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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는 인륜 가운데 가

장 으뜸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효도한 연후

에야 가정과 국가에 무강의 복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인효자애하

며 총명하여 어질고 정직한 신하가 도와 밝힌다면 요순의 덕화(德化)와 문경의 다스림을

가히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듯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신하는 보국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위만을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도둑질하여 본의(本意)를 왜곡하고 아첨을 일삼아 충성스럽게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

사스런 말을 한다 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둑놈이라 하여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

으로는 백성을 침학하는 관리가 많다. 인민의 마음은 나날이 흐트러져 생업을 즐길 수 없

고 나아가 몸을 보존할 계책이 없다. 

학정은 날로 더해가고 원성은 그치지 아니하니 군신의 의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명분은

모두 무너져 남은 것이 없다. 관자가 일컫기를 사유[禮義廉恥]가 펼쳐지지 아니하면 국가

는 멸망한다고 했으니 바야흐로 오늘날의 형세는 옛날보다 심하다. 



5 6 8

공경 이하로부터 수령방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제

몸을 살찌우고 집안을 윤택하게 만들기만을 획책하고 관료를 선발하는 것을 돈벌이의 길

이라고 생각하여 과거 시험장은 시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허다한 재화와 뇌물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배를 채우고 있다. 국가에는

누적된 부채가 있으나 갚을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란한 짓만을 거리낌 없

이 일삼으니 팔로는(전국은) 어육(물고기 밥)이 되고 만민은 도탄에 허덕이는 구나. 

수재(지방관)가 탐학을 일삼는 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깎이면 나라는 망한다.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향제(별장이나 농장)를 설치하여 오로지 스스로를 온전케 하기를 도모하고 녹

위만을 도적질하니 어찌 그것이 이치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유민이지만 국왕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임금님의 옷을 입었으니

어찌 국가의 위험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팔로(전국)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조짐을 헤

아리고 뜻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하였으니 오

늘의 광경은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본업에 안착하여 함께 승평일월

(태평세월)을 빌고 모두 임금님의 덕화를 입는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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