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三代之隆 其法B備 然後王
宮 國都以及閭巷 莫不有學.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
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敎之
以灑掃ㆍ應對ㆍ進退之節 禮
樂ㆍ射御ㆍ書數之文 及其十
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ㆍ衆
子 以至公ㆍ卿ㆍ大夫ㆍ元士
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
學 而敎之以窮理ㆍ正心ㆍ修
己ㆍ治人之道. 此又學校之敎
ㆍ大小之節所以分也.

삼대지융 기법침비 연후왕
궁 국도이급여항 막불유학.
인생팔세 즉자왕공이하 지어
서인지자제 개입소학 이교지
이쇄소ㆍ응대ㆍ진퇴지절 예
악ㆍ사어ㆍ서수지문 급기십
유오년 즉자천자지원자ㆍ중
자 이지공ㆍ경ㆍ대부ㆍ원사
지적자 여범민지준수 개입태
학 이교지이궁리ㆍ정심ㆍ수
기ㆍ치인지도. 차우학교지교
ㆍ대소지절소이분야. 

하夏ㆍ은殷ㆍ주周 삼대三代
가 융성했을 때 그 법도法度
가 점점 갖추어졌으며, 그런
뒤에 왕궁王宮과 나라의 수도

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
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면
왕공王公으로부터 아래로 보
통사람의 자제子弟에 이르기
까지 모두 소학교小學校에 들
어가 물 뿌리고 쓸며ㆍ응하고
대답하며ㆍ나아가고 물러가
는 절차와 예절ㆍ음악ㆍ활쏘
기ㆍ말타기ㆍ글쓰기ㆍ계산하
기 등의 글을 가르쳤다. 그리
고 1 5세가 되면 천자天子의
원자元子ㆍ중자衆子로부터
공公ㆍ경卿ㆍ대부大夫ㆍ원사
元士의 적자嫡子와 일반 백성
가운데 준수俊秀한 자에 이르
기까지 모두 태학太學에 입학
시켜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기
ㆍ마음을 바르게 하기ㆍ몸을
닦기ㆍ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이것은 또 학
교 교육에 크고 작은 절차가
나누어지게 된 까닭이다.

【주】◎하夏: 고대중국의전설상의나
라이름으로 중국최초의왕조王朝(기
원전2 1세기경~기원전 1 6세기경) 국
가이다. 하후씨夏后氏인 우禹가 우순
虞舜에게서 선위禪位받았다. 도읍을
안읍安邑(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하현
夏縣 북쪽)에 세웠으며, 우의 아들 계
啓가 노예제奴隷制 국가를 창립했다
고 한다. 기원전 2 1세기에서 1 6세기
사이 1 7대에 걸쳐 4 7 2년간 유지되었
다고 한다. 우禹는이름이 문명文命이
고, 부친은곤B이며, 조부는전욱B頊
이고, 황제의현손玄孫이다. 순임금시
절에 치수사업을 잘하였다. 순임금이
하늘에우를계승자로천거한뒤순임
금이 붕崩하고 3년상이 끝나자 우는
제위를 사양하고 순의 아들 상균商均
을피하여양성陽城(지금의하남성 고
성진告城鎭)으로갔다. 그러나 천하의
제후들이모두상균을떠나서우를알
현하러왔다. 우는그때서야천자에즉
위하고 신하와 백성의 알현을 받았으
며, 국호를 하후夏后라 하고, 성을 사
씨B氏라 하였다. 우임금은 즉위하자
고요皐陶를 하늘에 천거하여 정권을
그에게 넘겨주려 하였으나 고요가 죽
었다. 우는 천하를익益에게넘겨주고
동쪽을 순시하다가 회계會稽에 이르
러 붕하였다. 3년상이끝나자 익은 우
임금의 아들 계啓에게 제위를 양보하
고 자신은 물러나서 기산箕山의 남쪽
에살았다. 익은우임금을보좌한기간
이얼마되지않아천하의신임을얻지
못했으며, 제후들은모두 익을 떠나서
계를알현하니마침내계가천자에즉
위하였다. 이로부터 하夏나라의 왕조
가시작되었다. 마지막왕은걸왕桀王
으로 이름이이계履癸이다. 걸왕의 증
조부 공갑孔甲 임금 때부터 제후들이
대부분 하나라를 배반하자 걸왕은 덕
행에힘쓰지않고무력으로백성을해
쳤다. 이에은족殷族의수령탕湯이군
사를 거느리고 걸왕을 공격하니 걸왕
은 명조鳴條로 도망하였으나 결국 추
방되어죽었다. 탕이 천하를차지하여
천자가되니은殷나라의 시작이다. 탕
왕은 하나라의 후손을 제후에 봉했으
며, 주나라에이르러하의후손을기杞
에봉했다. ◎은殷: 고대 중국의전설

상의 왕조국가(기원전 1 6세기 경~기
원전 1 1세기 경) 이름이다. 탕湯(성탕
成湯또는성상成商)이개국했는데처
음에는 상商이라 하였다. 성탕成湯은
설契의 후대 자손으로 자子가성이고,
이름은 이履이며, 또천을天乙이라한
다.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이 무도無道
하여탕이정벌하니마침내천하를소
유하고국호를상商이라하고박B 땅
에도읍을정하였다. 성탕이란말은탕
이걸을정벌할때무공으로이루었기
때문에 성탕成湯이라 이름 불렀다고
하며, 일설에는 성成이 시호諡號라고
도한다. 은殷나라가시조로받드는설
契은 어머니가 간적簡狄인데 유융씨
有B氏 부족의 딸이며 제곡帝B의 둘
째 부인이다. 설은 당요唐堯, 우순虞
舜, 하우夏禹 시기에등용되어백관을
위해서일했는데, 그의공적은백관사
이에칭송되었고, 백관은안정을 얻게
되었다. 우순에게서상商(지금의 하남
성상구현商丘縣)을봉지로받았고, 자
씨子氏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하우때
에는치수사업을도와공을세웠다. 성
탕의1 3대조가설이고, 14대조가제곡
이며, 16대조가황제이다. 설에서성탕
까지 여덟 번 천도했다고 한다. 탕은
당시 방백方伯(이웃 제후국을 정벌할
권한이 있음)이라는 벼슬에 있으면서
이윤伊尹이라는 신하를 얻어 부도덕
한여러제후와걸왕을정벌하고천하
를평정하니세상이그덕을칭송하였
다. 탕은 역법曆法을개정하고복색服
色을바꾸어 백색을숭상하였다. 상商
의 제4대 제왕 태갑太甲은 탕의 손자
로즉위초기에포악해져탕의법령을
지키지않고도덕을문란케하자이윤
이 그를 동궁桐宮이라는 곳에 내쫓고
섭정하면서 제후의 조회를 받았는데,
태갑이 3년 동안 과오를 회개하고 훌
륭한인물이 되자 정권을돌려주었다.
9대 태무제太武帝 때 나라가 흥하게
되어중종中宗이라칭하였다. 10대중
정제中丁帝 때 오B(하남성 형양현滎
陽縣)로천도하였고, 12대하단갑제河
亶甲帝 때 상相(하남성 내황현內黃縣)
으로 천도하였고, 13대 조을제祖乙帝
때 형邢(하남성 하진현河津縣)으로천
도하였다. 19대 반경제盤庚帝는 하북
河北(황하의 이북)으로 천도했다가 다
시하남河南의옛도읍지박B으로천
도하여 나라가 흥하였다. 22대 제왕
무정武丁제 때 부열傅說이라는 신하
를등용하여도덕정치를베푸니국운
이흥하게되었다. 27대무을제武乙帝
는 하북河北으로 천도해서는 천둥소
리에 놀라 죽었다. 30대 마지막 제왕
주紂는 처음에 총명하고 말재간이 뛰
어났으며, 일처리가 신속하고 맨손으
로맹수와싸울정도로힘이장사였다.
술과 음악과 여자를 좋아했는데 특히
달기B己라는 여자를 총애하여 그 말
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음탕하고퇴
폐에빠져점차세금을무겁게부과하
고 귀신을 우습게 알았으며 주지육림
酒池肉林을만들어놓고그속에서밤
새도록술을마시며놀았다고한다. 백
성의 원망이 높아가고 배신하는 제후
도 늘어나자 형벌을 강화시켜 신하들
을잔혹하게죽였다. 당시서백西伯창
昌(서백은서방제후의장이란뜻이고,
창은 이름이며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문왕을 가리킴)ㆍ구후九侯ㆍ악후鄂侯
를 삼공三公(천자를 보좌하여 병권을
관장하는최고 관원)으로 삼았는데구
후의아름다운딸이음탕한짓을싫어

한다고하여죽이고, 구후를죽여포脯
를떠서소금에절이더니이를만류하
는악후를또죽여서포를떴다. 이소
식을들은서백창이혼자탄식을했는
데 숭후호崇侯虎라는 제후가 고자질
하여 서백을 유리B里의 감옥에 가두
었다. 서백의신하굉요B夭가 미녀와
진기한 보물ㆍ준마 등을 주에게 바치
자 서백을 사면하였다. 서백은출옥하
자낙수洛水서쪽의땅을바치며포격
형B格刑(기름을 칠한기둥아래불을
피워놓고, 죄인에게기둥위를걷게하
여떨어지면불에타죽게하던형벌)을
없애주기를청원하였다. 주가 이를 윤
허하고 서백에게 궁시부월弓矢斧鉞
(활과화살, 작은도끼와 큰도끼로 정
벌과전쟁을뜻함)을하사하여주변제
후국을정벌할수있는권한을주고서
서방 제후들의 우두머리로삼았다. 주
는 비중費中과 오래惡來를 등용하여
국정을 맡겼으나 사리사욕을 채우니
제후들은 은나라와 더욱 멀어졌다. 서
백은 주周(서백이 관할하던 제후국)로
귀국하여 음덕을 베풀고 선정을 행하
니많은제후가주왕를등지고서백을
추종하였다. 서백의 세력은 강해지고
주의위세는점차줄어드니왕자비간
比干(주紂의 서형庶兄으로 미자微子
ㆍ기자箕子와 함께 은의 삼인三仁으
로 불림)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서백
이 세상을 떠나고 주周나라의 무왕武
王이 동쪽 지방을 정벌하여 맹진盟津
(하남성맹진현)에이르자은나라를저
버리고 주나라로 모여든 제후가 8 0 0
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주紂를 정벌
하자고 제의하자 무왕은 천명을 모른
다고하고다시돌아갔다. 주왕이갈수
록 음란해지자 서형庶兄 미자微子 계
啓는몇번이나간언해도주왕이들으
려하지않으므로은나라를떠났다. 비
간은‘신하는죽더라도임금께충간忠
諫해야한다’면서계속주왕에게간언
하니주왕이진노하여‘성인聖人의심
장에는구멍이일곱개나있다고들었
다’며비간을해부하여심장을꺼내보
았다. 기자箕子는너무두려운 나머지
미친척하여남의노비가되고자하였
으나주왕이잡아가두었다. 대신태사
太師와 소사少師가 제기祭器와 악기
樂器을 가지고 주나라로 달아나버렸
다. 마침내주나라무왕이제후를거느
리고 주왕紂王을 정벌하니 주왕도 군
대를 일으켜 목야牧野(지금의 하남성
기현으로은나라도성남쪽교외 7 0리
밖)에서 대항하였으나 갑자일甲子日
에패하여성으로도망쳐들어와녹대
로 올라가서 보옥寶玉으로 장식한 옷
을뒤집어쓰고불속으로뛰어들어자
살하였다. 무왕은주왕의목을베어대
백기大白旗(행군할때의지휘용큰기)
에매달았고, 달기도처형하였으며, 기
자를풀어주고, 비간의묘에봉분을해
주었으며, 주의 아들 녹보祿父 무경武
庚에게 봉토를 나누어주어 은나라의
제사를 계승하도록 하니 백성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로써 주나라의 무왕은
천자가 되었으나 후세 사람들은 군주
를제帝라고부르지않고왕王으로낮
추어 불렀다. 무왕이 붕하자무경ㆍ관
숙管叔ㆍ채숙蔡叔이반란을일으켰으
나 주나라의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시켜멸망시켰다. 은나라1 9대반경제
이후의 도읍지인 지금의 하남성河南
省 안양현安陽縣에서 은허殷墟라는
유적이발굴되었는데, 땅속에궁전터
및크고작은고분古墳이있고갑골문
자甲骨文字를새긴귀갑龜甲ㆍ수골獸
骨ㆍ동기銅器ㆍ토기土器ㆍ골기骨器
ㆍ석기石器등이발견되었다. 최근 학
자들의 연구에 따라 갑골문자는 은왕
조의 점술사가 은나라 선조의 제사를
점친 것이었으며, 여기에나타나는 여
러 왕의 이름과 그 세계世系는《사기
史記》에전하는은왕조의계보와대체
로 일치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주
周 : 고대 중국의 왕조국가(기원전 1 1
세기 경~기원전 2 5 6년) 이름이다. 기
원전 1 1세기 경 무왕武王이 은殷나라
의폭군주왕紂王을멸하여천하를평
정하고주나라를세웠다. 무왕의성姓

은희姬이고이름은 발發이다. 도읍을
호경鎬京(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
시西安市 남쪽)에 정하였다. 주나라가
시조로 받드는 사람은 후직后稷으로
이름이 기棄이며, 당요唐堯와는 배다
른형제이다. 후직은 아버지가제곡帝
B이고, 황제의현손이며, 어머니는제
곡의 정비正妃인 유태씨有邰氏의 딸
강원姜原이다. 후직은 자라면서 농사
일에 몰두하는데 성과가 매우 훌륭하
여 요임금이 농사農師(농사를 관장하
는벼슬)로등용하였다. 그리고태邰에
봉하고 후직이라 칭했으며 희씨姬氏
성을 하사하였다. 후직이살던시기는
당요唐堯ㆍ우순虞舜ㆍ하우夏禹의 시
대였다. 후직의 증손자 공류公劉 때는
융적戎狄(서북쪽의 부족으로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경양현慶陽縣 일대) 지
역에살면서농경에힘써백성을풍요
롭게하니시인들이그의덕을칭송하
였다. 후직의현손경절慶節은빈B(섬
서성 순읍현旬邑縣 서남쪽)으로 도읍
을옮겼다. 후직으로부터1 2대손인고
공단보古公亶父가 후직과 공류의 사
업을받들어덕을베풀고의를행하자
백성이모두그를받들었다. 북방의부
족 훈육薰育과 융적戎狄이 고공단보
를 여러 차례 공격해오자 사병私兵을
거느리고빈을떠나기산岐山아래정
착하였다. 빈에있던모든사람과이웃
나라의 많은 사람도 고공단보가 인자
하다는소문을 듣고 귀순하였다. 고공
단보는큰힘을 기울여주원周原(지금
의 섬서성 기산岐山 남부의 대평야로
주나라의 발상지)을 개척하였으므로
국호를주周로 정했으며, 풍속을개량
하고성곽과가옥을건축하고읍을나
누어살게하였고, 각종관직을세워서
맡은바책무를다하도록하니백성은
그의 덕을 칭송하여 노래하였다. 고공
단보에게는 장남 태백太伯, 차남 우중
虞仲, 막내계력季歷이있었는데, 계력
의아내태임太任이창昌을낳을때성
스러운 길조가 있어 후계를 계력으로
삼아 창에게 계승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태백과 우중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형만荊蠻(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으로 도망을 갔다. 공계公季
를이어결국창이즉위하니그가바로
서백西伯(서방제후의장)으로뒤에문
왕文王이라 불렀다. 서백은 후직과공
류의 사업을 따르고 고공단보와 아버
지공계의법도를본받아오로지어진
정치를 행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어린
이를 사랑하니 많은 인재가 서백에게
몰려들었다. 이웃나라 제후인 숭후호
崇侯虎가 은나라 주왕紂王에게 서백
을 모함하기를‘서백이 선과 덕을 쌓
으므로 제후가 모두 그에게 기울어지
니장차임금께서는불리할것입니다’
하자 마침내 주왕은 서백을 유리B里
의감옥에가두었다. 서백의신하굉요
B夭ㆍ태전太顚ㆍ산의생散宜生 등이
이를 걱정하여 유신씨有莘氏의 미녀,
여융驪戎의 문마文馬(아름다운 준마) ,
유웅有熊의 구사九駟( 9대의 수레와
3 6마리의말)를여러특산물들과함께
주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비중費仲을
통해 바치니, 주왕은 서백을 사면하고
궁시弓矢와 부월斧鉞을 하사하며 서
백에게주변제후국을정벌할수있는
권한을주었다. 서백이 낙하洛河 서쪽
의 땅을 바치며 주에게 포격형B格刑
을없애도록청원하자, 주는그것을허
락하였다. 이듬해서백은견융犬戎부
족을 정벌하고, 다음해밀수密須 부족
을 정벌하고, 다음해에는 기국耆國을
정벌하였다. 은나라의 조이祖伊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주왕에게 고하였
으나 주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
다. 다음해 우B를 정벌하고, 그 다음
해에 숭후호崇侯虎를 정벌하고, 풍읍
豊邑(지금의 섬서성 호현戶縣 동쪽)을
건설하여 기산 아래에서 이곳으로 천
도하였다. 다음해서백이붕하고 태자
발發이 즉위하였으니 이 사람이 바로
무왕武王이다. 서백은 5 0년간 왕위에
있었으며, 유리에갇혀있을때《역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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