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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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SSK 연구단이 지향하는 공유재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연구에 있

어 “공유재의사용과 관리”라는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자연 “사회적인
약속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념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유재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회적 약속
인 「信」관념이중국의 고대사회，그 시대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상솔한 개념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 작업
의 일환으록 우선 여기에서는 동양샤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태동하게 되는 중국
고대의 춘추시기를 중섬으로 信관념의 인식에 대한 접근올 시도하였다
「信」이실질적 개인의 도덕행위가 된 것은 이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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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信이 진정 윤리도덕의 관념이 된 것은 춘추시대부터였다고할 수
있으며，
선진시기 유가가 이를 계숭하여 완벽한 시장체계를 건럽하였다 선진시
기 諸子의 信에 대한 견해는 비록 각기 다른 점이 있으나，기본적으로 信이
중요한 도덕윤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하였다 춘추시대는 비록 예와
악이 붕피되고 周 天子의 지위가 상실되어 패주와 서약，결맹 둥에 의존하여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바로 信의 관엽이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춘추의 정치로 하여금 상당한 도덕성을
갖추게 하였고 회맹정치의 발흥과 발전으로부터 당시 사람들이 信에 대한 重
視를볼수있었다
주제어

띔.~J. 흉'*뼈代.
자연의

공공적

관리

1. 서언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이 지향하는 공유재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연

구에 있어 “공유재의사용과 관리”라는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접끈하
자연 “사회적인약속

信”이라는 관념적 기초에서 파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자간의 의식 속에 함유된 信의 관엽이 유지될 때 비로소 공유재
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약속 또한 합리적인 구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적 약속인 「信」관염이중국의 고대사회，
그 시대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 탐
색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개념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여기에서는 통양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태통하게 되는 중국고대
의 춘추시기를 중심으로 信관념의 인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史記•六國年表序』에는 “"
.육국이강대해 진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
었다 (제후틀은)
병력을 강화하여 적을 병합하기에 힘써 음모와 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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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되니 織橫과 短長의 說이 일어났다 왕명을 사칭한 제후들이 벌떼
와 같이 판을 치고、맹세를 하고서도 믿음을 저버리니，비록 인질을 두고

부절을 니누어도 도리어 약속할 수가 없었다，
"l}리는 기사가 보인다 또
한 『日知錄』 卷十르 「周末風，
1ttJ 에도 “春秋時에는 오히려 禮와 信을 폰
중하였으나，七國에서는 끊어져 禮와 信을 말하지 않았다 !'2l 라고 언급하
고 있어 춘추시기에서 전국시기에 이르면서 信에 대한 관념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信의관념이 이미 사랑들에게 중시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탐색이 진
행된 바 없다
춘추시기 쯤은 解揚을 宋으로 사신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鄭 A 에게
사로잡혀 楚王에게 바쳐진 사실이 있다 3) 당시 초왕은 해양을 회유하여
쯤이 宋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도록 했으나，후에 해양이 도리어
초왕을 기만하자 그를 죽이 JL자 하였다 이에 해양은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신이 듣기에 군왕이 정확히 명할 수 있음이 義이고 신하가 군왕의 命을
1

이어받는 것이 信이라 하였습니다 信이 의를 관철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利업니다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여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주인입니다 義에는 두 개의 信이 없으며，
信에도 두 개의 命은
1) r 史記
自此始

六國年表序，(훌北，
鼎文書局，民國88年6 月，十→版)，
685쪽 ’
六國之盛
務在짧兵#敵，
홉許用而從術短長之說起영용稱찮出，
홈盟不信，雖톨質해

符뺑不能約束也

知錄」卷十르 r 周末風.fítJ ，r앉定四庫全홉」子部 春秋時，뺑尊짧重信，
而七
國ijlJ뼈不言禮與信용
3) r史記 •흡世家" 1677쪽 六年，楚tIt 宋，宋來告急흉 흉欲救之，
18宗옆티 「楚，
天方開之，不可當 」乃便解揚뼈용救末 鄭 A 執與楚，楚n풍 JI!l .. ‘
2) 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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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군왕이 신허를 매수히려 함은 ‘信에는두 개의 命이 없다’는의미
를 모르는 것입니다 군왕의 명을 받아 나아갔으니 비록 죽을지언정 군왕의
명을 버릴 수 없거늘 또한 어찌 매수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군왕의 명을
받아들였으니， 군왕의 명을 이루어야 할 것업니다 죽어서 명을 이루는 것
은 신의 복록입니다 우리 군쐐게

信을 지키는 신동}가있고，신하가 이를

이룰 수 있다면 죽음을 구히는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4)

상술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은 초왕의 매수， 섬지어는 생사의

위협에 직연해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군왕의 명령에 대한 믿음

과 군주에 대한 충의를 고수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時代 사람들의

信에 대한 堅持를

의 대혼란기에

처해져 서로 국변에

적 견지를 요구하는

다음의

되었다

좋은 예다 그러나 춘추전국

접어들면서

信에 대한 이러한 인격

데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을 변할 수 없는 상황에
한탄하게

보여주는

있다 이는 바로 春秋

이르렀고， 사람들은

그래서 信관념은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이와 더불어 『戰國策』에는 蘇代가 빽 昭王에게

5)

왜곡

말한

기사가보인다

信이 尾生高와 갇다변 곧 사람을 속이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
다 慶이 f!íil魚 •史就와 같다면 곧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신은 嚴이 身과 함께 드러나지 않고，義는 生과 함께

4) ，左傳 宣公+五年 J ，r春秋左傳今註今請』 中冊(훌北，
商務印홉館，民國 71年)，
598 599 쪽 Ii!閒之，君能fljJ命~義， Ii!能承命용{릅信載義而行之옵利 홉不失
￥IJ，以衛社授，民之王 iJ1 義無二信，信無二命 君之略 Ii!，不知命 iJ1 受命以出，有
死無賣，又可略乎? Ii!之許君，以成命也 死而成命，Ii!之禮也 흉君有信 Ii! 下 Ii!
←

獲考，死又何求 1
5) r左偶 •隱公三年 J ，r春秋左傳今註今끓』 上冊(훌北，
n회務印書館，民國 71年)，
15
쪽 周와 鄭이 인질올 교환하였으나도리어 약속을 깨트리고 서로 원수가 되자 君子

는 r 信不由中，質無益也」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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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 없다고 여겁니다 仁義라고 하는 것은
아닌

g 完의 道이지 進取의 術은

것업니다 61

상술한 인용문에 보이는 尾生之信에 대해 혹자는 지키기에 어리석은
약속이라 할 수도 있고 혹지는 죽기까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
라고 한다.약속은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다 그것은 곧
信義와 통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보이는 소대의 언급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信관념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가치에 內在된 의미가 外在된 장애를 뛰어넘을 수
는 없었는지，혹은 윤리도덕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펼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
서는 춘추시기의 정치상황하에서 信관념의 변화가 가지고 온 시대의 변
화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춘추시대의 기풍이 어떻게 변화해 니아갔
는지에 대한 탐색과 함께，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영향에 대해서도 관찰
해 보고자 한다.

11. 信의 含意
『國語•周語』 “口以itE信”의章昭注에 따르면 “itE，覆也.言行相覆則
쩔信 "7)이라 하여 信은 곧 언행일치의 개인도덕행위로서 遠古시대에 이
러한 행위의 존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또한 西周시기에 이르기
6) ，戰國策
•행策→，(훌北，
里 f=，民國71年)，
蘇代謂행B~王，1071쪽 信如尾生高，
P.iJ不過不없A 耳 嚴如!íJ옳 •史뼈，"，)不過不觸人之財耳
1'2'以용짧不與身{具達，

義不與生↑具立
仁義者，自完zl효也，
非進取之術也
7) ，國語 •周語 T

‘
卷르，'''''숲四庫중書」
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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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아직 이와 같은 도덕적 시실의 완전한 관념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信이 윤리개념의 범주로 성립하게 된 것은 마땅히 춘추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黃開國，民國 85年:18쪽).8) 춘추시대의 문
헌 중에는 「信」이라는글X 까 종종 출현 9) 히는데，이는 이 시기 이미 信
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추시대 信은 윤리도덕관으로서

시대를 초윌하는 不杓의 의미를 지

니고 있었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
었다 또한 이것은 先奏 f需家로부터 계숭된 것이 가장 많았던 이유로 유
가학설의 중요한 사상체계로 자리하게 되었고，공자의 수많은 論說은
바로 춘추시대의 논설과 相通하게 된 것이다{黃開國，民國 85年:19 24
→

쪽).10)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자의 중심시장은 이二」이라고할 수 있는데，

f二이란 무엇인가를 불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子張이 일찍이 공자에게
다음과같았다，
천하에서 능히

디섯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을 仁이라 한다 ...
뽕敬，寬n흙，

誠信，動敏，惠愛 공경은

즉

모욕하지 않음이요 ，관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요 ，성신은 곧 사람으로 신뢰하는 바요 ，근민은 능히 일을 성공
시키는 것이요 ，혜애는

즉

사람으혹 하여금 스스로 쓰이게 하는 것이다 Il)

8) 黃開國(民國
85年 3 月).
'春秋時期的仁義忠信觀
J ，r孔굶月刊 j
第34卷 第7期

9)

예를 들자연，國語 周語上」어
1 周 內史過가“制義ffl;추，信itt"라고 말한 바 있고，
r左傳 협公七年」에서管 f여은 “守命共時 謂信”이라고하였다 또한 r國語 륨

z.

語 에서는 홉之奇가 “定身以行事謂之信”이라
하였고，左傳 .Bg 公六年』에보연
쫓子가 “作大事不以信，
未홈可也”라말하고 있다
10) 앞의 논문，春秋時期的仁義忠信觀J
11) '1調語 •陽貨』，
r論語今註今譯，(흉北，
商務印書館，民國69 年)，
?:72쪽 子댔問f=
於孔子 孔子日 「能行五者於天下，
용仁옷 」請問之，日 「였•寬 •信 -敏 홍
행則不悔，寬則得聚，信則 A 任풀，敏則有功，惠則足以使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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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사람의 말에 신뢰가 없다면 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
르겠다 만약에 큰 수레와 작은 수레에 끌채의 쐐기와 멍에가 없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개”l2) ，“군자는義로써 일을 하교 禮로써 義를
행하며，겸허함으로 말을 하니，말에는 신뢰가 있는 것이다 ."13) 라고 하는
공자의 언급에서도 춘추시대 信에 대한 관념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立身處事함에

있어

가장 근본으로 자리하며，더욱이 고상한 인격정서에 있어 信이 지니는
특질은 결코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질을 엿볼 수 있다 맹지는 공자
의 시상을 계숭하여 더욱 발ζ&하였는데，그는 信이라고 하는 개인도덕을
갖춘 후 진일보하여 超凡入뿔의 경지로까지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때문에 그는

사랑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고 좋다고 챙히는 것음 善이라 하고 ，本身에
선한 행위를 갖춘 것을 信이라 말한다 ，선행이 충만한 것을 美라고 하고
，선행이 충만하여 크게 발휘되는 것을 大라 하며 ，이미 크게 되어 化한
것을 聖이라 하고 ，聖하여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정지에 다디른 것을 神이라

14)

고 하여 信을 갖추는 것은 단지

r美

大 •聖 •神 J 4개 퉁급의 아래일

뿐이라고 여겼다 힘子의 信에 대한 시각은 공자를 따르고 있다 그는

12) '1없語 •찔政 J ，28쪽 子日 r 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爾，
시、庫無힘
t，
其何以
行之짧?，
13) ~論語•衛靈公 J ，248쪽 子티 「義以용質，
禮以行之，
孫以出Z ，信以~Z 君子
짧’
j

14) ，굶子•盡心下 J ，r굶子今註今譯，(흉北，
商務印뽑짧，
民國69年)，
402쪽 r 何謂
善?何謂{름
7，티 「可欲之짧善有諸己之謂f 言 充實Z 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
大 大而化之之謂뿔 뿔而不可知之之謂神..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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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덕정서의
것이다

배양을

강조하였는데

信은 修身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즉，

만약 옴소 공경을 수용하여 마음에 忠信이 었고 예의를 본받아 행하여
본성이 愛仁에 속한다면， 비록 四횟의 곤궁힘에 처하더라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풍요롭고 즐거운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하며，살피어 삼가함에 誠信하고 두루 갖추어 지킨다연
천히를 널리 다니며 띠헛에 곤궁할지라도 그를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5)

信은 선진유기에

의해 명확한 윤리사상체계로

장에서 보자연 도덕윤리와

사회정치

도덕의 수양을통하여

몸소孝 像 忠

덕규범을

이것이

실천하였고

과정에서는
없었기에

관료로

종사하며

수립되었고， 유가의 입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信

禮

개인은 윤리

義
등과같은윤리도

바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에

길을 굳이 거칠 필요가

종사하는

것이었다

이

聖 A 이 능히 천하에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숭고한 도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傳劍平 .1995

↑需家이외에도 제자백가

또한 信에 대해 토론하였다

도덕은 자연적 천성에 부합되는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것으로 바로 통치자와

즉 탱子

四+九章』에

144-145 쪽).161

’

道家에서

말하는

일반백성 사이도
따르면，

성인은 늘 사심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자
는 선하게 여기고 선하지 않는 자도 션하게 여겨 선을 얻음이다 미더운
15) ，홉子 修身 J. '옮子今註今請，(臺北，商務印홉館， 民國 69年 ).23 쪽 a휴敬而
心忠信，術i흉義而↑좁愛
A. 旅行天下，雖困四훗 .A 莫不용 ，勞홈之事 ijlJ 爭先 .i 흥樂
之事則能짧 ••
없껏앉誠{言，
쩌守而詳，橫行天下，雖困四횟 .A 훌不任

16) 傳웠1]lf'()995).

r縮橫家與中國文化 J. 훌北，文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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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미럽게 여기고 미럽지 않는 자도 미덤게 여기니 미더웅을 얻음이다
성인이 천하에 입할 때는 치우침 없이 천하를 위해 그 마음을 혼후하게 한
다 백성은 모두 그에게 눈과 귀를 집중하고 성인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17)

유가가 표방한 仁義道德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의 천성을 다치게 하고 도덕을 훼손케 한다는 것이다

않고

도리어 사람

莊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니무의 순박함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소머리를 조각한

숭조F을 만들 수

있겠는 7}i 백욕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옥으로 된 그릇을 만틀 수 있겠는
가」도와 덕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쩌 인의에 의지하지 않겠는 7꺼 본성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예악을 쓸 휠요가 있겠는가’...
소박함
을 훼손하여 기구를 만드는 것은 IIiî의 죄요 도덕을 무너뜨림으로 언의를
내세우는 것은 성인의 죄이다 18)

도 7t가 信이라고

하는 도덕관념을

수많은 제도로 규뱀을 제정하게
해 斗뱀으로

헤아리니， 大짧는

를 위해 權衝으로
符題로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된 것으로 말하자면 “성인들이 이를 위
즉 그와 같이 斗뱀으로

가리게 되니 야울러 權衝으로

그를 믿게 된 즉 이울러 符靈로

바로잡으니， 즉 仁義로

17)

반대한

r老子 •四十九좋

l

훔치게

훔치게 되고

훔치게 되고

훔치게 되고

이

이를 위해

이를 위해 仁義로

된 것이다，"
(跳秀彦，民國 79年

，，諸子集成J( 北京，中훌書局，1954)，56쪽

355쪽)19)

聖 A 常無心，以百

姓 ι 、용心 홈者， 좀홈之， 不좋者， 폼亦善之， 德善 信者， 홈信之; 不信者， 흠亦信
之， 德信 聖 A 在天下， 없數뭘， 용天下揮其心， 百姓皆注其耳目， 뿔 A 皆孩之

18)

r莊子 •馬뼈l ，r諸子集成 J( 北京，中華書局，1954)，앓4쪽

白玉不웠， 흥u;;，珪f 흉 1 道德不廢， 安取仁義
짧， 工 rrr 之罪也

，웠道德以용仁義，

1

純樓不殘

↑生情不離，安用혐樂

뿔 A 之過也

1

홍~j용 1Il
尊1

夫殘樓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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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으로 결파적으로는 천하에 크나큰 혼란을 조성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맹자의 楊朱와 뿔家에 대한 비평에서 보자면，유가는 仁 •
義 •禮 •智 •信을 제창하고 君멈 •父子 •夫歸

兄弟

朋友 피차간의

서로 처해진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비교적 건전한 사상으로 이기
적인 쾌락설을 주장한 양주의 r 技 ~H.엄毛利天下，흠不뭘也」어
1 비하자연
유가는 「搖生取義」를중시하여 그 경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것
이다 묵가의 俠士와 유사한 행위에 이르러서는 공자는 이것을 r 下士」
의 衛f 으로 치부하였을 뿐이고 맹지는 더 나。까 “大A 은 말함에 믿음
을 期必하지 않고 행함에 결과를 期必하지 않고，오직 義가 있는 곳으
로 향한다”고하여 守信이 곧 義를 고려할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張樹國，
2001:

20-21 쪽)，
20)

法家가 강조한 것은 「以法行言」과r信賞必뽑」로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틀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 또한
일찍이 “사람은모두 죽게 되어 았으되，신의가 없으면(백성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설 수가 없다."21)고 말한바 있으나，법기는 信의 관념
을 통치의 도구로 간주한 것이고 더욱이 통치;;<}가
이러한 부분을 정 악하
4

려면 지신의 위세를 세움으로써 멀民을 통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
에 韓非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즉，
작은 신의가 성취되면큰 신의가 확립된다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신의를
지키어 쌓는다 상벌을 행함에 신의가 없요면 금지나 명령이 행하여지지

19) 跳秀彦(民國 79 年)，
r先奏史 J ，臺北，
두民書局
20) 꿇樹國 (2001) ，r信義的追求J ，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1) r論語 願뼈J ，190쪽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중국 훈추시기를 중심으로 본 신(信)관넘 175

않을 것이다갱)
법에 신뢰가 없다면 군주의 앞길이 위태로울 것이며，형벌이 준엄하게
단행되지 않으면 악을 누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信』의관엽이 윤리도덕의

관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時空의

변천과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政治에서 운용되면서
司馬光은

23)

순식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릇 信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갖추어야 할 커다란 보배입니다 나라
는 백성에게서 보위되며 백성은 믿음에서 보위되니，믿음이 아니면 백성들
을 부멸 수 없고，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옛날의 제왕된 사랑은 四海를 속이지 않았고 1 觀權을 가진 사랑도 四없을
속이지 않았으니，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이지 않았고，집안
을 잘 다스리는 사랑은 그 친한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에 반대되었으니 이웃나라를 속이고 그 백성들을 속였으며，심한
사랍은 그 형제를 속이고 그 부자를 속였습니다 윗사랑이 아랫사랍을 믿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마음이 흩어져 실패하기에 이릅니다.이로운 바는 다친 것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없고，얻은 것은 없어진 것을 보충할 수 없으니，어찌 슬프지 않겠습
니까? 옛날 齊의 桓公은 룡1未과의 앵약을 배반하지 않았고 쯤의 文公은
原을 차지하는 이익에 욕심 내지 않았으며，觸의 文候는 廣 A 과의 기약을
버리지 않았고，奏의 孝公은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장을 주는 것을 없이하
지 없t습니다 이 네 군주 된 사랑은 비록 道에서는 아주 순수하지 않았고

22) r韓非子 •外댐說左 J::.J ，r韓非子今註今끓

j 下冊(훌北，
商務印書館，民國 71 年)，
賞없不信，則禁令不行，
23) r韓非子 有度』，
r韓非子今註今譯」
上冊(홍北，
商務印홈館，民國 71 年)，
영O쪽
，法不信，則君行危옷 ìfIJ不斷，則%不將용‘

546 쪽

小f틈없則大信立，故明主續於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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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商君은 더욱 각박한 사랍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또한 싸우고 공격하는
시대에 살면서 천하가 속이는 힘을 쫓고 있는데도 오히려 감히 믿음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길렀는데，허물며 사해를 고르게 잘 다스리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1241

信은 언제나 통치자에
을 저버리고

의해 통치의 도구로 활용되었기는

기만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였다고

m. 춘추시대

다

하는 목적에 다다르고자

말할 수 있다.

會盟과 信의 重視

춘추시대 비록 周天子의
하였다고는

하지만， 信

지위가 쇠락하고

패주가 정치적 국변을 주도

하지만， 各國 간에는 여전히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公후傳」의 기재에

있었

따르면，

맹약항을 犯하였으나 桓公은 속이지 아니하였다 뽑子(뽕洙)이복수하
고자 하였으나 환공은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환공의 믿음이 천하에 드러난
것은 쩌의 맹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51

r 自治通짧 周紀，(훌北，
宏業書局，民國 82年 10月，再版)，
48-49쪽 ê'
夫信者， A 君之大寶也 國保於 1'\'" 1'\'，
í똥於{듬，
非 f言無以使民， 非民無以守
國。是故古之王者不敗四海， 6者不散四鄭， 善용國者不 Jtt其民，善용家者不散其
鏡 不善者反之 .Jtt其썼國 .Jtt其百姓，甚者散其兄弟， 敗其父子 t 不信下，下不信
1::，上下離心， 以좋於敗 所利不能뽕其所傷， 所獲不能補其所亡， 릎不哀앉 l 풍齊
桓公不背홈洙 Z盟，륨文公不용 tl\ 原之利，짧文候不棄 ItAz期，奏孝公不廢徒木
之賞 此며君者道非*￥白，而商君尤稱것 j 했，又處戰攻 zi!t ，天下趣於許力， 뺑且不
敢忘信以옮其民， 況홈며海治平之政者짧 l
25) r 公후傳 莊公十르年 .n，r 春秋公후傳今註今譯」 上冊(臺北，
商務印書館，民國69
年).
119쪽 쫓盟可犯， 而桓公不敗 홈子可 θ1，而桓公不깡， 桓公之{를著乎天r，

24) 허馬光
光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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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會盟정치로부터 춘추시대의 信의 관
념을 탐색해 보면 이것은 바로 그들이 건립하고자 했던 질서의 기초였다
는 점을 알 수 있다，公후傳』에서는 또한 “古者不盟，結言而退

"26) 라고

하였지만，이로부터 더욱 이른 시기에 회맹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회맹은 춘추시대에 있어 특수한 의의와 작용을 지니고 있기
는 하지만，이러한 習倚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莫金山
은 “최초의 회맹은 원시사회말기의 부족연맹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회맹은 五帝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다”라고 주장(莫金山.1996: 14
쪽 )27) 하기도 하였고 張二國 또한 비슷한 시각으후 회맹 습속은 적어도
원시사회 부락연맹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黃二國.1995 ’48
쪽)댔)고
하였다 徐中효는 이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그는 盟쩔가 股 이래로 존재해 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徐中효，民國 81年 1쪽 ).29) 李模는 그 시기를 더
욱 늦추어 glj 周를 맹서의 형성기라고 보았디{李模.1997: 21-22 쪽)，
30)
회맹의 기원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각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
지만，대체적으로 西周시대에 회맹제도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劉伯題 또한 “대체적으로 結言作촬는
股倚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회맹이 제도로서 성립된 것은
周禮가 뚜렷하게 된 이후이다."(劉伯짧，
民國 51年.정4쪽 )3))라는 시각을

自阿之盟始풍

26) ，公후博
•桓公三年'.
'春秋公후傳今註今譯」
上冊(용北，
商務印홉館，民國69
年)，
47쪽

27) 莫金山(1996)，.春秋列國會盟
Z 演쩔」，
r史學月뀌
IJ" 1996年

第 1期

28) 黃二國(1995)，.春秋列國會盟
Z 演쩔」，
r 中國古代史(-)"
1995年 第5期
29) 徐中효(民國
81 年)，
'春秋時代的盟흉'.
國立淸훌大學歷史III究所碩士論文，
30) 李模 (1997)，.試論先奏盟흉之制的演化
j ，r없都쩔千
1] ，1997年 第 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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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釋名』에 의하면 ‘盟은 明으로

告其事於神明也녕

禮 •司盟』에서는

‘무릇 좋K 國이 한데 뭉치어

사실을

문서와

기록하는

그 예의를

회동하게

관장하고， 北面하여

원어 얄린다’앓)라고하여 최초의 盟은 종교적
神의

역량으로

상호신뢰의

2) 라

기초로 삼는다는

하고 있고 1 『周
되면， 그 맹약의
明神에

의미를 함축하고
점을 설명하고

있어 天

있다

귀신을 경외하는

속되면서

「天」또는 「上帝」의 개념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나

타낸다{徐中표
교적 색채를
또한

함유하고

民國 81年 :4
지니고

→

것으로 股시대까지

이는

애초 민간사회가
자연은

신앙과 유관한

맹서를

5 쪽， 周伯歡， 1975: 21-30 쪽)，
341회맹은 종

있었을 뿐만 아니라， 西周시대에는

있었는데

지

다음의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정치적인

의의

수 았다

그러한 고로 현명한 군주의 제도는 제후로 하여금 매년 g뽕問함을 자기의
志業으로 하고 2년에 朝觀을 한번 행함으로써 예의를 깅숨하고 다시 朝觀
함에 제후와 모임으로써 위염을 드러내고， 다시 모여 결맹함으로 신의를
보이는 것이다 友好중 자신의 職賣이 기억되고 둥급의 질서로 예의를 강
습하며， 백성을 향해 위염을 드러내고， 神을 향해 信義를 표시히는 것이
다 35)

3D 劉伯짧(民國51年)，
'春秋會盟政治" 臺北，中훌훌종홉編흉委員會

32) ，繹名

釋를語 j 卷四，救定四庫全훔

J

*쪼部

33) ，周짧J ，'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1954)，540쪽 凡郭國有疑會同， &'J 掌其盟
約之載及其챔優， 北面끓明神， !lO盟，則없之
34) 앞의 논문，春秋時代的盟홉" 周伯없 (1975)，'春秋용盟與짧主政治的흉뽑 J ，_
r.æ.
原，1975年 第6期
35) ，左傳•昭公+프年 J ，'春秋左傳今註今詳j 下冊(용北，商務印書館， 民國 71 年)，
1164쪽 故明王之制， 使諸候歲뽑以농、業，間朝以講體，再朝而會以示威 再會而
盟以願 BI! 明 志業於好，짧體於等，示威於였， BI! 明於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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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뤘梁傳 •穩公元年』의 기사에는 察伯이 왔으나 朝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賣內의제후는 天子의 命으로 온 것이 아니어 니.o}가 제후와 회동
할 수 없고 그 外交를 바르게 할 수 없으므로 朝觀하지 않은 것이다 "36)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회맹은 마땅히 고대의 예절 가운데
하나로 朝體과 유사한 天子의 일이리는 것을 알 수 있다.周 天子는 회
맹을 이용하여 제후를 통하였고，천자의 명령이 없으면 제후들 사이에
서로 회맹을 하지 못하였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西周의 봉건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周 천자의 지위
도 쇠락하였다 宗法정신과 제도가 와해되는 정황 동}에서각국 간의 관
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觀王는 周 천자
를 대신하여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였고， 원래 천자에게 속해 있었던 회
맹의 권력은 패주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春秋輯傳 •友中篇」에서
는 이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회맹이라고 히는 것은 천자의 권한인데，
혹 천자로부터명령을 받지 않고

^t-사로이 盟하는
모두

것은 罪다 때문에 春秋에 무릇 會盟으로 기록된 것은

제후의 罪이다 37)

비록 상술한 인용문과 같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패주가
각국의 관계를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
나 혼란스러웠던 춘추시대 속에서 패주는 강대한 무력을 지니고 있던

36) ，왔梁傳•穩公元年J ，'+르經注않
J( 용北，
쫓文印홉館，民國 54年)，
11쪽 十有
二月 察伯來 (傳)來者
來朝也 其랬謂朝，
1可也?훌內諸候，
非有天子之命，
不得
出會諸|롯，
不正其外交，故했與朝也
37) ，春秋짧댐春秋宗달卷，았定四庫全홉 經部 會짧者，
天子之樓也 其或不出
於天子而私송私盟者，
罪也 故春秋JL 書힘홉짧者，皆罪之諸候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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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각 제후들을 복속시켜야 할 무엇인기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
1것이 바로 회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다.힘子는 패주가 稱覆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政令이 한번 선포되면，비록 이해가 맞닿더라도 변경하여 그 민을 속이
지 않으며，협약이 한번 체결되면 비록 이해가 맞닿더라도 그 동맹국을 속
이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군대는 강해지고 성은 견고해져 적국도 그것을
두려워하며 나라가 하나 되고 기본이 분명해져서 동맹국이 그것을 믿게 되
어 비록 궁벽한 곳에 처한 나라일지라도 위세가 천허를 움직일 만하다 표

伯이 바로 그들이다

⋯

그러므로 제 환공，진 문공，초 장공，오 합려，월

구천은 모두 궁벽진 나라면서도 위세가 천하를 움직이고 강대함이 중앙의
나라를 위태하게 한 것은 디흔 까닭이 아니다，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것이 이른바 신의를 앞세우변 패X 까 된다고 하는 것이다 381

AJ솔한

인용문은 오직 信에 의지하여야만 비로소 각 제후들로 하여금

信服케 하며，천하의 인심을 얻어 각국 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五觀 중의 하나인 齊
桓公이 바로 그 예라 하겠다 제 환공은 홈나라와 쩌에서 회맹하였는데，
뽕洙이 환공을 위협하며 홈로부터 빼앗은 지역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환공은 후에 이를 후회하였으나，管件은 환공에게 만약 그때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제후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천하의 인심을

38) ，홉子王홉篇J ，'홉子今註今譯
'J( 흉北，
商務印書館，
民國69年)，
203쪽 政令E
陳，雖뼈利敗， 不행其民 ;/.~結
E定，雖뼈￥ IJ 敗，不敗其與 如是， 則兵찢꺼城固，敵國
훌之 ;國 흉明， 與國信之
雖在偏限之國， 威動天下， 五1á是也
故齊桓 륨
文 楚莊 吳빼댐 越잉降， 是皆 R양限之國也， 威動天下， l 훌짧中國， 無슨故풍‘ "*
f言也-是所謂信立而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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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리게 된다고 충고하였다

39)

때문에 본 장의 첫머리에 언급한 바와

같은 “환공의 믿음이 천하에 드러난 것은 채의 맹약으로부터 비롯되었
다."40l 는 기록이 보이게 된 것이다 패주가 능히 稱觀할 수 있었던 원인
은 그들이 외교와 정치를 수행함에 있어 나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 童때장가 말한 바와 같이 “공자의 문중에서는 五R童子도 오
패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 까닭은 그들이 술책과 무력
을 앞세우고 인의와 도의를 뒤로 했기 때문”이)은아닐 것이다
춘추시기의 회맹의 구속력은 信의 기초 위에 건립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左傳•昭公十三年』의 기사에 쯤候가 꿨向을 劉厭公에게 사신
으로 보내어 “제나라 사람들이 결맹하지 않고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
까.1" 라고 고하게 하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결맹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
인데，군왕이 만약 믿음이 있으면 제후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1" 라는 부분 42) 이 보인다 바로 서로의 신뢰가 기
반이 될 때 결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이 경우에는 제후들의 이반
을 두려워할 펼요가 없다는 것이다.더하여 『左傳•없公八年』의 기사
에 보면季文子가，
大國은 대의에 맞게 일을 함으로 맹주가 되는 것이고，이로써 제후들은
덕을 생각하고 토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두 마음올 품지 않는 것이다.
39) ，史記刺흉列傳，(훌北，
鼎文書局，1975)，2360쪽
40) ，公후傳莊公+三年J ，'春秋公후傳今註今譯
.1: 冊(훌北，
商'Il1.P 書館，民國69
年)，
119쪽 要盟可犯，而桓公不敗 홈子可{九，
而桓公不앙，
桓公之↑름著乎天下，
g 쩌之盟始톨

41) 흉빼삼，흉秋緊짧，(上海，
古籍出版社，1989)，56쪽
42) ，左傳，
ag公十르年J ，'春秋左傳今註今짧』
下冊(臺北，
商務印홉館，民國71年)，
1164쪽 륭候使뼈向좀劉없公日 'jJ)J 齊 A 不짧，若之何?，
對日 r짧以@信，君
힘有信，諸候不옮，
何뽕、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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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의로써 명을 완성하니 이것이 바로 小國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을 알 수 없고 의가 서지 못한다면 사방의 제후 그
누가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143)

라고 하여，춘추시기의 회맹은 결국 信을 중시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
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春秋』에기재된

242 년 중，朝 •觀 •盟 會

는 450 여 차례에 이른다 춘추이전에는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제후
로 히여금 매년 뽑問함을 자기의 志業으로 하고 2 년에 朝觀을 한번 행
함으로써 예의를 강습하고，다시 朝觀함에 제후와 모엄으로써 위업을
드러내고，다시 모여 결맹함으로 신의를 보인 것」이지만，
춘추시대에 보
이는 다수의 맹회는 바로 信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信을 기반으로 하는 맹회가 지주 동장하게 된 것은 당시 열국관계에 있
어 信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비록 춘추시대에 신하

가 군왕을 죽이는 둥의 배신과 신의를 저버리는 예가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정치상으호는 여전히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徐難手，
1995

’
41

쪽 ).44)

N. 결언
「信」이
실질적 개인의 도덕행위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信이 진정 윤리도덕의 관념이 된 것은 춘추시대부터였

43)

，左傳 成公八年

J ， r 春秋左傳今註今譯

j

中冊(홍北， 商務印書館，

民國

71年)，

667쪽 ‘*國制義， 以용盟主， 是以諸候懷德훌討， 無有훌 tι 、 .i름以行義， 義以成
命，1]、國所뿔而懷也 信不可知， 義無所立， 四方諸{롯，其誰不解體?

m

44) 徐難千 (1995) ，'試꿇春秋時期的信觀念" ’中國史 究 J ，1995 年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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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으며，선진시기 유가가 이를 계숭하여 완벽한 사상체계를
건립하였다 선진시기 諸子의 信에 대한 견해는 비록 각기 다른 점이
었으나，기본적으로 信이 중요한 도덕윤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
하였다
춘추시대는 비록 예와 악이 붕괴되고 周 天子의 지위가 상설되어 때
주와 서약，결맹 동에 의존하여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원인
은 어디에 있을까?바로 信의 관념이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
어 춘추의 정치로 하여금 상당한 도덕성을 갖추게 하였고，회맹정치의
발홍과 발전으로부터 당시 사람들이 信에 대한 重視를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근원적인 탐색을 통한 비교를 계획하고는 있지만，대체적으
로 말한다면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시대기풍이 더욱 교활하고 괴이해
져 권모와 무력을 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 듯 인식되었다.자신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틀기 위해서 각
국 간에는 서로 속이고 믿음을 깨뜨리는 일을 반복하였는데，이러한 상
황에서는 더 이상 信을 논할 수 없었다 서약 또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합종연횡을 이룬 각국은 r 利」에근거하여 결국 서로를 믿
지 못한 결과 결국 奏의 천하통일이 완성될 수 있었다
춘추시대 인식된 信의 관념은 그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중에는 또한 영원불변의 부
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信이 갖고 있는 윤리도덕의 관념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성，즉 만고불변의 부분을 가지고 었다는 것이다 信의 윤
리도덕에 내재된 의미는 외부의 열악한 시공과 환경으로 죄철될 수 없지
만，아마도 현실정치의 이해와 충돌하였을 때에는 信의 관념이 희생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信이라고 하는 윤리도덕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
는 여전히 사람이 처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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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불변한 기본덕목일 것이다
/월한 바와 같은 信의 관념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그1자 한 본
문에서의 시도는 향후 공유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대한 근원적
요소를 탑색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탐색한 역사적 내용들이 펼자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제주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갈동
의 요소에 대한 현실연구의 기초니자료로제공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r信」관념은이후

전국시대 및 통일제국시대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계

속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둥에 대한 근원적 탐색을 위한 중국 춘추시대 이후 「信」의
식의 변화에 대한 탐색은 향후의 지속적언 연구과제로 남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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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뀔율김
η1e Notion

of Trust( 信)in the spring-autumn

- A Preliminary Srudi

앉

period

about Public Management of Nature in ]eju

Jung ，Chang-Won

We can find obvious alleration in the notion about 'the σust( 信)’
from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However ，
definile research on question about ’
How this a1teration was formed
and constructing what kind of influence，and had the notion of trust
a1ready been out of focus by people at least? ’
has not been proceeded
yet
1n great tumult of spring-autumn period and confronting

이fferent

situation and phase each other ，
so the notion of ’
trust ’
was brought to
the unavoidable situation for the distortion ，
therefore people began to
lament for the fallen ethics
1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d to research about how the ethos of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was a1tering

through ana1yzing a1teration of the age that brought the change of
notion of ’
trust ’
under the politica1 situation of the spring autumn
←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tes and observe occuπed effects reslÙt
from that
Although ’
Propriety( 禮)’
and ’
Music( 樂)’
were collapsed and status
of emperor of Zhou(周)
was lost at the spring-autumn period to the age
of warring stales ，
the age was to maintain the ordet of the world by

* Assistant Professor，Departrnent of History，Jeju National University

중국 훈추시기톨 중심으로 본 신(낌)판녕187

depending vow and signing of a σ'eaty with the overlord. 50 ，
where
can we find the reason? Just the notion of ’
trust ’
became the basis that
could restrain each other and it make p이itics of spring-autumn

riod，

야

laying stress on the ’
σust ’
of people at that time from spring up and
development of the Covenant p이itics.
From reaching the age of WaI껴ng sta 않 s，
however ，
because the ethos
of that time became more σickier and grotesque ，taking victory by
trick and power was perceived as the best effective way. To making
advantageous situation ，each state repeated deceiving and breaking
believe each others. In this situation ，so ，no more ’
trust ’
could be
discussed. We can see the vow was almost collapsed. and Qin(聚)
could unify a whole country because each states which form the
east-to-west

confederacy of six states did not believe result from

distrust of each others with being based on ’
Profit( 利)’

댄표관뀔김
Trust(f 용)，
Profit(利)，spring-autumn period(界秋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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