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책자
나 알록달록한 무늬를 뜻하기도 한다.
제목 도종심시道琮尋屍는 도종이 시신
을 찾았다는 뜻이다. 나도종羅道琮은
그 이름을 도종道宗이라고도 하며 당
나라 때 포주蒲州의 우향虞鄕이라는
곳 사람이다. 벼슬하여 태학박사太學博
士에 이르고 명유名儒로서 일컬음을
받았다. 그가 귀양살이를 가던 길에 동
반자가 객사하니 돌아오는 길에 그 주
검을 찾아 거두어 짊어지고 와 그 고향
에 묻어준 일이 미담으로 전하여 상우
록尙友錄이라는 책에 실렸다. 영남嶺南
은 영표嶺表ㆍ영외嶺外 등으로 말하는
중국의 오령五嶺 이남으로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일대를 말한다. 형양荊襄은
중원中原의 남부 지역인 형주荊州와
양주襄州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275. 오곽상보吳郭相報
오보안吳保安은 당唐의 위주魏州 사

람인데 곽중상郭仲翔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곽중상이 벼슬살이에 나가 요
주도독姚州都督 이몽李蒙이라는 사람
의 판관判官이 되자 오보안이 궁핍한
것을 연민하여 힘써 천거해서는 장서
기掌書記가 되게 하였다. 뒤에 곽중상
이 남방의 만족蠻族에게 피집被執하였
는데 반드시 비단 1천 겸�을 속贖으로
주어야 풀어준다 하였다.
오보안이 속을 마련하고자 하되 곽중

상의 집이 가난하여 무책이므로 힘써
장사를 하기를 1 0년 동안에 깁 7백 필
을 모았다. 그 처자는 한가지로 수주遂
州 땅의 길손이 되어 오보안이 있는 곳
을 찾아 나서 돌아다니다가 요주姚州
에서 몸이 지쳐 오도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니 도독都督 양안거楊安居가 그
일을 알고 연고를 기이히 여겨 그 나머
지 속을 대납해 주고자 오보안을 찾아
인견하고는 물었다.
“그대가 집일을 버리고 벗의 환난을
급히 여긴 것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느
뇨? 내가 청컨대 속바침을 빌어주어 그
대의 모자라는 것을 돕고자 하노라.”
이에 오보안이 크게 기뻐하며 도독이

빌어주는 비단을 합하여 만족에게 갖
다 주고 바로 곽중상을 데려왔다. 뒤에
곽중상이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복을
마친 다음에 말하기를‘내가 오공吳公
에게 힘입어 살았는데 이제 어버이가
돌아가시어 안계시니 그 보답할 뜻을
행하는 게 옳다’하였는데, 이때에 오
보안은 팽산彭山의 승丞으로 있다가
임지에서 객사하고 그 아내 또한 죽어
그 장사를 고향에 모셔다 치를 수가 없
었다. 곽중상이 몸소 최질��의 상복
을 입고 오보안의 유해를 큰 주머니에
꾸려 등에 지고는 맨발로 걸어 고향에
운구해다 장사지내고는 그 묘소 아래
에서 3년 동안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돌
아갔다. 그리고 오보안의 아들을 데려
다 장가를 들여서는 자기 벼슬을 사양
하여 물려주었다.
제목 오곽상보吳郭相報는 오보안과

곽중상이 서로 보답했다는 뜻이다. 오
보안은 당의 예종睿宗 때 사람으로 자
가 영고永固이며 곽중상과의 우정에
얽힌 일화가 당서唐書에 올라 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투만걸구한가빈投蠻乞救恨家貧 : 남
쪽 오랑캐에 투신하여 구하기를 빌며
가난을 한탄하더니
역색천겸속일신力索千�贖一身 : 천

필 비단을 모아 한 몸을 속환하였네

부장복최환수묘負葬服�還守墓 : 상
복 입고 등짐으로 운구해다 시묘까지
하여
감은종보재생인感恩終報再生人 : 은

혜에 보답하여 마침내 사람을 재생시
켰네

도도진시번운수滔滔盡是륙雲手 : 도
도히 흐르는 인심 모두가 손바닥을 뒤
집듯하니
천고희봉신의중千古稀逢信義中 : 이

같은 신의야 천고에도 만나기 어려운
노릇

감격은정기필보感激恩情期必報 : 감
격한 은혜의 정 기필코 보답하여
양인고조격투풍兩人高操激�風 : 두

사람 높은 지조 속이는 풍조 격동시키

1 52 0 1 1년 3월 1일 화요일 제138호

1 6면으로 계속

옛말에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하였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을
수가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왜 여기
에 부정적인 성어成語만 있고 상청하
불탁上淸下不濁과 같이 긍정적인 관
용어는 없는가. 한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흐릴 수 없다는 소리도 해보
면 어떨까. 
1 3 9 2년에 조선 태조가 정혁鼎革을

하여 새 왕조를 열었지만 이는 분명
고려에 대한 대역의 불의였다. 방촌尨
村 황희黃喜·고불古佛 맹사성孟思
誠·야은冶隱 길재吉再는 다 같이 고
려 우왕말·창왕조에 문과를 하여 관
직에 나갔는데 역성易姓이 되자 야은
은 노모 봉양을 핑계로 낙향했던 김에
두문杜門 수절하였으나 방촌과 고불
은 신왕조에 출사하여서는 스스로 부
끄러워 도성에 들어가 살 수는 없다면
서 성밖의 누항陋巷에서 지냈다. 세종
대왕 때 방촌과 고불은 영의정과 좌의
정이 되어 청백일절淸白一節로 소거
所居가 불폐풍우不蔽風雨(바람과 비
를 가리지 못함)라는 소문이 났다. 절
재節齋 김종서金宗瑞가 함길도 감사
咸吉道監司로 육진六鎭을 개척하고
돌아와 병조판서가 되어 황각黃閣으
로 영좌상을 찾아뵈며 북청의 명산 꿀
단지 하나를 예물로 드렸다. 방촌이
노하여‘병조판서가된 사람이 직사에
여가가 없어야 할 터인데 이 따위 뇌
물이나 들고 누구를 찾아다니느냐’고
호통쳤다. 김종서의 무안은 차치하고,
그가 돌아간 뒤 고불이‘문안차 와서
늙은이가 목마르거든 타 마시라는 걸
가지고 그리 호통까지 쳐 내치시오’
하였다. 집에서 종의 자식이 수염을
잡아도 허허 웃는다던 방촌이 정색하
고‘우리가 얼마나 더 여기 있을 것
같소. 내일모레 저 사람이 여기 앉을
터인데 언제 또 저 사람을 벼릴 겨를
이 있겠소’하였다. 이는 일화가 되어
회자되었다. 김종서의 귀에도 물론 들
어갔는데, 절재는 밤중에 홀로 통곡하
였다.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의 대
의가 빛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사람의 청백이 우리나라 세종성대
를 이룸에 한 초석이 된 것이다. 
링컨이 2 6세이던 1 8 3 4년에 일리노이

주의원에 출마했다. 당본부에서 선거
자금으로 2백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2백 달러는 링컨에게 거금이지만 선거
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정치
가들은 대개 정해진 선거비 외에 추가
로 많은 돈을 쓰고 이는 관행으로 인
식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링컨은 당선
되었다. 링컨은 2백 달러 선거 자금
중 1 9 9달러 2 5센트를 당에 반납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선거 유세장 사용료는 내가

지불했습니다.
각처 유세장으
로 이동하는 교
통비는 내 말을
탔기 때문에 들
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다닌
선거운동원 가

운데 노인들이 목이 마르다 하여 음료
수를 사 드린 값으로 7 5센트가 들었는
데 영수증을 동봉합니다.’링컨의 이
7 5센트 명세서는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다. 유권자들도 링컨이 돈을 쓰지
않고 선거에 이긴 사실에 깜짝 놀랐
다. 이로부터 링컨은 더 큰 지지와 존
경을 받게 되었다. 27년 후 1 8 6 1년 3
월 4일 링컨은 미합중국의 1 6대 대통
령으로 취임했다. 취임과 동시 그는

‘어느 주도 미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
나 탈퇴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함으로
써 현안이던 미국 남부 1 1개 주의 분
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부연합은 링
컨이 취임한 지 4 0일 만인 1 8 6 1년 4월
1 2일 새벽 찰스턴항의 섬터요새를 공
격함으로써 남북전쟁이 시작됐다. 그
리고 만 4년이 걸린 1 8 6 5년 4월 남군
의 항복을 받아 전쟁이 끝났다. 북군
의 전사자가 3 6만, 남군의 전사자가
2 5만이었다. 링컨은 그러나 이러한 희
생을 통해 노예제도를 미국에서 없애
고 둘로 갈라진 연방을 재통일했다.
그는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
비스와 총사령관 로버트 리에게 어떠
한 처벌도 가하지 않았다. 오늘날 세
계를 제패한 미국이 이루어진 중흥의
기초가 사실은 링컨의 청백에서 말미
암은 것이다. 
1 9 6 0년 4ㆍ1 9의거로 독재와 부정부

패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곡절
끝에 제2공화국이 탄생하여‘순진한
순결무구純潔無垢’지향의 장면정부
張勉政府가 들어섰다. 집권총리 운석
雲石 장면張勉은 총리공관 겸 비일과
집무실을 반도호텔 8층에 두고 일반
투숙객과 함께 승강기를 이용했다. 그
가 전쟁 피란시 부산에서의 국무총리
시절에는 비서들과 숙식을 같이했는
데 쌀이 모자라면 끼니를 건넜다. 이
러한 총리 밑에서 국토건설본부장 장
준하張俊河는 넘쳐나는 실업자를 모
아 방방곡곡에서 국토개발 사업을 벌
이고, 김영선金永善 재무장관은 미국
에 가 3천 달러 차관을 청하니 미국정
부가 6천 달러를 주겠다 하였다. 세계
가 속속 민주 한국을 인정하고 도우려
하는데 국내에서는 각계각층의 성급
한 욕구불만과 황당한 요구사항이 폭
발하여 시위와 난동이 차마 목불인견
이었다. 장총리는‘이것이 민주주의’
라면서 이를 강압하거나 벌주지 않았
다. 심지어 군사쿠데타 모의가 있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는데도 이 또한

‘민주주의’로 보았는지 잡아들이라 하
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그는 이 나라
에서 민주주의를 해보려 했던 것은 틀
림이 없다. 
앞서 이야기에서, 황희와 맹사성이

자기네 정신으로 길러 앉힌 재상 김종

서를 수양대군首陽大君은 밤중에 찾
아가, 대문 앞에 나와 정중히 맞는 것
을 천만 뜻밖의 만행으로 참살한다.
그렇게 하여 등극한 수양대군 세조는
비교적 좋은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제왕이자 인간으로서 만고에
대의를 학살하고 신의를 배반하며 청
백을 도살함으로써 탐욕과 자기영달
과 성공을 위해서는 무소불위無所不
爲도 정의가 된다는 세속적 가치관의
확립에 공헌하였다. 
1 9 6 1년 5월 1 6일, 순진 무방비의 장

면정부를 순식간에 무릎꿇린 박정희
朴正熙 육군소장은 1 9 6 3년에 제3공화
국을 수립하여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
지 이른바‘번의륙意’라는 이름의 말바
꾸기를 현란하게 거듭하였고 대통령
을 중임하여 1 0년을 집권했다. 다시
1 9 7 1년에 경악의 3선개헌을 강행하여
7대 대통령에 당선하고서는바로 이듬
해 1 9 7 2년에‘유신헌법維新憲法’을 강
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드는 두 번째
공화국‘제4공화국’을 선포했다. 모든
절차는 공약과 말의 바꾸기에서 비롯
했다. 1972년 1 2월, 1년 8개월 만에 7
대 대통령에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는 1 9 6 8년 1 2월 8대의 6년 임기
를 마치고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
다. 그리고 이듬해 1 9 7 9년 1 2월 2 6일
최측근 정보부장의 흉탄에 시해되어
1 8년‘절대자’의 자리를 비우게 되었
다. 18년 집권 기간 독재자의 한계를
초월한 지존으로서 경제개발에 총력
하여‘기아선상에 허덕이는’한국이

‘기적의 나라’로 변신하는 데 기초를
다진 바‘가장 업적이 큰 대통령’으로
그는 추앙받고 있다. 그는‘순진무구’
추구의 제2공화국 장면정부가 짧은 기
간에 세운 여러 청사진을 잘,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술繼述하여 이를 훌륭
히 성취시켰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는 무소불위의 가치관을, 어쩌면 세속
의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적 수준으로
승화시켰으나, 청백과 정직을 북돋는
방면에서는 업적이 그리 컸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는목적을 위

해 수단을 가리지 않음을 정당화하지
않고 욕심으로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
며 청백히 산 사람이다. 그가 남긴 말
에‘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
더라도 거짓이 없으라’한 것이 있다.
퇴계의 문인 중에 으뜸이면서 벼슬은
억지로 공조참판에 그친 월천月川 조
목趙穆은‘사람들 거개가 청파靑波에
뜬 기러기를 보고 흰 비단 같은 날개
와 백설 같은 꼬리를 찬미하나, 저 새
는 다만 물고기를 얻고자 할 뿐이다.
천하만물에 욕심 없는 게 없지만 능히
이를 제어하고 버려야 진정한 도를 안
다. 명성이란 게 망신의 함정이요 보
신책으로는 겸손이 으뜸이다’하고 노
래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소리를 늘어 놓

아 보았자, 스스로 행함이 없다면 다
헛일이다. 궁행이 없는 믿음과 지식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상청하불탁上淸下不濁

權 琪 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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