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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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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경제야언, 우정규, 이이, 표절, 승정원일기
【요약문】우정규(禹禎圭; 1718-1791)가 지은 경제야언은 실학의 흐름을
보여 주는 문헌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제야언
의 본문이 모두 우정규의 독자적인 견해임을 전제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경제야언이 많은 곳에서 이이의 글을 표절하였음을 밝히고, 경제야언
과 우정규의 사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야언의 성립에 끼친 이
이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 확인된 사
실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야언 본문에서는 최소 28곳 이상의 이이 표절
사례가 나타난다. 2) 이 표절 사례는 대략 경제야언 전체의 원론에 해당
하는 1조에서 9조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3) 경제야언의 1조에서
8조까지의 제목 역시 이이가 여러 소에서 건의한 개선책의 항목들과 같거
나 비슷하다. 4) 경제야언에서 표절한 이이 원문의 출처는 ｢간원진시사
소｣(諫院陳時事疏), ｢만언봉사｣(萬言封事), ｢옥당진시폐소｣(玉堂陳時弊疏), ｢응
지론사소｣(應旨論事疏) 등이 가장 많다. 5) 우정규는 18세기 경상우도(右道)
지역에서 이이의 학문적 영향을 받아 저술을 내놓은 것이 분명한, 사상사
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경제야언의 최초 형태를
수록한 문헌은 승정원일기인데, 현재 통용되는 승정원일기 탈초본에서
이이 표절 대목을 율곡전서와 비교해 보면, 탈초본에 상당한 오자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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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정규(禹禎圭; 1718-1791)는 실학 연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목받
아 온 인물 중 하나이다. 그가 정조에게 1788년에게 바친 경제야언
(經濟野言)은 당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담고 있고, 이
것이 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른 실학자의 논의와 함께 언급되곤
했다.1)
필자는 경제야언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를 진행하다가, 경제야언
이라는 문헌 자체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 같은 필요성에 따른 첫 번째 시도로서, 우선 경제야언
속에 보이는 이이 문장의 표절 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우정규는
경제야언의 본문에서 두 차례 이이를 거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
은 곳에서 이이의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이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경제야언에 나타난 우정규의 사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정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순전한 우정규
의 것이고 어느 것이 이이에게 가져 온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한
다는 문제가 생긴다. 우정규와 경제야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에
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검토한 글은 없다. 곧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
제야언의 내용이 모두 우정규의 독자적인 견해임을 전제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경제야언이 많은 곳에서 이이의 글을 표절하였음을
밝히고,2) 경제야언과 우정규의 사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
1) 우정규의 화폐경제론을 유형원, 이익 등의 다른 실학자들과 비교하여 논
한 원유한의 연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元裕漢, ｢實學者 禹禎圭의 貨幣
經濟論｣, 弘益史學2, 1985. 이 이외에 다음의 연구에서도 우정규를 실학
자로 간주하고 있다. 朴根鉍, ｢實學者 禹禎圭의 經濟思想 硏究｣, 연세대학
교 석사논문, 1977. ; 權五洙, ｢南坡 禹禎圭의 經濟思想 硏究｣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0. ; 趙禎基, ｢汝寶 禹禎圭의 國防論｣, 釜大史學9, 1985.
2)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 두 분이 ‘표절’이라는 규정에 대해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떨지 하는 의견을 보내 주셨다. 전통시대에는 ‘술이부작’(述而不
作)이라 하여 선현들의 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훌륭한 태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글쓰기 방식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우정규가 이
이의 글을 많이 원용한 것에 대해 오늘날의 잣대를 들이대서 ‘표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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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언의 성립에 끼친 이이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야언의 본문을 이이의 율곡전서
본문과 면밀히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3) 그런데 현존하는 경제야
언은 모두 필사본이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사본은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것(이하 ‘승본’이라고 적는다)과 규장각 소장본(이하 ‘규본’이
라고 적는다) 둘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경제야언은 물론, 우
정규가 경제야언을 정조에게 바치면서 올린 소의 내용도 함께 검토
대상으로 하여, 이이가 지은 율곡전서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 보려
한다.4) 또 경제야언과 율곡전서의 본문을 검토하기에 앞서 일종
의 예비적 고찰로서, 경제야언 여러 조의 제목 역시 이이의 경세
관련 소나 봉사에서 따 온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고 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필자 역시
전통시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해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는 심사위원
들의 견해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표절’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우선
본문의 서술에서 드러나겠지만 ｢용현이치천직｣ 조나 ｢안민이고방본｣ 조
처럼 거의 전편에 걸쳐 이이의 문장을 짜깁기한 경우는 조선시대의 학문
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역시 ‘표절’의 혐의를 벗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에서
이다. 두 번째로, 우정규가 이이의 글을 따다 쓴 행위를 현대 한국어의
의미 맥락 안에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원용’보다 아무래도 ‘표
절’이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이다.
3) 필자는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다른 글에서 내비친 적이 있으나 해당 논
고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 때문에, 논고 작성에 이용된 경제야언의 문장
일부에 대해서만 각주 등을 통해 원 출처가 율곡전서에 있음을 지적했
을 뿐, 본격적인 논의를 펴지 못했다. 정원재, ｢우정규 변통론의 성격｣, 철
학사상3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11. 특히 76∼78쪽 참고.
4) 경제야언과 율곡전서 본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승정원일기 탈초
본의 원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율곡전서 원문이 담긴 씨디롬에서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CD ROM 율곡전집, 사단법인 율곡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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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야언 각 조의 제목과 이이의 경세 관련 소
경제야언은 모두 4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5) 이 46개의 조목은
내용상 다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대략 8조 또는 9조까지가 제
도 개선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원론에 해당한다면, 9조
또는 10조부터는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는 각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6) 그런데 특히 앞쪽의 원론 부분에서는 각 조의
제목부터 이이의 영향이 짙게 느껴진다.
문제가 되는 8개 조의 제목을 규본을 기준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정심위출치지본｣(正心爲出治之本)ㆍ｢면학위정심지요｣(勉學爲正心
之要)ㆍ｢용현이치천직｣(用賢以治天職)ㆍ｢안민이고방본｣(安民以固邦本)ㆍ
｢광언로이집군책｣(廣言路以集群策)7)ㆍ｢진기강이려퇴속｣(振紀綱以勵頹
俗)ㆍ｢절재용이혁치풍｣(節財用以革侈風)ㆍ｢숭도학이정인심｣(崇道學以
正人心)

이 제목들은 이이가 임금에게 올린 소 등에서 건의한 주요한 방책
들의 항목과 대부분 겹친다. 이이의 소와 봉사 가운데 나오는 관련
문장들을 살펴보자.
“삼가 세 가지 일을 임금께 아룁니다. 첫째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다스림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고(正心以立治本), 둘째는 현명한 이를
등용하여 조정을 맑게 하는 것이며(用賢以淸朝廷), 셋째는 백성을
편안히 해 줌으로써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安民以固
5) 규본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승본은 한 조목이 빠져서 모두 45조이다.
6) 9조까지와 10조 이후로 전체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정조가 우정규의 상
소에 대해 비답한 글에 따른 것이다. 다른 한편 현대의 연구자들 중에는
8조와 9조 사이를 경계로 하여 경제야언의 내용을 둘로 구분하는 경우
도 있다. 자세한 것은 앞의 글, 79∼80쪽 참고.
7) 규본 경제야언의 본문에는 이 조목의 제목이 ‘廣言路以集群策’으로 되어
있고, 목록에는 ‘廣言路以集群議’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본문의
표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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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本).”8)
“자신을 닦는다는(修己) 요강에는 네 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이 뜻을 떨쳐 흥성했던 삼대(三代)의 시대를 회복하자고 기약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인이 되는 학문에 힘써서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며(勉聖學克盡誠正之功), 셋째는 개인적인 관계에
치우친 태도를 버려 지극히 공정한 도량을 넓히는 것이고, 넷째는 현
명한 선비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이 깨우쳐 주고 보필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安民) 요강에는 다섯 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성스런 마음을 열어 여러 신하들의 충정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공안(貢案)을 고쳐서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
해를 없애는 것이며, 셋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스런 풍조
를 없애는 것이고(崇節儉以革奢侈之風), 넷째는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구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국방의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9)
“임금의 뜻을 안정시켜 실질적인 결과를 구하고, 도학을 숭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崇道學以正人心), 기미(幾微)를 잘 살펴 사
림(士林)을 보호하고, 대례(大禮)를 신중히 하여 배필(配匹)을 소중히
하고, 기강을 떨쳐서 조정을 맑게 하고(振紀綱以肅朝廷), 절약과 검소
함을 숭상하여 나라의 쓰임새를 여유 있게 하고(尙節儉以舒國用), 언
로를 넓혀 뭇 방책을 모으고(廣言路以集羣策),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
람들을 거두어 하늘이 부여한 직책을 함께 수행하고(收賢才以共天職),
폐단이 큰 법을 개혁하여 민생을 구제하는 것 등의 이 아홉 가지는 모
두가 전하께서 마땅히 힘써야 하며,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될 일들
입니다.”10)

8) 栗谷全書, ｢諫院陳時事疏｣, 권3, 10면 오른쪽(이하 栗谷全書의 글은 ‘栗
谷全書’를 생략하고 글이나 책의 이름만 밝히며, ‘3-10ㄱ’식으로 출처를
적는다). “謹以三事, 獻于聖明, 一曰, 正心以立治本, 二曰, 用賢以淸朝廷, 三
曰, 安民以固邦本.”
9) ｢萬言封事｣, 3-24ㄴ∼25ㄱ. “修己爲綱者, 其目有四, 一曰, 奮聖志期回三代
之盛, 二曰, 勉聖學克盡誠正之功, 三曰, 去偏私以恢至公之量, 四曰, 親賢士
以資啓沃之益.安民爲綱者, 其目有五, 一曰, 開誠心以得羣下之情, 二曰, 改
貢案以除暴斂之害, 三曰, 崇節儉以革奢侈之風, 四曰, 變選上以救公賤之苦,
五曰, 改軍政以固內外之防.”
10) ｢玉堂陳時弊疏｣, 3-27ㄱ, “若定聖志以求實效, 崇道學以正人心, 審幾微以護士
林, 謹大禮以重配匹, 振紀綱以肅朝廷, 尙節儉以舒國用, 廣言路以集羣策, 收
賢才以共天職, 革弊法以救民生, 凡此九者, 皆殿下所當勉勵而不可缺一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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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소 등에 나오는 문장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나듯이, ｢정심
위출치지본｣(正心爲出治之本)이라는 제목은 ｢간원진시사소｣(諫院陳時
事疏)에서 이이가 왕에게 건의한 ‘마음을 바르게 하여 다스림의 근본
을 세우는 것’(正心以立治本)과 비슷하고, ｢면학위정심지요｣(勉學爲正
心之要)는 ｢만언봉사｣(萬言封事)의 ‘성인이 되는 학문에 힘써서 성의
와 정심의 노력을 다하는 것’(勉聖學克盡誠正之功)과 비슷하며, ｢용현
이치천직｣(用賢以治天職)은 ｢간원진시사소｣에 나오는 ‘현명한 이를 등
용하여 조정을 맑게 하는 것’(用賢以淸朝廷)과 ｢옥당진시폐소｣(玉堂陳
時弊疏)에 나오는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거두어 하늘이 부여
한 직책을 함께 수행함’(收賢才以共天職) 두 구절을 조합한 것으로
보이며, ｢안민이고방본｣(安民以固邦本)은 ｢간원진시사소｣에 그대로 나
오고, ｢광언로이집군책｣(廣言路以集群策)도 ｢옥당진시폐소｣에 그대로 나
온다. 또 ｢진기강이려퇴속｣(振紀綱以勵頹俗)은 ｢옥당진시폐소｣의 ‘기
강을 떨쳐서 조정을 맑게 함’(振紀綱以肅朝廷)과 유사하고, ｢절재용이
혁치풍｣(節財用以革侈風)은 ｢만언봉사｣의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스런 풍조를 없애는 것’(崇節儉以革奢侈之風)과 ｢옥당진시폐소｣의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나라의 쓰임새를 여유 있게 함’(尙節儉以
舒國用) 두 구절을 조합한 것처럼 보이며, ｢숭도학이정인심｣(崇道學以
正人心)은 ｢옥당진시폐소｣에 그대로 나온다.
이런 결과는, 우정규가 경제야언을 상소의 형식으로 올리면서 이
이가 쓴 소나 봉사 등을 크게 참고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거론된 ｢간원진시사소｣, ｢만언봉사｣, ｢옥당진시폐소｣ 등의 문
장은 경제야언의 본문에서도 자주 원용되고 있는데, 특히 각 조의
제목을 따온 이이의 소는 해당 조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되거나 표절되
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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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사례
1. 우정규의 소에 끼친 이이의 영향
우정규의 경제야언은 상소의 형식으로 정조에게 바친 것이다. 그
래서 경제야언의 최초 형태를 수록하고 있는 승정원일기에서는
우정규가 이 때 올린 소를 먼저 싣고, 다시 경제야언을 조목별로
싣고 있다. 그런데 이 소에도 역시 이이의 영향이 많이 드러난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이 소의 본문을 이이의 원문과 하나씩 비교해 보려
한다. 이하에서는 승정원일기의 소를 ‘○’ 표시를 하여 먼저 보이
고, 율곡전서의 관련 원문을 ‘●’ 표시를 하여 밑에 보인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구절에는 밑줄을 칠 것이다.
① ○ 臣嘗見先正臣李珥遺集, 則雖在閑司漫職, 有懷必陳, 有事輒言, 古
君子事君以忠之義, 誠如是矣.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6월 12
일(계묘), 국사편찬위 탈초본, 87책 542쪽 가운데 단.)11)
● 若其謇諤正色, 無所回撓, 有懷必陳, 有才必盡者, 大抵是爲國者,
恐失其義也. (｢應旨論事疏｣, 6-16ㄱ)

상소문의 본문에서 직접 이이의 이름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이가
‘有懷必陳, 有才必盡’이라 한 말을 약간 바꿔서 이이의 행동을 칭찬하
는 말로 쓰고 있다.
② ○ 此無他, 大小臣工, 因恬循故, 以建白爲生事, 以容默爲達權, 至於
國計民憂, 漠然不入於心, 故未嘗有一入爲殿下言之者, 是以天下
之事變, 必不能盡究也. (542중)
● 大官習於糊塗, 小官習於滑稽, 內而百司習於偸惰, 外而列邑習於
誅求, 舊習纏繞, 不能自捨, 以容默爲達權, 以建白爲生事, 隨俗者

11) 이하에서 인용하는 承政院日記는 ‘承政院日記’를 생략하며, 모두 정조
12년 6월 12일의 것이므로 별도로 날짜를 명기하지도 않는다. 또 국사편
찬위 탈초본을 기준으로 해서는 모두 87책에 들어 있으므로, ‘542중’식으
로 해당 면수만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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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之得中, 待立者謂之迂怪. 似此氣象, 與權姦蠹國之時, 未甚相
遠. (｢諫院陳時事疏｣, 3-10ㄱ)

‘以容默爲達權, 以建白爲生事’의 구절을 순서만 바꾸어 쓰고 있다.
이 구절 자체도 같지만, 대소 신하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성토하는
이 구절 앞뒤의 문장 흐름도 유사하다.
③ ○ 若此因循, 架漏牽補, 則雖以殿下之明聖, 深居九重, 何以知甚事之
爲病國而何弊之爲殃民乎? (542중)
● 若此因循, 架漏牽補, 則未見日進於治, 而終必日趨於亂而已. 豈不
深可惕念乎? (｢諫院陳時事疏｣, 3-10ㄱ)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이가 ｢간원진시사소｣에서 쓴 표현
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②와 ③에 나오는 승정원일기의 두
문장 사이에는 다른 문장들이 더 있지만, ｢간원진시사소｣의 문장들은
②에서 ③의 순으로 바로 이어지는 한 대목의 문장이다. 곧 우정규가
｢간원진시사소｣에 나오는 이이의 문장 한 대목을 자기 식으로 변형한
것이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②와 ③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 程子所謂“大變則大益, 小變則小益”者, 恐不無有資於斯. (542하)
● 程子有言曰, “治道, 亦有從本而言, 亦有從事而言. 從本而言, 惟
從格君心之非,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若從事而言, 不
救則已, 若須救之則須變, 大變則大益, 小變則小益.” 此言眞今日
之急務也. 流俗之輩, 固不足以語此矣. (｢擬陳時弊疏｣, 4-18ㄱ)
● 程子有言曰, “治道, 亦有從本而言, 亦有從事而言. 從本而言, 惟
從格君心之非,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若從事而言, 不
救則已, 若須救之則須變, 大變則大益, 小變則小益.” 此言眞今日
之急務也. (｢代白參贊論時事疏｣, 4-27ㄴ)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시폐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대목이다.
역시 이이의 전범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253

2. 경제야언 본문의 이이 표절 사례
이하에서는 경제야언의 본문 내용을 검토해 본다. 각 조의 제목
으로 항목을 삼고, 비교 대상이 되는 구절마다 경제야언 규본과 율
곡전서의 본문을 순서대로 보인다. 또 앞서 상소문에 대해서 그리
했듯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구절에는 밑줄을 칠 것이다. 그리고 경
제야언의 승본과 규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각주와 본문을
통해 설명을 덧붙이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교되는 본문
전체를 나란히 제시할 것이다. 승본과 율곡전서의 원문은 마찬가지
로 맨 앞에 각각 ‘○’과 ‘●’으로 표시하고, 규본의 원문 앞에는 ‘◎’
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승본과 규본의 차이를 비교적 자세히 밝히는 이유는, 우선
적으로는 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두 경제야언 필사본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
비교가 어떤 대답을 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두
필사본 중 승본은 가장 처음 성립한 경제야언의 면모를 전해 주는
것이다. 반면 규본은 목차 구성이나 본문 서술 등에서 승본보다는 훨
씬 더 정돈된 형태를 보인다. 당연히 두 필사본은 많은 차이를 보이
는데, 경제야언에 대해 연구할 때는 먼저 두 필사본의 차이를 어떻
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런데 ‘표절’의 문제
를 다루는 이 논문에서는 두 필사본의 특정 구절들을 율곡전서라는
제 3의 문헌과 비교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두 필사본
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곧 이 논문에서는 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야언의 두 필사본과 율곡전서의 원문을 비교하면서, 자
연스럽게 경제야언 두 필사본간의 차이도 비교하려 하는 것이다.
(1) ｢정심위출치지본｣에서
‘정심위출치지본’이라는 이 조의 제목은 ｢간원진시사소｣에서 따 온
것임을 앞서 보았다. 그래서인지 이 조에서는 ｢간원진시사소｣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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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절한 사례만 나온다.
① ◎ 知其爲天理也, 則敬而擴之, 不使少有碍12)滯, 知其爲人慾13)也, 則
敬而絶之, 不使留其纖芥, 必以高明廣運, 融液周遍. (經濟野言,
民昌文化社 영인본, 1993, 12쪽. 이하 규본은 영인본의 쪽수만
적는다.)
● 伏望殿下, 勿以正心誠意爲厭聞之陳言, 須以窮理居敬爲致治之本
原, 潛心聖學, 無怠無荒, 天理人欲, 縷析亳分, 知其爲天理, 則敬
以擴之, 不使少有滯礙, 知其爲人欲, 則敬以絶之, 不使留其纖芥,
必以高明廣運, 融液周遍. (｢諫院陳時事疏｣, 3-11ㄱ)

｢간원진시사소｣에서 이이가 정심, 성의, 궁리, 거경 등에 논한 대목
의 문장에 ‘也’자를 두 번 더했을 뿐, 거의 그대로 표절했다. 이이의
말은 원래 주희의 말에 토대를 둔 진술인데,14) 우정규는 주희의 원문
이 아니라 이이가 재조합한 문장을 가져다 썼음을 알 수 있다.15) 승
본과 규본의 글자 차이는 이체자 정도만 나타날 뿐 대체로 일치한다.
② ◎ 三代以後, 時君世主, 孰不願治, 而治日常少, 亂日常多者, 只是秉
心不正, 修己未盡, 無以表正萬方故也. 然則正心爲致治之本, 而
心之所之, 謂之志, 人主之志, 治亂之所係也. 志在仁義, 則爲堯ㆍ
舜, 志在假仁, 則爲五覇, 志在逞欲, 則爲桀ㆍ紂, 志無所定, 則招
12) 승본에 ‘礙’.
13) 승본에 ‘欲’.
14) 주희의 “一念之萌, 則必謹而察之, 此爲天理耶? 爲人欲耶? 果天理也, 則敬
以擴之, 而不使其少有壅閼, 果人欲也, 則敬以克之, 而不使其少有凝滯.”을
변형한 것이다. 이 구절은 주희집14-5, ｢延和奏箚(五)｣, 538쪽과 주희
집11-4, ｢戊申封事｣, 468쪽 등에 나오고 성학집요 21-25ㄴ에도 인용되
었다.
15) ｢正心爲出治之本｣에는 이 이외에 우정규가 주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의 진술을 원용한 곳도 한 번 나온다. 곧 경제야언 11쪽의 “夫主
乎身而爲萬事之綱者, 心也, 藏乎密而準四海之廣者, 心也, 其爲物, 虛靈洞
澈, 衆理咸具.”는 주희의 “心之爲物, 至虛至靈, 神妙不測, 常爲一身之主, 以
提萬事之綱, 而不可有頃刻之不存者也.”를 근간으로 하여 마음에 관한 다
른 주희의 진술을 뭉뚱그린 것이다. 주희의 이 말은 주희집14-7(546쪽)
｢行宮便殿奏箚二｣에 나오고, 聖學輯要, 20-14ㄱ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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弄權之臣, 志主一偏, 則聚面諛之士, 志之所向, 效如影響, 可不審
歟? 惟我聖上, 以天縱之姿, 懋日躋之敬, 截然以三代聖王, 爲己
規矩, 而苟能奮發乹16)剛, 先立大志, 爲學則必欲道積厥躬, 求賢
則必欲盡致俊彦, 施政則必欲庶績之咸熙, 化民則必欲於變而時雍,
此志旣固, 則治國可運之掌上矣. (13∼14)
● 古之人君, 莫不欲治, 而治日常少, 亂日常多者, 只是修己未盡, 無
以表正萬邦, 故以正心爲首. 其目有三, 一曰, 立大志, 二曰, 勉學
問, 三曰, 親正人. 一曰立大志者, 人君之志, 治亂之所係也. 志在
仁義, 則爲堯ㆍ舜, 志在假仁, 則爲五霸, 志在逞慾, 則爲桀ㆍ紂,
志無所定, 則招弄權之臣, 志主一偏, 則聚面諛之士, 志之所向, 效
如影響, 伏望殿下奮發乾剛, 大有爲之志, 截然以古昔聖王, 爲己
規矩, 平日循常守例之習, 一切埽除, 而爲學則必欲道積厥躬, 求賢
則必欲盡致巖穴, 施政則必欲庶績之咸熙, 化民則必欲於變而時雍,
此志旣固, 則治國可運之掌上矣. (｢諫院陳時事疏｣, 3-10ㄴ∼11ㄱ)

이이 원문에서 ‘其目有三, 一曰, 立大志, 二曰, 勉學問, 三曰, 親正
人. 一曰立大志者’, ‘平日循常守例之習, 一切埽除’ 등의 구절은 뺐다.
‘古之人君, 莫不欲治’ 같은 구절은 ‘三代以後, 時君世主, 孰不願治’ 식
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또 이이가 ‘伏望殿下奮發乾剛, 大有爲之志, 截
然以古昔聖王, 爲己規矩’라고 한 원문은 앞뒤 두 구절씩 순서를 바꾸
고 새로운 구절을 둘 추가하여 ‘惟我聖上, 以天縱之姿, 懋日躋之敬,
截然以三代聖王, 爲己規矩, 而苟能奮發乹剛, 先立大志’의 문장이 되었
다. 전체적으로는 원래 문장의 호흡을 우정규가 거의 그대로 차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면학위정심지요｣에서
앞서 ｢면학위정심지요｣라는 이 조의 제목은 ｢만언봉사｣에서 제기한
대책의 한 항목과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조에서 이이를 표
절한 두 대목 역시 ｢만언봉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① ◎ 盖學問之術, 布在方冊, 而其大要有三, 曰窮理也, 居敬也, 力行也,
如斯而已. 窮理亦非一端, 內而窮在身之理, 視聽言動, 各有其則,
16) 승본에는 ‘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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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而窮在物之理, 草木鳥獸, 各有攸宜, 居家則孝親刑妻篤恩正倫
之理, 在所當察, 接人則賢愚邪正醇疵巧拙之別, 在所當辨, 處事
則是非得失安危治亂之幾, 在所當審, 必讀書以明之, 稽古以驗之,
此是窮理之要也. 居敬通乎動靜, 靜時不起雜念, 湛然虛寂, 惺惺
不昧, 動時臨事專一, 不貳不參, 少無過差, 持身必整齊嚴肅, 秉心
必戒愼恐懼, 此是居敬之要也. 力行在於克己以治氣質之病, 柔者
矯之以至於强, 懦者矯之以至於立, 厲者濟之以和, 急者濟之以寬,
多慾則澄之, 必至於淸淨, 多私則正之, 必至於大公, 乾乾自勉, 夙
夜不懈者, 此是力行之要也. 窮理, 乃格物致知也, 居敬力行, 乃誠
意正心脩身也. 三者俱17)修竝進, 則天理可明, 人欲可遏. (15∼16)
● 學問之術, 布在謨訓, 大要有三, 曰窮理也, 居敬也, 力行也, 如斯
而已. 窮理亦非一端, 內而窮在身之理, 視聽言動, 各有其則, 外而
窮在物之理, 草木鳥獸, 各有攸宜, 居家則孝親刑妻篤恩正倫之理,
在所當察, 接人則賢愚邪正醇疵巧拙之別, 在所當辨, 處事則是非
得失安危治亂之幾, 在所當審, 必讀書以明之, 稽古以驗之, 此是
窮理之要也. 居敬通乎動靜, 靜時不起雜念, 湛然虛寂, 而惺惺不
昧, 動時臨事專一, 不二不三, 而無少過差, 持身必整齊嚴肅, 秉心
必戒愼恐懼, 此是居敬之要也. 力行在於克己以治氣質之病, 柔者
矯之以至於强, 懦者矯之以至於立, 厲者濟之以和, 急者濟之以寬,
多欲則澄之, 必至於淸淨, 多私則正之, 必至於大公, 乾乾自勖, 日
夕不懈, 此是力行之要也. 窮理, 乃格物致知也, 居敬力行, 乃誠意
正心修身也. 三者俱修竝進, 則理明而觸處無礙. (｢萬言封事｣,
5-26ㄴ∼27ㄱ)

이이의 원문은 궁리와 거경과 역행이라는 세 조목을 중심으로 자
신이 생각하는 수양론의 대강을 제시한 유명한 구절이다. 우정규는
이 원문에서 ‘不二不三, 而無少過差’를 ‘不貳不參, 少無過差’로 바꾸고
‘日夕不懈’를 ‘夙夜不懈者’로 바꾸는 식으로 원래의 글자와 같은 뜻의
글자를 쓰거나, ‘則理明而觸處無礙’를 ‘則天理可明, 人欲可遏’로 바꾸
는 것처럼 원문의 의미를 풀어서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한편, 승본과 규본의 글자에 차이가
있는 ‘三者俱修竝進’의 구절은 규본의 것이 율곡전서의 것과 일치
한다.

17) ‘三者俱’는 승본에 ‘此三者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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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古者三公, 兼師傅保之任, 而贊襄君德矣, 此法旣廢, 師傅保之責,
專在於經筵. 故程子曰, ‘君德成就, 責經筵’, 經筵之設, 非18)爲臨
文講讀, 不失章句而已, 將以解惑而明道也, 將以納誨而進德也,
將以論政而制治也. 是以自列聖朝, 置經筵官, 極選一代之峻望,
以之備顧問而資啓沃, 則其於成就君德, 豈少補哉? 今之侍臣, 學
問多缺, 誠懇亦乏, 或難於入侍, 而至有規避者, 或挾冊登筵而討
論文義者, 無以當聖心, 故於是乎接見固疏, 開講甚罕, 燕居之際,
昵侍左右19)者, 只是宦官宮妾而已, 則政要時弊, 於何詢諮乎? (17
∼18)
● 古者, 設三公之官, 師道之敎訓, 傅傅之德義, 保保其身體, 此法旣
廢, 師傅保之責, 專在於經筵. 故程子曰, ‘君德成就, 責經筵’, 經
筵之設, 非爲臨文講讀, 不失章句而已, 將以解惑而明道也, 將以
納誨而進德也, 將以論政而制治也. 故祖宗於經筵官, 待之有禮,
親之有恩, 如家人父子, 情意洞徹焉. 今之侍臣, 學問多缺, 誠懇多
乏, 或難於入侍, 至有窺避者矣. 雖然, 豈無懷誠抱蘊, 願親聖明者
哉! 近者, 經筵不頻, 接見固疏, 而禮貌嚴肅, 辭氣罔舒, 酬答甚罕,
講問不詳, 政要時弊, 未嘗咨詢. 閒有一二講官, 勸勉聖學, 則亦泛
然俯聽而已, 殊無體驗踐履之實, 罷筵之後, 大內深邃, 瞻仰徒勤,
而殿下左右, 只有宦寺宮妾而已, 未知殿下燕居之時, 所覽者何書,
所做者何事, 所聞者何語耶? (｢萬言封事｣, 5-20ㄱㄴ)

이 부분은 대체로 이이 원문의 흐름을 따르면서 표현을 조금씩 바
꿔서 쓰고 있다. 이이가 ‘古者, 設三公之官, 師道之敎訓, 傅傅之德義,
保保其身體’라고 한 것을 ‘古者三公, 兼師傅保之任’이라고 간추리면서
‘而贊襄君德矣’라고 덧붙이거나, 반대로 ‘故祖宗於經筵官’이라고 한
원문은 ‘是以自列聖朝, 置經筵官’이라고 늘이면서 ‘極選一代之峻望,
以之備顧問而資啓沃’이라고 덧붙이는 식이다. 특히 ‘故於是乎接見固
疏’ 이하 부분은 이이 원문에서 필요한 구절만을 뽑아 순서를 바꾸거
나 표현을 다듬으면서 원문의 취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규본이 승본과 차이나는 표현은 두 군데 발견되고 그 중 한 군데
만 율곡전서에도 보이는데, 역시 규본의 ‘非爲臨文講讀’이 율곡전
서와 일치한다.
18) 승본에는 ‘非直’.
19) ‘左右’는 승본에 ‘君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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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현이치천직｣에서
｢용현이치천직｣ 조는 이이 원문에 대한 표절이 가장 심한 조이다.
이 조목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이이의 것을 그대
로 쓰거나 조금씩 표현을 바꿔서 쓴 것이다. 이이가 쓴 소와 봉사 중
최소한 6개 이상을 짜깁기하였다. 조목 전체에 걸쳐 우정규가 완전히
새로 써서 보탠 부분은 겨우 100자가 좀 넘을 뿐이다. 앞서 본 것처
럼 ｢용현이치천직｣ 조의 제목은 ｢간원진시사소｣와 ｢옥당진시폐소｣에
나오는 항목을 조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에서 표절한 대목 중에
는 ｢간원진시사소｣의 문장이 한 번 나올 뿐이다. 이것도 다른 조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 ◎ 臣嘗觀易姤之彖曰, ‘天地相遇, 品物咸章’, 程子之傳曰, ‘天地不
相遇, 則萬物不生, 君臣不相遇, 則政治不興, 聖賢不相遇, 則道德
不亨, 事物不相遇, 則功用不成.’20) 是故明良相遇, 肝膽相通, 密
如父子, 合如符契, 言行策用, 庶績咸熙, 三代聖王, 皆由是道, 能
成至治. (19)
● 在易姤之彖曰, ‘天地相遇, 品物咸章也’, 程子之傳曰, ‘天地不
相遇, 則萬物不生. 君臣不相遇, 則政治不興, 聖賢不相遇, 則道德
不亨, 事物不相遇, 則功用不成.’ 是故明良相遇, 肝膽相通, 密如
父子, 合如符契, 骨肉之親不能閒, 鑠金之口無所容, 然後言行策
用, 庶績以成, 三代聖王, 皆由是道, 未有君臣不相深信而能成治
效者也. (｢萬言封事｣, 5-16ㄴ∼17ㄱ)

｢용현이치천직｣ 조의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이 원문에서 ‘骨
肉之親不能閒, 鑠金之口無所容, 然後’, ‘未有君臣不相深信而’ 등의 구절
은 빼고 마지막 문장의 ‘庶績以成’은 ‘庶績咸熙’로, ‘能成治效’는 ‘能成
至治’로 표현을 약간씩 바꾸었다. 나머지는 이이의 원문과 똑같다.
한편 정이의 역전에서 인용한 구절은 규본과 율곡전서가 일치
하지만, 승본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② ◎ 惟其所任有邪正, 故治亂安危判焉, 任君子則政治而安, 任小人則
20) ‘則政治不興, 聖賢不相遇, 則道德不亨, 事物不相遇’ 구절이 승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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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擅而危, 君子小人, 都無所任, 則政散而亂, 此必然之勢也. (19)
● 顧所任有邪正, 而治亂安危係焉, 是故任君子則政治而安, 任小人
則政擅而危, 君子小人, 都無所任, 則政散而亂, 此必然之勢也. (｢
陳時弊疏｣, 7-32ㄱ)

‘係’자가 ‘判’자로 바뀌거나, ‘是故’나 ‘故’ 등의 접속사가 더해지거
나 빠지는 식으로 몇 개의 글자가 차이가 날 뿐 거의 이이의 원문을
그대로 쓰고 있다.
③ ◎ 大抵君子小人, 如水火之不同器, 氷炭之不相類, 此長則彼消, 彼盛
則此衰. 爲人君者, 莫不欲進用君子, 退斥小人, 而君子之得君甚
鮮, 小人之誤國相續, 良由君德未成, 君心未明, 樂逢迎而憚違拂
故爾. 若使君心純正, 不惑他岐, 則雖有小人百輩, 豈得售奸而病
國也哉? 夫以道進退, 不苟爵位者, 必君子也, 徒求利祿, 不慙尸
素者, 必小人也, 陳善閉邪, 不顧人主之喜怒, 而只欲格其非心者,
必君子也, 先意順旨, 不恤國事之日非, 而只欲固其寵祿21)者, 必
小人也, 特立獨行, 不混於流俗者, 必君子也, 逐利附勢, 不定其趨
向者, 必小人也, 處事明白, 有若靑天白日者, 必君子也, 用心陰
險, 有如深穽密機者, 必小人也, 扶引善類, 振起道脈, 欲使朝廷有
多士之盛者, 必君子也, 造言生事, 羅織淸流, 欲以害人爲發身之
計者, 必小人也. 伏望殿下, 擴乾坤至公之量, 昭日月至明之鑑, 聽
其所言, 觀其所行, 必使是非邪正, 無所逃於聖明照燭之下, 知其
爲君子,22) 則引而親之, 使之必行其道, 知其爲小人,23) 則斥而遠
之, 使之必絶其根, 直諒剛正之士, 爭效其忠, 奸邪讒侫之徒, 遠屛
其跡, 則於是乎賢者在位, 能者在職, 唐虞之治, 可復見於今日矣.
(19∼21)
● 一曰辨邪正者, 君子小人, 如水火之不同器, 氷炭之不相類, 此長則
彼消, 彼盛則此衰. 古之人君, 莫不欲進用君子, 退斥小人, 而君子
之得君甚鮮, 小人之誤國相繼者, 良由君德未成, 君心未明, 樂逢
迎而憚違拂故爾. 若使君心純正, 一意向治, 不惑他岐, 則雖有小
人百輩, 豈得售姦而病國也哉? 夫以道進退, 不苟爵位者, 必君子
也, 徒求利祿, 不慙尸素者, 必小人也, 陳善閉邪, 不顧人主之喜
怒, 而只欲格其非心者, 必君子也, 先意順旨, 不恤國事之日非, 而
21) 승본에는 ‘利’.
22) 승본에는 ‘子也’.
23) 승본에는 ‘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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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欲固其寵祿者, 必小人也, 特立獨行, 不溷於流俗者, 必君子也,
逐利附勢, 不定其趨向者, 必小人也, 處事明白, 有若靑天白日者,
必君子也, 用心陰險, 有如深穽密機者, 必小人也, 援引善類, 振起
道脈, 欲使朝廷有多士之盛者, 必君子也, 造言生事, 羅織淸流, 欲
以害人爲發身之路者, 必小人也. 伏望殿下, 擴乾坤至公之量, 昭
日月至明之鑑, 聽其所言, 觀其所行, 必使是非邪正, 無所逃於聖
明洞照之下, 而知其爲君子, 則必引而親之, 使之必行其道, 知其
爲小人, 則必斥而遠之, 使之必絶其根, 則直諒剛正之士, 爭效其
忠, 姦邪讒佞之輩, 遠屏其迹, 而朝著之淸, 指日可待矣. (｢諫院陳
時事疏｣, 3-12ㄱ∼13ㄱ)

②의 대목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다. 이이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논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이이의 원문에서 ‘繼’자는
‘續’자로, ‘姦’자는 ‘奸’자로, ‘溷’자는 ‘混’자로, ‘援’자는 ‘扶’자로,
‘路’자는 ‘計’로 바꾸는 식으로 같은 뜻의 글자로 변환한 경우가 있
고, ‘古之人君’을 ‘爲人君者’로, ‘洞照’를 ‘照燭’으로 하여 표현을 바꾸
기도 하며, ‘一意向治’ 구절이나 ‘必’자 등이 빠진 것도 보이지만, 나
머지는 거의 같다. 마지막 한 문장만 이이의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여기서 우정규가 쓴 ‘賢者在位, 能者在職’이라는 표현도 이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24) 한편 승본과 규본의 글자가 다른 곳이 여기
서는 세 군데인데, 모두 규본의 것이 율곡전서의 것과 일치한다.
④ ◎ 粵我世宗大王, 卽東方之堯舜也, 用人由己, 立法圖治, 永奠洪基,
垂裕後25)昆, 而其用人之規, 惟賢惟才, 不問其類, 任用旣專, 讒間
罔入, 故南智出自門蔭, 而以黑頭拜相, 金宗瑞顯被物論, 而以獨
見開六鎭. (21∼22)
● 洪惟我世宗大王, 是東方聖主也, 用人由己, 立法圖治, 垂裕後昆,
永建鴻基, 而其用人之規, 則惟賢惟才, 不問其類, 任用旣專, 讒閒
24)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夫使賢者在位, 而不肖者不敢進, 能者在職, 而不才
者不敢干.” (｢玉堂陳時弊疏｣, 3-31ㄴ) ; “必使賢者在位, 能者在職, 及今閒
暇, 修明刑政, 則天意可回, 民生可保矣.” (｢司諫院請進德修政箚｣, 7-22ㄴ) ;
“君拱於上, 不勞而治者, 由賢者在位, 能者在職, 各效其誠與才故也.” (｢六條
啓｣, 8-18ㄴ)
25) ‘裕後’는 승본에 ‘後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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罔入. 南智出自門蔭, 而以黑頭拜三公, 金宗瑞顯被物論, 而以獨
見開六鎭. (｢陳時事疏｣, 7-44ㄴ)

이이의 원문에서 ‘聖主’을 ‘堯舜’으로 바꾸고 ‘永建鴻基’를 ‘永奠洪
基’로 바꾸었으며 ‘三公’을 ‘相’으로 바꾸는 등 표현을 달리하였고,
그 이외에 몇 개의 글자가 차이가 있거나 구절의 순서가 바뀐 곳도
있지만, 대체로 거의 같은 문장이다. 규본의 ‘垂裕後昆’이 승본에서는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율곡전서의 것과는 일치한다.
⑤ ◎ 惟殿下, 以至誠招賢, 以至誠求言, 屈意咨詢, 虛心樂聞, 忠言必從,
善謀必取, 以之修身, 以之爲政, 則賢者求行其道, 能者求售其才,
無不願立於朝, 而以贊從欲之治, 是何異於‘天地相遇而萬物咸章’
也哉? 是故孔子曰, ‘爲政在於得人,26) 取人以身, 修身以道.’ (22)
● 以至誠招賢, 以至誠求言, 脫去前日循常之習, 聳動一國臣民之望,
賢士旣至, 羣策旣集, 則又須屈意咨詢, 虛懷樂聞, 忠言必聽, 善謀
必取, 以之修身, 以之爲政, 則賢者求行其道, 能者求售其才, 必有
輕千里而至焉者矣. 帝王之先務, 莫急於得人, 得人之術, 又在於
修身. 身不修則心不正, 心不正則智不明, 智不明則忠邪不能分,
臧否不能辨, 安能得人? 是故孔子曰, ‘爲政在於得人, 取人以身,
修身以道.’ (｢應旨論事疏｣, 6-21ㄱ)

이이의 원문에서 ‘脫去前日循常之習, 聳動一國臣民之望, 賢士旣至,
羣策旣集, 則又須’는 빼고, ‘必有輕千里而至焉者矣. 帝王之先務, 莫急
於得人, 得人之術, 又在於修身. 身不修則心不正, 心不正則智不明, 智不
明則忠邪不能分, 臧否不能辨, 安能得人?’은 “無不願立於朝, 而以贊從
欲之治, 是何異於‘天地相遇而萬物咸章’27)也哉?”로 바꾸었다. ‘懷’자는
‘心’자, ‘聽’자는 ‘從’자 같은 비슷한 의미의 글자로 바꾸기도 했다.
공자의 말로 인용된 ‘爲政在於得人’은 공자가어 ｢애공문정｣(哀公
問政)에 나오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 중용 20장에서는 ‘爲政在人’으
로 되어 있다. 승본에서는 중용의 구절대로 표기되어 있고, 규본과
26) ‘在於得人’은 승본에 ‘在人’.
27) 이 인용은 앞서 같은 ｢用賢以治天職｣ 조의 ⓛ 예문에서 이이가 인용한
적 있는 역 구괘의 단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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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전서에서는 공자가어의 표현대로 인용되어 있다.
(4) ｢안민이고방본｣에서
｢안민이고방본｣ 조도 비교적 표절 사례가 많은 조이다. 역시 표절
의 분량이 많았던 ｢용현이치천직｣ 조와 비교하여 이 조의 표절 양상
이 좀 다른 점은, ｢용현이치천직｣ 조가 모두 6개 이상의 글을 참고하
여 이곳저곳의 문장을 따다가 짜깁기한 것이라면, ｢안민이고방본｣ 조
는 표절한 곳이 모두 ｢간원진시사소｣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본 것처럼 ‘안민이고방본’이라는 제목을 ｢간원진시사소｣
에서 따 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① ◎ 然殿下深居九重, 民間之百種痼弊, 何以周知乎? (23쪽)
● 殿下深拱九重, 泛聞民瘼而已, 豈能實知斯民之倒懸, 一至於此哉?
(｢諫院陳時事疏｣, 3-14ㄴ)

임금이 깊이 구중 궁궐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 백성의 고통[民瘼;
痼弊]을 알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 문장은 흔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굳이 표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 하
지만 ｢안민이고방본｣ 조가 전체적으로 ｢간원진시사소｣를 참고했음을
고려한다면, 이 문장 역시 이이의 문장을 모본으로 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② ◎ 生民休戚, 係於守令, 軍額虛實, 關于28)邊將, 陟罰臧否, 在於監司,
守令非其人, 則輦賂媚權, 肥己瘠民, 邊將非其人, 則剝割軍卒, 隳
損武備, 監司非其人, 則務報恩讐, 不察民情,29) 夫如是, 則雖聖君
賢相, 日講治道, 而澤未及下,30) 化不及外, 四境之內, 終無可治之
日矣. (23∼24)
● 民生休戚, 繫於守令, 軍額虛實, 關乎邊將, 黜陟當否, 在於監司,
守令非人, 則輦賂媚權, 肥己瘠民, 邊將非人, 則剝割軍卒, 隳損武
28) 승본에는 ‘乎’.
29) 승본에는 ‘隱’.
30) ‘及下’는 승본에 ‘下究’.

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263

備, 監司非人, 則務報恩讐, 不察民情, 夫如是, 則雖聖君賢相, 日
講治道, 而澤未及下, 化不被外, 四境之內, 終無可治之理矣. (｢諫
院陳時事疏｣, 3-16ㄴ∼17ㄱ)

‘民生休戚’은 ‘生民休戚’, ‘黜陟當否’는 ‘陟罰臧否’처럼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바꾸고, ‘繫’자는 ‘係’, ‘被’자는 ‘及’처럼 역시 같은 의미의
글자로 바꾸기도 했으며, ‘守令非人’에 ‘其’를 보태어 ‘守令非其人’으
로 고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문장이다. 같은 뜻의
이체자로 볼 수 있는 ‘乎’와 ‘于’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규본과 승정
원일기의 글자가 다른 곳은 두 군데이고 모두 규본의 글자가 율곡
전서와 일치한다.
③ ◎ 況且挽近以來, 賦繁役重, 加以水旱連年, 歉31)荒荐臻, 壯者散之四
方, 弱者塡于溝壑, 哀此蒼生, 如彼栖32)苴. (24)
● 近年以來, 政紊吏苛, 賦繁役重, 饑饉荐臻, 疫癘繼作, 壯者散之四
方, 弱者塡於溝壑, 嗷嗷赤子, 如彼棲苴. (｢諫院陳時事疏｣, 3-14ㄱ)

이이의 원문에서 ‘政紊吏苛’의 구절을 빼고서, 다른 부분은 약간씩
표현을 바꿔서 사용하였다. 곧 ‘近年’은 ‘挽近’으로, ‘饑饉’은 ‘歉荒’으
로, ‘嗷嗷赤子’는 ‘哀此蒼生’으로 고치는 식이다. 여기에 이이의 시대
와는 달라진 우정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疫癘繼作’ 구절은 빼고
‘加以水旱連年’이라는 구절을 더 보태기도 했다.
규본과 승정원일기의 글자가 다른 곳은 두 군데인데, 한 곳은 이체
자인 ‘栖’와 ‘棲’이고 다른 한 곳은 두 필사본의 글자가 모두 율곡전
서의 것과 다르다.
④ ◎ 聽訟之官, 多不得人, 誘於賄賂, 怵於權貴, 不辨事理之曲直, 惟視
勢力之强弱, 故甚至於傷人者不問, 殺人者不死, 其爲冤氣, 徹于
蒼穹, 一女抱冤, 尙致三年之旱, 一夫含悲, 尙降五月之霜, 況今邦
域之內, 抱冤而含悲者, 不知其幾, 則安得不傷天地之和, 而召水
31) 승본에는 ‘飢’.
32) 승본에는 ‘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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旱之灾33)乎? (24∼25)
● 當今聽訟之官, 多不得人, 誘於賄賂, 怵於權貴, 不辨事理之曲直,
惟視勢力之强弱, 故當路之士, 熾其氣焰, 武斷之輩, 攀附要人, 公
行劫奪, 民莫敢抗. 甚至於傷人者不問, 殺人者不死, 怨憤之氣, 徹
乎蒼穹. 夫一女抱冤, 尙致三年之旱, 一夫含悲, 尙降五月之霜, 況
今邦域之內, 抱冤含悲者, 不知其幾, 則安得不傷天地之和, 以召
水旱之災乎? (｢諫院陳時事疏｣, 3-17ㄱㄴ)

이이의 원문에서 ‘當路之士, 熾其氣焰, 武斷之輩, 攀附要人, 公行劫
奪, 民莫敢抗’이라는 구절은 생략하고 ‘怨憤之氣’는 ‘其爲冤氣’로 표
현을 바꿨으며,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대로 표절하였다.
한편, 두 필사본이 차이나는 곳은 같은 뜻의 이체자인 ‘灾’와 ‘災’
이다.
⑤ ◎ 伏願殿下, 別擇仁厚34)者, 以爲監司, 責之以陟罰臧否, 保民成政,
而其35)殿最不公, 無績可紀者, 顯示譴罰, 勿復登庸, 必擇廉能忠
恕者, 以爲守令, 責之以蘇殘起弊, 得民歡心, 而其不體分憂, 恣意
貪虐者, 勘以贓律, 永錮36)其身. 至於鎭帥邊將, 亦以公道, 拔其有
才略操行,37) 毋得38)貨利多少, 定其高下, 則碩鼠屛息, 金湯守固.
(25∼26)
● 伏望殿下, 別擇剛明仁厚, 可任方面者, 以爲監司, 責之以陟罰臧
否, 保民成政, 而其殿最不公, 無績可紀者, 顯示譴罰, 勿使登庸,
又令廷臣, 各薦堪爲守令者, 必擇廉能忠恕者, 出爲百里之宰, 責
之以蘇殘起弊, 得民歡心, 而其怠事虐民者, 按以重罪, 竝治擧者.
至於鎭帥堡將, 亦以公道, 拔其有才略操行者, 而毋得以貨利之多
少, 定其高下, 則庶乎碩鼠屏息, 金湯守固. (｢諫院陳時事疏｣,
3-17ㄱ)

이이의 원문에서 ‘可任方面者’의 구절은 빠지고, ‘又令廷臣, 各薦堪
33)
34)
35)
36)
37)
38)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災’.
‘厚剛明’.
‘其’자가 없다.
‘痼’.
‘行者’.
‘得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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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守令者, 必擇廉能忠恕者, 出爲百里之宰’의 구절은 ‘必擇廉能忠恕者,
以爲守令’으로 뭉뚱그려졌으며, ‘而其怠事虐民者, 按以重罪, 竝治擧者’
의 구절은 ‘而其不體分憂, 恣意貪虐者, 勘以贓律, 永錮其身’으로 표현
이 다듬어졌다. 그 이외에는 거의 같다.
두 필사본의 글자가 다른 곳은 모두 다섯 군데인데, 그 중 규본의
‘而其殿最不公’과 승본의 ‘拔其有才略操行者’ 구절이 율곡전서와 일
치한다. 또 규본의 ‘別擇仁厚者’보다는 승본의 ‘別擇仁厚剛明者’ 구절
이 율곡전서의 ‘別擇剛明仁厚’ 구절에 더 근사하고, 규본의 ‘毋得貨
利多少’보다는 승본의 ‘毋得以貨利多少’가 율곡전서의 ‘而毋得以貨
利之多少’ 구절에 근접한다. 이 같은 차이가 난 것은 필사상의 오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규본이 승본보다는 더 나중에 작성되면서 표현
을 수정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⑥ ◎ 而獄訟則嚴飭內外之臣, 一洗舊染之汚, 察辭以明, 斷決以公, 毋畏
高明, 毋虐煢獨, 以修五刑, 以弼五敎, 或有仍舊循私, 見鄙物論
者, 治以貪汚之法, 以杜羣枉之門. (26)
● 伏望殿下, 嚴勅內外之臣, 一洗舊染之汚, 察辭以明, 斷決以公, 毋
虐煢獨, 毋右高明, 修其五刑, 以弼五敎, 或有因舊徇私, 見鄙物論
者, 則治以貪贓之律, 永杜羣枉之門. (｢諫院陳時事疏｣, 3-17ㄴ)

이이의 원문에서 ‘毋右高明’를 ‘毋畏高明’으로 바꾸고 순서도 한 구
절 뒤로 놓았다. 또 ‘貪贓之律’을 ‘貪汚之法’으로 고치거나, ‘因’자는
‘仍’자로 대체하기도 했다. 이 이외에는 거의 같은 문장이다.
(5) ｢광언로이집군책｣에서
① ◎ 人君以眇然之身, 處億兆之上, 聰不足以盡聽, 明不足以盡視, 故古
之聖王, 以國人之耳爲我之耳, 而聰無不聽, 以國人之目爲我之目,
而明無不視, 以國人之心爲我之心, 而知無不盡, 天地不足以爲大,
日月不足以爲明矣. 昏君反是, 自恃聰明, 不受忠言, 此所以惑於
讒諂面諛而終至於喪邦者也. 古者, 不設諫官, 擧朝之臣, 各以其
職, 陳其規戒, 又使商賈議於市, 行旅謗於道, 則國人無非諫官,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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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言路之廣也? 後世治不古若, 乃設諫官, 言路已窄矣, 如是而尙
不從諫, 以伸公議, 則國事何由可正, 衮39)闕何由可補乎? (27)
● 所謂廣言路以集羣策者, 人君以眇然之身, 處億兆之上, 聰不足以
盡聽, 明不足以盡視, 故古之聖王, 必以國人之耳爲我之耳, 聰無
不聽, 以國人之目爲我之目, 明無不視, 以國人之心爲我之心, 知
無不盡, 天地不足以爲大, 日月不足以爲明矣. 昏君反此, 自恃聰
明, 不受忠言, 此所以惑於讒諂面諛而終至喪邦者也. 古者, 不設
諫官, 擧朝之臣, 各以其職, 陳其規戒, 又使商賈議於市, 行旅謗於
道, 則國人無非諫官也, 何其言路之廣也? 後世治不古若, 乃設諫
官, 言路已窄矣, 如是而尙不從諫, 以伸公論, 則國事何由可正乎?
(｢玉堂陳時弊疏｣, 3-32ㄴ∼33ㄱ)

｢광언로이집군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 대목의 문장은, 이이가 역시
‘廣言路以集羣策’할 것을 임금에게 제안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이가 쓴 원문에서 ‘必’자를 빼기도 하고 ‘而’자를
덧붙이기도 하였으며 ‘公論’을 ‘公議’로 바꿔 적는 등, 글자의 차이가
몇 군데 있고, 맨 마지막에 ‘衮闕何由可補’란 한 구절을 더했다. 그
이외에는 완전히 같은 문장이다.
② ◎ 古人稱堯曰, 舍己從人, 稱舜曰, 樂取諸人以爲善, 稱禹曰, 拜昌言,
稱湯曰, 從諫弗咈. 堯ㆍ舜ㆍ禹ㆍ湯, 德已至矣, 治已極矣, 猶且虛
心從善,40) 如恐不及. (28)
● 古人稱堯曰, 舍己從人, 稱舜曰, 樂取諸人以爲善, 稱禹曰, 拜昌言,
稱湯曰, 從諫弗咈. 堯ㆍ舜ㆍ禹ㆍ湯, 德已至矣, 治已極矣, 猶且虛
心從善, 如恐不及. (｢應旨論事疏｣, 6-22ㄱ)

앞에서 본 ①의 문장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다. 이이의 원문
과 완전히 똑같다. ‘猶且虛心從善’ 구절은 승본에 ‘猶且虛心從諫’이라
고 되어 있는데, 규본의 것이 율곡전서와 일치한다.

39) 승본에는 ‘而衮’.
40) 승본에는 ‘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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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기강이려퇴속｣에서
① ◎ 紀綱整則衆事自理, 紀綱紊則百度皆廢, 紀綱之整, 不在怯之以威,
駈41)之以法也, 在於擧措得宜, 賞罰必信而已. 夫使賢者在位, 而
不肖者不敢進, 能者在職, 而不才者不敢干, 賞當其功, 罰當其罪,
大臣秉勻,42) 足以服衆, 臺諫補闕, 足以盡言, 人君以大公至正之
道, 照臨于上, 則紀綱自整, 頹俗可勵矣. (31∼32)
● 所謂振紀綱以肅朝廷者, 紀綱者, 國家之命脈也, 紀綱整則衆事自
理, 紀綱紊則百度皆廢, 紀綱之整, 不在怯之以威, 驅之以法也, 在
於擧錯得宜, 賞罰必信而已. 夫使賢者在位, 而不肖者不敢進, 能
者在職, 而不才者不敢干, 賞當其功, 罰當其罪, 大臣秉勻, 足以服
衆, 臺諫補闕, 足以盡言, 而人君以大公至正之道, 照臨于上, 則紀
綱自整, 而朝廷可肅也. (｢玉堂陳時弊疏｣, 3-31ㄱㄴ)

｢진기강이려퇴속｣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대목은, 역시 이이가 임금
에게 ‘振紀綱以肅朝廷’하기를 권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
다. 이이의 원문에서 ‘驅’자를 같은 뜻의 속자인 ‘駈’로 적고, ‘而’ 한
글자를 뺀 이외에는 완전히 같은 문장이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이가 ‘而朝廷可肅也’라고 쓴 구절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頹俗可勵
矣’라고 고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이 원문의 처음에는 ‘紀綱者,
國家之命脈也’라고 기강에 대한 정의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우정규
가 ｢振紀綱以勵頹俗｣ 조의 시작 부분에서 기강을 국가의 혈맥(血脈)
이라고43) 규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규본과 승본의 글자가 다른 곳은 두 군데이지만, 모두 속자나 이체
자의 차이일 뿐이다.
② ◎ 必以公平正大之心, 施諸政令事爲之間, 直必擧, 枉必錯, 功必賞,
罪必罰, 事事而勅勵, 人人而勸懲, 以之立規模而明法令, 尙禮義
而勵廉恥, 則民志可以定, 紀綱可以樹44)矣. (32)
41) 승본에는 ‘驅’.
42) 승본에는 ‘鈞’.
43) 夫紀綱者, 人君所以御世磨礲之具, 而有國之血脈也. 人無血脈則死, 國無紀綱
則亡, 此必然之理也.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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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須以公平正大之心, 施之政事, 今日行一善政, 明日行一善政, 直必
擧, 枉必錯, 功必賞, 罪必刑, 則紀綱立矣. (經筵日記, 29-38ㄴ;
｢年譜 上｣, 33-44ㄱㄴ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이의 원문에서 ‘今日行一善政, 明日行一善政’을 빼고 ‘事事而勅
勵, 人人而勸懲, 以之立規模而明法令, 尙禮義而勵廉恥, 則民志可以定’
을 보탰으며, ‘紀綱立矣’를 ‘紀綱可以樹矣’로 바꾸는 식으로 표현도
다듬었다.
(7) ｢절재용이혁치풍｣에서
① ◎ 食不爲充腹, 而45)盈案以相誇, 衣不爲掩體, 而46)華美以相競, 一卓
之費,47) 可爲飢者數月之粮,48) 一襲之費, 可爲寒者十人之衣. (33
∼34)
● 食不爲充腹, 盈案以相誇, 衣不爲蔽體, 華美以相競, 一卓之費, 可
爲飢者數月之糧, 一襲之費, 可爲寒者十人之衣. (｢萬言封事｣,
5-32ㄴ∼33ㄱ)

이이의 원문에서 ‘蔽’는 ‘掩’, ‘糧’은 ‘粮’과 같이 똑같은 뜻의 글자
로 바꿔 적기도 하고, ‘而’를 덧붙이기도 했으나, 거의 같은 문장이다.
승본과 규본의 글자가 다른 곳은 네 군데인데, 이 중 뜻이 다른 글자
는 규본의 ‘費’와 승본의 ‘需’이다. 율곡전서에서 이 글자는 ‘費’로
규본과 일치한다.
(8) ｢숭도학이정인심｣에서
｢숭도학이정인심｣ 조도 이이의 문장을 표절한 곳이 많이 등장하는
조이다. 대부분 ｢옥당진시폐소｣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이이의 이
44)
45)
46)
47)
48)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振’.
‘而’자가 없다.
‘而’자가 없다.
‘需’.
‘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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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숭도학이정인심’에 관한 항목이 나오는 때문일 것이다.
① ◎ 斯道之在天下, 猶元氣之在四時, 不隨治而存, 不隨亂而亡, 然而或
行或否, 實係於49)人. 斯道行, 則五典克從, 而七政順度, 斯道不
行, 則九疇不敍, 而三光失燿. (35)
● 所謂崇道學以正人心者, 斯道之在天下, 猶元氣之在四時也, 不隨
治而存, 不隨亂而亡, 然而或行或否, 實係於人. 斯道行, 則五典克
從, 而七政順度, 斯道不行, 則九疇不敍, 而三光失曜. (｢玉堂陳時
弊疏｣, 3-28ㄴ)

｢숭도학이정인심｣ 조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문장이다. 이이가 역시
임금에게 ‘숭도학이정인심’할 것을 권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한 대목
의 원문을, ‘也’ 한 글자만 빼고 그대로 가져왔다. ｢숭도학이정인심｣
조에는 뒤이어 ‘是以三代聖王, 莫不以是爲重, 修擧學校之政, 申明孝悌
之義, 皆所以敦彝倫而敷敎化也’(35)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역시 이
이가 ｢옥당진시폐소｣의 같은 곳에서 쓴 ‘漸復三王之制, 修擧學校之政,
申明孝悌之義’라는 문장을 응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규본과 승본의 글자가 다른 곳은 한 군데이고, 규본의 글자가 율
곡전서와 일치한다.
② ◎ 心慕古道, 身飭儒行, 只談法言, 以持公論, 則玆可謂國之元氣.
(37)
● 夫心慕古道, 身飭儒行, 口談法言, 以持公論者, 謂之士林. (｢玉堂
陳時弊疏｣, 3-29ㄱ)

이이의 원문에서 ‘士林’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을 ‘國之元氣’라고 표
현을 바꿨을 뿐, 완전히 같은 문장이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이이
가 ‘士林者, 有國之元氣也’(｢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2ㄴ)라고 규
정한 것을 참고해 볼 수 있다.
③ ◎ 大抵祖宗朝用人之規, 惟視才德, 不專以科擧爲重, 故朝無曠官, 野
49) 승본에는 ‘乎’.

270 논문
無遺賢, 政治以成.50) 近世以來, 此法不行, 雖有高尙之士, 非由科
擧而進, 則終不置之要地. 今則流俗之輩, 習以爲常, 欲用遺逸, 則
羣51)恠52)聚笑, 或至沮53)斥, 此所以朝多尸素, 野有潛珍, 而政治
不成者也. (38)
● 我國祖宗朝用人之規, 惟視才德, 不專以科擧爲重, 故朝無曠官, 野
無遺賢, 政治以成焉. 自己卯士林之敗, 姦兇連執國柄, 嫉惡高尙
之士, 非由科擧而進, 終不置之要地, 祖宗良法, 於斯埽地矣. 乙巳
年閒, 雖非出身, 亦命交差憲官, 而終不克施焉, 今則流俗之輩, 習
以爲常, 若聞欲用遺逸, 以爲臺官, 則羣怪聚笑, 如見太古茹毛飮
血之事, 此所以朝多尸素, 野有潛珍, 而政治不成者也. (｢玉堂陳時
弊疏｣, 3-33ㄴ)

이이의 원문에서 특정한 시기의 사례들을 빼거나 표현을 바꾸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를 가져온 문장이다.
④ ◎ 伏願殿下, 力行古道, 爲國人倡, 振作士氣, 奬發儒化. (38)
● 伏願殿下, 力行古道, 爲國人唱, 奬拔儒臣. (｢玉堂陳時弊疏｣, 3-28ㄴ)

이이의 원문에 ‘振作士氣’라는 구절을 더하고, ‘儒臣’을 ‘儒化’로 바
꾸었다.
⑤ ◎ 一如祖宗朝故事, 則敎化明於上, 風俗美於下, 豪傑有作, 凡民亦興.
(38)
● 夫如是, 則敎化明於上, 風俗變於下, 豪傑有作, 而凡民亦興矣. (｢玉
堂陳時弊疏｣, 3-29ㄱ)

이이의 원문에서 한두 개의 글자를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50)
51)
52)
53)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승본에는

‘成矣’.
‘群’.
‘怪’.
‘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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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붕당혁거지의｣(朋黨革祛之議)에서
① ◎ 是以先正臣李珥, 必欲洗滌東西, 保合大和, 同54)寅協恭, 共濟國事
者也. (40)
● 嗚呼! 才難之歎, 三代猶然, 矧今衰世, 人物眇然, 屈指無幾, 雖使
一時士類, 不問前後, 同寅協恭, 共濟國事, 猶恐時危力綿, 不克有
成, 況復限以東西, 甄別流品, 必欲捨彼取此者乎? (｢辭大司諫兼
陳洗滌東西疏｣, 7-8ㄱ)

이 문장은 표절은 아니다. 우정규가 명확히 이이의 이름을 언급했
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우정규는 이이를 당쟁을 해소하려 한 인물
로 높이 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평가가 이이의 어떤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보려 한다. 우선 이이가 ‘洗滌東西’하려
했다는 말은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소｣(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2
ㄱ∼10ㄴ)라는 이이의 소 제목에서 따 온 것이 분명하다.55) 또 ‘同寅
協恭, 共濟國事’하려 했다는 말 역시 같은 소 안에 나오는 이이의 주
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56)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붕당
혁거지의｣는 이이가 쓴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소｣을 주요한 참고 자
료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붕당혁거지의｣에는 ｢사대사간겸
진세척동서소｣에서 전개한 붕당 혁파의 논지를 빌려온 곳이 몇 군데
더 보인다.
② ◎ 此不但君子小人之分而已, 亦至於邪正忠逆之判焉, 而廷論多岐,
國是未定, 自古及今, 安有此朋彼黨氷炭同器, 而能治其國者乎?

54) 승본에는 ‘使之同’.
55) 이 소에는 제목 이외에도 ‘洗滌東西’라는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한다. 伏願
殿下以臣此疏, 下于公卿大臣, 使之商議, 如以臣言爲是, 則下敎朝紳, 使之洗
滌東西, 不復甄別.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9ㄴ); 由是觀之, 則雖洗
滌東西, 悉加器使, 而若義謙則只當保其爵祿, 不可更居要地也. (｢辭大司諫兼
陳洗滌東西疏｣, 7-10ㄱ)
56) 이이가 쓴 다른 글에는 ‘同寅協恭, 共爲國事’라는 비슷한 표현도 보인다.
其餘士類, 當視以一家之人, 議論稍或不同, 皆可消融歸一, 洗濯形迹, 用捨一
以至公, 同寅協恭, 共爲國事. (｢答成浩原｣, 11-11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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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此不但君子小人之分而已, 亦至於邪正忠逆之判焉, 而廷論岐貳,
國是未定, 善善而不能用, 惡惡而不能去, 薰蕕相襲, 氷炭同器, 自
古及今, 安有此朋彼黨同調共劑, 而能治其國者乎? (승정원일기,
546중)
● 若是一爲君子, 一爲小人, 則水火不同器, 薰蕕非一叢, 自古及今,
安有君子小人同調共劑, 而能保其國者乎? 是故, 善善而不能用,
惡惡而不能去, 郭公之所以亡也.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6ㄱㄴ)

이 부분은 우정규가 이이의 원문을 전범으로 하되, 이를 조금씩 변
형하여 자신의 논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맨 위에 있는 규본의 문장은 얼른 보아서는 맨 아래 ｢사대사간겸진세
척동서소｣의 문장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야언의 최초 모습을 담고 있는 승본과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
소｣를 비교해 보면, 그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대사간겸진세
척동서소｣에서 “自古及今, 安有君子小人同調共劑, 而能保其國者乎?”라
고 하여 군자와 소인의 조제에 대해 논한 것을 승본에서는 “自古及
今, 安有此朋彼黨同調共劑, 而能治其國者乎?”라고 붕당 사이의 조제로
표현을 바꾼다. 또 이이가 곽씨의 사례로 제시한 “善善而不能用, 惡惡
而不能去”를 우정규는 붕당의 일반적인 폐해로 설명한다. 여기에 군
자와 소인이 서로 관계 맺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사용한 “水火不同器,
薰蕕非一叢”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뒤집어, 군자와 소인이 뒤섞여 지
내는 혼란한 모습을 “薰蕕相襲, 氷炭同器”라고 비유한다.
다시 규본에서는 “善善而不能用, 惡惡而不能去” 구절을 빼고, “自古
及今, 安有此朋彼黨同調共劑, 而能治其國者乎?”라는 문장에 “氷炭同
器”의 비유를 뭉뚱그려 “安有此朋彼黨氷炭同器, 而能治其國者乎?”라
고 함으로써 붕당의 대립을 방치한 채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③ ◎ 痛祛淫朋,57) 咸歸大同然後, 惟賢惟才則用之, 不賢不才則捨之, 內
外小大之臣,58) 皆得其人,59) 精白一心,60) 公耳國耳.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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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之洗滌東西, 不復甄別. 惟賢惟才則用之, 不賢不才則舍之, 同朝
之士, 擧皆一心徇國.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9ㄴ)

두 문장은 모두 “惟賢惟才則用之, 不賢不才則舍之”를 중심으로 하
여, 앞쪽에서는 붕당의 대립을 해소할 것을 권하고, 뒤쪽에서는 그리
하면 조정의 신하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리라는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이 원문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동인과
서인이라는 원문의 특정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을 찾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61)
(10) ｢학교교육지책｣(學校敎育之策)에서
경제야언의 제9조인 ｢붕당혁거지의｣까지 거의 모든 조에서 이이
의 원문을 표절한 사례가 등장하지만, 이후의 조목, 예컨대 ｢수령택
차지의｣(守令擇差之議), ｢도신치부지의｣(道臣置副之議), ｢과제변통지책｣
57)
58)
59)
60)
61)

‘痛祛淫朋’은 승본에 ‘洞革朋比’.
승본에는 ‘官’.
‘其人’은 승본에 ‘以人器相稱’.
‘精白一心’은 승본에는 ‘亦莫不精白一心, 各效其忠’.
이런 식의 변형을 고려한다면, 붕당의 폐해를 역사적으로 논한 ｢朋黨革祛
之議｣의 한 대목 역시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에서 이이가 사림 사이
의 다툼과 국가의 흥망을 연관 지어 역사적 사실을 열거한 대목에서 시
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역사적 사건들을 논하면서
“已然之迹, 昭載簡策[往牒]”이라고 말하고 있다. “夫三代以前, 未嘗有朋黨
之目, 而聖帝明王, 建中建極, 以致平蕩之治者, 不過進君子退小人而已. 肆昔
箕子陳王道平蕩, 戒在偏陂, 孔聖論君子小人, 言其周比, 爲人君而建皇極者,
苟不能明辨乎君子小人之別, 務盡乎王道平蕩之治, 偏私周比之習, 自相縱恣,
而甲可乙否之論, 漸至乖張, 此朋黨之所由起也. 盖自東漢之末, 始有黨錮之
禍, 唐則有牛ㆍ李之朋, 宋則有洛ㆍ蜀ㆍ川黨之目, 至於皇明, 有東林之黨, 此
皆兆朕於黨戰, 而終致禍亂於人國, 其已然之跡, 昭載往牒, 可不戒哉?”(39쪽)
; “士林盛而和則其國治, 士林激而分則其國亂, 士林敗而盡則其國亡, 已然之
迹, 昭載簡策. 昔者, 帝舜命九官十二牧,而濟濟相讓, 周武之臣三千, 同心同
德, 此則士林之盛而和者也. 唐之李德裕ㆍ牛僧孺, 分朋結黨, 相傾相軋, 宋之
羣賢, 以類相從, 論議不協, 遂有洛黨川黨朔黨之名, 此則士林之激而分者也.
東漢黨錮之禍, 忠賢殆無孑遺, 唐末白馬之慘, 淸流悉葬魚腹, 前宋章ㆍ蔡之
徒, 悉逐元祐諸賢, 而至立姦黨之碑, 此則士林之敗而盡者也. 其治亂興亡, 莫
不由之, 此理勢之必至者也.”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7-2ㄴ∼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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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制變通之策) 등에서는 그런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이의 원문을
표절한 문장은 제13조 ｢학교교육지책｣에 다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조에서 이이를 인용하거나 표절한 곳은 모두 ｢응
지론사소｣에 나오는 내용이다.
① ◎ 大抵內之館學, 旣不足以培養人才, 則外之校院, 尤可寒心. 列邑書
院之建, 不惟尊賢62)而尙德而已, 亦可以儲養志學之士, 而但不設
師長, 故儒生相聚, 放意自肆, 無所矜式, 不見藏修之效, 國家設立
之本意, 必不如此,63) 而今之議者, 或詆書院以爲可罷, 此則出於
憤懟, 非正論也. (66∼67)
● 內之成均, 旣不足以興學, 而外之鄕校, 尤可寒心. 近來書院之建,
可養志學之士, 爲益不淺, 而但不設師長, 故儒生相聚, 放意自肆,
無所矜式, 不見藏修之效, 國家設立本意, 必不如此. 故議者, 或詆
書院以爲可罷, 此則出於憤懟, 非正論也. (｢應旨論事疏｣, 6-25ㄱ)

이이의 원문에서 ‘成均’은 ‘館學’으로, ‘興學’은 ‘培養人才’로, ‘鄕
校’는 ‘校院’으로 고치고, ‘不惟尊賢而尙德而已’라는 구절을 더하는
식으로 전반부의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문장의 흐름이나 대의
는 동일하고, 후반부는 문장 자체로 거의 같다. 규본의 글자와 승본
의 글자가 갈리는 두 곳에서 한 군데는 이이의 문장을 표절한 곳인
데, 여기서는 규본의 ‘此’가 율곡전서와 일치한다.
② ◎ 昔先正臣李珥陳疏, “乞於書院, 依中朝之例, 設洞主山長之員, 薄
有俸祿, 如童蒙敎授之例, 擇有學行可爲師表64)者及休官退隱之人,
使居其職, 責以65)導率, 則其敎育之效, 必有可觀, 而他日國家之
得人, 未必不資於此”, 其言固可用也. (67∼68)
● 臣愚欲乞於大處書院, 依中朝之制, 設洞主山長之員, 薄有俸祿, 如
童蒙敎授之例, 擇有學行可爲師表者及休官退隱之人, 使居其職,
責以導率, 則其敎育之效, 必有可觀, 而他日國家之得人, 未必不
資於此也. (｢應旨論事疏｣, 6-25ㄱㄴ)
62)
63)
64)
65)

승본에는 ‘師’.
승본에는 ‘是’.
승본에는 ‘表’자가 없다.
‘責以’는 승본에 ‘以責’

경제야언의 이이 표절

275

이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이의 원문에서 첫 구절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규본의 글자와 승본의 글자가
다른 두 곳은 모두 규본의 글자가 율곡전서와 일치한다.

Ⅳ. 맺는 말
본론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해 본다.
㉠ 우정규는 경제야언의 여러 대목에서 이이의 글을 표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야언을 바치며 같이 올린 소에서도 이이의
소를 여러 곳 참조하여 이이의 문장을 표절하거나 원용하였다. 표절
로 보이는 대목은 소에서는 적어도 2곳 이상이고, 경제야언 본문에
서는 ｢정심위출치지본｣ 2곳, ｢면학위정심지요｣ 2곳, ｢용현이치천직｣
5곳, ｢안민이고방본｣ 6곳, ｢광언로이집군책｣ 2곳, ｢진기강이려퇴속｣ 2
곳, ｢절재용이혁치풍｣ 1곳, ｢숭도학이정인심｣ 5곳, ｢붕당혁거지의｣ 2
곳, ｢학교교육지책｣ 1곳 등 10개 조목 28곳이다. 경제야언 본문과
소에 걸쳐 최소 30곳 이상의 표절 사례가 나타나는 셈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표절이 의심되는 대목이 몇 군데 더 보인다.
㉡ 규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제야언은 모두 46조인데, 이 중 표
절 사례가 드러나는 조목은 ｢정심위출치지본｣ 이하 1조부터 9조까지,
그리고 13조인 ｢학교교육지책｣ 등이고 다른 조목에서는 표절의 사례
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8조 ｢숭도학이정인심｣이나 9조 ｢붕당혁
거지의｣까지의 조목이 대략 경제야언 전체의 원론에 해당한다는 사
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폐에 대한 원론적인 처방을 논할 때는
이이의 원문을 표절해도 논지 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이외
의 조목들은 우정규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현실적 운용상과 관련
된 내용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는 이이의 경세론 관련 소나
봉사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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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지책｣에서 다시 이이를 표절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 또한 ‘교
육’이라는 문제가 어떤 시대나 항상 주요한 논의거리라는 점을 감안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야언에서 이이의 글을 표절한 조목들은, 그 조목의 이름
부터 이이의 소를 참조한 경우가 다수 보인다. 이 경우 각각의 조목
에 보이는 표절 대목들도 해당 조목의 이름을 따온 이이의 소나 봉
사에서 가져온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안민이고방본｣조로, 모두 6곳의 표절 사례가 드러나는데 여기
서 표절한 문장은 모두 이이의 ｢간원진시사소｣에서 따온 것이다. 그
런데 ‘안민이고방본’(安民以固邦本)이란 제목 역시 바로 ｢간원진시사
소｣에 그대로 나온다. 물론 ｢용현이치천직｣처럼 조목의 이름을 지으
며 참조한 ｢간원진시사소｣에서는 한 군데의 문장만 가져오고, 5개 이
상의 다른 이이 글에 걸쳐 표절 사례가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경제야언에서 표절한 이이의 원문은 ｢간원진시사소｣, ｢만언봉
사｣, ｢옥당진시폐소｣, ｢응지론사소｣ 등에서 가장 많이 따 왔고, 이 밖
에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소｣, ｢진시폐소｣, ｢진시사소｣, 경연일기
등에서 가져온 것도 보인다.
㉤ 앞으로 우정규와 경제야언에 대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이를 표절한 대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수의 표절 사례를 감안한다면, 우정규가 지은 경제야언은
이이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66) 그런데 우정
규가 살았던 곳은 경상도 함양(咸陽)이고, 함양을 포함하여 이른바 경
상우도(右道)의 지역은 17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사상적으로는 대체로
조식의 남명학파가 가장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다. 인조반
정 이후 이 지역의 유학자들은 퇴계학파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율곡학파로 자처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67) 이
66) 단순한 문장의 표절 외에도, 경제야언에서 우정규가 제시하는 제도개선
안의 내용 역시 이이에게 영향 받은 흔적이 많이 드러난다. 정원재, 앞의
글, 76∼78쪽과 9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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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우정규는 18세기 경상우도 지역에서 이이의 학문적 영향을
받아 저술을 내놓은 것이 분명한, 사상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 경제야언의 최초 모습을 담고 있는 승본과 비교적 더 정리된
형태를 보이는 규본은 내용상에서도 약간씩 차이를 드러낸다. 그런데
경제야언에서 이이의 원문을 인용하거나 표절한 대목을 놓고서 두
필사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승본보다 나중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규본의 글자가 오히려 율곡전서의 원문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승정원일기의 탈초 과정
에서 상당한 오자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승정원일기
탈초본은 오랫동안 한국학 연구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어 왔고, 현재
는 이 탈초본의 원문이 전산망을 통해 일반에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단지 경제야언의 사례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성급할지도 모르지만,
승정원일기의 원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탈초본
을 보완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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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 Chŏng-kyu’s plagiarism of Yi I on A Rustic’s
Words on Governance(Kyŏngjeyaŏn)

Jeong, Weon-Jae

A Rustic’s Words on Governance by U Chŏng-kyu (1718-1791)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texts that shows the flow of
Silhak. Existing research has presupposed that the main part of the
text is the independent idea of U Chŏng-kyu. In this paper,
however, I wish to illuminate that U Chŏng-kyu plagiarized Yi I’s
writings in many areas and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thoughts
of U Chŏng-kyu we must first comprehend the influence of Yi I on
A Rustic’s Words on Governance. What is proved in this paper is
the following: 1) There are at least 28 places in A Rustic’s Words
on Governance where U Chŏng-kyu plagiarizes Yi I. 2) These cases
of plagiarism exist mostly in articles one through nine, which
contain the main theory of the entire text. 3) Titles of articles one
through eight are also identical or similar to the reform measures
Yi I suggested in his appeals. 4) The main sources of plagiarism
were

Gan-wonjinsisaso,

Man-eonbongsa,

Ogdangjinsipyeso,

and

Eungjilonsaso. 5) U Chŏng-kyu is a very interesting case in the
history of Korean thought in that he is a certain case who
published his writings under the influence of Yi I’s scholarship in
the Kyeongsang Right province of the 18th century. 6) The earl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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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of A Rustic’s Words on Governance is found in
SeungJeong-won Diary, but compared that to the plagiarized parts
shown in The Complete Works of Yulgok, there appear to be many
misprints in the manuscript.
Keywords: A Rustic’s Words on Governace(Kyŏngjeyaŏn),
Governance theory, U Chŏng-Kyu, Yi I, Plagiarism,
SeungJeong-won Di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