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지연의』의 정치 · 전략론: 서설* 

최 명(서울대) 

『삼국지연의 (三園志續義).1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는 소셜이지만， 

읽기에 따라서는 정치 · 전략의 교과서이다. 그 정치 · 전략을 중립적인 입 

장에서 생각하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대 정치학의 개념으로 말하 

면. 정치는 권력 · 권위 · 지배 퉁이 작용하는 인간관계이다. 그러나 여기서 

는 조조(費操) . 유비(劉備) . 손권(孫權) 둥이 위(鏡) . 촉(屬) ‘ 오(吳)라 

는 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들올 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전략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략은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 생긴 말이다. 군사작전의 성공올 위한 계획， 군사력 

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기술， 혹은 장군의 용병술을 의미한다. 싸움의 기숨 

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지연의』는 후한(後漢) 말 황건적 (黃i rjJ戰)의 난이 일 

어난 AD 184년에서 시작하여 신홍의 진(팝)이 삼국을 멸함으로써 천하가 

다시 통일되는 AD 280년까지 약 백년의 이야71 이다. 삼국의 역사를 기록 

한 것은 진의 진수(陳驚)이고 그것을 소셜화환 것은 원말 · 명초의 나관중 

(羅實中)이다1) 아래서는 전자를 『삼국지』라 하고， 후자룰 『삼국지연의』라 

*이 글의 草精는 1997년 11월 15 일， 韓園漸빼文化鼎究院 학술답론 「형성과 창조」에서 

발표되었다. 초고 본문올 다소 수정하고， 각주률 새로이 첨부하였다. 

1) 羅貴中은 陳홉의 正史 r三l훨志」와 남조(南朝) 송(宋)의 배송지 (裵松之)의 『三國志

注解本』올 바탕으로 하여 소설옳 완성하였다. 그러나 明代에 이미 판본이 여렷 있었 

다 淸初에 이르러 모륨(毛倫) . 모종강(毛宗뼈) 부자가 명대의 판본들올 첨삭하고 

또 비평올 불여서， 일종의 결정판올 냈다. 이것올 ‘毛批 f三國』’ 혹은 ‘毛宗關 評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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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구별한다. 그러나 그 정치 · 전략에 대한 논의는 양자를 넘나든다. 

다만 후자를 주로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이 

‘연의’ 「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대론 · 정치론 · 전략론 · 국가홍망론 

의 네 단락으로논의를진행한다. 

I.시대론 

삼국시대의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먼저 그 시대의 성격을 밝힐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건척의 난이 일어나기 거의 1세기 전， 화제(和帝， 

89-105)때부터 한나라에는 점차로 죄퇴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후 

한은 광무제가 유학(↑畵學)을 제창한 까닭에 기(氣)와 절(節)을 숭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대부 는 명절(名節)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조정의 관리 

가 되기도 했지만， 재야에서도 항상 정치률 비평하는 ‘청의(淸議)’ 를 조성 

하였다. 그러나 청의가 정치척인 힘을 갖게 되자， 자연히 적대적인 세력의 

질시를 받게 되었다. 그 적대세력은 외척과 환관들이었다. 사대부들도 이 

들에 대하여 적의를 품었다. 특히 환관에 대하여는 더 그러했다. 외척은 그 

래도 사대부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후한은 청류(淸流)와 탁류(獨流)의 싸움으로 망했다고 할 수 었다. 청류 

本’ 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로 읽는 소설 『삼국지』는 바로 이 ’평개본’ 이 

다. 비교적 근래에 출판된 펑개본 의 한 예는 羅貴中 原뿔， 毛宗關 評改三國演

義』 上 ·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팽개본. 올 『삼국지 

연의』 혹온 『삼국연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팽개본’ 은 대개 120 回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의 『삼국연의』 인용은 羅寶中 原著完譯 三國志』

(서올:lE훌社， 19&4}를 따른다. (이하 『完譯 三國志』로 표시한다‘ J 120 回의 ‘평개 

본’ 을 비교적 충실히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본래 19';0년대에 10卷으로 

출판된 것이고， 각 권은 10章， 따라서 모두 100장으로 된 번역본이다 r삼국지연의』 

는 ‘七實三虛’ 라고 한다. 사실이 일곱이고 허구가 셋이라는 말인데， 어디까지나 소 

설이다. 그러나 소설인 『연의』도 혼히 『삼국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正史와 혼동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r삼국지연의』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관하여는 井

波律子(이나미 리츠코)， r三國志演義A (東京， 岩波新書， 1994)와 周%新 r三國演義

考評J(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둥올 참조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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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대부들이 자신을 일걷는 말이고， 탁류는 사대부들이 환판올 비하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화제 때부터 큰 힘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환관은 환 · 영 

제(桓 · 靈帝. 147-189)시대에 와서 외척올 누르고 막강한 정치력올 장악했 

다. 나아가 환관들은 두 차례에 거친 ‘당고(黨鋼)의 금(禁)’ 을 통해서 청류 

를 압박하였다. 청류 쪽의 반격은 189년 원소(흉紹)에 의한 환관 몰살이 

다. 황건척의 난이 일어난 것은 그 몇 해 전이지만， 청류와 탁류의 싸움 속 

에서 정치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 

란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 

한편 후한은 변환(邊愚)에 계속 시달렸다. 특히 강인(充A)과 선비인(蘇 

뿔A)에 의한 변환은 막대한 군비를 지출케 했으며， 그 변환을 진압하기 위 

하여 지방에 주둔시킨 제후들은 종종 군벌(軍關)로 둔갑했다 3) 그들의 대 

표가 동탁(童卓) . 공손찬(公孫瓚) 퉁이었다. 중앙정부의 권력은 약화되고， 

군벌 혹은 제후들이 실력을 갖게 된 것이 삼국의 동란이 시작되는 정치적 

배경이다. 그리하여 군웅(群雄)이 할거하여 각축하는 현상은 유비가 촉을 

점령하여， 스스로 익주목(益州救)이 됨으로써 명실 공히 삼국이 정족(鼎 

足)의 태세를 갖추게 된 21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특정은 

무엇인가? 

첫째， 난세(亂世)다. 분열된 천하대셰 속에서 채후들은 먹고 먹히는 전 

쟁을 일삼았다. 전국시대의 상황과 유사하였다. 동탁이 전횡할 당시 그를 

멸하기 위하여 회맹(會盟)에 참여한 제후가 17명이었다. 또 여기에 참여하 

지 않은 제후 혹은 군벌들도 많았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렇게 많은 군벌들의 각축이 전국시대의 제후들의 싸움과 유사하였다는 정 

이다. 물론 17로(路) 군마의 회맹은 춘추의 회맹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 

다. 춘추의 회맹은 패자(觀者)가 자신의 패권을 과시하기 위하여 제후들을 

모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원소가 비록 17로 군마의 회맹에서 

맹주(盟主)로 추대되기는 하였으나， 그가 춘추의 패자처럼 패권을 장악한 

2) 傳樂成 著， 夏德歲校訂， 辛勝夏 譯l'中圍通史J(서울: 宇鐘社. 1974). 254-258쪽. 
3) 위의 책 . 261-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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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아니었다. 

둘째， 삼국시대의 초기에는 한실의 권위가 상당히 인정되었다. 조비(費 

조)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廠帝)를 폐하고， 위나라를 건국하기 전 

에도 동탁 . 01 각(李f崔) . 곽사(郭iB) . 조조(費操) 동의 중앙 군벌틀은 동 

탁의 경우처렴 황제를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며， 황제를 능멸하였지 

만， 그래도 ‘협천자이령제후(俠天子以令諸候)’ 할 수가 있었다. 천자를 끼 

고 있었기 때문에 제후들에게 호령을 할 수가 었었던 것이다. 황실의 권위 

가 그래도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조가 아칙 지방 군벌 

로서 산동에서 세력을 쌓고 있을 적이다. 헌제가 낙양으로 몽진(覆塵)하였 

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사 순욱(옮殘)이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진문공(팝文公)은 주양왕(周覆王)올 외시므로 제후들이 복종하 

였고， 한고조는 의제(義帝)를 위하여 발상(發喪)함으로써 천하가 귀심하였 

소이다. 이제 천자께서 몽진하시니， 장군이 실로 이때률 타서 의병(義兵) 

을 수창(首띔)하여 천자를 받들어서 중망(聚望)을 쫓도록 하시변 이는 곧 

불세지략(不世之略)이라. 만일 일찍 도모하시지 않으면 남이 먼저 하오리 
다 "4) 

천자를 받들어야 권위가 생긴다는 말이었다. 또 예컨대， 헌체가 휴비를 

허도에서 황숙으로 대접하기 시작하였을 때， 조조는 

“제가 이미 황숙이 된다 하나， 내 천자의 조칙율 벌어 명하면 제가 복종 

아니하지 못할 것이오 .. :' 5) 

라고 말하면서 자신 만만하였다. 또 의대조(衣帶짧) 사건 직후， 조조가 

헌제를 폐하자는 의견을 말하자， 모사 정욱(程홉)이 이렇게 말했다. 

“명공의 위엄이 사방에 떨쳐 능히 천하를 호령하실 수 있는 것도 구경 한 

4) w完譯 三國志J J:.. 제 10장 4' I王觀之業」. r完譯 三國志』의 1984년 본은 『中國古典

文學選集J 1 . 2 . 3 세 권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겉 표지에는 上 · 中 . -f로 표시 
되었기 때문에， 인용은 겉 표지의 권수， 童， 그리고 그 아래 단위인 숫자와 제목만을 

표시하기로한다. 

5) r完譯三國志'J J:.. 제 16장. 1: I許田射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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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호(漢家名號)를 받드시기 때문이외다. …"6) 

그러한 예는 많다. 제갈공명이 처음 유비룰 만나서 천하대셰률 논하는 

가운데’ 
“이제 조조가 백만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니， 

그와는 진실로 칼날을 다툴 수 없으며 ... "7) 

라고 말한 것도 한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점은 춘 

추의 상황과 다소 유사하다. 춘추시대의 재후틀은 주실(周室)의 천자를 존 

숭했기 때문이다. 

셋째， 마키아벨리즘이 유행하였다. 예컨대， 유비의 군사인 방통(魔統)은 

유장(劉環)과 동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익주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는 유비 

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공의 말씀은 비록 천리(天理)에는 맞으나， 난리에 군사로 싸우는데 

오직 일도(-道)만이 있는 것은 아니외다. 만일에 상리 (常理)에 구애된다 

면 촌보도 나가지 못할지니， 모름지기 권도를 써， 약환 자를 공격하고 역 

(通)으로 취하여 순(順)으로 지킴은 탕무지도(場武之道)니， 일올 정한 뒤 

에 의(義)로써 갚고， 큰 나라로 봉하면 무엇이 불가하리요. 만약 오늘에 취 

하지 않으면 급기야 나중에는 남에게 뺏기고 말 것이니， 주공은 심사숙고 
하소서 "8) 

또 그때 법정(法iE)도 유장올 죽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아니외다. 명공께선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대로 둔다면， 장로 

(張흉)가 촉과 살모(殺母)의 원수가 있는지라 반드시 칠 것이요. 명공은 

멀리 산천(山川)올 발섭(撥涉)하고 군마를 구치하여， 이미 예까지 이르렀 

으니， 앞으로 나아간즉 공이 있을 것이요， 물러나면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 

니다. 더욱이 아무 결정올 봇보고 날율 오래 천연하고 보면 실계(失計)됨 

은 말할 것 없고， 기모(機羅)가 한 번 누설되면， 도리어 남의 꾀에 넘어갈 

6) r完譯 三圍志:J 1:. 제 18장. 3: r養賣姐d.

7) r完譯 三國志:J 1:. 제 27 장. 4: r三顧草盧J.

8) r完譯 三國志』 中， 제 43장. 2: r法iE. 굶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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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오니， 이런 하늘과 사랍이 따률 때률 타서， 하루 바삐 기업(基業)올 

이룩함이 상책일가 하나이다 "9) 

요컨대， 방통과 법정 같은 재신(才많)은 오로지 권모(權課)로만 나가라 

고 권했던 것이다. 또 이런 예도 있다. 유비가 한중을 얻었을 때， 공명 풍은 

유비에게 황제의 위(位)에 오르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야히 「바야흐로」 천하가 분붕(分觸)하고 영웅이 병기(S!É起)하여 각기 

일방에서 패권을 잡을새， 사해(四海)의 재덕지사(才德之士)가 사사망생(擔 

死忘生)하고， 윗자리 어른을 섬김은 모두 용(龍)을 붙들고 봉(鳳)을 따라 

만고에 공명을 세우고자 함이외다. 지금 주공께서 자리를 피하고 의(義)만 

지키신다면 천하 중인(樂A)의 기대에 어그러짐이오니， 원컨대 주공께선 

깊이 통촉하소서 " 10) 

또이어서 

“지금은 모륨지기 권도를 따롤 것이지， 상리(常理)에 구집(狗執)될 것은 

없나이다" 11) 

라고말했다. 

여기서 나는 유비의 신하들의 말만을 인용하였지만， 다른 영웅들의 경우 

는더 말할것이 없었다. 

넷째， 능력본위의 시대였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춘추시대에 지켜졌던 봉 

건종법(封建宗法)이 무너지게 되었다. 세습귀촉이 몰확하면서， 각국에서는 

신분전도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말하자면， ‘포의장상(布衣將相)’ 

이 많이 동장하게 된 것이다. 삼국시대에도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 

표적인 예가공명일 것이다. 그는 ‘출사표(出師表)’에서， 

“신은 본디 포의로 남양 땅에 몸소 논밭을 갈아 성명(性命)을 난세에 온 

전히 하고， 문달(聞達)을 제후에게 구하지 않았더니 ... 

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의 출신이 그리 천한 배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9) r完譯三國志』 中， 제 43장.3: r劍舞 · 群舞J.

10) r完譯 三國志』 中. 제 53장 2' r受表화흉~J. 

11)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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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재능 때문에 촉의 숭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또 

관우(關쩌)가 조조에게 잡혀 있다가 단기(單騎)로 유비를 찾아가는 길에 

곽상이 란 사랍의 장훤에 묵운 적 이 있었다. 그때 곽상은 그 아들이 유렵 (遊

樓)만을 일삼아서 가문의 불행이라고 걱쩡하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였 

다. 

“이 난세에 만약 무예가 정숙(精熱)하고 보면. 또한 공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불행이라 하신단 말씀이오 "12) 

이것은 무예건 지모(智諸)건 한 가지에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출신보다는 능력이 중요함올 나타낸 것이다. 관우 자 

신도 출신은 시원치 않으나， 무예가 출중하고 의리가 남달랐던 까닭에 한 

수정후(漢醫亨候)란 벼슬을 헌제에게서 받았으며， 물론 유비 밑에서도 ‘오 

호대장(五虎大將)의 일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 삼국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 

다섯째， 유(1:홈)가 무너지고， 법(法)이 성하게 된 시대였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후한은 청류와 탁류의 싸웅으로 쇠약해졌다. 여기에는 유의 

책임이 있다. 유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활 이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사대부의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가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 

나는 효(孝)이다. 효는 가족주의와 불가분의 판계률 맺고 있다. 외척이 발 

호한다거나 혹은 환관이 힘을 갖는 것도 가족주의에서 파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판은 왕실에서 일하는 사랍이다. 가정올 중시한다면 집안 일 

에 정통한 그런 사랍들이 힘올 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한다. 그렇다면 청류와 탁류의 갈동은 유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도 있다. 

나라가 죄약해진 원인이 유에 책임이 었다면， 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선택은 당연히 법일 것이다. 법은 유에 대비되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법가 계통의 인물이었다. 조조가 

그랬고， 공명이 그랬고， 사마중달(司馬빼達)도 법가였다. 유비도 법가였 

다. 임종에 앞서 그는 태자 유선(劉輝)에게 『상군서(商君書)j] 동을 읽으라 

12) r完譯 三園志」 上， 제 20장.6: r周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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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는 것이다If'상군서』는 전국시대 진(藥)의 상앙(商數)이 지었다는 

볍가의 고전이다 13) 

법가에 의하면， 정치의 근본수단은 법률이다. 신상필벌(信寶必뿜j). 엄형 

중벌(嚴H-lJ重關)이 그들의 구호였다. 왕도(王道)가 유가의 이상주의라면， 

패도(觀道)는 법가의 현실주의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마키아벨리즘은 바 

로 패도를 의미한다. 패도는 난세의 특정이다. 삼국시대는 춘추시대의 특 

성을 더러 보였지만， 전국시대를 뺨치는 난세였다. 

11. 정치론 

나는 『삼국지연의』의 정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삼국의 정립을 가능케 한 인위적인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위를 초월하는 결정론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다. 

(1)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공명은 이렇게 말했다. 

“통탁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 뒤로， 천하 호걸이 벌떼처럽 일어난 중에， 

조조는 그 형셰가 원소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면서도， 필경은 농히 원소를 

쳐서 이기는 것은 오직 천시 (天時)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역시 인모(A讓) 

가 공을 드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14) 

공명은 인모롤 중시하였음에도 성사(成事)는 하늘에 맡겼던 사람이다. 

그러나 위의 말은 적어도 원소와 조조와의 대결에 있어서 후자 쪽의 인모 

가 전자의 그것을 능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물론 인모는 단순히 

13) 팝 平陽候相 陳뚫 樓. 宋 中홉待郞 西爛候 裵松之 注 r三國志'J (훌北. 宏業西局，

1974). r圍書 二J. ‘先主傳’ . 891쪽의 注 r이하 인용온 陳覆 r三國志』로 한다.J 이 

것은 『諸훌훌亮集』에 기재된 劉j備의 遺꿇이다. 이에 의하면， 유비는 후주에게 諸子百

家 . r六嚴'J . r商君書』를 섭렵하고 옛 사랍의 지혜률 배우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r商 

君書』나 F;l;짧』 동도 諸子百家의 글인데， 별도로 언급한 것의 의미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14) r完譯 三圍志』 上 제 27장， 4: 「三顧草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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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와 원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지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인적 자원과 그것올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등을 포괄하 

는것이라고생각한다. 

동탁을 주멸(試滅)하기 위하여 제후들이 회맹하였을 때， 조조는 원소를 

맹주(盟主)로 추천하였다 15) 그가 “사세삼공(四世三公)으로 문하에 고리 

(故更)가 많고 한조 명상(漢朝名相)의 후예”라는 이유였다. 그만큼 원씨 

집안의 세력은 전국애서 가장 영향력이 컸었다. 더구나 그는 

“풍모가 빼어나고 위엄스런 용모가 있었으며， 지위가 낮은 선비뜰에게도 

허리를 굽혀 존경하였으므로 수많은 선비돌이 그에게로 귀의했다" 16) 

고 한다. 그는 한때 발해태수(漸海太守)로서 기주(暴州) . 청주(뽑州) . 

유주(뼈州) . 병주(井州)에 범처렴 웅거하여 백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 

다. 부하에는 허유(許收) . 팍도(郭圖) . 심배(審配) . 봉기(逢紀)와 같은 

지모지사(智課之士)가 있었고， 전풍(田豊) . 저수(펴受)와 같은 충신이 있 

었다. 또 안량(頻良) . 문추(文觸) . 고람(高寶) . 장합(張쐐) . 순우경 (淳手

瓚) 동의 천하명장의 무리가 그를 섭기고 있었다. 그는 사실 『삼국지연의』 

의 초반부를 장식하는 제 1 의 영웅이었다. 그러한 원소를 조조가 이긴 것이 

다. 조조는 건안 5년 (200)의 관도(官鏡)의 싸움에서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 

구하고 원소에게 크게 이겼다. 이 싸움으로 조조는 북방에서 확고한 지위 

를 얻었고， 위나라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면 조조가 원소를 이 

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진수가 평한 원소의 인물됨올 

잠시 인용하고자한다.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했지만 속으로는 질시하고， 모략옳 좋아하였으 

며， 결단력이 없고， 인재가 있어도 풍용하지 않고， 좋온 말올 들어도 받아 

들일 수 없었으며， (중략) 초나라 항우는 범증(泡增)의 계략을 듣지 않아 

왕업을 잃었는데， 원소가 전풍을 죽인 것은 함우의 실책보다 더한 것이 
다 " 17) 

15) r完譯 三國志』 上， 제 4장， 3: 「諸候會盟J.

16) 陳훌 r三國志、』， 「鏡書 六J. ‘훌紹傳’ , 188쪽; 陳훌 著. 검원중 옮김 r正史 三國志』

(서울: 섬원문화사. 1994) 제 1권 .239 쪽. (이하 뒷 책의 인용은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國志』로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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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조조스스로도 

“원소의 무략(武略)이 부족하니 체 감히 어찍하랴 η8) 

하고 냉소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진수는 조조를 어떻게 보았는가? 다시 

인용한다. 

“조조는 책략율 이용하고 계략올 세워 무력으로써 천하를 정복하였다. 

신불해(申不害)와 상앙(商願)의 치국 방법을 받아들이고， 한신(韓信)과 백 

기(白起)의 기발한 책략을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재능이 있는 자에게 관 

직을 주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올 이용하며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한 계획에 따랐다. 옛날의 악행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마침내 국가의 

큰 일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의 

명석한 책략이 다른 사랍에 비해 가장 우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비 

범한 인물이며， 시대률 초월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 

진수의 말대로라면， 조조는 1류의 인물이고， 원소는 역시 2류의 인물이 

었다 20) 조조는 권모 · 지모 · 용병 둥에 모두 뛰어났으나， 그의 성공은 역 

시 인재둥용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혁이 있으면 발탁했다. 장수 

(張續)의 모사였던 가후(賣璥)를 중용했으며， 원소를 위하여 조조 토벌의 

격문을 지은 진렴(陳빼)올 죽이지 않았다. 과거의 악행 (7)을 문제 삼지 않 

았던 것이다. 쓸모없이 말만 많은 사람들은 미워했다. 공융(孔廳) . 양수 

17) 이것은 진수가 ’劉表爛’ 에서 두 사랍올 함께 명한 부분에서 발혜한 것이다. 陳훌. 

『三國志』， 「鏡書 六J. ‘劉表傳’ 217쪽. 또 검원중 옮김 w正史 三國志』 제 1 권. 261 
aε -, • 

18) r完譯 三國志』 上. 제 17장， 4: 「文專 · 武略J.

19) 陳홉Ir三團志』， 「鏡홈 一J. ‘武帝紀’ , 허쪽; 김훤중 옮김 w正史 三園志』 제 1권 .92 
æ, 
-, . 

20) 守屋 洋(모리야 히로시) 外 r三園志、(J) 英雄t-: 't;.J (東京: 新A輪主來社. 1982). 13-

30쪽의 守屋 洋이 쓴 ‘’三國志(J) A間關係學“올 볼 것. 여기서 모리야는 홈操는 1 류， 

훌紹와 孫權올 2류의 인물로 규정한다 또 같은 책. 83-99쭉， 和田武퍼(와다 다케 

시). “홈操--智課權짧η才t，:lftt-:鏡@宰相’과 132-152 쪽， 뿔 陽子(키시 요우코) . “童

紹-漢室名門m 貴公子” 참조. 말할 것도 없이 F三國志』의 영웅들에 판한 연구는 매 

우 많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홉操의 명전은 진순선(陳짧폼) . 오자키 호츠키(尾~짧秀 

樹) 편 r영웅의 역사J{셔울· 솔출판사. 2000). 제 5권. 19-147쪽. 伴野 期(토모노 

로) . “홈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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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樓修) 퉁이 거기에 해당한다. 또 대권올 향한 일념에 방혜가 되는 인물은 

죽였다. 순욱올 죽인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원소가 전풍올 죽 

인 것파는다르다. 

인모가 개인의 능력만은 아니고， 그를 둘러싼 총체적인 인척자원이라고L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인적자원올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놓력으로 귀결 

된다. 또 위나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토와 인구 둥의 종합국력에 있어 

서 오와 촉에 비해 월둥하게 우셰했다. 위가 진에게 먹혔다고는 하지만， 삼 

국통일의 기반은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유비는 무슨 힘으로 촉올 세웠는가? 일찍이 조조는 유비와 청매 

(좁梅)를 놓고 술을 마시면서 영웅에 관하여 이야기률 한 일이 있었다. 조 

조에 의하면， 영웅이란 “가슴에는 큰 뜻올 품고， 뱃속에는 좋은 꾀를 가지 

고， 우주의 기틀을 싸서 감추며， 천지의 뜻을 삼키는 자라야만” 한다고 하 

였다 21) 그리고 당대의 영웅은 오직 유비와 조조 자신 두 사랍이라고 하였 

다. 이미 그 이전에 유비가 여포에게 쫓겨 조조에게 피신하고 있을 때， 순 

욱이 조조를보고 

“유비는 당세 영웅이외다. 일즈거니「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화가 있으리다 .. 22) 

라고 말한 척도 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유비를 한심스러운 ‘쪼다’ 라고 

부른 적이 있다 23) 그러나 그것은 역셜적으로 한 말이었다. 유비는 조조도 

인정하였듯이 영웅이었다. 또 사랍들은 그룰 효웅(훌雄)’ 이라고 하였다. 

그는 ‘폼올 굽히고 제 분수를 지켜서 천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천시를 조조에게 양보하고 인화(A和)률 얻음으로써 제업(帝 

業)을 성취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제업은 그가 경세의 인물들을 만난 것 

에서 시작한다. 

유비가 형주 유표에게 의탁하고 있올 때， 그는 우연한 기회에 사마휘(司 

21) r完譯 三國志』 上， 제 16장， 3: 「英雄論J ，

22) r完譯三國志』 上， 제 13장 2' r陳不閒鏡計J ，

23) 최명 r소셜이 아닌 삼국지J(서울: 조선일보사. 1993), 제 16장 r쪼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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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微) 수경(水鏡) 선생옳 만난 적이 있었다. ‘비육자탐(解肉之歡)’ 의 셔대 

였다. 그때 두 사랍의 대화롤 잠시 보기로 한다. 먼저 수경이 말한다 . 

.. ‘내 명공의 대명을/들은 지가 오랜데 어찌하여 이재도록 이렇듯이나 낙 

백불우(落觸不遇)하시오.’ 

‘명도(命途)가 하도 협난한 것을 어쩌리까 

그러나 수경은 고개를 모으로 혼든다. 

‘아니지요. 장군 좌우에 사람올 얻지 못하였기 때푼이외다.’ 

현덕은 말하였다. 

‘비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문관에는 손건 ‘ 미축 · 간용의 무리가 있고， 

무장에는 관우 · 장비 · 조운의 무리가 있어 갈충보상(獨忠輔相)하므로 저 

들에게 힘입는 바가 실로 적지 않소이다.’ 

.관우 · 장비 · 조운은 가히 만인적(萬A敵)이라 하겠지만， 다만 저틀을 

잘 쓸 사람이 없는게 가석이오그려. 손건 · 미축 같은 무리들이야 한낱 백 

면서생(白面書生)이지 경륜제세지재(經觸濟世之才)는 아니니까요’ 24) 

이 대화를 보면， 유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세의 재사였던 것이다. 그리 

고 그는 결국 복룡(代龍)과 봉추(鳳離)률 얻게 되는데， 사실 그의 제업은 

복룡인 공명을 만난 것에서 시작한다. 유비가 공명을 찾아 삼고초려(三顧 

草盧)하였을 때. 공명은 서천(西川) 54주의 지도를 꺼내 놓고， 유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패업올 이루려 하시거든， 북으로는 조조에게 사양하시어 천시 

를 차지하게 두시고， 남으로는 손권에게 사양하시어 지리(地利)를 차지하 

게 두시고， 장군께서는 가히 인화를 차지하셔서， 먼저 형주를 취하시어 집 

을 삼으시고， 뒤에 곧 서천을 취하시어 기업을 세우셔서， 저 조조와 손권으 

로 더불어 정족(鼎足)의 형세를 이루신 연후에， 가히 중원을 도모할 것이 

겠습니다경) 

이것이 공명의 유명한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이다. 유비는 그 계 

24) r完譯 三國志』 上， 제 2'5장. 4: r水鏡先生J.

25) ~完譯 三團志』 上， 제 27장.4: r三顧草뚫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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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룰 쫓아서 패업올 이룬 것이다. 그러면 유비의 연화는 무엇인가? 유비가 

처음 공명에게 산에서 나와서 도와 달라고 하었올 때. 공명은 쉽사리 웅하 

려 하지 않았다. 유비는 울면서， 

“선생이 나오시지 않으면 저 창생(蒼生)들올 어찌하라 하십니까 η6) 

하였다. 필청 공명은 유비의 애민(愛民)하는 마음에 감동되어 그를 돕기 

로 마음먹은 것이다. 공명용 ‘출사표’ 애서도 

“선제(先帝)께서는 신의 비천하심올 생각하지 아니 하시고. 외람하게도 

스스로 몸올 낮추시어 세 번이나 신의 초려롤 롤아보시어. 선에게 당세의 

일올 의논하시니， 신은 이에 감격하여 드디어는 선제률 위하여 치구(騙騙) 

할 것을 허락하였던 바 

라고 한 것을 보면， 유비는 성의로 사람율 대하였고， 또 사랍들의 마음올 

끄는 힘이 있었다. 관인후덕(寬仁庫德)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섬지어 오 

나라의 노숙(醫輔)도， 

“조조에게나 갈까 하오 

하는방통에게， 

“아니요， 그건 밝은 구슬율 어둠 속에 던지는 거라， 형주 휴황숙(짧j皇뼈) 

에게 가면 반드시 중용할 줄 믿소 .. 27) 

하면서 추천의 편지까지 써주었다. 이렇듯 경쟁국의 인물까지도 유비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익주의 장송(張松)이 조조를 

버리고 유비를 찾은 것도 휴비가 인의(仁義)에 두럽다는 소문율 들었기 때 

문이었다. 이런 예도 있다. 익주 공략에 즈융하여 유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나와 수화상적(水火相敵)하는 자는 조조이니， 조조가 급(急)하매 

나는 관(寬)하고， 조조가 횡포함에 나는 어짐으로 하고， 조조가 속임수로 

하면 나는 곧음으로써 하여， 매양 그와 상반(相反)이면 대사는 이루어질 

것이니와， 만일에 소리(小利)로 천하에 신의를 앓는 따위는 차마 못하겠 
소 .. 28) 

26) 위와같은 곳. 

27) r完譯三園志J 1:.. 제 41 장 2. r鳳維先生J.

28) r完譯三國志」 中， 제 43장.2: r法正 · 효達J. 



226 

이러한 자깨가 유비의 매력이었다. 여기서 나는 또 진수의 유비 평을 인 

용한다. 

·‘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강하며 마음이 너그러웠으며， 인물율 알아 

보고 선비롤 얘우했다. 그는 한고조의 풍모홉 갖고 있었으며， 영웅의 그릇 

이었다. 그가 국가와 태자를 보좌하는 모든 일용 제갈양에게 부탁하고， 마 

옴으로 의심이 없었던 것은 확실히 군신(君닮)의 지극한 공심(公心)이며 

고금을 통해 가장 훌흉한 모범이었다. 유비는 임기용변의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 또한 협소했다. 그러나 좌절해도 굴 

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조조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조조의 도량으 

로는 틀림없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올 예측하여 그와 이익올 다투지 

않았으며， 그래서 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η9) 

오의 손권은 어떤가? 손권은 부형의 기업올 이어받아 강남에 군렴하게 

된 인물이다. 일찍이 조조도그의 인물됨을칭찬하여， 

‘’자식을 낳으면 저 손중모와 같아야지 (生子當如孫件讓)." 30) 

하고 말한 적이 있올 정도다. 그에게는 남다른 채농이 있었다. 그의 형 

손책(孫策)이 임종 때에 인수(印授)를 손권에게 차도록 하고， 이렇게 말했 

다. 

“강동의 무리를 들어 기틀율 양진(兩陣) 사이에 결단하여， 환하로 더불 

어 경중(輕重)올 다투기는 경(柳)이 나만 못하고， 어진이를 쓰며 능한 사 

람에게 맡겨서 각기 힘을 다하게 하여 강동을 보존하기는 내가 경만 못하 

니， 경은 부디 부모창업(父母創業)의 간난(觀難)올 생각하여 스스로 도모 

하는 바가 았으라 "31) 

29) 陳훌 r三國忠'J ， r짧훌 -J , ‘先主傳’ , 892 쪽; 김현충 옮김 r正史 三園i옮 제 5권， 

55쪽 또 유비에 관하여는， 守屋 洋， 앞의 책， 31-47쪽. 竹內良雄(타케우치 요시오) , 
.. 劉備--漢室再興z.j.룹에t 뚫η昭烈帝 진순신 · 오자키 호츠키， 앞의 책， 제 4권. 

守屋 洋(모리야 히로시)， .. 劉備” 둥. 

30) r完譯三國志』 中， 재 44장， 3: 「兩輪太陽J ，

31) r完譯 三園志』 上， 제 21 장， 3: 「孫策天死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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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知子)는 막여부(莫如父)’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지제(知弟)는 

막여형(莫如兄)’ 일지 모른다. 손책운 동생의 인물율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장처(長處)를 칭찬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함 

축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손권에게는 전쟁에는 재능이 없으니 함부로 전 

쟁에 임하지 말고， 내치(內治)에 힘써서 수성(守成)에 만전올 다하라는 부 

탁이었다. 손책이 죽은 후， 장소(張昭)와 주유(周輸) 등은 손권이 그들과 

함께 대업을 이룰 만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마음으로 손권에게 복종하며 

보필했다. 손권은 부형의 휴업(遺業)올 이어받아 수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손권이 단순하게 부형의 유업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 나름의 

야망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적벽대전 직전에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강 

남을 침공하려 할 때， 손권의 부하들은 화전(和戰) 양파로 대립하였었다. 

『삼국연의』에 의하면， 당시 강동에서는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세력이 다소 

우세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손권은 주유 · 노숙 풍 

의 주전파의 입장을 쫓아서 적벽대전이라는 일대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그에게 ‘남면(南面)하여 스스로 고(孤)라고 일컬기’ 를 바라 

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수는 손권을 아래와 같이 명했다. 

“손권은 몸을 굽혀 치욕올 참으면서 재농있는 자률 임용하고 치혜로운 

자를 존숭했고， 구천(句購)과 같은 비범한 재능이 있었으니. 영웅 중에서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강남의 땅을 차지하여 삼국 정립의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 32) 

그러나 손권은 부형의 기업올 물려 받은 점에서， 조조나 휴비와 같온 창 

업주의 반열에는 들지 못한다. 더구나 강남에는 물산이 풍부하고， 장강의 

험(險)이라는 지리(地利)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어(守舞)와 자립이 

용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권에게는 조조나 유비가 보였던 적극성이 결여 

되었었다. 말하자면， 손권은 위와 촉의 다툼 속에서 주로 어부지리(澈父之 

32) 陳훌 r三國志」， 「吳書 二J. ‘吳主傳’ . 1149쪽;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園志』 제 6권， 

7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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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를 취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손권온 역시 2류의 인물이 

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진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성격은 의심이 많고， 사랍을 죽엄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으며， 만 

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했다. 그는 참언올 듣고 믿어 인성을 멸하는 일올 

하여 아들과 손자를 버리고 죽였다" 33) 

그렇기 때문에 조조나 유버처럼 자손들에게 평안한 책략을 남기고. 신중 

하게 자손의 안전을 계획하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진수는 평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의 만년의 일이다. 일찍이 주유가 손권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득인자(得A者)는 홍하고 실인자(失A者)는 망하는 법이니， 장 

군께서는 부디 고명원견지인(高明遠見之A)을 구하시어 보익(輔翊)을 삼 

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뒤에야 강동올 가히 정 (定)할 수 있으오리다" 34) 

손권이 장소 · 고옹(顧羅) . 제갈근(諸薦環) 둥의 재사와 주유 · 노숙 · 여 

몽(呂寒) . 육손(陸選) 동의 장수를 얻은 것운 그의 복이었다 35) 

여기서 사마의(퍼馬廳)에 관하여 일언율 하고자 한다. 삼국의 정립은 결 

국 사마써에게 좋은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천하가 

통일된 것은 사마의의 손자 염(했)에 의해서였고， 그 기틀올 마련한 사랍 

이 사마의였기 때문이다. 사마의는 공명의 호적수가 될 정도로 도략(輪略) 

에 밝고， 군기(軍機)에 통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본래 대지(大志、)를 품고 

있었다. 조조도 일찍이 그 인물됨을 알아서， 

“사마의는 매눈으로 보고 늑대처럼 돌아보는 사람이라， 병권(兵權)을 주 

어서는 안되나니， 오래면 반드시 나라에 큰 화가 되리라" 36) 

고 말한 척도 있었다Ii'삼국연의』에 나타난 사마의외 능수놓란한 활약올 

여기서 되풀이할 여유는 없으나， 한 마디로 그는 .기회의 중요성’ 을 알고 

33) 위와같은끗. 
34) r完譯三圖志」 上. 제 21 장， 4: 「孫樓J.

35) 손권에 관하여는守屋洋， 앞의 책. 100-115 쪽， 花村豊生{하나무라토요오) . “孫權

父兄(f)遺命창果t.:.Lt.:.吳η大帝” 와 진순신 · 오자키 호츠키 , 앞의 책 . 155-280쪽， 伊

훌桂-(이토 케이이치). “孫權율 볼 것. 

36) r完譯 三園志』 下， 제 72장. 2: r홈조位遊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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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포착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건안 20년 (215) 조조가 한중올 얻었을 때， 

그는 “지혜 있는 자는 기회가 중하다 면서 익주로 진병할 것을 건의한 척 

도 있었다 .m 사마의는 조방(費芳) 때에 와서 쿠데타에 성공하여 조문(暫 

門)으로부터 병권을 탈취함으로써 대권의 길을 열었다.썼) 

이와 같이 조조 · 유비 · 손권 · 사마의 동은 남다른 지혜와 능력올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후혹(層黑)’의 입장에서 논하는 예 

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그것은 청말의 반유(反簡) 사상가 이종오(李 

宗홈)의 입장이다 39) 그에 의하면， 영웅호걸은 아무 무엇도 아니고， 오로 

지 ‘철판 같이 두꺼운 얼굴과 뻔뻔스러운 것에 철저한 혹심(黑心)’의 소유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윤 그가 『삼국연의』의 인물을 검토하고서 깨달 

은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조조는 죄 없는 여백사· 공융· 양수-동숭·동 

귀비 · 복완 · 복황후 둥을 죽였다. 무수히 죽였다. 그리고도 아무런 죄의식 

이 없었다. 그는 태연하게도 

“나는 차라리 남올 저버릴지언정 남온 나를 저버리게 아니 하겠다 "40) 

고 말했다. 이것이 뻔뻔스럽고 컴컴한 복심(題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이종오는묻는다. 

유비의 후혹은 어떤가? 조조에게 결코 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휴비는 

의리와 지조가 전혀 없는 기회주의자이다. 변신(變身)이 그의 특기다. 

“여포에게 의지하는가 하면 조조에게 붙어 있고， 원소의 품에 안기는가 

하면 유표 쪽에 기울고， 결국온 숙적인 손권과 결탁하는 풍， 때에 따라 변 

37) ~完譯 三國志』 中， 제 48장， 4: 「合椰太戰j.

38) 최명， 앞의 책， 제 20 장사마의론j' 진순신 · 오자키 호츠키， 앞의 책， 제 6권. 221-

305 쪽， 오자키 호츠키， “司馬f뿌達” 참조. 

39) 李宗폼 r奇書 庫黑學'J (北京: 求實出版社. 1989): 李宗홈 著， 禹圍仁 譯 r奇훌훌 庫黑

學JI(서울. 부렴출판사. 1988) 등. 이하 후혹에 대한 본문의 인용은 禹國仁의 역본에 

의거한다. 

40) “寧我負A H3:.A.負我 이것온 費操가 養卓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도망율 갈 때， 죄없 

는 呂伯春의 일가족 아홉명올 죽이고 한 말이다 『完譯 三國志.~ J:. 제 4장. 2: r陳縣

令」 . 『奇書 庫黑學'J. 26-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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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변화에 따라 동쪽에서 빠져 서쪽으로 달리고， 옷깃에 매달리며 발동 

에 엎드리는 풍，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으며 부끄러 

움을 몰랐다 "41) 

뿐만 아니다. 그의 둘째 특기는 눈물올 흘리는 것이다. ‘유비의 영토는 

모두 이 눈물 때문에 얻은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진퇴양난 

의 최후 순간에 이르면 꼭 통곡올 하곤 했다. 처음 공명의 마음올 움직이게 

한 것도 울음이라고 냐는 위에서 말했었다. 통곡 덕택에 어려운 국면을 유 

리하게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두꺼운 얼굴의 소휴자라는 

것이다. 

손권의 후혹은 조조나 유비에게는 못 미치나， 그 역시 달인이다. 유비를 

매부로 삼고도， 오로지 땅만 얻으려고 신의를 헌신짝같이 버리고， 유비의 

방심을 틈타서 형주롤 뺏고， 그 의제인 관우률 서숨지 않고 죽였다. 조조와 

맞설 수 있는 실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조비(홈조)에게 신 

하의 예를 지키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2) 

이종오는 사마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옛 주인의 탁고(託孤)를 

받고， 둘도 없는 충신 행세를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천하를 손안에 넣었다 

는 것이다. 특히 그가 ‘건픽(띠뼈)의 모욕 올 태연히 받아넘긴 것에서는 

유비롤 능가하는 철면피라는 것이다 43) 이종오에 의하면， 후혹은 타고 나 

는 것이라기 보다는 후천적인 수련에 의하여 연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국지』의 영용들은 후혹올 누구보다 철저하게 연마하고 수련한 사랍들이 

고， 그러한 연마와 수련이 그들로 하여금 권력의 정상에 오르케 하였다는 

것이다 44) 

(2) r삼국지연의』의 인물 가운데는 지모(智議) . 용병 (用兵) . 무예 혹은 

후혹 둥의 방변에서 뛰어난 자가 한 둘이 아니다. 조조가 지모와 용병에 뛰 

41) r奇書 庫黑學'J. 28쪽. 

42) r奇書 庫黑學'J. 3O쪽. 

43) r奇書 庫뿔學'J. 31 쪽. 

44) r奇書 庫黑學，~. 47-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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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고는 하나， 그의 재주는 제갈양이나 주유에 미치지 못했다. 유비와 

손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양이나 주휴가 천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초인위적인 ‘무엇’ 이 있다고 

생각한다. 맹자는 “명 아닌 것은 없다(莫非命也r고 했다 45) 또 이렇게 말 

했다. “하려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부르지 않았 

는데 닥쳐오는 것은 운명이다(莫之寫而寫者天也 莫之致而至者命也)." 46) 

맹자는 천하의 득실이 주로 천명(天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한 것이다. 

천명이건 운명이건w'삼국연의』에는 ‘선천정설(先天定說)’ 혹은 ‘명정셜 

(命定說)’ 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자못 많다. 

유비의 일고초려 때의 일이다. 그는 공명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에 그 친구인 박롱 최주평(博陸 崔州平)을 우연히 상면하게 된다. 최주평 

은 유비에게 공명을 왜 만나려 하느냐고 물었다. 유비는 그에게서 ‘안방정 

국책(安郭定國策)’올구하기 위하여 만나려 한다고하였다 그러자최주평 

은 고금의 치란(治亂)의 무상(無常)함을 한참 셜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 

다. 

“… 그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2백년동안 백성틀이 편안타가， 다시 간 

과(千-x;)가 사방에 일어나니， 이는 바로 치(治)로부터 다시 난(亂)으로 들 

어가는 때라， 졸연히 바로 잡기 어려운 노룻인데， 장군이 공명으로 하여금 

천지 (天地)를 알선(幹旅)하고 건곤(乾坤)을 보철(補線)하게 하려고 하시 

니， 그 쉬읍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부질없이 심력만 허비하실가 두려움 

니다. 왜 예부터 이르기를 순천자(順天者)는 일(進)하고 역천자(遊天者)는 

노(勞)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數)에 있는 바는 이치로 뺏융 수 없는 것이 

요， 명 (命)의 정한 바는 사람이 억지로 못하는 것이외다 "47)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움을 최주평은 유비에 

게 깨우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천하의 분열을 통일로 바꾼 것은 사마(司 

馬)씨였고， 유비가 아니었다. 또 이런 일도 있다. 적벽대전 당시 공명이 관 

우를 화용도로 보내면서， 유비에게 

45) r굶子~. r盡心」 上， 第 2. 
46) r굶子』 , 「萬章J 1:. 第 6. 
47) r完譯三國志J 1:. 제 27장 2' r→顧草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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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亮)이 밤에 건상(乾象)올 살펴보니 조조의 명이 아직도 끊이지 않았 

기로， 운장울 시켜 인정이나 쓰게 한 것이니， 이도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 

니겠습니까?"48) 

조조의 명이 하늘에 매어있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조조가 위왕(觀王) 

이 된 것도 하늘이 이미 정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예다. 유비가 촉 

을 치려고 부수관(浩水關)을 접령하였올 때다. 유궤를 위시한 촉장 네 명 

이 출정하는 길에 자허상인(짧虛上A)이라는 이인(異A)에게 그들의 기수 

(氣數)를 물은 적이 있었다. 

“정수(定數)란 피하기 어려운 거야. 그 어찌 말이 많올까냐9) 

하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이런 예도 있다. 유비가 관우의 원 

수를 갚으려고 오나라로 출사하기에 앞서서 청성산의 이의(李意)라는 선웅 

(仙爾)에게 앞 일을 물은 적이 있었다. 그 때 그 선옹은 

“이런 것은 다 하늘이 정한 바 운수이오라， 감히 산속 노부의 알 바 못 

되나이다" 50) 

하였다. 그리고는 병영이 모두 불타고， 유비가 백제성에서 후사를 부탁 

하는 일을 암시하는 그림을 그렸었다. 결파도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예들 

은 수(數)와 명 (命)을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삼국연의』의 전편에 맥맥히 흐르는 사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조 · 유 

비 · 손권 동의 명수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상당히 비과학적이기는 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조조에 관하여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한다. 그가 젊었율 적에 당시에 사 

랍을 잘 알아본다는 교현 (橋玄)이 란 사랍이 조조에 개 , 

“장차 천하가 어지러우매 명세지재(命世之才)가 아니면 건지지롤 못할 

것이니 , 능히 앞으로 천하를 편안히 할 사랍은 아마도 자네일가보이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조조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또 하옹(何 

觀)이라는 사람도 인물을 잘 알아보았다고 하는데， 그도 조조를 보고， 

48) r完譯 三國志』 中， 제 36장. 2: r孔明用兵J.

49) r完譯 三國志』 中， 제껴장. 1: r黃忠 · 鏡延」
50) ~完譯 三國志』 中， 제 61 장. 2: r좁城仙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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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실이 장차 망활 때 천하롤 편안히 할 이는 반드시 그대일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조조는 그 말에도 기꺼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후 허소(許해)라는 이도 사람 잘 보기로 이름이 있었다. 조조가 일부 

러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대는 치세(治世)의 능신(能닮)이고， 난세(亂世)의 간웅(好雄)이오" 51) 

이 말을 듣고서 조조는 비로소 기뻐했다고 한다. 그들이 조조의 사주를 

보았는지 아니면 관상을 보았는지 혹은 다른 무엇올 보았는지는 알 수 없 

어도 조조는 그러한 운명올 타고 난 사랍이었다. 그들온 조조가 위공(觀 

公)이 되고， 위왕(鍵王)이 되고， 나아가 그 아들이 제위 (帝位)에 오르리라 

는 것도 알았을지 모른다. 알아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수(定數)를 아 

는 사람은 천기(天機)를 누설하지 않는 법이다. 

유비의 경우를 보자. 탁현(7家縣)의 작은 고을 누상촌(樓훌村)윤 유비가 

태어난 곳이다. 그의 집 동남 편에 높이가 오십 여 척되는 큰 뽕나무가 있 

었는데，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거개(車蓋: 천자 

의 수레)와 같았다. 언젠가 한 술객(術客)이 그 앞을 지나다가 유비의 집을 

보고 

“이 집에서 반드시 귀인(賣A)이 나고 말지 " ;2) 

하고 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 유비도 어려서 동네 아이들과 그 나무 

아래서 놀면서， 

“이 애들아， 내가 후에 천자가 되면 이 거개를 탈테니， 너회들 두고 보아 
라''';.3) 

하였다는 것이다. 진수의 정사에도 있는 이야기이다. 휴비 스스로도 어 

렵풋이 자신의 운명을 짐작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술객은 무엇을 아는 사 

람이었을것이다. 

51) 조조에 대한 3인의 i영은 r完譯 三國志.a 1:: 제 1 장. 4: r합購J. 또 陳寶 r三國志，~ . 
「鏡書 • J. ‘武帝紀’ . 2쪽의 본문파 2-3쪽의 注;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國志』 제 1 

권 43쪽참조. 

52) F完譯 三國志』 上， 제 1 장. 3: 「挑園結훌. 또 陳홈 r三團志:~， r團養 二J. 先主傳’ , 

871 쪽;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國志』 제 5권. 31-32쪽옳 볼 것 

53) r完譯 三國志』 上. 제 1 장， 3: r挑園結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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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권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찍어 한사 유환(灌便 없j鍵)이 오에 와서 손 

씨의 여러 형제들올 보고， 

“내가 두루 보니 손씨의 형제들이 각기 재기 (才氣)는 수달(秀達)하나 다 

들 녹조(雄祚)는 길지 못한데， 유독 중모(件諸)만운 형용(形容)이 기위(奇 

偉)하고 골격이 비상하여 팔 대귀지표(大寶之表)라， 또한 고수(高薰)를 누 

릴 것이니， 다른 사람은 다 그만 못하리라.꺼4)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손권의 어머니 오태부인은 꿈에 해가 폼에 드 

는 것을 보고 권올 낳았다고 한다. 해는 황제의 상징이다. 그가 귀히 된 것 

은타고난것이다. 

그러면 사마의는 어떤가? 일찍이 조조가 사마의훌 ‘늑대처럼 돌아보는 

사랍’ 이라고 하였다함은 위에서도 언급올 하였다. 그러한 인물을 ‘낭고지 

상(狼顧之相)’ 이라고 한다. 그것은 폼올 움직이지 않고 얼굴율 180도로 돌 

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가만히 앉아서도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올 아는 사랍을 뜻한다. 사마의가 ‘낭고지상’ 이라면 그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이 사마의 삼부자률 상방곡(上方짝) 속으로 유 

인하여 화공으로 몰살시키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소낙비가 크게 내린 

적이 있었다. 그 비 때문에 공명의 계교는 수포로 몰아가고 말았다. 그것은 

사마의 삼부자의 수명이 그 곳에서 끝나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사마의 삼부자가 고스란히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공명온 

“모사(課事)는 사랍에 게 있으나， 성사(成事)는 하늘에 있도다. 어 이 억 

지로 할 것이랴!" 55) 

하며 길이 란식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사마의의 수(數)와 명(命)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호로곡 사건은 물론 나관중이 지어낸 허구이다. 공명올 우 

상화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제 F삼국연의』에 나타난 ‘명정셜’ 에 관한 결론을 지어야할 때가 되었 

다고 생각한다. 공명은 사마의의 명이 상방곡애서 끝나리라고 생각했는가? 

54) r完譯 三國志』 上， 제 21 장. 4: r孫樓J. 陳홉 r三團志』， 「吳홉 二.J. 吳主傳’ . 1115 
쪽，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團志』 제6권 .37쪽. 

55) F完譯 三國志』 下， 제 84장. 2: r成事在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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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은 한실의 부홍이 가능하다고 믿었는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안되는 

일을 왜 알면서도 시도했던가? 모사(課事)가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되고 안되고는 천운에 맡기자. 그리고 사랑은 사랍의 도리를 다하 

자.’ 이것이 나는 『삼국연의』가 독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 

각한다. 공명이 「출사표」를 후주에게 바쳤을 때다. 초주(誠周)가 나와서 

후주에게’ 
“선이 밤에 천상(天象)올 보오매 북방의 광기 (H王氣)가 성하며， 별들이 

갑절이나 빛나고 있었으니， 아직은 감히 도모치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공명에게， 

“숭상께서는 천문에 밝으시면서， 어이 억지로 일을 도모하려 하시나이 

까7"56) 

하고 출사를 말렸다. 그러나 공명은 듣지 않고， 

“모르는 말이오. 천도(天圖)란 원래 변하고 바핍이 덧없는 것이니 , 어이 

이에 억매이리오 ... "':;7) 

하며 초주의 고간(苦課)올 물리치고， 출정의 결의률 더욱 다졌떤 것이 

다. 모사는 사랍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조조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 진수의 『삼국지』에 의하면， 일찍이 

그가 원소와 더불어 병사를 일으켰을 때. 만일 실왜하면 어느 곳율 근거지 

로 삼을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한 일이 있었다. 원소는， 

“나는 남쪽으로 황하에 의지하고， 북쪽으로 연(觀)과 대(代)률 의지하여 

융적(夜秋)의 군세를 합치고， 남쪽으로 천하의 패권을 다투면 아마도 성공 

할 수 없지는 않겠지요7" 

하고 말했다. 그러자 조조는， 

“나는 천하에서 지혜롭고 용감한 자에 의지하여 왕도로써 그들을 다스리 

면 틀렴없이 가능할 것입니다.꺼8) 

하였다는 것이다. 성패는 모른다. 그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 되지 않겠 

56) r完譯 三園志』 下， 제 72장.3: r出師表J.

57) 위와 같은 곳. 

58) 陳醫 r三國志」， 「鏡畵 -J. ‘武帝紀’ .26쪽;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國志J.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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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는 의미가 조조의 말에는 함축되어 았다. 

또 유비도 그런 사랍이다. 그가 공명올 처음 찾았율 적에 최주명을 만났 

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한 바 있지만， 그 때 그는 명(命)을 어쩔 수 없다는 

최주평에게， 

“진실로 고견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유비가 한실의 후예로 마땅히 천하 

를 바로잡아야할 폼이 되고 보니， 어찌 일을 수(數)와 명에다가만 맡겨 두 

겠습니까 ""9)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정수(定數)와 운명올 개척하겠다는 의지롤 표명 

했었다u"삼국연의』에는 분명히 명정 (命定)의 사상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에는 ‘인정 (A定)’ 의 사상도 었다. ‘인정숭천(人定勝 

天)’ 이라고 해도 좋다. 

III , 전략론 

삼국 시대는 난세다. 난세의 특정은 싸움이다. 황건적의 난부터 진이 천 

하를 통일하기까지 크고 작은 싸움이 없던 해가 없었다. 싸움은 이겨야 하 

고，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어떻게 힘을 쓰느냐는 문제 

가 힘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이란 것이 생겼다. 전략은 ‘이기기 

위한’ 일체의 수단과 방법이다. 간단히 병법(兵法)' 이라고 해도 좋다. 

삼국시대에는 전국시대부터 내려오는 병서(兵書)률여 많았다고 생각한 

다. 병서의 압권은 『손자(孫子).JJ이다. 조조가 이 『손자J 13편을 본 떠서 

『맹덕신서(굶德新書).JJ를 지었을 정도이니， 더 말활 것이 없다.ω) 공명은 

『육도(六짧)J와 『삼략(三略)J을 공부했다고 하나， 그의 기본 전략은 손자 

병법이다 61) 고래로 『손자』롤 으뜸으로 하여 『오자(吳子).1 . u"위료자(劇線 

子).1 . u"사마법(司馬法).1 . u"삼략.1 . u"육도.1 ' u"이위공문대(李衛公問對).!1가 

59) w完譯三國志』 上， 제 27장 2' r一顧草盧J ，

“)) W完譯 三國志』 中， 제 43장 l' r張永年」

61) 예컨대， 賴隱 編著諸홉훔 兵法J (훌北: 團家出版社， 1989)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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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무경철서(武經七書)'로 일컬어졌는데， 당나라 때 편찬훤 『이위공문 

대』를 제외한 이들 병서들이 삼국시대에 대체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이들 다른 병서들은 모두 『손자』의 아류(亞流)이다.) 또 1972년 산동성 

임기현 은작산의 한묘(漢養)에서 『손빈병법 (孫禮兵法).1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손빈의 저작도 있었을 것이다 62) 

손자에 의하면， ‘병 (兵)은 궤도(誠道)’ 이다 (3) 속입수라는 말이다. 예컨 

대， 병법의 달인(達AJ이라는 공명의 기본 전략은 권모술수인데， 그것온 

힘의 정면대결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번롱(觸弄)시킴 

으로써 그 마음올 공략하는 전법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외교전술 

을 구사하였다. 동맹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오 · 촉의 동맹 

을 수차 성립시켰다. 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모든 것은 손자 

병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명만이 아니다. 조조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사마의도 그랬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는 것이 같다’ 는 말이 생겼 

다. 여기서는 『삼국연의』에 나타난 대표적인 ‘궤도’ 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삼국시대의 역시 대표적인 싸웅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IF삼국연의』의 비교적 앞부분에 이미 ‘연환계(連環計)’ 라는 계략이 

나온다. 연환계는 본래 적벽대전을 앞두고 방통이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배들을 철환(鐵環)으로 연쇄(連銷)케 한 계교에서 유래한 것이다.ω) 그것 

은 적에게 간첩을 보내어 헌책(厭策)을 시키고 자기는 그 사이에 숭리를 

얻는 계교이다. 왕윤(王允)이 동탁올 주살하기 위하여 초선(紹輝)을 동탁 

과 여포 사이에 넣어 둘을 이간시키게 하였다. 계교가 성공하여 여포는 동 

탁을 죽인다.“) 연환계였다 IF삼국연의』에는 간첩을 활용하는 예가 매우 

62) 陳釋닮 지음， 이용찬 옮김 r중국고적발굴기J(서울: 대원사. 1988). 293-306쪽. 
63) 周寶慶 r左~兵法J(西安: 陳西A民出版社.1991); 손무 지품， 김상일 역주 r손자병 

법~ (서울· 마당문고. 1984) 참조. 
64) r完譯 三國志』 中. 제 24 장. 4: r連環計J. 제 24장의 제목 자체가 ‘연환계’ 이다. 

65) r完譯 三國志』 上， 제 6장. 1: r美女 짧輝J. 여기서 .연환계’ 라는 계교가 나온다. 제 6 

장의 제목이 .연환계’ 이고 보면， 이 장 전체가 이 계 책으로 동탁올 죽이는 이야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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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반간계(反間計)라고도 한다. 손자 병법에서 반간윤 ‘척의 간첩을 역 

으로 이용하는 것’ 올 말한다. 그러나 『삼국연의』에서는 첩자를 보내서 일 

을 꾀하는 계교를 모두 반간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각과 팍사를 이간시켜 

서 둘이 서로 의심하여 싸우게 한 것은 반간계였다 66) 또 공명이 남만을 정 

벌할 때， 옹개(羅團)와 고정(高定)을 이간시칸 것도 반간계였음올 우리는 

알고 있다 67)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자. 공명이 위를 정벌하기 위한 출사 

에 앞서서 세작(細作)을 업군(鄭那)으로 보내서 유언(流言)올 퍼뜨리게 한 

것도 그것이다. 위주 조예(費歡)로 하여금 용주(鍵1-1-1)와 양주(源까i'I)의 제 

독이던 사마의를 죽이게 하려는 계략이었으나， 조예는 그를 파직시키는 데 

그쳤다(8) 

첩자를 보내는 것윤 아니나， 이호경식계(二虎鏡食計) , 구호탄랑계(騙虎 

첨良計) , 소불간친계(統不間親計) 동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호경식계는 두 호랑이를 서로 싸우게 하는 계교이다. 조조는 서주에 있 

는 유비에게 밀서를 보내서 여포를 죽이라고 하였다. 유비가 여포를 없애 

면 형세가 외롭게 될 것이며， 죽이지 못하면 여포가 반대로 유비를 죽이게 

될 것이니，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자는 계교였다 (9) 구호탄랑계는 호랑 

이를 몰아서 이리를 잡게 하는 계교이다. 조조는 휴비에게 천자의 조서를 

보내고 또 원술에게 밀서를 보내서 둘이 싸우도록 하였다. 그러면 여포가 

그 사이에서 딴 마음을 갖게 되리라는 순욱의 계략이었다.개) 소불간친은 

친분이 먼 사람이 친분이 가까운 사랍을 이간하지 붓한다는 뜻이다. 유비 

와 사이가 나쁜 원술윤 여포롤 사돈으로 삼으려 하였다. 여포가 사돈이 되 

면， 그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유비를 죽이게 될 것 

이라는 원술 측의 계략이었다7J) 그것이 바로 소불간친계였다. 손자는 「모 

(6) r完譯 三國志』 上， 제 10장 l' r反間計」

67) r完譯 三國志.JT 제 67장 4' r反間之計j ，

68) r完譯 三國志』 下， 제 72장. 2: r홈조 않遊j ， 

69) r完譯 三國志.J 1:. 제 11 장 l' r-虎鏡食計j ，

70) r完譯三國志』 上， 제 11 장 2' r騙虎챔良計」 

71) r完譯 三國志며 上， 제 13장， 2: r陳不間親計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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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편(課攻篇)J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계략들은 모공의 일종인 것이다. 

이 외에도 『삼국연의』에는 고육계(苦肉計) ,72) 사항계(許降計) ,73) 가도 

멸꽉계(假途滅鏡計) ,74) 반객위주계(反客寫主計).75) 미안국(美A局)76) 둥 

의 계책이 있다. 모두 상대방을 속이는 계책이다. 장계취계(將計就計)도 

있다. 적벽대전 직전에 조조가 보낸 간세 (好細)인 채중(蔡中)과 채화(蔡 

和)를주유가역이용하는계략에 대하여， 공명은노숙에게 말했다. 

“공근(公環)이 이를 알면서도 장계취계하여 바야흐로 저들을 시켜 소식 

을 통보(通報)하여 보자는 것이오. 병불염사(兵不厭許)니 공근의 계책이 

옳소이다"77) 장계취계는 상대편의 계교를 미리 알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 

하는 계략인데Ii"삼국연의』에서 무수히 쓰이는 계교이다. 

(2) 삼국시대에는 대체로 다섯 개의 큰 싸움이 있었다 78) 첫째는 관도의 

싸움이다. 나는 위에서 조조와 원소의 인물을 비교하고， 이 싸움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인물의 우열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전쟁의 숭리는 전략 

의 우수성과 직결된다. 당시 원소는 휘하의 맹장 안량(題良)으로 하여금 

백마(白馬)를 공격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조는 관도에 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연진(延律)으로 군사를 북상시키는 것같이 가장하였다. 원소는 후방 

이 습격 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력부대롤 분산시켰다. 조조는 분산된 원소의 

군올 기습으로 쳤다. 조조 전략의 하이라이트는 오소(鳥鎭)에 있는 원소의 

군량치중(軍體輪重)올 화공으로 불태운 것이었으나， 관도의 싸움은 기습작 

72) r完譯三國志』 中， 제%장， 2: 「苦肉計J.

73) r完譯 三國志』 中， 제 34장， 3: r許降書」

74) r完譯 三國志』 中， 제 40장. 2: r假途滅聽計j.

75) 예컨대， 黃忠이 夏候淵과 싸울 때， 法正이 쓴 계교 r完譯 三園志』 中. 제 51 장， 3: 

「以進待勞J.

76) 대표적인 예는 강동의 周f兪가 유비로 하여금 孫權의 누이에게 장가들러 오게 하고， 

그를 기화로 형주률 뺏고자 한 계교이다 r完譯 三國志」 中， 제 39장， 2: 「美A局j.

77) i'完譯三國志』 中， 제 34장. 1: r江北好細j.

78) 예컨대， 符野直願 r三國時代Q)!總，J(東京: 新A物往來社， 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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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승리였다 79) 손자는 ‘이정합위기숭(以正合寫奇勝)’ 이라고 하였다. 적 

을 정면에서 대항할 때는 ‘정(正) .’ 즉 실력으로 딴전외 태세를 갖추고， 숭 

패를 결정할 때가 되면 ‘기(奇)， 즉 술책으로 임기응변의 대책을 강구하 

여야 승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공기무비 출기불의(攻其無備 出其不

意)’ 라고 했다. 방비가 없을 때에 공격하고， 뜻하지 않을 때에 출격한다는 

말이다. 조조의 기책(奇策)이 성공한 것이다. 조조는 용병에 능했다. 

둘째는 건안 13년 (208)의 적벽대전이다 80) 이 싸옵으로 조조의 남하 정 

책은 좌절되고， 삼국의 정립이 가능케 되었다. 또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성 

립되었다. 여기서도 각종의 궤계(說計)가 난무하였으나， 유비와 손권의 연 

합군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계기가 된 것은 역시 기습이었다. 황개의 화공 

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적벽의 싸움은 조조의 용병이 주휴와 제갈양의 

용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싸움이었다. 다만 최근에 밝혀진 바 

에 의하면， 조조의 패배는 용병의 패배라기 보다는 조조군에 발생한 주혈 

홉충병(住血吸蟲病)이라는 전염병 때문아라는 것이다 Hl) 손자는 유리하지 

않으면 전쟁올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염병올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조 

조의 실책이었다. 

셋째는 건안 24년 (219)의 맥성 (짧城) 전투다 H2) 유비는 촉으로 가면서 

관우에게 형주의 수비를 위임하였었다. 형주는 적벽대전 직후 공명의 기계 

(奇計)에 힘입어 유비가 점령한 땅이다. 손권은 형주의 활양을 수차 유비 

에게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또 관우의 수비가 견고하여 군사작전 

79) r完譯 三國志』 上， 제 22 장. 1: r官澈大戰.j; 3: r烏뚫 燒*옳. 

80) r完譯 三國志』 中의 제 31 장부터 제 40장까지는 제 4권 r7JF慶大戰篇」이다. 소껄에서 

가장 흥미가 친진한 대목일 것이다. 

81) 공학유(體學擺) 지옴， 이주영 옮김 r 三國志 歷史紀짧(서울: 01 목. 1995). 138-

140쪽. 

82) r三國志演義』에서는 맥성의 전투 자체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r完譯 三國志』 中，

제 %장에서 휘↓l‘|가 오나라 군사에 의하여 함몰되는 과정올 다루고 있고， 이어서 제 

%장. 1: r敗走 찢城」에서 關%의 말로흘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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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주률 뺏올 형편도 아니었다. 마첨 유비까 한중올 얻고 한중왕이 되 

자， 조조는 유비와 자용을 결하기 위하여 군사훌 일으키려 하였다. 그때 사 

마의는 위오 결모(觀吳結諸)의 계략을 건의하였다. 오와 협공으로 형주를 

치면， 유비는 양천(兩川)의 군사를 들어 형주룰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 

면 한천(漢川)이 비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촉에 대한 공격이 용이할 것이라 

는 큰 전략이었다. 그리하여 형주에서는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관우는 수 

공(水攻)으로 조조의 군사를 크게 깨쳤으나， 여몽과 육손의 소위 ‘백의도 

강(白衣獲江)’ 이라는 계략에 말려 형주를 상실하게 되고. 맥성으로 패퇴하 

였다. 여기서 그는 다시 오의 군사에 의하여 잡혀 죽는다. 손권은 마침내 

대망의 형주 일대를 수중에 넣게 된다. 관우가 맥성의 비극을 맞게된 이면 

에는 그가 오와의 우호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공명은 관우에 

게 ‘북거조조(北租費操) " 동화손권(東和孫權) 이라는 여젊 자로 형주률 

수비하는 방책을 일러주었었다 83) ‘북으로 조조를 막고， 동으로 손권과 화 

친하라’ 는 것인데， 관우의 오만이 손권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다. 필요에 따 

라 동맹관계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맥성 전투의 교훈이다. 

넷째는 이롱(훗陸)의 싸움(222년)이다 84)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 

하여 오를 정벌하기 위해 출사하였는데， 이 싸움에서 대패하고 백제성으로 

철퇴(澈退)한다. 승패의 갈립은 육손의 뛰어난 용병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싸움에서 유비가 패한 것은 공명의 말올 듣지 않고 감정에 치우친 전쟁 

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여움 때문에 전쟁올 해서는 안된다는 손 

자의 가르침을 어겼다. 국가의 이익에 합치할 때 비로소 전쟁을 하는 것이 

며， 감정 때문에 시작하는 전쟁은 무모한 것이라고 손자는 말했다. 이룡의 

싸움 다음 해에 유비는 공명에게 후사(後事)를 부탁하고 죽는다. 전쟁의 

패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다섯째는 오장원(五文原)의 4싸움이다 85) 공명이 위률 정벌하기 위하여 

83) r完譯三團志』 中， 제 45장 3" r孔明樓單」

84) r完譯 三國志』 中， 제 64 장， 혹히 2: r死屬 重훌」울 불 것. 

85) r完譯 三國志』 下， 제 84장 r秋風 五文原」율 볼 것 그러나 여기서도 전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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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흘 후주에게 제출한 것은 227년이었다. 그 때부터 234년 병몰(病 

沒)할 때까지 공명은 여섯 번 위를 청벌하려 출격하였다. 많은 전투가 있었 

으나. 역시 압권은 오장원에서 사마의와의 대결이었다. 꽁명이 죽던 해의 

일이다. 두 사람의 지모와 용병은 막상막하였다. 공명이 숭리하지 못한 원 

인은 지세(地勢)의 제한 때문이었다. 중원은 촉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보 

급의 문제가 항상 중요했다. 군량의 보급이 수월치 않았던 것이다， 병창(兵 

站)과 지세(地勢)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전투였다. 또한 공명의 전략 

이 지나치게 신중한 것도 그 실패의 한 원인이었다 R6) 또 기습이 승리의 지 

름길이 될 수 있다는 교훈도 남겼다. 

IV. 국가홍망론 

『삼국연의』는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이 쩡립하다가， 결국 진이 삼국을 

대한 셜명보다는 제갈 공명과 사마 중달 사이의 지혜 싸용올 흥미 있게 묘사하고 있 

다 

86) 이것윤 비단 오장원 전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전수의 명에 의하면， 제갈량은 

.. 재능이 군대롤 통솔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기책올 도모함에 있어서는 모자뤘고， 백 

성을 다스리는 재간이 군사를 지휘하는 재능보다 우수했다. 그와 대적헌 사랍들 중 

에는 혹자는 인걸이었고， 더구나 병력의 과다가 달랐으며， 나아가 공격과 수비의 두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해마다 출병을 했지만 승리롤 얻지 못했다고 하였 

다. 한 마디로 기략(奇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온 공명이 위연의 ‘자오독 

(子午삼) 계책’ 융 채택하지 않았올 뿐 아니라， 항상 대군을 움직여 정면 대결로 승 

리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임기웅변의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陳壽 r三國志J.

「圍書 五J. ‘諸훌亮傳，’ 930쪽; 김원중 옮김 ~lE史 三國志」 제 5권. 107쪽. 또 이천 

원 · 이소선 원저， 손경숙 · 김진철 번역 r三國志 고증학J (서울: 도서출판 청양， 

1997) 2권. 252-255쪽도 제갈량의 북벌 실패의 원인을 설명한다. 제갈공명에 관하여 
는 일본에서 출간된 책들이 많다. 예컨대. 植村淸二(우에무라 세이지). r諸훌孔明』 

(東京: 짧鷹書房. 19(4): ’뺑f直順(카노 나오사타). r諸흉孔明~ (東京: 新A輪主來

社. 1981); 加地뼈行(카지 노부유키). r諸훌孔明의 世界J (東京: 新A物往來社，

1984) 둥. 또 진순신 오자키 호츠키 편 r영웅의 역사J. 제 4권. 21-135 쪽. 立間I햄介 

(타츠마 요시스케)， “諸훌孔明”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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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는 역사 로망이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에 판하여 잠시 고찰하기로 

한다. 위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r삼국연의』에서는 국가의 홍망올 대체로 

천명(天命)으로 돌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흥망은 

결국 힘의 작용으로 셜명할 수도 있올 것이고， 이러한 설명이 보다 셜득력 

이 있을 것이다. 물론 힘이 무엇이며， 그 작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한나라가 땅한 것은 내정의 문란과 계속되는 변환(邊愚) 

으로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영명한 군주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진은 위의 대통(大統)을 이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홍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1f'삼국연의』의 주요 

쟁점은 촉과 위의 대결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후자가 승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오의 홍망도 논의의 대상은 되겠으나， 오는 삼국 통일에 대한 열망 

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장강의 험(險)이라는 지리(地利)를 갖고 있던 

오는 주로 방어적인 정책으로 일관했었다. 그러나 손권 말기부터 붕괴의 

조짐이 내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삼국의 대결은 일웅 국력의 싸움이다. 우선 강역(讀城)을 보면， 위가 가 

장 넓고， 그 다음이 오며， 촉이 가장 적었다. 인구도 같은 순서였다.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절대적인 기준이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촉의 국력이 제일 

약했다. 한 자료에 의하면 263년 촉이 망하던 해에 위의 인구는 429만이 

고， 촉의 인구는 108만이었다. 또 280년 오가 망했을 때 , 오의 인구는 256 

만이었다 87) 이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또 촉의 멸망 

과 오의 멸망 사이에는 근 2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대 

체로 위 · 오 · 촉의 인구 비율온 4:2:1 정도라고 생각할 수는 었다. 인구만 

으로 본다고 해도 국력의 차이를 짐작할 수는 있는 것이다. 

또 오와 촉은 후발(後發)지역이었다. 문화척으로도 열세였다. 삼국 말기 

87) 傳樂成， 앞의 책 .276쪽. 또 陳홉 r三園志』， 「뭘寶三J. ‘後主傳’ .900쪽， 짧興元年 

(263)條의 注에 의하면， 圍의 戶數는 28만， 남녀 인구는 94만이다. 한편 같은 책， 

「吳書 三J. ‘孫晧傳’ .1177쪽， 天紀 4년 (280)條의 注에 의하면， 吳의 호수는 ';2 만， 

남녀 인구는 230만이다， 또 「完譯 三園志』 下， 제 9H장.2: r_王死孝」와 제 100장， 

4: r分久必융」을 각각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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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 두 냐라에서는 위와 비교하여 인 

물의 빈곤이 두드러졌다. 삼국 정립의 초기에 오와 촉에서 활약하던 인물 

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었다. 예컨대， 촉의 경우를 보면， 유비 

는 촉 출신의 인물을 중용하지 않았다. 유비훈 말하자면 점령군의 수장이 

었기 때문에 주로 형주 이전부터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지배를 했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후전이던 촉에서 인재가 빈곤했 

다는 이유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촉 출신의 인물로는 초주(講周)나 

비의 (費禮)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비의는 본래 강하현(江夏縣) 사람이다. 

공명의 뒤를 이어 위의 정벌을 수차 시도했던 강휴(姜維)도 천수군(天水 

那) 사람이었다. 

이것은 오의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손권 당년의 유능한 많온 

인물 가운데는 강남 출신이 적었다. 오도 후기로 내려오면서 훌흉한 인물 

이 고갈되었다. 이에 반하여 위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었다. 

결과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촉의 정벌 당시 크게 활약한 동애(鄭交) . 종 

회 (鐘쩔)라든가， 오를 정벌할 때 대공을 세운 두예 (삼預) . 왕준(王權) 둥 

은 위가 배출한 출중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를 거 

론하지 않을수없다. 

그러나 촉과 오의 멸망에는 내정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 우선 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나는 군주가 무능했다는 것이다. 

촉의 후주는 환관인 황호(黃晧)를 신임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육출기산 구벌중원(六出祝山 九代中頂)’ 이란 말이 있듯이 지 

나친 군사력의 동원이 국력의 쇠퇴를 자초했던 것이다. 특히 공명이 죽은 

후， 촉의 강유는 무리하게 군대를 통원했었다. 과도한 군사력의 동원이 국 

력의 쇠퇴를 가져오고 국가 홍망의 기본적 요인이라는 것은 폴 케네디 

(Paul Kennedy)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8H) 또 강대국만이 그런 것 

도아닐 것이다. 

진수는 강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88) Pau\ Kennedy, 1be Rise anä Fall of the Grmt POlWrs‘ : &0η'omic Change aηä Müitaη’ 

Conflict from 150θ t02，αJaNew York: Random House,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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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는 문무를 모두 갖추었고， 공명을 세우려는 뜻이 있었지만 병사들 

을 경시하고 병력을 남용했으며， 분명하게 결단을 내렸지만 조밀하지 못 

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f'노자(老子}Jl에 이런 말이 있다대국을 다스 

리는 자는 작은 물고기를 삶는 것 같다(治大國者觸惠小蘇).’ 하물며 작은 

나라에 대해서야 여러 차례 소란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89) 

오의 경우도 손권의 말년부터 내부가 안정되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군주 

들도 혼군(톱君)들이었다. 황음무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지배자의 자질과 

국가경영능력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위(鏡)는 왜 단명했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많고 많은 

이유 가운데는 사마씨의 대두를 강력하게 누를 험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신들의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것은 황족(皇族)이 

아니면 안된다. 황족은 황실의 울타리이다. 서로 보호하지 않으면 오래가 

지 못한다. 그러나 위의 문제 조비는 왕위 경쟁의 대상이었던 유능한 동생 

인 조식(費植) 둥올 조정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몰아내었을 뿐 아니라， 그 

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지방으로 쫓겨난 

힘없는 황족의 힘으로는 권신의 발호를 견제할 수 없었다. 견제할 힘도 없 

었고， 견제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사마씨 삼대의 능력과 야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 거기에는 사랍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론적 요인 

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새로이 왕조를 세운 진(팝)은 위가 실패한 원인올 검토했다. 진은 여기 

서 교훈을 얻었다. 그리하여 진은 황족을 왕으로 각지에 봉하고， 그들에게 

대폭적인 실권을 주었다. 그러나 그 왕들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진은 오 

히려 그 기초가 혼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삼국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흥망을 되풀이한다. 만족할 만한 보편적인 설 

명이 있을것인지? 

89) 陳훌i'三國志』， 「置書 十四J，홉행 · 흩韓 · 姜維蘭.’ 1069 쪽; 김원중 옮김 r正史 

三國志』 제 5권， 35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