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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불립ㆍ도덕제일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내일 모레가 수능시험인데 아이들 관심에는 제 걱정보다 지금 우리나라
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사자성어 두개를 칠판에 썼습니다. ‘무신불
립’‘도덕제일’. “무신불립은 공자님의 말씀이고, 도덕제일은 나의 말이다. 이 
시국을 어찌하면 좋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간단히 전하겠다.”  

● 무신불립(無信不立)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경제다(足食).
둘째는 자위력, 즉 군대다(足兵).
셋째는 믿음, 곧 백성들의 신뢰이다(民信之)."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
공자는 군대[兵]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어떤 것을 빼야 합니까?" 
공자는 경제[食]를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 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무신불립(無信不立)’은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
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붕우유신(朋友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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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후에 제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사를 물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子子]”라고 답하였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대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면 ‘제 자리’에 바
로 설 수 없습니다. 신(信)이라는 글자는 ‘사람[人]과 말씀[言]’이라는 글자로 만들어졌
습니다. 곧, 사람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이름[言]에 걸맞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이
름다움’을 정명(正名)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無信)은 정명(正名)을 잃은 것
입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식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리면 교탁에 서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
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다면 이 일을 어찌 해야 합니까? 

● 도덕제일(道德第一)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 우리학교 인문학ㆍ역사 산책을 떠나며 여러분
들에게 전했습니다. “망사망국(忘史亡國)”이라고. 
  그렇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도 역사의 교훈을 잊었기에 나라가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 이
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경제인일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뛰
어난 스포츠맨이라도, 아무리 인기가 높은 연예인일지라
도 도덕적 결함을 지니게 되면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물
론 패가망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할까
요? 사람답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떤 권세
도,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높은 인기도, 도덕을 잃
어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덕을 제일로 여기며 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