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翼의 書經 인식과 書經淺說 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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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儒學을 修己治人의 학문으로 규정할 때, 중국 古代의 聖王인 堯·舜과 三代 제왕들의 사적과
치적을 典·謨·訓·誓·命·誥 등 6가지 형식의 글로 기록해 놓은 書經 은 후대 정치 운영의
모범서이자 治人之學의 元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書經 에는 天命思想, 禪讓放伐, 民本, 賢良
의 擧用 등 역대 제왕들의 구체적인 정치가 수록되어 있어 정치사상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공해
1)1)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書經 의 성격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漢代 이래로 書經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중기 예종·인종대 경연에서 書經 이 교재로 사용되었는
데, 특히 洪範 · 無逸 · 說命 등 정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편들이 자주 강독되었
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權近이 書淺見錄 을 저술한 이래로 李滉, 李德弘, 金長生, 韓百謙 등이
2)

書經 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하지만 17세기 초까지의 書經 연구들은 대부분 書經 전체를
2)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라기보다는 저자의 관심 대상을 위주로 한 부분적인 연구에 그쳤다.
書經 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는 17세기 중·후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書經 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金文植, 1988 尙書 연구서를 중심으로 본 丁若鏞과 洪奭周의 政治思想 비교 韓國史論 20, 347면.
2) 조익 이전에 편찬된 조선 학자들의 書經 연구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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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특징은 書經 을 정치서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許穆의 書說 과 洪範說 ( 記言 권31),
尹 의 讀尙書 ( 白湖全書 권41), 李瀷의 書經秩序 등을 그 대표적 연구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영·정조대에 들어 書經 이 탕평의 이념을 제공해 주는 原典으로 주목받으면서,
3)3)

정치서로서의 書經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趙翼(1579~1655)의 書經淺說 은 17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정치서로서의
書經 연구의 선구이자 典型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익은 書經 의 내용 중에서 三代
의 제왕들과 신하들이 정치의 원칙에 관해 논의한 부분들만 선별하여 해설하였다. 특히 帝王學
의 측면에서 書經 에 접근하여 君主의 德目과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조익이 書經 을 ‘經世
學의 텍스트’로 인식하고 연구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書經淺說 은 조익의 書經 이해 및 그의 경세적 입장을 담고 있을 뿐만 아
니라, 17세기 중·후반 조선 학자들의 書經 이해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저술이다. 하지만 書經淺說 은 아직까지 연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그간 조익의 경세론이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그가 제시한 개혁안을 분석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그 이면에 있는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 경학사의 측면에서는 조익의 경학 저술이 주로 四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연
히 연구자들도 조익의 四書 이해를 연구하는 데 치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조익이 書經 을 어떤 책으로 인식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書經淺
說 을 지었는가를 살펴본 다음, 書經淺說 의 내용 분석을 통해 조익이 書經 에서 찾고자 했던
經世의 원칙과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書經 연구 경향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

저술명

주요 내용
書經 이해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기존 학설들을
權近
書淺見錄
검토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
書經 원문에서 다소 의심스럽고 난해한 구절을 뽑아서 해설하고 토를
李滉
書釋義
붙임.
고대 曆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 뒤에 洪範 의 皇極 및 五事에 관한
洪範月行九道
해석과 논의를 추록하였음.
李德弘
朞三百註吐
書集傳 을 대본으로 하여 堯典 의 ‘朞三百’에 토를 붙임.
璇璣玉衡註吐 書集傳 을 대본으로 하여 堯典 의 ‘璇璣玉衡’에 토를 붙임.
書集傳 을 대본으로 하여 堯典 에서 呂刑 까지 각 편별로 해석상의 문
金長生 經書때義-書傳
제가 되는 구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난家의 설을 검토·해석함
韓百謙
讀多方解
書經 周書 多方 에 대한 蘇軾의 견해를 비판. 일종의 史論
전거: 韓國經學資料集成 書經篇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 金文植, 앞의 논문, 350~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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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趙翼의 書經 인식과 書經淺說 의 성격
조익은 20세 이전과 이후에 서로 다른 학문 경향을 보였다. 浦渚先生年譜 (이하 年譜 )에
따르면 조익은 20세 이전까지는 문장 공부를 위주로 하면서 音律·象數·卜筮·禪家書 등 다양
한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였고 兵書에도 조예가 깊었지만, 20세 이후에는 四書와 近思錄 · 朱
4)

子書節要 등의 性理書를 중심으로 經學과 性理學 연구에 몰두했다고 한다. 하지만 年譜 외
4)

에는 다른 어떤 자료에도 조익의 학문경향 변화와 관련된 기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가 어떤 계
기로 인해 문장 공부를 중단하고 성리학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또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
20세 이후의 학문 활동에서 조익이 특히 중시했고 일생동안 연구에 전념했던 대상은 四書였
다. 조익은 四書가 학문의 방법과 학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功業, 즉 致知·力行·治心·修
身·應事·接物의 法과 爲國·治民의 道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
5)

는다고 하였다. 또 조익은 四書와 五經은 모두 聖人의 책이지만 ‘學者의 用力’이라는 측면에서
5)

본다면 四書가 五經보다 더욱 절실하며, 따라서 정력이 부족하거나 혹 나이가 많이 든 후에 학
6)

문을 시작한 자는 四書만 읽어도 좋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익은 聖人을 배우
6)

기 위한 학문의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四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익은 이처럼 四書를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五經을 전혀 도외시한 것
은 아니었다. 그는 開惑淺說 에서,
四書에서 얻은 바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五經으로 가야 한다. 五經은 옛 성인들이 남긴 책이니

4) 浦渚先生年譜 권1, 年譜 (尹拯 著) [ 浦渚全集 (上) (보경문화사, 1989), 643면-AB]
5) 浦渚集 권21, 中庸困得後說 上 “其專論爲學用功 所以致知·力行·治心·修身·應事·接物之法 及爲
國治民之道 則唯四書爲然也.”
6) 위의 글, “夫五經四書 俱是聖人之書也 則俱是爲學者之恒業也 然其專論學者用功 唯四書爲然也 則此在學者
尤爲切也.……若精力不足 或時過而後學者 雖只讀四書 可也.”
四書를 중시하는 조익의 학문경향은 그의 연구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어, 그는 30대 초반부터 생의 마지
막에 이르기까지 四書 연구에 전념하여 여러 저술을 남겼다. 조익의 四書 연구 저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經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趙翼의 저술 (저작연도)
大學困得
大學私覽(1606)
大學困得後說 大學困得後說 下
(1611→1614→1616→1618
大學略說(1609)
上·中 (1638)
(1653)
→1622→1638)
論語淺說(1615)
學孟篇(1601)
孟子分類淺說(1615)
孟子淺說(1639)
中庸困得(1615)
中庸困得後說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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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의 原本이다. 그러므로 비록 道를 아는 功을 四書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五經을 읽지 않으면 그
아는 바가 오히려 넓지 못하며 의리가 오히려 창달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더욱 五經에 힘써서 차례
7)
로 읽어야 한다. 7)

라고 하여, 五經 또한 옛 성인의 저작임을 인정하였으며, 五經까지 공부해야 학문이 완전해진다
고 주장하였다. 또 道村雜錄 에서도 조익은 “五經은 학자가 덕을 이루고 국가가 정치를 행하는
8)

大法이라고 할 것이니, 五經이 宇宙에 있는 것은 마치 日月이 天地에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
여 五經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조익은 四書와 함께 五經 연구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8)

五經 중에서 조익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경서가 書經 이다. 이는 그가 남긴 경학 저
술들을 통해 확인되는데, 즉 조익은 五經에 관한 연구서로 書經淺說 (1639년)과 易象槪略
(1640년)을 지었을 뿐 나머지 詩經 · 春秋 · 禮記 에 대한 저술은 남기지 않았다. 또 易象槪
略 은 분량이 상당히 짧고 일정한 체재 없이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반면, 書經淺說 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四書 연구서들과 동일한 체재를 갖추고 있으며 내용도 상당
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익의 五經 연구는 사실상 書經 에 집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年譜 에 따르면 조익은 15세 때인 1593년에 公州에 가서 書經 을 공부했다고 한다. 年譜
에는 조익이 당시 공주에서 누구에게 書經 을 배웠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조익이
書經 을 공부하면서 朞三百 · 璇璣玉衡 등의 주석을 막힘없이 읽었고 洪範 을 모방하여
彛範 이라는 글을 지었다는 年譜 의 기록은 조익이 본격적인 경학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9)

書經 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익의 書經 연구는 바로 이와 같
9)

은 소년기의 학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익은 書經 을 어떤 성격의 책으로 인식했을까? 書經淺說序 는 그에 대한 해답
을 잘 보여준다.
이 經( 書經 )에는 堯·舜에서 周公·召公에 이르기까지의 말과 일이 모두 실려 있으니, 지금 周
公·召公 이전의 성인들의 말과 일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經에 있을 뿐이다. 그런즉 이 經이
어찌 만세에 道를 행하는 原本이 아니겠는가?10)10)
7) 浦渚集 권20, 開惑淺說 “四書有得而後 乃及於五經 夫五經 古昔聖人遺籍 乃義理之原本也. 故知道之
功 雖已得之於四書 若不讀五經 則所識猶不博 義理猶不暢達 故又必致力於五經.”
8) 浦渚集 권24, 道村雜錄 上 “五經者 學者所以成德 國家所以爲治之大法也 五經之在宇宙 如日月之在天
地也.”
9) 浦渚先生年譜 권1, 年譜 (尹拯 著) “二十一年癸巳 先生十五歲 ○ 往住公州 讀書經 朞三百·璇璣玉衡
註說 皆通曉無疑 난老儒皆服 又倣洪範 著書以敍人倫 名曰彛範.”[ 浦渚全集 (上) , 642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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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조익은 오직 書經 을 통해서만 上古時代 聖人들의 언행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書經 에 수록된 상고시대 聖人의 언행 중 조익이 주목한 것은 바로 ‘君臣
간에 서로 修德·爲治의 방도를 논한 것’, 곧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書經 의 내용 중 단지 한 시기의 命令·事爲를 기록한 부분은 그 의미가 본래 깊지 않아서 前
人들이 해설한 것 외에 다시 말할 만한 남은 뜻이 없다. 오직 君臣 간에 서로 修德·爲治의 방도를
논한 것은 그 의미가 무궁하여 비록 前人들이 해설을 하였지만 오히려 미진한 것이 있는 듯하다.
내가 해설하려는 것은 오직 이와 같은 것뿐이다.11)11)

즉 조익은 書經 을 통해 옛 성인들의 정치 운영의 근본 원칙과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모범
으로 삼아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조익이 書經 의 경세학
적 가치에 주목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조익은 書經 을 경세학의 텍스트로 인식했다고 할 수
12)12)

있다.

이상과 같은 조익의 書經 인식은 書經淺說 저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위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조익은 書經淺說 에서 書經 전체를 해설한 것이 아니라 ‘군신 간에 修德·爲治의
방도를 논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조익은 書經淺說 에서 자신이 해
설한 내용들은 모두 上世 성인들이 德과 정치를 논한 정미한 말들로서, 書經 중의 精要라고
하였다.13) 이는 조익이 書經 연구의 핵심을 三代 제왕들의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經世學
13)

으로 인식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書經淺說 은 그러한 인식의 기반위에서 수행된 書經 연구
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書經淺說 에는 조익의 경세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익은 書經淺說 을 저술하기 전에 이미 大學困得 을 통해 자신의 경세론을 피력한
바가 있다. 大學困得 에서 조익은 ‘백성들과 好惡를 같이하는 것’을 治國의 요체로 규정한 다음,
통치자가 백성들과 好惡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私欲을 제거하는 誠意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가 誠意 공부를 治國·平天下의 성패를 결정짓는 經世의 출발점으로 인식했

10) 書經淺說 卷首, 書經淺說序 “此經 自堯舜至周召之言與事 俱載焉. 於今 得備見周召以上聖人之言與事
唯在此一經 然則 此經 豈非萬世爲道之原本乎.”[ 浦渚全集 (下) 313면-A]
11) 위의 글, “書中所言 如只記一時命令事爲者 其意本不深 前人所說之外 更無餘意可言. 唯君臣之間 相與論
修德爲治之方者 其意味無窮 前人雖說之 猶似有不盡者. 區區所說 只在此等處耳.”[ 浦渚全集 (下) 313면
-C]
12) 조익은 1637년에 지은 開惑淺說 에서도 “ 詩經 과 書經 에 기록된 바는 진실로 聖人의 格言으로 德
을 닦고 다스림을 이루는 방도이니 만세의 법이 될 만 하다(詩書所載 固有聖人格言 論修德致治之道 可
以爲萬世法者矣).”라고 하였다( 浦渚集 권20, 開惑淺說 ). 이 역시 조익이 書經 의 경세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13) 書經淺說 卷首, 書經淺說序 “然其所說 皆是上世聖人 論德論治精要之語 實書中精要也.”[ 浦渚全集
(下) 313면-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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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또 조익은 ‘用人’과 ‘處財’를 經世의 핵심 요소로 상정하고, 각각의 구체적 방법으
로 ‘賦役을 가볍게 하는 것’과 ‘君子의 등용’을 제시하였다.14)14)
조익이 大學困得 에서 정리한 경세의 원칙들은 書經淺說 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본
고 4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겠지만, 조익이 書經淺說 에서 제시한 경세론은 ① 君德의 涵養, ②
人才의 登用, ③ 安民의 실현 등의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大學困得 에서
제시한 원칙인 ① 誠意 공부를 통한 私欲 제거, ② 用人, ③ 處財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조익이 이미 大學困得 에서 제시한 자신의 경세적 입장을 書經淺說 을 통해 다
시 한번 재천명한 이유, 즉 大學困得 과 차별되는 書經淺說 의 성격은 무엇일까?
첫째, 書經淺說 은 大學困得 에 비해 군주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書經淺說 에서
조익은 ‘君德의 함양’, 즉 군주가 至誠大德을 갖추는 것을 경세의 근본으로 제시하였으며, 人才의
등용 및 安民의 실현에 관한 내용도 군주를 주체로 하여 서술하였다.15) 이는 조익이 처음부터
15)

통치 주체로서의 국왕을 염두에 두고 書經淺說 을 지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조익은 1649년
16)

재출사 직후 書經淺說 을 인조에게 올리고자 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1655년(효종
16)

6)에 이르러 효종에게 書經淺說 을 바쳤다.17) 이렇게 볼 때 조익의 書經淺說 은 일종의 ‘帝王
17)

18)18)

學 교과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書經淺說 에는 經世의 방법론, 즉 用人과 安民에 관한 내용이 大學困得 보다 구체화되
어 있다. 예를 들어 用人에 관해 大學困得 에서는 ‘君子의 등용과 小人의 근절’이라는 원칙론의
19)

수준에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19)

書經淺說 에서는 用人의 기준으로 九德과 학문적 능력이 제시

되었고, 또 한번 임명한 후에는 전적으로 맡기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專任’의 원리가 강조되
어 大學困得 보다 훨씬 구체성을 띠고 있다.20) 이처럼 書經淺說 이 경세의 방법론에서 이전보
20)

다 구체성을 갖게 된 데에는 조익의 관료 활동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24세 때인 1602년(선조 35)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 조익이 실무 관료로서
14)
15)
16)
17)
18)

姜文植, 2009 趙翼의 大學 연구와 大學困得 의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49.
본고 4장을 참조.
浦渚集 권6, 擬進書經淺說疏
浦渚集 권7, 進書經淺說疏-乙未
조익은 書經淺說 을 편찬하기 이전부터 제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623년 재출사 후 이조좌랑에
임명되었던 조익은 輪對에서 “전하의 성스러운 지혜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만, 자
질의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학문의 유익함은 한계가 없습니다. 漢唐 이하의 임금 중에 자질이
아름다워서 치적을 이룬 자도 있지만 三代의 정치에는 미칠 수 없었으니, 이는 帝王의 학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三代 이전의 정치로 자신의 목표를 삼으소서.”라고 하여 인조에게 제
왕학의 수련에 힘쓸 것을 건의하였다[ 浦渚先生年譜 권1, 年譜 (尹拯 著), 浦渚全集 (上) 646면-A].
조익이 書經淺說 에서 三代 군주들을 모델로 하여 군주의 역할을 정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왕학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 姜文植, 앞의 논문(2009), 125면
20) 본고 4장 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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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장 적극적으로 활약한 시기는 인조반정 이후 재출사한 1623년부터 1637년까지였다.

21)

이 시기

에 조익은 吏曹·禮曹·承政院·司憲府·司諫院 등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또 李元翼
22)

과 함께 大同法의 확대 실시를 주도하였으며,
23)

렸다.

23)

22)

1634년에는 科擧制 개혁안을 제시한 箚子를 올

그리고 1627년과 1636년에는 後金(淸)의 침략에 대비할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는 등 국
24)24)

방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상과 같이 조익은 1639년 書經淺說 을 저술하기 이전 10여 년 동안 실무 관료로 활동했으
며, 당시의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 현
장의 경험은 書經淺說 의 저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書經淺說 에서
정리된 조익의 경세론은 大學困得 에서 수립된 경세의 원칙 위에 관료 활동의 경험이 더해지면
서 이전보다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書經淺說 의 체재와 내용구성
書經淺說 은 서두에는 앞 장에서 검토했던 書經淺說序 외에도 본서의 편찬 원칙을 서술한
凡例 가 수록되어 있다.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凡例 에서 조익은 자신의 書經 해설 원
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무릇 文字·記事는 단지 事跡만 기록할 뿐 깊은 뜻이 없어서 진실로 그 文을 해석하면 다시 남
은 뜻이 없으니, 이런 까닭에 前人이 해석한 것 외에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오직 言論은 다소 義理
가 있어 그 뜻이 깊고 정미하므로, 前賢들이 비록 해설했지만 오히려 혹 다시 해설할 만한 것이 있

21) 조익은 1602년 문과 급제 후 관직생활 초기에는 주로 承文院·成均館·侍講院·弘文館 등 학술 기관에
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행정 실무를 담당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후 조익은 이이첨 등 大北 세력의 廢
母 논의에 반발하여 1613년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서 경기도 광주, 충청도 신창 등지에서 10년간 은거하
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재출사한 조익은 10여 년간 관료 생활을 하다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호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1637년 파직되었다. 파직 후 조익은 충
천도 신창으로 낙향하여 1648년까지 이 곳에서 거주하였다(姜文植, 2007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
類 편찬의 의의 韓國文化 39, 101~103면).
22) 조성을, 1992 17세기 전반 서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79-80면
23) 仁祖實錄 권29, 仁祖 12년 1월 庚戌條 : 浦渚集 권11, 論變通科擧講經箚
浦渚先生年譜 와 浦渚集 에는 조익이 이 箚子를 癸酉年(1633년)에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仁祖
實錄 에는 이듬해인 1634년(인조 12) 1월에 箚子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24) 浦渚集 권3, 論平山城守疏 : 권11, 因求言條陳固邊備改弊政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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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여기에서 해설한 바는 모두 聖賢의 言論이다. 그런즉 여기에서 논한 바는 聖賢이 논한 修
德爲治의 道가 아님이 없다. 다만 二典은 記事의 글이지만 堯·舜이 천하를 다스린 始末을 종합해
서 기록했으니, 곧 唐虞爲治의 規模로 禹貢 · 甘誓 등과 같이 단지 한 때의 일만 기록한 글이
25)25)

아니다. 그런 까닭에 설명할 만한 남은 뜻이 있다.

위 인용문에서 조익은 書經 에서 聖賢들이 ‘修德爲治의 道’를 논한 부분만 해설하였고 일반
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은 해설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堯典 과 舜典 은 해설 대상에 포함했는데, 조익은 이에 대해 堯典 · 舜典 이 비록 記事의
글이지만 堯·舜의 치적을 기록되어 있는 ‘唐虞爲治의 規模’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조익은 “堯·舜·禹·湯王·文王·武王·皐陶·夔·伊尹·傅說·周公·召公 등이 논한 治道의
26)

精微한 말로서 이 논설 중에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라고 하여, 자신이 書經 중에서 治
26)

道를 논한 부분은 모두 망라하여 해설·정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례 의 언급은
書經 에 대한 조익의 궁극적 관심이 治道, 즉 經世의 원칙과 방법론을 발견하는 것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익은 書經 중에서 경세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설하였기 때문에 書經
58편 전체를 모두 해설한 것은 아니었다. 조익은 凡例 에서 書經 58편 중 29편을 해설하였
고, 그 중 한 편 전체를 해설한 것이 23편, 한 편의 내용 중 일부만 선별하여 해석한 것이 6편
27)

이라고 하였다.

27)

또 편 전체를 해설하거나 편 중에 논설한 부분이 많은 경우는 해당 편의 經文

전체를 수록했고, 한두 절만 해설한 경우는 해당 부분의 經文만 수록하였으며, 전편에 해설이 없
28)

는 경우는 단지 편명만 기록했다고 하였다.

28)

이어 조익은 해설을 붙인 편과 그렇지 않은 편들

을 분류하여 나열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5) 書經淺說 卷首, 凡例 “大凡文字記事者 只記事跡而無深意 苟解其文則更無餘意 以是前人所釋之外 更
無可說者. 惟言論有多少義理 其意深微 故前人雖說之 縷 猶或更有可說者. 今此所說 皆是聖賢言論也 然
則 此所說 無非聖賢所論修德爲治之道者也. 獨二典 是記事之文也 然摠記堯舜治天下之始末 乃唐虞爲治之
規模也 非如禹貢甘誓等篇 只記一時事者 故亦有餘意可說也.”[ 浦渚全集 (下) 314면-A·B]
26) 위의 글, “然堯·舜·禹·湯·文·武·皐·夔·伊·傅·周·召所論 治道精微之語 其不在此所說中者 殆
寡矣.”[ 浦渚全集 (下) 313면-D]
27) 위의 글, “全篇論說者 凡二十三篇……只說一兩節者 六篇……無說二十九篇.”[ 浦渚全集 (下) 314면-C]
28) 위의 글, “經文 全篇論說者 載全篇 一篇中所說多者 亦載全篇 只說一兩節者 只載所說篇 全篇無說者 只存
篇目.”[ 浦渚全集 (下) 314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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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書經淺說 의 해설 내역

全篇 해설 (23편)
부분 해설 (6편)
해설 없음 (29편)
堯典, 舜典, 大禹謨, 皐陶
虞書
謨, 益稷 (5편)
上卷
夏書
五子之歌 (1편) 禹貢, 甘誓, 胤征 (3편)
仲 之誥, 湯誥, 伊訓, 太
湯誓, 盤庚(上·中·下), 高宗
中卷 商書 甲(上·中·下), 咸有一德,
日, 西伯戡黎, 微子 (7편)
說命(上·中·下) (10편)
泰誓(中·下), 牧誓, 武成, 金 ,
大誥, 微子之命, 梓材, 洛誥, 多
洪範, 旅獒, 酒誥, 召誥, 無 泰誓上, 康誥, 君陳,
士, 君奭, 蔡仲之命, 多方, 康王
下卷 周書
逸, 立政, 周官, 秦誓 (8편) 顧命, 畢命 (5편)
之誥, 君牙, 命, 呂刑, 文侯之
命, 費誓 (19편)

한편 조익은 純典 에서 자신의 해설 방식에 대해 “지금 해설하는 것은 그 文을 해석하는 것
29)

이 아니라 그 意를 해설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즉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익이 書經淺
29)

說 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은 書經 에서 ‘經世의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었으므로, 經文의 字句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經文의 전반적인 뜻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의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 字句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고증적 해석보다는 경세적 의미를 설명하는
30)

데 치중하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經文에 담긴 철학적 이론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31)

통해 상고시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경우도 있다.

31)

30)

또 해설을

이밖에 四書에 등장하는 구절을 인
32)

용하여 書經 經文의 의미를 해석한 경우도 몇 차례 발견된다.

32)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

29) 書經淺說 卷上, <虞書> 舜典 “今所說 非釋其文 乃說其意也.”[ 浦渚全集 (下) 316면-D]
30) 湯誥 에서 性에 대해 논의한 내용[ 浦渚全集 (下) 333면-D/334면-A], 泰書 上 에서 천지로부터 만물
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 浦渚全集 (下) 350면-A~C] 등은 다른 해설들에 비해 이론적인 성격
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1) 周官 의 끝 부분에서 立政 · 周官 이 모두 成王 때의 글임에도 두 글에 나오는 관직명이 서로 다른
이유를 해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浦渚全集 (下) 371면-D/372면-A].
32) 書經淺說 에서 四書의 구절을 인용하여 書經 경문의 의미를 해석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篇名

書經 經文

仲 之誥 以義制事 以禮制心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
湯誥
有恒性 克綏厥猷惟后
伊訓
惟我商王 布昭聖武
顧命

爾無以釗冒貢于非幾

조익의 해설
非禮勿視聽言動 卽是以禮制心
中庸實本於此 上帝降衷 若有恒性 卽是天命之謂
性也 克綏 率性之謂道也 厥猷惟后 修道之謂敎也
聖武 如孟子所謂 大勇一怒而安天下也
無冒貢 不善初發 苟知其爲不善 卽禁絶之 不强進
也……此卽大學無自欺之事也

四書 전거
論語

顔淵

中庸 第一章
孟子 第二章
大學 經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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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五經보다 四書를 더 중시했고 자신의 연구와 저술도 四書에 더 치중되었던 조익의 학문
경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書經淺說 의 본문은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上·中·下 3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上卷은
<虞書>와 <夏書>, 中卷은 <商書>, 下卷은 <周書>를 다루고 있다. 書經淺說 각 편의 주요 내
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虞書
<虞書>는 조익이 강조한 경세의 원칙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書經 중 그가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다섯 편 모두를 전편 해설하였다. 堯典
에서는 聖人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安民의 성취’라는 경세적 측면에 있다는 점, 用人은 오직
善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舜典 에서는 순임금대에 官制
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사실을 서술하면서 安民을 위한 국정 운영에서 制度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大禹謨 에서는 安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正德·利用·厚生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刑政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그 요체가 ‘愼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
막에서는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정치의 근본은 心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
다. 皐陶謨 에서는 心學 공부를 통한 君德의 확충(迪德)이 모든 통치의 근본이 됨을 밝혔고, 이
어 ‘迪德→知人(用人)→安民→典禮→賞罰’을 국정 운영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益稷 에서는 국정
운영에서 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어 군주는 신하를 手足耳目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며
신하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⑵ 夏書
<夏書>에서는 五子之歌 에만 부분적 해설을 붙였을 뿐 나머지 편들에 대해서는 해설을 하지
않았다. 五子之歌 에서는 민심이 固結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離散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원론적 문제를 제기한 다음, 군주는 항상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반성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⑶ 商書
仲 之誥 에서는 君德 함양을 위해 ‘德日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 구체적인 방
법으로 ‘義로 일을 제어하고 禮로 마음을 제어할 것’을 주장하였다. 湯誥 에서는 군주의 직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이 내려 준 恒性의 德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正德
과 厚生이라고 하였다. 伊訓 에서는 선왕의 덕을 계승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愛敬과 三綱五常의
실천을 통한 人道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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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甲 에서는 德과 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太甲 上 에서는 군주가
근면·성찰을 통해 德을 밝히고 敬·儉을 통해 聖人의 修身致治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였고, 太
甲 中 에서는 昏迷한 舊習을 돌이켜 賢明한 德을 이룬 太甲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 太
甲 下 에서는 德의 有無에서 治亂이 나누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 ‘敬德’을 “敬을 지켜서 德
을 보존하는 것” 즉 ‘存德性’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太甲 전편을 통해 조익이 강조
한 핵심은 군주의 ‘明德’이고, 그 방법은 ‘敬’이라고 할 수 있다.
咸有一德 에서는 군주가 常德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善에 純一하며 과거의 不善을 고쳐
善으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常德=一德=新德’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說命 에서는 君德을
보좌하는 재상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상·중·하 전편에 걸쳐서 君德의 修否와 天下의 治
亂이 재상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고, 재상이 그 마음에 품은 바를 기탄없이 개진할 수 있을
때 君德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說命 下 에서는 군주의 학문에 대해
논하였는데, 즉 군주가 옛 성인의 古訓을 공부하여 체득할 때 덕이 닦이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
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⑷ 周書
泰誓 上 에서는 군주가 항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완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洪範 에서는 九疇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경세적 함의를 서술하
였다. 특히 조익은 五事·八政·皇極을 강조하여, 五事는 一身의 도리로 人道의 得失이 여기에
달려 있고, 八政은 백성을 인도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며, 皇極은 군주가 표준(極)을 세우고
만민이 이를 본받아 온 세상이 표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三德을 ‘治世
의 大權’으로 규정하고, 이 大權은 오직 군주만 주장해야 한다고 하여 군신간의 위계를 분명히
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旅獒 에서는 군주가 부지런히 덖을 닦아야 保民의 공을 이룰 수 있다
고 하여, 군주의 修德이 경세의 근본임을 강조하였다. 康誥 에서는 後代 왕들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三代 聖王들의 德과 功業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酒誥 에서
는 은나라 紂王의 사례를 통해 술의 해악에 대해 서술하였다.
召誥 에서는 군주의 天命 보존과 國家歷年의 長短은 군주의 敬德 여부에 달려 있음을 밝혔
고, 이어 敬德을 體, 保民을 用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주의 敬德이 선행될 때 保民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無逸 에서는 군주가 항상 백성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태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며, 또 충언을 청종하고 참언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立政 에서는 夏·殷代와 文王代의 인재 등용을 설명하면서, 어진 인
재를 선발하여 관리에 임명해야 하며, 임명한 후에는 전적으로 맡겨서 군주의 사사로운 뜻을 개
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周官 에서는 군주가 ‘制治保邦’하는 요체는 인재를

34·한국문화 47

얻어 관리에 임명하는 것과 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학문적 축적이 있어
是非를 공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에 임명할 것, 恭儉에 힘써 驕侈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君陳 에서는 ‘至治의 근본은 明德’이라고 하여 정치 운영에서 군주의 德이 갖는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顧命 에서는 밖으로 나타나는 威儀를 바르게 다스리며, 안으로 不善이 처음 생겨날
때 이를 억제하여 금하는 것이 聖賢의 治心修身하는 第一 要法임을 주장하였다. 畢命 에서는
사치와 방탕을 경계하였는데, 특히 世祿之家의 자손들은 그 富뉘로 인해 惡에 빠지기 쉽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聖賢의 古訓, 즉 德·義를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秦
誓 에서는 군자와 소인의 실상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군자를 발탁하여 그에게 전적으로 국정을
맡길 때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고 그를 통해 국가가 흥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書經淺說 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조익은 書經淺說 을 통해 중국 고대의
이상 군주와 신하들을 모델로 한 經世의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① 君德
의 涵養, ② 人才의 登用, ③ 安民의 실현 등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익의 입
장은 書經淺說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 세 단계의 내용
을 검토하여 書經淺說 에서 조익이 제시한 경세론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 書經淺說 에 나타난 趙翼의 經世論
1) 君德의 涵養: 德日新과 建極
33)

조익은 大禹謨 에서 “王者의 治化의 성대함은 모름지기 至誠大德으로 이루는 것” 이라고 하
33)

여, 군주가 ‘至誠大德’을 갖추는 것이 經世의 근본임을 천명하였다. 이어 조익은 皐陶謨 에서 군
주의 德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천하를 다스리는 도에 知人·安民보다 큰 것이 없고, 人君의 직분도 이 두 가지보다 큰 것은 없
다. 이 두 가지를 지극히 할 수 있으면 治道에 더할 것이 없다.……이 두 가지의 근본은 迪德이다.
그러므로 먼저 迪德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하였다. 그 차례로써 말하면 迪德이 가장 먼
저이고 知人이 그 다음이며 安民이 또 그 다음이다. 오직 迪德해야 능히 知人할 수 있고, 知人해야
33) 書經淺說 卷上, <虞書> 大禹謨 “盖王者治化之盛 須以至誠大德致之.”[ 浦渚全集 (下) 320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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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능히 安民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迪德은 곧 군주가 德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의 덕, 즉 君德이 함양되
어야 知人과 安民이라는 經世의 實事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익은 旅獒 에서도 “謹德의
35)

공은 保民으로 귀결될 따름” 라고 하여, 謹德이 선행돼야 保民의 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
35)

다. 이처럼 조익은 書經淺說 전편에 걸쳐서 君德이 經世의 요체가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
조하였다.
조익은 君德 함양의 방법으로 ‘德日新’을 제시하였다. 그는 仲 之誥 에서 ‘德日新’을 “善으로
나아가는 공을 면면히 그치지 않아서 그 善이 날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군주가 이를
36)

실천할 때 천하가 그에게 돌아온다고 하였다.

36)

군주의 純善을 요구하는 조익의 입장은 咸有一

德 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常’=‘一’=‘新’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즉 그는 天命의
거취와 국가의 존망은 德의 常·不常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다음,37)37)
常德과 一德은 같은 것이니 一은 곧 常으로 그 德이 純一不雜하여 間斷이 없는 것이다.……新은
옛 것을 고치는 것이니 예전의 不善을 고쳐서 善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二三은 新이 아니며
38)
오직 一德만이 新이다. 38)

라고 하여, 군주가 과거의 不善을 깨닫고 고쳐서 善으로 변화시키고 善에 純一하며 이와 같은
純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常德=一德=新德’의 경지를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 그는
仲 之誥 에서도 ‘義로써 일을 제어하고 禮로써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德日新의 일이라고 하였
다.39) 이상을 종합할 때, 조익은 군주가 그 마음과 행동을 한결같이 선하게 유지하여 조금의 不
39)

40)40)

善도 없도록 하는 ‘德日新’의 성취를 君德의 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34) 書經淺說 卷上, <虞書> 皐陶謨 “治天下之道 莫大於知人安民也 人君之職 亦莫大於此二者也. 能盡此
二者 則治道無以加矣……二者之本 則在於迪德 故先言迪德 而後言此二者也. 以其序言之 則迪德最先 知
人次之 安民又次之. 惟迪德 乃能知人 惟知人 乃能安民也.”[ 浦渚全集 (下) 325면-B·C]
35) 書經淺說 卷下, <周書> 旅獒 “通篇所言 謹德之功 其歸只是保民而已也.”[ 浦渚全集 (下) 357면-B]
36) 書經淺說 卷中, <商書> 仲 之誥 “德日新者 進善之功 勉勉不已 其善日高 故天下歸之.”[ 浦渚全集
(下) 333면-A]
37) 書經淺說 卷中, <商書> 咸有一德 "伊尹陳戒之辭 首言天命之去就 國之存亡 惟由於德之常不常 此一
篇之主意也."[ 浦渚全集 (下) 342면-A]
38) 위의 글, “盖常德一德一也 一卽是常也 謂其德純一不雜 又無間斷也.……盖新者 改舊之謂 改前之不善而爲
善也. 故二三非新也 惟一德乃新也.”[ 浦渚全集 (下) 342면-A·C]
39) 書經淺說 卷中, <商書> 仲 之誥 “正其義 不謀其利 明其道 不計其功 卽是以義制事也. 非禮勿視聽
言動 卽是以禮制心也. 如是則其內外隱顯 無非禮義之正 斯德昭而中建矣. 此德日新之事也.”[ 浦渚全集
(下) 333면-A]
40) 조익은 大禹謨 에서 “守己는 다스림의 근본”이라고 전제한 다음, 守己의 방법으로 道心을 위주로 人心
을 제어하여 마음에서 발하는 바가 한결같이 道心이 되도록 하는 ‘道心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書經淺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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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은 伊訓 에서, “人紀는 사람의 법도이니 三綱五常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닦는다는 것은
실천에 힘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법받게 하는 것이다.”41)라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德
41)

日新이 純善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天命이 부여한 性을 따르는 것이고, 性의 사회적 구
현은 바로 三綱五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군주의 德日新은 궁극적으로 三綱五常의 유교
적 윤리를 실천하고 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의 三綱五常 실천을 본받아 따르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의 실천을 따르게 한다는 점이
다. 조익은 洪範 에서,
皇極의 도는 人君이 위에서 표준을 세우고 만민은 아래에서 보고 따르는 것이니, 온 세상이 모
두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황극의 도이다.……極은 한결같이 바르게 하여 조금도 私意가 없
42)
는 것이니, 오직 군주가 그 표준을 세워야 백성이 그 표준을 따른다. 42)

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군주의 실천을 따른다는 것은 곧 군주가 표준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곧 皇極의 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조익이 생각하는, 군주의 德日新이
이르는 최종 단계는 ‘皇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익은 德의 닦임과 마음의 깨달음은 모두 학문을 지극히 해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
여, 군주의 德日新 실천과 皇極 수립을 위해서는 학문의 수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43)

였다.

43)

이때 조익은 군주가 익히고 체득해야 할 학문의 대상으로 古訓, 즉 옛 성인들의 修己治

人의 법을 제시하였다.
무릇 옛 성인들이 말한 修己治人의 법은 마땅히 배워야 할 바이니, 이른바 古訓이 이것이다.……
多聞은 진실로 학문을 하는 所以이다. 그러나 천하의 말을 널리 듣더라도 또한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옛 성인의 교훈을 들어야 진실로 얻는 바가 있다. ‘事不師古’ 이하는 옛 교훈을
44)
배우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44)
卷上, <虞書> 大禹謨 ( 浦渚全集 (下) 319면-D/323면-C·D)]. 여기에서 ‘守己’는 君德의 함양, 즉 德
日新과 같은 의미이고, ‘道心의 확충’은 禮·義로 마음과 일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볼 때, 君德에 대한 조익의 주장은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본 내용에서는 일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1) 書經淺說 卷中, <商書> 伊訓 “人紀 人之法度 如三綱五常 是也. 修之 謂勉於踐行 可使人爲法也.”[ 浦
渚全集 (下) 336면-C]
42) 書經淺說 卷下, <周書> 洪範 “皇極之道 人君建極于上 萬民灌法于下 擧一世皆歸於極 此皇極之道
也.……極者 一於正而無一毫私意之謂 惟皇作極 則民人法其極.”[ 浦渚全集 (下) 352면-D]
43) 書經淺說 卷中, <商書> 說命 下 “盖德之修心之悟 皆須學以致之 乃得易就 故又欲從事於學也.”[ 浦渚
全集 (下) 347면-A]
44) 위의 글, “凡古聖人所言 修己治人之法 皆所當學也. 所爲古訓 是也.……多聞 固所以爲學也 然泛聞天下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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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조익은 군주가 옛 聖王들이 人紀를 닦고 덕을 새롭게 하여 皇極을 세웠던 실
상을 배우고 본받아 실천해서 옛 성왕들과 같은 皇極을 세우는 것을 君德 함양의 실현 방법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2) 人才의 登用: 知人과 專任
조익은 大禹謨 에서 “守己 외에는 用人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45)라고 하였으며, 또 咸有一
45)

德 에서도,
이 편( 咸有一德 ) 전체에서는 一德을 말하였으나 유독 이 절에서는 用人을 말하였으니, (이는)
정치를 하는 道에서 君德을 제외하면 用人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任用得人 또한 一德
의 일이다.46)46)

라고 하여, ‘用人’을 君德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의 요체로 규정하였다. 또 그는 說命 中 에서
47)

“治亂의 나누임은 用人의 得失에 달려 있다.” 라고 하여, ‘得其人’, 즉 적합한 인재를 얻느냐 그
47)

렇지 못하느냐에 국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였다.
조익이 이처럼 ‘用人’을 중시한 이유는 군주가 함양한 德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는 책무가 관료들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唐虞의 다스림이 지극하게 된 것은 모두 신하들이 한 바이다. 비록 堯·舜 같은 성인이라도 신
하들이 아니면 능히 그 다스림을 이룰 수 없다. 임금에게 있어 신하의 중요함이 이와 같으며, 천하
를 다스림에 있어 신하의 시급함이 이와 같다.48)48)

즉 조익은 아무리 堯舜과 같이 덕이 높은 군주가 있더라고 관료들을 통하지 않으며 덕을 백
성들에게 베풀 방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익이 大禹謨 에서 “帝德이 비록 성대하여도
皐陶가 잘 봉행하지 못했으면 어찌 능히 법이 행해지고 백성이 교화되며 그 정치가 바라는 바와
49)

같이 되어서 風動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의 인식에서
49)

言 亦未必有益 唯聞古昔聖人之訓 乃眞有所獲也. 事不師古以下 言古訓之不可不學也.”[ 浦渚全集 (下)
347면-B]
45) 書經淺說 卷上, <虞書> 大禹謨 “守己之外 莫先於用人.”[ 浦渚全集 (下) 319면-D]
46) 書經淺說 卷中, <商書> 咸有一德 “通篇言一德 而獨此絶言用人 盖以爲治之道 君德之外 用人最爲重
也 而任用得人 亦一德之事也.”[ 浦渚全集 (下) 342면-C]
47) 書經淺說 卷中, <商書> 說命 中 “盖治亂之分 惟在於用人之得失.”[ 浦渚全集 (下) 345면-D]
48) 書經淺說 卷上, <虞書> 益稷 “唐虞之治 所以爲治之至者 盖臣之所爲也. 雖堯舜之聖 非臣則不能成其
治也. 臣之於君 其重如此 臣之於天下之治 其急如此.”[ 浦渚全集 (下) 328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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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것이다. 또 그는 周官 에서도
六卿이 안에서 인도하고 九牧이 밖에서 받들면 내외의 여러 관직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으니,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해지고 성취된다.50)50)

라고 하여 官僚들의 국정 운영이 安民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조익은 아무리 관직 체계가 잘 정비되었더라도 그 직분에 합당한 인재를 얻지 못하면
51)

그 관직은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51)

또 그는 君德의 실현이 전적으로

臣下들에게 달려 있다 만큼 君主는 臣下들을 자신의 手足耳目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52)52)
用人의 성패는 그 사람이 바른 인재인지를 가려내는 ‘知人’에 달려 있다. 조익은 立政 에서
“비록 善人이 등용되고 善政이 비록 행해지더라도 간사한 사람 하나가 그 사이에서 用事하면 善
人이 스스로 소원해지고 善政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53)라고 하여, 用人에서 인재를 구별해 내
53)

는 知人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조익이 書經淺說 에서 제시한 ‘知人’의 판
단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는 德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다. 조익은 皐陶謨 에서 九德의 의미에 대해 서술한
다음,
이것(九德)은 唐虞의 學校 교육이 성취한 바이다.……당시 用人은 모두 이것을 취하였다. 학교에
서 가르친 바도 이것이고, 사대부가 종사한 바도 이것이며, 조정에서 관인을 취할 때도 모두 이것
으로 하였다. 그런즉 唐虞의 治化를 이룩한 것은 이것이 그 實事이다.54)54)

49) 書經淺說 卷上, <虞書> 大禹謨 “帝德雖盛 非皐陶善於奉行 則安能使法行而民化 其治如其所欲 有風
動之休乎.”[ 浦渚全集 (下) 322면-C]
50) 書經淺說 卷下, <周書> 周官 “六卿倡之於內 九牧承之於外 則內外衆職 無不修治 天下之民 盖得므安
而成就矣.”[ 浦渚全集 (下) 370면-A]
51) 書經淺說 卷上, <虞書> 皐陶謨 “官必得人 能治其事 乃爲不曠. 若官非其人 則不能治其事 有官如無官
斯爲曠矣”[ 浦渚全集 (下) 326면-B·C]
52) 書經淺說 卷上, <虞書> 益稷 “股肱耳目 人之一身作用 皆以此也 四者一不備 則斯爲廢疾之人 而不得
有所作爲也. 故人於身體 無尺寸之不愛也. 臣之爲君使 如手足耳目之爲身使也 故無臣則不得爲治 如人手足
耳目之不備也. 苟視之爲手足耳目 則其愛惜而保護之 如不及焉.”[ 浦渚全集 (下) 328면-C]
53) 書經淺說 卷下, <周書> 立政 “盖善人雖用 善政雖行 一有 人 用事於其間 則善人自疎 善政自墜 邦
家以之敗亡.”[ 浦渚全集 (下) 367면-D/368-A]
54) 書經淺說 卷上, <虞書> 皐陶謨 “此乃唐虞學校敎育之所成娶也……當時用人 盖取此也. 夫學敎之所敎
者 以此也 士大夫之所從事者 以此也 朝廷官人之所取者 皆以此也. 然則唐虞治化之所由致者 此其實事也.”
[ 浦渚全集 (下) 326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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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삼대에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되었던 것은 德을 갖춘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기 때문이
며, 따라서 德의 성취 여부가 관료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조익은 관료의 德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직 안으로 그 實德에 결함이 없는 까닭에 그 조정에 섰을 때의 儀表가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
는 바가 되니, 백관들이 공경하고 다스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所以이다.55)55)

여기에서 조익은 관료가 덕을 갖추어야만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이는 조익이 관료의 덕성 함양 또한 군주의 덕과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라
고 생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둘째는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는 周官 에서 “반드시 학문의 공이
있어서 是非·當否를 밝게 알아 의심이 없도록 한 후에야 그 일을 행함이 간략하고 절실해진
다.”56)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 관인들은 반드시 학자를 취하였다고 하여, 학문적 능력이
56)

관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렇다면 조익은 관료가 갖추어야 할 학문적 능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書經淺說 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익의 다른 글들을 종합해 볼 때 조익이 가장
중시한 학문적 능력은 바로 經學이었다. 조익은 道村雜錄 에서 “사람의 식견은 經術을 통해서
57)

나오는 것” 이라고 규정한 다음,57)
사람의 知識과 行義는 모두 經術을 통해서 나온다. 經術이 있어야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行義가 있게 되며, 나아가 천하의 일에 대처하고 천하의 일을 성취하는 것도 모두 경술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경술이 없으면 義理를 알지 못하게 되니, 비록 心智가 開明한 자라고 하더라도 계
획하는 것이 단지 私智에 그칠 뿐이어서 끝내는 道에 합치되지 못하며, 비록 資稟이 선량하고 아름
다운 행실이 볼 만 하더라도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이요 시비 판단에 어두워 자기도 모
르는 사이에 불의한 지경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모두 경술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다.58)
58)

라고 하여, 經學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천하의 일에 대처하
55) 書經淺說 卷下, <周書> 畢命 “惟其實德 無缺於內 故其立朝儀表 爲人所信服也 所以百僚祗敬治效大
者也.”[ 浦渚全集 (下) 373면-A·B]
56) 書經淺說 卷下, <周書> 周官 “必有學問之功 於是非當否 瞭然無疑而後 其爲事簡切矣.”[ 浦渚全集
(下) 370면-D]
57) 浦渚集 권24, 道村雜錄 上 “人之識見 由經術而生.”
58) 위의 글, “人之知識行義 皆由經術而生 蓋有經術 乃有知識 有知識 乃有行義 至於處天下之事 成天下之務
皆由經術而得之. 若無經術 則不知義理 雖心智開明者 其所計慮 只是私智而已 終不能合於道. 雖資稟良善
有美行可觀者 不能處事 亦有暗於是非 不自知其받於非義者 皆無經術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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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하의 일을 성취하는 것도 모두 經術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을 볼 때, 書經淺說 에서
조익이 관료 선발의 기준으로 제시한 ‘학문적 능력’은 곧 經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9)59)
한편, 用人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익은 강조한 또 하나의 내용은 ‘專任’이다. 조익은 立政 에
서 “文王은 三宅에 대해 그 현명함을 밝게 알아서 맡겼고, 일단 맡긴 후에는 전적으로 위임하여
자신의 뜻으로 간섭하지 않았다.”60)라고 하여 관료를 임명한 후에는 그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
60)

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즉 비록 賢者를 임용했더라도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군주의 뜻
을 개입시키게 되면 賢者는 군주의 간섭에 구속되어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을 자유롭게 다 베풀
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賢者를 등용한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61) 이처럼 조익은 인재 등
61)

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知人’을 통해 賢者를 선발한 후에 ‘專任’, 즉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하며, 그렇게 할 때 盛治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安民의 실현: 利用·厚生·正德
조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迪德이 가장 먼저이고 知人이 그 다음이고 安民이 또 그 다
음”이라고 하여, 군주가 덕을 함양하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한 다음에는 安民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익에게 있어서 安民의 실현은 經世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조익은 安民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正德’·‘利用’·‘厚生’을 제시하였다.
正德·利用·厚生 세 가지는 人事가 하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 있어야 할 바를 얻게 하는 것이
다.……利用은 기물이 갖추어진 것이고 厚生은 의식이 풍족한 것이니 그 生養에 지극하다. 그러나
만일 德을 잃어서 부정하면 人欲이 熾盛하여 禽獸에 빠져서 禍難이 서로 이르므로 그 生養을 보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르쳐서 바르게 한 후에야 윤리가 밝아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며 각
각 그 분수를 얻어서 서로 편안하고 즐거워진다.62)62)
59) 조익이 관료 선발의 기준으로 학문적 능력, 특히 經學을 강조한 것은 그의 과거제 및 교육제 개혁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제 개혁론은 經學 진흥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었다.
즉 조익은 “우리나라 儒士들은 모두 經學을 알지 못한다(我國儒士 皆不知經學).”[ 浦渚集 권24, 道村雜
錄 上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과거의 강경 시험을 背講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背講을 하
면서 한 글자라도 잘못 외우거나 吐와 해석이 현재 통용되는 印本과 틀리면 모두 낙제시키기 때문에 선
비들이 모두 音이나 吐만 입에 익숙하게 하려고 하면서 항상 글자 하나, 吐 한 구절이라도 틀리지 않을
까 염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말 중요한 글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익은 背講의
폐단을 극복하여 經學에 밝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背
講의 대안으로 臨講의 실시를 주장하였다[姜文植, 앞의 논문(2007), 128-129면].
60) 書經淺說 卷下, <周書> 立政 “文王於三宅 明知其賢而任之 旣任之後 則專委之 不以己意干之也.”[ 浦
渚全集 (下) 367면-A·B]
61) 위의 글, “立政一篇之意……其要只是三宅皆得其人 而專委任之耳.……雖得賢人任之 若任之不專 使不得自
由 從君之令 而敎玉人彫琢 則賢者不得有所展布 而無益於用賢矣.[ 浦渚全集 (下) 368면-B·C]
62) 書經淺說 卷上, <虞書> 大禹謨 “正德移用厚生三者 乃人事之所爲 所以使人得其所者也.……利用則器

趙翼의 書經 인식과 書經淺說 의 특징·41

위 인용문에서 利用과 厚生은 民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正德은 民을 교화하여 가정
과 사회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익은 일의 순서로는 ‘利用·厚生→正德’이지
만, 일의 경중으로 볼 때는 ‘正德’이 가장 중요하고 ‘利用·厚生’은 그 다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곧 安民을 위해서는 利用·厚生의 경제적인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敎化가 결여되면 사람들이 항상된 덕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제적 성취마저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조익은 書經淺說 에서 민의 경제생활 보장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먼저 舜典 에서 조익은 舜임금 때에 추진된 設官分職, 즉 官制 정비의 내용을 해
설하면서,
九官은 가장 중한 것을 우선한다. 그 다음은 稷이고 다음은 司徒이고 그 다음은 士三이니, 모두
지극히 중한 직책이다. 食을 가장 먼저 하고 敎를 그 다음에 하고 刑이 또 그 다음이니 또한 순서
에 따라서 명한 것이다.63)63)

라고 하여, 제도 정비에 있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 洪範 에서 ‘八政’을 해설할 때에도,
食과 貨는 살아있는 사람을 기르는 바요 祀는 귀신을 섬기는 바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온전히
보호한 후에 귀신을 섬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제사가 貨 다음에 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이다.64)64)

라고 하여, 八政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조익은
경제생활의 보장을 통한 민생의 안정을 ‘安民’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였다.65)65)
조익은 경제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正德을 통해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正德의 실현은 앞서 본 君德의 함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앞서 보았듯이 조익은 군
物備 厚生則衣食饒 其於生養盡矣. 年若其德失而不正 則人欲熾盛 淪於禽獸 禍難相尋 不得保其生養矣 故
必敎以正之而後 倫理明而風俗美 各得其分 相安相樂矣.”[ 浦渚全集 (下) 320면-D]
63) 書經淺說 卷上, <虞書> 舜典 “九官者 此先其最重者也 次稷 次司徒 次士三者 皆極重其職 以食爲先
敎次之 刑又次之 亦以序而命也.”[ 浦渚全集 (下) 318면-C]
64) 書經淺說 卷下, <周書> 洪範 “食貨所以養生人 祀所以享鬼神 生人全保而後 可以享鬼神 故祀次於貨
三者 人之最急也.”[ 浦渚全集 (下) 352면-B·C]
65) 조익이 1623년 재출사 이후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大同法의 확대 실
시였다는 점은 民의 경제생활 안정을 安民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그의 경세적 입장과 부합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익의 大同法 실시 주장 및 그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
조. 金容欽, 2001, 浦渚 趙翼의 學問觀과 經世論의 性格 한국 실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연구회 편,
경인문화사) : 趙誠乙, 2007 浦渚 趙翼의 改革思想 韓國實學硏究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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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스스로 德을 닦아 民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군주가 民의 표준
이 된다는 것은 民이 군주의 修身, 즉 三綱五常의 실천을 전범으로 삼아 따라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民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恒性의 德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正德이다. 이렇게 볼 때 民의 正德 실현은 결국 군주가 皇極을 세우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익은 正德의 실현이 근본적으로 皇極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뒷받
침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때 조익이 중시한 제도는 교육과 형정이었다. 앞의 舜
典 인용문에서 ‘食’ 다음에 ‘敎’와 ‘刑’을 제시한 것이나, 洪範 의 八政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司
徒’와 범죄를 금하는 ‘司寇’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과 형정을 통해 正德의 실현을 추구했던
66)

조익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6)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刑政에 대한 강

조이다.
조익은 舜典 에서 비록 요순과 같은 성인도 형벌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하여
67)

治國의 제도로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67)

이어 大禹謨 에서는 국정 운영에서 형벌이 중

요한 이유에 대해,
만일 형벌이 中하지 않아서 죄있는 사람이 벌을 면하고 죄없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인심이 복종
하지 않고 원망이 일어나니 나라가 이로 인하여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형벌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皐陶의 刑이 다스림에 도움이 된 것은 그 殺戮으로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여서가 아니
라 그 형이 반드시 죄있는 자에게 가해져서 조금도 남용되거나 왜곡됨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러므
68)
로 인심이 기쁘게 복종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68)

라고 하였다. 즉 刑政의 핵심은 공정한 형벌의 시행, 즉 ‘愼罰’에 있으며, ‘愼罰’이 구현될 때 인
심이 기쁘게 복종하면서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 ‘正德’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조익은 皐陶의 刑政을 가장 이상적인 刑政의 모델로 평가하였다.
한편 조익은 立政 에서 “兵은 暴亂을 금하는 바로 국가에서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69)

옛 사람이 이르기를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였다.” 라고 하
69)

66) 조익은 書經淺說 에서 교육을 통한 民의 正德을 강조했지만, 관료 활동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한 바는 없다. 즉 조익의 교육제 개혁론은 주로 관료 후보군으로서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成
均館과 四學·鄕校에서의 學制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對民 교육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언급
하지 않았다. 조익의 교육제 개혁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趙誠乙, 앞의 논문(2007), 39~42면을 참조.
67) 書經淺說 卷上, <虞書> 舜典 “又制爲刑罰上下輕重之法 可見刑罰乃治世之大務. 雖堯舜之聖 不可舍
此而爲治也.”[ 浦渚全集 (下) 317면-C]
68) 書經淺說 卷上, <虞書> 大禹謨 “若刑罰不中 有罪者得免 無罪者見罹 則人心不服 怨 興焉 國之所由
以亂也 刑其可不重乎. 皐陶之刑 所以輔治者 非其殺戮之威民也 惟其刑必加於有罪者 無一毫濫枉 故人心
悅服 自不犯于法耳.”[ 浦渚全集 (下) 321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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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 운영에서 軍政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연보 에 따르면 조익은
청년 시절 항상 난葛亮을 흠모하여 직접 兵法과 *略을 강구하였으며, 곽재우를 만나 병법에 대
70)

한 토론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한다.

70)

또 後金(淸)의 침입이 가시화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인 국방정
71)

책을 개진하는 등 일찍부터 軍政에 많은 관심을 피력하였다.

71)

따라서 조익이 書經淺說 에서 軍

政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그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조익이 생각하는 安民의 실현은 利用·厚生에서 출발하여 正德으로 최종
귀결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조익이 君德·用人과 같은 경세의 원칙·원리뿐만 아니라, 利用·
厚生·正德 등과 같은 구체적 방법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익이 인
조~효종대 실무 관료로 활동하면서 대동법 시행, 과거제 및 군제 개혁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던 경험들은 조익의 경세적 입장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정리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
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조익은 書經 을 통해 옛 聖人들의 정치 운영의 근본 원칙과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현실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경세학적 관점에서 書經 의 가치를 찾았다.
이에 따라 그의 書經 연구는 三代의 帝王들과 신하들이 ‘修德·爲治의 方法를 논한’ 내용들에
집중되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書經淺說 이다.
조익은 君主가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으로 君德·用人·安民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익은
‘君德’이 선행되어야 用人·安民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군주가 德을 함양하여 만민이 본
받고 따를 표준(極)을 세우는 것을 군주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조익은 신하가 없으면 군주의 德을 현실에서 구현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用人’의 중요성을

69) 書經淺說 卷下, <周書> 立政 “兵所以禁暴止亂 有國之不可廢者也 故古人云 天下雖安 忘戰必危.”[ 浦
渚全集 (下) 368면-A·B]
70) 浦渚全集 (下) 浦渚先生年譜 (尹拯 著) “常慕난葛武侯之爲人 講求兵法 論說*略 嘗與郭再祐論兵 郭
大驚服 謂人曰 東國無英雄 於今始見之云”[ 浦渚全集 (上) 643면-A]
71) 조익은 정묘호란이 발생한 이후인 1627년에 상소를 올려 平山山城을 수축하여 後金의 재침략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다( 浦渚集 권3, 論平山城守疏 ). 또 1636년 後金이 국호를 淸으로 바꾸고 조선에 君臣
의 禮를 요구해 왔을 때에도 箚子를 올려 斥和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淸의 침입에 대비할 방도를 진술하
였는데, 이 箚子에서 조익은 청의 침입에 대비하는 계책으로 ① 激衆心 ② 通下情 ③ 廣取士 曆 擇將才
⑤ 用土人 ⑥ 固城池 曉 便弓制 ⑧ 導民人 등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浦渚集 권11, 因求言條陳固邊備
改弊政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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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조익은 用人의 기준으로 덕성과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번 임명했으면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하며 군주의 私意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는 ‘專任’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조익은 ‘安民’의 실현을 국정 운영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다. 조익이 생각하는 安民은 利用·厚
生에서 출발하여 正德으로 최종 귀결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조익은 民의 경제생활 보장을 정
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다. 한편 조익은 利用·厚生을 성취한 후에 正德이 따르지 않는다
면 앞서 이룬 利用·厚生도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正德을 실현하기 위한 제
도로서 敎育과 刑政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趙翼, 書經, 書經淺說, 君德, 用人, 安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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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 Ik(趙翼)’s understanding of Book of Documents(書經)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o-gyeong Cheonseol(書經淺說)
72)

Kang, Moon-shik *
Cho Ik(趙翼) regarded Book of Documents(書經) as a textbook for politics,
especially for kings. So his study of Book of Documents was focused on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of governing the state which were done by governors
of Three Dynasties(三代). Cho Ik published a book contained the result of his
research of Book of Documents, named Seo-gyeong Cheonseol(書經淺說).
In Seo-gyeong Cheonseol, Cho Ik emphasized Lordly Virtue(君德), Bureaucratic
Recruitment(用人), and Security of the people(安民) as principles of governing the
state. Cho Ik thought that Lordly Virtue was the precondition of Bureaucratic
recruitment and Security of the people, so he presented the cultivating Lordly Virtue
as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kings had to do.
Cho Ik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ureaucratic Recruitment, because he
thought that a king could not embody his virtue in governing the state without
government officials. Cho Ik presented that moral nature and scholarship of
Confucian classics(經學) must be the standards for choice of government officials.
And he also asserted that if a king charged a government official with a certain
task, the king had to entrust him with full power and not to interfere with his own
personal opinion.
Cho Ik said that Security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governing the state. He thought that the first step of Security of the people was
economic enrichment and the last step was cultivating virtue of the people. So he
emphasized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people as the first task of national
administration. But he also said that if the virtue of the people were not cultivated,
the economic security could not be continued. And he presented education and
*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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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of punishment as the methods of cultivating virtue of the people

Key Words: Cho Ik, Book of Documents, Seo-gyeong Cheonseol, Lordly Virtue,
Bureaucratic Recruitment, Security of the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