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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열전』에 대한 치유적 독법*

怨望 에 대한성찰
김 승 룡**

<요

약>

본 연구는 한(漢) 나라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 의 「백이열전(伯夷列傳）」을 치유적

독법으로 읽고, 그 안에서 '원망'을 넘어설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백이열전」에 대한 논의
는 대부분 지식인의 절의(節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반하어 본 연구는 「백이열전」의 주인
공 인 ‘백이'의 마음을 집중한다 백이(와 숙제)는 왕위도 포기하고 새 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 그러 나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좌절했고, 서산에 온거했 다가 굶주
려 죽고 말았다. 이 를 두고 사마천 온 백이가 ‘원망'했다고 생각했고, 공자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
다. 본 연구는 ‘백이의 마음’을 두고 사마천과 공자 사이에 갈라진 공백 안에 무엇 이 있을지 탐색했다.
이 를 위해 「 백이열전 」 의 맥락을 찬찬히 읽었고, 그 과정에서 ‘ 온(隱)’과 '명(命）’에 대한 새 로운 해석 을

감행했 다 즉 ‘ 隱'온 세상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읽었고, ‘ 命'도 천명으로 해석하면서, 백이의 온거는 개
인 적 좌절을 넘어서 사회 적 운명 이란 지평을 해석했다. 아울러 ‘백이의 원망'을 두고, 사마천온 ‘사실'
을 말했 다면 공자 의 평가는 백이 를 원망의 프 레임 속 에서 이 탈시켜주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고전의 재 독(再讀) 과정에서 원망을 넘어서는 치유방법을 추론할 수 있었다. 마음 에 두지 않는 순간, 새
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진 다는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방법이다. 고전의 치유적 독법온 기촌의 텍스트
독법을 준용하면서도 텍스트 대 감정서시{感情敍事)에 주목한다. 기촌 논 의와 만나는 지점도 있지만 갈

라지거나 어 긋나는 부분 에서 고전 에 대한 새 로운 독법 이 시작되며 , 이 를 통해 현대인의 감정이해와 조
절 에 고전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제 어>

사 □ f천 (Sama-cheon( 司 馬遷))
공자(Confucius)

*
**

백 이 (Baek-Yi( 伯夷))

원 망(resentment)

치유적 독법 (bibliotherapy)

이 논문은 2019 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부산대학교 한분학과 교수, laohu99@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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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망의 프레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연十논 했漢) 니라 여사기인 사마선( 司馬遷)이 지은

傳)」음 치유석 독법으도 읽고,

시기(史記) 의 「백이일선(伯夷列

I- 안에서 ‘위밍(怨望)＇음 넘어선 방법음 모색히는 데 목적이

었다. 지금까지 r 백이역저」에 내힌 논의늘은 내 부분 자사언의 절의(節義）에 조심 2 맞추어

서 신행되었다

시 기 를 다루논 맥락이 r「 한 한나라의 꾼명신설 立로섹亡와 관련이 었논

민큼, 지식인음 어떻게 대 ?6]고 이통음 어떻게 배지히며 아른에게 어떤 넉꾹음 요구학 것
인기,

rr

이떤 재로를 마린할 것인기에 맞추이 었었기 때꾼이디. 이른비 서대서시 담군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나. 이는 충툰히 이해되고 나당한 논의있나. 딩시에논 심신한 뮤제있시 때
문이다. 고러나 뷰 안 7는 기손의 문명긴설 시사와는 거리뭉 누간자 힌다. 수로 '백이'의 마
움에 오롯하게 집중하여, 그 속내릅 읽고 싶기 때꾼이다 우습지민 지급-O- 탄신 이 꾼재기
심신한 탓이나 나소 지엽석(?）으노 보이는 ‘미유-’에 주목히면서, 본 연구는 사촌 주류딤론에
시 벗어나는 익나2 시석했간, 다소 위내로운 모험 2 깁행할 수 였었다.
몬 연구는 고진음 치유석 독법으노 읽으리는 시도튼의 맥라예 놓여있나. 시 지료나, 이야
기 치료 능처럽 기손의 문힉옵 농해시 인간의 마음치유릉 시노하는 노락늘과 엇닿아있다.
다만 동아시아 고선 낵스F를 새녹( 再讀）하면서 낵스-F 속 주인공들이 이명게 자신의 마음

g-

위로하간 지유해 나갔는지른 살펴뷰다는 섞에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혼래 문피지

꿉결 추十하논 논의들을 닌변 디잉한 층위의 넥스亡기 서 군되고 었디논 집에서 그나지 섀
도움 것도 없는 얻이다. 나만 이 굴의 ‘비신천석'인 주면온 사석힉 필요가 있나. 신제 상딤
자업을 해본 적이 없돈 연十자탄서 과연 사란의 마음치 유를 위한 맥락을 얼마나 잘 V.차하
고 논리석으노 추류해 낸시논 나소 주저되 눈 주면이 었기 때문이냐
늘이 안간과 소지경영 2- 위하이 가장 애용하는 자원(資源）으로

떠나 시급의 성잉사

사기 른 거론하단 있다는

말을 튼고 닌년, 이른비 고선(넥스 F_)은 이떤 맥락에 놓이논기에 띠라

T- 다른 효용성을 갖

고 새도운 생명음 획득한 수도 었겠구나 하는 생각음 히게 튀나. 바도 이 시점에서 몬 연
구는 시석되었다
사시 들 통득히면 히나의 감정음 보1견히게 된다. ：：랍게 도

1것온 ‘위망(怨望)’이있다.

이는 언봉늘의 깁성에 집중하면시 임은 수와이었다. 고러나 뜻밖에 마수진 갑성은 참으로
이해하기 이려올 닌재이기토 하였다. 사실 ‘윈망'은 하나의 갑징立레임을 十성한다 한쪽에
는 원명 히눈 사가 있고 다론 한쪽에 七 위밍음 반논 사가 있다. 누가 장했눈시 못했눈시, 무
엇이 종은지 나뿐지는 우리로시는 암 수 없다. 낭사자늘끼리 암 수 있으리라 생샤하지만

꼭 그렇지민T 않다 이민 경우L- 오히려 재 3자기 그 경위틀 알기 T二 한다. 게디기 그 윈망
도 또힌 천천히 들어보민 누군가의 넋누리요 익 2점의 호소에 고치는 겅우가 많다. 고래도
우리논 그 시정을 귀담아 들이줄 필R_논 있디 당시자에센 견턴 수 없논 아휴이9- 상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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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r 백이일전』에 대한 치유적 독법 - 怨望에 대한 성찰

기 때꾼이다 그섯이 나의 경우라년 이평게 할 섯인기?
;,....조무 .사뮤해산나. Q늘 히루 행복한 미유으무 생할6-]였는가? 혹시 누군사, 무엇인가물

원망하면시 지냈는가.） 소금이라노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고깃은 무슨 이유에시였는가?

주위 사랍들에게 획인해넘년 대부분의 시란들은 하루－T二 누군기를, 무엇인기릅 원망하지 않
고 십이가논 사립통은 없다. Q히려 원망이논 미유 히나도 없이 사눈 사립이 있나고 히면,
다늘 ‘독특하내!＇라간 말훌 하곤 힌댜 그 말은 원망하지 않는 생화이 휴하지 않음홀 반증

한다.
언젠가?터 우리의 임성이 되어버린 ‘원망\ 이것은 도내재 어떤 깁성이간, 어떤 싫의 빙
식이라서 우리를 휘감아 돌고 있논 섯일까? 최근

시기

열선(列傳）을 치군하게 임을 기회

물 만나서 옛사립(古人)튼군] 대회들 나뉴 시간음 갖게 되었다. 아주 ?레진에 읽었던 고인
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늘이었는네, 고로부터 힌 세내가 5_돈 지금 읽어보니 바
탄 니의 이야기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섯일까/ 간은 낵스-F릅 두고 과시엔 남의 이
야기였단 것이, 지금은 나의 이야기로 여겨진 것은 어떤 이유에시였을까? 뷰 안구의 시석은
비군 이구부터 출발하였디 걸근을 앞서 밀하자년 녹법의 치이였디, ．쿠 바시논 고선 그 지
체만 덱;,.｀트부 삼이 읽었다면, 시급은 고진괴 나의 접속음 도모히고, 나 또한 히나의 덱_;,.`
느가 되었던 깃이다”}승농, 2019). 이세 그 이야기붕 백이로부터 시식하도'.； 하자.

끝으노 변명옥 히나 히도록 한다. 본 연구논 통상의 논뮤의 형식음 따르시 않었다. 미지
힌저의 에세이처럽 쓰였다. 객편 자 시숫과 수뀌 지 깁성이 칙종되어 있어시 어디가 텍스느
의 '진산이고, 어니가 논,사의 ‘생긱'인시 성 /l1사 간옥 모굽히시도 히나. 이런 진략음 취했
난 것은 꾸엇보다 기손 논문형시으로 텍스트롱 읽는다민, 뷰 인T가 지향하는 마음의 주지
이 꿇이실까 가정했던 섯이디 게다기

시기 에 대한 기혼 연十를 각주구 덧붙이지 않았다

되도목 몬고의 생긱음 인춤6]는 데에 집중히고사 했기 때문입니다. 물로 시촌의 어떤 논문
노 인용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 때문에

사기 의 시사남돈옵 기내했닌 분늘에겐 다

/,..._ 실편할논지토 모르겠다 미리 앙해를 부다느린다 본 연十논 여니모 T 하나의 시 -T일 뿐
이다. 다만

사기

「백이영전」에 내현 인구 가운데 ‘백이의 마음` 홑 오롯하/II 집중힌 논구

논 눈에 띄지 않았디논 시실에 위안을 받을 뿐이다. 차후 이와 간은 녹법이 경험이 쌓여서
고진덱소드들 통한 미유지유가 가능해시시들 시대해 본나.

II.

백이와 그의 슬픈 노래

"백이와 숙제는 건죽가 임금의 두 아들이다. 아버지는 숙제똘 잉위에 세우시몽 원했었
다. 이 바시가 죽지 숙제는 백이에게 왕위들 잉보하였나. 백이는, “아비시의 명령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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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왕위에 서야 한댜”라고 말하고 끝내 도망쳐 고죽국을 떠났댜 숙제도 마찬가지로 왕
위에 서리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나라 사람들은 그 가운데 아들을 왕위에 세웠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서백 희창이 원로를 잘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 가서 그에게 귀의
하지 않을손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서백을 찾아갔을 때, 서백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무왕이 부친의 나무신주를 섣고 둔왕으로 부르면서 동쪽으로 은나라 주왕을 치러
출정하고 있었댜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탄 전차의 만을 붙들고 간세(諫說）하였다. "아버
지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에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일을 효성스럽다고 말할
수 었겠소? 신하의 처지로 천지를- 시해하려 하니, 이를 어질다고 말할 수 었겠소?” 무왕
의 좌우에 었던 병사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다. 대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
고 양쪽에서 떠메어 떠나가도록 했다. 이윽고 무왕이 은나라의 난국을 평정하자, 천하 사
람들은 주나라를 종주로 받들었다. 백이와 숙제는 이를 치욕스럽게 여기고 의리상 주나
라의 곡식을 먹지 않으며 수양산에 은거해서 산나물을 캐어 먹었다.“1)

사마천(司馬遷)이 기록한 백이의 삶이다. 너무도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생각보다 해
석하기 쉽지 않다. 공자가 백이와 숙제를 두고 내린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백이와 숙제는 옛 악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원망이 거의 없었다.”2)
“인(仁)을 추구하여 인을 얻었으니, 또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3)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백이의 마음이 서럽다. 지급은 사라졌지만, 입으로 전하는 시를 보면 다르게 생
각할 만하댜 "4)

공자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앞서 ‘백이'란 호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본래 백이와 숙제는 형제다. 통상 각각의 이릅 끝 자 하나씩을 떼어서 합한 뒤 ‘이제(夷齊)'

라고도 줄여서 부른댜 공자나 사마천은 ‘백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백이'와 ‘숙제' 두 사람

1) 「 伯夷列傳J,

伯夷叔齊 孤竹國之二子也 父欲立叔齊 及父卒 叔齊讓伯夷 伯夷曰 父命也 遂逃去 叔齊
亦不肯立而逃之 國人立其中子 於是伯夷叔齊聞西伯昌善養老 盍往歸焉 及至 西伯卒 武王載木主 號爲
文王 東伐紂 伯夷叔齊叩馬而諫曰 父死不葬 爰及干戈 可謂孝乎 以臣弑君 可謂仁乎 左右欲兵之 太
公曰 此義人也 扶而去之 武王已平殷亂 天下宗周 而伯夷叔齊恥之 義不食周粟 隱於首陽

rrr
``,'’``,'’``,'’
234

伯夷列傳J, 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伯夷列傳J, 求仁得仁 又何怨乎

,.’’

伯夷列傳J, 余悲伯夷之意 睹軼詩可異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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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뜻한댜 우리도 그들처럼 ‘백이’라고 부르도록 한댜
백이는 중국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로 될 즈음 이미 지긋한 나이를 먹은 사람이다. 주나
라는 약 3 천 년 전의 나라로서, 당시 주나라의 왕이었던 문왕(文王）은 세상 사람 가운데 거
의 삼분지 이에 해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었다. 문왕은 천자인 은(殷) 나라 주왕(紂王)의
미움을 받아 유리(羑里)라는 곳에 유폐되었음 정도로 시기를 받아 고초를 겪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문왕을 신뢰했댜 아마도 부친의 공덕이 남아서였으리라. 문왕의 아들 무
왕(武王)이 군사적 봉기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쫓아서 주왕의 쿠데타를 응원
했고 실제 뒤쫓아 거사에 참여했다.
무왕이 주왕을 공격하러 떠날 즈음이었다. 산해관(山海關) 부근, 중원의 중심에서 아주 먼
변방에 있던 고죽국(孤竹國)에서 왕위를 마다하고 떠나왔던 백이가 무왕의 군대 앞에 나타
났댜 그들은 무왕의 전차를 가로막아서며 천지{당시 천하의 주인은 은나라 주왕이었다.)를
상대로 무력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시위했다. 전차 앞을 가로막아선 선 노인들, 그들은
비무장이었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었었음 터, 그들도 또한 비무장이었으리라. 이른

바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주왕을 타도하러 가는 길이었으니만큼, 비무장한 노인들을 창
칼로 해코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의 아름다운 이릅이 세상에 자자하였
으니 이들을 강제로 진압한다는 것은 더욱 안될 일이었다. 이 순간, 무왕의 최측근으로서
이번 전쟁의 기획자인 태공망 여상(呂尙）이 얼른 나섰다. 그는 백이를 붙들고 시비하며 윽
박지르던 병사들을 저지했댜

”이들은 의인이댜 "5)

태공망의 언명은 단호했고 군소리 하나 없었다. 백이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익히 알고
었던 태공망은 갑자기 나타나 전쟁 반대를 외치는 백이를 보고 당황했다. 그에게 이번 거
사는 정의의 전쟁이었댜 아니 정의로워야 했다. 이 전쟁은 무왕의 부친인 문왕 시절부터
축적된 인간적 신뢰에 바탕을 두었었고 천하의 주인을 겨|로운 방식'으로 HP?-기 위해 오랫
동안 정성음 들여왔기 때문이다. 거의 마지막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강력한 백이가 나타난
것이댜 가장 큰 난관이었댜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정의의 전생이 존재하논가? 전생이 정의롭다, 그렇지 않

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확실하진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치나 전쟁
이 성공했던 적은 없었다. 어쩌면 세상 사람의 마음, 이것이 거의 유일한 기준일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다. 세상사람 반수 이상의 마음을 얻었지 않

5) 「 伯夷列傳J,

此義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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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 그린대 세상의 현지구 알려신 시란, 왕위라돈 이상적 지라릅 박치고 나온 사란, 부모
의 마씀음 반통어 효성 2겁나고 안리진 사립, 세상사림이 어진나고 인정한 저톤이 사신통
을 마아섰다. 순간 아찔했다. 내공망은 임몬 기지붕 발휘했다. 저늘옵 내치지 않간, 오히려
시들의 마움을 인정해주논 섯 OT_ 지신의 입자릅 강화하.il., 지신을 반대하논 시란들r;:_
g힌 수 있음음 세상에 내보이기도 했나 저 틀도 의납고,

? 리도

y

의납나. 양시류(兩是論)이

다. 나의 의로움훌 내보이기 위해 남의 의로움t· 이성하,7_ 디욱 구]용 2· 배씀어야 힌다. 내
공명의 네 미니는

댑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답온 단쵸한 목소미있냐

부왕의 출정 때에 빌어진 백이와의 임은 하나의 해프닝에 고치 "i7_ 말았다 아니 해프닝으
구 불개져 덮이졌다 백이논 실의했다 그 민 길을 걸이서 이)〈· 주나라블 찾아웠던 것은 윈
도들 모신 줄 아는 사럼이 있다는 소문음 른어서있나. 식어도 세상의 성현음 시혜무 녹여
냈닌 사람2· 내우알 중 아는 사람의 손재! 백이가 생사찰 때 참으로 전맙간 귀힌 사람이었
디. 나이기 들면 쓸모없디고 버려자논 섀상의 차가온 인심을 겪O며 얼마니 울분했던기? 그
자신은 이돈바 왕으로시 누릴 수 있는 권리노 명예노 부귀노 팽새치던 띠나오지 않았던가.

그'J큼 그의 마음은 전실했었다 비록 중윈에서 동북쪽 빈방에 산았지만, 세상이 맙아질 수
있다면 참 총겠다는 생각음 한 민도 놓친 석이 없었다. 시유이사 마지믹 시도있던 비퓨려
시위가 투산으로 끝난 채 갈갈하개 놀아선 백이 , 그는 끝내 현실과의 절안 2 선택하간 말
았다.
무왕은 은나라붕 무찌르간 점냐 처자의 지위에 유랐다. 백이가 생사하기에 저늘은 부의
한 사립톤이었나. 천히 사림톤은 나톨 주나라들 천사도 모셨고

1 조정에서 일히시들 워했

다 고리간 지극지으로 참여했댜 고러나 백이는 고 성황 2 도저히 건디지 못했다 북의힌
권력이 정권을 잡았논데또 그리구 쏠리논- 시만들의 행동과 마움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
나고 저톤음 히나히나 짖이가서 무왕 정구l 은 정의듭시 않다고, 종,-<宗周)히七· 행위는 융시
않은 것이라간 섬나해시 마음 T쳐니세 알 자신노 없었다 이미 세상은 수나라 무왕의 깃
이었기 때E이디 그런 섀상에 사논 나 지신이 부끄니웠다 이때 그기 할 수 있논 일이라 ;l,민식 세싱에시의 자신의 자주l 른 깁추는 것이었다. 아돈바 은거(隱居）였다
은.서논 자신의 토가 실현노]지 않을 때 지식인이 취할 수 있논 t-r 하니의 적나칙 행위이
나. 혼히 ?·디는 온기하는 이틀에게 양생(養生）음 통해 생명이 잉워서사물 꿈꾸었던 위진석

魏晉的) 도가(道家)의 모자릉 씌위시 세싱 회피, 음쑹눕워, 자인 위성 능과 같은 레네르릉
붙이폰 한다 그런데 꾼4隱)’은 숨돈다논 뜻넘디 더 귀산 의미를 하니 갖고 있다. 비구 에
만파히나, 블씽히게 여긴나는 뜻이다. 유사사 이상석인 인간의 인걱으부 생긱 6]는 인(仁)의
난서군 꼽논 측은지신(惻隱之心)의 ‘은{隱)'자기 비군 이 글지디 누군기를 아피하고 동징하

는 마음이냐 어쩌면 온사는

!늘 속에 사신음 감추시 이진에 누군-가의 상시물 감이 이파

하다가 도저히 어찌할 노리 가 없어시 가만히 자신의 족지(足跡)2 겨누었년 사람, 나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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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애달파하며 같이 아파해주려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순간, 은거의 의미를 다
시 생각하게 된댜

백이는 수양산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산나물음 캐어 먹으면서 살았다. 나릅 지조를 지
키며 힘겹게 살아갔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흉흉했다. 하다못해 자신이 산나

물로 연명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곳의 산나물은 주나라에서 나는 것
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백이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을 비꼰 소리
였댜 참으로 잔인했댜 본래 세상은 그런 것이나 누군가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었
으면, 그가 죽음 때까지 찔러대는 법이었다. 죽음 때까지 찔러대는 비수들, 그 말의 번뜩이

는 겁광(劍光）은 보이지 않아도 예리하게 마음을 후비고 독이 되었다. 보이지 않기에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댜 그래서 더욱 무섭다. 결국 그 칼날들을 이기지 못한 백이는 곡기를 끊
었고 끝내 죽고 말았댜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노래를 남겼댜 아마도 너무도 원통하여 울면
서 노래했으리라.

"저 서산에 올라서
그곳 고사리를 캐노라.

폭력으로 폭력을 바뀌놓고

그 그릇됩은 알지 못하네.
신농도 우순도 하우도 홀연히 사라졌으니
니는 어디로 돌아가려나
아, 슬프다! 떠나자
천명이 사위어가네 .”6)

m.

문명과 폭력, 그리고 분노와 좌절

이 노래의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애써 썼으니 그 어느 것
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었댜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저 서산에 올라서
그곳 고사리를 캐노라.”

6) 「 伯夷列傳J,

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農虞夏忽焉沒兮 我安適歸矣 于嗟徂兮 命之

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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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늪 일반적0草 알려신 내용이다. 백이돈 무왕의 은니라 징벌을 막지 못한 뒤구
이른바 수양신으무 안리진 서산으부 온기했나. 서신온 주나리 도읍인

UK亳)의

서쪽에 있었

댜 평지에 노이 솟아시 다몬 곳보다 변이 임찍 亡-는 산이다. 아무것노 없는 사람이 살기예
논 띠뜻한 天이 °뜸인 법, 맨전-O_T. 신 백이에게 알맞은 장수`였다 아주 외신 )〈－온 아니라
서 세상괴 완진히 딤음 쌓온 곳도 이니었다. 여전히 백이눈 세상의 변회을 심피고, 세상의
사람늘옵 아파하며, 세상의 노리가 실현되기문 희 7하였다. 그 땅에시 가상 혼하간 하십것
없는 음식음 먹으며 십았나. 백이부서는 사신음 가나듬는 방법이있다. 백이는 이렇게 사시
삶2 요약힌 뉘 수잔사릉 저설지으로 토로했다.

일수락°로 쏙리을 바꿔놓건
_J_

__J_릇됨은 인시 롯하내"

‘폭력으로 폭력훌 HHI-다\ 이 말은 수나라 무앙이 폭락의 병법으로 은나라 수왕옵 무찌

른 섯을 기리킨다 이 지집은 대난히 중R-하다. 그신 중윈의 정권교체논 신잉(禪讓）과 간은
평회석 방법으도 이루아서 왔다. 사장 비근한 사대사 요(堯）의 순(舜)의 선양이있다. 요는 사
신의 측;,- 및 지역의 신하늘에세 시람을 주처하라.간 했간, 주처뉜 순;;;_- 스무 해 둡안 임을

민기서 수행능력유 삼미보았으며, 자신의 투 따음 시집보내어서 가정사름 어떻게 치니히는
지노 살펴보았다. 지금 요가 선텍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힌 집안의 가징이 아니라 나라 전
체들 다소리 사립이있다. 생링(生靈) 한퉁이 다구1 문제가 아니요, 국가의 운명, 세상의 운세
와 편련뉜 임이었다 고와 친하JI_ 친하지 않간, 고와 피릉 나누JI_ 나누지 않T-가 뛰딘 기준

이 될 수논 없었나 실재 구 요논 난주(丹朱)라논 아들이 하나 있었디. 그린대 아버 지기 별
때 착이고 귀여운 이튼이있시만 나리들 나조리 군주갑은 이니었나,

/레서 요는 조무 해

동인 순 2- 시험하던시 많이 기다렸닌 것이다.

습의 아내였던 아횡와 어영은 지매구서 함께 간은 남편을 잘 모셨다 부부신 의리기 얼
마나 좋았닌지, 순이 -국단 날, 이 눌노 같이 동성호(洞庭湖）에 몸옵 닌지 세싱2 하지하였
다 지급T·- 동정호의 한 기요대 있\· 섬의 군산( 君山)에뇨- 두 아내기 남편 습이 죽던 난 훈
린 눈물이 튀어 무늬도 님온 빈죽(斑竹)이 사란나고 한나. 이만히면 요사 순음 선대했던 것
이 튜리저 않았다갑 선 수 있;;;_- *하다 이런 행지2 사람늘은 내평성세로 기거했다.
그린대, 주니라 무엉이 일이 재낀 판T--라의 상자 안에논 평화기 아닌 폭력이 들이었었디.
백이는 무엇보나 꾸려음 퓨력으도 교체했나는 사신에 크게 충격음 반있나. 개인괴 개인 사
이의 -E재가 아니었기에 그 강또논 더욱 겼다 세상의 통서(統緖）와 요영원리를 뒤바꾸논

인이었시 때문이나. 비록 불의한 꾹멱음 정의부운 꾹려으~ up규었으니 정딩히나고 변쵸힉
지노 모르겠다 하지만 생샤해보면, 무엇이 성의이간 부의임까.) 무엇을 기 준으로 하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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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의를 나눕 수 있을까/ 쉬요 일은 아니디 공인된 징시{正史) 여시 승지의 여사이지 않
던가? 멕이무부니 한찬음 시나 공자노 기서 백 년이 호른 뒤 세상에 나온 묵시{墨子）에 의
하면, 만숭아 하나릉 훔치면 노녹으로 물리지만 나라 하나문 훔치면 영3으로 여겨지전, 사

란 하나를 죽이변 산인지T 처벌받지민 수많은 시련을 죽이변 여시 영웅0 탄 떠받들이신디
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시 진뮤옴 던시고 있다.
묵자의 점문은 지금까지노 유효힌 눗하다. 과?] 이 세싱에 성의의 전쟁이 었는가? 성의로운
꾹려이 있는가?
백이는 이번 사긴이 피의 역사릉 여는 시야 序幕)이었읍읍 암아했다. 폭력은 또 다·'L-· 폭
력 0 구 대체뇌고, 그 꼭력은 더 크시나 교환한 꼭력 0구 대체필 섯이었다. 하연없이 이이지
는, 끝도 없이 흘러갈 꾹려의 뫼비우2道]였나. 이후노 끊임없이 이어 서 우 가려의 역사물
보면, 백이의 복실힌 주측은 맛은 눗하다. 숭사사릉 거내힌 용이라간 할 때, 몸뚱이 어느
지점 하나 상처 T 괴를 훈려지 않은 )도·은 없었던 섯이다. 목력의 立레임은 아주 견고한 생
사의 내경구노릉 갓단 있기예 , 이판 벗어나는 것은 푹덕 너미론 꿈꾸어야 가눕힌 익이었다.
이씨변 백이기 신택했던 수양산은 은서의 공신이 아니라 폭력 너머의 경계공신이었을지 모

른다. 퓨력의 이쪽괴 저쪽온, 좌든 우든, 급진석이고 괴격한 것은 농일한 어미봅{母腹)에서
내어난 메누사의 사누{ 蛇頭）눌이댜 좌우의 극딘이 아닌 , ·3간의 어느 자심, 고곳에시 백이
사 실고 싶었던 것은 이면//]？ 군주가 있눈 곳에서 명지 않은 곳

떠나 군주의의 관 /11 눈

맺지 않는 그곳! 나라문 벗어나지 않아시 위벽힌 이나옵 하진 않았지만, 그령다간 나라에
관여히시 않아서 견제의 비판음 감행학 수 었었던

1곳! 나른 곳보나 먼저 년음 반음 정도

로 우유하니 솟은 산, 남의 辻에도 십 띄간, 나아가 자신2 오롯하/Il 트러낼 수밖에 없는

그)~-! 그dl1서 그天예 사돈 이돈 은밀한 읍-모가가 될 수또 없고 과격한 선력기도 될 수 없
었다. 모든 것이 투명 히며, 히 나못해 신나물음 뜬어먹는 것조자 1국중이 되는 곳이었나 마
로 그 경계공간에시 백이는 눙지붕 특었간 소심스레 기다리 머 수시 했다.
무왕은 자신이 무슨 일을 시실렀논지 몰랐다 그기 여사에 이떤 죄릅 지었논지 T- 몰랐다
후고--k後果）릉 압민노 저지르도'‘; 부주기머 전략2· 세웠단 내공망과는 약간 부',i가 다르다.
후디했던 부친의 디 분°모 섀상의 인심을 샀던 터라, 그논 자신에게 군주군서, 진자구서,
최고 정영사노서의 사진에 대한 엄정한 검증음 겪시 않었다. 일찌감치 주나리의 시조부 불
리는 건상딘庫古公亶父)는 손자인 문왕의 후덕힌 자질을 논여겨보간 마내아늘인 계덕(季歷)
에게 왕위클 넘겼디 큰아들 태백(太伯）과 둘째 아들 중읽仲雍)은 부친의 뜻을 눈치재고 멀
디 만이났다. 왕사에서 왕위물 자지히시 못한나는 것은 주유음 뜻한다. 공자七· 이물 이른나

g

잉나라고 설랐지민, 아주 멀리 동해까지, 그리고 디시 남쪽0구 기서, 비디기 내디뵈논

<;>(吳)까지 9는 농안 대백괴 중옹이 가졌음 마음온 비장했으디리. 목숨유 건 틸주었 /l 때
문이다 고곳은 산과 늘에시 자랐던 고늘에겐 아수 낯선 풍토였었다. 이 순간, 우리는 고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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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이 백이의 모습과 오버랜뇌며, ＇아름다요 앙민의 데지뷰를 경험하게 된디
주나리는 이렇게 뮤왕까지 세숭되있지마, 온나리의 운명노 아식온 님아 있었나. 온냐
라 수왕( 紂王）은 미색에 빠지간 성사에 소혹하며 백성에개 가혹했다전 알려지 었다. 고런

대

서경 에 기록된 그의 정치적 자취논 제법 괜찮았디. 어나

논이 니

맹자 를 들추다

보면, 어쩌면 이리도 히나의 인물에 대한 상(像）음 고정시켜 놓있눈시, 찬으도 모진나논

l

-

껌옵 가집 때가 었다. 특성헌 이념옵 만늘어내기 위하이, 마치 어린아이늘 처자문 외우눗,
만만만 히나의 구십, 히나의 생각음 강요히고 있/l 때문이나 어린이부니 성인틀, 나아사
노안들까지, 궁잉 성계로부터 시골7삭까지 , 힌번 기‘'；된 모습은 계令 반민 재생산되면시
획층편향을 낳止 꾼내 인신의 머리에서 발끈까지 장악하였다 그려하여 우연한 시선은 필
연석 합리가 되고 소지던 드깎은 강한 확신으노 변 s-1여 경국 누군-가는 죄인으노, 누군가는

성안으로 만늘어섰다. 중간에 삐국빠국 울통부통힌 보습늘을 천천히 하나씩 실어 유리려면
많은 공력과 두꺼요 얼음장을 뚫이아 한디 경서릅 공부하논 이들이라면 누十니 악인의 대
명사로 하나라의 걸(桀), 은나라의 수(紂）문 무 닉 내 전 외우곤 했다.
여하신 무왕은 자신이 폭력의 여시릅 낳았디논 사실을 몰랐0니, 그섯에 내해 반성할 줄
온 꿈에도 생각한 석이 없있으리리. 백이는 마음이 이곳R다.

2-

는간 수나라까지 왔긴만, 고눕이 목격힌 것은 참담힌 미래의 모습이었다. 언젠가 어느

뜨기운 여른날, 파티미의 싱시물 찾이간 석이 있었나.

2

l의 부친인 문왕의 방명(芳名)

1곳온 세 이이가 성모미리이의 현신

목격했간 성모님이 말해수는 미래의 익늘 2- 늘었딘 곳 이다. 아이늘은 투시운 나미지 삽

내 세상괴 심연한 채 실아갔다. 세상이 무서워서도

/러했시만, 사서른이 보있던 것음 자미

누 7에 /ll도 말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너 부도 꿈찍했던 깃이다. 백이가 마리 ‘목격'힌 것도
마찬기지였다 이미 지옥0구 가는 E은 열렸디 그 앞에 백이가 서 있다 마치 오.='세미술
관에 소장뒤 부냉의

시우의 문

문신주에 새서진 ‘생긱6] 는 사립’이 인간의 운명음 고뇌

하며 절망하다 저노 모르/Il 떨귀진 간개릉 띠받치간 었눗이, 백이는 어깨릉 축 늘어뜨리간
시신T- 아내 T 떨十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T 신아 배신감과 좌진감이 스치고 지니신디

W 백이룰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신눕노 우순도 하우도 홀인히 사라섰0니
나는 이디로 돌이가려나?"

이 十전의 "니느- 이디련 돌아가려니?'·라뇨- 밀은 침O 탄 기슈 아픈 한숨의 난사디. 막막함
이랄까 이득함이랄까, 히진한이랄까, 죄십감이랄까, 한 가딕 희밍으노 심아왔던 백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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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로든 가야 할 듯한데, 도대체 발끝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 갑자기 그간 살아왔던 모습들
이 스치며 히무해졌댜 그동안 니〈백이)는 무엇을 위하여 애썼던 것일까? 사람들이 바라는
권력도 뿌리치고 세상의 도리를 찾기 위하여 살아왔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음 맞
는 형제가 같이 었어서 행복했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많은

세상에서 고작 산나물 하나 먹어도 행복했었다. 남들에게 명예욕이 었다는 불평도 들었지
만 개의치 않았댜 내가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이댜 모함도 들었다. 내가 산나물이나 뜯
어먹고 사는 것조차 비난받았댜 그렇게 잘난 직할 것이면, 아예

이 나라를 떠날 것이지,

왜 어슬렁거리며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며 모욕도 안겨주었다. 가슴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진 백이, 그는 이미 받았던 좌절에 다시 인심이 안겨준 상처에 어찌할 H鬪: 몰랐다.
이제 결단음 내릴 때가 되었다.

“아, 슬프다! 떠나자
천명이 사위어가네.”

절망의 탄사치고는 너무 간단하댜 ‘아, 슬프댜’ 그렇댜 옛사람들의 감정 처리는 이처럼
간단했댜 게다가 슬프니, 아쉽다느니, 구슬프다니, 가슴 아프다고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을

꺼렸댜 사실 감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추려낸 수도 없다. 그래
서 더욱 백이의 짧은 탄성이 앤지 짠해진다. 하임없이 가슴에 맺힌 감정과 사연을 토로한
수도 없는 상황이댜 백이는 막막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미 고향은 작심하고 떠나왔

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댜 같이 왔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간 데다 오직 뜻 맞는 형제 두
사람뿐이었댜 백이는 이제 지쳤다.

통상적으로 원문의 " 命之衰矣(명지쇠의)”를 ‘내 운명은 쇠약해지고 끝났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백이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다. ‘명(命)’을 한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으로만 한정
하면, 이 말은 나약한 넋두리에 빠지고 만다. 백이의 눈은 개인에 머물지 않았고, 그의 가
슴은 더 넓은 세상의 안녕을 희구하고 었었다. 그가 고죽국에서 머나먼 이곳까지 온 이유
도 그저 개인의 목숨을 부지할 곳을 찾아서 온 것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세상을 일굴 사람
음 찾아서 왔고 목숨까지 걸며 저들의 전쟁을 막고자 했었다. 그래서 이곳의 ‘명(命)’은 천
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7)

7) 이 부분은 본고의 상상력의 소산이다, 과문해서인지,

사기 를 강독하거나 본 연구를 준비하는 동안 이

에 대한 명확한 전거를 찾지는 못했다, 심사위원도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이의 노래 속

命之衰矣’를 문명의 변화동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읽어내지 않는다면, 개인적 넋두리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 운명을 통해 세상의 불의를 비판할 수도 있을 듯하다. 여하간 약간 논란

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차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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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그는 폭력이 접철될 미래를 미리 눈으로 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사
람의 비명들, 화염들, 살상들, 야욕에 불탄 얼굴들, 슬픔에 잠긴 누이들, 자식 잃은 부모들,
부모 잃은 고아들이 비쳤으리라. "천명이 사위어가네'’라고 했지만, "천명은 기울기 시작했
고" "천명은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1(衰）’는 기운이 떨어지

다, 기운이 빠지다, 기운이 약해지다, 기운이 미약해지다는 뜻이다. 끝났다는 ‘종(終)’에 비
해 아직 끝나진 않았다. 기운이 빠지고 조금씩 미약하나마 숨은 붙어 었는 것이다. 혹시 생
명이 붙어 었으니 희망을 안에 담고 었다고 여길 수도 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미 죽

은 자의 시신을 바라보는 아쉬움과 아직 숨이 붙어 었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가는 환자를
바라보는 안타까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슴 아플지를 생각해보자. 백이가 보기에 이 세

상은 겨우 산소호흡기에 연명할 듯했다. 그는 미어지는 가슴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댜 마치 이 세상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음 먼저 가보려고 하듯이 말이다. 백이의

노래는 분노와 좌절과 안타까움과 막막함의 끝에서 겨우 길어 올린 한숨이었다. 이를 두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옛 악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원망이 거의 없었댜 "8)

사마천은 공자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백이는 분명히 원망하고 었었다. 자신을 알아

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하여, 그 세상이 만나게 될 불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원통해 하고
었었댜 그런데 공자는 백이가 ‘구악(舊惡)'음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서 원망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희(希)’는 드물다는 뜻이다. 즉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무(無)'
보다는 약하지만, 경서에 사용될 경우옌 ‘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공자의 평소 어투
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수사를 애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총분히 이해될 일이다. 그럼, ‘구
악’은 무엇일까? 누가 백이에게 악행을 저질렀을까? 고죽국의 사람들일까? 자신들을 후계자
로 선정하지 않았던 아버지일까? 자신들이 떠나자 남은 형제를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일까?
우리가 알 수 었는 정보로는 무왕의 전쟁을 막았음 때의 일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럼, 백이는 무왕과 그를 따라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어떤 악감정도 갖지 않았을까?

백이가 수양산에 들어가고, 저 폭력의 예언과 천명의 쇠약을 노래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마전과 공자의 판단이 갈린다. 사마전은 공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백이는 원망했고, 그래서 저 무섭도록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보았다. 여기까지가
사마천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대답을 구할 차례다. 백이는 원망했
을까? 하지 않았을까?

8) 「 伯夷列傳J,

不念舊惡 怨是用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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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념( 不念)으로 원망을 벗어나다: 고전치유학을 위하여

본고기 산펴넘기에 시마신은 폐亡릅 말했고 공자t:- 희망을 이아기했다. 시마신은 백이를
아른다운 뮤명음 인구고 싶었던 사립이요 끝내 판력으도 점선변 미래들 예시한 사립으도
보았지만, 공자는 새인의 아품과 상치른 구반헌 사람으로 보았다 처음 「백이역전」을 읽으

변 시마신이 옳다고 생각뇌었지만, 니시 입이닌니 공지의 판난이 지해구웠다논 생각이 는
나. 강사도 백이사 씀있던 워망음 안었음 것이나. 조소도 적숨음 끊는나는 것은 대단한 결
심이 아니면 실가능한 일이기 때꾼이다 모질게 목숨을 꿇올 징 T처 전박했던 아감-， 막막했
던 상시들 몽랐음 디 없나.

머나

I것음 어떻게 힉 것인가?

l 상시의 이품음 어떻게 반

아늘임 것안가? 성처붕 성처로 받아늘여시 삽내 후비간 생채기붕 내어시 굶아 터지노가 알

것인기/ 아니면 디른 방법을 취할 것인기{ 집-OT_ 이려요 일이 R 쉽지 않은 일이다
약간 이야시물 UH떼 확증편헝음 만해보자. 누군가들, 무엇인가들 원망이는 마음의 저변
에 낄린 인간의 심리는 와중변향과 언심되어 었기 때문이다.

힌비자 에 이런 이야기가 저

한다. 코끼리들 보지 못했던 사립톤은 코끼리의 주온 뻐들 보고 머릿속으노 코끼리의 모습

2-

생사하간 고려내었다. 너 Y-노 기형자인 칸릉 가진 심승읍- 세내로 고려낸 사람은 아무노

없었다 디들 지신이 그린 코끼내기 신짜 코끼리라고 우길 뿐이었다. 이른비 ' 想象＇이란 밀
의 유래로 암려져 이야기지만, 나는 이른 와중천향의 우화로 읽는다.

획층편향, 쉽게 밀하지년 마고 싶은 섯을 닌jJ_, 튼고 싶은 것을 튼논다'논 것이디. 누十
나 사신만의 인식 누레임유 갖고 있나. 원밍의 누레임도 김은 방식으도 작동하곤 한다. 선

신적0 군 타止닌 자실온 이씨할 수 없논 노릇이다 그니나 이후 자신이 겪었던 아습과 경
협음 통해 언온 '프레임·온 히나의 세세관이사 가치관이요, 감정의 작농기전음 형성한다,

/_

런 점에시 믿간 싶은 것을 믿는 깃은 새안의 자유로운 선텍이요, 누구노 훼손할 수 없는
고8 의 심리라고 부를 수 었다.
떠나

l 개인석 심리노 인하여 나인의 촌엄이 모독음 딩히고 파괴튀다면 뮤제는 다리

진다. 골빙에시 혼자 좋아하는 것~- 보든 말든, 이는 개인의 문세에 고지지만 간혹 세 3자
의 사촌음 훼손6]기나 파괴한나면, 이는 사회석 뮤제가 된다. 즉 확증편향으무 인하여 나인
의 인격 ~- 모독하간 고의 자손을 파괴하는 것은 익종의 살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깃은
특정한 시란이니 장수에서 일이나돈 섯은 아니다. 인신사 이디서는 벌이지폰 하논 일들이
다. 확층편형에 사부집힌 사립튼괴

L에 농조한 아:=c은 모투 이렇게 마히곤 한다. "인간의

심리가 다 고령지 뭐!” 원망노 고러하다.
이렇게 획-중편향과 원망을 공유하며 하나의 무리기 된 그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지 ＿협한
다 이 순간, 지성2 고토'.;- 훈1양해 마지않았던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간 섬세힌 갑성도 무
더지며, 이 느섀 준은 게 중은 것이고 그냥 E이투고 사논 서지'라며 이이올 니뉘 머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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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편안함 속에서 느大함을 줄기게 된디 하염없이 두군기를, 무안가를 윈망하며 상대를
저 'j-8]기나 시독한 ?움의 나락으부 사변석 닉하를 시노히기노 한나. 이제 ?·리는

l 편항

닌 심리릉 성성으로 간수하며 언세간 국음의 선 2· 나지 모르는 위내로운 비상옵 시석힌다.
공자의 백이 평기뇨· 비T 이)笠에서 만난다 공자논- 백이를 원망의 立레임 속에 가뒤두고
심시 않었다.

1.사 보여준 이 른나운 양보의 목숨음 건 중간, 정의접시 않온 세상음 떠날 수

었는 용기와 끝내 타협하지 않은 채 지소붕 국음으로 지켜낸 의지분 원망이란 깁정 수「에시
읽히게

히고 심시 않있다.

I래서 뜬금없이 '불l.김구악(不念舊惡)’이리고 마했나. 워망의 누

레임에시 벗어나는 순간, 백이의 삶은 아수 아듬다운 이싱이 되었다. 고것이 팩트와 엄마냐
서리기 었는지돈 획인할 수 없다. 우리논 공자의 처리방식에서 원망을 넘이서논 방법만을
봉 뿐이나.

／러면

l 의 언명은 이렇게 다시 읽음 수 있냐

·‘옛 익을 임투에 투시 않는나먼, 위밍하는 마음이 이로써 /l의 사라시게 되니라.”

우리기 하루하루 산면서 원망하논· 마움을 -:지 않을 수 있디변 짐0 편 니 자신에게 행복
한 일이 뒤 것이냐

/러나 너우 중요한 것온

I 행복음 바탕으도 누군사를 이른답게 만톤

이출 수 있논 어유롭 기실 수 있디논 섯이디 빌년(不念)', 생각하지 않디, 마음-감지 않디논
뜻이다 곤 마음니기에 날려었다는 말이다 백이의 싫~- 해삭하는 공자의 내노는 원망의 프
레임을 넘이서논 대에 홍미쿠요 시사집을 재공해준다.
사, 한비 높은 산에 올리사 보사. 기의 산마루에 이무렀음 때, 왼쪽은 구른이 끼어 있어
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디니만, 오몬쪽으로 간/H 릎 놀리는 순간, 환히 새어시 산 아래가 뚜
렷하게 눈 안에 들이오논 섯을 경험하시리라. 바군 그 ‘고개돌램, 주 十악을 생각하지 않논
것, 고 순간에 원망옵 님어설 수 있는 실이 영리지 않3까? 삶이 우리예개 수는 수많은 싱

처의 유리 z-각들을 상처구- 받아들이년 아:-O로만 남게 된다 그니니 그 읍리주각들에 밝
우 햇빛음 투괴시키면 파T1 리아 대성딩의 눈물서운 소대인드금리-조가 되시도 한다.

l 순

간 우리의 삶은 아둡다운 빗낄로 뭉들/|l 쇤다 이세야 3천 닌 전 백이, 2 천 5 백 닌 전 공자,
2 선 년 선 사마선, 그리고 지급의 우리가 하나군 꿰이지논 느낌이디. 원망의 立레임을 벗이
니는 순간 ?－디는 니우k泥洹, 영빈)에 이무리리.
널고선’은 전대적이서니 닌편적인 넥스F기 아니다 지기'히 상대적이며

특수한 백스F이

나. 수많은 멕소드사 모두 고전목록에 등재되시는 않는나. 모투 늑정한 시간괴 늑정한 강간
예 특성헌 사람늘이 특성현 문세릎 해실하기 위해 ‘특성하세 선텍'힌다. 그런 심에시 간전

은 듀 섀롭게 읽힐 필R 기 있고 섀군요 의미Z 부어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시 T-－한
치유석 독법 또한 이머 맥락에서 춤반한다.
건전은 고 자세로 무거위 보이며, 현재의 문세와는 다소 거리가 었는 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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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록화노]이 홉시 경선의 반열에 오른 것들은 더욱 그내하다

사기

r 백이열선」 여시

미찬가시나. 앞서 보았듯 (한문)고진의 성 우 문사 사체가 주는 무게노 인해 덱쓰`－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고 덕분에 섭근할 때면 ‘공손'해질 것옵 상요냥하기노 힌다. 고래시 부 안
十논- 일탈적 성격토 있디 그니니 만일 고선을 통해 마음치 유를 모색하止지 한다면 이런
일탈이 하용되시물 희망해 몬다. 고진의 무게들 감당히눈 것조자 비겁 11 때뮤이다.

백이가 마수힌 현십은 냉혹했었다. 새로유 노덕옵 지닌 군수문 만난다는 기쁨에 번 실을
찾이왔시만, Q히려 꾹-력으부 정구1음 탈취 6]는 모습음 목격했나. 좌십에 빠진 백이는 위밍
하는 마음으로 <채 미가>릉 뷰랐간, 고 노래릉 늘었닌 사마쿠1 은 고가 원망의 갑성에 빠셨
다고 생각했디 그니니 공자논 백이기 윈망하논 마음이 없디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사마친
괴 강자의 생긱온 갈리진다. 강사는 멕이사 위망6] 시 않었다고 마했던 것안까? 서운했던 북

은 갑성 2 마음수에 삿지 않는 순간 원망이 씀렬 것이라간 했지만, 과안 백이는 고령세 했
을까! 공지의 희망시헝온 아니었을까i 이씨변 공자논 백이기 갖고 있을 원망의 立레임을

벗겨수민 싶었단 것임지노 ``1도댜 우리는 이로부터 원망2- 님어시는 치유빙법을 배운다.
마음에 투지 않논 숭신 섀쿠요 세상이 내 앞에 펼치신다논 난企하면서토 정직한 방법이디.
지유석 독법은 사촌의 멕久｀트독법괴 어떤 지점에서는 만나고, 어떤 시점에서는 갑라지면서
，，전에 내힌 새로운 해석 2 가눕하개 해준다는 ·심에시 또 하나의 전친독법으로 의마있다간
힌 수 있냐 이들 통해 고진은 ?리의 삶음 지유히논 6]나의 도구가 위 수 있나. ，석어도 ?늘 읽 은 ‘백이.는 고러하다. 이세 백이 는 성역(聖域)에시 임상으로의 회귀 했으며, 여기에시
고진지유학의 사능성음 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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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ative Reading on "Baek-Yi Yeoljeon"(伯夷列傳) of
Sagi(史記) : Reflection on Resentment

Kim, Seung Ryong
(Pus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d "Baek-Yi Yeoljeon" written by Sama-cheon, a historian of the
Han Dynasty, in the frame of bibliotherapy and find ways to overcome resentment through this
process. Most discussions on "Baek-Yi Yeoljeon" have focused on the moderation of intellectuals. This
study deviates from these discussions by focusing on the mind of Baek-Yi, the main character of
"Baek-Yi Yeoljeon". Baek-Yi (and Suk-Je) gave up his right to the throne and travelled far to meet
the new world. However, he was frustrated when he witnessed the violent takeover of the
govermnent. He hid in Seosan and starved to death. Based on these events, Sama-cheon concluded
that Baek-Yi was "resentful". However, Confucius disagreed on this point and concluded that
Baek-Yi was not resentful. This study explored what might exist between the diffenng mterpretat10ns
of Sama-cheon and Confucius over the "heart of Baek-Yi". In the process of closely researching the
context of "Baek-Yi Yeoljeon", I have attempted to formulate a new interpretation of "eun (隱)" and
"myung (命)". "eun (隱)" can be seen as a heart that aches for the world, and "myung (命)" as a
heavenly mandate, interpreting Baek-Yi's secluded life as a social fate beyond personal frustration. In
addition, I concluded that while Sama-cheon merely stated a fact as he understood it, Confucius
attempted to free Baek-Yi from the frame of resentment through a different interpretation. This
process of re-reading classics allows for a reading of this classic text that goes beyond resentment.
底 ading

classics for therapy might be possible by focusing on the emotional narrative of a text while

applying the traditional reading of it. The new reading of classics might originate in the cracks of or
divergence from the traditional readings,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classical basis for modern
people'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control.

논문투고얄 2020. 04. 29.

I

심사얄 2020. 06. 09.

- 42 -

I

게재 확정얄 2020. 06.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