 然
於孤陋之見 竊有慊焉 古人有書與小人者亦多 其辭外雖似和 而讀之令人知截截有
難犯之義 今以先生之操介 視彼如犬豕 固無一毫托庇之意 第以衡方遊先生之門 深
知先生之淸苦自守 猶慊其過於自卑 況於後人乎 衡之意 請速削去全書 以絶見者之
疑 書若無害於義 請改竊托台庇四字 以祛後人之惑 幸甚 大抵君子待小人之際 片
言隻字之間 義不可不嚴 故敢以是稟 伏希回敎 以開管窺 不宣”
9) 『(국역)사재집』, 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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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출간된 『사재집』에는 네 글자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김정국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박형에게 보낸
답장에 자세하다. 우선 김정국은 제자의 간곡한 부탁에 감사했다. 이어
서 그는 글자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權道’
를 옹호했다.

오호라, 經道와 權道는 달통해야만 능히 대처할 수 있고, 겸손과 아첨은
識者라야 능히 변별할 수 있다. 경도의 원칙[經於常者]은 밝은 해와 달을 보
는 것 같아서 장님이라도 모두 그 빛을 볼 수 있지만, 응변의 권도[權於變者]
는 머리카락의 차이를 더듬는 듯하여 눈이 밝은 離婁조차도 그 모습을 놓칠
정도이다. 경도는 보통사람이 말해도 여유가 있지만 권도는 성인이 대처해도
부족하다. 이만큼 권도는 어렵다. 남의 뜻에 영합하려고 간사하다면 아첨[諂]
이라 하겠지만 겸손한 말로 답례한다면 권도[權]이다. 나의 편지를 본 사람들
이 편지의 표현을 두고 아첨이라 하겠는가 아니면 권도라 하겠는가?10)

김정국은 편지의 표현을 ‘權道’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제자 朴衡
의 기준이 너무 지나치거나 권도를 모른다고 반박했다. 김정국의 답변은
제자 박형의 단호함만큼이나 날이 서 있었다. 김정국 자신은 스스로 굽
히는 것을 성인의 예로 생각할 뿐 비굴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겸손과 아부를 구별하려면 識者여야 하고 나아가 권도와 경도를 분별하
려면 通者여야 한다. 감히 자신의 권과 겸손을 아부로 치부한다면 이는
無識者요 不通者의 편견일 뿐이라는 답변이었다.

10)	『(국역)사재집』 <答朴秀才衡書> 541~543쪽, “嗟乎 道至於經權而通者能處 辭至
於遜諂而識者能辨 經於常者 如見日月之明 盲瞽皆得其光 權於變者 如察毫釐之
微 離婁或失其形 經之道 衆人言之有餘 權之道 聖人處之不足 難矣哉 權之道也
夫稀旨媚奸 謂之諂 遜辭答禮 謂之權 觀吾書者以謂諂乎 以謂權乎”

‘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53

김정국은 편지의 표현이 왜 권도인지를 설명했다. 김안로가 선물을
보내올 당시에는 조그마한 혐의나 틈만 있어도 반드시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안로의 무리는 김정국을 안으로는 모함하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척하며 자신을 따르지 않자 편지를 보내 위협하고 있었
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겸손한 말로 답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
가라는 반문이었다.
예법대로 선물을 보냈는데 또한 어떻게 예법대로 사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禍를 받을지언정 답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만이지
만, 답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감사의 말을 전할 때 공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근엄한 義意가 살아난다고도 했다.
김정국은 이미 충분히 상황에 맞추어 의리를 다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편지의 말투가 의로움을 해치므로 삭제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는 것이다.
또한 김정국은 일단 편지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미 잘못인데
이를 후회하여 수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도 항변했다. 김정국의
고집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자신은 지나간 허물을 뒤늦게 꾸며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조차도 스스로 마음에 내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물며
(편지의 표현이) 의리에 해롭다거나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 문
구를 수정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정국은 매우 솔직하고도 담백했다. 제자 박형이 비굴하다고 느낀
표현을 자신은 전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이었다. 의로움에 문제
가 없는데 이를 고치거나 삭제할 이유 또한 전연 없었다. 김정국은 편지
에 사용한 ‘대감의 돌보심 덕분[竊托尊庇]’, ‘우러러 존장의 돌보심에 의
탁[仰托匀庇]’, ‘우러러 대감의 돌보심을 받았다.[仰荷台庇]’ 등은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말이지 자신이 김안로에게 아첨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
고 주장했다. 모두 말을 겸손히 하라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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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로의 겁박에 대해 상황에 맞추어 ‘權道’를 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정국은 제자에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박형의
충고를 무시했다. 이른바 경과 권의 조화를 잘 모르는 제자가 어떻게 ‘경
과 권의 경계에 달통’한 자신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에
가까웠다. 이처럼 권도를 두고 제자와 스승은 맹렬하게 충돌했다. 師生
간의 관계가 틀어질 법한 격한 논쟁은 후일 진정한 스승과 제자 사이라
면 이 정도는 되어야 그 도리를 다했다고 회자될 정도였다.11)
어쨌든 김정국은 스스로 ‘權道’를 잘 아는 성리학자로 자부했다. 박형
과 같은 후배 士林들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도리만을 고집하다가 문제를
그르치고 있었다. 후배 사림들에 대한 김정국의 비판은 지나치게 경을
고수하다가 권의 융통성을 잃어버리는데 있었다. 물론 후배 사림들에게
김정국의 ‘權’은 지나치게 비굴하거나 시세에 영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는 예의가 누구에게는 비굴이요 아첨이었다. 毫釐의 차이가 커
다란 ‘정치적 입장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융통성[權]을 둘러싼 ‘한계’는
논쟁의 핵심이요 본질이었다.
비교적 폭넓은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유효한 결과>를 얻으려는 태도
와 이에 맞서 <동기의 선함>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의 논쟁은 朱熹 당대
부터 심각했다. 이른바 王霸 논쟁이 그것이다. 넓은 융통성의 허용을 공
리주의로 비판한 주희에 대해 事功學派 陳亮은 주희를 지나치게 원칙[天
理]에 골몰한다며 반박한 바 있다.12)
11)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권14 <復請 追還職名兼請罪黜疏> “金宏弼以一代大儒
乃或略貳於其師金宗直 厥後朴衡黃愼諸人 亦莫不因事獻規於師席 以各自附於古
義 然則宏弼本不以此廢道學相傳之緖 而餘皆不失爲令名 庸何傷於始終大體乎”
12)	호이트 틸만(김병환 외 역), 『공리주의 유가-주희에 대한 진량의 도전』, 교육과
학사, 2017 참조. 이 책에서 틸만은 주희의 입장을 동기주의 윤리로 진량을 결과
주의 윤리로 구별하고, 후자를 공리주의에 가까운 태도로 정의했다. 왕도를 동
기주의 패도를 공리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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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논쟁은 시대를 반복하여 벌어졌지만 조선의 16세기 전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수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이른바 道學을 전면에
내세운 사림들은 15세기의 학풍을 舊習으로 비판하고 자신들만을 程朱學
의 적자로 자리매김했다.
김정국은 이러한 전환기를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었던 만큼 당시의 학
풍을 둘러싼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을 비판
했던 김정국은 사화로 희생된 사림들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13) 사
림들을 치기어린 불량한 무리들[年少輩聚不逞之徒]로 간주했던 그는 젊
은이들의 급진성과 고집스러움을 우려했다. 후배사림들은 中宗 주변의
적폐 세력들을 깨끗이 일소하겠다는 의리에 집착하다가 연이어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14) 이를 안타까워 한 김정국은 한편으로는 사림들에게 동
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적절한 융통성만이 ‘功效’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유효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한계였다. <經의 한계
안에 있는 權>에 대한 성찰은 불가피했다.

2. ‘權의 한계’와 道學의 조건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국은 원칙에 집착하는 폐단을 신랄하게 비난했

주희를 동기의 순선함[도덕실천의 근거로서의 天理]을 강조한 동기주의윤리관
으로 규정한 것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16세기의 조선은 이미 정주학이 수입된
지 100여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김정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정주학
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동기주의’를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입장들 가운
데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가능했다.
13) 『(국역)사재집』, 605쪽.
14)	『(국역)사재집』, 604쪽, “其後年少輩聚不逞之徒, 以淸君側爲名, 相繼而起, 連頸
就誅猶不止. 止亭內懷危懼, 每日昏夜, 微服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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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원칙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원칙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더 문제였
다. 김정국의 <摭言>에는 원칙에 골몰하다 일을 그르친 사례들이 다양하
다. 이 글들에서 김정국은 누군가에게는 권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폭넓은 융통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정국이 존숭했던 양천 許門의 문정공 許琛의 일화이다. 이야
기는 허침과 趙之瑞를 대조하며 전개되었다. 두 사람 모두 연산군을 가
르치는 輔德의 지위를 맡게 되었다. 연산군은 공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조지서는 천성이 굳세고 곧은 자였으므로 매번 연산군의 면전에
책을 던지고 공부를 등한시할 경우 성종에게 일러바치는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반면에 허침의 태도는 매우 부드러웠다. 왕위에 오르자 연산
군은 하루아침에 조지서를 사형에 처했다. 하지만 허침은 우의정에 올랐
다. 당시 허침은 연산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
지만 연산군의 명에 따라 역적의 죄를 논할 때 그가 구한 목숨이 여럿이
었다. 정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허침은 마음의 고통으로 피를 토하다
가 몸을 상해 죽게 되었다.15) 폐조 연산군의 조정에 출사한 허침을 비난
만 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국의 판단이었다. 김정국은 허침의 유연한 융
통성을 칭송하고 그의 好生之德을 강조했다.
김정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조지서는 道理만을 강조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쳤지만 허침은 상황에 맞는 최선[권도]을 모색했다. 그 덕에 스스로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
이 허침을 정권에 아부한 자라고 비판했지만 그 속내를 누가 알겠는가?
허침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허침의 비통한 勞
苦는 외면한 채 단지 <도덕적 동기의 선함>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

15) 『(국역)사재집』, 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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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김정국은 윤리적 동기주의보다 결과주의에 가까웠다.16) 주희 보다는
진량의 공리주의에 가까워 보인다는 뜻이다.
김정국의 융통성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었다. 笑言을 즐겼던 김정국의
부엉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부엉이가 울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겼
던 당대인들은 부엉이 소리를 내어 부엉이를 쫓아냈다. 마침내 부엉이가
도망가면 길하지만 부엉이가 계속 울어대면 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어떤 성품이 고집스러운 자가 한 겨울밤 욕정이 치솟아 부인의 방으
로 들어가려다가 부엉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 불길하다고 생각한 그는
부엉이 소리로 응대했지만 부엉이는 떠날 줄 모르고 계속 울었다. 고집
스럽게도 그는 밤새 부엉이 소리를 내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
야기다. 김정국은 고집을 부리다가 일을 망치는 자들이 경계할만한 이야
기라고 논평했다.17) 우스개라지만 김정국의 속내가 잘 드러나 있다. 지
나치게 고집을 피우다가 얼어 죽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융통
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表沿沫과 여종 小德의 일화도 마찬가지이다. 『논어』에는 “중대한 덕
목의 경우 한도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사소한 덕목은 한계를 좀 넘나들
어도 된다[大德不踰閑, 小德出入可也]는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테
면 매우 중요한 원칙을 어길 수는 없지만 중요한 원칙[大德]을 어기지 않
는 한도 내에서라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정국은 표연말과 그의 여종 소덕의 다툼을 들어 융통성을 강조했
다. 표연말은 손님 대접을 위해 여종 소덕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했다. 그
런데 소덕은 수 차례 집 안 밖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전연 술상을
준비하지 않고 딴 짓을 했다. 결국 화가 난 표연말은 소덕을 꾸짖었다.
16)	호이트 틸만(김병환 외 역), 앞의 책 「정치에서 결과윤리와 동기윤리에 관한 논
쟁」 참조.
17) 『(국역)사재집』, 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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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손님 가운데 신종호가 웃으면서 大德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소
덕이 집안을 드나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말장난을 했다.18) 대
원칙만 확고하다면 그 한계 내의 재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한 김
정국의 진의는 무엇일까? 바로 도리[大德]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도 안이라면 재량껏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19)
대원칙을 존중한다면 그 안에서의 융통성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닐까? 그런데 김정국이 보기에 당시 원칙만을 고집하다가 죽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 이른바 조광조와 같은 신진 사류들이었다. 김정국은 <己卯
黨籍>에 조광조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사림파 인사들을 수록하여 그들의
절의를 칭송하면서도 지나친 의리의 고수를 비판하는 일 역시 멈추지 않
았다. 그의 <척언>에는 조광조에 대한 기롱이 상당하다.
中宗의 총애를 받았던 조광조는 임금과 면대할 때면 항상 ‘義理’를 끌
어다가 비유하고 종횡으로 오가며 말을 그칠 줄 몰랐다. 다른 이들은 그
사이에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추운 날이나 무더운 여름에도 조광조는
오랜 시간 그치지 않고 의리를 고집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는 것이
다. 함께 入侍한 자들이 괴로워하여 모두 그를 싫어했다. 이 뿐 아니라
조광조는 자신보다 높은 관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면에서 중국의 張
湯과 다를 바 없었다. 장탕이나 조광조 모두 거만하여 일을 자기 마음대
로 처리했다가 화를 입은 바가 똑같다는 것이다. 김정국은 군자의 처신
은 조심하고 겸손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20)
김정국은 조광조를 실제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을 강조한 인물로

18) 『(국역)사재집』, 609쪽.
19)	문제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선까지를 ‘재량의 한계’로 볼 수 있을지 둘러싸
고 논자들마다 다른 입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經의 한도 내에 있는 ‘權’을
두고 조선시대 내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20) 『(국역)사재집』, 565쪽.

‘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59

혹평하기도 했다. 한번은 조정에서 북쪽의 오랑캐를 속여 제압하려는 꾀
를 내었다. 이에 조광조가 나서서, 속임수는 바르지 않은 수단일 뿐이며
오랑캐를 막는 王者의 道理라기보다 좀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
이다. 당당하고 거룩한 조선의 조정에서 일개 요사스럽고 추한 오랑캐
때문에 좀도둑이 사용하는 수단을 동원한다면 나라를 욕되게 하고 위엄
을 손상시킬 게 분명하다는 것이 조광조의 주장이었다.
조광조는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수단의 한계>를 깊이 논파했다. 오
랑캐를 물리치려고 오랑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經의 한도
내의 權’을 고민한 결과, 속임수는 속임수일 뿐 경의 한도 안에 있는 권이
아니었다. 중종은 조광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병법의 융통성을 언급하면서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한 ‘權道’라는
주장이었다. 어느 정도의 속임수는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에 김정국도 동의했다. 그는 상황에 맞추어 적당해야지[時
宜] ‘의리에 걸맞는 방법[合目的의 수단]’만을 고집하다가는 오랑캐를 물
리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국은 병조 판서 柳聃年의 말을 인용하여, 조광조를 사정 모르는
오활한 자로 비판했다. 유담년은 수십 년을 북방에서 근무하여 오랑캐의
정황을 잘 아는 유능한 장수였다. 농사는 남자종에게 묻고 베 짜는 것은
여종에게 물어야 마땅하듯이 김정국은 군사에 관한한 변방의 노련한 장
수와 의논할 뿐 원칙과 도리만을 강조하는 조광조의 의견을 따를 수 없
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중종은 조광조의 말을 따랐고 여러 정승들이
모두 불평을 품고 물러났다는 것이다.21)
김정국은 오랑캐를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때
‘속임수’는 허용할 만한 방법[權]이라고 생각했다. ‘經 안의 權’이었다. 반

21) 『(국역)사재집』, 558~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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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조광조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방법치곤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經
안의 權’이 아니었다. 김정국에게 조광조는 현실과 실무를 모르는 오활한
선비였고, 조광조에게 김정국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칫 도를 넘는 수단
마저 사용가능한 공리주의[事功]로 비쳐졌다. 물론 김정국은 만일 조광
조가 자신을 經의 한계를 넘어선 방법을 불사하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오
해라고 부인했을 것이요, 조광조는 김정국에게 속임수를 권으로 생각한
다면 이보다 더한 수단마저 허용할까 보아 걱정한 것일 뿐 현실에 무지
한 오활한 자는 아니라고 항변했을 것이다.
양자는 평화를 원하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나 방법상의 차이를 놓고 갈
등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전쟁]을 사용할 수 없다
는 입장과 평화를 원한다면 잠깐의 전쟁은 필요악이라는 입장 사이의 대
립이었다.22) 오랑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군자를 지향] 오랑캐의 속
임수를 사용하다니 어불성설이라는 태도와 오랑캐가 되지 않으려고 잠
시 오랑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태도의 갈등이었다.
김정국은 원칙만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조광조
가 결국 일을 그르칠 것이라고 끊임없이 비판했다. 1518년(중종13) 조광
조는 昭格署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만일 윤허를 받지 못하면 귀가
하지 않겠다고 중종에게 으름장마저 놓았다. 대간들은 모두 물러갔지만
조광조는 밤새도록 논계를 이어갔다. 닭이 울 때까지 그치지 않자, 궁지
에 몰린 중종은 부득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국은 신하가 임금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여 제대로 된 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광조
가 죽자 소격서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23)
김정국은 조광조와 같은 태도는 도리어 權貴들의 반격을 불러일으킬

22) 마이클 왈쩌(유홍림 역), 『전쟁과 정의』, 인간사랑, 2009. 「제1부 이론적 논의」 참고.
23) 『(국역)사재집』, 559~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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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국은 사림들을 몰살하려던 李沆의 無道함을 고
발한 바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항은 사림파의 공격으로 지방으로 좌천
되었다가 조광조 등이 귀양을 가자 다시 대사헌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그에게 함양군수 文繼昌이 송별시를 보냈다.
높은 자리에 북귀하면 사림파들을 모두 베어버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
다. 김정국은 사림파의 과격함이 이항의 무도함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
고 비판했다.24) 사림의 정치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완급과 균형 감각의
‘권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정국의 주장이었다.25) 반대로 사림들은 김정
국의 ‘權’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이상 김정국과 조광조의 일화를 통해 당대의 정치 담론을 네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a)功利主義 b) 김정국 c) 조광조, 그리고 d) 오활한

선비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대의 평가는 <표 1>과 같다. 도식
적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학풍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표 1> 15~6세기의 정치 담론들

斯文(15세기의 학풍)26)
↓
士林(16세기의 학풍)

a

b

c

d

a의 입장

왕도

오활

오활

오활

c의 입장

패도

왕도(권도)

오활

오활

패도

패도

왕도(권도)

오활

패도

패도

패도

왕도

b의 입장
d의 입장

24) 『(국역)사재집』, 554쪽.
25)	『(국역)사재집』, 537쪽, 김정국은 <鼎銘>을 지어 경계로 삼기도 했다. 잘못하여
솥다리가 기울어지면 음식이 쏟아질 터이니 몸을 신중하게 다루고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偏僻’이야말로 위태로움의 시초가 된다는 내용이다.
26)	김정국은 ‘斯文’과 ‘士林’을 구별했다. 16세기 전후의 정치사를 ‘士林’과 ‘훈구’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리학의 도학이념에 비교적 충실했던 자
들을 스스로를 ‘사문’이 아닌 ‘사림’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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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은 c)와 d)를 구별하지 않고 오활하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위치

가 왕도이자 권도임을 강조했다. 이에 조광조는 자신을 d)의 오활함과
구별했으며, 도리어 a), b)를 구별하지 않고 김정국을 패도 내지 공리주

의로 몰아세웠다. 물론 김정국은 자신이 a)와 다른 권도임을 주장했을 터
이다. 물론 a)의 눈에는 b) c) d) 모두가 오활한 자들로 보였을 것이고, d)
는 자신만을 최선의 왕도라고 간주했을 듯하다.

이상의 조건 속에서 b)와 c), 즉 김정국과 조광조는 공조하기도 혹은

반목할 수도 있었다. a)와 d)의 극단은 안 된다는 생각이 김정국으로 하

여금 조광조와 같은 사림들에 동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그럼에
도 b)와 c)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김정국과 조광조는 서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조는 양자가 이른바 대원칙[경]에는 합의하면서 권도
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
성이야말로 ‘조선시대 公論場의 조건’이자 ‘道學의 근거’였다.
조선의 공론장은 도넛과 같은 형태를 띠었다. 이른바 도넛의 정의는
‘구멍 뚫린 원형 과자’이다. 가운데 구멍이 너무 좁아져 사라지면 도넛 대
신 둥그런 과자가 될 것이요, 반대로 구멍이 너무 커져 버려도 도넛은 사
라질 것이다. 도넛의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구멍[경의 한도
내의 권도]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김정국은 a)를 권도를 넘어선 패도로 규정한 점에서 도넛의

구멍을 유지할 수 있었고, 조광조 역시 d)의 태도와 자신을 구별함으로

써 도넛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국과 조광조의 공조와 반

다. 가령 사림과 훈구의 대결이라는 논의 구도를 비판했던 와그너 자신도 인정
했듯이 사림의 개념은 조선전기의 사상운동의 성격을 기술하는데 여전히 유효
하다(에드워드 와그너, 「李朝 士林問題에 관한 재검토」, 『전북사학』 4, 1980,
170~71쪽 참조). 사림들은 事功에 치중한 김정국과 일정하게 연대하면서도 김
정국과 밀접했던 소세양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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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시세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도넛의 구멍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지만 <도넛의 모양을 유지했다>. 도넛의 형태를 유지
하기 위해 구멍이 존재하는 것처럼 ‘權의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 덕분에
‘조선의 공론장’이 가능했다. 이른바 ‘道學者들의 연대’가 유지될 수 있었
다.27)
이처럼 權[재량과 융통성]의 한계가 經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公論’
이 작동할 수 있었다. 이른바 16세기 이후 성리학[道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입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公論(도넛의 형태)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했던 것으
로 보인다. 김정국과 조광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己卯의 ‘士林’으
로 함께 기록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었다. 조선조의 ‘붕당정치’ 또한
이러한 공론의 조건이 유지될 때만 가능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김정국의 사상을 ‘權道의 성리학’으로 서술해 보았
다. 김정국은 도학을 주창한 사림들의 주장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
도 권의 융통성에서 차이를 보였다.28) 동기의 선함이 중요한 만큼이나
유효한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이다.29)
27)	조선전기 정치 현장의 공론에 대한 논의는 송웅섭, 「조선 전기 公論政治의 형
성」,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28)	『(국역)사재집』, 249쪽. 김정국은 鄭之雲, 朴衡과 함께 芒洞의 서당에서 배웠던
제자 유용심이 영남으로 이주하자, 세상의 비판을 이겨내고 道學[성리학]에 침
잠할 것을 권유했다.
29)	김정국은 정치 혹은 학문의 태도에서 <이계맹>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는 이계
맹을 한번 비판받으면 분함을 품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과 전연 다른 기상을 지
녔다고 높이 평가했다(『(국역)사재집』, 624쪽). 권귀들과 함께한 이계맹에 대해
사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지만 김정국은 <己卯黨籍>에 이계맹의 이름을 올
리고 그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계맹 덕분에 많은 사림들이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계맹이야말로 김정국이 취한 정치적 權道의 표준이었다(이
계맹에 대해서는 김선희, 「조선 중기 이계맹의 정치참여와 그 성격」,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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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은 경과 권의 조화, 즉 왕도의 이상과 패도의 현실 사이를
줄타기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통치 또한 마찬가
지였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 교화는 더욱 더 난제였다.

III . 지방 통치와 『警民編』

1. 鄕村의 실상과 교화의 어려움
지방의 善政은 왕을 대신한 지방관이 행정과 사법 그리고 민생과 교
육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가능했다. 지방관의 자질이 중
요했으며 지방의 환경[氣質]도 고려해야만 했다. 가령 지방에 오직 豪强
들과 殘民들 뿐이라면 무리하게 교화만을 강조할 수 없었다. 16세기 이
래 교화의 방책이었던 향약이 법보다 무섭게 된 이유도 여기 있었다. 향
약을 강조하다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하면서 교화라
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恒産도 없는 소민들에게 恒心의 요구는 무리였
다.30)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그만큼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지방관의 자
질이 중요했다. 관료들 대부분이 중앙의 내직을 선호하고 외직을 탐탁하
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비단 조선전기에 국한된 일은 아니었지만 김정국
이 보기에 조선전기의 지방관들은 목민의 지위를 그저 자신을 살찌우는
방도로 여길 뿐이었다.
30)	율곡 이이는 향약의 성급한 시행을 반대하면서 敎民[恒心]에 앞선 養民[恒山]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牧民心書』 권4 禮典 <敎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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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問에 응제한 글에서 김정국은 조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뛰어난 인재 역시 수령이란 직책을 버려진 것으로 여기므
로 용렬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항시 수령 자리에 몰려든다고 비판했다.
외직을 중요한 자리로 여기지 않자 무능한 자들이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苛斂의 방도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31)
김정국이 보기에 국가 통치의 핵심은 ‘敬天勤民’에 불과한데 勤民, 즉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지방관에 오롯이 달려 있었다. 수령이 적임
자일 때 비로소 왕명을 받들어 교화가 펼쳐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들
어 농사짓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사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김정
국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經學의 이상에만 사로잡힌 도학자들을 비판했
다. 김정국의 스승이었던 李世靖의 이야기다. 이세정은 경학에 밝았으나
과거에 번번이 떨어져 60세가 되도록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그의 제자
들 가운데 좌의정 李長坤, 참판 成夢井, 동지 金世弼, 김안국과 김정국
등이 나서서 스승을 義禁府都事에 추천했다. 이후 이세정은 청양현감에
임명되었다. 김정국 등 제자들이 당시 충청감사 崔淑生에게 인사고과를
부탁했다. 경학이 밝고 맑은 지조가 있으니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아달라
고 청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세정은 곧 파직되
어 귀향했다. 김정국과 김세필 등은 최숙생을 찾아가 이유를 따져 물었
다. 최숙생의 대답은 단호했다. 수령이 부패하면 한 명의 도적에 불과하
지만 수령이 무능하면 여섯 명의 도적[아전] 때문에 백성의 고통이 더하
다는 것이었다.32)
최숙생의 입을 빌어 스승을 에둘러 비판했지만 김정국의 本心이 잘

31) 『(국역)사재집』, 504쪽.
32) 『(국역)사재집』, 592~5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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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다. 김정국은 ‘道學’의 이상만을 강조하는 주자학자들을 비판했
다. 현실에 밝지 못한 채 원리원칙만을 고집하는 지방관의 무능은 이뿐
이 아니었다. 어떤 수령이 生雉를 바치라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아전에
게 생치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전은 말린 꿩고기를 乾雉라 하고 말리지
않은 고기를 生雉라 한다고 답했다. 완고한 수령은 화를 내며 이미 죽은
고기에 ‘生’자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감사에게 生雉 대신 死雉[죽은 꿩]를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령은 좌천되었다.33)
웃자고 한 이야기라지만 뼈가 있었다. 현실을 모르고 원칙만 고수한
무능한 관리가 벌일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정국은 현실과 조화되지
않는 경학의 이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상이 구현
되는 곳은 ‘현실’이어야만 했다. 아무리 이상이 훌륭하다고 해도 현실에
적합한 변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상은 이상일
뿐이요 현실은 또 현실이었다.
김정국은 변통을 무척 강조했다. 三代와 떨어진 조선시대를 삼대의
제도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선왕의 제도만을 고집
하다가는 변화하는 民心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속의 변화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정치의 핵심은 민심을 따
르면서 선왕의 도에 합치하는 데 달려 있었다. 도의 運用인 제도는 상황
에 맞추어 변통하고 道는 일관되게 관통할 뿐이었다.34) 삼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경학의 구절만 읊조릴 수는 없었다. 조선의 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했다. 실무능력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도학 운
운하는 이들에 대한 김정국의 비판은 16세기 이래 斯文의 분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3) 『(국역)사재집』, 570쪽.
34) 『(국역)사재집』, <政貴時宜論>, 508~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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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김정국이 바라본 조선의 현실, 지방의 풍속은 어떠했는가? 김정
국에게 지방은 한마디로 豪强들의 무대이자 무지한 小民들의 세상이었
다. 대표적인 호강은 鄕吏들이었다. 다음의 일화는 형님 김안국의 경험
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은 김정국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1516년(중종
11) 김안국이 경상감사에 임명되어 문경새재를 지나고 있었다. 지나던
院亭에 이르러 잠시 쉬는데 벽 사이로 詩句가 보였다. 거기에는 감사나
수령 등 지방관을 기다리는 지역의 토호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지방관이
역졸들을 괴롭혀가며 말을 몰아 임지에 부임하지만 백성에게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내용이었다.35)

玉節朱鞍勞驛吏

옥절과 주안은 역리를 힘들게 했을 뿐

曾無毫補到蒼生

털끝만큼의 도움도 백성에게 이른 적이 없네

嶺南老兔皆三窟

영남의 늙은 토끼들은 모두 굴이 세 개이니

攬轡澄淸待國卿

고삐잡고 맑게 할 卿을 기다린다네.

영남의 늙은 토끼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히 지방
관이나 백성들과는 다른 부류였다. 특히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관의
임무는 이들로 방해되기에 족했다. 향리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지방관
이 오기도 전에 도망갈 굴을 몇 개씩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들은
향리의 횡포를 일소할 나리님[國卿]을 기대하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울분이 표현되어 있었다.
지방의 통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비단 향리들만이 아니었다. 향회를
장악한 품관 사족층도 마찬가지였다. 선초의 실록에는 향촌의 사족들을
이른바 ‘德의 賊’이라는 鄕愿으로 묘사하곤 했다. 특히 향중공론을 이끄

35) 『(국역)사재집』, 6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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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촌 사족들의 회의체[留鄕所]를 ‘향원의 소굴’로 폄하하기도 했다. 유
향소의 존치와 복설이 거듭된 이유가 여기 있었다.36) 김정국이 고양의
망동에 은거할 때 鄕會의 座首를 맡았던 朴世矩는 비록 관료의 후손이었
지만 과거에 실패하여 지방에 남은 자였다. 그는 시속의 비루함과는 달
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 정치[留鄕所]에 참여하려는 욕망으로 넘쳐
났던 인물이었다.37)
김정국 본인조차 鄕愿이 될 뻔한 적이 있었다. 망동에서 은거하던 그
는 전직 관료의 자격으로 유향소 모임에 참석하여 鄕飮酒禮를 시행했다.
이른바 지방관과 향촌 사족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德化의 장이었다. 그런
데 김정국이 과음과 戲言으로 모임을 망쳤던 것이다. 감사에게 보낸 편
지에서 그는 자신의 과음으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후회했다. ‘예교를 훼손
한 것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체면을 깎아먹고 향촌에서 용납 받지 못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시 鄕會에 참석하겠는가[昨於鄕飮
之禮 縱酒及亂 毁禮蔑敎 先自我作 其人之無狀 固所不容於人 後將抗何顔
復得列於鄕會耶]’라고 고백했다. 사족들 역시 禮敎의 모범이 되어야 했음
에도 도리어 질책의 대상이 되곤 했다.38)
富民들 또한 향촌의 豪猾武斷 가운데 하나였다. 호남 제일의 부자였
던 남원의 황진동은 욕심 많은 호강에 불과했다. 그는 친족들을 行人 보
듯 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교화의 제일 대상이었다. 이들을 교화하지 않
으면 지방 통치는 불가능했다.
아울러 지방 유생들의 수준은 어떠했는가? 앞서 언급한 좌수 박세구
36)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중 「제6장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
동」 참조.
37)	『(국역)사재집』, 222쪽. 1542년(중종 37) 소수서원을 세웠던 풍기군수 주세붕은
향촌 내의 사족[향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武陵雜稿』 권6 原集
<闢邪>).
38) 『(국역)사재집』, <上金監司書>, 462~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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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은 <鄕村十一歌>는 김정국의 평가에 의하면 한마디로 속되고 졸렬
할 뿐이었다. 이뿐이던가? 김정국이 관찰사로 부임한 황해도는 열읍 모
두 교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김정국은 성리학자로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도덕본성을 신뢰했다. 백성을 낼 때 하늘이 준 본성에는 후박의
차이가 없으므로 누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
했다.39) 하지만 현실의 교생들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구두조차 떼지 못
하고 있었다.40)
김정국이 황해도 신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고을 순행에 앞
서 향교에 가서 먼저 공자를 알현하기로 했다. 신계향교의 상황은 너무도
열악했다. 이른바 文廟라는 것은 民家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져
달팽이 껍질이 부서진 듯 황량하고도 작은 집이었다. 사당은 처마가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듯 했고 흙 계단은 이미 무너져 흔적조차 없었다. 겨우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謁聖禮를 행할 정도였다. 이 정도라면 공자를 멸시
하는데 그칠 일이 아니었다. 조선의 유생들은 학문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수령들은 수리할 생각조차도 없었다.
후일 정몽주의 후손이었던 정세신이 신계에 부임하여 향교를 증수한
후 김정국에게 기문을 요청했다. 김정국은 흔쾌히 교생들을 격려하는 글
을 써 주었다. 1530년(중종25)의 일이었으니 김정국이 파직되어 고양의
망동에 우거한지 18년이나 지난 때였다. 그간 신계의 향교는 쇠락한 그
대로였던 것이다.41) 16세기 전반 지방의 사정은 대동소이했고 교화는 기
대하기 어려웠다.
김정국은 황해도 열읍을 돌며 교생들을 권면하는 등 애를 썼다. 해주
에 학도 수십 명을 모아 관청의 창고를 빌려 숙식을 함께하도록 하면서
39) 『(국역)사재집』, <勸列邑諸校生>, 102쪽.
40) 『(국역)사재집』, 104쪽.
41) 『(국역)사재집』, 454~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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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했다. 이들을 위해 김정국이 지은 <約條>를 보면 영·호남에 비해
인재가 없는 황해도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본성의 선함이 다르지 않다
고 힘주어 강조했다. 풍습과 기질의 차이일 뿐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희망한 것이다.
그의 <약조>에는 선을 권장하는 만큼 악을 징계하려는 태도 역시 분
명했다. 일찍 일어나 정좌하고 독서하며 암송과 사색을 통해 明辨의 깊이
에 도달한 후에는 체득의 실천을 통해 善을 잃지 않도록 강조했다. 동시
에 방자한 행동과, 농담 그리고 타인과의 분쟁이나 주색을 금하고, 이익
만을 좇는 행동을 비판했다.42) <하지말라[毋]>는 구절이 勸善의 조문보
다 적은 것(24조 가운데 8조)은 유생들을 교화로 이끌기 위한 배려였다.
김정국은 감영에서 『근사록』이나 『소학』을 인출하여 유생들에게 배포
하기도 했다.43) 교화의 효과는 컸다. 가령 김정국이 『근사록』을 주어 격
려했던 해주 유생 정식의 집안은 효행으로 칭송받고 있었다.44) 조부 정
철형이 효행으로 旌門이 세워졌으며 정식 본인도 忠孝兼全으로 복호되
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정문창 역시 효행으로 칭송되었다. 한 집안
에서 대대로 孝義를 배출하였으니 교화의 엄연한 증거였다.45)
김정국은 끊임없이 교화하고 孝烈의 사례들을 수집했다. 황해도 은율
의 효자 박훈은 부모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을 다했다. 김정국은 박훈을 치하하고 애초에 모든 사람이 선
한 본성을 갖추고 태어났지만 일부만이 이를 보존할 뿐이라고 한탄하면
서도 至孝를 교화의 증거로 삼아 勸善의 방도로 삼았다.46)

42)
43)
44)
45)
46)

『(국역)사재집』, 487~488쪽.
『(국역)사재집』, 104쪽, 490쪽.
『(국역)사재집』, 490쪽.
『명종실록』 명종21년(1566) 1월 19일.
『(국역)사재집』,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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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의 효녀 경비의 이야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비는 아버지의
惡病에 손가락을 잘라 병을 치료했다. 중종은 소문을 듣고 정려했고 당
시 황해관찰사였던 김정국이 직접 음식과 미곡을 선물하고 시를 지어 칭
송했다. 그런데 경비를 칭찬하는 김정국의 시구에 묘사된 황해의 풍속은
‘짐승의 무리’에 불과했다. 형과 다투고 아버지와 소송을 하는 등 황해의
民風이 형편없다는 것이다.47)
특히 김정국 재임 당시에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延安 백성 李同
의 이야기다.48) 이동은 아버지를 구타한 죄로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밥을 먹다가 아버지와 서로 다투었는데 밥그릇을 들어서 아버지를
때렸다. 綱常에 어긋난 大罪였기에 推鞫이 열렸다. 이동을 신문하자 그는
곧바로 아버지를 구타한 사실을 자복했다. 사죄를 순순히 자백한 이동은
부자의 윤리를 알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죽을죄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를 구타했고 또 그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여 사죄에 처해질 뿐이었다.
당시 황해의 백성 이동에게 아버지와 다투고 구타하는 일은 ‘일상’이었
다. 이처럼 황해도의 풍속은 금수에 다름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황
해도 교생마저 그 수준이 높지 않았으므로 常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엄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김정국은 이동을
사죄에 처하지 않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르치지 않고 처
벌한다면 罔民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운운한 김정국은 처벌도 중요하
지만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죄 대신에 교화를 택한
자신의 방법을 융통성 있는 ‘권도’라고 강조했다. 김정국의 주장을 음미
47) 『(국역)사재집』,101쪽.
형과 원수지고 부모와 다투니 무슨 마음인가
讎兄訟父彼何心
西土民風近獸禽
서쪽의 민풍(民風)은 짐승과 가깝다오
純孝獨能杖一脈
지극한 효성으로 혼자 한 가닥 맥을 지켰으니
訪閭今日倍余欽
마을을 방문한 오늘 나의 흠앙을 배로 하였네
48) 『(국역)사재집』, 582~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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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교화 대신 엄벌이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
에 김정국이 사형에 처하지 않은 자신의 방법을 經·權의 時中을 얻었다
고 자평했던 것이다. 그만큼 지방의 교화는 요원했다.
김정국은 엄형과 남형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형과 남형을 정
당화할 수 없었지만 이른바 ‘현실’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30대 초반 김정국은 사헌부의 내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병조좌랑
김광철이 밀양현감으로 부임하자 전별시를 써 주었다.49) 1516년 밀양부
풍각현의 백성 박군효가 동네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난타살해한
일이 발생했다.50) 패륜으로 부는 현으로 강등되었고 부사 대신 현령이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병조관리였던 김광철은 文武를 겸전하였으므
로 밀양의 완악한 풍속을 교정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김정국은 선한
본성의 회복을 기대하는 시를 김광철에게 보냈다.51) 번다한 형벌은 도리
어 인심을 어지럽게 만들 뿐이니 백성의 선한 본성을 밝히라[明明德]는
김정국의 부탁과 달리 김광철은 남형을 일삼다가 파직되었다. 사람을 고
문하다가 죽게 하여 최하의 고과를 받았던 것이다.52) 이후 평양에 부임
했던 김광철은 또다시 杖刑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53)
김정국은 남형으로는 근본적으로 정의를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억울한
자들만 늘어난다고 보았다. 전라감사 김당의 일화가 그러한 사례였다.
金瑭이 전라감사가 되었는데 도적이 성행했다. 이에 김당은 素餐人(할일
없이 노는 사람)을 모두 잡아들여 엄벌을 가해 도둑을 소탕하고자 했다.
그런데 素餐의 뜻을 몰랐던 무과출신의 사또가 아전에게 의미를 물었고
49) 『중종실록』 중종12년(1517) 윤12월 17일.
50)	『중종실록』 중종12년(1517) 12월 13일. 당시 김안국이 경상감사였으므로 김정국
은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51) 『(국역)사재집』, 78~79쪽.
52) 『중종실록』 중종24년(1529) 5월 2일.
53) 『중종실록』 중종24년(1529)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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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은 喪中人[素食]으로 잘못 알려주었다. 관내의 상복 입은 자를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어떤 사람이 김당을 기롱
했다. 도둑을 잡기는커녕 죄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아무 일도 못한
김당이야말로 진정한 ‘소찬인’으로 옥에 가두어야한다고 했다는 것이
다.54) 소찬을 잘못 이해하여 벌어진 우스개 이야기지만 김정국의 비판은
예리했다. 도둑이 성하자 놀고먹는 사람을 모두 엄벌하려는 태도야말로
문제였다.
김정국이 형벌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형벌의 남
발도 문제이지만 혹형은 더욱 문제였다. 김정국이 황해감사 시절 연안부
사였던 안팽수의 이야기다. 어떤 이가 良民을 도둑으로 誣告했다. 술에
취해있던 안팽수는 잡혀온 三父子를 아전에게 맡겨 취조토록 했다. 아전
은 이미 뇌물을 받은 터라 삼부자를 심하게 고문했다. 결국 삼부자는 모
두 죽고 말았다. 후일 예조참의를 제수 받아 귀경하려던 안팽수는 연안
부의 동헌에서 급사했다. 김정국은 혹형의 죗값을 치렀다고 논평했다.55)
당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지방관들은 교화를 難望으로 보
고 대신 형벌의 효과를 기대했다. 남형과 혹형은 문제이지만 지방의 호
강들과 무지한 백성들에게 교화보다 嚴刑이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1536
년 김정국의 나이 52세 때의 일이다. 그는 황해도 평산부사 이림에게 시
를 보내어 善政을 요구했다. 詩에서 김정국은 황해도에 여전히 도둑이
많은데다 이로 인해 가혹한 정치를 일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비판
했다.56)
엄형 대신에 교화를 강조했던 김정국의 기대와 달리 조선전기의 많은
지방관들은 금수와 같은 民俗을 형벌로 다스렸다. 다음에 살펴볼 김정국
54) 『(국역)사재집』, 569~570쪽.
55) 『(국역)사재집』, 573~574쪽.
56) 『(국역)사재집』,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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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警民編』 역시 勸善의 조목보다 懲惡의 구절이 더 많다. 그럼에도 기
본적으로 ‘교화’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정국은 15세기의 ‘嚴刑과 奸計의
정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었다.57) 물론 여전히 형벌의 효과에 대
한 기대감은 줄지 않았다. 때문에 정조는 『경민편』을 가리켜 『呂氏鄕約』
과 표리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즉 향약이 권선이라면 『경민편』은 징악의
방도라는 것이다. 그만큼 『경민편』을 교화보다는 형법서에 가깝게 이해
한 것이다. 나아가 정조는 ‘법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다스리
면 도리어 법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행할 뿐 효과는 적고 폐단만 늘어난
다.’고 비판했다.58) 교화가 핵심이었던 조선후기의 시선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경민편』은 15세기의 형정론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교
화 중심으로의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는 책이었다.59)

2. ‘讀法’의 전통과 『警民編』
주지하는 대로 『경민편』은 김정국이 34세에 황해도관찰사에 부임하면
서 지은 책이다. 당시 황해도의 民風은 김정국의 표현에 따르면 금수의

57)	김호, 「조선초기 『疑獄集』 간행과 ‘無冤’의 의지」, 『한국학연구』 41, 2016. 조선 초
에 간행되어 지방관들에게 배포되었던 이 책은 함정 수사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지방관은 살옥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속임수와
같은 수단과 방법상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6세기 중
반 이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기지와 계략]의 ‘허용범위’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옥집』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58) 『日得錄』 <文學>5 “蓋法非不善 而後世民僞日滋 因法生詐 則其蔑效而有弊”
59)	『경민편』은 그동안 주로 국어학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김해정, 「경민편언
해연구」, 『한국언어문학』 31, 1993 ; 여찬영, 「『경민편(언해)』 동경교대본과 규장
각본 연구-한문 원문 및 구결의 차이」, 『우리말글』 33, 2005 ; 이은규, 「경민편
(언해)의 어휘 연구」, 『언어과학연구』 35, 2005 ; 이은규, 「경민편(언해) 이본의
번역 내용 비교」, 『언어과학연구』 43, 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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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이었다. 아버지를 난타하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백성들과 경전의 구
두도 떼기 어려운 유생들이 쇠락한 향교를 차지하고 있었다. 향촌에는
사익에 골몰하는 호강들과 무지한 백성들로 가득했다.
그렇다고 엄형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다. 권선의 방법이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지만 남형은 그 효과가 빨라 보여도 억울한 자들만 늘어났다.
심지어 가르치지도 않고 처벌한다면 백성을 법의 그물망으로 밀어 넣는
꼴이었다. 이른바 ‘罔民’이다. 『맹자』에는 ‘백성을 그물질하는[罔民]’ 잘못
을 둘러싸고 양혜왕과 맹자의 대화가 자세하다. 善政을 묻는 양혜왕에게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서도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마음을 전일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군자라야 가능하다. 만일 백성들이 항산이 없으면 항
심이 사라지고, 진실로 恒心이 없으면 아무 짓이나 거리낄 바 없이 하거
나 사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자가 없다. 백성들에게 항산을 마련해주
지 않은 채 잘못을 처벌하려고만 한다면 이는 죄에 빠지도록 한 후 이를
뒤쫓아 잡아다가 형벌을 가하는 것이요 결국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罔
民]이니, 어찌하여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
하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맹자』의 핵심은 항심에 앞서 항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먹을거리
조차 없는 자들이라 오직 의식주에만 골몰하는 것이 소민들이었다. 그들
은 황해도의 이동처럼 죽을죄를 저지르고도 죄인 줄도 몰랐다. 이들을
엄형으로 다스린다한들 풍속에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사실 조선 초부터 백성들에게 律文을 알려 주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른바 ‘讀法令’이다. ‘讀法’은 원래 『周禮』 <地官司
徒>에 수록되어 있는 향촌 교화의 한 방법이었다. 四孟月 초하루에 백성
들을 모아 놓고 여러 금지 조항들을 읽어줌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였다. 특히 송대 司馬光이 전국적으로 독법을 확대하려했
던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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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역시 건국 초기부터 讀法令을 시행하고자 했다. 태종15년(1415
년) 형조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지 못하여 범죄에 빠지는 일이 많다고 판
단하고 『대명률』을 분류별로 발췌하여 서울의 五部와 지방에서 강론하도
록 건의했다.60) 선초부터 행해진 독법은 향촌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39년 세종은 死罪의 律文만이라도 초록하여
알려주어야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61) 15세기 말 성
종대에 이르러서도 향음주례와 더불어 독법의 전통을 복구하려는 시도
는 계속되었다.62) 16세기 이후 留鄕所의 복구와 더불어 鄕會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독법을 시행하는 것이었다.63) 독법은 향촌 교화의 주요
한 방법이었지만 율문과 같은 금지조항을 읽어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었다. 이에 16세기 중엽 이후 점차 鄕約과 병행하거나 향약으로 대체하
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16세기 초 김정국은 『경민편』을 통해 조선 초부터 치폐를 거듭하며 실
효를 거두지 못했던 독법의 전통을 부활하고자 했다. 그는 향촌교화를
위한 향약의 전면적 실시가 어렵다면 법령의 고지에 해당하는 독법을 시
행하여 교화의 방편으로 삼는 편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김
정국의 權道였다. 형벌과 교화의 조화가 필요했고 『경민편』은 현실을 고
려한 최선의 모델이었다.

刑과 法은 모두 先王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앞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처벌하고 죄수로 판결한다면 백성을 속인 것[罔
民]에 가깝지 않은가. 내가 외람되이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관

60)
61)
62)
63)

『태종실록』 태종15년(1415) 5월 6일.
『세종실록』 세종21년(1439) 11월 13일.
『성종실록』 성종10년(1479) 1월 22일.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慶尙道 醴泉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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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지역을 순시하고 백성의 풍속을 살피고 獄事를 판결할 때에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매한 백성이 인륜의 중요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법을 제정한 자세한 사
정을 알겠는가. 어리석은 백성들은 소경과 귀머거리와 같고 무지한 백성들은
오직 의식주에만 매달려 법을 어겨서 잘못에 빠져드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有司는 이에 법에 따라 백성을 잡아가두기를 마치 그물을 쳐서 날짐승을 잡
고 함정을 만들어 짐승을 잡는 듯이 하면 어떻게 백성을 개과천선시켜 죄에
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사람의 도리와
가장 관계되고 백성이 범하기 쉬운 일을 들어서 12조목으로 만들어 『警民編』
이라고 하였다. 간행해서 널리 배포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귀로 눈으로 익
혀서 만에 하나라도 악을 없애고 선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다.64)

『경민편』은 12조목의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65) <父母>를 시
작으로 <夫妻>, <兄弟姊妹>, <族親>, <鄰里>에 이르는 수신제가의 순서
에 따라 인륜을 가르치고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 이어서 <鬪歐>, <勤業>, <儲積>, <詐僞>, <犯姦>, <盜賊>, <殺人>,
<奴主>는 당시의 대표적인 범죄를 처벌하는 율문을 요약해 놓았다. 한마
디로 [敎]와 [法]을 쌍으로 제시하여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어길 경우 구
체적인 처벌을 적시한 형식이다. 가령 <부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권
선과 징악의 대구로 이루어져 있다.

[권선] 아버지는 하늘과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다. 수고롭게 나를 낳으시
고 부지런히 젖을 먹이시며 힘들고 고생스럽게 키워서 길러 내시니 부모의
64) 『(국역)사재집』, 431~422쪽.
65)	이하 『경민편』 12조의 구체적인 해설은 정호훈의 역주를 참고했다(정호훈 역,
『경민편-교화와 형벌의 이중주로 보는 조선 사회』, 아카넷, 2012 참조).

78

동국사학 63집(2017.12)

은혜와 덕은 하늘같이 끝이 없다. 조부모는 나의 부모를 낳으셨으니 부모와
다름없다. 이러므로 부모를 잘 섬겨 효도하고 온순히 하여 어긋나게 하지 않
으면 향리에서 善하다고 칭송하며, 나라에서도 선하다 하여 賞을 준다.
[징악] 조부모와 부모를 謀殺하면 陵遲處死하고, <조부모와 부모를> 歐
打하면 斬하고 <조부모와 부모를> 욕하면[詈罵] 絞刑에 처하고 <조부모와 부
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정성껏 봉양하지 않으면 杖一百에 처한다. 부모
를 고발하면[告訴] 중형에 처한다. 수절하는 繼母는 親母와 한가지이다.

특히 『대명률』 등을 참조하여 陵遲處死→斬刑→絞刑→杖一百으로 이
어지는 懲惡의 경중을 제시했다. 권선의 교화를 중시한다고 했지만 차라
리 주요 형률을 요약하여 알려주었다는 讀法의 전통에 가깝다.
사실 罔民의 본의는 항산 이후의 항심과 교화 이후의 처벌이라는 교
화 중심의 통치를 강조한 것이었다. 의식주를 해결한 이후에 비로소 인
간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으며 또한 인륜을 충분히 알고 있은 다음이라
야 처벌도 가능하며 그 효과도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민편』은 죽을죄
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또 형량이 얼마나 무
거운 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를 告知하는데 가까웠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도리를 강조한 <夫妻>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부부의 화목을 강조한 내용보다는 갈등이 벌어졌을 때 처벌 내용이 자세
하기 때문이다. 먼저 남편을 謨殺하면 陵遲處死이다. 남편을 歐打하면
杖一百이고,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형에 처했다. 죽였을 경우는 물론
참형에 처했다. 남편을 배신하면 杖一百이지만 이를 기화로 改嫁하면 교
형에 처한다고 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철저한 존중도 강조했다. 남편
의 祖父母와 父母를 歐打하면 참형이고, 욕을 해도 교형에 처해졌다. 고
소하면 杖百과 함께 徒役에 처했다. 다른 남자와 潛奸하면 杖90이지만
개가하면 죽음[교형]이었다. 물론 남편도 부인을 구타살해할 경우 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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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다고 했지만 여성이 지켜야할 조문이나 징벌에 비하면 턱없이 가
벼웠다. <兄弟姊妹>의 경우에도 재산 분쟁시 엄형을 강조하여 화목을 유
도했다. <鄰里>의 조목에도 患難相救를 강조하면서도 소민을 침범한 豪
民을 모두 ‘全家入居’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상의 수신제가와 鄕里의 항목에서는 그래도 교화의 내용이 우선되
었다. 하지만 <鬪歐>조 이하는 더욱 법령집에 가깝다. 태20에서 교형에
이르는 각종 처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범죄의 억제에 주
력했다.66) 이처럼 『경민편』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방도로서의 교
화서라기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의 공포를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했다. 농사에 근실하지 않은 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거나(<勤業>), 빌어
먹을지언정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식이었다(<盜賊>).
<殺人>조의 경우에도 대부분 謀殺과 같은 중범죄를 다루고 있다. 謀
殺의 경우 사주한 수범은 참형이고 實行한 자[下手]는 교형에 처했다. 하
지만 재물을 노린 모살이라면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斬刑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발’을 유도했다. 고발하지 않
으면 함께 처벌받는 방식이었다. 가령 타인을 저주하여 살해한 경우 참
형에 처했는데, 이러한 정황을 몰랐더라도 同居人을 유배형에 처함으로
써 ‘저주’행위를 고발하도록 유도했다.
이상 ‘謀殺’ 조항의 범죄는 대부분 참형이나 교형 등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었다. 타인을 속여 살해하거나[사지로 유인, 모살 등] 자신의 惡
66)	구체적으로 歐打는 笞二十, 상해를 입힌 경우 笞四十, 상투를 자른 경우[拔髮]
笞五十, 출혈이 심하면 杖八十, 이[齒] 한 개나 손발가락을 하나 부러뜨리거나,
한 눈[目]을 멀게 하거나 귀·코를 헐게 하거나, 더러운 오물을 입이나 코에 부
어 넣으면 杖一百이었다. 또한 이빨 두 개 이상을 손상시키거나 임산부를 구타
하여 아이가 유산되거나 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杖八十에 徒役에 처했다. 구
타 혹은 刺傷으로 불구[篤疾]가 된 경우 杖一百에 流三千里에 처했고, 사람을 죽
이면 교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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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을 은폐하려는 기도[독살, 저주, 사지 유인 등]에 대해 특히 엄형을 강
조함으로써 ‘犯意’의 싹을 제거하려고 했다.
당시의 엄형을 비판하고 교화를 강조하기 위해 책을 저술했다는 김정
국의 주장이 무색하리만큼 『경민편』에는 ‘형벌의 공포’에 기대어 향촌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상이 김정국이 생각한 교화의 이
상과 백성들의 현실을 고려한 ‘형벌과 교화의 조화처[權道]’였다. 엄형을
비판했지만 형벌이 주는 공포의 실효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형벌과 교화
의 조화라고 했지만 형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정국이 『경민
편』을 통해 제시했던 향촌 통치의 방도는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성리
학 이해가 깊어지고 교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수록 비판에 직면할 수밖
에 없었다.
16세기 이후 안동 權門은 『해동잡록』을 편찬하면서 『경민편』의 형벌
[법]은 삭제하고 교화 내용만을 수록했다. 또한 17세기 중반 간행된 『경
민편(언해)』에는 鄭澈의 訓民歌 16편이 증보되었다.67) 처벌의 조항을 삭
제하거나 교화를 강조한 내용들을 덧붙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8세
기 후반에 이르러 정조는 『경민편』을 <형벌의 두려움>에 기댄 책으로 비
판하고 이 책을 향촌에 배포하자는 수원 유생 禹夏永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68) 조선후기에 이르러 성리학의 이해가 심화되자 형벌의 위협에
기대는 통치방식에 대해 비판적 성찰도 함께 깊어졌다.69)

67)	정호훈, 「16,7세기 『警民編』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韓國思想史學』 26, 2006;
정호훈, 「조선후기 『警民編』의 再刊과 그 교육적 활용」, 『미래교육학연구』 20-2,
2007 참조.
68) 『일성록』 정조20년(1796) 4월 25일.
69)	『경민편』의 효과를 특별히 강조한 이는 소론계 학자 박세채이다. <형벌의 효과
에 대한 박세채의 기대>는 깊이 음미해볼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조
선후기 목민서류가 주로 소론이나 남인계 학자들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사실 또
한 의미심장하다. 다산은 無爲而治를 비판하고 作爲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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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정국 본인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의 법치에 비해 교
화의 중요성을 우선했다. 친구인 崔公瑾이 호남 長城으로 부임하자 罔民
으로 인한 형벌의 폐단을 우려한 전별시를 보냈다.

熟知黔首蠢如魚

누가 백성의 움직임이 물고기와 같음을 알리요

遇網驚奔盡室虛

그물을 만나면 놀라 달아나 모두 집을 비운다네

莫效惠文爲密目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자잘한 항목을 만들어

日陳敲榜事侵漁

날마다 매질하여 백성 괴롭히는 일 본받지 말라70)

아울러 1541년 그의 나이 57세 때는 더욱 德治를 강조했다. 尹思翼이
황해감사로 발령되자 이를 축하하는 송별시를 보낸 것이다. 김정국이
1518년 부임하여 1년 동안 황해감사를 역임했으니 그부터 24년이 흐른
뒤였다. 김정국은 매와 같은 맹렬함보다는 봉황의 덕이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독성이 강하여 효과가 빠른 약재보다는 은근하여 오랫동안
보신이 되는 복령이나 인삼의 효능이 더욱 크다고 충고했다. 수십년전
자신이 행한 1년 동안의 부족한 치적이 모두 사라졌다고 한 표현에서는
겸손함과 더불어 엄형 위주의 처벌이 가진 한계를 자인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71)

다. 하지만 작위[제도]의 효과만큼이나 도덕적 자율성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김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긍
섭의 정약용 비판」, 『한국실학연구』 32, 2016 참조).
70) 『(국역)사재집』, 219쪽.
71) 『(국역)사재집』, 42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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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맺음말

지금까지 김정국의 사상과 『경민편』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김
정국은 한마디로 주자학을 지향하되 事功의 실질을 강조한 학자였다. 그
가 보기에 원칙만을 고집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뜻은 높
지만 현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기묘 사림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는커녕 도리어 구세력의 복귀를 조장하기도 했다.
김정국은 道學의 이념에 깊이 동의하면서 신진 사류들과 연대했다.
그를 성리학자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면서도 김정국은
현실과의 타협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상은 현실에서만 구현될 수 있었기
에 그에게는 타협이 아닌 시의 적절한 최선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周禮』에 기초한 讀法을 시행하는 등 향촌 교화에
힘쓰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의 사족들과 유생들조차 구두를 떼지 못하는
수준에서 常賤을 포함한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김정국이 부
임한 황해도에는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죄인 줄을 몰랐던 아들이 살았다.
이들을 엄벌하고 사죄에 처한들 향촌의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勸善의 도리와 인륜의 무게만을 가르칠 수 없었다. 교화와 형벌의 절묘
한 時中이 요구되었다.
김정국은 『경민편』을 편찬하여 혹 사죄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범
죄를 백성들에게 고지했다. 讀法의 전통을 회복하여 율문을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당시 士林들에게는 향약을 통한 전면적인 교화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국은 罔民의 죄를 벗어나는 방
법으로 ‘警民’의 효과를 기대했다. 형벌의 두려움에 기댄 방법이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국은 『경민편』에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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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권선의 대목을 앞세우고 징악의 두려움을
뒤에 배열하여 교화가 근본임을 주장했다. 이처럼 『경민편』은 조선전기
엄형 위주의 향촌 통제책으로부터 16세기 이후 교화 중심의 향촌 통치로
의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실록』에 기술되어 있는 김정국의 졸기를 음미
해 보려고 한다. 그는 선을 좋아하되 지나치지 않았고 악을 미워하되 심
하지 않았으므로 기묘년에도 패한 것이 심하지 않았고 조정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의 죽음이 알려
지자 遠近과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애석해 하고 슬퍼했다는 것이다.72)
김정국의 ‘權道의 성리학’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김정국은 특별히 모나지 않은 태도로 인해 극단적인 至治主義 사림파
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權貴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김정국은 중종대의 험난한 정치 상황에서 권도를
유지한 채 사림들의 이상이 구현되길 바랐던 인물이었다. 『경민편』을 편
찬하면서도 그는 당시 향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讀法의 전통과 鄕約의 이
상이 조화되기를 구했다. 그러나 교화와 형벌의 시중을 강조하면서도 여
전히 형벌의 두려움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경민편』의 ‘權道’는 조선후기
에 이르러 敎化 우선의 ‘德主刑補’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2017.11.24 투고 / 2017.12.05 심사완료 / 2017.12.05 게재확정)

72) 『중종실록』 중종36년(1541)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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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eo-Confucian Scholar Kim Jeong-guk, Who Pursued

“Ways Allowed by Situa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Gyeongmin-pyeon

Kim, Ho
Kim Jeong-guk aspired to follow the teachings of Zhu-Xi, bu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ults(事功).” He was very critical of
the past in which sticking to principles led to dismal historical failures. He thought the people in the past paid too much a price, for trying to pursue their ideals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 He argued

that Jo Gwang-jo and other members of the Kimyo-year Sarim
group, who pursued radical reforms, not only failed to bring their po-

litical ideals to reality but invite the retribution of the Old power. Of
course, Kim Jeong-guk himself deeply agreed with the Dohak(道學,

Neo-Confucianism) studies, so he stood with the Gimyo Sarim group,
and that is why we should recognize him primarily as a Confucian

student. Yet he did not hesitate to compromise as well. In his eyes,

ideals should be realized in real life circumstances, so he deemed his

own choices not as mere copping out but the best possible way to
pursue considering the situation. For that, we can call him a Neo-

Confucian who also pursued ways that were allowed by the situation
surrounding him.

The Joseon dynasty, since its very foundation, had continued to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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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ning’ local regions through the institution of ‘Dokbeob(讀法).’
This institution, based upon dictations of 『Ju’rye(周禮)』, was essentially
a practice of arranging gatherings of people four times a year, and

read legal clauses to them so that the occasion itself would serve as a
reminder for them not to violate law or perpetrate crimes. Of course,

the level of literary knowledge of the local Sajok figures and Confu-

cian students were fairly low at the time, so fundamental enlightening
of the rest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all commoners and low-

borns(常賤), was not a task to be accomplished anytime soon. In the

Hwang’hae-do province where Kim Jeong-guk was sent, there was
even a son who killed his own father but was not aware that such action was indeed a crime. There was no point in executing people who
were that much oblivious to legal issues, as simply removing them

would not contribute to social enlightenment at all.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human obligations and morality was not the answer either. Leaders at the time had to walk the fine line between enlightenment and punishment.

Kim Jeong-guk, in Gyeongmin-pyeon (Helping the Public to Be

Aware) he authored, argued that a balanced approach to the issue of

enlightenment and punishment should be explored. He made abstracts of legal clauses covering all kinds of punishments (from execution to flogging), and informed the general population of them, essen-

tially resurrecting the “Dokbeob” tradition from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At the time, young Sarim(士林) figures felt that only a full-

scale enlightenment project targeting local areas would be the idealist
way. But Kim Jeong-guk turned his eyes to the “effects” that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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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by helping the public stay aware of legal issues, instead of

the idea of the so-called ‘fundamental enlightenment.’ Surely this was
a method that relied heavily upon the public’s fear of punishments,

but was also a realistic choice and alternative. And it was not like Kim

Jeong-guk emphasized only punishments in Gyeongmin-pyeon . He

also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enlightenment, as we can see
from the fact that he encouraged good deeds(勸善) first, and then later
warned people that wrongful actions would be punished. But in the
end, the focus was still upon letting the people know what kind of

crime could be punished by predetermined sentences. In short,

Gyeongmin-pyeon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for the penal

administration of Joseon, which did not hesitate to warn and harshly
punish the offenders in its early half, but turned more to the method
of enlightenment after the 16th centur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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