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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며

【國文提要】

백이⋅숙제는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충절의 상징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忠節의 상징 백이⋅숙제 이미지는 사마천의 《사기》 <백이열

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武王은 시호를 文王이라고 추존한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받들어 싣고 동쪽으로 殷나라 紂王을 정벌하려 할 때 백이와 숙제는 “부친이 돌아

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를 孝라고 할 수 있습니

까? 신하된 자가 군주를 시해하려 하다니 이를 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주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諫 을 한다. 이 장면으로 인해 백이⋅숙제는 不事二君하는 

절개의 명사로 중국은 물론 조선, 일본, 월남에까지 그 이미지가 퍼져나가게 된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림 학교 교비연구비(HRF-201810-00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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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사기》 <백이열전> 이전에도 충절의 이미지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기》 이전 문헌인 유가의 《논어》와 《맹자》, 도가 문헌인 《장자》, 법가 

문헌인 《한비자》, 잡가 계열 문헌인 《여씨춘추》 등을 살펴 백이⋅숙제가 어떤 형상

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충절의 이미지는 존재하 는지 알아볼 것이다. 

I. 들어가며

《史記》 <伯夷列傳>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폭군인 紂

王을 치러가는 周武王을 막아서는 伯夷⋅叔齊의 행위도 그렇고, 이를 높이는 司馬

遷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되었다. ‘폭군을 치러 간다면 이를 막아설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주무왕을 도와 폭군을 제거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忠節의 상징인 백이⋅숙제 이미지는 사마천의 《사기》 <백이열

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武王이 시호를 文王이라고 추존한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받들어 싣고 동쪽으로 殷나라 紂王을 정벌하려 할 때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

삐를 잡고 간하기를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

다니 이를 孝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된 자가 군주를 시해하려 하다니 이를 仁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주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諫 을 한다. 이 장면으로 

인해 백이⋅숙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의와 충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2000년  초 <계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백이⋅숙제 고사 연구>란 글을 

발표하여 시 별로 변해가는 백이⋅숙제 고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1) 이 

논문에서는 《사기》 이전 기록인 《논어》, 《여씨춘추》뿐 아니라 청  화본소설인 《豆

棚閑話》 제7칙 <首陽山叔齊變節>, 魯迅의 《故事新編》 <采薇> 등에 등장하는 백

이⋅숙제 형상 등을 살펴본 바 있다. 최근 연행록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행록 속에 

등장하는 백이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백이 관련 기록

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애초에 가졌던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충절의 

 1) 김민호, <系譜學的 側面에서 接近한 伯夷⋅叔齊 故事 硏究>(《중국소설논총》 제16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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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백이⋅숙제 이미지에 집중하여 과연 《사기》 이전의 백이⋅숙제 형상은 어떤지 

살펴볼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관련 문헌 및 논문들을 살펴보니 《사기》 이전에

도 꽤 많은 문헌에 백이⋅숙제 관련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말고삐를 잡으며 주무

왕을 막아서는 백이⋅숙제 형상은 찾을 수 없었다. 《사기》 이전 백이⋅숙제 고사를 

연구한 표적인 논문으로는 仝俊의 <試論伯夷叔齊形象在儒、道、法三家中的評

價>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유가와 도가, 그리고 법가 문헌에 등장한 

백이⋅숙제 관련 기록들을 나열하여 그 차이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사마천이 

이들이 언급한 것을 종합하여 백이⋅숙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기》 <백이열전> 속 백이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었다.2) 이외에

도 《사기》 <백이열전> 이전 백이⋅숙제 관련 기록을 다룬 논문들은 상당수 존재한

다. 그러나 충절의 명사란 관점에서 백이⋅숙제 이미지를 살펴 본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3) 그리고 下見隆雄 역시 일찍이 <史記の伯夷叔齊以前>이란 논문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논어》, 《맹자》, 《장자》, 《여씨춘추》, 《전국책》 등 

《사기》 이전에 존재한 백이⋅숙제 관련 기록을 자세히 고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 역시 충절 이미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기》 <백이열전>의 고사 성분이 어

디에서 온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본 논문은 우선 《사기》 이전 문헌 속 

백이⋅숙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사기》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 이전 백이⋅숙제 형상에도 충절의 이미지

가 존재하 는지 살펴 우리가 당연시 했던 충절의 상징 백이⋅숙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2) 仝俊, <試論伯夷叔齊形象在儒、道、法三家中的評價>(《黑龙江史志》, 总第341期, 

2015.4).

 3) 王建华의 陝西理工学院 2012년 석사학위 논문인 《伯夷叔齐形象的演变及其文化意

蕴》에서도 《사기》 이전 다양한 백이 관련 고사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 중심점에 충절 이

미지는 없고, 《사기》 <백이열전>에 와서야 백이 형상이 정형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4) 下見隆雄, <史記の伯夷叔齊以前>, (《哲学》 24호,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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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 기록  《史記》 속 백이⋅숙제

1. 《書經》, 《國語》 속 백이⋅숙제

백이라는 이름이 처음 보이는 곳은 《書經》이다. 《서경》은 五經 중 하나로 《尙

書》로도 불렸으며 공자가 이 책을 중히 여겨 번잡한 것을 정리해 다시 편찬했다는 

설이 있는 문헌이다. 백이라는 이름은 《서경》 중 <舜典>과 <周書> <呂刑>에 나오는

데 <순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순 임금님이 말씀하셨다. “저 사악이여! 나의 三禮[天地人]를 맡을만한 사람이 

있겠소?” 여럿이 아뢰었다. “백이입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소. 백이여! 

그 를 秩宗에 임명하니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경히 곧고 밝게 하시오.” 백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夔와 龍에게 사양하니,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소, 가서 공

경히 하오.”5)

<여형>에는 “백이는 법을 펴 백성들을 형벌로부터 보호했다(伯夷降典, 折民惟

刑).”6)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의 백이는 우리가 아는 <백이열전>에 등장하는 백

이가 아니라 禹임금, 그리고 稷과 함께 舜임금을 보좌한 사람이다. 그리고 左丘明

의 《國語》 <鄭語> 권16에는 “백이는 신에 한 예에 능하여 堯임금을 보좌한 사람

이다(伯夷能禮於神以佐堯 也.).7)”라고 기록되어 있다.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를 략 기원전 1050년경으로 잡고, 순임금 시 는 이것보다 다시 1000년을 더 

올라가야 하는 시 이기에 요순시 의 백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말주초의 백이와

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들을 보면 비록 우리가 아는 백이와는 동명이

인이긴 하나 백성들을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書經》 <舜典>: ｢帝曰: “咨四岳, 有能典朕三禮?” 僉曰: “伯夷.” 帝曰: “兪, 咨伯! 汝

作秩宗．夙夜惟寅, 直哉惟淸.” 伯拜稽首, 讓于夔龍. 帝曰: “兪, 往欽哉!”｣(차상원 역, 

명문당, 1979), 47-48쪽.

 6) 《서경》 <여형>, 차상원 역, 명문당, 1979, 308쪽.

 7) 《국어》 <정어>, 左丘明 編纂, 大野峻 譯, 新釋漢文大系 47, 東京: 明治書院, 1975, 

6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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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 <백이열 > 속 백이⋅숙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충절의 명사 백이⋅숙제 이미지는 사마천

(BC145?~BC86?)의 《사기》 <백이열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백이열전>의 줄거리

를 살펴보면 략 다음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백이와 숙제는 孤竹國 국왕의 두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아우 숙제를 다음 왕으

로 삼으려 했지만 부친이 죽은 뒤 숙제는 왕위를 형 백이에게 넘겨주려 한다. 그

러자 백이는 “아버지의 명령이었다.”라며 마침내 나라를 떠났고, 숙제도 왕위에 오

르지 않고 나라를 떠났다. 시간이 흘러 백이와 숙제는 西伯 昌이 늙은이를 잘 봉

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의지하려 했으나 서백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

다. 당시 그의 아들 武王이 시호를 文王이라고 추존한 아버지의 나무 위패를 수레

에 싣고 동쪽으로 은나라 紂王을 정벌하려 하 다. 이를 본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하기를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를 孝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시해하려 하다

니 이를 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며 전쟁을 막으려 하 다. 그러자 무왕 좌

우에 있던 시위들이 그들의 목을 치려하 으나 이때 강태공이 “이들은 의인들이다”

라며 그들을 돌려보내주었다. 그 후 무왕은 은나라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와 함께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 首陽山으

로 들어가 고비를 꺾어 이것으로 배를 채웠다. 그들은 굶주려서 곧 죽으려고 하

을 때,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러하 다.

저 서산에 올라 산중의 고비나 꺾자꾸나. 

포악한 것으로 포악한 것을 바꾸었으니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神農, 虞, 夏의 시 는 홀연히 지나가 버렸으니

우리는 장차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아! 이제는 죽음뿐이로다.

쇠잔한 우리의 운명이여!

마침내 이들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충절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백이⋅숙제 고사는 바로 위의 《사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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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전>에 기원하고 있다. 사마천은 <백이열전>을 지은 취지를 다음과 같이 <태사

공자서>에서 밝힌다.

세상은 말세로 모두 이익을 다투던 그 때, 오로지 백이와 숙제만은 인의를 추구

하여 서로 나라를 양보하고 나중에는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으니, 천하가 이

들의 미덕을 칭송하 다. 그래서 <백이열전> 제1을 지은 것이다.8)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을 때 백이⋅숙제는 이에 휘

둘리지 않고 인의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나라도 양보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고, 사마천 입장에서 이는 높이 칭송받아야 할 행동이라 평가하 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백이열전> 끝 부분에서 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의 명성이 드높여지지 않을까 걱정한

다.”라고 하 고, 賈誼는 말하기를 “욕심 많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열사는 명분 때문에 목숨을 바치며,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죽고, 

서민들은 자기의 생명에만 매달린다.”라고 하 다.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가 비추

어주고, 같은 종류의 물건은 서로가 感應한다.”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난다. 그것처럼 성인이 나타나면 이에 따라서 세상 만물의 모습이 

모두 다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백이와 숙제가 비록 현인이기는 하 지만 공자의 

찬양을 얻고 나서부터 그들의 명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안연이 비록 

학문에 독실하기는 하 지만, 공자의 명성으로 인해 그의 덕행이 더욱더 뚜렷해졌

다. 巖穴에서 살아가는 은사들은 출세와 은퇴를 일정한 때를 보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명성이 파묻혀 버려서 칭양되지 않는다면 정말 비통하리라! 항간의 

평민으로 덕행을 연마하고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靑雲之士에 의지하지 않

는다면 어떻게 그의 명성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9)

 8) 사마천, 《사기》 <태사공자서>: ｢末世爭利, 維彼奔義; 讓國餓死, 天下稱之. 作伯夷列

傳第一.｣(臺北, 宏業書局, 1983), 904쪽.

 9) 사마천, 《사기》 <백이열전>: ｢“君子疾沒世而名不稱焉.” 賈子曰: “貪夫徇財, 烈士徇名, 

誇 死權, 衆庶馮生.” “同明相照, 同類相求.”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睹.” 伯

夷⋅叔齊雖賢, 得夫子而名益彰. 顔淵雖篤學, 附驥尾而 益顯. 岩穴之士, 趣 有時

若此, 類名堙滅而不稱, 悲夫! 閭巷之人, 欲砥 立名 , 非附靑云之士, 惡能施于後

世哉?｣(臺北, 宏業書局, 1983), 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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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은 백이⋅숙제와 같은 현인이라 하더라도 공자와 같은 성인이 아니었다면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자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마

천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백이⋅숙제에 투 하고 있기는 하나 그가 진정으로 높

이는 이는 공자임을 이 글에서 밝히고 있다. 더불어 <백이열전>을 통해 공자와 같

은 이가 후 에 나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온 천하에 알려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백이열전>은 이처럼 사마천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19세기말 寧齋 李

建昌(1852-1898)은 그의 <伯夷列傳批評>에서 “제목에는 正題, 反題, 借題가 있

는데, 이 <백이열전>이란 차제이고, 정제는 응당 <史記全部總序>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던 것이다.10)

이처럼 <백이열전>은 사기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마천의 사상

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사마천은 <백이열전> 속 백이⋅숙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

을 호소하고 있다. 李陵의 일로 漢武帝에게 의견을 내었다가 宮刑을 받은 사마천

에게는 직언을 하다 내쳐지는 백이⋅숙제가 필요하 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위

를 살피며 머뭇거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언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직언 결과 불행한 종말을 맞는다. 사

마천은 이들의 불행한 종말을 의롭다고 높임으로써 궁형을 당한 불행한 자신을 높

이는 장치로 사용하 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후세에 알릴 공자와 같은 이를 기다

렸던 것이다.

Ⅲ. 諸子 기록 속 백이⋅숙제

1. 儒家 기록 속 백이⋅숙제: 《論語》, 《孟子》

1) 《논어》

유가의 창시자 공자는 《논어》 중 <公冶長>, <術而>, <季氏>, <微子> 등 네 편에

10) 이한조, <백이와 사마천 - 史記總序로서의 백이열전>, 《 동문화연구》 제8집, 21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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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이⋅숙제 관련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중 <술이>편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옛날의 백이와 숙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공자 답하기를 “옛날의 賢人

들이었지.” 또 묻기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불평이라도 가졌습니까?” 공자 

답하기를 “그 사람들은 仁을 추구하여 인을 얻은 사람들인데 또 무슨 불평이 있었

겠는가?”11)

위의 기록을 보면 공자는 백이를 현인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 

유가의 핵심 중 하나인 인을 구해 얻은 자들이기에 어떤 원한을 가지지 않았을 것

으로 평가하 고, 그의 평가는 후 에 지 한 향을 끼친다. 또 공자는 <미자>편

에서 다음과 같이 백이를 평가하고 있다.

(절조와 행실이) 뛰어난 사람은 伯夷와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그리

고 連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

은 이는 伯夷와 叔齊일 것이다.”12)

백이⋅숙제를 행실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 

한 鄭玄의 주이다. 정현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이란 

구절에 해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곧게 행하여, 용렬한 君主의 朝廷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말한다[ 其直己之心, 不入庸君之朝.].”라고 주를 달고 있다. 다시 말해 

주무왕의 조정이 “용렬한 군주의 조정”이라 평가한 것이다. 이는 백이⋅숙제의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不事二君]’ 충절을 높이면서도, 주무왕 역시 높이는 사마천 

《사기》와는 분명 다른 평가이다. 이는 呂不韋의 《呂氏春秋》 속 기록에 보이듯 주

무왕이 “어지러움으로써 포악함을 바꿨기에[以亂易暴]” 주무왕을 떠난 백이⋅숙제 

모습과 더 근접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평가에 의하면 백이⋅숙

11) 《논어》 <술이>: ｢曰: “伯夷叔齊 何人也?” 曰: “古之賢人也.” 曰: “怨乎?” 曰: “求仁而

得仁, 又何怨?”｣
12) 《논어》 <미자>: ｢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連. 子曰: “不降其

志 不辱其身 伯夷叔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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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현인이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훌륭한 인물이다. 그리고 유가의 핵심 목

표 중의 하나인 인을 구해 인을 얻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다. 

2) 《맹자》

《맹자》에는 백이⋅숙제와 관련된 문장이 더 많이 나오는데, <萬章> 하편 제1장

에 “백이는 ……紂 때에 북해 해변에 살며 천하가 맑아지는 것을 기다렸다[伯夷, 

……當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淸也.].”라고 하며 명백히 “주왕 때”라는 것

을 밝히고 있다. 맹자 역시 백이를 높이 평가하여, 유하혜, 공자와 함께 성인의 반

열에까지 올려놓고 있다.

“백이와 伊尹은 어떻습니까?” “백이와 이윤은 道가 같지 않았네. 섬길 만한 군

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아서 세상이 다스려

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면 물러간 것은 백이이고,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

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여,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나

아간 것은 이윤이며,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무

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난 것은 공자이시니, 이분들은 

모두 옛 성인이시네. 나는 아직 그런 것을 행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

를 배우는 것일세.” “백이와 이윤이 그처럼 공자와 동등합니까?” “아닐세. 사람이 

있은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네.”13)

위 인용문을 보면 비록 맹자는 공자를 제일 높은 수준의 성인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성향이 다른 백이와 유하혜 역시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맹자는 또 흥미로운 언급을 한다. 백이가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아서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면 물러”난 인물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폭군인 

주왕뿐 아니라 주무왕 치세기간 역시 어지러운 때로 백이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13) 《맹자》 <공손추상>: ｢曰: “伯夷伊尹, 何如?” 曰: “不同道.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 , 伯夷也.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伊尹也. 可以仕則

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皆古聖人也. 吾未能有行焉, 乃所

願則學孔子也.” “伯夷, 伊尹於孔子, 若是班乎?” 曰: “否! 自有生民以來, 未有孔子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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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자의 태도는 계속 이어진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는 눈으로는 나쁜 색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섬길 만한 올바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부릴 만

한 올바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나 은둔하여, 나쁜 정치가 나오는 곳과 나쁜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차마 살지 

못하 으며, 예를 모르는 무식한 시골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마치 朝服과 朝冠 

차림을 하고 진흙탕과 숯 위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 다. 은나라 폭군 주의 시 를 

당하여 북쪽의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이의 風

度를 들은 자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우게 된

다…… 백이는 성인 중 청렴한 이시다.14)

여기서도 맹자는 백이가 “섬길 만한 올바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세상

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나 은둔하” 으며, “나쁜 정치가 나오는 곳과 

나쁜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차마 살지 못하” 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주무왕 치

세가 결코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을 맹자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기》 <백이열전>의 기록에 의거해 백이가 ‘불사이군’의 충정으로 인해 주무왕 치

세를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은나라 폭군 주의 시 를 당

하여 북쪽의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던 백이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 폭군을 옹호하여 ‘불사이군’을 소리치는 백이는 사실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다. 이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여불위의 《여씨춘추》에 나오는 기록인 “以亂易

暴”, 즉 “(주왕의) 포악함을 (주무왕의) 어지러움으로 바꾼다”라는 것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맹자는 계속하여 백이가 나쁜 임금 밑에서는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맹자》 <공손추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

록도 나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는 제 로 된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제

14) 《맹자》 <만장하>: ｢孟子曰: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不事, 非其民不

使, 治則進, 亂則 , 橫政之所出, 橫民之所止, 不忍居也. 思 鄕人處, 如以朝衣朝

冠, 坐於塗炭也. 當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淸也. 故聞伯夷之風 , 夫廉, 

懦夫有立志…… 伯夷, 聖之淸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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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벗이 아니면 벗 삼지 아니하며, 나쁜 사람의 조정에는 서지 않으며, 나쁜 

사람과는 말하지 아니하 다. 나쁜 사람의 조정에 서는 것과 나쁜 사람과 말하는 

것을 마치 조정에서 입는 옷을 입고 조정에서 쓰는 갓을 쓰고서 진흙이나 숯에 앉

아 있는 듯이 하 으며,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鄕人과 서 있을 때 그 

갓이 바르지 못하면 휑하니 거기를 떠나서 마치 곧 더럽혀질 것처럼 생각하 다. 

이 때문에 제후들 중에 비록 말을 잘 가다듬어서 찾아오는 자가 있더라도 받아들

이지 아니하 으니,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이 또한 나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는 마음이 비좁고, 柳下惠는 공경스럽지 아니하니, 

마음이 비좁거나 공경스럽지 아니한 것은 군자가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다.”15)

여기서도 맹자의 백이 평가는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이는 《맹자》의 성향에서 기

인하는 것일 것이다. 맹자는 “백성은 귀하지만 임금은 가볍다(民貴君輕)”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맹자》 <盡心下>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社稷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귀신임을 얻으면 부가 된다(民爲貴, 社稷

次之, 君爲輕. 是故, 得乎丘民, 而爲天子. 得乎天子, 爲諸侯, 得乎諸侯, 爲大

夫.).”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사이군’ 같은 군주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

데올로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행동인가 아닌가가 평가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이

에 백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원리주의적인 깐깐함에 “마음이 비좁

고”라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맹자의 이러한 평가에 해 북송의 王

安石은 <三聖人論>에서 당시 백이가 처한 상황에서 그 폐단을 교정하려다 보니 그

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즉 伊尹이 성군일 때나 혼군일 때나 

신하로 들어가 정치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을 보고 후  선비들이 무조건 신하로 나

아가려 하는 폐단을 보이자 백이가 혼군에게는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

다는 것이다. 그러자 후  선비들이 물러나는 것만이 능사인줄 아는 폐단이 생겨

났다는 것이다. 이에 맹자가 이를 비판한 것인데, 백이는 다만 당시의 폐단을 바로

15) 《맹자》 <공손추상>: ｢孟子曰: “伯夷非其君不事, 非其友不友, 不立於惡人之朝, 不

惡人 ; 立於惡人之朝, 惡人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 推惡惡之心, 思 鄕人

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 浼焉. 是故, 諸侯雖有善其辭命而至 , 不受也; 不

受也 , 是亦不屑就已.”…… 孟子曰: “伯夷隘, 柳下惠不恭, 隘 不恭君子不由也.”｣



12  《中國文學硏究》⋅제75집

잡으려 혼군일 때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왕안석은 주장하 던 것이다.

또 맹자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齊 宣王이 묻기를 “殷의 湯王이 夏의 桀王을 내치고 周의 武王이 殷의 紂王을 

정벌하 다 하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孟子께서 답하시기를 “옛 

책에 있습니다.”라고 하 다. 王이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함이 可합니까?”라고 물

으니, 孟子께서 답하시기를 “仁을 해치는 자를 賊이라 이르고, 義를 해치는 자

를 殘이라 이르고, 殘賊한 사람을 一夫라 이르니, 一夫인 紂王을 주벌하 다는 

말은 들었고, 君主를 시해하 다는 말은 듣지 못하 습니다.”라고 하 다.16)

이 인용문은 후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 받은 부분은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함이 가합니까?”에 한 맹자의 답변이었다. 전통 시기 일반

적인 상황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군주

가 폭군이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불사이군’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폭군이

라는 현실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제나라 선왕은 하의 걸왕, 은의 주왕 같은 폭군일

지라도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 을 것이

다. 그러나 맹자의 답은 달랐다.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치는 자는 군주 될 자격이 

없는 ‘일개 사나이[一夫]’에 불과하기에 그를 주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견

해를 보인 것이다. 《사기》 <백이열전>에서 백이⋅숙제는 주무왕을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를 주벌하 다며 비판하 지만 맹자가 주무왕을 비판한 포인트는 이와는 달랐

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맹자는 주무왕 치세를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맹자는 주무왕의 혁명은 지지하 지만 혁명 후의 정치에 

해서는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맹자》에서 백이는 행실이 뛰어나고, 성인 

중 청렴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충절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16) 《맹자》 <양혜왕하>: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 曰: “於傳有之.” 

曰: “臣弑其君, 可乎?” 曰: “賊仁 之賊, 賊義 之殘, 殘賊之人 之一夫. 聞誅

一夫紂矣, 未聞弑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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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家 기록 속 백이⋅숙제: 《莊子》

도가는 유가와 달리 ‘명분’, ‘人爲’ 같은 가치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그

러함(自然)’을 제일 높은 가치로 치는 사상 체계이다. 이에 자신의 뜻을 위해 수양

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숙제에 한 평가 역시 유가와는 달랐다. 《장자》에도 <雜

篇> 제28 <讓王>, 제29 <盜跖>; <內篇> 권6 <大宗師>; <外篇> 제8 <騈拇>, 제17 

<秋水> 등 편에 백이 관련 언급들이 나온다. 그 중 <雜篇> 제28 <讓王>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옛날 주나라 왕조가 발흥하던 시기에 선비 두 사람이 孤竹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형 백이와 동생 숙제 다. 두 사람이 상의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으니 

‘西方의 어떤 인물[周의 文王]이 있는데 그가 도를 체득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

니 어디 한 번 가보자.”라 하고 岐山의 남쪽 岐陽이라는 곳에 이르 다. 

(이때 문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무왕이 이 두 사람에 한 이야기

를 듣고서 동생 周公 旦으로 하여금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나 보게 하 다. 주공은 

이 두 사람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녹봉은 第二等을 주고 官位는 第一列에 나아

가게 할 것이다.”라 하고는 犧牲을 죽여 그 피를 발라 맹세한 뒤 (맹약의 문서를) 

땅속에 묻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아! 기이한 행동이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가 아니다. 옛날에 神農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四時의 제사

에는 공경을 다할 뿐 행복을 기원하는 일은 없었으며, 백성들을 함에는 忠信으

로 다스림의 도리를 다하 을 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며, 더불어 정

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정치를 했고 더불어 다스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다스

려서 타인의 실패를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분이 낮다고 해

서 자기의 신분을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좋은 때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지 아니하 다. 

그런데 지금 주나라는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보고서 갑자기 선정을 행하려하며, 

모략을 숭상하고 뇌물을 바치고, 군 를 믿고 무력으로 지키며, 희생을 갈라 그 

피로 맹세하여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도록 하며, 자기의 행동을 선전하여 민중을 

기쁘게 하며,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정벌하여 이익을 요구하니, 이것은 

亂政을 미루어 폭정과 바꾸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일찍이 들으니 ‘옛날 사람들은 

치세를 만나서는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피하지 않았고, 난세를 만나서는 구차하

게 살려 하지 않았다.’고 하 다. 지금 천하는 암흑의 시 가 되었는데 주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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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쇠약하니, 이 주왕조 아래 나란히 살아서 우리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이 주나라 세상에서 도망쳐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다. 

백이⋅숙제 두 사람은 북쪽으로 수양산에 이르러 드디어 산속에서 굶어 죽었다. 

이 백이나 숙제와 같은 인물은 부귀에 해 가능한 한 새삼 절의를 내세우거나 세

상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쩌는 수가 없어서 홀로 자기 

뜻을 관철하며 즐기고 세상에 나와 일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절의이

다.17)

위의 인용문은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사기》 <백이열전>처럼 백

이⋅숙제가 나서서 전쟁을 하러 가는 무왕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무왕이 동생인 주

공 단을 시켜 그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자가 꿈에 나타

나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을 정도로 존경했던 주공 단이 백이⋅숙제를 찾아와 “녹봉

은 제이등을 주고, 관위는 제일열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며 백이⋅숙제를 회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의 사상적 성격이 유교와는 많이 다르지만 이 부분은 이

들 사상적 다름과 관계없이 주공 단이 찾아 온 ‘팩트’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자 백

이⋅숙제는 “지금 주나라는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보고서 갑자기 선정을 행하려하며, 

모략을 숭상하고 뇌물을 바치고, 군 를 믿고 무력으로 지키며, 희생을 갈라 그 피

로 맹세하여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도록 하며, 자기의 행동을 선전하여 민중을 기쁘

게 하며,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정벌하여 이익을 요구하니, 이것은 난정

을 미루어 폭정과 바꾸는 것일 뿐이다.”라며 주무왕이나 주왕이나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동소이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맹자》에서 언급한 내

용과 큰 차이가 없다. 《맹자》 역시 ‘이란역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백

17) 《장자》 <잡편> 제28 <양왕>: ｢昔周之 , 有士二人處於孤竹, 曰伯夷叔齊. 二人相

曰: “吾聞西方有人, 似有道 , 試往觀焉.” 至於岐陽, 武王聞之, 使叔旦往見之, 之

盟曰: “加富二等, 就官一列.” 血牲而埋之. 二人相視而笑曰: “嘻,異哉! 此非吾所 道

也. 昔 神農之有天下也, 時祀盡敬而不祈喜; 其於人也, 忠信盡治而无求焉. 樂 政

爲政, 樂 治爲治, 不以人之壞自成也, 不以人之卑自高也, 不以遭時自利也. 今周見

殷之亂而遽爲政, 上 而行貨, 阻兵而保 , 割牲而盟以爲信, 揚行以說衆, 殺伐以要

利, 是推亂以易暴也. 吾聞古之士,遭治世不避其任, 遇亂世不爲苟存. 今天下闔, 周德

衰, 其竝乎周以塗吾身也, 不如避之以絜吾行.” 二子北至於首陽之山, 遂餓而死焉. 若

伯夷叔齊 , 其於富貴也, 苟可得已, 則必不賴. 高節戾行, 獨樂其志, 不事於世, 此二

士之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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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제에 한 평가 이전에 주무왕에 한 평가에 해 생각하게 만든다. 과연 

주무왕이란 사람은 후  사람들이 높 듯이 정말로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이 을

까? 비록 이 인용문 부분이 전후반의 논지가 서로 어긋나고, 구성도 조잡하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하지만18) 주무왕 평가 관련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또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진 선비로 백이와 숙제가 있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의 군주 자리를 사양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그들의 유해는 어느 누구도 장

사지내지 않았다. 주나라의 은자 던 포초는 고결한 행위로 세상을 비난하다가 나

무를 껴안은 채 죽었다. 주나라의 현자 던 신도적은 임금에게 간언을 했으나 들

어주지 않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스스로 황하에 몸을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었

다. 개자추는 지극한 충신으로서 피난길에 몹시 굶주린 진나라 문공을 위해 자신

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내 먹여 살렸으나, 문공이 왕궁으로 복귀한 후에 배신을 하

자 개자추는 분노하며 그곳을 떠나 나무를 껴안은 채 불에 타죽었다. 노나라 사람 

미생은 어떤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여자는 오지 않았다. 홍수

로 물이 계속해서 불어났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다리의 기둥을 껴

안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이들 여섯 사람은 제물로 받치기 위해 걸어놓은 개나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 그리고 표주박을 들고 구걸하는 거지와 다를 게 없다. 모

두가 명분에만 집착한 채 죽음을 가볍게 여겼고, 본래부터 타고난 수명을 기를 생

각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19)

장자에서도 백이⋅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한 평가는 전통 유가의 해석과는 완연히 다르다. 유가와 다른 입

장에서 유가에서 높이는 仁, 義 등 명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도가에서는 

“제물로 받치기 위해 걸어놓은 개나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 심지어는 “구걸하는 거

지”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여씨춘추》 등 기록에 등장하는 주무왕의 포악함을 보고 

18) 안동림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8, 683쪽.

19) 《장자》 <잡편> 제29 <도척>: ｢世之所 賢士, 莫若伯夷叔齊. 伯夷叔齊辭孤竹之君而餓

死於首陽之山, 骨肉不葬. 鮑焦飾行非世, 抱木而死. 申徒狄諫而不聽, 負石自投於河, 

爲魚鼈所食. 介子推至忠也, 自割其股以食公, 文公後背之, 子推怒而去, 抱木而燔死. 

尾生 女子期於梁下, 女子不來, 水至不去, 抱梁柱而死. 此六子 , 无異於磔犬流豕

操瓢而乞 , 皆離名輕死, 不念本養壽命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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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백이⋅숙제도, 《사기》에 등장하는 인의에 의거해 주무왕을 반 한 백이⋅숙제

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장자》에서는 이러한 명분에 집착하는 인간들을 

비판하 던 것이다. 같은 행동일지라도 세계관의 차이, 철학의 차이에 의해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위의 인용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장자》적 세계관은 < 종사>, <변무> 편에도 계속해서 나온다. < 종사>

편에서 백이⋅숙제는 “남의 일에 쓰여 지고, 남의 즐거움의 도구가 되어 스스로 즐

거움을 즐기지 못한 자들(是役人之役, 適人之適, 而不自適其適 也)”로 비판 받

는다. 또 <변무>편에서는 절의의 명사 백이나 악인의 명사 도척 모두 소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이는 수양산 아래에서 명예를 위해 죽었고 도척은 東陵山 위에서 이익을 탐

하다가 죽었다. 이 두 사람이 목숨을 바친 목적은 같지 않으나 생명을 해치고 본

성을 손상시킨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 꼭 백이를 옳다 하고 도척을 그르다 하겠

는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바친다. 그런데 그가 따라 죽은 것이 인의이면 

세속 사람들이 군자라고 일컫고 그가 따라 죽은 것이 재물이면 세속 사람들이 소

인이라고 일컬으니 따라 죽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가운데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으니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킴에 이르러서는 도척이 또한 백이와 같을 뿐

인데 또 어찌 그 사이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가릴 것인가?20)

하나는 성인, 하나는 악인의 명사로 일반적으로 백이와 도척을 부르고 있으나 

백이도 인의라는 인위적 규범을 쫓는 세속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장자는 조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자》 속의 백이⋅숙제는 유가와 달리 인위와 명분에 얽매여 자

신의 본성을 해친 한심한 인간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도가는 天과 人의 관계를 상 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천을 표하는 것이 

자연이고, 인을 표하는 것이 人爲라 여기고 있다. 이에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을 구한 행위를 비판하 던 것이다. 그러나 유가

의 경우는 자신의 신체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인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

20) 《장자》 <외편> 제8 <騈拇>: ｢伯夷死名於首陽之下, 盜跖死利於東陵之上, 二人 , 所

死不同, 其於殘生傷性均也. 奚必伯夷之是而盜跖之非乎! 天下盡殉也, 彼其所殉仁義

也, 則俗 之君子. 其所殉貨財也, 則俗 之 人. 其殉一也, 則有君子焉, 有 人焉. 

若其殘生損性, 則盜跖亦伯夷已, 又惡取君子 人於其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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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이런 도가와 유가의 근본적인 세계관 차이가 백이⋅숙제 평가에도 반 되었

던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유가와는 다른 도가의 세계관으로 인해 

백이⋅숙제의 평가가 달라지고는 있으나, 도가 기록에서도 충절의 이미지는 그 어

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法家 기록 속 백이⋅숙제: 《韓非子》

법가는 법에 의한 통치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유가의 덕치와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법가는 실용을 중시하고, 民本 보다는 君本, 즉 제왕의 통치에 도

움을 주는 구체적 방법들을 중심에 두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가 사상의 

표적 사상가로 한비자(약 BC 280~233)를 들 수 있다. 한비자는 성악설의 주창

자인 荀子에게서 배웠는데, 그의 저술 孤憤과 五蠹를 읽은 진시황이 李斯에게 

감탄을 연발하며 “이 사람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

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한비자와 동문수학하

던 이사는 한비자를 진시황에게 소개하 으나 한비자의 능력에 질투를 느껴 결국 

그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하 다. 한비자는 제왕의 통치에 도움을 주는 《한비자》

를 저술하 다. 《한비자》에도 백이⋅숙제가 등장하지만 기존 유가나 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백이⋅숙제를 평가하고 있다.

옛날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무왕이 천하를 넘겨주려고 하자 받지 않고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와 같은 신하는 엄한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후한 상

도 탐하지 않으니 벌을 주어 금지할 수도 상을 내려 장려할 수도 없다. 이들을 가

리켜 무익한 신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경시하여 내쳐야 할 신하로 여기

지만, 지금 세상의 군주들은 그들을 중시하여 구하려 하고 있다.22)

위 글에서 한비자는 백이⋅숙제에게 “무익한 신하”라는 독특한 평가를 내린다. 즉 

21) 仝俊, <試論伯夷叔齊刑象在儒道法三家中的評價>, 《黑龍江史志》 總第341期, 2015.4.

22) 《한비자》 <고분> 제14: ｢古有伯夷叔齊 , 武王讓以天下而弗受, 二人餓死首陽之陵; 

若此臣 , 不畏重誅, 不利重賞, 不可以罰禁也, 不可以賞使也. 此之 無益之臣也, 

吾所 而去也, 而世主之所多而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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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의 입장에서 백이⋅숙제 같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한비자의 관심이

었던 것이다. 유가의 경우 仁의 관점, 혹은 民의 관점에서 백이⋅숙제를 평가하

고, 도가의 경우 天, 혹은 자연의 관점에서 백이⋅숙제를 평가하 다. 그러나 한비

자는 군주의 관점에서 백이⋅숙제를 평가하 고, 그 결과 백이⋅숙제는 군주에게는 

“무익한 신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군주가 신하나 백성을 부리려면 상벌을 사

용해서 하는 것인데 백이⋅숙제처럼 자신의 뜻이 분명하고, 상에 흔들리지 않고, 

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주가 이들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한비자는 생각하

고 있었다. 이에 일반적인 군주들이 이들을 높여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한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백이⋅숙제는 군주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신하”에 불과하

기에 “경시하여 내쳐야 할 신하”라고 하 던 것이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무왕이 

천하를 넘겨주려고 하자 받지 않고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언급한 부

분이다. 《한비자》에서도 백이⋅숙제는 주무왕을 막아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무

왕이 천하를 백이⋅숙제에게 양보하려 하 다는 부분은 《사기》 <백이열전>에 보이

는 모습과 상당히 다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비자는 <守道> 제26에서도 백이에 한 언급을 한다. 여기서 그는 백이와 도

척을 비하면서 법이 있어야 백이 같이 ‘군주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不妄取)’ 사람

들이 ‘옳음을 잃지 않을 수(不失是)’ 있다고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법가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商鞅(약 BC390~338)의 《商君

書》 <畵策> 제18편에서도 형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백이와 도척을 비시켜 “나

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백이마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며 기본적

으로 백이를 긍정적인 인물로 상정하고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

가 문헌에도 충절 이미지를 지닌 백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4. 雜家 기록 속 백이⋅숙제: 《呂氏春秋》

呂不韋(약BC 292~235)는 전국시기 말 衛나라 濮陽 사람으로 원적은 陽翟(현 

河南 禹州)이다. 《여씨춘추》는 당시 진나라 승상이었던 여불위가 자기의 문객들을 

조직해 저술한 잡가 저작으로 《呂覽》이라고도 한다. BC 239년 완성되었는데, 당

시는 진나라가 6국을 통일시키기 바로 전이었다. 《여씨춘추》는 12紀, 8覽, 6論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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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6권 160편 20여만 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이 잡다하여 유가, 도

가, 묵가, 법가, 병가, 농가, 종횡가, 음양가 등 각 사상들이 들어 있다. 여불위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아 이 책을 완성한 후 이 책을 咸陽城 밖에 전시하 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내용에 틀린 부분을 지적하거나, 빼야 할 부분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을 지적할 수 있으면 ‘한 글자당 천금을 주겠다(一字千金)’고 할 정도로 이 

책에 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씨춘추》 권12 <季冬紀> <誠廉>에 등장하는 백이⋅숙제 관련 내용을 일부 살

펴보기로 하겠다.

이제 주나라는 은나라의 사악한 난리를 보고서 재빨리 이를 위하여 바로잡는 일

과 다스리는 일을 시행하 지만, 권모를 숭상하 고, 뇌물을 써서 회유하는 일을 

행하 으며, 군 의 힘에 의지하여 위세를 유지하 다. 四內의 땅과 共頭山에 문

서를 묻어두는 것에 근거하여 약속의 실행을 밝혔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따르는 무리들을 신나게 만들었고, 죽이고 침으로써 이익을 구하 다. 이

러한 일로써 은나라를 계승한다는 것은 어지러움으로써 포악함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듣기로 옛날의 선비는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나서는 그가 맡을 수 있는 일

을 피하지 않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서는 구차하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 않

는다고 하 다. 이제 천하는 암울하여졌고 주나라의 덕은 쇠하 다. 주나라에 붙

어서 내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이를 피하여 나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편이 

낫다.”라고 하 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북쪽으로 갔는데, 수양산 기슭에 이르러 

그곳에서 굶어죽고 말았다. 사람의 실질에서 어떠한 것도 명분보다 더 중히 여길 

것은 없고, 어떠한 것도 몸보다 더 가벼이 여길 것은 없다. 중히 여길 바가 있으

면 이를 온전히 하고자 하고, 가벼이 여길 바가 있으면 이로써 중히 여기는 바를 

기르는 데에 쓴다. 백이와 숙제, 이 두 사람은 모두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림으로

써 그들의 의지를 세웠고, 가벼운 것과 중한 것이 먼저 결정된 사람들이다.23)

《여씨춘추》에서도 백이⋅숙제에 해 긍정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23) 《여씨춘추》 권12 <계동기> <성렴>: ｢今周見殷之僻亂也, 而遽爲之正 治, 上 而行

貨, 阻丘而保 也. 割牲而盟以爲信, 因四內 共頭以明行, 揚夢以說衆, 殺伐以要利, 

以此紹殷, 是以亂易暴也. 吾聞古之士, 遭乎治世, 不避其任, 遭乎亂世, 不爲苟在. 今

天下闇, 周德衰矣. 其並乎周以漫吾身也, 不若避之以潔吾行. 二子北行, 至首陽之

下而餓焉. 人之情莫不有重, 莫不有輕. 有所重則欲全之, 有所輕則以養所重. 伯夷, 

叔齊, 此二士 , 皆出身棄生以立其意, 輕重先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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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사기》 <백이열전>과는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간

과하여서는 안 된다. 《여씨춘추》에서는 “주나라가 은나라의 사악한 난리를 보고서 

재빨리 이를 위하여 바로잡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시행하 지만, 권모를 숭상하

고, 뇌물을 써서 회유하는 일을 행하 으며, 군 의 힘에 의지하여 위세를 유지하

기에” 백이⋅숙제가 주나라에 머무르지 않으려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이⋅숙

제가 명분을 중시한 것에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은

을 계승한 주나라가 제 로 정치를 못하는 것에 환멸을 느낀 백이⋅숙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백이열전>에서의 백이⋅숙제는 사악한 은나라를 

치는 주무왕을 “신하가 군주를 친다”라는 명분에 어긋나기에 반 하고 있다. 아무리 

사악한 군주라도 신하된 입장에서는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하 던 것이

다. 즉, 백성의 고통에 한 고려는 없이 군주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백이열전>과는 달리 《여씨춘추》에서는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

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진한 시기의 백이⋅숙제 관련 문헌은 《사기》와 《여씨춘추》로 표될 수 있다. 

《사기》는 현재 충절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백이⋅숙제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

라, 현재까지도 백이⋅숙제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작이

다. 《여씨춘추》의 경우 ‘일자천금’이란 사자성어가 나올 정도로 당시 권위가 있던 

저작이었는데, <백이열전>과는 달리 처음에는 백이⋅숙제가 주무왕과 함께 하려 하

으나 주무왕의 폭력적인 정치를 보고 수양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사이군’하는 충절의 아이콘 백이⋅숙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Ⅳ. 나가며

위에서 《사기》 <백이열전> 이전에 기록된 백이⋅숙제 관련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

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기》 이전 기록에는 《사기》 <백이열전>에 보이는 것

과 같은 충절의 명사 백이⋅숙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무왕을 막

아서며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시해하려 하다니 이를 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군주의 이익을 변하고 있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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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어》에서는 “仁을 추구하여 인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했을 뿐 백이⋅
숙제가 주무왕의 전쟁에 반 했다는 기록이 없다. 또 《맹자》에서는 폭군인 은나라 

주왕을 군주가 아닌 “일개 사나이[一夫]”로 평가하고 있고,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

면 섬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무왕을 섬길만한 군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묘사한 부

분이 여러 번 나온다. 다시 말해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백이⋅숙제를 충절의 상징으로 상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폭군을 제거하는 상황을 긍

정하고 있다. 《장자》의 경우 “亂政을 미루어 폭정과 바꾸는 것일 뿐”이라며 주무왕

의 정치를 폭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도가적 세계관에 의거해 명분에 얽매이는 백

이⋅숙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도가의 기록에서도 주무왕을 막아서며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칠 수 있냐며 막아서는, 군주의 입장을 변하는 충절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법가 기록인 《한비자》에서는 군주의 통치에 도움이 안 되는 “무익

한 신하”라고 할 뿐 그 어디에도 ‘충절의 아이콘’ 백이⋅숙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

다. 특히 백이⋅숙제가 주무왕과 함께 하려 하 으나 주무왕의 폭력적인 정치를 보

고 수양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서술한 여씨춘추 기록은 주목 할 만하다. 사마천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백이⋅숙제가 주무왕의 말고삐를 잡으며 신하된 입장에서 군주

를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기》 <백이열전> 이전 기록

에서는 ‘불사이군’하는, 군주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백이⋅숙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그들이 고죽국 왕 자리를 서로 양보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점은 

《사기》 이전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충절의 상징 백이⋅숙제

는 사마천이 만들어 낸 이미지 던 것이다. 사마천이 왜 백이⋅숙제를 충절의 이미

지로 만들어 냈는지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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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ek-yi and Sukje have a firm image as a symbol of loyalty in 

Confucian culture-oriented countries. Their symbol image of the 

loyalty which we know well comes from Shiji ‘Boyiliezhuan’ of Sima 

Qian. When King Wu tried to punish the tyrant King Zhou with his 

father’s memorial tablet, which was named King Wen, on the cart, 

Baek-yi and Sukje took the horse reins of King Wu and said, “Your 

father died, but you didn’t hold a funeral and started a war right 

away? Can you call it a ‘Filiar Piety’? Can you say that it’s 

‘Benevolence’ that a servant is trying to assassinate the king?” 

Because of this scene, Baek-yi and Sukje became a icon of loyalty 

and this image spreads not only in China but also to Korea, Japan, 

and Vietnam.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there was an image 

of loyalty even before Shiji. To do this, I compare records such as 

the Analects of Confucius, Mencius, Zhuangzi, Hafeizi, and 

Lvshichunq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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