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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君의 조건
이정우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1. 唐 太宗과 魏徵
侯瀛重一言 후영의 한 마디 말은 무거웠고1)
季布無二諾 계포는 두 번 약속하지 않았네2)
人生感意氣 인생은 의기를 느끼는 것일 뿐
功名誰復論 공명을 누가 다시 논하는가?
웨이쩡(魏徵, 당 태종 때 名臣)의 詩 ‘述懷’의 한 구절
魏徵(580-643)은 원래 河北省 거록(鉅鹿) 출신. 부모 없이 가난하게 자랐다. 책 읽
기를 좋아했고 공부를 많이 하여 道士가 되었다. 처음에는 기의군 李淵(나중에 당 고
조)의 라이벌이었던 李密에 몸을 의탁했다. 위징은 미관말직이라 아무런 발언권이 없
었다. 그는 이밀에게 전략을 건의했으나 이밀은 듣지 않고 강공책을 쓰다가 실패했다.
이밀의 남은 군대를 이끌고 위징은 이연의 신하가 되었다.
이연은 활을 잘 쏘았다. 그가 두의(竇毅)의 딸에게 장가를 간 것도 궁술 덕분이었
다. 두의의 딸은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다. 두의는 담벼락에 공작새를 두 마리 그려
놓고 활을 쏘아 공작새의 두 눈을 맞추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다. 수많은 청년
들이 도전했으나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연이 등장하여 단 두 개의 화살로 명중

1) 후영(侯瀛)은 전국시대 대표적 俠客
2) 계포(季布)는 항우 밑의 장수. 약속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다. 초나라에서는 계포의 약속 한 마디가 금
한 덩어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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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두의의 딸을 신부로 맞이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
키는 것을 못 보고 일찍 병사했다. 이세민은 황제에 오른 뒤 자주 이렇게 말하며 눈물
을 글썽였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당나라의 천하를 자랑하고 싶었는데…”3)
이연의 장남인 태자 李建成은 위징이 인품이 훌륭하고 유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洗
馬라는 작은 관직을 주었다. 태자 이건성에게 李世民(나중에 태종이 됨)을 치라고 권
고한 것도 위징이었다. 그러나 선수를 친 것은 이세민이었다. 소위 ‘玄武門의 變’(626
년)으로 이세민은 자기의 형인 태자 李建成과 동생 李元吉을 죽이고 그 아들 각각 5명
을 사형시켰으나 그 신하들은 용서해주었다.
李世民(599-649)이 체포되어 온 위징에게 묻기를, “그대는 왜 쓸데없이 계책을 농
하여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시켰느냐?”하니 위징이 답하길,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있
습니다. 만일 태자가 일찍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결코 오늘의 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건성에게 충성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관중도 제 환공의 허
리띠를 활로 쏘아 맞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기골 있는 대답
에 탄복하여 이세민은 위징을 신하로 쓰기로 작정했다. 즉석에서 그를 사면하고 主簿
로 봉했다. 이세민은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위징을 諫議大夫(아무 권한이 없으면서 황
제의 신임 여하에 따라 막강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임명했다. 위징의 명성
은 겸손하고 경청하는 당 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당 태종의 치적(貞觀의 治)는 황
제의 비위를 거슬리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은 위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태종은 즉위한 다음 달에 건국 공신 24명의 그림을 그려 凌煙閣에 걸었다. 房玄齡,
杜如晦, 魏徵, 우세남(虞世南), 唐儉 등 文官과 長孫無忌, 尉遲敬德, 屈突通, 李靖, 李
世勣 등 武將이 그들이었다. 위지경덕, 굴돌통, 이정은 처음에는 적군에 속했으나 이
세민이 그 용맹을 인정하여 부하로 쓴 장수들이었다. 장손무기와 위지경덕은 ‘현무문
의 변’ 때 앞장섰던 돌격대장이었다.

3)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훌륭한 인물로 키운 사람은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룰라는 2002년 대통령에 취
임하는 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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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 중 특히 房玄齡과 杜如晦는 명재상이었다. 방현령은 원래 수나라의 관리였으
나 수나라가 머지않아 망할 것을 내다보고 스스로 8백리 길을 걸어가 이세민을 만나
대화 끝에 의기투합, 참모가 되었다. 그는 30여년 간 이세민을 도와 명군을 만들었고,
스스로 명재상이 되었다. 그는 훌륭한 품성에 매사에 치밀했고, 크고 작은 일이 모두
그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
두여회는 원래 이세민 밑에서 兵曹 參軍이라 해서 사병들의 훈련을 돕는 말직에 있
었다. 그가 외지에 발령이 나서 떠나려 하자 방현령은 급히 이세민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 “두여회는 매우 지혜로워 대국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천하를 얻
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를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세민은 몹시 감격해서 “만일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큰 인재를 잃을 뻔 했소.”라고 하며 두여회의 전출 명
령을 거두어들이고 중용했다. 그 뒤 방현령과 두여회는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으로 나
라를 지키는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두 사람을 가리켜 房杜 또는 房謀杜斷(방현
령의 深謀遠慮와 두여회의 결단력)이라고 불렀다.
정관 14년, 태종이 말하기를, “천자의 마음은 하나뿐인데, 여러 신하들은 혹은 武
勇으로 혹은 웅변술로, 혹은 아첨으로, 혹은 사기술로 공격해온다. 천자가 조금이라
도 마음을 늦추어 그 중 하나를 받아들이면 당장 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간다. 천자
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말하기를, “짐은 천하를 평정했지만 이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정관 7년 신년 연회에서 七德舞(원래 秦王破陣樂)를 연주했다. 태종이 말하기를,
“나의 功業은 이 곡을 낳은 그 전투로 성취된 것이다. 나는 그 당시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자 그 옆에 서 있던 봉덕이(封德彛)가 말하길 “폐하께서는 귀신같은 武
功으로써 천하를 평정하셨습니다. 그 무공에 비하면 모든 문(文)의 힘은 빛을 잃습니
다.”라고 하자 태종 왈, “난세를 다스릴 때는 武로써 하지만 실현된 功業을 지키는 데
는 文으로써 한다. 文과 武는 각각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文이 武보다 못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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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종이 말하기를, “옛날 관용봉(關龍逢)은 酒池肉林 속에서 세월을 보낸 桀王을
간하다가 처형당했다. 짐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근래에는 隋 煬帝
가 역시 음탕 포학으로 나라를 망쳤다. 그대들은 짐이 煬帝같이 되는 걸 감시해주기
바란다. 짐도 그대들을 관용봉 신세가 되지 않게 노력할 생각이다.”
한 고조 劉邦에게 육고(陸賈)가 간언한 “馬上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馬上에서 천하
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당 태종은 젊을 때는 무술을 연마하
고, 병법을 연구해서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하는 무인이었으나 세자가 되고 난 뒤로
는 독서를 열심히 하고 학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무에서 문으로
의 전환이었다. 그 자신의 회상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단지 활
과 말을 좋아했다… 理와 道를 논하는 학문이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
나 태자가 되어 처음 동궁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천하를 편안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을 생각하게 되어 자신을 극복하고 天理를 구현하고자 마음먹었다. 위징과 왕규가 나
를 보필하면서 禮와 義로써 나를 가르치고 정치의 도를 넓혀주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
하여 이를 따르면서 마침내 이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에 태만하
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천하의 안녕을 달성할 수 있었다.”4)
이세민은 秦王府에 문학관을 설치하여 방현령, 저수량 등 뛰어난 학자 18명(18學
士)을 두고 매일 밤 6명씩 숙직을 시키면서 학문, 정치의 근본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
을 벌였다.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한 그는 이제 문치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18學士는 최고의 정책 고문이었다. 태종과 신하들 사이의 대화를 吳兢이 정리한 책이
貞觀政要다.5)
貞觀政要 첫 머리에서 태종이 말하기를, “군왕의 도는 우선 백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만일 백성을 해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본다면 이는 정강이를 잘라서 배를 채우는

4) 뛰어난 장군이 뒤늦게 공부에 열중하여 학문 수준이 높아진 예로는 삼국시대 오나라의 여몽(呂蒙)이 있
다. 여몽은 관우를 죽인 맹장인데, 원래는 무식했으나 어느 날 무식하다고 놀림을 받고는 분발해서 열
심히 공부해 딴 사람이 됐다. 여몽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士別三日 刮目相對이다.
5) 이 책은 동양 제왕학의 모범 교과서로 수많은 군주와 지도자의 필독서가 됐다. 고려의 왕건이 이 책을
애독했다. 일본에서는 도쿠카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이 책을 애독했고, 천하를 놓고 다툰 세키가하라
전투 때는 이 책을 직접 출판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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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배는 부르겠지만 몸은 쓰러지고 만다. 만약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통치전략으로 위징은 조세와 부역을 가볍게 하고 민생을 돌볼 것을 건
의했다. 위징은 수나라가 망한 것이 세금 부담이 크고 부역이 너무 많아 민생이 피폐
해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태종 대에서 와서는 조세와 부역이 월등히
가벼워졌고(輕徭薄賦), 이것이 貞觀의 治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토지제도로서 균
전제를 정비하고 재해 때의 구휼제도를 충실히 했다. 재정을 긴축하고 낭비를 줄인 결
과 피폐했던 농촌 경제도 점차 회복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들판에서 잠을 자도
도적질을 당할 염려가 없었고, 감옥은 텅텅 비어 있었고, 대문을 잠그지 않고 지냈으
며, 풍년이 들어 쌀값은 싸지고, 가구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인재의 선발에 대해 위징이 말했다.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인사의 기준이
능력을 중시하고 덕행과 행실에 대한 고려는 낮추어야 하지만, 천하가 안정된 뒤에는
재덕을 겸비한 인재들을 중용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태종은 안으로 황실 인
척의 천거를 마다하지 않았고, 밖으로 원수를 중용하는 일도 꺼리지 않았다. 한번은
태종이 위징에게 말했다. “관리를 임용할 때는 경솔하게 발탁해서는 안 되오. 군자를
중용하면 수많은 군자들이 따라올 것이고, 소인을 중용하면 소인들이 마구 몰려올 테
니까.”
어느 날 태종이 위징에게 물었다.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백년의 세
월이 필요하지 않겠소?” 위징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은 소리가 금방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1년이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고, 3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하물며 백년을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종이
위징의 건의를 받아들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결과 3년도 채 안 되어 貞觀의 治라는 태
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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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犯顔敢諫하는 신하들
태종 주위에는 면전에서 감히 황제의 뜻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는 소위 범안감간(犯
顔敢諫)하는 신하가 많았다. 위징, 王珪, 방현령, 두여회, 장현소, 柳範 등등. 태종은
젊을 때는 무공이 혁혁하였고, 즉위 후에는 학문을 깊이 연마하였고, 워낙 달변이었
다. 신하가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고금의 예를 들어 여지없이 반박하므로 웬만한
자는 감히 입을 열기 어려웠다. 이에 유계(劉洎)가 글을 올렸다. “지나치게 머리를 쓰
고, 변설을 내두르시면 신하들이 말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폐하께서도 心
身에 피로가 올 것이므로 아무쪼록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태종이 답서를 쓰기를
“최근 내 태도가 좀 지나친 것 같소. 이래서 모든 제왕이 교만해지고 남을 가볍게 보는
것일까? 모처럼의 충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조심하리다.”
정관 4년 태종의 행차에 앞서 낙양궁의 수리를 서둘렀다. 큰 역사로 번져감을 보고
張玄素가 上疏를 올렸다. “전에 隋 煬帝가 낙양궁을 수축할 때, 부근에 목재가 없어 멀
리 변방에서 구해 왔습니다. 기둥 하나를 운반하는 데 2천명이 매달리는 형편이었습
니다. 폐하는 낙양을 평정한 뒤 사치스런 궁궐을 모두 헐어버렸는데, 이제 10년도 안
가서 그 궁을 수리하려고 하십니다. 더욱이 수나라 때보다 더 많은 재력을 들이고, 게
다가 군인들을 노역에 써가며 수양제의 악정을 답습하려 하심은 어이된 까닭이옵니
까?” 하니 태종 왈, “그대는 짐을 수양제와 비교해서 말했는데, 그렇다면 걸주(桀紂)
에 비해서는 어떠한가?” 장현소 왈, “만일 이번 노역을 중단하지 않으시면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결국 내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니 태종은 결국 공사를 중지시키고 장현
소에게 상을 내려주었다. 태종은 “수양제와 다를 게 뭐 있느냐?”는 말을 가장 무서워
하였다.
한번은 태종이 張玄素를 불러 올바른 정치에 대해 물었다. 장현소 왈, “양제는 모든
국정을 자기 혼자서 처리하고 신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독재 군
왕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실행할 뿐 조금도 반대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
람의 머리만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에겐 누구
나 잘못이 있는 법인데, 이 경우 신하들은 아첨만 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므
로 군왕의 눈에는 자기 잘못이 보이지 않아 결국 망국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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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태종은 위징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明君이 되고 어떻게 하면 暗君이 되
는가?” 위징, “널리 신하의 의견을 물으면 명군이 되고, 일부 사람들의 말만 믿으면 암
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군의 예로는 요순을 들 수 있고, 암군의 예는 시황, 양무
제, 수양제 등입니다.” 위징은 또 말하기를, “水能載舟 亦能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
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원래 荀子가 한 말)6)
위징은 법을 집행할 때 정확하고 관대한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진나라 때와 같은
가혹한 형벌을 반대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법 적용을 강조했다. 태종이
화가 나서 노조상이라는 신하를 주살했을 때 위징은 태종을 비판했고, 방상수라는 옛
신하가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옛정을 생각해서 죄를 용서하고 비단을 백필
이나 보내 선처하자 위징은 바로 직언했다. “상을 내릴 때는 관계가 소원한 사람도 잊
지 말아야 하고, 징벌을 내릴 때는 측근과 귀족들에 대한 정리를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벌은 공정과 인정을 원칙으로 해야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
다.” 태종은 자신의 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당 왕조의 병역 정책은 애당초 18세 이상의 남자만 징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번
은 태종이 변경을 수비할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를 징집토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하자 위징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황제의 명령은 신하들이 만장일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했는데, 위징은 과거의 법령에 어긋나고 백성들을 혹사시
키는 조치라고 여러 차례 서명을 거부했다. 태종이 화가 나 왜 서명을 거부하느냐고
다그쳤다. 위징이 대답했다.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고, 수풀을 태워 사냥을 하는
것은 닭을 잡아 계란을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병력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정예병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인데, 왜 나이도 안 찬 젊은이들을 징병하겠다는 말씀입니
까?” 결국 태종은 위징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태종은 자신이 너무 쉽
게 감정에 치우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정사를 논하는 회의에 諫官과 史官이 참
여해서 황제이건 대신이건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간언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
입했다.
6) 베이징에 있는 頤和園은 서태후가 만든 거대한 인공호수인데 여기에는 거대한 돌로 만든 배(石舫)가 있
다. 서태후가 돌로 배를 만든 이유는 물이 배를 뒤집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하. 그러나 돌로 만
든 배가 어찌 물에 뜰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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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징은 태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독하면서 간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은 태종이 남산으로 사냥을 나가려고 수레와 말을 준비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다.
위징이 그 이유를 묻자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사냥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대에
게 야단맞을 일이 두려워 포기했소.”
어느 해 하남과 섬서 일대에 폭우가 내려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태종은 낙양에
정신궁을 수축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위징은 한걸음에 달려와 태종에게 간언했다.
“수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한 것은 수양제가 정자와 누대를 축조하는 등 대규모 공사로
백성들의 부역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궁전과 누대만 해도 다 사용
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천하를 얻을 때의 어려움을 잊고 계속 궁전을 지어 화려
함과 향락을 추구한다면 수나라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태종은 위징의 간
언을 받아들여 궁전 수축을 중지하고 자재를 전부 수해 지역에 보내 백성들의 집 짓는
데 사용토록 했다.
정관 16년, 위징이 병석에서 상소를 올렸다. “폐하는 정사를 보살필 때는 늘 至公을
내세우시지만 궁중에서의 행동은 아무래도 私心이 앞서는 듯합니다. 더욱이 신하들에
게 들킬까보아 억지로 감추시지만 모든 일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
태종이 묻기를 “짐의 태도가 전과 비교해서 어떤가?”
위징, “그 전만 못합니다.”
태종, “내 생각으로는 조금도 변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위징, “즉위 초에는 신하들이 諫言을 올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일부러 발언하게끔
폐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몇 해 동안은 기꺼이 간언을 받아들였
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으나 역시 불쾌
한 표정이 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전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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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柔內剛의 長孫皇后
위징은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늘상 直言으로 태종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 온다. 어느 날 태종이 또 위징의 직언을 듣고 화가 나서 씩씩
거리며 들어와 “또 조정에서 나를 모욕했으니 저놈의 영감탱이를 오늘은 죽이고야 말
겠다.”고 칼을 찾자 文德皇后(長孫氏)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잠시 뒤 황후의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태종에게 큰절을 하며 말했다. “감축드립니다. 자고로 名君 밑에는
바른말하는 신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징 같은 신하가 있다는 것은 폐하가 名君이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태종은 기분이 좋아져서 없던 일로 했다.
태종의 正妃였던 長孫皇后(601-636)는 수나라 장수 長孫晟의 딸로서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九成宮에 갔을 때 변고가 발생하여 태종이 밤중에 갑옷을 입고 나가자 황후
도 따라나섰다. 지병이 있어 주위에서 말리자, “폐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밖으로 나
가는데, 어찌 나만 편안히 잘 수 있느냐?” 하며 따라 나섰다가 병을 덧치고 말았다.
1년 뒤 임종 석상에서 태종에게 말하기를, “방현령은 오랫동안 폐하를 잘 섬겨왔습니
다. 깊은 사려, 면밀한 판단 등 드물게 보는 재상입니다. 큰 과오가 없다면 관대한 처
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당시 방현령은 문책을 받아 免官 중이었다).
그리고 “저의 친정은 요행 고관 자리를 얻어 하고 있으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므로
언제 실각할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자손을 위해서라도 요직에는 앉히지 마십시오. 저
는 평생 남을 위하여 도움 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죽을 때만은 남
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장례를 위해 재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
고 아무쪼록 훌륭한 인물을 아끼고, 忠諫을 잘 받아들이고, 토목 사업을 적게 하고,
사냥을 중지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점만 약속해주신다면 저는 안심하고 이 세상을 하
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품안에서 독약을 꺼내 태종의 얼굴을 한참 본 뒤 말을 이었다. “만일 폐하
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독약으로 폐하의 뒤를 따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는 이 독약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36세의 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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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는 外柔內剛(외유내강)의 전형이었다. 옛날 부인들의 善行, 非行을 모아 女則
이란 책을 편집하고 서문을 썼으나 태종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황후가 죽은 뒤 이 책
을 태종이 읽어보고 울었다고 한다. 황후의 유언에 따라 금, 은, 옥 등 부장품 없이 검
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장안 부근 구종산(九嵕山) 昭陵에 안장했다.
昭陵은 황제의 능으로는 평지가 아닌 산을 그대로 깎아 만든 최초의 山上陵이었다.
위치는 장안에서 10리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다. 태종은 소릉이 잘 보이도록 궁궐에 높
은 탑을 쌓고 자주 탑에 올랐다. 하루는 위징과 함께 탑 위에 올라 태종이 “어때 잘 보
이지?”라 물으니 위징은 “나이가 들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길 봐. 저기 보이지 않
아?” 하니 “아, 저는 폐하께서 獻陵(당 고조의 능)을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昭陵 같
으면 저에게도 잘 보입니다.” 위징은 일부러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다.
태종도 위징의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탑을 허물기로 결정했다. 몇 년
뒤 정관 17년에 위징이 세상을 떠나자 소릉에 陪葬하고, 모든 신하들이 조문토록 했고
태종이 손수 비문을 썼다. 태종은 위징이 죽자 이런 말을 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으며, 사람으로 거울
을 삼으면 득실을 밝힐 수 있다. 짐은 일찍이 이런 세 개의 거울을 가져 허물을 막을
수 있었다. 오늘 위징이 세상을 떠나니 거울 하나를 잃어버렸다.” 소릉에는 다른 신하
들도 배장하여 지금은 넓은 보리밭에 여기 저기 신하들의 묘가 있고, 모두 소릉을 바
라보는 위치에 있다.

4. 唐 太宗의 최후
태종이 長孫無忌(36세에 요절한 長孫皇后의 오빠)에게 말하기를, “짐이 즉위한 당
초에 올라온 글 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제왕은 권력을 결코 신하들에게 맡
겨서는 안 됩니다 하는가 하면 무력을 천하에 떨치고 夷狄들을 정복하시길 하고 적어
오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위징만은 싸움을 그치고 문화를 일으켜 德化로써 다스려 나
간다면 천하가 안정될 뿐 아니라 夷狄들도 스스로 항복해 올 것입니다 라고 했다. 짐
은 그의 말을 좇아 오늘의 성공을 얻었다. 이것은 모두 위징의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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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8년 11월 당 태종은 고구려 정복에 나섰다. 당시 신라는 당에 복속하는 자세
였으나 고구려는 그렇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므로 그냥 두어서
는 황제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보아서 출전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梁萬春이 지키는
安市城을 공격하기 위해서 唐軍은 60일 동안 50만명이 성과 같은 높이로 거대한 흙더
미를 쌓아 공격했으나 오히려 고구려 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차차 날씨는 추워지고 사
세가 불리하여 결국 태종은 공격을 포기하고 철군(撤軍)을 결정했다. 당군이 물러나
는 날 안시성 안은 고요했다. 이윽고 성주 양만춘이 성위에 나타나 작별을 고했다. 태
종은 비록 적이지만 그 용맹을 칭찬하며 상으로 비단 100필을 보냈다고 한다. 태종은
돌아오는 길에도 죽을 고생을 하였다. 이때 당 태종이 말하기를 “아, 위징이 살아 있었
다면 분명히 出兵을 반대했을텐데…” 당 태종이 장안에 도착한 것은 정관 20년 3월이
었다.
정관 21년 태종은 다시 요동 출병을 감행했으나 또 실패했고, 정관 22년 다시 30만
출병 계획을 세웠다. 길이 100척짜리 배를 1천척이나 건조하라고 四川 지방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해 7월 병석에 누워 있던 방현령이 “요동
출병의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는 죽어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다.”며 상소를
올렸다. “老子가 말하기를 넉넉함을 알면 욕을 면하고, 머물 줄 알면 위험이 없다고 했
습니다. 폐하의 위업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사방의 평정도 이것으로 충분합니
다. 더욱이 백성의 목숨을 아끼는 폐하가 아무 죄 없는 군사들을 전쟁터로 몰아 그 무
참한 시체를 이국땅에 버리게 함은 어인 까닭입니까? 만약 고구려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주멸(誅滅)해도 좋고, 우리 백성을 침해했다면 이를 응징해도 좋고, 뒷날 우리나
라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제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은 채 오로지 수나라의 치욕을 씻고 신라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킴은 너무나 허황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고구려
를 용서하시고, 군사 모집을 중지하시고, 建造 중인 배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이렇
게 하면 멀고 가까운 천하가 모두 평화스런 마음을 되찾게 되어 우리 조정을 부모처럼
더욱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받
아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방현령은 세상을 떠났다. 태종은 그의 손을 잡고 작별했
으나 고구려 정벌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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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2월 태종의 생일날, 태종은 장손무기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짐의 생일이오.
생일을 축하하고 있지만 도리어 슬픈 생각뿐이오. 지금 천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모
슬하에서 놀던 그 어린 시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소. 子欲養而親不待라 하더니 지금
그 말이 나에게 절실하게 울려오는구려.”
정관 23년 5월 태종의 건강이 악화,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태종은 長孫無忌와 저
수량(褚遂良)을 불러들였다. “짐은 이제 모든 뒷일을 그대들에게 맡긴다. 태자의 온량
한 인품은 그대들도 알고 있는 바다. 아무쪼록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태자에게 말하기를,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있으니 너는 조금도 염려마라.” 그
리고 저수량에게 유조(遺詔)를 쓰게 했다. “태자는 즉위하고 모든 정사는 평상시처럼
수행하라. 요동 출병 및 토목 사업은 즉시 중단하라…” 태자 治(태종의 열네 명 아들
중 아홉째, 장손황후 소생으로는 셋째, 온순하나 무능했다)가 즉위하니 高宗이었다.7)
태종은 소릉에 안장됐다. 13년 전에 타계한 장손황후 이외에 위징, 방현령, 우세남,
위지경덕 등 많은 명신들이 이미 陪葬되어 태종을 기다리고 있었다.

5. 聖君의 條件
성군은 고대 이래 동양인이 꿈에 그리는 이상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성군을 만나기
는 지극히 어렵다. 성군을 발견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바늘을 발견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데 위에서 본 태종의 일생과 그가 이룩한 貞觀의 治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흔히 말
하는 성군에 가까운 업적을 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젊은 시절 그는 정권을 놓
고 암투를 벌이던 친형과 동생을 죽이고 그 자손의 씨를 말리는 잔인무도한 짓을 벌여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신하나 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태
도를 취해 자기 수하에 두고 평생 중용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전쟁터에서 그는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장수였을 뿐 아니라 뛰어난 판단과 전략으로 숱한 고비를
넘긴 끝에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7) 태종의 9번째 아들 李治(고종)의 유약함 때문에 측천무후의 전횡이 가능했고, 결국 당나라는 일시적으
로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 태종은 본인의 치세는 잘했으나 후계자 선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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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세자가 되고부터는 무에서 문으로 전환하여 책을 읽고 학자들과 토론하
는 것을 열심히 했다. 신하들이 올리는 직언에 대해 때로는 화를 내고 질책하기도 했
지만 대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자세를 보였다. 태종의 면전에서 감히 황제
의 의견을 반박하는 신하들이 여럿 있었다.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논의할 때도
황제 혼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여러 신하의 의견을 경청한 끝에 정책이 결정되었
기 때문에 그의 치세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전쟁의 피로와 공포를 끝내고 안정과 번
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현명한 장손황후가 끊임없이 직언하는 신하들을 옹호
해주면서 태종을 바른 길로 이끌었다. 군주는 밝고 황후는 현명하고 신하들은 곧아서
(君明后賢臣直) 당 태종은 성공할 수 있었고, 貞觀의 治는 역사상 보기 드문 태평성대
로 평가받는다.
어떤 요인이 이런 성공을 가져왔을까?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수많은 요인을 생각
할 수 있지만 대체로 改革, 包容, 愛民, 好學의 네 가지 요인이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
까. 네 가지를 성취한 지도자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놓고 다른 어떤 왕들과 비교해도 당 태종은
성적이 좋을 것 같다. 아래 표는 동양의 대표적 성군으로 꼽히는 네 명의 왕을 비교하
는데, 여기서도 당 태종은 다른 성군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

改革

包容

愛民

好學

당 태종

◦

◦

△

◦

청 강희제

△

◦

◦

◦

조선 세종

△

◦

◦

◦

조선 정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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