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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계승

朴 錫 武(다산연구소 이사장)

1. 조선왕조와 청백리

 조선왕조라는 전제군주국가는 고려 말엽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을 사상적 
기초와 통치원리로 삼고, 청백리 제도라는 공무원 격려 원칙을 근간으로 나라의 발전
을 도모하였다. 때문에 학문은 6경4서를 교과서로 삼아 주자(朱子)의 칠서대전(七書大
全)에 담겨 있는 성리학이 중심을 이루고, 모든 관원들에게 청백리 정신을 독려하여 
유교정신에 부합하는 청백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
다. 

 청백리 정신의 실천으로 좋은 정치를 실현하려고 그처럼 노력했던 다산 정약용
(1762~1836)은 그의 대저 『목민심서』에서 태조이래로 45명, 중종 이후 37명, 인조 
이후 28명의 청백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도합 110명의 청백리가 배출되었다고 말하고, 
경종 이후에는 아예 청백리로 기록된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국 이후 400여 년 동안 벼슬했던 사람들이 천이나 만 명이었는데 겨우 110명에 
그쳤으니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淸心) 라는 탄식을 금하지 못하였다. 다산은 
나라를 통치하는 근본원리가 청백한 공직자들의 활동에 담겨 있다고 믿고, 청렴한 공
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의 『목민심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
다. 

 「율기(律己)」편 청심(淸心) 조항은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된
다는 원칙을 열거하고, 청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수칙을 치밀하고 빈틈없이 열거해 놓았다. 대원칙부터 천명했다. 
“청렴이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이다. 만 가지 착함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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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없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
源 諸德之根，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 : 淸心)”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청백리의 
세 등급을 제시하였다. 고지염리(古之廉吏), 중고지염리(中古之廉吏), 금지염리(今之廉
吏)의 등급을 정하여 가장 훌륭한 청백리인 고대의 청백리와 요즘 세상의 청백리가 
가장 저급한 수준임을 설명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청백리는 고전적인 청백리로 요순시대의 참다운 청백리를 예시하
면서 그런 시절의 청백리는 봉급 이외의 어떤 것도 절대로 받지 않으며 봉급을 사용
하고 나서 혹,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국가에 반납하는 공직자라고 
하였다. 두 번째가 중고(中古)의 청백리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시대의 모범적인 청백
리이다. 그 정도만 되어도 청백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봉급이외의 어떤 
재물도 받지 않지만, 명분이 뚜렷한 재물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청백리는 봉
급을 사용하고 남는다면 집으로 보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현재의 청백리라고 했다. 이들은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아도 
받고,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죄를 먼저 짓지 않으며, 고을의 벼슬을 팔아먹지 
않으며, 재난에 베푸는 식량을 훔쳐먹지 않으며, 송사나 옥사를 돈으로 흥정하지 않으
며,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여, 21세
기 오늘로 보면 훌륭한 청백리이지만 다산은 그들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산은 말했다, 가장 훌륭한 청백리인 옛날의 청백리가 가장 으뜸이지만, 
두 번째의 수준에만 이르러도 대단한 청백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하
위의 청백리는 요순시대라면 반드시 삶아 죽이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런 정도
의 청백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죄를 먼저 짓
지 않고, 고을의 벼슬자리를 팔아먹지 않으며, 재난구제용의 재물을 훔치지 않으며 조
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여분을 착복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에서 재물로 잘못을 저지
르지 않을 정도라면, 오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서받을 청백리가 분명한데 다산의 
입장에서는 ‘팽형(烹形)’을 당해야 한다니 무서운 일임이 분명하다. 

  2. 지혜로운 사람만이 청렴하다.

 청렴에 대한 다산의 두 번째 선언이다. “청렴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이다. 참
으로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廉者, 天下之大要也  故大貪必廉 人之所以不廉者 某智短也 : 淸心)” 
청렴만이 공직자의 본무(本務)라던 다산은 청렴과 지혜를 연결하여 지혜로운 공직자
만이 청렴하고, 청렴만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
떤 뇌물도 받지 않고, 봉급에서 남는 것조차 나라에 반납하는데, 청렴하여서 어떤 이
익이 남는다고 가장 큰 장사라고 말했을까. 역설적인 말이다. 청렴해야만 지혜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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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승진을 계속한다면 임금 아래 최고의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으니, 공직자로서 
그 이상의 이익이 어디 있으며, 그 이상의 지혜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어법
적인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다산은 다시 말한다. 

 공자(孔子)는 그의 기본 사상이 인(仁)에 있었기 때문에,「논어」에서 “어진(仁) 사람은 
인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仁者安仁 知者利仁)”라고 했다
면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
다.(廉者安廉 知者利廉)”라고 말하여 공자는 인(仁)을 중심 사상으로 여겼지만 자신은 
청렴을 자기의 기본 사상으로 여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청렴에 대한 강한 집념을 버리
지 못하고 있었다. 요컨대 공직자가 청렴만 실천하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청렴 지상주의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산은 지혜로운 청백리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
다. 청백리가 되려면 글자 석 자를 해결해 줄 열쇠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 글자 
석 자는 청(淸)∙신(愼)∙근(勤)이라면서(飭躬), 청렴이 우선이지만 모든 일에 삼가하고 
부지런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다산은 선비의 청렴이 얼마나 중요하
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놓치지 않고 설명하였다. “오직 선
비의 청렴만은 여자의 순결 같아서 참으로 털끝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의 
흠결이 된다 (惟士之廉 猶女之潔 苟一毫之點汚 爲終身之玷缺)” 무서운 이야기다. 여
자의 순결이란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선비의 청렴도 그와 같이 어렵고 무
섭다는 뜻이었다. 한 푼의 뇌물이라도 받아 문제가 된다면 일생의 청렴한 삶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청백한 공직자들이 근무했던 유적지에 대한 다산의 설명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청
렴한 벼슬아치가 귀중한 이유는 그런 벼슬아치가 지나간 산천의 초목이나 강물조차 
청렴한 빛깔을  띄우게 된다고 하였고, 청백리가 근무했던 고을을 지나면, 지나가는 
사람의 옷에도 청렴한 기운이 깃들게 된다면서 청렴해야만 남들에게도 청렴한 바람과 
기운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었다. 

3. 대표적인 경기의 청백리

 조선의 경종 이전까지의 청백리를 110명으로 말한다면 그 중의 상당한 사람들이 경
기도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었으니 실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청백리가 배출되었
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서울에서 생활했던 관료들은 대부분 경기도와 인연이 없을 
수 없었고, 생존시나 사후에 대부분 경기도와의 인연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
선 초기 대표적인 청백리이던 방촌 황희, 하정 유관 등은 파주나 양주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경기도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는 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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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들이 별서를 두고 출입하던 지역이었고, 퇴관 뒤에는 그곳에 은퇴하여 살아갔기 때
문에 청백리의 대부분은 경기도가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알게 된다. 

 다산의 글과 『목민심서』를 통해 경기도의 모범적인 청백리로 경기도 금천현(衿川縣=
지금의 광명시)에 선산이 있어 그곳과 서울을 오가며 벼슬했던 오리(梧里) 이원익(李
元翼:1547~1634)과 그의 아들 이의전(李義傳:1568~1647)의 사례를 알아보자. 이원익
은 왕족 출신이다. 태종의 제11왕자 익녕군(益寧君)의 현손(玄孫)으로 태어났으니 친
진(親盡)이어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지녔었다. 아버지 함천군(咸川君) 이억재(李億
載)는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에 밝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분이어서 이원익은 어려
서부터 가정에서 수학하여 한문을 익혔으며 13세에는 동학(東學)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원익은 18세인 1564년 봄에 초시와 복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면서 선비로서 관
원이 될 자격을 얻었으니 이때로부터 88세 세상을 떠나기 까지 70여 년에 가까운 벼
슬살이를 하게 되었다. 1569년 23세의 이원익은 마침내 별시 문과 병과(丙科)에 4등
으로 합격하여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급관료로 모든 벼슬을 역
임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닦고 경험을 쌓으며 재상의 재목으로 성장하였
다. 그 당시 환로(宦路)가 크게 열리지 못했는데 28세에 황해도 도사(都事)로 근무하
며 황해도 관찰사이던 율곡 이이의 인물 알아봄에 의하여 적극적인 추천을 받으면서 
벼슬길이 제대로 열리게 되었다. 32세인 1578년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어 옥당에 들
어가고 36세에 동부승지로 승진하여 마침내 당상관의 벼슬에 이른다.

 41세인 1587년 당상관으로 안주(安州) 목사에 부임하여 3년 동안 봉직하면서 청렴과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목민관 노릇으로 온 세상에 이원익의 이름을 알
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능력과 청렴 때문에 오래지 않아 44세에 형조참판에 오르
고 대사헌, 호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의 벼슬을 거치면서 당대의 이름높은 판
서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46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조판서와 평안도 
관찰사를 겸직하면서 국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49세인 1595년 6월에 우
의정에 올라 3공의 지위를 얻어 대신으로 국가통치와 민생구제에 온갖 능력을 발휘하
였으니, 좌의정, 영의정을 반복하여 재임하면서 88세에 세상을 뜨기까지 무려 40년에 
이르는 긴 세월을 재상으로 나라에 봉직하는 전대미문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대신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인재추천인데 이원익은 어려운 처지
에 있던 이순신을 중용하도록 천거하여 그가 왜적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도 
이원익의 공로로 여기게 된다. 이원익은 정승으로 재임하던 55세에 국왕으로부터 염
근(廉謹:청렴하고 근신하는 관료)한 신하로 선발되었고 임진왜란에 활약한 공덕으로 
57세에는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이라는 군호를 받기도 했다. 15번에 이르는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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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썼지만 허락받지 못하고 계속 정승의 지위에 있어야만 했으니, 그가 국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얻었고,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존경을 얻었나를 알아볼 수 있
다. 

 청렴하고 강직했던 이원익은 광해군 시절에는 폐모와 살제(殺弟)에 반대하다 강원도 
홍천으로 부처(付處) 당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77세인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
나자,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나 반대 정파인 남인의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다시 추대
하는 우대를 받기도 했다. 이 무렵 대동법 시행에도 이원익은 큰 역할을 하여 백성들
의 살림이 넉넉해지고 세금의 중압에 벗어날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40년에 가까운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청백했으면 서울에 집 한 칸이 없었으며, 선산 아
래인 금천(오늘의 광명시)의 오리동(梧里洞)에 나라에서 소박한 집 한채를 내려주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원익은 극구 사양했으나 어찌하지 못하고 주택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 당시 현장을 살펴보러 왔던 승지 강홍중이라는 사람이 이원익이 살아가던 초
가 3칸은 집이 너무 허술하여 비바람을 막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보고하자 나라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정승 40년에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도록 청백했던 이원익. 경
기도 대표적인 청백리로 전혀 유감이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목민심서』에는 안주목사 시절의 청렴한 목민관 생활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
여 집집마다 뽕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소득에 향상이 컸음을 지적하고, 그런 뽕나무
를 이름하여 ‘상공상(相公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원익
의 아들 이의전은 네 곳의 현감(縣監), 다섯 곳의 군수(郡守), 두 곳의 부사(府使)를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청백한 행정을 폈노라고 『목민심서』의 여러 곳에서 거론하고 
있다. 이렇다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인 셈인데 이원익과 그 아들인 이의전은 부자 청
백리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백리로 추앙하는데 넉넉한 업적을 지녔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계승

 예전에 오리 이원익 정승을 알리려고 썼던 글 한 편을 첨부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난세에 생각나던 어진 재상(宰相)」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백리의 현대적 계승에 참
고가 되리라 믿는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나고 (國亂思賢相)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家貧思良妻)” 라는 옛말이 있다. 장관 한사람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총리 한 사람 올바르게 고르지 못해 나라가 말이 아닌 요즘에 꼭 적
당한 말이 아닌가 싶다. 전제군주 시대에 국왕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세습으
로 이어지던 때여서 유능한 재상을 골라 제대로 임명할 때에만 그래도 나라에 희망을 
걸던 때였기 때문에 재상을 제대로 임명하는 일이야말로 나랏일 중에서는 가장 큰 일
의 하나였다. 5년 동안 대통령이야 임기를 보장받는 한 장관이나 총리를 제대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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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런 데서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이 살아가던 조선 후기, 언제나 편안할 날 없이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러
웠다. 그래서 훌륭한 재상이 등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다산이었다. 그렇다면 
다산이 희구하던 재상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다산의 문집에는 「화상찬(畵像贊)」이라
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역사상 탁월했던 재상으로 5명의 정승들을 찬양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한 정승들이 계속 발탁되어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기를 간절히 바
랐던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첫째가 오리 이원익(1547~163택), 다음은 한음 이덕형, 약
포 정탁, 미수 허목, 번암 채제공 등이었다. 그러한 재상들이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여 
나라가 올바르게 유지되었던 것처럼, 어떤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재상들이 나와야 한
다는 다산의 바람은 참으로 간절했다. 이원익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란을 
참으로 지혜롭게 극복했던 재상으로 완평부원군에 봉작되어 완평대감으로 세상에 크
게 알려졌던 분이다. 

「故領議政梧里李公畫像贊」    
 

 23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8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70년 가까이 벼슬했던 노재상, 
완평대감 이원익은 조선 명종 때 태어나 인조 때 세상을 떠났다. 정직하고 청렴하여 
벼슬살이 70년에 초옥 3칸을 벗어나서 살았던 적이 없었다. 49세에 우의정에 올라 좌
의정, 영의정으로 40년의 재상 생활을 했다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청백리였는가는 알
아보기 어렵지 않다. 

나라의 안위(安危)가 공에게 달려있었고
백성들의 잘삶과 못삶도 공에게 달려있었네
침략자의 진퇴도 공에게 달려있었고
윤리와 도덕의 무너짐과 바름도 공에게 달렸었네
대체로 그렇게 하기를 40년
위대하도다 혼자서 나라의 균형을 쥐고 있었네
장대한 체구에 근엄하고 씩씩하여
높고 높은 태산·화악이었으리라 여기겠지만
연약한 아래턱 붉은 콧날에
주근깨만 여기저기에 꾀죄죄했네
아! 찬란히 빛나는 옥이야
누구라도 그게 값진 보물인 걸 알겠지만
독(櫝)속에 그걸 숨겨두면 전문가도 모르는 것
그래서 군자는 비단옷 위에 홑옷을 껴입는 거라네 

社稷以公爲安危
生靈以公爲肥㾪
寇賊以公爲進退
倫綱以公爲頹整
蓋如玆四十年
偉勻衡之獨秉
意公魁梧儼毅
若泰華之挺
乃孅頦䞓準
瑣 黳 其枯冷
嗚呼玉之璘霦者
凡夫皆知其爲圭珽
而韞櫝非良工攸省
故君子衣錦而尙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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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정유재란, 광해폐정, 이괄란, 정묘호란 등 나라가 가장 어렵던 시절에 재
상으로 있으면서 사직을 안정시키고 생령들을 보존케 하였다. 위대한 재상, 오늘 우리
에게는 그런 재상들이 왜 발탁되지 못할까. 섬약한 신체에 볼품없는 얼굴 모습, 모든 
덕을 몸속에 감추고 사직의 안위, 생령의 비척(肥瘠), 왜적의 진퇴, 나라의 도덕과 윤
리까지 한 몸으로 지켰던 오리 정승, 광명시에서 그 분을 현창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니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당시의 금천현, 지금의 광명시가 이원익의 고향이었고 그가 
노년을 보낸 곳이자 그의 묘소가 있는 곳이니, 광명시의 큰 자랑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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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료문화와 경기 청백리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 근 호(명지대)

1. 청백리 이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최근 3-5-10원칙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예고되었다. 그 적용 대상
이 약 400만명에 이르는 등 해당 법률의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왠지 씁쓸한 감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관료 사회 부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유사 이래 지속되었던 것이었다. 비근한 
예로 조선시대에만도 장리(贓吏)라는 이름하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원에 대한 처벌
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어찌 우리만의 일이겠는가? 중국이 우리와 역사적 조건들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외가 아니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논란이 될 때 그 대안으로 강조되는 것이 조선시대의 ‘청백리
(淸白吏)’ 정신이다. 청백리 정신을 논하며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에서 청백리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염근리(廉謹吏)인데, 산 자에게는 염근리를, 사망한 자에게
는 청백리라는 호칭을 부여하였다.1) 이에 상대되는 용어가 ‘장리(贓吏)’이다. 청백리
나 염근리는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의 표상으로 말해지는 반면 장리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를 대표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청백리 정신의 재조명
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오늘날 우리가 청백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역사적인 청백리의 실상과 다소 차이
가 있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의 실마

1)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7월 23일(기축), “死者名淸白 生者名廉謹”. 한편 생전의 
염근리가 사후에 청백리라 불리기도하였다(李章熙, ｢淸白吏制度의 史的 考察｣, 한국사
학논총상,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1. 청백리 이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2. ‘청백’·‘청백리’와 경기 청백리
3. 청백리 비판 담론의 대두와 관료상의 재정립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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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찾고자 한다. 
첫째, 조선조 청백리 선정 인원수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시대 청백리 명단은 여러 

문헌에서 제시되었다. 잘 알려진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에서는 약 110인을 선
정했으며, 경종대(景宗代) 이후에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명세총고(名世叢攷)
의 청백안(淸白案)에는 태조~정조대까지 134명을, 19세기 순조대 학자인 홍경모(洪敬
謨)의 저술인 대동장고(大東掌攷)의 ｢청리고(淸吏攷)｣에서는 121명을, 19세기 중반
의 인물인 이유원(李裕元)의 임하필기(林下筆記)에서는 115명을 선정하였다고 기록
하였다.2) 19세기후반~20세기 초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선고(淸選考)의 ｢청
백(淸白)｣에는 189명을,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142명을 제시하였다. 1924년 강효석(姜斅錫)이 발간한 전고대방(典故大方)의 청백
리조에서는 218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청백리를 학문적으로 검증한 연구에
서 조차도 청백리로 선정된 인원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청백리가 220명 
선정되었다고 한 연구3)가 있는 반면, 조선시대 청백리는 총8회 선정되었으며 모두 
93명이 선정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출된 바 있다.4) 

이렇게 청백리 선정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 보니 자료에 따라서 수록 인물이 등재되
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종대 청백리로 말해지는 정성근
(鄭誠謹)의 경우 청선고에는 수록되었으나, 대동장고와 증보문헌비고에는 수록
되지 않았다. 명종대 청백리인 정연(鄭淵) 역시 청선고에 수록된 반면 대동장고와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되지 않았고, 이이(李珥)는 청선고와 대동장고에는 수록되
지 않았고, 증보문헌비고에는 수록되었다. 숙종대 청백리인 윤지인(尹趾仁)의 경우 
청선고와 대동장고에는 수록되었으나, 증보문헌비고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고대방의 저자는 청백리 명단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라고 고충을 토로하였다.5)청백리 선정과 관련한 이같은 인원수의 차이는 해당 문헌들
이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인원을 산정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역사적인 
제도로써 ‘청백리’와 ‘청백’한 관리라는 의미로써의 청백리를 혼동한데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제도로써의 청백리가 청백한 관원인 것은 맞지만 청백한 관원이 모두 청백리
로 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청백리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이다. 청백리 선정의 기준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는 청렴결백이 주요한 덕목이었을 것임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청렴결백

2) 李裕元, 林下筆記 권30, ｢春明逸史｣
3) 李瑞行, ｢朝鮮朝 淸白吏 公職倫理에 관한 硏究｣, 정신문화연구37,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89. 

4) 오수창, ｢조선시대의 淸白吏 선발과 贓吏 처벌｣, 한국사시민강좌22, 一潮閣, 1998. 
5) 오수창, 위의 논문, 1998, 4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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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조선왕조실록에서 청백리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탐욕스럽고 횡포한 자【貪暴
者】”6)에 대한 대구로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의미는 쉽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조
선시대 청백리로 선정된 인물의 주요 덕목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청백
리 2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약 50% 정도가 청렴경백이 주요 덕목으
로 나타나고 나머지 50% 정도는 근검(勤儉), 경효(敬孝), 후덕(厚德), 인의(仁義)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7) 

이 연구에 따른다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청백리로 선
정된 인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명종대 청백리로 선정된 김
순(金洵)의 경우, 당초 청백리에 선정되었다가 이후 1552년에 다시 염근리에 선정된 
인물이었다. 그런데 사후 실록의 사평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긁어들
여 권문 귀족에게 뇌물 바치는 것만을 일삼았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강계부
사 재직시에는 담비를 잡는 사람 30호를 새로 지정하여 권력자에게 보낼 담비를 잡도
록 한 적이 있었다.8) 이 정도면 청렴결백과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박에
도 일부 인원의 행적에서는 청렴결백이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청백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조선후기에는 청백리가 없었는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숙종대를 
기점으로 청백리 선발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이 말해지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
산 정약용은 경종대 이후에는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 청백리가 선발되
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 태종이나 세종대에는 전기 청백리수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은 현정(賢政)과 훌룡한 관리가 있는 반면에 후기에는 “문벌편당이 뒤
섞여 유가적 통치이념과 주자학적 실천궁행이 마비된데다가 국외적 서양문물의 유입
으로 모든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으로, “조선조 전기간에 있어서 관기(官紀)가 가장 
문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탐관오리가 많았다”고 하였다.9) 즉 관원의 기강이 문란해지
고 탐관오리가 많아지면서 청백리로 선발될 수 자격을 갖춘 관원이 없었다는 지적이
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후기가 상당히 부패한 사회로, 통치 이념이 마비되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조
선 후기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조사한 지방 수령에 대한 평가들이 18세기 후반 이후로 
내려가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진다고 한다.10)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부세

6)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 2월 11일(무신).
7) 이서행, 앞의 논문, 1989
8) 오수창, 앞의 논문, 1998, 51쪽.
9) 이서행, 앞의 논문, 1989, 179쪽.
10) 권기중, ｢조선후기 수령의 업무 능력과 부세 수취의 자율권｣, 역사와담론67, 호서
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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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稅) 운영에서 확인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령의 부정행위가 특별히 더 
심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18세기 이후는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유교적 공공성(公共性)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부패한 사회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청백리가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점은 청백리
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지는 관료문화의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청백리는 매우 혼란스
러운 상황이다. 선정 인원수를 비롯해 선정 기준이 그러하며, 역사상이 제대로 반영되
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일단은 조선시대 청백리가 갖는 역사적 실체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관점에서 청백리를 재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백’·‘청백리’와 경기 청백리

조선은 건국 이후 유가(儒家)의 정치철학을 국정 운영의 기저로 삼았다. 그런만큼 
관료문화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음은 쉽게 짐작된다. 유가의 경전 중 하나인 대학
(大學)에서는 통치자나 관료의 기초적인 수련 요건을 단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
天下)가 그것이다. 최고의 목표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치국·평천하에 
두고 이를 위해 단계별로 엄격한 수련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치국·평천하를 위해서는 
자신의 집안을 잘 관리하여야 하고, 제가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수양하여야 하였다. 
자기 수양의 전제인 격물·치지·성의·정심은 가장 중요한 사회 활동의 기초로, 내면적 
성실성을 강조한 것이다.11)

이런 단계를 전제로 해서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유가의 덕치 논리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공자(孔子)나 맹자(孟子)·순자(荀子) 등이 인도(人道)를 강조하거나 왕도(王
道) 혹은 예치(禮治)를 강조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개 덕치라 하면 도덕적 
수양을 전제로 민본(民本)을 표방하며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형제(兄弟)·붕
우(朋友)의 통일과 화해를 통한 천하일가(天下一家)를 위한 구상이었다.12) 

조선의 관료문화에 이상의 유가적 관료 문화가 바탕이 되었을 것임은 쉽게 상정된
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 건국 직후 국가체제 구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정도전
(鄭道傳)은 수령을 비롯한 목민관(牧民官)은 ‘민의 부모’임을 강조하였으며, 목민관의 

11) 이영춘,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와 공직 윤리｣,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 실
학박물관, 2014, 9쪽.

12) 唐镜, 德治中国-中国古代德治思想論纲, 中国文史出版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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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은 민의 생활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인식은 조선조 이래 강조되던 것
으로, 각종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수령(守令)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임이니, 
백성의 휴척(休戚)에 관계된다〔守令 近民之職 民之休戚係焉〕13)”라고 한 것이 그것이
다. 정도전은 목민관의 선정을 위해서는 목민관이 진유(眞儒)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진유란 도덕이 몸과 마옴에 온축(蘊蓄)된 자로, 진유와 관리가 일체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또한 수령의 고과에서 덕행(德行)을 중시하였다.14) 여기서 덕행은 앞서 언급
한 유가에서 강조한 덕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정도전이 강조한 덕행은 조선조 관료문화의 원칙적 차원에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아울러 이를 전제로 관료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였는데, 
관료문화의 형성에 고과 요소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고과와 관련한 제
도적 정비는 주목해야 한다.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8월 수령의 전최법(殿最法)
이 제정되었다. 전최란 포폄의 다른 표현으로, 전(殿)은 가장 하등(下等)의 고과를, 최
(最)는 가장 상등의 고과를 말한다. 이때 수령의 임기를 30개월로 정하는 것과 함께 
수령으로서 “① 욕심이 많고〔貪婪〕, ② 잔인하고 포악하며〔殘暴〕, ③ 무력하고〔罷
軟〕, ④ 게으르고 열등하며〔怠劣〕, ⑤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不稱職任者〕”15)는 
감사가 그 실상을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목민관의 자격이라는 측
면에서 본다면, ① 청렴하고, ② 어질어야 하며 ③ 능력있고 ④ 성실하고 근면하며 
⑤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규정은 어찌
보면 동양 사회에서 관리의 덕목으로 지적되는 일반론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요소들은 주관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수령을 포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406년(태종 6) 사헌부에서 제출한 수령의 포폄법에 따
르면, 당시 수령을 포폄하는데 “덕행과 등제를 범칭하고 실효의 유무를 논하지” 않기
에 수령이 헛된 명예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헌부에서는 포폄시 준거로 다음
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① 존심인서(存心仁恕, 마음을 인(仁)과 서(恕)에 두었는가) : 궁핍한 사람을 진휼(賑恤)한 것
이 몇 사람이며, 늙고 병든 사람을 혜양(惠養)한 것이 몇 사람인가?

② 행기염근(行己廉謹. 몸소 행함에 청렴근신하였는가) : 쓸데 없는 비용을 어떠 어떠한 일에
서 절감(節減)하였는가? 수렴(收斂)을 감손(減損)한 것이 어떠어떠한 일이며, 아침저녁으로 노고한 

13) 일례로,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8월 20일(기축).
14)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 도현철, ｢정도전의 문치 
사회론의 성격｣, 다산과 현대 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

15)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2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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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떠어떠한 일인가?
③ 봉행조령(奉行條令, 조령(條令)을 봉행(奉行)하였는가) : 도임(到任) 이래 봉행한 것이 어떠

어떠한 일이며, 판방(板牓)201) 에 걸어 놓고 대중에게 깨우쳐 신명(申明)한 것이 몇 조(條)인가?
④ 권과농상(勸課農桑,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였는가) : 경내에 제언(堤堰)을 수축한 곳이 

몇 곳이며, 도임 후 백성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고하여 매 1호에 몇 주(株)씩 심었으며, 관(官)에
서 심은 뽕나무를 나누어 주어서 심은 것은 매 1호에 몇 주씩인가? 백성에게 수차(水車)를 만들
도록 권한 것은 한 마을에 몇 개씩이며, 관에서 만들어 나누어 준 것은 한 마을에 몇 개씩인가? 
권경(勸耕)한 것은 몇이며, 온 집안이 병을 앓고 있는 자는 이웃[隣理]으로 하여금 경작해 주게 
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값을 갚아주게 한 것이 몇인가?

⑤ 수명학교(修明學校, 학교(學校)를 수명(修明)하였는가) : 학교 몇 간(間)내에서 수리(修理)한 
것이 몇 간이며, 생도(生徒) 몇 사람 내에서 독서(讀書)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경서(經書)를 통한 
사람은 몇 명인가?

⑥ 부역균평(賦役均平, 부역(賦役)을 균평(均平)하게 하였는가) ; 공부(貢賦)의 수렴(收斂)은 어
떠어떠한 일이 균평하며, 군역(軍役)의 차정(差定)은 어떠어떠한 일이 균평한가?

⑦ 결송명윤(決訟明允, 결송(決訟)을 밝게 하였는가) ; 노비(奴婢)의 상송(相訟)이 몇 건(件) 내
에 결절(決絶)한 것이 몇 건(件)이며, 잡송(雜訟)은 몇 건(件)이었는가16)

위에서 사헌부가 제시한 일부 조항은 후일 경국대전에 규정된 수령칠사(守令七
事)의 선구적인 모습이다. 위 조항 중 ④ 권과농상은 후일 농상성(農桑盛)으로, ⑤ 수
명학교는 후일 학교흥(學校興)으로, ⑥ 부역균평은 부역균(賦役均)으로, ⑦ 결송명윤은 
사송간(詞訟簡)으로 정착되었다. 더하여 호구증(戶口增)과 군정수(軍政修), 간활식(奸
猾息)이 포함되면 수령칠사가 된다. 수령칠사는 관료문화의 항목이기 보다는 관료의 
업적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④~⑦의 항목이 구체적인 수령의 업적 
평가를 위한 조항인 반면에 ①~③ 조항은 수령칠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
당 항목은 조선의 관료 문화를 말할 때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된다. ①은 인정(仁政)을 
표방한 것이고, ②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관료상을, ③은 직무 충실성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점은 앞서 1392년에 제정된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고과법의 제정 등을 통해 조선조는 처음부터 관료들에게 청렴결백과 능력을 
갖추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사실
이 조선조만의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관료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유가의 정치철학에 바탕을 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덕치를 행한다는 점은 조선조 관
료문화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16)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0일(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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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백리 선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청백리를 선발하자는 기록은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즉 
1470년(성종 1) 대사헌 이극돈은 사유(四維), 즉 예의염치를 흥기시켜야 함을 강조하
면서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효도는 비록 한 집의 일이지만 나아가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청백은 
비록 한 몸의 행실이지만 베풀어져 백성에게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행(節行)이 국
가에 관계있는 것이 어찌 만만번이나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반드시 효성스럽기가 
증자(曾子) 같고, 청백하기가 백이(伯夷) 같고, 충직(忠直) 강개하기가 급암(汲黯)·주운(朱雲)같아서 
사람들이 딴 말이 없은 연후에야 상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온 세상에 구하더라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포숭하는 법전이 혹 주밀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중략)…엎드려 바라건대, 전하
께서는 유사에 신칙(申飭)하셔서 집안에 있어서 충효·정절이 있는 자와 나라에 있어서 청백 강개
한 자를 널리 찾아 계문하게 하여 비록 적은 한 가지 착한 것이라도 또한 포숭하는 예에 두어서 
조정의 장려하는 뜻을 보이소서17)

즉 예의염치를 흥기시키기 위해 효·충과 함께 청백한 인물을 뽑아 이를 포장할 것
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1487년(성종 18)에는 국왕이 전지를 내려 변장을 선발할 때 
“공렴청백가감기입자(公廉淸白可堪其入者)”를 직질의 높낮이를 논하지 말고 임명하도
록 하였다.18) 또한 1503년(연산군 9) 경연에서 헌납 최숙생은 

“금년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많으니, 꼭 백성들을 소생시키려고 하면 수
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탐내고 횡포한 수령은 많고 청렴하고 근신하는 
수령은 적으니, 청백리(淸白吏)를 포상하여 그 나머지 수령들을 격려하소서. ”19)

라며 청백리를 포상하자고 하였다. 1503년(연산군 9)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청백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례이다. 

물론 청백리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여 이전에 청백을 포장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이는 관료 사후 행적을 평가해 내려주는 시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종
대에 정승을 지낸 맹사성(孟思誠)의 경우 집안 가족들이 햅쌀밥을 먹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청빈했다고 하며, 그에게 내려진 시호가 문정(文貞)인데, 이때 정(貞)은 청백하
게 절조를 지킴을 의미하는 표현이다.20) 1424년(세종 6)에 사망한 조용(趙庸)의 경우

17) 성종실록 권3, 성종 1년 2월 22일(신미).
18) 성종실록 권200, 성종 18년 2월 21일(신묘).
19) 연산군일기 권48, 연산 9년 2월 11일(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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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맹사성과 동일한 시호를 부여받았다.21) 문종대의 조어(趙峿)는 “마음가짐이 청백
(淸白)하고 도리(道理)를 지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만약 의(義)가 아니면 결코 
남에게서 취(取)하지 않는다.”22)라고 한 바 있다. 청백의 개념은 이미 건국 초부터 관
료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1392년 전최법이나 
1406년의 고과법에서도 거론된 항목이었다. 

다만, 청백리의 선발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15세기 후반이라는 사실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백리의 선발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관원에 대한 경계의 의
미로 출발했으며, 이후 청백리 자손에게 특별히 관직에 등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논의되었다. 1532년(중종 27) 1월 헌납  김미(金亹)가 “염치가 없어져서 탐오한 풍습
이 크게 유행하는 까닭에 청백리의 자손을 임용하는 법을 전에 이미 거행”23)하였다고 
한 발언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백리자손록(淸白吏子孫錄)24)이나 청백리안(淸白
吏案)25)이라는 문서는 이를 위한 준거가 되었다. 

중종 연간인 1513년(중종 8) 11월 부산포 첨사 박유인(朴有人)26)이 청백리로 선발
된 이후 1514년(중종 9) 12월 정창손(鄭昌孫)·이숭원(李崇元)·김흔(金訢)·유희철(柳希
轍)·송흠(宋欽)·박상(朴祥) 등이 청백리로 추천되었고, 명종대와 선조대, 인조대, 숙종
대 등을 거치며 청백리 선발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때 
기록상으로 1695년(숙종 21) 7월  이시백(李時白)을 비롯해 홍명하(洪命夏)·이상진(李
尙眞)·조경(趙絅)·강백년(姜栢年) 등 21명을 선발하는 것을27) 끝으로 구체적인 선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경종 이후에는 이렇게 뽑는 일(즉 청백리를 선출하는 일)마저 끊어져서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곤궁해졌다”28)라고 지적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물론 경종대 
이후에도 여전히 청백리를 선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
지 않는다. 이 점에서 청백리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청백’한 관료와 ‘청백리’로 선발된 관료는 달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청백리의 선발은 16세기~17세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18세기 
이후에는 그 사례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청백리가 특정한 정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백리

20)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 10월 4일(을묘).
21)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6월 28일(신미).
22)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0월 6일(신미). 
23) 중종실록 권72, 중종 27년 1월 28일(정축).
24)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12월 21일(정미).
25)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11일(병오). 
26) 중종실록 권19, 중종 8년 11월 19일(계미).
27) 숙종실록 권29, 숙종 21년 7월 11일(신미).
28) 정약용, 목민심서 律己 6조, 淸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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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했던 시기에 대해 학계에서 이른바 사림정치(士林政治)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세력들에 의해 정치가 주도되던 사림정치 시
기, 사림들은 삼대지치(三代至治)를 정치적 목표로 하여, 공론(公論)에 의한 정치를 운
영하였다. 그리하여 공론을 대변하는 언관권과 재상권(宰相權)의 상호 공존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정치구조를 구축하였다.29) 그렇다면 왜 사림정치 시기에 이 같은 
청백리 선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재물을 탐내고 횡포한 수령이 많다”라는 이유이다. 15세기 후반 이후 목
민관의 탐학과 관련해서 많은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476년(성종 7) 12월 
사간원에서 김주(金澍)라는 인물을 탄핵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김주는 본래 소인(小
人)으로 “고을에 있을 때에 아래로 향촌(鄕村)을 침학(侵虐)하여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며 하찮은 것까지 모두 거두어 들여서 흙·모래처럼 아낌없이 썼습니다. 모든 요
로(要路)에 있는 조관(朝官)과 권세가 있는 대신(大臣)의 집에는 어디나 다 뇌물을 보
내어, 서로 사귀어서 정의를 맺을 바탕을 마련하였다”30)라는 이유이다. 김주의 사례
와 같이 목민관, 그리고 조관과 연결된 이런 부정부패는 당시에 다수가 지적되고 있
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백리의 선출을 통해 이를 막아보려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아진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대 역사상에 규정된다.  그 중에 하나가 과전법(科田法)의 폐지라는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품계에 따라 일정량의 과전을 지급했던 과전법이 15세기 후반에 거
의 유명무실화되었는데, 이런 사태가 관료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1473년(성종 4) 이극기(李克基) 등은 상소를 올려 과전 복구를 요청하
면서 “대저 선비 가운데 재산이 많은 자는 자신이 비록 죽더라도 그 처자(妻子)가 또
한 어찌 갑자기 헐벗고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마는, 만약 항산(恒産)이 없는 
자라면 자신이 살아 있을 때도 또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자신이 
죽은 다음의 계책을 세우겠습니까?”31)라 발언하였다. 이처럼 과전법의 폐지와 궤를 
같이하며 토지제도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른바 토지의 사유화가 급속화가 
진행되면서 권력형 농장이 대두하는 등의 변화도 그 요인의 하나가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라는 측면도 지적될 수 있
겠다.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주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주자(朱子)와 관련된 주

29) 사림정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鄭萬祚, ｢朝鮮時代의 士林政治｣, 韓國史上의 政治形
態, 一潮閣, 1993 : 鄭萬祚, ｢17世紀 政治史의 理解方向｣, 韓國의 哲學 22, 慶北大
學校 附設 退溪硏究所, 1994 참고함.

30) 성종실록 권74, 성종 7년 12월 1일(경오).
31) 성종실록 권32, 성종 4년 7월 30일(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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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집을 비롯해 자치통감호삼성주, 주자어류, 이락연원 등 다수의 성리학 관
련서들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서적의 수입은 고려말에 유입되어 15세기 체제교학화된 
학풍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밖에 소학의 강조를 통해 새로운 성리학적 
사회를 모색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윤리서인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의 간행과 보
급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중종대 조광조(趙光祖)가 민본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치 개혁에 착수하면서, 임금의 철저한 수신을 비롯해 조정내 언로의 확충을 강조하
고, 당대 시행되던 과거제가 주로 기예만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덕성에 
바탕한 관인 선발제도인 현량과(賢良科)를 시행하며, 동시에 성리학적 사회윤리의 정
착을 위해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소학의 보급이나 향약의 보급 운동 
등을 추진한 것은 그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런 학문적, 사상적 분위기가 관료들에게 
청렴결백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그것이 결국 청백리 선발이라는 제
도를 창출하게 된 주요한 이유였다.

중종대 이후 여러 차례 행해진 청백리 선발 과정에서 다수의 이른바 ‘경기 청백
리’32)가 포함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른바 경기 청백리에 포함되는 몇몇 인물의 행적을 
통해 그들이 청백리로 선정된 이유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중종 연간인 1514년(중종 9) 청백리로 선출된 정창손의 경우, 좌익공신(佐翼功
臣)과 정난공신(靖難功臣), 익대공신(翊戴功臣), 좌리공신(佐理功臣) 등 세조~성종대까
지 4차례 공신으로 책봉된 인물이다. 사망 소식을 접한 사림 사회에서는 “어진 재상
이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정창손에 대해 사후 신도비명을 찬술한 서거
정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① 공의 성품은 대범하고 엄하며 높고 빼어나며, 청렴하고 공정하며 바르고 곧았다. ② 학문
은 해박하고 문장은 전아(典雅)하였으며, 필법이 절묘하여 한 시대의 으뜸이었다. ③ 평생 가산
(家産)을 일삼지 않아 신하의 최고 지위에 있었지만 집안 살림은 초라하였다. ④ 관직에 몸담아 
일을 처리할 때에는 명백하고 정대하였으며, 선물은 누구에게도 받지 않아 청탁이 행해지지 못하
니, 사람들이 감히 사적인 일로 간청하지 못하였다. …(중략)…⑤ 남을 대할 때는 공손하여 비록 
지위가 낮은 하사(下士)가 문안하러 오더라도 반드시 문밖에서 마중하고 전송하였으니, 천성이 그
러하였다.33) 

32) 본고에서 경기 청백리란 “경기도에 묘소 혹은 생가가 있는 청백리”를 대상으로 한 
명칭이다(실학박물관, 실학박물관 학술자료조사보고서-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
, 2014 참조). 2014년 실학박물관에서는 경기도 청백리 뿌리찾기 사업으로 경기 청백
리 60명을 선정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청백리 명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논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을 통
해 대상 인물의 재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서거정, 사가집 보유 권1 비지류, ｢수충경절좌익정난익대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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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에서는 그의 성품을 전체적으로 평하여 성품이 고매하고 간엄하며 청렴하고 
공정하며 정직하였다〔廉公正直〕. ②에서는 학문과 필법에 뛰어났음을 말하고 ③에서
는 최고의 관직에 올랐음에도 청렴하여 가세가 초라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④에서는 
거관시에는 명백하고 정당하였으며, 선물도 받지 않아 청탁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말
하였다. 즉 관원으로서 청렴결백하였으며, 일처리가 정당하고 명백했다는 점,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1515년(중종 10) 청백리로 선출된 조원기(趙元紀)는 천성이 청검(淸儉)했다고 한
다.34) 그의 청백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정도이어서 탐오를 논할 때 심정(沈貞)·이
항(李沆)·김극핍(金克愊)을 언급하면서 그와 반대로 청백을 논할 때는 반드시 조원기
를 논할 정도였다.35) 조원기의 비문을 찬술한 홍언필(洪彦弼)은, 조원기의 생활에 대
해 

“벼슬이 재보(宰輔)에까지 올랐는데도 낡은 집과 짤막한 담장이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옹색하였고, 부엌의 찬장에 있는 것은 소금과 채소에 불과하였으니,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을 견
디지 못할 것으로 여겼으나 공은 즐거워하며 싫증내지 않았다.”36)

라며 그의 청렴결백한 생활을 지적하였다. 조원기의 거관할 때의 생활에 대해서도 
평하기를 “평생 동안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아무리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일찍이 단 하루도 정고(呈告, 휴가 신청을 말함)한 적이 없었으므로, 
무릇 함께 벼슬하는 동료들이 공을 보고서 스스로 면려하였다.”37)라고 하여 성실성을 
강조하였다. 

1601년(선조 34) 청백리에 선출된 이원익에 대해서 당시 사평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때에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점의 흠이 없는 자는 참으로 많이 얻을 수가 없었
지만, 이원익 같은 사람은 ① 성품이 충량(忠亮)하고 적심(赤心)으로 국가를 위해 봉공(奉公)하는 
이외에는 털끝만큼도 사적인 것을 영위하지 않았다. ②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의식(衣食)이 

광보국숭록대부 봉원부원군겸령경연사 증시충정정공신도비명(輸忠勁節佐翼定難翊戴純
誠明亮經濟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蓬原府院君兼領經筵事。贈諡忠貞鄭公神道碑
銘｣.

34)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얼 16일(갑진)
35) 중종실록 권73, 중종 27년 4월 20일(무술).
36) 국역 국조인물고, 조원기 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37)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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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지 못하여 일생 동안 청고(淸苦)하였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홀로 
태연하였다.”38)

위에서 ①에서는 이원익의 봉공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②에서는 청렴결백하
는 그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였다. 청백리 이원익에게 청백의 의미는 공직자로서 공도
(公道)의 실현과 충의 또 다른 표현이고, 수신의 계제(階梯)로써의 의미와 함께 겸하
(謙下)와 포용의 정신이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39)

이원익의 이같은 모습은 경기 청백리로 꼽을 수 있는 이광정(李光庭)에게서도 찾아
진다. 이광정은 이원익과 함께 1601년(선조 34)에 청백리로 선출되었던 인물이다. 이
광정에 대해 그의 신도비문을 찬술한 이민구는 “중흥(中興)의 훈신(勳臣)이요 현신(賢
臣)으로서 충절(忠節)을 다하고 맑고 평탄한 행동을 함으로써 신하의 도리를 진실로 
다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이광정은 “신하로서 섬기면서 온갖 수고를 하면서도 이해
를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모유(謀猷)를 중외(中外)에 선양하고 시석(矢石) 속에서 분주
하면서 한번도 집안일은 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성실함과 함께, 모유를 중외에 선양
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유란 꾀를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경세가로서의 변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청백리로서 청렴결백한 모습도 묘사하였는데, “공은 더욱 빙벽(氷檗) 같은 절
조를 깨끗이 하여 봉록 외에는 척촌(尺寸)도 늘리지 않았고 거주시에도 항상 칭대(稱
貸)함이 없었으며, 제기(祭器)도 두 벌 이상 장만하지 않았다. 항상 떨어진 옷과 야윈 
말을 타면서 시종 가난한 선비처럼 지냈다"고 하였다. 아울러는 그는 ”순덕(純德)과 
좋은 명망에 겸손으로써 형통(亨通)을 얻었고 절조(節操)에 안주한 사람“이리고 평하
였다.40) 덕망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겸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이른바 경기 청백리라고 할 수 있는 몇 명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청백리로 
선정되게 된 배경을 추적해보았다. 이를 통해 보면, 청렴은 기본적인 삶이었는데, 이
와 함께 봉공의 자세이며, 성실하고 겸손하며 경세가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점이다. 

한편 경기 청백리를 추적하면서 주목되는 것은 선정 인물 대부분이 상당히 고위직
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해당 인물이 역임한 관직 중 최고 관직과 그 
품계를 정리해보았다. 

38)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16일(계축).
39) 김학수, ｢오리 이원익;청백명상｣,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 실학박물관, 
2014 참조,

40) 이상은 국역 국조인물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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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백리 대상 인물의 역임 최고 관직의 품계별 인원수>41)

기타는 무과 급제만의 이력이 있는 김두남과 정4품 장령을 지낸 이기설을 비롯해 
정6품 정언을 지낸 최경창과 함께 고려말 조선초 인물인 서견이 포함된 것이다. 위 
표에 따르면, 대부분은 2품 이상의 인물로 전체 약 82%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정3품 
7명과 기타 4명이 확인된다. 물론 이들이 청백한 관원이겠지만,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청백리 선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며, 이 점으로 
인해 후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3. 청백리 비판 담론의 대두와 관료상의 재정립

청백리에 대해서는 청백리 선출이 빈번하던 중종대부터 이미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거니와42) 1601년(선조 34) 13명의 청백리를 선출한 것에 대한 사평에서, 청백리
로 선정된 인물 중 이유중(李有中)에 대해서는 간당(奸黨)으로 포함되었다고 하였고, 
김장생(金長生)에서 대해서는 “평소 청백하다는 이름이 없다”43)라고 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기록은 일단 정치적 입장이 투영된 기록일 수는 있다. 즉 선
조실록은 광해군대 북인 정권하에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광해군과 북인의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중은 1592년(선조 25) 5월 선조의 
파천을 주장했던 이산해(李山海)의 처벌을 주장하는 등 서인 계열에서 활동했던 것으
로 보인다. 김장생은 율곡 이이의 대표적인 제자로, 이후 서인계를 대표하던 인물이었
다. 따라서 선조실록의 이같은 기록은 일단 정치적 관점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이후 인조대 청백리 선발에 대해서도 확인된다. 1636년(인조 14) 6월 
김상헌(金尙憲)·이안눌(李安訥)·김덕함(金德諴)·김시양(金時讓)·성하종(成夏宗) 등 5명을

41) 이 표는 편의상 실학박물관, 앞의 책, 2014의 부록에 수록된 인물 61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전체적인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한다.

42) 중종실록 권21, 중종 10년 2월 18일(병오).
43)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16일(계축). 당시는 염근인이라는 이름으로 선출
되었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기타 총계

인원수 15명 4명 17명 14명 7명 4명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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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로 선발한 바 있다.44) 이때 선발된 김시양에 대해 인조실록에 수록된 사평에
서는 “김시양은 본래 나타난 청렴의 조행이 없는데도 이 선발에 참여되었으므로 물의
가 시원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김시양은 당색이 남인(南人)인 인물로, 해
당 실록이 효종대 서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점을 본다면 이 역시 정치적 입장이 반영
된 기록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보면, 청백리 선발에 정치적 입장이 투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필 수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경기 청백리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점은 18세기 이후 이익(李瀷) 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
어졌다. 성호(星湖) 이익(李瀷)은 청백리 선발의 당위성은 인정하였다. “탐오를 금지하
는 방도는 단순히 이마에 자자(刺字)하여 형벌로써 징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염
의(廉義)를 고무하여 권장하여 본받게 하는 데 있다.”45)라고 하며 청백리나 염근인의 
선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이전 청백리 선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청백리의 선발에 고위 관원에 한정된다는 점이
고46), 둘째는 청백리 선발이나 자손 등용에 뇌물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고위 관원에 
한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가 지위가 높거나 죽은 이에게만 해당되고 지위가 
낮은 관리들은 비록 얼음벽과 같은 태도와 행실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한다”47)고 하였
다. 뇌물이 개입되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국조(國朝) 이래로 청백리에 선발된 자가 약
간 명에 지나지 않는데, 조정에서 매양 그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령은 있으나 오직 뇌
물을 쓰며 간구(干求)하는 자가 간혹 벼슬에 참여되고 나머지는 모두 초야에서 굶주
려 죽고 만다”48)고 하였다.   

이익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청백리는 백성에 가까운 낮은 지위의 관리로써 선
발하자고 하였는데, “지위가 높은 이는 비록 청한(淸寒)하다 하더라도 그 거처(居處)
ㆍ음식(飮食)ㆍ복식(服飾)ㆍ사령(使令)이 다 안일을 누릴 만하지만” “한미한 문족(門
族)은 어쩌다 원[宰]한 자리를 얻어 했다가도 해임된 뒤에는 분명 그 가난을 면치 못
하며 자손이 유리할 것을 알지만 차마 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바로 후자의 유형이 
염리로, 이들을 선발해서 관직을 주거나 녹을 주자고 하였다. 아울러 이들에게 전답을 
주어 생활을 보장해주는 한편 자식들을 등용하여 벼슬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이 제기한 관료들에게 사회경제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주장은 관료사회의 운영

44) 인조실록 권32, 인조 14년 6월 8일(신사).
45) 이익, 성호사설 권11, 인사문, 염탐. 
46) 이익, 성호사설 권7 인사문, 염리.
47) 위와 같음. 
48) 이익, 성호사설 권11, 인사문, 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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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성호가 제기했던 서애 류성룡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49) 류성룡이 처음 관직에 진출하였을 때 정승의 자리에 있던 
이준경(李浚慶)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이준경이 류성룡에게 ‘서울 근교에 장만한 가대
(家垈)가 있느냐?’고 물었고, 류성룡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준경이 “벼슬하
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편리하다”고 하였는데, 이 발언을 류성룡은 불만스
럽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후일에 관직 생활하던 중 물러날 일이 있을 때 의지
할 곳이 없어 사찰에 기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류성룡이 ‘당시 이상국(즉 이준경)
의 말이 참으로 진리가 있었다.’고 했다.”고 하는 일화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준경 역
시 청백리로 선발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일화는 물론 조정의 고위 관원 사이에 오
고간 대화이기는 하지만, 결국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대우가 절실함을 지적한 것이라
고 보인다. 

이밖에 청백리 선발이 관원들에게 헛되게 명예를 구하는 방편이 된다는 비판도 제
기되었다.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 1741~1826)는 청백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예전에 들으니 어떤 군수가 임기가 차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날에 저녁밥을 
지을 쌀이 없어 계집종이 이웃에게서 쌀을 꾸니, 세상에서 그의 청백(淸白)을 칭송하였
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홀로 이것이 명예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한다.”50)

윤기는 이런 사실을 놓고 “관직에서 돌아오면서 한 푼의 돈과 한 톨의 쌀조차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아울러 “풍족한 고장에 있으면서 
재물을 불리지 못했으니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웃는다”다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당시의 민간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몇 수 옮겼는데, 이 중 몇 수만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혹한 가렴주구 참으로 불쌍하니 / 剝膚椎髓儘堪悲
공공연히 제 몸 살찌울 바탕으로 간주하네 / 看作公然肥己資
교묘히 명색 꾸며 마구 농간 부리곤 / 巧粧名色恣欺幻
암암리에 선정비 세우길 종용하네 / 暗地囑成善政碑

감사의 고과 평정 너무나 한탄스러우니 / 監司考績足嘆傷
청백리와 탐관오리를 멋대로 정하네 / 雪嶺墨池任抑揚

49) 이익, 성호사설 권15, 西厓淸白. 
50) 윤기, 무명자집 11책, 잡기 8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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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항에서 원망하는 노래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 街讟巷謠方疾首
평가는 최상이라 공황과 나란하네 / 評題上上等龔黃51)

윤기의 표현에 따르면, 청렴의 표상이 되어야 할 청백리 선발이 오히려 수령들이 
명예를 구하는 수단이 되며, 여기에 더해 감사의 고과 평정이 멋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18세기에 들어와 이처럼 청백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 시기의 역사적 상
황과도 관련이 있다.52) 18세기에는 기강재상론(紀綱在上論)을 바탕으로 권력의 주체
를 이전 시기와 같이 언관이나 공론에 두기보다는 군주나 재상들에게 귀속시켰다. 그
리고 이를 관철하는 방법으로 예법이나 제도를 중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착수, 이전 시기와는 다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왕－대신－비변사
로 연결되는 논의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대신은 비변사 당상관들의 감독기능
을 수행하고 모든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와 함께 인재를 선발할 때도 사림정치 하에서 강조되던 ‘덕(德)’우위론보다는 ‘재
(才)’ 중시적인 견해에 따라 유재시용(惟才是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재’의 
일방적인 우위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 재․덕의 상관관계에 주목해 재덕병용으로 그 
논리가 이어졌다. 이는 당색에 구애되지 않는 인재의 진용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인＝교목세가인 당시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현실에 적용, 성
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관학체제의 정비와 과거제도의 정비로 나타났다. 특히 과
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으로써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과목이
나 절차상 몇 가지 문제에 한정해서 변통을 추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세력들은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나오는 ‘동포(同胞)’를 강
조하면서 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는 빈번한 대민
접촉으로 나타났다. 순문이나 하유의 형태로 전개된 대민접촉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
식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동포론적인 입장에 따라 각종 신분 문제에 대한 변
통을 시도한 바 있다. 

이같은 당시 집권 세력들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은 유교적 공공성을 정립하는 과정
이었으며, 이른바 ‘실학자’들이 제시한 각종 국가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형원(柳馨遠)은 반계수록(磻溪隧錄)에서 17세기 조선을 평
하기를 왕도(王道)가 폐하여 막히고 사심(私心)에 따라 법을 만들게 됨으로써 ‘중화’인 
명은 이적(夷狄)인 오랑캐에게 어지럽게 되고, 조선은 큰 치욕, 즉 병자호란의 치욕을 

51) 윤기, 무명자집 시고 4책,  詩, 民間雜謠 
52) 이하 18세기 집권세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
영, 민속원, 2016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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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심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사의(私意)가 만연하게 되
고, 결국 사의(私意)로 인해 토지 제도 역시 왜곡되었다고 하였다. 유형원은 당시의 
극심한 빈부 격차의 원인을 토지가 공에 있지 않고 사유(私有)가 되어 대대로 전승되
는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의 횡행에 대한 우려는 성호(星湖) 이익(李瀷)이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이익은 문벌을 숭상하는 폐해를 지적하는 가운데 과거 급제자 
등급을 문벌을 기준으로 매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국초에 제정된 규식이 아니
고 중간에 제 뜻에 따라 사장(私情)을 행사하는 무리가 한 짓인데, 그대로 그릇된 규
례가 된 것이다”53)이라고 하였다. 토지 제도의 문란상을 지적하면서도 “대개 토지란 
본래 국가의 소유인만큼 개인으로는 자기의 것이라고 감히 단정할 수 없으니 예나 지
금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사전(私田)에 대한 폐단이다. 사의 반대가 공(公)이라
면 어느 것인들 공전(公田)이 아니겠는가? 전주(田主)란 공전을 빌어서 경작하여 나라
에 세금을 바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54)라고 하였다

실학자들의 국가 체제 개혁은 ‘공’이념을 통해 ‘사’를 극복한 국가와 제도 정비를 
주장하였다. 유형원은 “법을 만드는 자는 털 끌만치도 사사로운 의사를 가지면 만사
가 모두 그 올바름을 잃는다”55)고 하면서 ‘공’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
안은 국가와 정부(당시는 朝廷)의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안이었다. 유형원
은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조정”이 “정(正)”의 근본이 된다고 하여 시비나 
인심의 향배를 결정하는 공공성의 주체로서 중시하였다.

‘공’이념을 국가 체제 개혁의 이념으로 삼은 것은 성호 이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이익의 경우 군신 관계에 대해서 “대개 천하란 천하의 공물(公物)이고 한 개인의 
사유가 아니다”56)고 하여 국가가 임금의 사물(私物)이 아니라 만백성의 공물(公物)임
을 재확인하였다. 비록 이러한 이념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의 무소불위 전제권력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
의 토지 개혁론인 균전론 역시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제인 것이다. 
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고 이익의 원천을 독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에는 균부(均賦)와 균산(均産)과 같은 ‘균(均)’을 위한 것이
었다. 

정약용은 임금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인식을 전제하면
서도 현실에서는 임금은 통치자이고 백성은 통치를 받는 자이므로 임금으로 하여금 

53) 성호사설 인사문 尙閥.
54) 성호사설 인사문 田制.
55) 유형원, 반계수록
56) 이익, 성호사설 권23, 경사문 周封同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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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신을 구현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저술인 ｢원목(原牧)｣에서는 원시사
회에서 통치자가 선출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통치자는 백성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탕론(湯論)｣에서는 천명을 어긴 천자의 경우 제
후들의 추대에 의하여 천자를 교체하는 일인 방벌(放伐)이 정당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제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것이었다.57) 

이런 가운데 다수의 목민서(牧民書)가 만들어졌다. 15세기에는 중국의 목민서인 목
민충고(牧民忠告)나 목민심감(牧民心鑑) 등을 수입해 이를 간행해서 사용하였으나,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목민서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유희
춘(柳希春)의 치현수지(治縣須知)이나 정철(鄭澈)의 유읍재문(諭邑宰文) 등이 그것
이다.58) 이후 17세기도 몇 종의 목민서가 제작되기는 하였으나, 18세기에 이르러 다
수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정요(政要)를 비롯해 거관지도(居官之道), 목민고(牧
民考), 치군요결(治郡要訣), 목민대방(牧民大方), 사정고(四政考), 선각(先覺), 
임관정요(臨官政要) 등이 간행되었고, 목민심서(牧民心書) 역시 그 중 하나라 하
겠다. 이같이 다수의 목민서를 간행됨으로써 일종의 ‘목민학(牧民學)’이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59) 이러한 목민서의 제작이나 목민학의 체계화는 결국 관료문화에 대한 재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 다수의 목민서는 목민관의 자세를 비롯해 목민관의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관료문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목민관의 자기 규율을 강조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수령을 만백성을 주재하는 
자, 만기를 총괄하는 자 등으로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수령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염(廉)·근(勤)·공(公)·신(慎) 등으로 자기를 규율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에게 목민관의 자기 규울은 치민을 위한 방편이자 수기치인
(修己治人)과 관련된 것으로, 수기치인은 신독(愼獨) 공부를 통해 하늘의 목소리를 들
으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먼저 실행하는 서(恕)를 통해 덕을 지
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지런하라, 새벽같이 일어나라.

57) 이상 이른바 실학자들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근호, ｢실학자들의 국가체제 개혁론｣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4&contents_id=93681)에서 발췌
한 것임. 

58) 정호훈, ｢15~16세기 목민서의 전개와 목민학｣, 한국사상사학36, 2010.
59)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조선시대사학보5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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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가짐을 엄중히하라.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갑자기 성내지 말라.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워라.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쳐라
청렴하라. 선물은 작은 것이라도 얽혀든다.
내외를 엄히 분별하라.
절용하라. 의복과 음식은 간소하라.
베풀기를 즐기라.
치우치지 말아라. 성질의 편벽됨이 있으면 아전이 이를 엿본다.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라. 
윗사람을 속이지 마라.
자라에 연연하지 마라.60)

둘째, 목민관의 책무의식을 강화하였다.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민고에서는 수령이 하루 종일 생각할 일이란 ‘손상익하(損上益下)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들은 국가의 그릇이므로 아래의 한 고을을 맡아서 잘 다스려서 넉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책무의식은 “유위지치(有爲之治)”를 강조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이전의 여러 사례들을 수록하여 강
조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후산(李後山)의 사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참판(參判) 이후산(李後山)이 관동(關東)을 안찰(按察)할 때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감영(監營)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허물어져서 오래도록 다시 세우지 못하였다. 공(公)
은 말하기를, “옛사람이 흉년을 당해서 토목 공사를 일으킨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하
고, 드디어 감영 안의 쌀과 포목을 내어 주린 백성들을 모집하니, 구름처럼 모여들어 몇 
달이 못 되어 공사가 완성되었다.61)

아울러 책무의식의 원칙으로서 공명(公明)과 확고한 의지 등을 제시하였다. 정약용
의 목민심서에 수록된 이명준(李命俊)의 사례는 그 하나이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되었는데, 그 역(驛)이 북관(北關)의 요도(要
道)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
가 많으므로 역졸(驛卒)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굽

60) 이상 김선경, 앞의 논문, 2010 참조.
61) 정약용, 목민심서 진황6조, 제5조 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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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않았다. 비록 감사가 오더라도 꼭 마패(馬牌)대로 역마를 지급하였더니 감사가 화
를 내어 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투어 드디어 조정에 처분을 요청하였더니, 조정에
서는 공이 옳고 감사가 글렀다고 하였다. 폐단은 아주 고쳐졌으나,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62)

셋째, 균평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순암 안정복의 경우 공자의 ‘부족함을 걱정하
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는 언설을 강조하며 균평 실현에 관심을 보
였다. 안정복은 이를 위해 대동법이나 균역법 등에 부세 개혁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두 제도 모두 운영 과정에서 불균등한 운영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복은 
이를 개선하여 균평의 효과를 기대하였다.63)

넷째로, 시의(時宜)와 순속(順俗), 즉 현실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였다. 이익의 경우 
형정(刑政)은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는 약과 침에, 덕교(德敎)는 화평을 이루는 쌀밥과 
고기반찬에 비유하였다. 덕교로써 포악한 자를 제거하려는 것은 고기반찬으로 질병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덕교와 형정이 서로 안팎을 이루며 때에 맞게 적절
히 사용되어야(時宜)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점은 제자인 안
정복에게로 이어져, 그 역시도 형세를 고려하여 형정 사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수령
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64)

다산 정약용 역시 당대의 시의에 맞추어 향촌사회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관행
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목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해서 다산은 안정
복의 임관정요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순암(順菴)의 《임관정요(臨官政要)》에 이렇게 말했다. “천 리마다 습속이 같지 않고 백 
리마다 기풍이 다르다. 한 성(省) 안에서도 산악과 해안지대가 적의함이 다르고, 한 현
(縣) 안에서도 읍과 촌이 숭상하는 바가 다르다. 시장의 민심은 간교하고, 농촌의 민심은 
질박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형세를 살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65)

정약용은 목민관은 모름지기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 그리고 향촌 사회 내부 여
론 주도층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서들을 견제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서들이 기존에 누려오던 기득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경우 눈감아주거나 일정한 선에서 인정해주는 관용적 태도를 취했다. 행정실무

62) 정약용, 목민심서 봉공 6조, 제2조 수법.
63) 원재린. 순암 안정복의 목민사상과 주요 목민책｣, 한국실학연구 25, 2013.
64) 원재린, ｢근기남인계 목민학의 전통과 목민심서｣,  다산과 현대 7, 2014.
65) 정약용, 목민심서 부임 6조, 제5조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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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이서 조직과 통치의 대상인 촌락사회의 동요없이 지방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은 원칙론의 적용이 아닌 시의와 순속이었던 것이다. 
66)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청백리론의 문제점 및 조선후기에 제기된 관료상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은 조선시대 청백리가 선발되던 시기와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 많
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상당부분에서 오늘날 관료문화에 계승할 다양한 요소들은 이
미 제기되었다고 보인다. 아래에서는 청백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중국 왕야난 교수
의 지적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중국 관료정치의 폐해 문제를 지적한 왕야난(王亞南)은 자신의 저서 관료의 나라 
중국(원제, 中國官僚政治硏究, 북경, 1981)에서 청리(淸吏) 혹은 청백리의 선발 등
이 갖는 허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 가운데 소수의 청백리나 순리(循吏)가 등장하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칭하게 되는 것
이다. … 그러나 아깝게도 그것을 회복하여 개조시키는 것은 다만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청풍양절
(淸風亮節, 가난하지만 높은 절개)에 대해 찬양하거나 혹은 일부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것으로 고치었다.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병의 뿌리나 아픈 곳을 건드리지 못했다.…이런 상황에
서 소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인물로서 감화시킨다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었고, 엄격한 법률적 제
재를 사용하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67)

중국과 조선은 역사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료들의 의식 역시 큰 차
이를 보인다. 중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상품유통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관리를 함으
로써 돈을 번다는 사상”이 중국 관료사회의 산물이라고 까지 말해질 정도이다. 그러
나 양국 공히 부정부패가 있었음은 같았다. 그런 점에서 왕야난이 지적한 부분은 탁
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 청백리 개념에 매몰
되지 않고 오늘날에 맞는 ‘청백’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이를 통한 청백리 정신의 
창조적 계승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6)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인시순속적 지방재정운영론｣, 다산과현
대7, 2014.

67) 왕야난 지음, 한인희 옮김, 관료의 나라 중국, 지영사, 2002, 221~224쪽(원제, 
中國官僚政治硏究, 북경,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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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백리에서 한국형리더십 스토리 찾기

박 현 모(여주대 교수, 세종리더십연구소)

1. 미흡한 공감대 형성

 경기청백리 발표를 처음 의뢰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 십여 년 전에 “청렴인물 및 사적지관련 교육자료 개발”(서울시립대학교 반부
패시스템연구소 2006)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고, 세종시대 인물 중에서 황
희 정승과 같이 청백리 논란이 있는 인물이 있으니,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을 것이
라는 게 당시 필자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와 청백리 관련 자료를 보니, 그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우선 기존 연구를 검토해보니, 청백리에 대한 연구는 그야말로 ‘다 되어’ 있었다. 이
미 단행본 저서가 26편, 박사학위논문이 2편이고, 학술지 게재 논문만 해도 60편에 
이르렀다. 내용을 보더라도 청백리 제도의 기원과 전개(오수창 1998), 청백리로 선발
된 인물들의 성장배경과 업적(이영춘 외 2003), 청백리들이 살았던 시대와 사상(이서
행 1989; 조성린 2012), 청백리 제도의 현대 행정 윤리적 의의(이광종 2006) 등 안 
다룬 부분이 거의 없었다. 

 기존 연구 중 특히 이서행의 연구(이서행 1987, 1989)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것이

구분 저서 박사논문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보고서 합계

편수 26 2 60 2 90

목   차

  1. 미흡한 공감대 형성
  2. 청백리 제도와 조선의 정치코드
  3. 적실한 우리 시대 청백리 제도의 조건
  4. 경기청백리 범주의 확대와 스토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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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1989년 <정신문화연구>에 실린 논문(이서행 1989)에는 청백리 관련 여러 문
헌들을 망라하고, 그 문헌들 속에서 157명의 청백리를 선정한 다음, 그들의 소속 씨
족과 출신 배경(과거출신, 문음출신, 종친출신 등), 선정 때 인정된 주요 덕목(청백 후
덕 경효 등 ‘수기(修己)’ 덕목, 선정 충성 준법 등 ‘치인(治人)’ 덕목)을 세세히 분석했
다.
 그런데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떠오르는 의구심은 ‘그래서?’였다. <대동장고(大東掌
攷)>에 실려 있는 121명과 <청선고(淸選考)>의 189명, 그리고 <전고대방(典故大方)>
의 218명의 면면을1) 다 고찰해도 ‘그 때 이런 제도가 있었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선발되었구나.’ 하는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 문헌들과 연구들
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학술적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청백리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의의를 느끼지 못했다. 
 더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나마 ‘청백리상’을 만들거나,2) ‘청렴인물’ 내지 
‘청백리’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무엇보다 그 연구와 프로젝트 보고서가 겨냥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학술연
구자인가, 대한민국 공직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일반 시민 내지 청소년들인가? 공직
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내용이 너무 건조하다. 예를 들어보자.

“송흠은 청결한 지조를 스스로 지키면서 영달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수령직을 원하여 10여 고을의 원을 지냈고 벼슬이 또한 높았지만 일찍이 살림
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자주 떨어졌다. 판서직에서 은퇴하여 늙
어간 사람으로는 근고(近古)에 오직 이 한 사람 뿐이었다. 시냇가에 정자를 지어 관
수정(觀水亭)이란 편액을 걸고 날마다 한가로이 만족하면서 지냈는데 먼데서나 가까
운데서나 존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중종실록 39/3/22).

 성종·중종 연간에 활동한 송흠(宋欽, 1459~1547)에 대한 사평이다. 이 글을 읽은 현
대인들, 특히 공직자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 권세가에게 빌붙지 않은 
훌륭한 관리였구나’ 혹은 ‘판서직에서 은퇴하여 늙어갔다니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사
람이네.’라는 반응 정도가 아닐까? 더 나아가면 ‘아니 그런데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
아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자주 떨어졌다는 것은 잘한 일인가?’하는 반응이 나올 것이
다.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은 실학박물관에서 펴낸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

1) 청백리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19세기 순조 대의 학자 홍
경모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고사를 정리한 <대동장고(大東掌攷)>이다. 이 책의 ‘청리고(淸吏攷)’에는 
121명의 청백리가 실려 있다. 둘째, 20세기 초에 작성되어 조선초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주요관인
의 명단을 수록한 <청선고(淸選考)>이다. 이 책에는 189명이 ‘청백(淸白)’으로 올라있다. 셋째, 강효석
이 1924년 발간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참고서인 <전고대방(典故大方)>이다. 여기의 ‘청백
리록(淸白吏錄)’에는 218명이 실려 있다(오수창 1998, 49).

2) 제5공화국은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에 청백리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신절하고 5월부터 실
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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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예컨대 ‘청백리 열전’의 첫 번째 인물인 유관(柳寬, 
1346-1433)의 경우를 보자. 그는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초가집에서 베옷과 짚신으로 담백하게 살았으며, 그가 사는 초가집에는 울타리나 담
장도 없었다고 한다. 그에 관한 일화 - 황희 정승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를 살펴
보자. 

하루는 장마가 한 달 넘도록 이어져 홍수가 날 정도였다. 빗발이 억세게 내리자 유관
이 손에 우산을 들고 천장에서 새는 비를 막으며 부인에게 말했다. “우산마저도 없는 
집은 어떻게 이 비를 막겠소.” “우산 없는 집엔 반드시 덮을 지붕이 있겠지요.” 부인
의 말을 듣자 공은 웃어 넘겼다.(실학박물관 2014, 17).

 이에 대해서 집필자는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유관은 양식이 떨어져도 개의치 않
은 대범한 인물이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유관의 경우도 현대인들에게 그다지 공감
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2. 청백리 제도와 조선의 정치코드

 우선, 이야기가 그다지 감동을 주거나 흥미롭지 않다. 그동안 나와 있는 청백리에 
대한 저서나 보고서를 보면 ‘청백리 아무개의 사상’ 또는 ‘정신’이라 해놓고, 그냥 그 
사람의 일대기나 실록 등 사료의 기록을 옮겨 놓는 게 대부분이다. 인물에 따라서는 
인터넷 지식검색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의 <청렴
인물 및 사적지관련 교육자료 개발>(2006) 보고서는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적극적이
고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및 홍보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우리 역사 속의 청
렴인물에 대한 사례와 사적지 등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두었다(2쪽). 하지만 결과
물을 보면 ‘청렴인물의 사례’는 거의 없고, 단지 청렴인물 관련 사적지 운영실태만을 
밝혔을 뿐이다.
 실학박물관에서 낸 <경기의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2014) 보고서의 경우, 경기도 
지역 청렴인물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그들의 생애를 정리한 후 관련 사진 자료를 실어
놓은 것은 반부패연구소의 것과 같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청백리들의 청렴 사
례와 일화를 추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
용할 수 있는 사례 - 흥미롭거나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풀어갈 수 있는 -
는 별로 없다. 60여 명의 경기 청백리 사례 중에서 겨우 9개 내외만이 소재로 활용 
가능한 상태이다(부록 도표 참조). 
 이영춘 등이 공저한 책(2003)에 실린 34인이나 조성린의 책(2012)에 수록된 222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가혹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청백리 사례 발굴은 연구
자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사업을 발주한 정부나 지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
으며, 공직자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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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지금의 사회문화는 조선시대의 청백리 코드와 잘 맞지 않는다.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가 태조(1392-1398) 때부터 조선 후기 순조(1800-1834)까지 400여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시대의 정치 코드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
이다. 조선왕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주자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채택했고, <대학>의 
가르침에 따라 관리들에게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치인(治人) 단계 이전에, 수기
(修己)의 과정을 요구했다. 관직자들은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지난한 학습과정과 성
의정심(誠意正心)이라는 녹록치 않은 자기 수련과정, 그리고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주변 관리, 즉 친인척 관리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받았다.
 게다가 정약용이나 이이 등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근검(勤儉)은 
관직자의 핵심 조건이었다. “벼슬할 때는 세 가지의 오묘한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청렴함이며, 둘째는 근신(謹愼)함이며, 셋째는 근면함”이라는 정약용의 말이나,3) 다음
과 같은 이이의 ‘공직자 자세’가 그것이다. 즉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은 도(道)를 실
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요, 도를 행할 수 없으면 물러날 일이다. 만약 집이 가난하
여 먹고살기 위해 벼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중앙의 요직을 사
양하고 지방관을 자청할 것이며,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를 구하여 굶주림이
나 면하면 족할 것이다. 비록 먹고살기 위한 벼슬을 하더라도 마땅히 청렴하고 부지
런하게 공무를 받들어 직무를 다할 것이요, 놀고서 먹기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4)

라는 게 이이의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 조선의 청백리 제도가 조선 건국기에 수용되고 또 장기 지속될 수 있
었던 요인의 하나는 그것이 내재적 공직 윤리였기 때문이다. 청백리 제도는 조선의 
관직자들에게 - 청백리를 선발하고 또 그 자신도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 비록 그 
안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큰 제도였다. 그것은 종교 
교리와 같이 어떤 초월적 근엄함에서 유래하지 않는 내재적 도덕성, 즉 자신이 포함
된 공동체 안에서 비롯되는 사회도덕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백리를 선정하는 사람들
은 자기 자신 및 동료를 제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정을 둘러싼 다양한 대화에 
참여하고, 사려 깊음과 절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운(運)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직자의 덕목을 성찰하게 된다. 한마디로 청백리 제도는 그 사회 자체에서 가치를 
재생산해 내는 메커니즘이자, 구성원들에게 도덕을 내면화하는 사회화의 통로였다.
 이런 나라에서 ‘청렴한 관리’로 선발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가문의 영광이요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일(후손 관직 등용)이었
다. 그 지역 사회의 자랑이요 관찰사와 수령의 공적(근무평정 기준)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청백리상 수상자는 본인에게만 훈장이 수여되고 약간의 경제적 보상이 
따를 뿐이다. 무엇보다 수기와 근검은 지금의 사회문화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3) 정약용, <목민심서> 권1, 律己, 飭躬.
4) 이이, <격몽요결> 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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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지금도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근면 검소한 공직자를 칭송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 공직자들조차도 - 그런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청백리 제도는 지금 우리 사회 안으로부터 비롯된 내재적 공
직 윤리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청백리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3. 적실한 우리 시대 청백리 제도의 조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뇌물사건, ‘배움 따로 행동 따로’인 공직자 윤리 교육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나침반으
로 삼을 수 있는 적실성 있는 공직자 윤리나 제도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는가?

 우선,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에 맞는 청백리 코드를 발견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좋은 제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도 외부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비롯
된 사회도덕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 가령 조선시대의 주자성리학 하에서는 “근검”이 사회의 주요 덕목이
었지만,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서는 “행복”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족들의 식량이 자주 떨어지는’ 공직자보다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재능기부도 하는’ 공직자를 더 선호하는 시대에 맞
는 공직 윤리를 함께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 청백리보다는 ‘청렴인물’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려는 시도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청렴결백한 정치가나 행정 관료를 
말하는 청백리보다는 공직자 외에도 사회 각 부문에서의 청렴한 인물을 가리키는 청
렴인물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6, 7).

 이 때 조선시대의 청백리 사례와 유적지는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박물관 유물 찾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현대들에게 
울림이 없이, ‘옛날에 이러저러 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전통을 새롭게 만
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새로운 전통은 ‘낡
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접목될 때 더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
리는 공적 의례나 상징이나 도덕적 권고라는 전통의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재료가 고
루 갖춰진 창고로부터 빌려오듯이 고안해 내야 한다”는 홉스 봄(Eric Hobsbawm)의 
통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에릭 홉스봄 외 2004, 27-28).

 이것은 세종이나 정조가 싱크 탱크를 만들 때의 상황과도 비슷하다. 세종은 중국 한
(漢)나라에서 연원을 두고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이미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했던 ‘집현
전’을 아주 새롭게 ‘창조’했다. 즉 고려 인종 때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개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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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사(大學士)·학사(學士)를 두어 시강 기관(侍講機關)으로 삼았지만, 충렬왕 이후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그것에 인재를 양성하고 국왕의 자문을 맡는 싱크 탱크로 탈바
꿈시킨 것이다.
 정조의 규장각 역시 마찬가지다.  규장각은 조선 세조 때 양성지의 건의로 일시 설
치되었으나 폐지되었으며, 숙종 때에는 역대 국왕의 그림이나 글씨를 보관하는 왕실 
박물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정조는 규장각 본연의 임무를 확대해서 일차적으
로 도서관 및 출판 기능을 담당케 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국왕비서실 및 정책 자
료실로도 활용했다. 그 당시에 정부 도서관은 이미 홍문관이 있었고, 국왕비서실로는 
승정원이 있었다. 하지만 홍문관과 승정원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승정원과 홍문관은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바로 잡
을 수 없으니, 과인이 바라는 혁신정치의 중추기관으로서 규장각을 설립했다”는 정조
의 말처럼, 규장각은 국왕중심의 정치와 국가개혁을 위해 ‘재창조된’ 것이다. 
 “새로운 목적을 위해 낡은 모델을 활용한”(에릭 홉스봄 외 2004, 26) 사례가 세종과 
정조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경기 청백리의 사례와 유적지 역시 “반(半)허구” 수준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로 청백리 역사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야만 오늘날 계속해서 호명 되어왔다가 공허하게 되돌아가는 반복을 그
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백리 제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내재
적 공직윤리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가령 세종시대에 청백리를 선발하고, 제도화하는 이면에는 “뇌물로 나라가 망하
겠구나”라는 세종의 부패로 인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어전회의에서 지속적으
로 이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말생 뇌물사건의 경우 수년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모든 공직자에게 서경(署經)을 확대해야 한다
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중요한 것은 세종이 이 과정을 경연 등의 어전회의에서 공개
적으로 다루면서 그 대상자까지도 수용할 정도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청백리 제도가 나와야 한다.

4. 경기 청백리 범주의 확대와 스토리 발굴

 다음으로, 청백리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 · 확장하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청백리의 수를 <전고대방(典故大方)>를 근거로 하여 최
대 218명까지 확대해도 우리에게 공감 주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시
대에도 청백리로 선발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선발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많으며, 청백리로 일관된 삶을 살지 않은 사례가 많다. 17세기 인조시대의 고위 
관인으로서 실무에 밝았던 최명길조차 “청백리는 지금 의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견문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매우 자세하지 못하다(淸白吏 則今無可據文籍 只以聞見
爲之 頗不詳盡矣)”고 말했다(인조실록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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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굳이 청백리 명단 안의 인물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정도
전, 정몽주, 허조, 강희맹, 조광조, 이이, 이익, 김육, 정약용, 이항복, 이경석과 같은 
조선왕조의 스토리 있는 청렴인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다. 고려
시대의 서희나 한말의 이중하와 같은 외교인물의 스토리를 그 유적지와 연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근현대의 청렴인물이나 기업인의 스토리까지 발굴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과거 수백 년 전의 사료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유적지가 현재 놓
여진 여건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일이다. 예컨대 경기청백리 유적지 주변의 ‘걷기 좋
은 길’은 어떻게 이어져 있으며, 싸고 깨끗한 맛집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해 놓
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산티아고 순례길 찾기 붐이 있는 바, 아
름드리 가로수길, 산사나 서원 또는 왕릉 입구의 구비진 오르내리막길 등을 찾고 닦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주시를 예를 들면 효종릉에서 세종영릉으로 이어지는 ‘세종
숲길’과, 남한강 황포돛단배 물길, 선비들이 과거시험보러 올라오던 아홉사리 길, 그
리고 여주쌀밥집 등을 연계해 놓을 때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이다. (예, 여주 세종길 → 양수리 다산길 → 수원 정조길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그림1은 최근 몇 년 간 필자가 여러 위인들의 유적을 찾아다닌 동선(動線)의 일부이
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형 리더를 찾아 떠나는 국토 순례 여행'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전국 40여 곳을 답사했다.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또는 지금도 영향을 

그림 1. 경기도 소재 한국형리더 유적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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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 인물들의 리더십 이야기'를 주로 찾아다녔다. 어떤 인물이 특정 상황에서 
직면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했거나 좌절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저술도 함
께 읽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기청백리 유적지와 사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전 있는 인물 이야기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파주에 있는 황희 
정승의 경우, 세종 초반부까지만 해도 “황금 대사헌‘이라 불릴 정도로 갖가지 뇌물사
건에 연루되고, 심지어 친구 아내와의 간통 혐의까지 있었다. 하지만 세종 12년 태석
균 뇌물사건 이후 청백리로 변화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둘째, 거점 있는 유적지를 선정하고 그 거점들을 서로 연계시켜야 한다. 가령 여주
의 세종영릉을 거점으로 하여 그 주변의 이천과 양평 등지 유적지를 찾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되(작은 연결), 수원의 화성을 거점으로 주변의 과천과 수지 등이 유적지를 
연계시키고, 남양주의 다산 유적지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을 연결시키되, 여주-수원-
남양주를 크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것이다(큰 연결).

 셋째, 지자체끼리의 연합이다. 가령 이원익을 매개로 광명시와 여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처럼, 청백리 유적지를 연결시켜서 교육 및 관광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자체끼리 경쟁적으로 역사인물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
다가, 지자체장이 바뀌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일들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거점지역과 연결점을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과 공동 작업
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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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광 철(한신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교수)

 
Ⅰ. ‘문화콘텐츠’ 시대 ‘문화원형’의 중요성

 오늘날 문화산업은 21세기 인류 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
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09～2005)는 “21
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또한 문화산업을 핵심 동력 산업으로 삼고서 적극적
인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산업의 부각과 함께 중요성을 더 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콘텐츠이다. 문화
콘텐츠 창출에 있어 중요한 것이 인문적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문화콘텐츠 창출의 기
본 원천은 인문학적 사고와 축적물이다. 특정한 문화콘텐츠는 특정한 문화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창출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논하면서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측면만을 논하지 않고, 가치의 문제를 논하게 되는 맥락도 이러한 지점과 관련이 있
다. 인문학 영역에서 문화콘텐츠를 주된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 대표적 학회의 명칭
이 ‘인문콘텐츠학회’인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 인문콘텐츠인가? 김기덕은 인문콘텐츠의 함의를 세 가지로 논한 바 있다. 첫째, 
콘텐츠 창출의 기본 원천이 인문학적 사고와 그 축적물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콘텐
츠 창출의 과정에서 인문학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콘텐츠는 인류
의 공동선, 인간화와 해방을 지향한다는 점이다.1) 김기덕의 이러한 논의는 콘텐츠의 
기반으로서의 인문학의 중요성, 콘텐츠 창출 프로세스에서의 인문학자의 역할, 그리고 
콘텐츠 창출 및 소통-향유의 지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는 각각 문화콘텐츠 창작 자
원으로서의 문화원형, 문화원형 전문가, 문화콘텐츠의 근본적 가치 등의 지표로 구체
화시킬 수 있다. 문화원형 전문가(인문학자)는 문화원형 창작소재로부터 가치와 원리
를 추출・제시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의 방향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2)

1) 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22-24쪽.
2) 문화원형 전문가와 문화콘텐츠 기획・창출 전문가의 협업은 문화콘텐츠 창출 및 소통-향유 체계에 선

순환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발표 또한 ‘경기 청백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화원형 전문가들
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 원형적 가치와 콘텐츠 활용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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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창출에 있어서 원천 자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원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원천 자료의 의미를 단순히 콘텐츠 창출의 소재 또는 대상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그러한 원천 자료가 지녀 온 문화원형적 가치를 천착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원형’(cultural archetype)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 
특정한 매체에 맞게 문화콘텐츠로서 개발되는 대상으로서 문화콘텐츠로 재구성되기 
이전의 원천 자료라는 의미이다. 둘째, 특정한 문화의 독자성(originality)을 지닌 전
형적인 문화자원이라는 의미이다.3) 이를 각각 문화콘텐츠의 원천자료로서의 문화원
형, 전형적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원형으로서 이념화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창작소재
로서 문화원형을 활용할 때, 일차적으로는 원천자료로서의 문화원형을 대상으로 삼게 
되지만, 그것이 문화자원화의 과정을 통해 전형화 되어 온 역사를 담지 해 온 것이라
는 점에서 전형적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원형의 차원과 유리된 것은 아니다. 이 지점
에서, 문화원형에는 역사적 가치가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전책이 전개되기 시
작하면서부터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문화’
를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확보하는 서장을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의미심장한 것이었다.4)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핵심동인이자 21세기 지식산업사회의 새
로운 자원으로 발굴, 개발하는 한편 활용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문화콘텐츠가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측면에 
대한 정책적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큰 사업이었다. 이처럼 중
요한 의의를 지니는 사업이 단순논법의 시장논리에 막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점
은 아쉬운 대목이다.

Ⅱ. ‘경기 청백리’의 문화원형적 가치

 최근 ‘경기 청백리’와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
다. 첫째, 경기문화재단과 실학박물관의 협업으로 발간된 학술자료보고서 『경기도 청
백리의 뿌리를 찾아서』이다.5) 이는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增補 文獻備考),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8, 14쪽.
4) 신광철, 「킬러콘텐츠 창출의 길」, 『문화콘텐츠학입문』, 2009, 264-267쪽.
5)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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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대방』(典故大方)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시대 청백리 218명 중에서, 경
기도에 묘소 혹은 생가가 있는 청백리들을 ‘경기 청백리’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연구 성과물이다.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는 경기 청백리의 가치를 수기(修
己) 치인(治人)의 원리, 민본주의 사상, 정직과 염치, 근검 사상 등 유교사상의 맥락에
서 확보하는 한편, 청렴, 근면과 실효, 주변 관리 등의 구체적 공직윤리 실천 덕목으
로부터 찾고 있다.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는 60명의 경기 청백리 관련 기
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록>의 <경기도 청백리 조사 명단>에 지역별 
유적(묘소) 분포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4건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는 
파주(11건), 양평(8건), 고양(6건), 양주(4건), 용인(4건), 포천(4건)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유적(묘소)의 존재는 경기 청백리의 문화원형적 가치를 포착하는 물리
적 기반(장소적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실학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 청백리> 특별전이다.6) 
<경기 청백리> 특별전은 ‘문(文)청(淸)렴(廉)검(儉)신(信)’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
는 조선시대 임금이 쓰던 익선관과 관료들의 관모 뒤에 있던 매미의 날개를 본뜬 장
식이 지시하는 매미의 5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문화원형으로서 청백리의 가치를 압
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7) 이번 특별전은 실학박물관의 
청렴 연수 프로그램인 <다산 공・렴 아카데미> 진행 과정에서 기획되기도 하였다. 실
학박물관의 공직・공무원 청렴 연수는 매년 2,000명~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2016년) 안에 누적 참가자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 청백리> 
특별전에서는 조선중기 청백리 청강(淸江) 이제신(李濟臣, 1536~1583)의 문집인 『청
강선생집』(淸江先生集)과 조선시대 청백리의 명단이 수록된 『청선고』(淸選考) 등 관련 
유물 41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앞서 언급한 유적(묘소)과 함께 경기 청
백리의 문화원형적 가치를 포착하는 실물적 기반(오브제의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경기 청백리> 특별전은 또한 “경기, 청렴의 고
장”이라는 프롤로그와 함께, “청렴의 아이콘, 청백리”, “인물, 경기 청백리”, “목민관, 
지방을 다스리다”, “탐관오리와 암행어사”, “새로운 청백리를 말하다”, “청백리 정신
의 계승” 등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6개 섹션의 주제-라인은 나름
의 스토리텔링-라인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형으로서의 경기 청백리의 가

6) <경기 청백리> 특별전은 2016년 5월 23일(월)부터 9월 18(일)까지 열린다. 실학박물관 웹 사이트의 
특별전 안내 참조. https://silhak.ggcf.kr/archives/calendar/exhibit-all/exhibit-special

7) 머리 위 갓끈 있으니 학문이 있고 頭上有緌則其文也
천지 이슬 마시니 맑음이 있고 含氣飮露則其淸也
곡식 먹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黍稷不享則其廉也 
거처할 집 짓지 않으니 검소하고 處不巢居則其儉也 
오고 갈 때를 지키니 신의가 있다 應候守常則其信也 
(육운陸雲의 <한선부寒蟬賦>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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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념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경기문화재단(경기학연구센터)과 실학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기 청백
리> 심포지움(2016년 5월 31일)이다. <경기 청백리> 심포지움은 “청렴으로 자기를 규
제하고 백성을 위한 선정을 실현했던 청백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통해 오늘날 바
른 공직 윤리를 모색하고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공인(公人)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자” 하는 목적 하에 기획되었으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청렴 연수 교육프로그램의 
신소재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청렴 경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실천적인 목표를 
또한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백리 정신의 재조명을 통해 ‘청렴 경기’ 위상을 강
화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다. <경기 청백리> 심포지움에서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
사장의 「경기 청백리 정신의 현대적 계승」, 박현모 여주대 교수의 「경기청백리에서 
한국형리더십 스토리 찾기」, 이근호 명지대 교수의 「조선의 관료문화와 경기 청백리」 
등의 논문이 발표되어, 문화원형으로서 경기 청백리의 가치와 위상을 파악함에 있어 
훌륭한 계기를 확보할 수 있게끔 돕는다.
 문화원형으로서 경기 청백리는 군집 또는 범주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기 청백리는 
또한 전통적 문화원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며, 구체적인 인물-사건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역사 문화원형으로서의 속성을 또한 지닌다.
 군집(群集) 형태 또는 범주(範疇) 형태의 문화원형의 가치 포착 및 콘텐츠화(활용) 과
정에서는 대표 사례 확보가 중요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 「경기 청백리 정신의 현대
적 계승」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원익(李元翼:1547~1634)과 그의 아들 이의전(李義
傳:1568~1647)의 사례가 주목된다. 금천현(衿川縣=지금의 광명시)에 선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광명시 차원에서 다양한 현양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8) 가치 
추출 및 콘텐츠 활용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문화원형의 가치 포착 및 콘텐츠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가치의 현
대적 해석 내지는 현재화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경기청백리에서 한국형리더십 스토
리 찾기」가 제기한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 시각이 주목된다. 지금의 
사회문화가 조선시대의 청백리 코드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
문화에 맞는 청백리 코드를 발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사 문화원형의 가치 포착 및 콘텐츠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보편 
구조 파악 및 특수한 맥락의 함의에 대한 구체화 노력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조선
의 관료문화와 경기 청백리」가 제기한 “조선시대 청백리가 갖는 역사적 실체와 그 의

8) 2015년 11월 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시대가 다시 부르는 인물, 오리 이원익”'이라는 주제로 
오리 리더십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남인 학계에서의 오리 이원익의 위상」, 「서검재를 통해 
본 이원익의 군사관과 그 실천」,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오리 이원익 청렴 교육」, 「오리 이원익의 연
구 동향과 현대적 활용 방안」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광명시, 오리 이원익 리더십 포럼 연다”, 《연
합뉴스》,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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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관점에서 청백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은 문화원형으로서 경기 청백리의 위상을 고도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Ⅲ. 문화콘텐츠 창출의 요소와 구조

 문화콘텐츠 영역은 ‘서술’과 ‘해석’에 그치지 않고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실천
적이다. 문화콘텐츠를 ‘21세기 신(新) 실학’이라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영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창조’의 맥락이며, 그것을 뒷받침
하는 ‘창조력’과 ‘상상력’의 배양이다. ‘콘텐츠 창조’의 맥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문화콘텐츠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 현상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콘텐츠는 말 그대로  ‘이야깃거리(콘텐츠)’를 담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이
야깃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
는가이다. ⒜ 이야깃거리의 원천과 ① ‘이야기 풀어가기’의 물줄기는 근원적으로 
인문학적 상상에 연원한다. 문화콘텐츠는 또한 구체적인 ② ‘이미지’로 표현된다
는 특성을 지닌다. 이야기(내용)가 이미지화(형식)되어, ⒝ 당대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 다양한 방식(매체)으로 ⒟ 다중에게 전달되어 소비-향유되는 것이 문
화콘텐츠 현상의 기본 구조이다. 또한, 이야기가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③ 캐릭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 ⒝, ⒞, ⒟는 문화콘텐츠 창출-향유의 체계를, ①, ②, ③은 문화콘텐츠
의 내적 구조를 각각 구성한다. 이 일곱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념화할 수 있으
며, 각각의 요소가 지니는 함의를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의 서술 내용과 같다.

⒜ 문화원형 (문화콘텐츠 창조의 원천)
⒝ 트렌드 & 브랜드 
⒞ 미디어와 플랫폼
⒟ 문화콘텐츠 마케팅
① 스토리텔링
② 이미지투르기
③ 캐릭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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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원형 (문화콘텐츠 창조의 원천):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소재/주제를 콘텐츠화한 
것이다. 이 점에서, 다양한 문화원형에 대한 1차적 이해와 함께, 2차적으로 그러한 문
화원형으로부터 ‘이야깃거리’를 포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트렌드 & 브랜드: 문화콘텐츠는 무엇보다도 ‘유행’에 민감한 현상이다. 따라서, 당
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당대의 핫 브랜드의 핵심을 포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통적 문화원형의 현대적 해석 및 현재화를 도모할 때에는 당대의 트렌드에 
대한 적확한 포착과 함께, 어떠한 브랜딩을 통해 현대화/현재화를 실행할 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 미디어와 플랫폼: 문화콘텐츠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다중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미디어와 플랫폼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 실천적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 창조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story+tell+ing’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 기존의 이야기(story)에서 ㉯ 콘텐츠화
할 핵심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tell) ㉰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ing)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를 위해서는 ⒜, ㉯를 위해서는 ⒝, 
㉰를 위해서는 ⒞의 기반이 필요하다.

② 이미지투르기: 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 창조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면, 이미지
투르기는 문화콘텐츠 창조의 구체적인 무기라 할 수 있다. 이미지투르기(영상구성방
식)에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 예술적 감수성과 감성이다.

③ 캐릭터빌딩: 이야기가 이미지화되는, 즉 콘텐츠화 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캐릭터이다. 캐릭터는 문화콘텐츠에 생명력과 혼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한다.

Ⅳ. 경기 청백리 콘텐츠화를 위한 요소 분석

 Ⅲ장에서 제시한 문화콘텐츠 창출의 요소를 중심으로 경기 청백리 콘텐츠화를 위한 
요소 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콘텐츠 활용을 위한 
일종의 설계(디자인) 컨셉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제
시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가치 기반을 간략히 상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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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청백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데이터베이스(DB)
가 구축되어 있다.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는 60명의 경기 청백리 관련 기
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인물]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는 구체적인 유
적(묘소)과 연관된 서술체계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유적(묘소)의 존재는 경기 청백리
의 문화원형적 가치를 포착하는 물리적 기반(장소적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장소]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가 데이터베이스(DB)로서 기능한다면, <경기 청백
리> 특별전은 콘텐츠 활용의 구체적 매뉴얼 혹은 가이드라인으로서의 맥락을 부여한
다. <경기 청백리> 특별전은 ‘문(文)청(淸)렴(廉)검(儉)신(信)’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데, 이는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근원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효율적인 지
표(index)가 된다.[가치 지표] <경기 청백리> 특별전은 “경기, 청렴의 고장”이라는 프
롤로그와 함께, “청렴의 아이콘, 청백리”, “인물, 경기 청백리”, “목민관, 지방을 다스
리다”, “탐관오리와 암행어사”, “새로운 청백리를 말하다”, “청백리 정신의 계승” 등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6개 섹션의 주제-라인은 경기 청백리 문화
원형을 활용하는 콘텐츠화의 스토리텔링 라인을 형성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스토

리텔링] <경기 청백리> 특별전의 유물들은 경기 청백리의 문화원형적 가치를 포착하는 
실물적 기반(오브제의 맥락)을 제공해 준다.[오브제-이미지투르기]
 경기 청백리는 또한 전통적 문화원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며, 구체적인 인물-사건
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역사 문화원형으로서의 속성을 또한 지님을 살펴보았다. 경기 
청백리는 기본적으로 인물 유형의 군집형 문화원형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청백리 
일반의 전체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상투성(stereotype), 경기 청백리의 보편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전형성(prototype), 이러한 고착화된 이미지(stereotype)와 전형화된 이
미지(prototype)가 형성하는 심층코드(archetype)의 3중 구조를 통한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연관 구조] 또한, 개별 인물들에 대한 세부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전
형을 구축할 수 있다.[캐릭터빌딩]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활용은 전통적 가치를 오늘
의 시대 상황에 적용하여 현대적 해석 내지는 현재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당대적
(contemporary) 맥락을 지닌다.[트렌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은 또한 ‘경기’라는 지
역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 준다는 측면도 또한 지닌다.[브랜드]
 이상에서 간략히 정리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가치기반을 문화콘텐츠 창출의 구
체적인 요소와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 문화원형 (문화콘텐츠 창조의 원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은 ‘청백리’ 일반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stereotype)와 ‘경기’ 청백리라는 전형화된 이미지(prototype)의 연
관적 사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청렴결백한 관리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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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심층코드(archetype)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활용
은 우리 문화의 이념형(ideal type)을 제시해 주는 순기능적 맥락을 구축해 준다.

⒝ 트렌드 & 브랜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활용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
나의 바람직한 모델(model)을 제시하여 의미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을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라는 구체적인 지역에 기반을 둔 경기 청백리 문
화원형은 지역 문화 브랜딩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청백리의 고장 경기도’
라는 브랜드는 ‘효’, ‘실학’ 못지않은 브랜딩 기대 효과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 미디어와 플랫폼: 후술하겠지만, 문화콘텐츠의 유형은 엔터테인먼트(즐길거리), 에
듀테인먼트(배울거리), 이모테인먼트(느낄거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 청백리 문
화원형의 활용은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에듀테인먼트, 이모테인먼트 등의 유형으로 개
발할 여지가 더 많을 것이다. 

① 스토리텔링: 경기 청백리 관련 이야기는 감동적인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또한 청백리가 관리로서의 위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청백리들의 스토리들의 보편적 구조를 추출한 
거시-스토리텔링과 함께, 특정한 청백리의 스토리의 특수한 맥락에 초점을 둔 미시-
스토리텔링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스토리를 수집하는 데 머물지 
않고, 스토리 수집 단계에서부터 ‘텔/텔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더욱 이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② 이미지투르기: 문화콘텐츠가 이야기를 이미지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지투르기
는 중요하다. 사실, 문화콘텐츠 창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미지투르기 작업이
다. 이미지투르기는 특정 문화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기 청백
리> 특별전과 같이 관련 유물을 집적(集積)한 경험은 그래서 소중하다. 유물은 이미지
투르기의 일차적인 계기를 제공해 준다. 다만, 문서 중심의 유물만으로는 구체적인 이
미지를 그려 내는 데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인물화, 시대화, 풍속화 등의 
실물 그림 이미지를 통해 이미지투르기 작업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캐릭터빌딩: 이야기가 이미지화되는 문화콘텐츠 창출 과정에는 그 과정을 구체적
으로 수행하는 캐릭터가 존재한다.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이 기본적으로 인물 기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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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캐릭터빌딩이 매우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특히, 
이원익(李元翼)・이의전(李義傳) 부자(父子) 사례처럼 흥미로운 캐릭터빌딩을 할 수 있
는 대상은 경기 청백리 콘텐츠 창출을 위한 좋은 범례(範例)가 될 것이다.

Ⅴ. 경기 청백리 콘텐츠 활용의 방향과 과제

 문화콘텐츠를 서비스의 목표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오락형), 에듀테인먼트(교육형), 이
모테인먼트(감성형)로 유형화할 수 있다.9) 엔터테인먼트 유형은 오락적 요소를 재미 
중심으로 몰입 체험함으로써 유희적 가치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는 
놀이 참여 과정에서 주어지는 오락적 요소가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에듀테인먼
트 유형은 교육적 요소를 의미 중심으로 체험하여 지식을 취득함으로써 비판적 가치
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는 체험 학습을 통해 주어지는 지식의 습득
과 그로 인한 지혜의 체득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모테인먼트 유형은 현장적 
요소를 심미 중심으로 체험하여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
는 참여적 체험을 통한 정서적 울림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엔터테인먼트(오락형), 에듀테인먼트(교육형), 이모테인먼트(감성형) 유형은 각각 재
미, 의미, 심미를 콘텐츠화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의미・재미・심미는 현생 인류
의 문화콘텐츠 체험의 핵심적인 지향 가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각각 의미의 창조와 
의지의 작동, 감각적 재미와 쾌락, 꿈과 감동의 공유 및 정서적 울림이라는 구체적인 
수행 목표를 향한다. 이 세 가지 가치가 어우러져 문화콘텐츠 체험의 3중 구조를 형
성한다. 킬러콘텐츠란 이 세 가지 가치가 가장 잘 발현된 콘텐츠이다.10) 의미・재
미・심미는 ‘뜻의 실현’(의미)과 ‘신바람’(재미)과 ‘멋의 추구’(심미)라는 구체적 지향점
을 향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전통적 가치체계인 진선미(眞善美)의 그것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비스 목표에 따른 문화콘텐츠 유형 가운데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의 
우선순위는 에듀테인먼트 ⇒ 이모테인먼트 ⇒ 엔터테인먼트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활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은 온・오프라인 두 개 
차원에서 공히 개발 가능할 것이다.
 온라인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의 성과를 웹 콘텐

9)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주)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잠자는 
문화재를 깨우는 방법 22가지』, 문화재청, 2010, 10-11쪽.

10) 신광철, 「디지털문명 및 문화콘텐츠 향유의 구조」, 『문화콘텐츠학입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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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청백리의 뿌리를 찾아서』의 
성과를 웹 콘텐츠로 제공할 경우, 현재의 보고서를 그대로 PDF 파일로 서비스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재가공을 통해 2차・3차 콘텐
츠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에듀테인먼트(교육+오락)로서의 방
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 테마
파크’를 벤치마킹하여 ‘경기 청백리 스토리 테마파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 테마파크’는 단순한 아카이브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이야기자원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 창출을 지향하는 생산적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
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또한 ‘스토리 테마파크’의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을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 자원이 지니는 현재적 가치를 확산・확장하는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경기 청백리 스토리 테마파크’의 경우도 경기문화재단의 경기학연구
센터가 허브 기능을 담당하여 생산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 청백리 문화원
형 활용 콘텐츠 기획 공모전’ 등을 통해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현재적 가치를 극대
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기획 공모전’의 성과를 오프라인 차원의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축전’(일
종의 컬처 페스티벌 형태)과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차원에서의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활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의 경우, 
현재 실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청렴 연수 교육프로그램의 신교재 개발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청렴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렴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
로 확대하고 청소년용 교재 개발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용 ‘청렴 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지니는 ‘오락+교육’의 요소 중 
‘오락’의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 청렴문화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청렴문화 UCC 공모전’을 단순히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차원에서 접근하
기보다는 이모테인먼트 콘텐츠 차원으로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경기 청렴문화 
UCC 공모전’의 키워드를 <경기 청백리> 특별전에서 제시한 ‘문(文)청(淸)렴(廉)검(儉)
신(信)’의 키워드로 제시하여 이 키워드 전부 혹은 일부를 소재/주제로 한 콘텐츠 제
작을 추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모테인먼트 콘텐츠로서 ‘경기 청렴문화 UCC 공
모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문(文)청(淸)렴(廉)검(儉)신(信)’과 ‘청렴문화’에 대한 
TED식 강연 콘텐츠와 공모전 소개 콘텐츠를 사전 제작하여 공모전 요강과 함께 제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필자는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효・가족문화콘텐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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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효’와 같은 전통적 문화원형에 대한 청소년들과 일
반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에 대한 즐겁고 흐뭇한 추억을 간직
하고 있다. 오늘날 현생 인류는 단순히 피동적으로 문화원형과 그 가치를 전수받기보
다는 스스로의 창작 활동을 통해 가치를 체득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존재
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 활용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제
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을 창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창안이 단지 몇몇 전문
가의 몫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제안을 적극적
으로 독려함으로써,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의 가치 발현 및 콘텐츠 활용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경기 청렴문화’의 브랜딩을 통한 경기문화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청백리 문화원형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기학연구센
터 내에 ‘경기 청백리 디지털 아카이브’와 ‘경기 청백리 아카데미’를 설치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청백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한 디지털 데
이터베이스가 아닌 접근성이 뛰어난 포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학박물
관의 청렴 연수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에 방점을 싣고 있다면, ‘경기 청백리 아카데미’ 
경기 청렴문화의 확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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