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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戰國時代 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군신관계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출토문헌 연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한 글이다. 중국 고대 

군신관계론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특정 

학파나 인물 혹은 그들의 저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출토문헌의 증가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듯 보였으나 출토문헌을 활용한 연구 역시 학파

연구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학파를 통한 분류는 사상사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지만, 사상적 일관성을 전제하여 자료들 간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학파를 벗어나 보다 종합적으로 군신관계론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자료의 사상적 경향성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 연구방법의 관성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郭店楚簡이나 上博楚簡과 같은 출토자료는 단일 사상가의 저작이 

아니며, 戰國時代 활발한 사상적 교류의 결과물 중 일부를 묘주가 수집한 것

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은 일관성보다는 다양성에 가까우며 특정 

학파의 사상 보다는 묘주의 관심사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집

자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사상적 일관성이라는 전제를 제거한다면, 자료의 

구체적인 차이와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시대상을 더욱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郭店楚簡과 上博楚簡 속 논의에 등장하는 군

신관계에 주목하여 그 다양성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출토문헌 연

구에 있어서 문헌들이 가지는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출토

문헌 연구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郭店楚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儒家와 道家라는 학파 분류에 기

초하여 이루어졌는데, 분석결과 郭店楚簡의 문헌들은 일관된 사상적 계통으

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郭店楚簡의 老子와 太一生水 를 道家
로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인 외재적 유사성은 上博楚簡의 예시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내용적 관점에서도 郭店楚簡老子와 太一生水 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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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성 및 주요 개념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상적 맥락에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郭店楚簡의 道家와 儒家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관점 역

시 후대의 격렬한 대립에 비추어 본 상대적인 평가일 뿐 거시적인 맥락에서 

그들을 묶어 이해하기는 곤란했다.

郭店楚簡에서 儒家계통으로 분류된 忠信之道 ・ 六德 ・ 魯穆公問子思 ・
語叢 은 군신관계론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관

점을 가진 문헌들이었다. 이 문헌들은 군신관계의 주요 개념인 忠과 義의 주

체, 대상, 내용, 두 개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이하게 표현하고 있었

다. 특히 語叢 은 학술상 요점을 초록한 문헌일 뿐 하나의 사상을 담고 있

는 문헌이 아니어서, 郭店楚簡의 문헌들이 사상적 경향성이 아닌 묘주의 필

요에 따라 수집되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직접적인 사상 논술이 수록된 郭店楚簡과 달리 上博楚簡은 전적으로 군신

관계에 대해 논술한 문헌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上博楚簡은 忠臣의 이야

기나 군신간의 대화가 기록된 고사를 다수 수록하고 있어 戰國時代 군신관

계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上博楚簡 姑成家父 는 

郭店楚簡의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군신관계의 원리로서 義를 강조한다. 그러

나 姑成家父 의 義는 무도한 군주에게도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반

면, 墨子 耕柱 나 郭店楚簡 魯穆公問子思 는 군주를 떠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義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郭店楚簡 六德 은 義를 신하가 아

닌 군주의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네 문헌이 모두 義를 군신관계론

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義의 의미 및 군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에 있어서는 모두 상이했다.

上博楚簡의 문헌에서는 군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또 하나의 요소로서 天
人相關思想이 등장한다. 三德 , 鬼神之明 을 포함한 上博楚簡의 여러 문헌

에서 보이는 天人相關思想을 살펴볼 때, 당시 上帝 등으로 대변되는 초월적 

존재가 人間事에 관여한다는 인식은 上博楚簡의 독자에게 생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天人相關思想은 그 자체로 군신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문맥에서 해석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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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강화해주기도, 신하가 군주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上博
楚簡 鄭子家喪 은 上帝鬼神의 권위에 기대어 신하에 대한 징벌을 정당화하

는 고사를 기록하였고, 이는 天人相關思想을 군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한 사례가 된다. 반면 柬大王泊旱 과 鮑叔牙與隰朋之諫 에서는 신하가 災
異에 대한 해석을 군주 비판의 근거로 삼았고, 이는 天人相關思想이 신하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군신관계론에 이용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요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이상의 고사들은 上博楚簡 속 군신관

계 논의들이 일관성보다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주었다.

上博楚簡 속 몇몇 고사들은 특히 전래문헌과 유의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上博楚簡 申
公臣靈王 및 鄭子家喪 의 서사적 특징을 전래문헌과 비교하면, 서사 방식

에 따라 군신관계의 강조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左傳에 등장하

는 楚靈王의 고사는 군주의 왕위찬탈을 비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다. 하지만 左傳에 기록되지 않은 후반부 내용의 삽입으로 申公臣靈王 은 

군주의 포용력과 신하의 충성을 강조하는 君臣의 미담으로 서사되었다. 上博
楚簡 鄭子家喪 역시 의도적으로 하극상에 대한 비난과 징벌을 강조하였다. 

鄭子家喪 에 기록된 楚의 鄭 정벌은 左傳 및 史記에서는 하극상 징벌

과 무관하게 서술된다. 하지만 鄭子家喪 에는 다른 문헌과 달리 군주 시해

에 대한 강한 비판과 징벌 내용이 삽입되었고, 이를 통해 군주에 무게가 실

린 군신관계가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서사적 차이는 君臣의 대립이나 찬탈

이 빈번하던 戰國時代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上博楚簡에 수록

된 논의들이 당시 다양한 판본과 관점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그 시대를 대

표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출토문헌은 한 명의 사상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써내려간 저작이 

아닌 독자 나름의 관심사나 필요에 의해 수집된 문헌이다. 忠이 郭店楚墓 墓
主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듯 上博楚簡 수집자에게 군신관계는 관심 있

는 주제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

을 가지고, 관심이나 필요에 맞춰 수집 가능한 문헌들을 모았을 일반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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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문헌에 사상적 일관성을 기대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발현되는 사상적 다양성을 포착하고 그것이 대변하는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본고는 출토문헌 속 논의에 보이

는 군신관계라는 작은 분야에 천착해 문헌이 가지는 다양성을 포착하려 했

다. 군신관계라는 유사한 주제에 대해 郭店楚簡과 上博楚簡이 보여주는 다양

한 관점과 이해는 문헌이 만들어졌던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출토문헌을 연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본고가 출토문헌 연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그 시대의 현실에 

다가가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上博楚簡, 郭店楚簡, 君臣關係, 忠, 義, 爵祿, 天人相關思想
학  번 : 2013-2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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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春秋戰國時代를 포함한 전근대 중국의 통치 집단은 그 실제 권력 양상이 

어떠했든 군주와 신하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그리고 군신관계는 그런 통치 

집단을 운영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군주권이 강화되기도, 제약되기도 하며 상호간 견제

나 압박의 논리가 제공되기도 한다. 따라서 군신관계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

는 것은 해당 시대의 통치 집단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대 군신관계론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만큼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다. 출토문헌의 출현 전 이미 春秋戰國時代의 군신관계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특히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학파나 인물 혹은 그들의 저

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

儒家에서는 孔子, 孟子, 荀子로 이어지는 군신관계론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으로 대변되는 孔子의 군신관계론은 군신관계를 道
에 기초한 상호대등한 관계로 보았고 孟子는 이를 발전시켰다. 荀子는 군주

의 절대권위를 주장했으나, “從道不從君”을 주장하며 맹목적인 복종에는 반

대했다. 韓非子는 군신관계를 이해관계나 교환관계로 보고 군주는 勢를 이

용해 신하를 장악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韓非子와 管子는 모두 

君臣之分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긍정했으나, 管子는 군신간의 믿음을 이야

기하여 조화를 말한 반면, 韓非子는 군신간의 신뢰를 부정하고 군신의 대

 1) 학파나 문헌을 중심으로 한 군신관계론 연구 개괄은 邊樹本, 晏子君臣觀淺論 , 
管子學刊, 1993-04.; 楊玲, 《管子》和《韓非子》君臣觀比較 , 蘭州學刊, 
2006-04.; 高旭, 論韓非的君臣觀 , 太原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6-06.; 윤
무학, 선진 유가의 君臣倫理와 충 관념 , 동양철학연구 48, 동양철학연구회, 
2006.; 陳味象, 論先秦時期君臣觀 , 群文天地, 2011-22.; 高逸雲, 論荀子的君
臣觀 , 黑龍江史志, 2013-23.; 吳周, 試析孔孟荀的君臣觀 , 考試周刊, 
2014-74.; Scott Cook. 2015. “The Changing Role of the Minister in the Warring 
States: Evidence from the Yanzi chunqiu 晏子春秋.” In Ideology of Power and 
Power of Ideology in Early China, edited by Yuri Pines, Paul R. Goldin, and 
Martin Kern, 181-210. Leiden: Brill.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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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이야기했다.2) 晏子春秋에 따르면 晏子의 군신관계론은 국가의 이익

을 중시하고, 군주에게 간언하여 군주가 正道를 걷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墨家에서는 군신 사이의 평등성이 존재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보았

다. 道家의 경우 老子나 莊子는 소극적이었으나, 黃老學派에서는 보다 적극

적인 군신관계론을 제시하며 영명한 군주 밑에서 현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

휘하고, 군주의 능력이 부족하면 賢德者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특정한 주제를 통해 春秋戰國時代 군신관계론을 고찰하는 시도도 

있었으나,3) 여전히 학파 혹은 사상가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학파나 특정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군신관계론 연구에 더하여 이들을 종

합해 春秋戰國時代 군신관계론의 흐름을 개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4) 군주 

권력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春秋時代에는 대등한 군신관계론이 등장하였고,5) 

戰國時代에는 도덕을 원칙으로 한 군신관계론과, 개인적인 충성 및 군신간의 

상호성이 강조되는 교환관계로서의 군신관계론이 출현하였다.6) 戰國時代 말

 2) 楊玲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1) 管子는 군주에게는 군주의 도가, 신하에게

는 신하의 도가 있다고 보았지만, 韓非子는 군주가 곧 도이고, 신하에 대해 군

주는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다고 본다는 점. 2) 齊문화는 社稷을 군주 위에 두고, 
신하는 社稷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으나, 군주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는 반면, 
晉문화는 반대로 군주를 社稷의 위에 둔다는 점을 꼽았다(楊玲, 앞의 글, 
2006-04).

 3) 王國良, 從忠君到天下爲公——儒家君臣關系論的演變 , 孔子研究, 2000-05.; 代
雲, 先秦儒家對君臣倫理困境的解決——以《左傳》《論語》《孟子》爲中心 , 學
理論, 2016-08.

 4) 春秋戰國時代 군신관계론의 종합적인 변천은 寧可・蔣福亞, 中國歷史上的皇權
和忠君觀念 , 歷史研究, 1994-2; Yuri Pines, “Friends or Foes: Changing 
Concepts of Ruler-Minister Relations and the Notion of Loyalty in Pre-Imperial 
China”, Monumenta Serica 50, no.1 (2002): 35-74를 참조할 것.

 5)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정리, 李學勤 주편, 十三經注疏・論語注疏, 北京: 北
京大學出版社, 2000(이하 論語), 八佾 , p.44,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이나 

孫詒讓, 墨子閒詁, 北京: 中華書局, 2001(이하 墨子), 兼愛下 , p.127, “爲人
君必惠, 爲人臣必忠” 등은 이런 관점을 잘 보여준다.

 6) 寧可・蔣福亞의 연구에서는 君臣간의 정치적 교환관계를 “君市”라고도 표현했으

며, “군주에 대한 신하의 섬김은 爵祿을 위한 것에 불과했고, 군주가 신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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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정치적 안정성을 보존하는 군신관계가 강조되어 荀子 
및 法家계통의 군권 옹호적 군신관계론이 나타났다.

기존 문헌자료를 활용한 春秋戰國時代 군신관계론 연구는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이에 더 이상 특정 학파나 사상가의 군신

관계론에 대해 논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말 폭발적으로 증가한 출토문헌은 군신관계론 연구에 새로

운 지평을 열어주는 듯 보였다. 특히 중국 호북・호남성 지역은 중국 서북지

역과 함께 가장 많은 출토문헌이 발견된 곳으로, 이 지역의 출토문헌에는 典
籍류 문헌이 다수 포함되어 사상사 연구에 풍부한 영감을 주고 있다. 1993

년 발견된 郭店楚墓竹簡7)(이하 郭店楚簡)은 ‘郭店熱’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

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이어서 출현한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8)(이하 上
博楚簡)는 그 방대한 양과 다양성으로 인해 郭店楚簡과 함께 중국 사상사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郭店楚簡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학파 연구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했고, 군신관계론의 연구 역시 孟子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나9) 그 속의 

尙賢사상을 子思學派와 연결시키는 연구10) 등 儒家학파의 맥락에서 고찰하

리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림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寧可・蔣福亞, 앞의 

글, 1994-2, p.92).
 7) 郭店楚簡은 1993년 荊門市博物館이 중국 湖北省 郭店村에서 발견된 楚簡으로 도

굴 이후 구제발굴을 통해 1998년 간행되었다. 매장 연대는 前300년경으로 추정

되며, 총 800여 매의 簡 중 글자가 있는 것만 730여 簡에 이른다(荊門市博物館 
편,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이하 郭店楚簡), p.1).

 8) 上博楚簡은 1200여매의 簡으로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총 9권, 58종 67편 978매
가 공표되었다. 매장시기와 지역은 알 수 없으나 서사 연대는 前372년에서 前
278년으로 추정되며, 郭店楚簡과 유사한 시기의 자료이다(上博楚簡에 대한 개괄

은 湯淺邦弘, 第1章 戰國楚簡と中國古代思想史硏究 , 湯淺邦弘, 上博楚簡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7, pp.3-30.; 이승률,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

의 세계1, 서울: 예문서원, 2013, pp.318-323. 참조).
 9) 王淑琴・曾振宇, “友,君臣之道”郭店楚簡與孟子友朋觀互證 , 陝西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5-06.
10) 孫德華, 子思學派的“君道”觀——以郭店楚簡爲考察對象 , 沈陽師範大學學報(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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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1)

학파를 통한 분류는 사상사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지만, 출토자료를 연구함

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儒家, 道
家 등의 학파 분류는 철학적 분류가 아닌 漢代의 藏書 정리 과정에서 나온 

편의상의 분류이다.12) 師弟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지식인 집단의 존재는 부정

하기 어렵지만, 후대에 정립된 학파의 개념으로 이전의 자료를 재단하는 것

은 부정확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파 분류는 일관된 사상적 경향성을 전제하여 자료들 간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家”라고 하는 용어는 師弟관계를 기초로 한 학단의 사람들 

및 그 학단의 중심사상을 동시에 지칭한다. 범주가 다른 이 두 개념을 정확

히 구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용어로 종종 등치

되며, 여기에서 특정 계통에 속하는 인물이나 그 저작에는 그 학파의 중심사

상을 벗어난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생겨나기도 한다.13) 

개인이나 학파에게 사상적 일관성을 기대하는 관점은 자료의 저자만을 고

려할 뿐 그것을 수집한 독자의 관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문헌의 수용자

를 고려하지 않는 연구방법은 특정한 사상가나 사상 학파를 기준으로 사상

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럴 경우 사상사 또한 사상가 박물관이 

되어 그들의 사진만을 나열해 놓은 꼴이 되고 만다”14)는 비판을 받기도 하

科學版), 2012-06, p.28.
11) 이런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三星堆의 출토유물 및 郭店楚

簡을 폭넓게 활용한 金秉駿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문헌사료에 등장한 

엄숙한 의미의 聖개념에서 벗어나 신격을 갖추고 즐거움과 연결되는 초기의 聖
에 대해 고찰했다. 문헌사료에만 천착하지 않고, 폭넓은 자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활용해 사상의 변화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고대 사상사 연구에 유의미

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김병준, 神의 웃음, 聖人의 樂 , 동양사학연구 86, 동
양사학회, 2004).

12) Michael Loewe, Chinese Ideas of Life and Death: Faith, Myth and Reason in 
the Han Period(B.C. 202~A.D. 220)(London: Hackett, 1982), pp.7-8.

13) 이성규, 諸子의 學과 思想의 理解 , 講座中國史Ⅰ, 지식산업사, 1992, p.159.
14) 葛兆光, 앞의 책, 200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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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출토자료를 분석할 때 개별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 차이를 축소시키곤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파를 벗어나 郭店楚簡 군신관계론의 의미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가 주목된다. 戰國時代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郭店楚簡 군신관계론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거나,15) 郭店楚簡의 사상이 楚
國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반영된 결과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는16) 연구는 기존 

학파적 관점에서 벗어나 군신관계론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 방법 또한 학파라는 틀에서 탈

피했을 뿐, 자료의 사상적 경향성을 찾고 이를 큰 틀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 연구 방법의 관성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郭店楚簡은 한 명의 사상가가 기획하여 저술한 문헌이 아닌, 묘주

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에 따라 수집한 문헌들의 모음이다. 또한 上博楚簡
의 문헌들 역시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된, 묘주가 수집한 문헌 모음일 가능성

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는 일관된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보다는 특

정 주제들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사고방식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헌모음에서 경향성을 찾는 것은 사상의 거시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 세밀한 차이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는 군신관계

에 관련된 사상을 논함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 주의한 새로운 연구 방법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출토문헌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의 존재를 상정해야 한다는 생각17)은 

물론, 사상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의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

각18) 등은 기존 연구 방법에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19) 또한 최근 郭

15) Yuri Pines, 앞의 글, 2002.
16) 박봉주, 郭店楚簡의 君臣論과 그 楚國史的 意味 , 동양사학연구 78, 동양사학

회, 2002.
17) 金秉駿, 如何解讀戰國秦漢簡牘中句讀符號及其與閱讀過程的關係 , 簡帛 4, 上

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18) 葛兆光, 中國思想史:導論:思想史的寫法,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pp.9-24. 

葛兆光이 “일반지식과 사상 및 신앙세계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염두에 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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店楚簡의 개별적 문헌들을 단일한 학파 개념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위험

성을 지적한 연구20) 역시 이러한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에서 郭店楚簡과 上博楚簡 속 논의에 담긴 

군신관계를 분석하여 출토문헌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군신관계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郭店楚簡에 나타

난 사상적 혼재를 살펴보고 이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2장에서는 上博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다양한 군신관계를 분

석할 것이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군신관계의 중요 원리인 義를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 上博楚簡 姑成家父 및 기타 문헌들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이후 2장 2절에서는 군신관계 논의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天人相關思想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신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볼 것이다. 마지막 2장 3절에서는 문헌들의 서사 방식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군신관계 서술의 강조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출토문헌 연구의 방법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다.

엘리트 사상가와 대비되는 일반 민중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논할 郭
店楚簡과 上博楚簡의 독자가 사상을 주도하는 엘리트 사상가와 사상을 수용하는 

일반 민중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을 출토

문헌에 등장하는 사상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 주

목해야 한다는 葛兆光의 생각은 郭店楚簡 및 上博楚簡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

다.
19) 葛兆光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李焯然이나 이연승 등도 찬동하며 이를 소개한 바 

있다(李焯然, 多元學科研究與中國思想史 , 學術月刊, 2007-04, pp.126-127.; 이
연승, 중국 사상사 연구방법에 대한 소고 , 중국어문학 42, 영남중국어문학회, 
2003).

20) 빈동철, 선진 유학의 계보와 사맹학파: 비판적 접근 , 中國古中世史學會 제192
회 정례발표회 발표자료집, 中國古中世史學會,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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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郭店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사상적 혼재와 

군신관계론

전술한 바와 같이 春秋戰國時代 군신관계론 연구는 학파나 사상가를 분석

의 중심에 놓았고, 이런 사상사 연구 방식은 출토문헌의 출현에도 그 관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두 가지는 道家학파의 저작이고, 나머지는 儒家학파

의 저작”21)이라고 분류한 郭店楚簡22)의 前言처럼 郭店楚簡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학파의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郭店楚簡을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은 몇몇 道家계통 문헌을 제외한 대부분이 思孟學派로 추정되는 儒家의 

저작이며, 儒家와 道家가 강하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23)이다. 두드러지는 

연구 방향 역시 郭店楚簡 내 儒家문헌 상당수가 思孟學派의 저작이라는 전

제24) 하의 孔子와 孟子 사이 儒家 공백에 대한 탐구로,25) 기존의 연구 방법

론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시각은 모두 학파라는 관점 속에 郭店楚簡을 가두고, 그 속에서 내용

을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지어 이것이 思孟學派의 저작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조차 그것이 儒家 別派의 사상이라거나,26) 孔子 後學들의 논

21) 郭店楚簡, p.1.
22) 郭店楚墓에서 출토된 楚簡의 전반을 이야기할 때는 꺽쇠 없이 郭店楚簡이라 표

현하지만, 1998년 출간된 郭店楚簡이라는 서적을 특정할 때에는 꺽쇠를 사용

해 표기하도록 한다. 이하 上博楚簡 역시 馬承源 주편의 上博楚簡을 특정할 

때에는 꺽쇠를 사용하도록 한다.
23) 李存山, 從郭店楚簡看早期道儒關系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郭店楚簡硏

究(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p.187-203.; 郭沂, 郭店竹簡與先
秦學術思想, 上海: 上海敎育出版社, 2001.

24) 姜廣輝, 郭店楚簡與《子思子》——兼談郭店楚簡的思想史意義 , 姜廣輝, 《中國哲
學》編委會, 郭店楚簡硏究(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p.81-92.

25) 龐樸, 孔孟之間——郭店楚簡的思想史地位 , 中國社會科學,, 1998-05.; 晉榮東, 
略論郭店楚簡的思想史意義及其限度 , 人文雜志, 2001-01.; 郭沂, 출토된 문헌

으로 보는 공자와 맹자 사이의 유학 , 신학과철학 6,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

원, 2004.; 崔濤, 略論郭店儒簡學術思想的過渡性特征 ,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
社會科學版),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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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孔子와 孟子 사이27) 혹은 孟子와 荀子 사이의28) 儒家 발전과정을 보

여준다는 관점으로 郭店楚簡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郭店楚簡과 같은 출토자료는 단일 사상가의 저작이 아니며 戰國時
代 활발한 사상적 교류의 결과물 중 일부를 묘주가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자료의 성격은 일관성보다는 다양성에 가까우며 특정 학파의 사

상 보다는 묘주의 관심사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수집자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사상적 일관성이라는 전제를 제거한다면, 자료의 구체적

인 차이와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시대상을 더욱 정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

이다. 이하에서는 郭店楚簡 각 문헌간의 차이점을 분석해 큰 맥락에서 이들

을 묶는 방식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본고의 주제인 군신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郭店楚簡의 문헌들이 보이는 차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郭店楚簡을 儒家와 道家로 분류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道家계통으로 분류되는 太一生水 를 살펴보자. 郭店楚簡 老子 의 출현은 郭
店楚簡이 가지는 道家적 경향을 이야기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된다. 그리

고 이와 함께 道家의 문헌으로 분류된 太一生水 는 郭店楚簡의 일부가 道
家의 계통성을 띠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郭店楚簡에서는 簡의 

길이나 편련선의 위치 등 외재적 형식 및 서체가 老子 丙편과 닮았다는 점

에서 太一生水 가 老子 와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

으며,29) 이것이 실제로 일관된 한 편의 문헌이라는 주장도 있다.30)

하지만 형식과 서체의 유사성만으로는 내용의 유사성을 증명할 수 없다.31) 

26) 羅新慧, 郭店楚簡與儒家的仁義之辨 , 齊魯學刊, 1999-05.
27) 朱心怡, 天之道與人之道: 郭店楚簡儒道思想研究, 臺北: 文津, 2004, p.276.
28) 김경수,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중국 고대 사상-마왕퇴 한묘 백서와 곽점 초묘 

죽간을 중심으로, 서울: 심산출판사, 2008, pp.487-590.
29) 郭店楚簡, p.125.
30) 邢文, 論郭店《老子》與今本《老子》不屬一系——楚簡《太一生水》及其意義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郭店楚簡硏究(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p.165-186.

31) 丁四新 또한 太一生水 와 老子 는 내용적으로 다른데 竹簡의 외재적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두 문헌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견해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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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上博楚簡의 예시를 보면 명확히 확인된다. 上博楚簡에서는 두 편의 문

헌을 한 묶음의 簡冊에 이어서 서술한 사례가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莊王
既成 과 申公臣靈王 은 楚莊王과 楚靈王이라는, 재위기간이 최소 50년 이상 

차이나는 두 군주의 고사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문헌은 뚜렷한 시

대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재적 형식을 지닌 한 편으로 서술되었

다.32) 上博楚簡의 이러한 예시를 감안한다면, 郭店楚簡 老子 와 太一生水
가 보이는 외재적 유사성은 내용상의 유사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내용적 관점에서도 太一生水 는 郭店楚簡 老子 와 묶어서 이해하기 미심

쩍은 부분이 있다. 今本老子와 郭店楚簡 老子 는 서로 대응하는 반면, 太
一生水 은 전혀 새로운 문헌인데다가 太一生水 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야

기를 하고 있다.33)

아울러 太一生水 에 보이는 太一이 郭店楚簡 老子 의 道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太一生水 의 어디에도 太一이 道라고 이야

기하지 않으며, 太一을 關尹과 연결시키는34) 근거로 활용되는 莊子 天下
35)조차도 그것이 道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太一과 道의 유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고 太一生水 와 

郭店楚簡 老子 를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36)

이러한 太一生水 을 여전히 사상 맥락에 집어넣기 위해 학자들 간에 다

양한 설명이 출현하였다. 여전히 道家계통으로 이를 이해하려는 쪽에서는 

왔다고 비판했다(丁四新, 楚簡《太一生水》研究(連載一) , 簡帛網, 2006-01-01).
32) 이외에도 昭王毁室 과 昭王與龚之脽 , 鬼神之明 과 融師有成氏 등의 예가 

있다. 모두 墨節 등의 표시를 통해 내용을 구분하며 이어서 서술되었고, 외재적 

형식이나 서체는 동일하다.
33) 丁四新, 郭店楚墓竹簡思想硏究, 北京: 東方出版社, 2000, pp.109-110.
34) 李學勤, 荊門郭店楚簡所見關尹遺說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郭店楚簡硏

究(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p.160-164.
35) 郭慶藩, 莊子集釋, 中華書局, 1985, 天下 , p.1093, “以本爲精, 以物爲粗, 以有

積爲不足, 澹然獨與神明居, 古之道術有在於是者. 關尹、老聃聞其風而悅之. 建之以
常無有, 主之以太一, 以濡弱謙下爲表, 以空虛不毀萬物爲實.”

36) 丁四新, 앞의 글, 簡帛網,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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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一生水 를 今本老子와 분리해 이해하기도 하고,37) 老子의 제자 關尹 일
파의 저작으로 보기도 하며,38) 남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楚國 학자의 道家 
저작으로 보기도 한다.39) 한편, 太一生水 의 내용을 근거로 이를 儒家로 보

는 주장도 있다.40)

太一生水 와 郭店楚簡 老子 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

는, 그것이 오늘날 알고 있는 道家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사상 맥락에 넣으려는 시도는 문헌 그대로의 의미를 가릴 위

험이 있다. 太一生水 의 개별성은 郭店楚簡이 한 축에 道家사상이라는 경향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郭店楚簡 老子 와 太一生水 라는 별개의 사

상적 斷片이 독자에 의해 수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道家로 분류된 문헌끼리의 차이에 더하여, 郭店楚簡의 이른바 道家와 儒家 
계통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郭店楚簡에

서 道・儒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근거로는 儒家의 仁
義에 대한 道家의 비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道家와 儒家가 無爲의 정

치에 대한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41) 이러한 생각

은 郭店楚簡이 道家와 儒家라는 사상적 맥락으로 정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두 맥락 역시 거시적으로 같이 이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道家와 儒家의 상호 호환은 후대의 격렬한 대립에 비추어 본 상대

적인 평가이다. 정리자가 道家류 문헌과 儒家류 문헌으로 나눌 정도로 이 두 

부류의 문헌은 郭店楚簡 내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충돌하기도 한다.

37) 邢文, 앞의 글, 2000, pp.165-186.
38) 李學勤, 荊門郭店楚簡所見關尹遺說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앞의 책, 

2000, pp.160-164.; 권광호, 《太一生水》와 關尹思想과의 관계 연구 , 중국학

논총 50, 한국중국문화학회, 2016.
39) 丁四新, 앞의 책, 2000, pp.109-125.
40) 김경수, 출토문헌을 통해서 본 중국 고대 사상-마왕퇴 한묘 백서와 곽점 초묘 

죽간을 중심으로, 서울: 심산출판사, 2008, pp.487-590.
41) 李存山, 從郭店楚簡看早期道儒關系 , 앞의 책, 2000.; 김백희, 곽점본(郭店本)

노자의 정치관과 공맹(孔孟) , 동서철학연구 21, 한국동서철학회, 2001.; 朱心
怡, 앞의 책, 2004, pp.23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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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郭店楚簡 老子 와 六德 은 다음과 같이 관점의 차이를 노정한

다.

知할수록 기이한 물건이 많이 생겨난다. 法物42)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많이 생긴다. 이에 聖人은 말하길,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졌다”고 하였다.43)

禮樂을 만들고, 刑과 法을 제정하여, 이 백성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인
도하는 것은, 聖智者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44)

郭店楚簡 老子(甲) 에서는 知나 法이 백성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원인이며, 

聖人은 일을 만들지 않고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해진다. 반면 六德 에서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도하기 위해 오히려 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聖
智者 밖에 할 수 없는 일로 묘사된다. 聖人에 대한 관점이나, 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老子(甲) 과 六德 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

다. 郭店楚簡에 등장하는 이런 예시는 道家와 儒家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 그저 상대적인 평가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환언하면 郭店楚簡은 거시적인 

맥락에서도 하나의 계통으로 묶어 이해하기 곤란한 개별 문헌의 모음인 것

이다.

앞에서 郭店楚簡에서 분류한 道家계통의 문헌들도 하나로 묶기 어렵고, 나

아가 道家와 儒家 역시 함께 아울러 이해하는 것이 불가함을 논했다. 郭店楚
簡 내의 문헌들에서 개별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속의 군신관계

론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본고

42) 法物에 대해서 楚簡 및 帛書 老子(乙) 본은 똑같이 法物로 서술하지만, 후세의 

다른 老子 판본들에서는 法令으로 쓰는 경우도 여럿 보인다. 보다 용이한 의

미전달을 위해 法物을 法令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최남규, 앞의 책, 2016, 
p.101).

43) 郭店楚簡 老子(甲) , p.113, “知而奇物滋起. 法物滋彰, 盜賊多有. 是以聖人之言
曰: 我無事而民自富 【老子甲31】”

44) 郭店楚簡 六德 , p.187, “作禮樂, 制刑法, 教此民爾, 使【六德2】之有向也, 非聖智
者莫之能也. …【六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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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인 군신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郭店楚簡에서 儒家로 분류된 

문헌들을 살펴보려 한다.

道家 계통으로 분류된 문헌은 2종류뿐이지만, 儒家 계통으로 분류된 문헌

은 그 수가 많다. 老子와 太一生水 가 道家라는 계통으로 쉽게 묶이지 않

듯, 儒家로 분류된 문헌들 역시 일관된 사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45) 마침 

儒家 계통의 문헌들 중에는 군신관계와 관련된 사상을 표현한 문헌이 자못 

등장한다. 이하에서는 군신관계론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4편의 문헌, 즉 

忠信之道 , 六德 , 魯穆公問子思 그리고 語叢 을 분석해볼 것이다.

郭店楚簡의 군신관계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忠과 義이

다. 簡文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忠의 다양한 의미와 용례에 대해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다. 郭店楚簡의 문헌들은 忠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忠은 군신관계에서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덕목으로 이해된다. 하

지만 초기의 忠은 진실함이나 성실함 등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대상 

역시 군주에 한정되지 않았다. 갑골문 및 西周 이전의 金文에서는 忠자를 찾

아보기 힘들지만, 左傳이나 論語 등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忠의 

용례가 빈출한다.

忠의 용례를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도덕적 규범에 가까운 광의의 忠과 

군주에게 충성한다는 한정적 의미 忠이 보인다. 忠의 대상 또한 다양하게 등

장하며, 그 중에는 물론 군주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左傳에 보이는 

“소위 道란, 民에게 忠하고 神에게 信하는 것이다. 위에서 民을 이롭게 함을 

생각하는 것이 忠이다.”46)라는 기사는 명백하게 그 대상이 民이라 규정되어 

있다. 반면 “君子는 이로써 季文子가 公室에 忠했음을 알았으니, 세 군주를 

섬기면서, 사적인 축재를 한 것이 없는데, 가히 忠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

45) 李學勤은 唐虞之道 와 忠信之道 를 縱橫家의 계통일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

다(李學勤, 先秦儒家著作的重大發見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郭店楚簡硏
究(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14).

46)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정리, 李學勤 주편,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 北
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이하 左傳), 桓公6年 , p.174, “所謂道, 忠於民而信
於神也. 上思利民, 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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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7)라는 기사나 “公家의 이로움(을 위해서라면), 알고도 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忠이다.”48)라는 기사에서 忠의 대상은 군주나 그 가문을 의미한

다. 대상이 다르지만 여기서 사용된 忠은 속이지 않고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49) 일종의 도덕적 규범과 가깝다. 그러나 “적의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

은 不忠이니, 忠과 敬을 잃는다면 어찌 군주를 섬기겠습니까?”50)라는 士蒍의 

말이나 “백성들이 忠을 다 하여 죽음으로써 군주의 명을 (따랐다)”51)는 楚莊
王의 말에 드러난 忠은 군주를 대상으로 한 충성에 한정되어 있다.

광의의 忠과 협의의 忠이 혼재된 양상은 論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曾
子는 다른 이를 위해 일을 도모함에 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52) 이는 군신

관계에서의 忠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군신관계의 덕목에 대해 질문한 魯定公
에게 孔子는 신하가 군주를 忠으로써 섬겨야한다며 忠을 군신관계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53) 이후 忠 개념은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는 한정된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던 荀子 臣道 54)에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55)

47) 左傳 襄公5年 , p.846, “君子是以知季文子之忠於公室也, 相三君矣, 而無私積, 
可不謂忠乎.”

48) 左傳 僖公9年 , p.359, “公家之利, 知無不爲, 忠也.”
49) 左傳에서는 忠을 無私로 단언한 용례도 확인된다(左傳 成公9年 , p.739, 

“不背本, 仁也. 不忘舊, 信也. 無私, 忠也. 尊君, 敏也.”).
50) 左傳 僖公5年 , p.341, “守官廢命, 不敬, 固讎之保, 不忠. 失忠與敬, 何以事君?”
51) 左傳 宣公12年 , p.655, “而民皆盡忠以死君命.”
52) 論語 學而 , p.4,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
53) 論語 八佾 , p.44,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
54) 王先謙, 荀子集解, 中華書局, 1988(이하 荀子), 臣道 , pp.254-255, “有大忠

者, 有次忠者, 有下忠者, 有國賊者: 以德覆君而化之, 大忠也；以德調君而輔之, 次
忠也；以是諫非而怒之, 下忠也；不卹君之榮辱, 不卹國之臧否, 偷合苟容以持祿養交
而已耳, 國賊也. 若周公之於成王也, 可謂大忠矣；若管仲之於桓公, 可謂次忠矣；若
子胥之於夫差, 可謂下忠矣；若曹觸龍之於紂者, 可謂國賊矣.”

55) 忠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劉寶才, 春秋時代倫理思想簡論 , 西北大學學報(哲
學社會科學版), 1988-01.; 이승률, 郭店楚簡魯穆公問子思의 忠臣觀,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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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道家 계통” 문헌과 마

찬가지로 아래 네 편의 문헌에도 유사한 경향성을 찾는 접근법이 시도되곤 

했다. 郭店楚簡이 쌍방적 군신관계론을 내포함에 주목하거나,56) 신하의 덕목

이라고 하는 공통인식을 형성했음에 주목하는 연구57)는 모두 이 문헌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개념의 의미를 중심

으로 분석해보면, 이들 문헌이 담고 있는 군신관계론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

는 것 같다.

먼저 忠信之道 58)를 살펴보자. 忠信之道 는 9簡으로 이루어진 짧은 논설

로, 忠과 信에 대한 설명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忠이 쌓이면 親할 수 있고, 信이 쌓이면 信할 수 있다. 忠信이 쌓였는
데 民이 親信하지 않는 자는 아직 없었다.59)

지극한 忠은 속임이 없고, 지극한 信은 배반하지 않으니, 무릇 이를 말
함이다.60)

忠은 仁의 實이며, 信은 義의 期이다.61)

속이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忠信은 마치 군주에 대한 신하의 

덕목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忠信之道 의 忠信은 백성과 관계 

지어 이야기되는 위정자의 덕목으로 이해된다.62) 忠信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

학논집 9, 한국철학사연구회, 2000.; 장현근, 중국 고대의 충군(忠君)사상과 충

효(忠孝)관념의 정치화 , 정치사상연구 21, 한국정치사상학회, 2015. 참조.
56) 박봉주, 앞의 글, 2002.
57) 湯淺邦弘, 第5章 魯穆公問子思において 忠臣 の思想 , 淺野裕一, 古代思想史
と郭店楚簡, 東京: 汲古書院, 2005, pp.113-133.

58) 郭店楚簡에 대한 석독은 荊門市博物館에서 나온 郭店楚簡이 저본이 되지만, 
李零, 陳偉, 劉釗 등의 학자에 의해 교정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학자들의 의

견을 참조하여 釋文 및 해석을 인용하되, 학자에 따라 해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여 본문의 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설명을 덧붙였다.
59) 郭店楚簡 忠信之道 , p.163, “忠積則可親也, 信積則可信也. 忠【忠信之道1】信積而民

弗親信者, 未之有也. …【忠信之道2】”
60) 郭店楚簡 忠信之道 , p.163, “至忠無訛, 至信不倍, 夫此之謂也.…【忠信之道4】”
61) 郭店楚簡 忠信之道 , p.163, “忠, 仁之實也. 信, 義之期也.…【忠信之道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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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의 신분이 군주일 수도 있고, 신하일 수도 있다. 하지만 忠信之道 의 

忠信이 향하는 대상은 民이다. 이는 “民을 이롭게 함을 생각하는 것이 忠”63)

이라는 넓은 의미의 忠과 상통하는 듯 보이며 군신관계의 논의와는 무관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六德 은 어떨까. 六德 은 忠을 군신관계의 덕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忠信之道 와 사상적으로 같지 않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64) 六德
에서는 백성을 夫・婦・父・子・君・臣의 六位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되는 

여섯 가지 덕목, 즉 聖・智・仁・義・忠・信을 이야기한다. 聖・智, 仁・義, 

忠・信을 각각 쌍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忠信之道 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義는 君의 德이고”, “忠은 臣의 德”이라고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忠을 군주

에 대한 신하의 덕목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큰 재목은 大官에 앉히고, 작은 재목은 小官에 앉히며65), 이로써 俸祿
을 베푸니, 그들로 하여금 족히 生하고 족히 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
르길 君이라 하며, 義로써 사람을 부린다. 義는, 君의 德이다. 나와 피를 
나눈 친족이 아닌데도, 나를 기르길 子弟와 같이 하니, … 죽음의 위기에

62) 李存山, 讀楚簡《忠信之道》及其他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郭店楚簡硏
究(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263-277.; 최남규 역주, 荊州市博
物館 편, 郭店楚墓竹簡, 고양: 학고방, 2016, p.342.; 池田知久 등, 忠信之道
譯註 , 池田知久 편, 郭店楚簡儒敎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3, p.236.

63) 左傳 桓公6年 , p.174, “上思利民, 忠也.”
64) 李存山, 위의 글, 2000, p.263-277.
65) 이 부분에 대한 郭店楚簡의 석독은 “大材埶(藝)者大官, 少(小)材埶(藝)者少(小)

官”이다. 그러나 이에 郭永秉은 “大材埶(設)者(諸)大官, 小材埶(設)者(諸)小官”으
로 석독했다. 그는 고문에서 埶가 종종 設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裘錫圭의 견해 

및 尊德義 의 예시를 인용하여, 어떤 직책에 사람을 임용한다는 의미로 設을 

풀이했다. 또한 者는 諸로 석독하고, 이것이 之於 혹은 之乎의 合音詞이기에 새

로이 석독된 부분은 “設之於大官”・“設之於小官”이 되며 군주가 재능에 따라 관

직을 수여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郭永秉의 석독이 이전에도 본고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의미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나, 郭永秉의 석독을 반영하면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郭永秉, 讀《六德》、《子羔》、《容成氏》劄記三則 , 簡帛
網,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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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히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 그를 臣이라 하며, 忠으로 다른 사람
(군주)을 섬긴다. 忠은, 臣의 덕이다.66)

특히 이 부분은 군신 관계에 있어서 군주의 덕목은 義이며, 즉 신하의 능

력에 따라 관직을 맡기고 녹봉을 주는 것을 군주의 올바른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忠은 신하의 덕목으로, 녹봉을 주고 가족과 같이 자신을 양육하

는 군주에게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 나타난 忠은 명백히 군주에 대한 신하의 덕목으로 忠信之道 의 그

것과는 전혀 다르다. 忠信之道 는 民에 대한 통치자의 덕목으로 忠이 요구

되며, 忠과 仁, 信과 義를 연결시킴으로써 통치자에게 忠信과 仁義가 필요함

을 말하고 있다. 게다가 忠을 “속임이 없”다는 일종의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

함으로써 군주에게 목숨을 바치는 忠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忠信之道 의 忠・信이 통치자 혹은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며 

두 문헌이 절대적 군신관계론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생각67)이 넓은 의미에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문헌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忠의 기본

적인 개념에서부터 다른 문헌의 군신관계론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

던 것이다.

다음으로 魯穆公問子思 를 살펴보자. 

魯穆公이 子思에게 물었다. “어떠한 인물을 忠臣이라 할 수 있겠는
가?” 子思가 대답했다. “언제나 그 군주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忠臣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66) 郭店楚簡 六德 , p.187, “大材設諸【六德13】大官, 小材設諸小官, 因而施祿焉, 使之
足以生, 足以死, 謂【六德14】之君, 以義使人多. 義者, 君德也. 非我血氣之親, 畜我如其
【六德15】子弟, (중략) 危其死弗敢愛也, 謂之[臣], 以忠事人多. 忠者, 臣德也. …【六德1

7】”
67) 李存山, 讀楚簡《忠信之道》及其他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앞의 책, 

2000, p.263-277.; 박봉주, 앞의 글, 2002.; 湯淺邦弘, 第5章 魯穆公問子思にお
いて 忠臣 の思想 , 淺野裕一, 앞의 책, 2005,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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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들은 成孫弋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아, 정말로 훌륭한 말
입니다. 본래 일찍이 그 군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그 군주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본래 그 군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작위와 봉록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언
제나 그 군주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작위와 봉록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義를 위해 작위와 봉록을 멀리하는 자는, 子思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
니다.68)

魯穆公問子思 는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忠臣이며 그것이 義를 좇

는 바람직한 행위임을 명료하게 이야기한다. 成孫弋의 말을 분석하면, 군주

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忠臣이며 義를 좇는 행위이고, 군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爵祿을 추구하는 자이다. 爵祿에 대한 추구가 부정적인 의미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義를 추구하는 행위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경시되

고 있다.

忠과 義, 爵祿 등에 대해서는 앞서 六德 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다. 六德
에서는 사람의 자질을 판단해 관직에 앉히고 俸祿을 주는 것이 군주의 올

바른 행위이며 곧 義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교환관계가 명기되어 있

지는 않으나, 六德 은 녹봉 등을 통해 군주가 양육해 준 것, 즉 義에 대칭

되는 덕목으로 신하의 忠이 이야기되고 있다. 魯穆公問子思 에서 義와 忠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六德 은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忠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魯穆公問子思 는 잘못

을 간언하는 자를 忠臣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魯穆
公問子思 는 忠의 대상을 民으로 이야기하는 忠信之道 와 관점이 다른 것

은 물론, 六德 과도 忠・義 등의 개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지닌 문헌

이라 할 수 있다.

68) 郭店楚簡 魯穆公問子思 , p.141, “魯穆公問於子思曰: 何如而可謂忠臣? 子思
曰: 恒稱【魯穆公問子思1】其君之惡者, 可謂忠臣矣. (중략) 成孫弋曰: 噫, 善哉, 言乎!
【魯穆公問子思4】夫爲其君之故殺其身者, 嘗有之矣. 恒稱其君之惡者,【魯穆公問子思5】 未之有
也. 夫爲其(君)之故殺其身者, 交祿爵者也. 恒【魯穆公問子思6】(稱其君)之惡(者, 遠)祿爵
者(也. 爲)義而遠祿爵, 非【魯穆公問子思7】子思, 吾惡問之矣.｣【魯穆公問子思8】



- 18 -

忠信之道 六德 魯穆公問子思
忠의 주체 위정자 신하 신하

忠이 적용되는 관계 위정자와 백성 군주와 신하 군주와 신하

忠의 내용 속임이 없음 목숨으로 섬김 군주의 잘못을 지적

義의 주체 위정자 군주 신하

義의 내용 信과 연결 능력별 任用, 祿 군주의 잘못을 지적

忠과 義의 관계 연관된 덕목 君臣의 대칭적 덕목 둘 다 신하의 덕목

<표 1> 忠信之道 六德 魯穆公問子思 의 忠・義 개념 비교

세 문헌의 이와 같은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요컨대, 

忠信之道 , 六德 , 魯穆公問子思 는 전혀 다른 군신관계론을 내포한 별개

의 세 문헌이 된다.

마지막으로 語叢 을 살펴보자. 語叢 은 총 4묶음으로 정리되었으며 하나

에서 세 매의 簡씩 의미단위가 끊어지는 짧은 문장들의 모음집이다. 군신관

계론과 관련하여 語叢 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君臣・朋友는, 택하는 것이다.69)

(군주가) 父와 다른 바는, 君臣은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즉 가히 그만 
둘 수 있다. 기쁘지 않으면, 가히 떠날 수 있다. 不義한데도 자신에게 가
하면, 받지 않는다.70)

友는 君臣의 道이다.71)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보면서 군주와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부분은 郭店楚簡의 상대적 군신관계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

다.72) 忠이라는 글자가 語叢 전체에 몇 차례 등장하지만, 군신관계론에 있

69) 郭店楚簡 語叢三 , p.197, “君臣、朋友, 其择者也. 【語叢一87】”
70) 郭店楚簡 語叢三 , p.209, “所【語叢三2】以異於父者, 君臣不相在也, 【語叢三3】則可

已；不悅, 可去也；不【語叢三4】義而加諸己, 弗受也. 【語叢三5】”
71) 郭店楚簡 語叢三 , p.209, “友, 君臣之道也. …【語叢三6】”
72) 박봉주, 앞의 글, 2002.; Yuri Pines, 앞의 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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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의미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문구의 모음집인 語叢 의 

특성상 문맥에서 의미를 유추하기도 어렵다. 대신 위에 인용된 구절에서는 

君臣관계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君臣은 친구의 관계로 서로 선택할 

수 있으며, 父子와 달리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관계이다. 語叢의 이와 

같은 명확한 군신관계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郭店楚簡 군신관계론이 군신

관계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으며73) 郭店楚簡이 상호적 군신관계론을 담고 있

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곤 한다.74)

하지만 語叢 에 보이는 친구와 같은 군신관계는 郭店楚簡의 다른 문헌에

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전술한 세 문헌 중 어느 곳에서도 군주와 맞지 않

으면 신하가 마음대로 떠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곳은 없다. 

義에 대한 생각 또한 다른데, 여기서 不義는 신하에 대한 군주의 명령 혹은 

행위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이다. 군신관계를 이야기하며 등장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보이는 義는 군주의 덕목도, 신하의 덕목도 아닌 군신관계론과 무관

한 개념인 것이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語叢 은 학술상 요점을 초록한 교학용 문헌일 

뿐,75) 하나의 사상을 담고 있는 문헌이 아니라는 점이다. 語叢一 ~ 語叢三
이 儒家의 학설이 중심이 되어있다고 보기도 하지만,76) 語叢 에는 다양한 

학파의 저작들과 유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論語, 莊子, 

管子 등이 포함되어 있다.77) 語叢 을 학파의 틀에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이를 소장하고 있던 墓主의 학술적 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78)처럼, 

語叢 의 구조는 郭店楚簡의 문헌이 학파적 계통을 가지고 수집된 것이 아님

73) 李存山, 讀楚簡《忠信之道》及其他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앞의 책, 
2000, p.263-277.

74) 박봉주, 앞의 글, 2002.; Yuri Pines, 앞의 글, 2002.
75) 福田哲之, 語叢(一・二・三)の文獻的性格 , 淺野裕一, 古代思想史と郭店楚簡, 

東京: 汲古書院, 2005, pp.293-310.
76) 廖名春, 荊門郭店楚簡與先秦儒學 , 姜廣輝, 《中國哲學》編委會, 郭店楚簡硏究

(中國哲學20),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2000, p.65.
77) 김경수, 앞의 책, 2008, pp.435-443.
78) 福田哲之, 앞의 글, 淺野裕一, 앞의 책, 2005,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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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보여준다. 語叢 의 문장들은 동일한 원천에서 발췌되었을 가능성

은 적고, 따라서 그런 문장들의 존재가 郭店楚簡이 일관된 군신관계론을 담

고 있었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오히려 郭店楚墓의 墓主가 다양한 원천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채록했을 語叢 의 문구들은, 郭店楚簡의 다른 문헌들 

역시 뚜렷한 사상적 경향성 없이 필요에 따라 수집된 문헌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상 郭店楚簡의 문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하나의 계통으로 묶어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인 문헌임을 확인했다. 郭店楚簡에서 분류된 道家류 문헌인 

郭店楚簡 老子 와 太一生水 는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문헌들이었고, 나아가 

郭店楚簡의 道家와 儒家 문헌들 역시 여전히 충돌하는 별개의 저작들이었다. 

이처럼 사상적 혼재를 보이는 郭店楚簡에서 군신관계론 역시 일관된 양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군신관계론 관련 자료들을 비교해 본 결과 忠이나 義와 

같은 주요 개념에서부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로 아우를 수 

없는 다양한 관점들이 확인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초점을 上博楚簡 속 논의

로 옮겨, 그 안에 보이는 다양한 군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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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上博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다양한 군신관계

앞장에서는 郭店楚簡에서 군신관계론이라는 주제를 공유하는 개별 문헌들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郭店楚簡의 군신관계론을 크게 군주와 신하의 

상호적 군신관계론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문헌의 구체적 내용이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하나의 계통으로 이해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그것을 楚 혹은 戰國時代 군신관계론의 대표

성과 연결하는 것은 위험한데, 이는 上博楚簡을 분석해보면 더욱 뚜렷이 드

러난다.

郭店楚簡이 출간되고 얼마 되지 않아, 1994년 상해박물관이 홍콩 골동

품시장에서 사들인 戰國時代 楚簡이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라는 이름으

로 2001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했다. 서사 연대가 郭店楚簡과 유사하다고 추

정되는 이 자료는 제자백가 계통의 서적뿐만 아니라 경서류나 역사 고사를 

기록한 문헌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구성을 보인다.79)

郭店楚簡의 두드러지는 특색은 “그 전부가 思想文獻이라는 점에 있다”80)

고 생각할 만큼, 郭店楚簡은 직접적인 사상 논술을 통한 군신관계론의 분석

이 가능했다. 그러나 上博楚簡에는 전적으로 군신관계에 대해 논술한 문헌이 

79) 上博楚簡은 내용 및 형식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湯淺邦弘
은 문헌의 서사적 구조에 집중하여 대화체의 문헌과 論說 형식의 문헌으로 구분

했다. 이승률은 이들 문헌은 모두 서적류이고, 내용적으로는 경학류(易・詩・
禮・樂 관련), 제자백가류(儒家・道家・墨家・兵家 등), 역사류(齊・魯・楚 지역)
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하였다. 李零은 출토자료들을 史書류, 諸子류, 詩賦류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한 뒤, 해당 분류에서 上博楚簡의 각 편을 거론하며 上博楚
簡을 분류했다. 陳偉는 簡文에 서술된 군주의 칭호 등을 분석하여 上博楚簡
의 일련의 문헌들 중 楚人의 저작, 齊人의 저작, 晉人의 저작 등을 찾아냈다. 또
한 平王與王子木 과 姑成家父 등의 문헌을 國語류문헌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湯淺邦弘, 第3章 三德の全體構造と文獻的性格 , 湯淺邦弘, 上博
楚簡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7, pp.93-123.; 이승률, 앞의 책, 2013, p.322.; 李
零, 簡帛古書與學術源流,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8.; 陳偉, 楚簡冊槪論
, 武漢: 湖北敎育出版社, 2012, pp.294-299, 320-324. 참조).

80) 池田知久 등, 序文 , 池田知久 편, 앞의 책, 2003, p.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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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郭店楚簡과 달리 上博楚簡은 忠臣의 이야기나 군신간

의 대화가 기록된 고사를 다수 수록하고 있어 戰國時代 군신관계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군

권의 옹호나 견제와 같이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류와 접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가 가지는 다양성을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上博楚簡의 군신관계 관련 논의들이 가지는 다양성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전술한 郭店楚簡의 義 개념

과 비교하여, 上博楚簡에서는 군신관계의 원리로서 義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上博楚簡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天人相關思想에 주목하여, 이것이 군신관계의 요소로서 어떻게 해석・활용되

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3절에서는 上博楚簡의 군신관계 관련 고사를 
左傳이나 史記와 같은 문헌사료와 비교하여 서사에 따라 군신관계의 강

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81)

1) 군신관계 원리로서의 義

앞서 郭店楚簡의 문헌들에서는 군신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忠과 함께 義를 

이야기했고, 그 중 魯穆公問子思 는 신하의 덕목으로서 義를 이야기했다. 

군신관계의 원리로 義를 강조하는 논의는 上博楚簡의 姑成家父 에서도 확

인된다. 이하에서는 義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군주 위주의 군신관계론을 강조

81) 분석에 앞서, 郭店楚簡과 달리 上博楚簡에는 군신관계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술

한 문헌이 보이지 않고, 군신관계론 관련 문헌은 역사 고사를 기록한 것이 대부

분이다. 이런 고사류 문헌은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

힐 수 있다. 특히 簡文에 찍힌 구두부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저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문헌을 작성했을지라도 독자는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김병준, 앞의 글, 2009). 또한 郭店楚簡에서도 살펴봤다시

피 출토문헌의 수집자는 본인의 필요나 관심사에 따라 수집 가능한 문헌을 모았

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독자의 존재를 전제할 때, 이하에서 분석할 문헌들에

서 표출되는 군신관계론은 그 문헌이 내포하는 특징이며, 上博楚簡 수집자의 사

상이나 의도가 담겨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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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姑成家父 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한다.82)

姑成家父 는 春秋時代 중기 晉國의 실권자였던 三郤, 즉 郤錡・郤犨(簡文
의 姑成家父)・郤至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 내용이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있

다. 전체적인 서사는 다음과 같다. 姑成家父는 厲公의 신하로서 올바른 정치

를 행하고 君臣의 절도를 지킨 자로, 그를 포함한 三郤은 모두 公家를 위해 

애썼다. 欒書는 난을 일으키고자 했는데, 三郤을 두려워했다. 欒書는 姑成家
父를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欒書는 이에 厲公에게 姑成家父를 모함한

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郤錡는 姑成家父에게 厲公을 공격할 것을 제안하

지만, 姑成家父는 신하의 도리를 이야기하며 반대한다. 결국 厲公은 姑成家
父 등 三郤을 죽이고, 이로 인해 公家가 약해지자 欒書는 厲公을 시해한다.

이 고사는 분명한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姑成家父 는 서두 부분에서 

晉厲公이 무도했고, 姑成家父가 정치를 올바르게 했고 君臣의 절도가 있었음

을 서술하여 무도한 군주와 올바른 신하라는 가치판단을 내린다.83) 그리고 

이는 본 자료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준다.

姑成家父 가 담고 있는 군신관계론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欒書가 姑成家父를 회유하는 대화와, 郤錡가 姑成家父에게 반란을 권유하는 

부분이다.

82) 姑成家父 는 총 10매의 簡, 전체 466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인 簡文의 이

해는 가장 최근에 작성되어 이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黃國輝의 석독을 저본

으로 하되, 陳偉・劉洪濤 등의 의견을 참조해 보충하였다(관련 내용은 沈培, 上
博簡《姑成家父》一個編聯組位置的調整 , 簡帛網, 2006-02-22; 陳偉, 《苦成家
父》通釋 , 簡帛網, 2006-02-26; 劉洪濤, 上博竹書《姑成家父》重讀 , 簡帛網, 
2007-03-27; 黃國輝, 上博簡《姑成家父》補釋 , 簡帛網, 2013-05-29. 참조).

83) 馬承源 주편,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上博楚
簡 각 권의 출판년도는 1권부터 9권까지 각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11, 2012년이다. 이하에는 上博楚簡으로 표기하고 권호만 부기

한다), 姑成家父 , p.240, p.245, “姑成家父事厲公爲士宛, 行政迅強, 以見惡於厲
公. 厲公無道, 虐於百豫. 百豫反之. 姑成家父以其族三郤征百豫, 不使反. 躬舉士處
官, 旦夕治之, 使有君【姑成家父1】臣之節. 三郤中立, 以正上下之過, 強於公家.…【姑成家父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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欒書가 난을 일으키고자 하여, 三郤을 두려워했다. (그는) 姑成家父에
게 말하여 가로되 “이 나라를 위해 일 함에, 어떻게 이처럼 고생합니
까? 이런 말이 있으니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無道한 정치 
때문이로다.’라고 합니다. (이는) 안정을 망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도
모하겠습니다.” 姑成家父가 말하길 “내가 감히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섬기겠습니까? 난 올곧게 서서 그대로 일을 처리하
니, 멀리 생각하고 뒷날을 생각합니다. 비록 나라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
만, 진실로 義84)하고 죄가 없다면, 당장 죽더라도 어찌 (그 뜻이) 상하겠
습니까!”

(중략)
郤錡가 그것을 듣고, 姑成家父에게 고하여 가로되 : “우리 족속 三郤

으로써 …와 더불어 君主에게 …하니, 운이 좋으면 晉邦의 社稷을 얻어 

84) 整理者는 釋文에서 이 부분을 “台義毋舊”로 보았고, 沈培는 이를 “苟義, 毋久”로 

읽었다. 陳偉는 이 부분이 뒤의 “立死”부분과 관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舊”를 “咎”로 읽고 “毋舊”를 “无咎”, 즉 “허물이 없다”는 뜻

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면 “苟義”는 “无咎”와 논리관계가 맞지 않으므로, 陳偉는 

“義”를 “我”로 읽어야 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劉洪濤은 일단은 沈培의 의견을 

좇아 義로 석독하였지만, 陳偉의 의견을 채용해도 뜻이 통한다고 하였다. 黃國輝
는 姑成家父 의 석문을 다시 서술하며 “苟義无咎”라고 석독해 두 의견을 절반

씩 따랐다. 이 중 본고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義”자에 대해 살펴보면, 학자들은 

簡文을 “義”로 隷定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읽을

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다.
 義가 아닌 我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陳偉의 주장은 주로 문맥상의 의미가 통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沈培의 주장대로 “苟義, 毋久”라고 읽으면 陳
偉가 말한 바와 같이 뒤의 “立死何傷哉”와 약간 어색하게 연결된다. 이에 陳偉
는 뒤의 두 글자를 “無咎”로 읽어 뜻을 통하게 하였다. 하지만 陳偉는 다시 “苟
義”와 “無咎”는 논리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義를 我로 바꿔야 할 가능성을 제시

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진실로 義하고, 죄가 없다면”으로 읽혀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 않다. 黃國輝이 자신의 釋文에 沈培와 陳偉의 의견을 합쳐 “苟義, 無
咎”라고 석독한 것은 그 두 단어가 서로 충돌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또한 전체 

글의 맥락에서도 여기 義가 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沈培 역시 이를 인지

하여 姑成家父가 義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관련 내용은 沈培, 앞
의 글, 簡帛網, 2006-02-22.; 陳偉, 上博五《姑成家父》零釋 , 簡帛網, 
2006-02-24.; 陳偉, 앞의 글, 簡帛網, 2006-02-26.; 劉洪濤, 앞의 글, 簡帛網, 
2007-03-27.; 黃國輝, 앞의 글, 簡帛網, 2013-05-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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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길 수 있을 것이요, 운이 나빠도 즉 사면을 얻어 나갈 것이오. 제후들
이 나를 지원하고 있으니, 누가 후하게 대하지 않겠소?” 姑成家父가 가
로되 : “아니되오. 군주는 나를 귀하게 여겨 그의 무리를 주었고, 내가 
능히 다스릴 수 있으리라 여겼소. 지금 내가 능히 다스리지 못하면, 이로 
인해 君主에게 해가 되니, 不義가 되며, 그 刑罰이 막중하오. 비록 사면
을 얻어 나가게 되어도, 君主를 섬기지 못한 일로써, 천하에 군주 된 자
라면 누가 당신을 지원하고자 하겠소? 처음, 난 열심히 무리들을 다스렸
고, 이로써 군주를 오래도록 보전하고 난을 막고자 하였소. 지금 주군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고로 反하여 그에게 나쁘게 한단 말인가. 
나는 다른 생각이 없으니, 公事를 바로 하면 비록 죽더라도 어찌 도망가
겠소? 내가 듣기로 신하된 자는 반드시 군주가 스스로 뜻을 이루도록 하
고 나서 그 뒤에 請을 한다고 하오.” 姑成家父가 이에 百豫를 안정시켰
고, (三郤이) 자신을 따라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85)

앞의 밑줄에서 義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姑成家父가 표출하는 군신관계론

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전술했다시피 姑成家父 는 무도한 군주와 올바른 

신하라는 가치판단을 서두에 전제하고 글을 전개한다. 姑成家父 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는 내용은 姑成家父가 자신의 신념을 진술하는 

부분으로, 두 번의 진술 모두 군주에 대한 義가 이야기된다. 특히 두 번째 

밑줄에서 姑成家父는 君主를 공격하는 것은 不義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앞

부분의 발언과 함께 생각한다면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반란을 일으

키지 않는 것이 義이고, 군주를 공격하는 것이 不義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

85) 上博楚簡(五) 姑成家父 , pp.241-248, “欒書欲作難, 害三郤. 謂姑成家父曰: 爲
此世也從事, 何以如是其疾與哉? 於言有之: ‘顑頷以至於今哉, 【姑成家父6】無道政也.’ 
伐厇恬适. 吾子圖之. 姑成家父曰: 吾敢欲顑頷以事世哉? 吾直立徑行, 遠慮圖後. 
雖不當世, 苟義, 毋久, 立死何傷哉! …【姑成家父7】 (중략) 郤錡聞之, 告姑成家父曰: 
以吾族三郤與【姑成家父2】□□□□於君, 幸則晉邦之社稷可得而事也, 不幸則取免而出. 
諸侯畜我, 誰不以厚? 姑成家父曰: 不可. 君貴我而授我衆, 以我爲能治. 今【姑成家父3】

吾無能治也, 而因以害君, 不義, 刑莫大焉. 雖得免而出, 以不能事君, 天下爲君者, 
誰欲畜汝者哉? 初, 吾強立治衆, 欲以長建主君而禦【姑成家父4】難. 今主君不厭於吾, 故
而反惡之. 吾毋有它, 正公事, 雖死, 焉逃之? 吾聞爲臣者必使君得志於己而有後請.
姑成家父乃寧百豫, 不使從【姑成家父5】己蒞於廷. …【姑成家父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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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姑成家父 가 義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헌이라는 것은 전래문헌과

의 간단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姑成家父 와 國語 및 左傳의 

서술 차이는 陳偉 및 單育辰이 지적한 바 있으나86) 서술구조 상의 큰 차이

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義의 강조에 대한 세밀한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國語와 左傳에는 欒書와 姑成家父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 郤錡와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전래문헌과 姑成家
父 는 군신관계의 원리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姑成家父 에서 郤錡의 의견에 姑成家父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군주

에게 해가 되는 “不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語에서는 “군주의 富”를 

이용하여 무리를 모았으니 그것으로 군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함이 제시되

며,87) 左傳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군주의 녹봉을 받아서” 무리를 모았는데 

86) 左傳 및 國語와 姑成家父 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陳偉, 單育辰 등이 설명한 

바 있다. 陳偉는 姑成家父 를 左傳과 비교하여 1) 姑成家父 에서는 百豫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2) 姑成家父 에서는 郤犨가 長魚矯와 그 

妻・母를 붙잡았던 것이 百豫를 교란시켰기 때문이고, 그 시간은 三郤之難이 일

어나기 직전으로 되어 있으나 左傳에서는 그 원인이 쌍방간의 토지분쟁이고, 
시간도 훨씬 전으로 되어 있다는 것. 3) 姑成家父 에서 欒書가 郤犨에게 권유

하는 부분이 史書에는 보이지 않고, 厲公 앞에서 三郤을 모함에 빠뜨리는 이유

를 姑成家父 는 百豫之役으로 삼고 있지만, 史書에서는 孫周를 세워 厲公을 대

신하려는 음모로 되어 있다는 것. 4) 郤錡가 거사를 꾀할 때, 史書에서는 郤至가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姑成家父 에서는 郤犨가 반대하고 있는 것 등 

네 가지 요소를 지적했다(陳偉, 上博楚竹書<苦成家父>硏究 , 중국고중세사연구

16, 중국고중세사학회, 2006). 單育辰은 陳偉와 유사한 내용을 지적했으며, 추가

로 左傳과 國語에서는 欒書가 三郤을 모함하는 내용이 姑成家父 보다 구체

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單育辰, 楚地戰國簡帛與傳世文獻對讀之硏究, 北京: 中
華書局, 2014, pp.175-177).

87) 楊家駱 주편, 國語韋氏解, 臺北: 世界書局, 1975(이하 國語, 표점은 필자), 
晉語六 , p.308, “郤至曰: 不可. 至聞之, 武人不亂, 智人不詐, 仁人不黨. 夫利君之
富, 富以聚黨, 利黨以危君, 君之殺我也後矣. 且眾何罪, 鈞之死也, 不若聽君之命.
是故皆自殺. 既刺三郤, 欒書弒厲公, 乃納孫周而立之, 實爲悼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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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군주를 공격할 수 없음이 서술된다.88) 이러한 차이는 姑成家父 가 

義를 통한 군신관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약 

姑成家父 에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면, 欒書와 姑成家父의 대화 중 義를 이

야기하는 부분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姑成家父 는 두 차례의 대화로 姑成家父가 군주에 대한 義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君臣之節”이 있던 姑成家父는 나라의 정치가 무도해

도, 인정받지 못해도, 義에 합치한다면 죽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두 

번째 대화에서는 군주에게 해가 되는 것은 不義이며, 그 형벌이 막중함을 이

야기해 군주에 대해 일방적인 충성을 표출한다.

앞서 郭店楚簡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義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군신관계의 원리로서 義가 이야기되는 것은 郭店楚簡
魯穆公問子思 ・ 六德 및 전래문헌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姑成家父 는 

義적 군신관계론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문헌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문헌에서 보여주는 군신관계에서 義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전래문헌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義가 서술되고 있는데,89) 여기서는 명확한 

비교를 위해 墨子 耕柱 에 나타난 다음의 고사를 살펴보자.

88) 左傳 成公17年 , p.797, “郤至曰: 人所以立, 信、知、勇也. 信, 不叛君; 知, 不
害民; 勇, 不作亂. 失茲三者, 其誰與我? 死而多怨, 將安用之? 君實有臣而殺之, 其
謂君何? 我之有罪, 吾死後矣. 若殺不辜, 將失其民, 欲安, 得乎? 待命而已. 受君之
祿, 是以聚黨. 有黨而爭命, 罪孰大焉? ”

89) 예를 들어 荀子에서는 利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義가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正義之臣이 있다면 조정이 삐뚤어지지 않음이 언급된다(荀子 臣道 , p.250, 
“故正義之臣設, 則朝廷不頗.”). 孟子에도 “君臣有義”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군주와 신하 사이에 義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만 이는 군신관계론의 맥락이라

기보다는 일종의 도덕적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十三經注疏》整理委
員會 정리, 李學勤 주편, 十三經注疏・孟子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이하 孟子), 滕文公上 , p.174,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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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石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衛나라를) 떠난 것이 어찌 감히 
도리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옛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천하에 도
가 없으면 仁士는 후한 지위에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衛나라 
군주가 무도한데, 그 爵祿을 탐하면, 즉 이는 제가 진실로 타인의 먹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墨子는 기뻐하며, 子禽子를 불러 말하길. “잠
시 이걸 들어 보거라! 무릇 義를 등지고 俸祿을 향하는 자는, 나는 늘 들
어왔다. (그런데) 俸祿을 등지고 義를 향하는 자는, 高石子에게서 그것을 
보았구나.90)

이 고사에서는 祿과 義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신하로서 義를 좇는 자를 

찬미하고 있다. 군신 관계의 원리로 義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는 姑成家
父 와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義의 내용을 살펴보면 姑成家
父 와 정면으로 대치됨을 알 수 있다. 姑成家父 는 군주와 나라의 정치가 

무도하여도 군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義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墨子
 耕柱 에서는 군주가 무도한데 남아있는 것은 俸祿을 탐하는 것이고, 떠나

는 것이 義를 향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군주의 무도함이라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姑成家父 는 남아있는 것이, 墨子 耕柱 는 떠나는 것이 義로 묘사

되고 있다.

전술한 郭店楚簡의 魯穆公問子思 역시 爵祿과 義를 대립적으로 표현하

며 군신관계에 있어서 義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었다. 魯穆公問
子思 의 義는 墨子와 마찬가지로 爵祿와 대립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墨子 耕柱 와도 다르고,91) 姑成家父 와도 다르다. 군주를 위해 목

90) 墨子 耕柱 , pp.433-434, “高石子曰: 石去之, 焉敢不道也. 昔者夫子有言曰: 
‘天下無道, 仁士不處厚焉. ’今衛君無道, 而貪其祿爵, 則是我爲苟啗人食也. 子墨子
說, 而召子禽子曰: 姑聽此乎! 夫倍義而鄉祿者, 我常聞之矣. 倍祿而鄉義者, 於高石
子焉見之也. ”

91) 墨子에서는 군주에게 간언하는 자를 忠臣이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義를 통해 군신관계론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耕
柱 편을 일례로 들었다. 墨子에 나타난 忠臣과 간언에 대해서는 湯淺邦弘, 第5
章 魯穆公問子思において 忠臣 の思想 , 淺野裕一, 앞의 책, 2005, 
pp.113-133, 특히 pp.118-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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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버리는 자는 爵祿을 좇는 자이고, 군주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爵祿을 

멀리하고 義를 좇는 자이다. 똑같은 義에 기초한 군신관계를 서술하고 있지

만 墨子에서는 군주의 무도함에 대해 떠나는 선택이 義인 반면, 姑成家父
는 군주가 무도하여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義이다. 그리고 魯穆公問子思
에서는 떠나지도 않고 군주에게 무조건 충성을 바치지도 않으며, 군주의 잘

못을 지적하는 것이 義로 묘사되고 있다. 군신관계에서 신하의 덕목으로 義
를 이야기하는 세 문헌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上博楚簡 姑成家父 墨子 耕柱 郭店楚簡 魯穆公問子思
義의 내용

군주가 무도해도 

충성함

무도한 군주를 

떠남
군주의 잘못을 지적

爵祿과 義의 

관계
언급 없음 대립적 관계 대립적 관계

<표 2> 忠信之道 六德 魯穆公問子思 의 忠・義 개념 비교

마지막으로 六德 은 신하를 능력에 따라 임명하고 俸祿을 내리는 것이 

군주이며, 신하를 부리는 것은 義로써 하고 이는 군주의 德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군주가 신하를 “기르길 子弟와 같이 하”고, 신하는 “죽음의 위기

에도 감히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군주의 俸祿에 신하가 목숨으로 

보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爵祿과 義가 동시에 출현하는 六德 은 위의 문헌들과 유사한 군신관계론

을 가지는 듯 보인이기도 하며, 특히 신하가 군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

는다는 점은 六德 과 姑成家父 가 동일하다. 그러나 六德 은 군주가 신하

에게 祿을 내리고 義로 부린다는 점에서 爵祿과 義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

하지 않고 있다. 또한 六德 은 군주의 덕목으로 義가 이야기되며 군주의 祿
에 대응되는 신하의 충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姑成家父 는 신

하의 덕목으로 義가 제시되며 군주가 무도하여도 충성한다는 헌신적 충성이 

강조된다.

요컨대 上博楚簡 姑成家父 은 墨子 耕柱 , 郭店楚簡 魯穆公問子思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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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郭店楚簡 六德 과 다른 형태의 군신관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네 

문헌이 모두 義를 군신관계론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義의 의미 

및 군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모두 상이하다.

2) 군신관계의 중층적 해석

지금까지 군신관계의 주요 요소로서 忠과 義에 집중하였지만, 上博楚簡의 

문헌에서는 군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天人相關思
想이 등장한다. 이하에서는 上博楚簡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天人相關思
想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 이후 그것이 군신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上博楚簡에 보이는 天人相關思想에 대해 살펴보자. 초월적 人格神이 

人間事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준다는 天人相關思想은 고대 중국인에

게 낯설지 않은 생각이었고, 漢代 董仲舒의 災異論 또한 이런 사상에 근거하

고 있다.92) 上博楚簡에도 天人相關思想이 도처에서 확인된다. 특히 平王問
鄭壽 93)에 기록된 “재앙이 초나라에 잇따르니, 鬼神이 분노하여 先王(의 영

혼이)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 아닐까 두려운데, 내가 어찌 고치면 되겠는

가?”94)라는 楚平王의 말은 나라에 닥친 재앙이 鬼神의 행동이라는 생각을 

명확히 드러낸다.95)

92) 陳侃理, 儒學、數術與政治: 災異的政治文化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5, 
pp.9-26.

93) 인용된 제1, 2簡의 석독은 郭永秉의 글을 저본으로 하였다(석독과 字意 관련 내

용은 陳偉, 讀《上博六》條記 , 簡帛網, 2007-07-09; 陳偉, 《平王問鄭壽》校讀
, 簡帛網, 2007-07-16; 郭永秉, 讀《平王問鄭壽》篇小記二則 , 簡帛網, 

2007-08-30. 및 문병순,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平王問鄭壽》篇 硏究 , 
中國語文論叢 43, 中國語文硏究會, 2009. 참조).

94) 上博楚簡(六) 平王問鄭壽 , pp.256-257, “競平王就鄭壽, 訊之於宗廟, 曰: 禍敗
因重於楚邦, 懼鬼神以爲怒, 使【平王問鄭壽1】先王無所歸, 吾何改而可? ……【平王問鄭壽2】”

95) 이외에도 鄭子家喪 에서는 군주에 대한 하극상을 비난하며 “(子家를 제대로 징

벌하지 않아) 上帝鬼神이 노한다면, 내가 장차 어찌 (上帝鬼神을) 대하겠소?”라
고 上帝鬼神을 경외의 대상으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齊景公의 병과 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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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博楚簡의 三德 96)과 鬼神之明 97)에서는 이와 같은 天人相關思想이 논

술형식으로 나타난다. 먼저 三德 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짓과 속임을 하지 말라, 上帝가 장차 그것을 증오할 것이다. 忌해야 
하는데 忌하지 않으면, 天이 이에 재앙을 내린다. 마쳐야 하는데(已) 마
치지 않으면, 天이 이에 異變을 내린다.98)

…때에 게으르지 말아야, 上帝가 그것을 기뻐하여, 이에 凶災가 없
다.99)

三德 은 가장 큰 사상사적 특색이 天人相關思想이라고 이야기될 만큼100) 

上帝・天 등으로 묘사되는 초월적 존재와 人間事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고 

있다. 三德 에서 皇天・上帝・天 등 다양한 명칭으로 묘사되는 초월적 존재

책에 대한 고사를 담은 景公瘧 역시 병의 원인을 “(鬼)神”으로 보고 있으며 

魯邦大旱 , 柬大王泊旱 , 鮑叔牙與隰朋之諫 에도 유사한 天人相關思想이 반영

되어 있다. 이 중 柬大王泊旱 과 鮑叔牙與隰朋之諫 에 대해서는 군신관계론과 

연결해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96) 三德 은 총 22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홍콩중문대학 중국문화연구소 

문물관에 1簡이 소장되어 있고 총 글자 수는 898자이다. 석독은 曹峰의 연구를 

따랐다(관련 내용은 曹峰, 再談《三德》的編聯與分章 , 簡帛網, 2006-04-13; 湯
淺邦弘, 第3章 三德の全體構造と文獻的性格 , 湯淺邦弘, 앞의 책, 2007, 
pp.93-123. 참조).

97) 鬼神之明 은 총 5簡, 197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출판시에는 整理者에 의해 총 8
簡의 鬼神之明融師有成氏 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제5簡의 墨節을 기준으로 鬼
神之明 과 融師有成氏 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鬼神之明 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簡文의 석독은 黃人二의 석독을 기반으로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

하였다(관련 내용은 陳偉, 上博五《鬼神之明》篇初讀 , 簡帛網, 2006-02-18; 黃
人二, 上博藏簡第五冊鬼神之明試釋 , 簡帛網, 2007-02-17; 문병순, 上博楚竹書
(五),鬼神之明篇 譯釋 , 중국언어연구 24, 한국중국언어학회, 2007. 참조).

98) 上博楚簡(五) 三德 , pp.289-290, “毋爲偽詐, 上帝將憎之■. 忌而不忌, 天乃降
災■. 已而不已, 【三德2】天乃降異■. …【三德3】”

99) 上博楚簡(五) 三德 , p.303, “……〔不?〕懈於時, 上帝喜之, 乃無凶災. ……【香港

簡】”
100) 湯淺邦弘, 第4章 三德の天人相關思想 , 湯淺邦弘, 上博楚簡硏究, 東京: 汲古

書院, 2007,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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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災異를 내린다.

이러한 天人相關思想은 鬼神之明 에도 보인다. 鬼神之明 은 鬼神이 明한

지 아닌지에 대한 논술이다. 그 내용은 鬼神의 상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무릇 鬼神이란 明한 바

도 있고, 不明한 바도 있으니, 즉 그 賞善罰暴 때문이다”101)라는 문구는 鬼
神之明 을 가장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다.

鬼神의 明과 不明에 대해서 鬼神之明 은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

다. 이에 鬼神에 대한 존숭을 강조한 墨子와의 관련성 및 학파 계통에 대

해서 논쟁이 있으나,102) 기본적으로 鬼神이 善과 暴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존재라는 인식은 鬼神之明 전체를 관통한다.

이런 문헌들이 동일한 관점의 天人相關思想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초월적 존재가 내리는 상벌의 적합성에 대해 三德 은 이를 의심하지 않지

만, 鬼神之明 은 “善者가 혹 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暴者가 혹 벌을 받

지 않기도”103) 한다며 의심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문헌자료104) 및 

上博楚簡에 보이는 天人相關思想을 살펴볼 때, 당시 上帝 등으로 대변되는 

101) 上博楚簡(五) 鬼神之明 , p.310, “今夫鬼神有所明, 有所不明, 則以其賞善罰暴
也.”…【鬼神之明1】

102) 鬼神之明 이 墨子 학파의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整理者는 내

용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鬼神之明 을 墨子의 逸文이라 주장했다. 문병순은 

鬼神이 不明한 바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및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부분

을 들어 이것이 墨子의 일부분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淺野裕一
은 鬼神之明 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이것이 확실히 墨家의 문헌이라 주장했

다. 이승률은 鬼神之明 의 학파소속문제에 대한 기존의 의견을 분석하고, 이것

이 墨子 일파의 작품임은 틀림없으나 이후 今本 墨子가 편집될 때 배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관련 내용은 上博楚簡(五), pp.307-308. 문병순, 앞의 글, 
2007; 淺野裕一, 第12章 鬼神之明と墨子明鬼論 , 湯淺邦弘, 上博楚簡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7, pp.305-328; 李承律, 上博楚簡《鬼神之明》鬼神論與墨家
世界觀研究 , 文史哲, 2011-2. 참조).

103) 上博楚簡(五) 鬼神之明 , p.316, “則善者或不賞, 而暴【鬼神之明3】(者或不罰)”
104) 春秋戰國시기 天人相關思想이 드러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墨子가 있다. 墨

子 明鬼 에서는 鬼神에 대한 존숭이 강조되며 천하의 혼란이나 君臣간의 문제

마저 鬼神의 존재를 믿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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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 존재가 人間事에 관여한다는 인식은 上博楚簡의 독자에게 생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天人相關思想은 그 자체로 군신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서 다양한 義의 개념에 따라 신하가 군주에게 헌신적 충성을 바치는 형태

부터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군주를 떠나는 형태까지 다양한 군신관계가 

그려짐을 확인했다. 天人相關思想 역시 그것을 어떤 문맥에서 해석하고 이용

하느냐에 따라 군주의 정당성을 강화해주기도, 신하가 군주를 비판하는 도구

가 되기도 한다.

우선 鄭子家喪 을 살펴보자. 鄭子家喪 은 내용이 길지 않은, 鄭나라 子
家의 하극상에 대한 응징 및 晉과의 전쟁에 관한 고사이다. 내용을 요약하

면, 鄭의 子家가 군주를 시해하였고 이후 子家가 사망하자 楚莊王이 鄭을 포

위공격하며 楚莊王은 이 공격이 子家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晉이 鄭을 구하러 오자, 회군하려던 楚王은 大夫의 진언에 따라 군사를 돌려 

晉과 전투해 승리한다.105)

신하의 잘못을 군주가 징벌하는 이 고사에서는 군주가 행위의 정당성을 

天人相關思想을 통해 설명한다. 3절에서 다시금 후술하겠지만, 이 부분은 
左傳 등의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부분이다. 楚莊王의 발언이 있

는 전반부를 살펴보자.

鄭나라의 子家가 죽으니, 변경의 사람이 와서 (莊王에게) 고하였다. 莊
王은 大夫를 청해 그와 말하여 가로되, “鄭나라의 子家는 그 군주를 죽
였으니, 과인은 매일 이를 大夫에게 고하고자 하였으나, 나라에 병이 있
어 지금에 이르(러 이야기하)게 되었소. 楚나라는 제후들을 바로잡는 (자
리에 있소). 지금 鄭나라의 子家가 그 군주를 죽였는데도, 장차 그 영광
을 보존한 채로 지하에 들어갔소. 상제귀신이 노한다면, 내가 장차 어찌 
(상제귀신을) 대하겠소? 비록 나라에 병이 있지만, 장차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야 할 것이오.” 이에 군사를 일으키고, 鄭나라를 삼개월동안 포위
했다. 鄭나라 사람이 그 이유를 물으니, 왕이 그에게 대답하도록 명하여 

105) 上博楚簡(七) 鄭子家喪 ,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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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되 : “鄭나라의 子家는 천하의 예를 전복시켜, 귀신께 상서롭지 못
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하였고, 그 군주를 죽였다. 나는 장차 
반드시 子家로 하여금 지상에서도 명예를 이루지 못하고, 지하에서도 영
광되지 못하게 하게 할 것이다.”106) (후략)

군주를 시해한 신하와, 그 신하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하는 이 고사는 군신

관계의 일면을 담고 있다. 楚莊王은 子家를 징벌하는 이유를 그것이 上帝鬼
神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 명언한다. 上帝鬼神의 권위에 

기대어 신하에 대한 징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天人相關思想을 군주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해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 없는 형식상의 수사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上
博楚簡에 여러 차례 보이는 天人相關思想 및 上帝鬼神에 대한 인식, 그리고 

후술할 柬大王泊旱 이나 鮑叔牙與隰朋之諫 에서 보이는 上帝鬼神권위에 

가탁한 군주비판 등을 보면, 天人相關思想에 근거한 上帝鬼神의 권위가 최소

한 수사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柬大王泊旱 을 살펴보자. 柬大王泊旱 107)은 楚簡王시기 발생한 

가뭄과 왕의 병에 관한 고사이다. 상대적으로 긴 고사로 서사는 다음과 같

106) 上博楚簡(七) 鄭子家喪 , pp173-176, “鄭子家喪, 邊人來告. 莊王就大夫而與之
言曰: 鄭子家殺其君, 不穀日欲以告大夫, 以邦之病【鄭子家喪1】以及於今而後. 楚邦使
爲諸侯正. 今鄭子家殺其君, 將保其寵光以及入地. 如上帝鬼【鄭子家喪2】神以爲怒, 吾將
何以對? 雖邦之病, 將必爲師. 乃起師, 圍鄭三月. 鄭人請其故, 王命對之曰: 鄭子
【鄭子家喪3】家顚覆天下之禮, 弗畏鬼神之不祥, 從心, 戕賊其君. 我將必使子家毋以成名
立于上而滅【鄭子家喪4】光於下. …【鄭子家喪5】”

107) 柬大王泊旱 은 총 23簡, 601자로 구성된 문헌이다. 柬大王泊旱 은 제도 및 사

상에 관련된 풍부한 내용 및 魯邦大旱 과 주제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많은 학

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陳偉는 2006년에 柬大王泊旱 에 대해 종합적인 

역주를 진행한 바 있다. 季旭昇은 陳偉의 연구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簡文의 

석독 및 해석을 약간 수정했는데, 본고에서는 季旭昇의 석독과 해석을 저본으로 

하여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충하였다(관련 내용은 陳偉, 《簡大王泊
旱》新研 , 簡帛網, 2006-11-22; 季旭昇, 《柬大王泊旱》解題 , 2007-02-03; 來國
龍, 《柬大王泊旱》的敍事結構與宗教背景 , 簡帛網, 2012-07-06; 원용준, 上博
楚簡柬大王泊旱의 재이설 연구 , 陽明學 44,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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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楚에 가뭄이 닥쳤고, 이에 관한 占卜에 참여한 왕은 병에 걸린다. 왕은 

병을 고치기 위해 새로 얻은 莒땅에서 제사를 올리려 하지만, 楚의 제도를 

어기고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며 釐尹이 저지한다. 이를 들은 太宰는 왕이 楚
의 제도를 지켜 鬼神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니 高明한 上帝鬼神은 이를 

알고 왕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 말한다. 장면이 바뀌어 令尹과 太宰가 대

화하며 신하가 군주에게 자문해야 함이 이야기되고, 이후 왕은 꿈을 꾸고 이

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데, 太宰는 이를 上帝가 旱母를 통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주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왕은 통곡하며 대

책을 묻고, 太宰는 四郊에 제사를 잘 지내어 해결하도록 한다. 왕은 太宰의 

말을 따르고, 큰 비가 내려 전국이 풍작을 거둔다.

본문에 등장하는 太宰는 柬大王泊旱 에서 수차례 聖人 혹은 聖人의 자손

으로 묘사된다.108) 특히 마지막에 결국 太宰의 의견을 따라 문제가 해결되므

로, 柬大王泊旱 은 전술한 姑成家父 처럼 太宰의 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을 전제하고 있다.

太宰는 초나라에 닥친 가뭄이 上帝에게서 비롯된 일이며, 군주가 不能治者
이기 때문에 上帝가 “군주를 향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라 진단한다. 그렇다

면 天人相關思想이 柬大王泊旱 속 군신관계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

석해보자. 다음 太宰의 말을 보면, 上帝鬼神은 명백히 군주보다 우위에 있으

며 高明한 존재이다.

太宰가 말하였다. “君王은 善君이니, 스스로를 위해 釐尹(이 지켜온) 
常故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釐尹은 초나라의 귀신을 (섬기는 일을) 담당
하고 있으니, 감히 君王의 몸으로 鬼神의 常故를 바꾸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上帝鬼神은 심히 高明하기에, 장차 반드시 그것을 알 것입니
다. 君王의 병은 장차 오늘부터 나을 것입니다.”109)

108) 上博楚簡(四) 柬大王泊旱 , p.204, “相徙、中余答: 君王當以問太宰晉侯. 彼聖
人之子孫. …【柬大王泊旱10】”; pp.212-213, “陵尹、釐尹皆志其言以告太宰: 君聖人, 且
良長子, 將正【柬大王泊旱19】於君. … 【柬大王泊旱20】”

109) 上博楚簡(四) 柬大王泊旱 , p.213, pp.199-200, p.214, “太宰言: 君王元君,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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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君王의 몸으로 鬼神의 常故를” 바꾸지 않은 군주를 이야기하는 太
宰의 말은 명백히 鬼神을 군주의 상위에 두고 있다. 또한 “上帝鬼神은 심히 

高明”하다는 언급은 上帝鬼神의 상벌이 적절함을 암시하고 있다. 전술한 鬼
神之明 의 天人相關思想과 달리 柬大王泊旱 의 太宰는 군주의 위에서 군주

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서 上帝鬼神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후 太宰는 초나라의 가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왕이 太宰에게 묻길) “(꿈에서) 장차 반드시 북을 울려 건너고자 하
니, 이는 무슨 의미인가?” 太宰가 나아가 대답하길, “이는 소위 ‘旱
母’로, (上)帝가 장차 그에게 명하여 제후인 군주들 중 不能治者를 다스
리는 것이니, 그들에게 가뭄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가
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을 이동시켜 나라를 떠나게 하니, 이는 
군주를 향한 형벌입니다.”110)

太宰의 말에 따르면 楚에 닥친 가뭄은 군주가 不能治者이기에 上帝가 내

리는 형벌이다. 군주의 상위에서 그 행동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高明한 

上帝는 군주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형벌을 내린다. 따라서 楚 가뭄의 

원인은 군주의 행동에 있으며, 太宰는 上帝의 형벌이라는 말을 통해 군주를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 또한 太宰에 의해 제시되며, 그 과정이 고

생스러움111)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이를 따르고, 楚의 가뭄은 극적으로 해결

以其身變釐尹之常故；釐尹【柬大王泊旱21】爲楚邦之鬼神主, 不敢以君王之身變亂鬼神之
常故. 夫上帝鬼神高明【柬大王泊旱6】甚, 將必知之. 君王之病將從今日以已. ” …【柬大王泊旱

22】
110) 上博楚簡(四) 柬大王泊旱 , pp.204-205, “ 將必【柬大王泊旱10】鼓而涉之, 此何? 太

宰進, 答: 此所謂之旱母, 帝將命之修諸侯之君之不【柬大王泊旱11】能治者, 而刑之以
旱. 夫雖毋旱, 而百姓移以去邦家, 此爲君者之刑. 【柬大王泊旱12】”

111) 太宰의 해결책은 日傘을 쓰지 말고 四郊에 제사지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柬大王泊旱 서두에는 왕이 태양을 향해 서서 卜에 참여했다가 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보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四郊 제사 중 왕은 초췌해지고 더위를 먹은 신

하가 생겼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런 내용을 감안할 때, 太宰가 요구한 日傘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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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柬大王泊旱 에서는 鄭子家喪 처럼 天人相關思想이 군주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군주의 잘못을 비판하고 군주를 계

도하는 데에 上帝鬼神의 권위가 이용되고 있어 鄭子家喪 과 정 반대의 해

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왕이 不能治者라서 楚에 가뭄이 들었다거나, 

그것이 군주에게 내려온 형벌이라는 太宰의 발언은 나라의 재난이 왕 때문

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太宰가 하라는 대로 고생스러

운 제사를 수행했고, 柬大王泊旱 은 楚의 가뭄이 해결되었음을 서술해 일련

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미화한다. 그리고 군주의 행위를 판단하고 상벌을 적

절히 가하는 上帝鬼神의 존재는 太宰가 군주를 비판할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요컨대, 柬大王泊旱 의 서사에서는 高明한 上帝鬼神의 권위를 바탕으

로 군주를 비판하고 행동을 계도하는 신하와 그것을 따르는 군주라는 군신

관계를 그리고 있다.

다음으로 鮑叔牙與隰朋之諫 112)을 살펴보자.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齊桓
公과 鮑叔牙・隰朋 두 신하의 대화를 기록한 문헌이다. 齊나라에 일식이 생

겨 그 연유를 묻자, 鮑叔牙는 이것은 異變이며, 장차 재앙이 닥칠 것이라 예

견한다. 이에 齊桓公은 제사를 지내 해결하려 하고, 隰朋은 齊桓公이 무도하

여 발생한 일이니 불가능하다며 저지한다. 이어서 鮑叔牙와 隰朋은 齊桓公의 

지 않는 제사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上博楚簡(四) 柬
大王泊旱 , pp.195-196, “王自臨卜. 王向日而立, 王汗至【柬大王泊旱1】帶. 龜尹知王之炙
於日而病, 蓋榦愈夭. 釐尹知王之病, …【柬大王泊旱2】”; pp.208-209, “王許諾. 修四郊【柬

大王泊旱15】三日, 王有野色, 屬者有暍人. …【柬大王泊旱16】”)
112) 본래 두 편으로 정리된 競建內之 와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陳劍이 하나로 합

쳤다. 陳劍은 競建內之 의 간 배열 순서를 조정하고, 鮑叔牙與隰朋之諫 에 대

해서는 季旭昇등이 주장한 簡 순서를 참조하여 두 篇을 하나로 이어 붙였다. 본
고에서도 이 편련을 기준으로 鮑叔牙與隰朋之諫 을 분석한다(관련 내용은 季旭
昇, 上博五芻議(上) , 簡帛網, 2006-02-18; 陳劍, 談談《上博(五)》的竹簡分篇、
拼合與編聯問題 , 簡帛網, 2006-02-19. 참조). 鮑叔牙與隰朋之諫 에 대해서는 林
志鵬이 상세한 역주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본고의 석독 역시 林志鵬의 연구를 저

본으로 하였다(林志鵬, 楚竹書《鮑叔牙與隰朋之諫》補釋 , 簡帛網,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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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묻는 군주에게 정치적인 방안을 이야기한다. 齊
桓公은 이에 정치를 개선하고, 齊에는 재앙이 오지 않았다.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柬大王泊旱 과 유사한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齊桓公은 異變에 대해 鮑叔牙・隰朋의 의견을 구하고, 제사로서 해결하려 한

다. 하지만 鮑叔牙와 隰朋은 그 방법이 불가함을 이야기하여 해당 행위를 저

지한다. 아울러 왕의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왕에

게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왕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柬大王泊旱 보다 더 격렬하게 왕을 비판하지만, 재앙을 내리는 주체에 대

한 언급이 자세하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하늘에 이변이 보이지 않고, 땅에 

재앙이 보이지 않으면, 즉 뭇 鬼神들에게 말하길, ‘天地가 나를 포기한 것인

가’”113)라고 한다는 인용구에서 鬼神이 군주의 행위에 대해 災異를 내리는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上帝나 上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문

헌들과 차이는 있지만,114) 하늘의 이변과 땅의 재앙이 鬼神으로부터 나온다

는 인식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일식 및 그 뒤

에 예견된 재앙의 주체를 上帝鬼神으로 상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鮑叔牙與隰朋之諫 는 柬大王泊旱 과 마찬가지로 天人相關
思想을 이용하여 군주를 비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주에 대한 격렬한 

비판의 원인은 이변이 군주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며, 초월적 존재가 내릴 

재앙을 회피하기 위해 군주는 비판을 수용하고 신하의 말에 따라 정치를 개

선한다. 또한 柬大王泊旱 과 마찬가지로 晉나라의 정벌군이 본국에 난이 생

겨 돌아가는 등 문헌의 말미에 서술되는 긍정적인 결과115)는 신하에 의해 

군주가 계도되는 전체 과정을 미화하고 있다. 군주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어

113) 上博楚簡(五) 鮑叔牙與隰朋之諫 , p.173, “ 天不見夭, 地不生孼, 則訴諸鬼神曰: 
‘天地明棄我矣’… 【競建內之7】”

114) 淺野裕一, 第14章 鮑叔牙與隰朋之諫の災異思想 , 湯淺邦弘, 上博楚簡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7, p.390.

115) 上博楚簡(五) 鮑叔牙與隰朋之諫 , p.189, “是歲也, 晉人伐齊, 既至齊地, 晉邦有
亂, 師乃歸. 雨平地至膝, 復. 螟蚱亦不爲災, 虹煇亦不爲害.【鮑叔牙與隰朋之諫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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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그리고 제사 시도가 저지되고 군주가 정치 개선을 요구받는 지점에서는 

신하에게 힘이 실린 군신관계가 부각된다.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이변에 대

한 해석을 군주 비판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天人相關思想이 군신관계론에 이

용되는 또 다른 예시가 된다.

아울러 주의해야 할 점은 柬大王泊旱 과 鮑叔牙與隰朋之諫 의 차이이다. 

두 문헌 모두 天人相關思想을 통해 군주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동일한 맥

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柬大王泊旱 은 재해가 이미 닥쳐서 이를 해

결하는 고사이지만,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異變이 생겨 이로써 재앙이 예견

되었지만 결국 행동변화를 통해 재앙이 회피되는 고사이다.116) 또한 柬大王
泊旱 은 결국 제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정치적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災異에 대한 관점에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두 문헌 사이의 어조 차이이다. 柬大王泊旱 에서 

군주에 대한 비판이 비교적 우회적이고, 군주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鮑叔牙與隰朋之諫 에서는 군주가 무도함을 

두 차례나 明言117)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어조 또한 직접적이고 격렬하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두 문헌의 지역적・사상적 기원이 같지 않음을 암시한

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은 군신관계론을 표현하는 구조와 방향에 유사성이 있

을 뿐, 군신 관계에 대한 하나의 사상적 경향으로 묶을 수 없는 별개의 문헌

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鄭子家喪 , 柬大王泊旱 ,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모두 

天人相關思想이 군신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서술된 고사들이다. 天人相關思想 
자체는 군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활용에 따라 鄭子家喪 은 

군주의 신하 징벌을 정당화시켜주는 요소로, 柬大王泊旱 과 鮑叔牙與隰朋
之諫 은 군주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柬大王泊旱 과 鮑叔牙與隰
116) 淺野裕一, 第14章 鮑叔牙與隰朋之諫の災異思想 , 湯淺邦弘, 앞의 책, 2007, 

p.390.
117) 上博楚簡(五) 鮑叔牙與隰朋之諫 , pp.171-172, “隰朋答曰: 公身【競建內之5】爲亡

道, 不遷於善而說之, 可乎哉？ …【競建內之6】”; p.175, “隰朋與鮑叔牙皆拜, 起而言曰: 
公身爲亡道… 【競建內之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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朋之諫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동일한 요소를 서로 다른 방

향으로 활용하는 이상의 고사들은 上博楚簡 속 군신관계 논의들이 일관성보

다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이는 출토자료를 볼 때 문

헌간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3) 군신관계의 상이한 서사

上博楚簡 속 몇몇 고사들은 특히 전래문헌과 유의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전래문헌과 上博楚簡 申公臣靈王 및 鄭子家喪 의 서사적 특징을 비교하고, 

上博楚簡에서 서사 방식에 따라 기존 문헌과 다른 형태의 군신관계가 드러

남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申公臣靈王 에 대해 분석해보자. 申公臣靈王 은 左傳과 거의 유

사한 내용이지만, 글의 후반부에 左傳에 없는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전체 

글의 성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아래 申公臣靈王 118)의 전문

을 살펴보자.

棘遂에서 방어할 때, 陳公子皇이 皇子를 잡았다. 王子圍가 그를 빼앗았
다. 陳公이 그것을 다투었다. 王子圍가 왕위에 올랐다. 陳公子皇이 王을 
알현했다. 王이 말하길, “陳公은 棘遂에서의 일을 잊어버렸는가?” 陳公
이 말하길, “소신은 君王이 장차 君이 되실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신이 
君王이 君이 되실 걸 알았더라도, 신은 장차 또한 (같은 상황에) 이르렀

118) 申公臣靈王 은 9매 簡으로 구성된 莊王既成 과 함께 정리되었으며 제4簡 상
단에 墨釘으로 구분되어 그 이후부터 서사되어있다. 본고에서는 분리해서 서술

하도록 한다. 석문은 海老根量介의 논문을 저본으로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

해 보충하였다(관련 내용은 陳偉, 讀《上博六》條記 , 簡帛網, 2007-07-09; 凡國
棟, 讀《上博楚竹書六》記 , 簡帛網, 2007-07-09; 範常喜, 讀《上博六》劄記六
則 , 簡帛網, 2007-07-25; 劉信芳, 說穿封戌之“心” , 簡帛網, 2007-08-21; 문병순,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ㆍ申公臣靈王篇 譯釋 , 중어중문학 42, 한국중

어중문학회, 2008; 海老根量介, 上博簡《申公臣靈王》簡論——通過與《左傳》比
較 , 復旦網, 2012-07-0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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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입니다.” 王이 말하길, “과인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陳公
의 이 말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오늘날 陳公이 과인을 섬기니, 반드시 
이 마음으로써 하라.” 陳公은 꿇어앉아 절하고, 일어나서 답하길, “신
은 君王의 신하가 되고, 君王께서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刑具로써 
치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119)

申公臣靈王 은 楚靈王이 자신에게 대적한 신하를 용서하고 신하로 받아

들이는 고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陳公子皇은 과거 公子圍와 

다투었던 穿封戌로, 이 고사는 左傳에서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穿封戌로 하여금 陳公이 되게 하며 말하길, “(그대는) 城麇의 싸움에
서 아첨하지 않았도다.” (穿封戌이) 왕을 술자리에서 모시니, 왕이 말하
길, “城麇의 싸움에서, 그대가 과인이 이 자리에 이를 것을 알았다면, 
그대는 과인을 피했겠지?” 대답해 말하길, “만약 君王께서 이 자리에 
이를 걸 알았다면, 臣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지라도 楚를 편안하게 했을 
것입니다.”120)

이 사건에 등장하는 楚靈王은 史記 및 左傳에 왕위 찬탈자로 기록되

어 있다. 史記 楚世家 에 따르면 楚의 公子圍는 楚康王의 동생으로 令尹이

었다. 公子圍는 鄭나라를 방문하러 가던 중 楚王이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

고 발길을 돌려 병문안을 가서 왕이었던 郟敖를 絞殺한다. 이어서 郟敖의 두 

아들 幕과 平夏도 살해하고 즉위하게 된다.121) 左傳에서도 史記와 비슷

119) 上博楚簡(六) 申公臣靈王 , pp.246-251, “禦於棘遂, 陳公子皇止皇子. 【申公臣靈王

4】王子圍奪之. 陳公爭之. 王子圍立爲王. 陳公子皇見王. 王曰: 陳公【申公臣靈王5】忘夫
棘遂之下乎. 陳公曰: 臣不知君王【申公臣靈王6】之將爲君. 如臣知君王之爲君, 臣將又
至焉. 王曰: 不穀以笑陳公是言弃之. 今日【申公臣靈王7】陳公事不穀, 必以是心. 陳公
跪拜, 起答: 臣爲君王臣, 君王免之【申公臣靈王8】死, 不以辱斧鑕. 何敢心之有. ■【申公臣

靈王9】”
120) 左傳 昭公8年 , p.1262, “使穿封戌爲陳公, 曰: 城麇之役不諂. 侍飮酒於王, 

王曰: 城麇之役, 女知寡人之及此, 女其辟寡人乎! 對曰: 若知君之及此, 臣必致
死禮以息楚. ”

121) 史記,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63(이하 史記), 楚世家 , p.1703, “康王寵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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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孔穎達은 穿封戌이 ‘臣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지라도 楚를 편안하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한 대목에 대

해 “郟敖를 위해 죽더라도 靈王을 죽이고자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122)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앞서 인용된 자료는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左傳에서는 군주에 대한 비판 발언을 끝으로 해

당 사건에 대한 기재를 마침으로써 靈王의 왕위찬탈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申公臣靈王 에서는 楚王이 陳公에게 이전 군주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현

재의 군주에게도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陳公은 이에 감복하여 왕에게 충

성을 맹세하는 대목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123) 특히 海老根量介는 申公臣靈王 을 楚國 君臣의 미담

으로, 左傳의 고사를 楚靈王에 대한 비판으로 정리했다.124) 군신관계론의 

시각에서 이를 보자면 비판논조가 명확한 左傳의 기재는 군주의 권위를 

손상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왕에게 대든 신하의 감화와 충성맹세를 

강조한 申公臣靈王 은 군주의 포용력과 군주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 군주의 

권위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서사를 통한 강조점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申公臣靈王 이 동일 

내용을 더 상세히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申
公臣靈王 은 左傳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뒤에 삽입되었을 뿐, 사전의 전

公子圍、子比、子晳、弃疾. 郟敖三年, 以其季父康王弟公子圍爲令尹, 主兵事. 四年, 
圍使鄭, 道聞王疾而還. 十二月己酉, 圍入問王疾, 絞而弒之, 遂殺其子莫及平夏.”

122) 左傳 昭公8年 , p.1262, “正義曰: 致死禮者, 欲爲郟敖致死殺靈王也. ”
123) 草野友子, 第10장 上博楚簡申公臣靈王の全體構造 , 淺野裕一, 竹簡が語る古

代中國思想(三)-上博楚簡硏究-, 東京: 汲古書院, 2010, pp.313-330.; 海老根量介, 
앞의 글, 復旦網, 2012-07-01. 海老根量介은 두 문헌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서술

하였다. 첫째로 申公臣靈王 은 陳公(즉 左傳의 穿封戌)이 靈王에게 과거 공적

을 다투었던 일에 대해서만 대답한 반면, 左傳에서는 穿封戌이 靈王이 왕위를 

찬탈한 일을 비판하는 대답을 하며, 그 어조 또한 申公臣靈王 보다 격렬하다. 
둘째로 申公臣靈王 은 비록 陳公이 왕에게 대들었으나, 靈王은 陳公을 용서하

고 陳公은 靈王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반면, 左傳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없이 穿封戌이 靈王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대화가 끝난다.
124) 海老根量介, 위의 글, 復旦網,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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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左傳의 관련 서술이 申公臣靈王 보다 상세하다. 左傳과 申公臣靈
王 의 내용적 영향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125), 동일한 사건을 기

록한 두 문헌이 명확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申公臣靈王 쪽

이 군권에 힘을 실은 군신관계론을 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鄭子家喪 에서는 군주를 공격한 신하에 대해 강렬한 비판과 철

저한 응징이 드러난다. 하극상에 대한 징벌고사의 존재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陳의 夏徵舒가 군주를 시해하여 楚莊王이 陳을 공격해 

징벌한 사건은 左傳 宣公11年 126) 및 史記 楚世家 127)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鄭子家喪 을 左傳의 서사와 면밀히 비교해본다면, 鄭子家
喪 이 의도적으로 하극상에 대한 비난과 징벌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史記와 左傳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묘사가 전혀 다르다. 

左傳에서는 鄭나라를 사이에 두고 당시 楚와 晉의 알력싸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鄭에 대한 楚와 晉의 정벌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고, 

鄭子家喪 이 발생한 宣公12年(前598)의 鄭나라 공격 역시 楚를 배반하고 晉
과 화친한 鄭에 대해 楚가 벌인 정벌전쟁들 중 하나였다. 특히 이때 鄭을 구

원하러 온 晉軍의 荀林父와 士會의 대화에서 楚軍이 鄭을 친 것은 鄭나라가 

배반하였기 때문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128) 史記 鄭世家 에서도 楚莊王
이 “(鄭을) 정벌한 것은 복종하지 않은 것을 정벌한 것이다. 지금 이미 복종

하였으니, 오히려 무엇을 구한다는 것인가?”129)라고 하여 鄭 정벌의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군사를 돌려 晉軍을 격퇴한 이유 역시 左傳에서는 

125) 海老根量介, 위의 글, 復旦網, 2012-07-01. 海老根量介는 左傳의 기록이 申公
臣靈王 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에, 申公臣靈王 이 左傳 기록의 원천 자료는 

아닐 것으로 보았다.
126) 左傳 宣公11年 , p.630, “冬. 楚子爲陳夏氏亂故. 伐陳.”
127) 史記 楚世家 , p.1701, “十六年, 伐陳, 殺夏徵舒. 徵舒弒其君, 故誅之也.”
128) 左傳 宣公12年 , p.636, “楚軍討鄭, 怒其貳而哀其卑. 叛而伐之, 服而舍之, 德

刑成矣. 伐叛, 刑也. 柔服, 德也. 二者立矣.”
129) 史記 鄭世家 , p.1768, “莊王曰: 所爲伐, 伐不服也. 今已服, 尚何求乎? 卒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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伍參이 楚王에게 晉을 이길 수 있으며 군주가 남의 나라 신하를 상대로 도

망갈 수 없음을 들어 전쟁을 권했기 때문으로 서술하고 있다.130) 요컨대 左
傳 및 史記등이 기록한 楚莊王의 鄭나라 공격 및 晉나라와의 전투는 子
家의 군주 시해와는 관련이 없다.

반면 鄭子家喪 에서는 楚의 鄭 정벌이 子家의 군주 시해에 대한 징벌 목

적에서 이루어졌음이 강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벌의 이유에 대해 楚莊
王의 발언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발언에서 楚莊王은 子家가 군주를 

죽였는데도 그 영광을 보존한 채로 묻혔다며, 上帝・鬼神이 노할 일이라 이

야기한다. 두 번째 발언에서도 그는 子家가 천하의 예를 전복시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子家의 하극상을 비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鄭子家喪 의 마지막 부분에서 大夫는 군사를 일으킨 이유가 子家에 

대한 징벌 때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晉軍이 子家를 구하려 하니 그들

을 격퇴해야 함을 주장하여 子家를 전투의 중심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鄭子家喪 에서는 左傳 및 史記와 달리 子家의 하극상을 

비난하고 그에 대한 징벌을 강조하고 있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左傳
의 편년을 기준으로 鄭子家喪 에 보이는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먼저 鄭子家喪 에서 보이는 楚의 鄭 공격은 宣公12年(前597) 봄에 발생한

다.131) 그리고 子家가 죽은 것은 宣公11年(前598)이기 때문에132) 子家의 사

망 후 그의 매장에 대해 간섭한 것도 시간상 가능하다. 하지만 子家의 鄭靈
公 시해사건은 宣公4年(前605)에 발생하는데,133) 楚의 鄭 공격과는 7년의 시

간차가 있다. 子家의 군주 시해에 대한 징벌이 목적이었다면, 陳의 夏徵舒를 

사건 발생 다음 해에 징벌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차가 있다.134)

130) 左傳 宣公12年 , p.643, “晉師必敗, 且君而逃臣, 若社稷何."
131) 左傳 宣公12年 , p.633, “十二年春, 楚子圍鄭, 旬有七日.”
132) 左傳 宣公10年 , p.626, “鄭子家卒. 鄭人討幽公之亂. 斲子家之棺而逐其族. 改

葬幽公. 諡之曰靈.”
133) 左傳 宣公4年 , p.606, “子家懼而從之. 夏, 殺靈公.”
134) 左傳에 따르면, 陳의 夏徵舒는 宣公10年(前600)에 陳靈公을 살해했고, 다음해

인 宣公11年(前599) 겨울 楚莊王이 陳을 공격해 夏徵舒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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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한 듯 鄭子家喪 에서 楚莊王은 나라의 병이 있어 이제야 징벌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宣公12年(前597) 楚莊王이 鄭나라를 포위하기 

이전에도 楚는 수차례 鄭나라를 정벌했다. 子家가 군주를 시해한 그해 겨울

에도 楚는 鄭나라가 복종하지 않는다며 鄭나라를 정벌했고,135) 다음해인 宣
公5年(前604)에도 陳・鄭 두 나라를 두고 晉과 경쟁하며 楚莊王은 鄭을 공격

했다.136) 左傳에서는 宣公6年(前603),137) 宣公9年(前600),138) 宣公10年(前
599),139) 宣公11年(前598)140)에도 楚가 鄭을 정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차례 晉이 鄭을 구원한 기록이 있기에141) 정벌이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 宣公6年에는 楚가 鄭과 맹약을 맺고 귀환하였으므로 鄭
子家喪 이 발생한 宣公12年(前597)의 정벌이 子家의 하극상 이후 최초의 鄭
나라 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혹 이 정벌이 楚나라가 鄭나라를 압도한 첫 

정벌이라고 할지라도, 鄭을 사이에 두고 晉과 벌인 무수한 세력싸움에 비추

어 볼 때 이 정벌의 목적을 7년 전 子家의 군주시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鄭子家喪 에서는 이 정벌을 하극상에 대한 징벌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鄭子家喪 과 左傳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鄭子家喪 과 

左傳 간 서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142) 鄭子
家喪 중 左傳과 전혀 대응되지 않는 부분은 楚莊王의 두 차례 발언이며, 

군사를 돌려 晉軍과 싸워야 한다는 大夫의 진언 장면은 전래문헌과 대응되

지만 그 회군의 이유에 대해서는 鄭子家喪 의 내용이 독특하다고 분석했다.

135) 左傳 宣公4年 , p.610, “冬, 楚子伐鄭, 鄭未服也.”
136) 左傳 宣公5年 , p.613, “楚子伐鄭, 陳及楚平, 晉荀林父救鄭, 伐陳.”
137) 左傳 宣公6年 , p.614, “楚人伐鄭, 取成而還.”
138) 左傳 宣公9年 , p.623, “楚子爲厲之役故, 伐鄭.”
139) 左傳 宣公10年 , p.626, “楚子伐鄭, 晉士會救鄭, 逐楚師于潁北, 諸侯之師戍

鄭.”
140) 左傳 宣公11年 , p.628, “春, 楚子伐鄭, 及櫟.”
141) 左傳의 기록에 따르면, 楚의 공격에 대해 晉은 宣公5年, 9年, 10年 鄭을 구원

한다.
142) 小寺敦, 上博楚簡《鄭子家喪》的史料性格;結合小倉芳彥之學説 , 出土文獻, 

2011, pp.2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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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鄭子家喪 은 左傳과 대응되지 않는 몇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

도 이 부분은 모두 子家의 군주 시해에 대한 징벌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즉 

鄭子家喪 에는 左傳에는 없는 군주 시해에 대한 강한 비판과 징벌이 삽

입되었고, 이를 통해 宣公12年(前597)에 발생한 동일한 전쟁에 대하여 左傳
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서술을 하고 있다. 요컨대, 左傳에서 晉楚 사이

의 세력다툼으로 기록한 전쟁을 鄭子家喪 에서는 신하의 하극상에 대한 징

벌전쟁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신관계론의 관점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보이는 하극상에 대한 극렬한 비판과 징벌 고사의 서술은 

君臣 양자의 관계에서 군주에 무게가 실린 鄭子家喪 을 만들어냈다.

申公臣靈王 과 鄭子家喪 은 전래문헌과143) 비교해 볼 때 군주권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서사된 고사이다. 申公臣靈王 은 군신간 화합과 복종을 그리

고 있다면 鄭子家喪 은 파탄난 군신관계에 대한 비난과 응징을 그리고 있

다. 이와 같은 고사의 등장은 君臣의 대립이나 찬탈이 빈번하던 戰國時代 시
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上博楚簡에 수록된 문헌과 그 속의 군신

관계 논의가 당시 다양한 판본과 관점 중 하나였을 뿐임을 보여준다.

143) 본고에서는 비교적 기술이 상세한 左傳을 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左傳의 기록은 春秋公羊傳이나 春秋穀梁傳에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소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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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郭店楚簡과 上博楚簡에 드러난 군신관계론을 분

석하여, 그것이 가진 차이점과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학파를 중심으로 郭店楚簡의 사상적 일관성을 

찾으려는 기존의 연구를 언급하고, 郭店楚簡老子와 太一生水 를 중심으로 

그것이 동일한 道家의 계통에서 이해될 수 없음을 서술했다. 아울러 道家와 

儒家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후대의 대립에 비추어 

본 상대적 평가일 뿐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군신관계론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儒家” 문헌, 즉 忠信之道 , 六德 , 魯穆公問子思 , 語叢 을 분

석하여 그것이 일관된 군신관계론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네 

편의 문헌 모두 군신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었으나, 忠・義 등 주

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忠信之道 의 忠信은 

백성과 관계된 통치자의 덕목이었으나, 六德 은 군주에게 義를, 신하에게 

忠을 요구했다. 魯穆公問子思 에서 忠臣의 덕목은 義이고, 爵祿을 추구하지 

않고 군주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옳은 행위로 서술되지만, 六德 은 신하

에게 爵祿을 주는 것이 올바른 군주의 행위이자 義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語叢 에는 군신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문장만 서술되어 있다. 이 문장들은 

다른 문헌의 군신관계론 관련 서술과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초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경향을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郭店楚簡의 군신관계 관

련 논의들은 중심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맥락의 

군신관계론을 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초점을 옮겨 上博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다양한 군신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전술한 郭店楚簡의 義 개념과 비교하여, 

上博楚簡에서는 군신관계의 원리로서 義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무도한 군주와 올바른 신하라는 가치판단을 전제한 姑成家父 는 신

하의 義를 군주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으로 서술하였다. 姑成家父 , 墨子
耕柱 , 郭店楚簡 魯穆公問子思 및 六德 은 모두 義를 군신관계론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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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보고 있지만, 義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개별적인 

문헌들이었다.

2장 2절에서는 군신관계 논의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天人相關思想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신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았

다. 먼저 上博楚簡 三德 ・ 鬼神之明 등에 담긴 天人相關思想에 대해 간략

히 짚어보고 그러한 사상이 上博楚簡의 독자에게 생소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어서 鄭子家喪 의 분석을 통해 군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天人
相關思想을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柬大王泊旱 과 鮑叔牙與
隰朋之諫 의 분석을 통해 군주 비판과 계도에 天人相關思想이 이용된 예시

를 살펴보았다. 天人相關思想 자체는 군신관계 논의에 방향성을 규정짓지 않

지만, 鄭子家喪 과 柬大王泊旱 , 鮑叔牙與隰朋之諫 은 이를 활용하여 군

신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는 上博楚簡 속 군신관계 

논의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헌 간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보

여주었다.

2장 3절에서는 上博楚簡에 등장하는 고사들이 서사 방식에 따라 기존 문

헌과 다른 형태의 군신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上博楚簡 申
公臣靈王 및 鄭子家喪 의 서사적 특징을 전래문헌과 비교하여 이들 문헌

이 내포한 군신관계론의 강조점을 찾아보려 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서술임

에도 申公臣靈王 은 左傳에 없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다. 이에 군주에 

대한 비판 고사로 서사된 左傳과 달리, 申公臣靈王 은 군신간의 미담으로 

기술되었다. 鄭子家喪 은 鄭나라 정벌이라는 동일 사건에 대해 左傳과 다

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서사의 차이 및 사건에 대한 시계열적 비

교분석을 시도했고, 鄭子家喪 이 다소 의도적으로 하극상에 대해 극렬한 비

판과 징벌을 강조하고, 군주에 무게가 실린 고사를 서술하고 있음을 파악했

다. 이러한 고사들은 戰國時代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上博楚簡에 

수록된 논의들이 당시 다양한 판본과 관점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출토문헌은 한 명의 사상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써내려간 저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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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독자 나름의 관심사나 필요에 의해 수집된 문헌이다. 忠이 郭店楚墓 墓
主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듯144) 上博楚簡 수집자에게 군신관계는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郭店楚簡과 上博楚簡에 군신관계론을 담고 

있는 문헌이 왕왕 등장하는 것은 그런 독자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출토문헌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학파나 특정 사상 경향으로 분류하

는 방법은 세부적인 차이와 문헌이 가진 다양성을 놓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관심이나 필요에 맞춰 수집 

가능한 문헌들을 모았을 일반의 독자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문헌에 사상적 일관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발현되는 사상적 

다양성을 포착하고 그것이 대변하는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기를 기대해야 한

다. 본고는 출토문헌 속 논의에 보이는 군신관계라는 작은 분야에 천착해 문

헌이 가지는 다양성을 포착하려 했다. 군신관계라는 유사한 주제에 대해 郭
店楚簡과 上博楚簡이 보여주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는 문헌이 만들어졌던 시

대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출토문헌을 연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본고가 출토문헌 연구의 의

미를 되새기고 보다 그 시대의 현실에 다가가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한다.

144) Yuri Pines, 앞의 글, 200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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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战国时代楚简论述中所见君臣关系之多样性

张昊永
首尔大学 东洋历史系 硕士研究生

本文分析了战国时代楚简所反映的君臣关系之多样性，从而重新考察了出

土文献研究的意义。关于中国古代君臣关系论的研究，已经积累了不少成果

，但大部分是围绕学派、人物或其作品展开的。出土文献的增加似乎打开了

研究的新局面，但仍未能摆脱学派研究的惯性。学派分类是思想史研究的重

要方法，但也容易出现将思想的一惯性作为前提而忽略材料间差异的现象。

郭店楚简与上博楚简不是某一位思想家的作品，而是墓主人所搜集的战国

时代活跃的思想交流成果中的一部分。所以材料的特征很可能更接近多样性

而非一惯性，反映墓主人的兴趣点而不是特定学派的思想。若排除思想一惯

性这一前提而考虑这种搜集人的看法，则能够发现材料的具体差异与材料所

反映的时代面貌。
从这一问题意识出发，本文集中关注了郭店楚简与上博楚简的论述中所出

现的君臣关系，并揭示其多样性，从而指出在出土文献研究中不应忽略文献

之间的差异，以期重新审视出土文献研究的意义。
第一章首先简述了通过学派分类在郭店楚简中找寻思想一惯性的既有研究的情

况，并以郭店楚简《老子》与《太一生水》为中心，指出二者不能在同样的道家

系统内进行理解。同时，针对道家与儒家不冲突的观点，认为这只是与后世的对

立状态进行比较得出的相对性看法。随后对君臣关系论中经常提到的文献——《
忠信之道》、《六德》、《鲁穆公问子思》、《语丛》——进行了分析，虽然

此四篇文献均是有关君臣关系的论述，但对“忠”、“义”等主要概念的理解却

完全不同。由此可见，郭店楚简中有关君臣关系的论述，是在多样化理解中心概

念的基础上来表现的不同脉络下的君臣关系论。

第二章将重点转移到上博楚简之论述中所反映的多样的君臣关系上。第一

节首先通过与前述郭店楚简中“义”的概念进行比较，考察上博楚简中是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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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将“义”描述为君臣关系之原理的。上博楚简《姑成家父》、《墨子·耕柱

》、郭店楚简《鲁穆公问子思》及《六德》都以“义”为君臣关系论的重要

因素，但对“义”的内涵却表现出互不相同的看法。
第二节考察了在君臣关系论中被视为重要因素的天人相关思想，以此为基

础分析对君臣关系何以出现不同的解释。首先简单考察了上博楚简《三德》
、《鬼神之明》等所反映的天人相关思想，认为这种想法对上博楚简的读者

而言并不会很陌生。尽管天人相关思想不规定君臣关系论的走向，但《郑子

家丧》、《柬大王泊旱》、《鲍叔牙与隰朋之谏》用此因素将君臣关系解释

为完全不同的方向，这一点再次证明了君臣关系论的多样性。

第三节分析了上博楚简中出现的故事因叙述方式不同而表现出与传世文献不同

的君臣关系这一现象。特别是通过比较上博楚简《申公臣灵王》、《郑子家丧》
与传世文献的叙述特点，尝试发掘此材料中隐涵的君臣关系论之强调点。这两篇

文献通过与记录着相同事件的《左传》的不同叙述方式，表现了“重君”的君臣

关系。这种故事反映着战国时代的时代面貌，同时也证明了上博楚简中的论述只

是当时多种版本与观点之一，并不能代表其时代。
出土文献不是某一个思想家沿着明确的方向写下的作品，而是读者按照自

己的兴趣点与需要所搜集的文献。本文围绕出土文献中的论述所反映的君臣

关系，尝试把握文献的多样性。郭店楚简和上博楚简对君臣关系表现出的多

样性的看法与理解，反映着文献形成的时代及其情况，探究这一背景或可成

为出土文献研究的真正意义。本文重新探讨了这一意义，以期有助于进一步

靠近该时代的历史原貌。

关键词： 上博楚简, 郭店楚简, 君臣关係, 忠, 义, 爵禄, 天人相关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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