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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손자병법』 등 주요저서를 구성되는 중국 춘추전국 시

기의 사상가 손자(손무(孫武))의 사상체계에 대해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재검토하면서, 손자의 전쟁관에 대해 파악하고 나서 그의 전쟁 명제 하

에 제기하는 정치사상 및 본인의 국제정치관을 해석할 것이다. 더 나아

가 손자의 사상체계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시 이해하면서 그의 

사상체계가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가치를 

발굴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쇠약해지고 질서가 붕괴되며, 전쟁이 도저히 일어나는 

복잡한 국제환경을 형성되나 수많은 정치사상가의 주장도 다원적으로 전

개되는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에 손자가 병가(兵家)의 대표자로

서 등장하였다. 손자가 전쟁 및 용병(用兵)에 대해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

면서 전쟁의 기본적인 논리 및 국제투쟁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 나름대로 

자기의 연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제투쟁에서 어떻게 생

존하는지에 대해 대내적인 정책 주장 및 대외적인 전략에 대해 모두 체

계적으로 논술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손자의 사상에 대해 단지 군사전략

사상이라는 정의에 국한되거나 문학, 예술 외에 다른 과학적 학문, 특히 

국제정치학 영역에 연구하거나 활용되는 상황을 보면 아직 미미한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전쟁관이라는 주제로 출발하여 

국제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손자의 사상체계 중에 국제정치 연구에 대

해 유용한 사상적/이론적 가치를 도출하기가 가능한가?'라는 핵심질문을 

가지고, ‘민중, 장령, 지도자, 병사, 국가, 국제체제 등 다양한 분석수준 

간의 관계에 대해 손자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어떠한 분석개

념 혹은 분석체계를 통해서 손자의 사상체계를 국제정치학문 영역에서 

재정리할 수 있는가?’， ‘춘추전국시대의 배경의 특수성 및 현대국제

정치의 일반성 등 문제를 고려하고 손자의 사상의 적용가능성을 입증하

고, 동시기의 공자, 묵자, 또한 서구의 마키아벨리, 모겐소 등 현실주의

사상가와 비하면 공명할 수 있는 사상적 공통성 혹은 이론적 독특성이 



있는가?’ 등 세부적인 질문과 연결해서, ‘도(道)’, ‘리(利)’, ‘승

(勝)’, ‘지(知)’ 4 가지 분석개념을 통해서 이에 대해 답을 찾으면서 

손자의 사상에 대해 재정리할 것이다.

     손자의 사상은 전쟁, 군사, 전략문화, 정보이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초석 같은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 심지어 동양의 수많은 영역에 대해 깊

고 오래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계점 

및 보수적인 특징이 있으나 그의 사상체계 중에 추출할 수 있는 사상 맥

락이 정치사상,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상당히 일반성 및 보편성이 있는 

이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학, 특히 고전현실주의학파에 

대한 인식을 재구축하는 착안점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상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주요어 : 손자, 전쟁, 정치사상, 군사공리주의, 투쟁이론, 정보이론

학  번 : 2016-2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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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손자(손무(孫武))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고대 정치가, 군사 전문

가 및 사상가이며, 그의 주요저서『손자병법』은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군사저서이자 세계 최초로 전략사상을 형성하게 하는 명저이다.1) 그 뿐

만 아니라 영국 폴 켈리가 지은 정치학 바이블 『정치의 책: 인간의 본

질을 탐구하는 위대한 정치학의 유산들』에서 손자를 공자, 묵자, 플라

톤, 아리스토텔레스, 차나캬, 한비자, 키케로와 같이 세계 고전시대의 가

장 중요한 정치사상가로 뽑았다. 이 책에서 기원전 800년과 서기 30년  

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손자의 정치사상이 현실주의유파로 분류되었

으며 주로 외교와 전쟁영역에 치중되고 군사사상과 정치사상의 결합으로 

저명해진다고 한다.2) 기원전 8세기에 당시 중국은 철학의 황금기에 들어

섰으며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상황이 점차 형성되었다. 기원전 6세기

에 중국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공자가 주나라의 예제(禮制)를 기초하여 

하는 정치사상이 형성된 다음에 손자의 병가(兵家)유파가 이어서 형성되

었다. 

     손자의 사상의 핵심에 따르면 전쟁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

거나 위해한 외부세력 혹은 국가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며, 한 국가의 전

쟁에 대한 준비는 이 국가의 대외정책결정에 대해 좌우할 수 있으며 군

사책략은 내정을 위해 참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군사행

동은 국가의 생사존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극히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손자가 당시의 전쟁의 봉화가 도저히 일어나고 국가가 

통일되지 못한 혼란스러운 국제정치국면3) 같은 배경에서 ‘오사칠계(五

1) 미국 저명한 전략 평론가 John Collins가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2) Paul Kelly, The politics book (London : DK, c2013), 15쪽.

     ‘병법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다.’ (손자 편의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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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七計)’라는 전쟁법칙을 통해서 천시(天時), 지리(地利) 등 현실적인 요

소 외에 군주의 도덕과 정의(正義), 장령의 능력 그리고 병사의 조직과 

규율 등 전략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제관

계의 영역에서 방어적인 실력의 보장 및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필요성, 

허허실실(虛虛實實)의 정보전(情報戰)의 중요성, 그리고 섬멸전(殲滅戰)을 

반대하고 제한적인 전쟁 및 심리전을 추앙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손자의 사상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국가 흥망성쇠에 대

한 중요성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와 관련된 현실주의적인 색깔

이 강한 사상 맥락도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손자 사상의 핵심적인 저서인 『손자병법』은 분량이 매우 짧은 책

이다. 이 책 원문만 읽는다면 누구나 쉽게 독파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읽으면 그 안에 담겨진 전쟁과 전략에 관한 손자의 통찰력을 제대

로 깨우칠 수 없다. 이것은 『손자병법』에 숨어 있는 함정이다.4) 『손

자병법』을 얘기하면 동서양 간의 군사저서에 대한 비교라는 주제로 클

라우제비츠와 그의 『전쟁론』과 비교하면서 군사전략, 전술에 대해 연

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유럽 학자 Krzysztot Gawlikowski가 아래와 

같이 『손자병법』을 평가하였다: 손자의 가장 큰 성취가 바로 현실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 통로를 취한 것이다. 그의 책은 중국, 심지어 전 세

계에서 최초로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 분석방법을 취하는 것을 제창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책에서 수많은 계량화 평가와 관련된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에 대한 인용도 내포되어 있었다.5) 『손자병

법』은 손자가 전쟁관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출발하여 군주, 장령, 

민중, 병사, 국가 등 분석수준 간의 관계를 다투는 사상체계가 내포되어 

있고 고전적 현실주의 사고의 씨앗 및 이상주의적인 색깔을 동시에 갖추

는 특징이 있다. 

3) 주나라 한 통일적인 국가였으나, 중앙의 왕권이 지극히 쇠약한 상황에 따라 각 제후

국들이 중앙의 통제를 무시하고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고 전쟁을 이르는 국면이 유

럽 같은 국제정치의 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13쪽.
5) 鈕先鐘, 『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戰略』（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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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손자의 연구는 역사, 과학, 예술, 철학의 4 가지 계층에 도

달되었고, 그의 저서는 경험, 지식, 지혜와 영감이 서로 결합해서 형성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군사학자 리델 하트(B.H. Liddell Hart) 본

인은 클라우제비츠에 대해 호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손자에 대해 매우 

추앙하는 태도였고, 그의 사상 자체도 손자와 지극히 유사하다 볼 수 있

다. 리델 하트에 따르면 손자의 현실주의 및 온화적인 태도는 클라우제

비츠가 강조한 ‘이성’ 및 ‘절대’의 추세와 선명한 대비로 볼 수 있

다. 즉 국제투쟁에 대해 클라우제비츠의 ‘총체전쟁’의 태도와 달리 손

자가 별다른 특색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의 『전

쟁론』은 전쟁이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으로 전쟁의 본질, 전략 그리고 

전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자 한다고 하면, 『손자병법』은 전쟁이라

는 주제로 출발하여 전쟁의 시각으로 국가 간 관계, 그리고 본국은 항상 

우세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취지가 있고, 일부분

의 전술 측면의 논술 외에 대부분이 전략사상, 규범적인 정치주장과 지

도방침, 또한 전쟁철학적인 논술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사상가의 사상적, 이론적 맥락을 같이 결합해서 보면, 『손

자병법』은 클라우제비츠처럼 전쟁, 혹은 군사력의 사용에 대해 체계적

으로 논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처럼 군주 혹은 지도자의 기질

에 대해 예리한 요구와 권유, 모겐소처럼 고전현실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개체주의적인 논술 및 권력(승산(勝算))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리, 공자, 

맹자, 순자(荀子)와 서로 유사하기도 하고 대립적인 색깔이 보인 ‘인

(仁)’등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 리델 하트와 비슷한 맥락으로 구성

된 최초의 ‘간접전략’사상 등 여러 가지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사상맥

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적 저작으로 보면 적당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자병법』은 평화를 토론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 등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도 언급하지 않지만, 단지 전쟁, 

즉 국제적인 투쟁이라는 일반적인 주제 하에서 '투쟁의 철학'을 중심으

로 자기의 정치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손자의 사상은 전략사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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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델 하트에 따르면 전략은 군사적 도구를 분배하고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예술이다. 이른바 ‘대전략(grand 

strategy)(大戰略)’, 즉 고급전략의 임무는 한 국가 혹은 한 국가그룹의 

모든 역량을 조절하고 지도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

게 하는 것이다. ‘대전략’은 국가의 인력 및 경제적 자원을 계산하고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원, 즉 인민의 의지 등 요소에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군사력 간의 분배, 군사력 및 공업 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도 고려해야 한다. 즉 군사역량이 오직 대전략에 대한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며, 대전략은 전쟁 외에 외교, 상업, 또한 도덕에

서 온 압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얘기하면, 전략학의 시선

이 전쟁이라는 분계선으로 살피는 것이라면 ‘대전략’의 시각은 전쟁의 

한계에 넘어서 전후의 평화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

자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기준에 도달되고 단순한 군사사상, 심지어 일

반적인 전략사상에 넘어가고 적어도 대전략과 관련된 사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고문이 높은 정도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글자 자체에 따라 엄

격하게 번역하였으므로 원래 기존의 풍부한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손자

병법 중에 수많은 키워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다른 데에 적용하면 각자 다르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탄력성이 있

는 해석을 유지해야 하며 융통성이 없는 개념으로 확정하면 안 된다. 또

한 『손자병법』 전서는 한 가지 분할 할 수 없는 전체로서 당시 고대의 

글쓰기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설을 해주지 못했을 뿐이

지 그의 사상의 발전은 체계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6) 개괄적으로 얘기

하면, 제1편, 제2편과 제3편이 첫 번째 단계, 즉 대전략 (grand strategy) 

혹은 국가전략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통론, 또한 손자의 전

략사상의 가장 높은 단계로 볼 수 있다. 제4편부터 제6편까지가 두 번째 

6)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New York: Frank 

Cass, 1992),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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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즉 이른바 ‘전쟁의 예술(the art of war)’의 사상체계로서 ‘용

병(用兵)’(서구에서 '작전'이라고 함)과 ‘장도(將道)(generalship)’의 정

화(精華)를 추출될 수 있다. 제7편부터 제12편까지가 셋 번째 단계, 즉 

낮은 차원의 전술, 후방 근무, 기술, 지리 등 문제로 구성된다. 제13편이 

독립적으로 넷 번째 단계로 구성된다.7) 손자병법은 <계(計)>편을 기점으

로 삼고, <용간(用間)>편을 종점으로 삼았으며, 처음과 끝이 서로 호응하

는 방식으로 전서를 이론적 체계에 대해 한 가지 전체로 구성되게 하였

다. 

     또한 손자의 정치사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 가지 다른 중요한 

지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전체적 지향성(total orientation), 즉 그

의 전략적인 사상의 핵심은 '전(全)'에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른바 

“필이전쟁어천하(必以全爭於天下)” (천하에 대해 반드시 ‘전승(全
勝)’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라는 총체적인 전략을 취하며, 최고적인 정

치적 목적은 “전국위상(全國爲上)” 등 표현이 있다. 2. 능동적 지향성

(active orientation). 즉 모든 행동은 반드시 주동적이어야 하며 피동적인 

성질을 일부로 피하는 특징이다. 3. 미래적 지향성(future orientation). 즉 

‘선승(先勝)’에 의해서 전망하는 취향성이 있어야 한다. 4. 실용적 지

향성 (pragmatic orientation)이다.8) 

     모든 사상가 및 그의 사상의 일어남은 그의 시대 및 생활배경과 분

리될 수 없다. 손자병법의 나타남은 손자가 생활하는 정치국면이 동요하

며 제후 간의 전쟁이 혼잡하고 어수선하며, 각종 학술, 사상에 대한 백

가쟁명의 국면에 처해 있는 춘추시대 말기의 특별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

한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 서주(西周)가 건립된 후, 분봉제(分封制)를 시

행하였고, 천자의 도성 근처의 땅 외에 다른 토지를 각 제후국에게 분봉

하게 되었다. 주나라의 왕이 제후의 공주(共主)이며, 즉 천자(天子)라고 

한다. 주나라의 왕 수많은 제후를 분봉하였으며, 춘추시기까지 수많은 

소멸과 병합을 경과해도 140 여개 국가가 남았으며, 그 중에 보다 강한 

자가 제(齊)나라, 진(晉)나라, 진(秦)나라, 초(楚)나라 등을 들 수 있다. 

7) 鈕先鐘, 『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戰略』（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9쪽.
8) 위와 같은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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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전 770년, 주평왕(周平王)이 도성 호경(镐京)을 포기하였고 락

읍(洛邑)으로 천도(遷都)하였으며, 주나라 왕실의 실력이 크게 쇠약해지

고 영토도 단지 낙양(洛陽) 주변 수 백 리의 토지에 불과하였다. 빈약함

으로 인해 주나라 왕실이 천자의 존엄을 포기하기 시작되었으며 각 제후

국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구하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주 천자가 실

력 문제로 인해 각 제후국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으나 여전히 명의

상의 제후의 공주(共主)였기 때문에 누구나 천자의 자리를 노린다면 각 

제후국의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국들이 

쟁패하는 과정에 ‘존왕(尊王)’이라는 명목을 걸고 주나라 천자의 명예

로 제후를 불러모으면서 맹회(盟會)를 개최했다. 제후국들이 쟁패하는 국

면으로 초래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군사적인 측면이 있거니와 정치적

인 측면도 있다. 정치적 방면에 각 제후국들이 자기의 실력을 강화하게 

만들기 위해 개혁을 시행하였다. 제나라에서, 제환공은 관중(管仲) 등의 

보좌로 “상지이쇠정(相地而衰征)”9)의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즉 경작지

를 다른 등급으로 구분하고, 다른 등급에 따라 각자 다른 세율을 시행하

였다. 노(魯)나라가 공원 전 594년에 ‘초세무(初稅畝)’를 반포하였고, 

이 정책으로 전통적인 “적전이력(籍田以力)”10)의 요역 지세를 대체하

였다, 이로써 영주 경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신흥의 지주 경제의 굴

기를 위해 토대를 만들었다. 이 외에 진(晉)나라, 초(楚)나라, 진(秦)나라, 

오(吳)나라 등 다른 강대한 제후국도 개혁을 하였고,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내정을 정돈하면서 생산력을 발전하였고, 토지도 개간

하고, 군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각국의 생산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되었다. 

9) 관중이 제기한 부세제도다. 그에 따르면 다른 토지에 대해 같은 세액을 징수하면 비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큰 부담으로 파산되거나 도망할 것이고 심지어 

반란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다른 토지, 즉 토지의 질, 거리 등 요소에 대해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나서 다른 등급의 토지에 따라 다른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개

혁하였다. 이로써 “사민불이(使民不移)”의 목적, 즉 민중을 동요하지 않고 안정하게 

하고자 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부세(賦稅)제도로 개혁함으로써 농민이 생산하는 

적극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통치계급의 세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10) 주공(周公)이 반포하는 부세법이다. 한 가정의 남자의 수, 연령, 그리고 토지의 비옥

한 정도 등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 7 -

     그 동시에 제후국들 간의 쟁패(爭覇)행위가 맹렬한 군사적인 충돌

도 초래하였다.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세를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강력

하고 힘이 있는 권위가 부재로 인해 춘추시대 각 제후국 간의 분쟁이 매

우 빈번하고 격렬하였다. 범문란(範文瀾)의 『중국통사(中國通史)』 중에 

춘추시대에 대한 통계에 따라 “춘추시대가 242년 동안, 열국 간의 군사

적 행동은 총 483회나 있었다.”11) 이러한 전쟁 중에 각 제후국 간의 상

호 공벌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주 왕실, 제후국과 변경의 소속민족 간

의 마찰과 제후국 내부의 충돌도 포함된다. 빈번한 군사행동의 발생으로 

군사적인 경험이 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전략 및 기술에 대한 정

리를 강화하는 요구도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시대에 학술도 매우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영주의 종법(宗法)제도의 붕괴

로 인해 출신이 낮은 귀족들이 정치, 문화 등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시작되었다. 당시에 노예사회의 예법이 파괴됨으로 인해 한 가지 시대와 

부합되는 새로운 사상학설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각종 다른 경력, 지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철학, 정치, 윤

리 등 영역에 대해 자기의 이해를 제기하였으며, 사상이 매우 활약하며, 

수많은 우수한 사상가가 나타났다. 한편 선진(先秦)시기의 중국의 정치의 

판에 어느 정도 성숙한 국제체제, 심지어 발달된 국제사회가 이미 형성

되었다는 관점이 있다.12) 그중에 가증 뚜렷한 것은 바로 '다극화'의 특징

으로 볼 수 있다. 손자가 처해 있는 춘추시대에서 천자의 권세가 쇠약해

짐에 따라 중국의 판도(版圖)는 이미 분열되는 국제정치의 장으로 변했

으며, 이러한 국제질서가 한 가지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호령함” 

같은 상태가 되었다. 또한 춘추시기에서 전국시기로 가는 동안 국제질서

가 단극에서 다극으로 전변되는 과정도 보인다. 역사학자들이 보편적으

11) 楊善群, 『孫子評傳』 (난징: 南京大學出版社, 1992), 36쪽.
12) 중국학자 엽자성(葉自成)에 따르면 춘추시기가 이미 성숙하고 내용이 풍부한 국제체

제가 형성되었다. ———엽자성(葉自成),“中國外交的起源-試論春秋時期周王室和諸侯國
的性質”, 國際政治研究, (Janurary 2005), 9-22 쪽; 

   반면에 대다수 서구학자가 중국이 전국시기가 되어야 국제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Martin Wight, Systems of states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7), 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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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시의 제후국들과 다른 소속민족의 집단이 국가 행위체와 가깝고, 

그들은 현대국가의 초기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면이 중세기의 유

럽의 국제정치의 판과도 지극히 유사하다. 

     손자 및 그의 가족이 이러한 시대에서 군인세족(世族)의 신분으로 

등장하였다. 손자의 세계(世系)를 보면, 본인이 귀족가정에서 태어났고, 

양호한 교육을 받는 조건이 구비된다. 그의 증조부, 조부가 군대를 통솔

하여 작전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적인 내

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가정에서 항상 보

고 들어서 익숙하고 습관이 되면서 제나라의 강태공, 관중 등 사람에서 

유전한 사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손자가 바로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치적’인 시대배경 및 유리한 가정환경에서 오(吳)나라에서 실

증적인 방법 및 진실한 전쟁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복합적인 사상체계—
—『손자병법』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손자의 사상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늘날에 손자의 손자병법은 주로 군사전술로 유명해지고 세계 전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명저라고 평가한다. 또한 대부분의 책

들이 『손자병법』 원문을 번역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만족스러운 해설

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손자병법에 대해 다원적인 해설 및 활용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자세히 얘기해보면 지금까지 주로 군사투쟁의 실

천에 대한 지도, 군사적 소양(素養)과 기능을 키우기 위한 교재의 역할, 

군사적인 경험과 지식의 보급, 보존과 전파 등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13) 

또한 현대 상업발전이 지극히 활발한 상황에 상업적인 경쟁과 상업관리

영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오래전부터 비군사적인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는 경향,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육경기, 상업경쟁, 정치캠페

인, 교실 수업, 인간관계 심지어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상황이 매우 많

은 사실이 있다. 현재 손자병법에 대해 고전적 군사학 명저라는 고유의 

인식이 사람들 머리 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으나 글로벌화와 복잡한 국제

정치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 점차 비군사적인 영역에 확산되는 경향도 나

13) 任俊華，趙清文，『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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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병법에 대해 정치사상, 외교사상, 그리고 

국제정치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 보편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가 

바로 이러한 현황을 대처하여 반성하는 목적으로 출발하고 국제정치학문

의 시각으로 손자의 사상에 대해 재해석할 것이며, 즉 손자의 논리에 의

해서 ‘전쟁관’이라는 큰 주제로부터 출발하는 국제정치적 사고라는 명

제에 대해 손자병법 등 손자의 사상체계를 다시 해석해볼 것이며, 더 나

아가 손자의 정치사상, 또한 어느 정도 그의 개괄적인 국제정치관에 대

해 전쟁관을 중심으로 환원하게 할 것이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

은: “전쟁관이라는 주제로 출발하여 국제정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손

자의 사상체계 중에 국제정치학 연구에 대해 유용한 사상적/이론적 가치

를 도출하기가 가능한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부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개체(지도자, 민중 등 포함), 국가, 

국제환경(국가 간), 그리고 전쟁 간에 관계 및 연관성에 대해 손자가 어

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2. 민중, 병사, 군주 등을 포함되는 개인, 국가, 

국제체제(국가 간) 3 가지 분석차원에 대해 손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분

석개념 및 용어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3. 이러한 분석개념 및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상체계가 최종적으로 군사사상 및 전략사상을 

넘어서 서로 논리적 연관성이 있고, 국제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정치사

상으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조명

하거나 기존 국제정치사상/이론에 대해 보완하는 역할을 발굴하기가 가

능한가? 

     다른 한편으로는 손자의 정치사상 및 국제정치관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도 같이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1. 당시

의 춘추전국시대의 배경을 고려하면 손자의 정치사상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시대의 변천에 따르면 보편적 적용

성이 있는가? 2. 정치사상의 시각으로 보면 손자의 사상은 다른 동시기

의 사상가와 비하면 어떠한 유사한 맥락이 있고, 어떠한 독특한 논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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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문헌검토

     중국 국내에서는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매우 풍부하

며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군사, 관리, 국가

전략 등 영역에 집중된다. 중국 국내연구의 학술적인 기지(基地) 및 손자

병법에 대한 연구의 최고수순의 성과를 집중한 연구기구는 빈주학원(濱
州學院)이며, 최근 몇 년에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 빈주학원의 

학보에 집중되고 있다. 그 외에 중국 『손자병법』에 대한 성과가 주로 

1989년 이래에 개최하는 ‘손자병법 국제학술 연구토론회’에서 집중된

다.14) 중국 국내가 손자병법에 대한 주요 필자가 어여파(於汝波)의 『손

자문헌학제요(孫子文獻學提要)』와 『손자병법연구사(孫子兵法研究史)』, 

중국손자병법연구회가 편집하는 『손자병법과 현대전략(孫子兵法與現代
戰略)』, 양병안(楊丙安)의 『십이가주손자교리(十壹家註孫子校理)』등 있

으며, 정기간행물 방면에 어여파(於汝波)의 「손자병법 중의 대전략사상

(孫子兵法中的大戰略思想)」, 왕연비(王延飛)의 「손자병법'화합'군사사상 

및 그의 현대적 의의(孫子兵法“和合”軍事思想及其現代意義)」등 있다. 

또한 손자병법에 대한 응용하는 과제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나

온 것은 바로 『손자연구』라는 간행물이다. 현재까지 손자병법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저서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저서는 바로 뉴선종

(鈕先鐘)의 『손자삼론: 고병법부터 신전략으로(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
戰略)』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의 연구정황을 보면 유럽을 비해 미국이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

가 시작하기가 좀 늦었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서구가 손자에 대

해 연구하는 중심으로 신속하게 발전되었다. 손자병법뿐만 아니라 ‘무

14) 제1, 2, 3 회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각자 당시의 주요논문 및 관점을 포함되는 『손

자신탐(孫子新探)』, 『손자신론집수(孫子新論集粹)』, 『손자탐승(孫子探勝)』이 발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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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칠서’에 대한 번역을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에 대한 연구도 

전개되었고 손자병법의 연구도 군사영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체육 등 

영역으로 발전되기가 시작되었다. 21세기에 들어가며 글로벌화를 대처하

기 위해 미국 학자들이 중국학자들과 더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손자병법

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가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근현

대에 미국의 수많은 번역본에 대해 저자 자체의 과도적인 오독(誤讀), 그

리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발생된 곡해(曲解)15)와 단장취의(斷章取義)

의 현상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에 세계에서 수많은 종류의 역본

이 있으며,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는 점점 전쟁이론에서 종합관리,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되었으며 안보전략방향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가 있다.16) 

     한편 1982년 미국의 군사이론저작 『Strategic Military Deceptio

n』17)이라는 책 중에 있는 한 장에서 손자병법의 ‘궤도(詭道)’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인 사기 이론을 논술하였고 모택동의 군사전략사상과 연결

하여 분석하였다.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손자병법의 사상, 특히 ‘궤도

(詭道)’사상은 중국의 가장 특수한 전략적인 문화라고 지적하였다. 서구

의 군사 전문가 외에 학술계의 학자들이 손자병법의 이론이 현실적인 응

용에 대해 특히 중요시하고, 영미의 일부분 국제정치학자와 국가전략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이 손자병법의 이론을 현대전략이론, 특히 핵 억지론 

및 지연전략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H. Liddell Hart의 

『Strategy』 중에 『손자병법』의 총 13편 이론을 인용하였으며 특히 

손자의 ‘전승(全勝)’사상과 ‘기정(奇正)’사상을 많이 인용하였으며 

손자의 외교사상을 통해 미국이 군사력을 지나치게 치중하고 ‘벌모(伐
謀)’의 부족, 즉 미국 군사행동 중에 정치목표와 군사목표의 이탈과 혼

동(混同)의 현상을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 전 대통령 닉슨이 자기의 저서 

15) 예: 미국 학자 Ralph D. Sawyer, 영국 학자 John Minford의 번역본
16) 예를 들면: Donald G. Krause, The Art of War for Executives; Rawjee, Modelling 

The Art of War; Roland K. Yeo, Learning the Secret to the Art of War; Check 

Teck Foo, The Art of War?: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perspectives 등이 있다.
17) Donald C. Daniel, Strategic Military Deception, Katherine L (Herbig Pergamom Press 

U.S.A. 1982).



- 12 -

『The Real War』에서 손자병법의 이론을 통해 케네디의 ‘MAD’(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비판하였다. 

     국제정치학자 브레진스키가 자기의 지연정치저서『Game Plan』에

서 몇 번 손자의 모략 사상을 인용하여 이를 냉전을 끝낼 수 있는 필수

적인 통로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핵 시대의 도래에 따라 손자의 

“상병벌모, 부전이굴인지병(上兵伐謀，不戰而屈人之兵)”(‘부전승’이

론) 이론을 소련과 대결하는 방침으로 삼아야 되고, 즉 소련의 경제문제, 

국내 갈등 등 약점을 이용하여 “싸우지 않아도 이기다”라는 결과를 이

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손자병법<구지>편의‘구지(衢地)’에 대

한 논술을 인용하여 폴란드의 이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분리주의 경형

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2003년에 이라크전쟁에 미

군이 적군의 지휘 중추나 지휘관 본인에 대해 억제행동을 실현하였으며, 

이 행동의 이론기초는 바로 미국국방대학의 교관 Dr. Ullman이 손자병법

의 전략을 참고하여 창립한 ‘억제이론(deterrent theory)’이다. 18)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혹은 서구가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지금 매우 활발하고 심화해진 상태로 발전되고 있

으며 중국보다 우선적으로 손자병법이 국제정치에 응용되고 국제정치사

상 및 전략사상을 이용하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손자병법에 대

한 연구가 학문적인 독특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였고 다양성도 충족하였음

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정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손

자의 사상 자체가 국제정치와 관련된 주제로 간주되어 연구하는 선례가 

많지 않으며, 각 형태의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손자병법』에 대해 정치사상 및 국제정치 방향에 대한 단독

적인 주제로 하는 연구가 지극히 적은 현실이다. 또한 손자의 국제정치

관에 대한 연구 저서가 거의 없고, 논문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오늘날까

지 중국에서 손자병법에 대한 저서 및 연구논문은 대략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보편적 특징이 있다: 

18) 商海燕，高潤浩， “近百年美國孫子兵法研究述評”, 北方工業大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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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 가지 전형적인 이론체계(예: ‘승(勝)’이론체계 등) 외에 손

자병법의 대다수 구절을 파편적인 이론으로 정리되는 연구가 대다수다. 

2. 전쟁 자체부터 출발하여 군사대항 같은 투쟁형태만 주시하고 손자병

법의 유용성이 전략/전술이론체계에 국한되어 분석하는 편이며, 국제정

치 등 큰 판에 적용되고 손자의 병가사상의 가치성을 많이 탐구하지 않

은 추세이다. 3. 손자병법에 내포되어 있는 군사윤리사상 등에 대한 보

수적인 연구가 만만치 않은 비중에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윤리를 

군인의 가치관 등 군사학 영역에 투입되고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안보관에 대한 탐구가 보다 제한적이다. 4. 손자병법의 내포된 정치사상

을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정의하고 유심론이라고 지적하는 주장도 적지 

않으며, 손자병법에 대해 유가의 ‘인(仁)’ 정신으로 보는 규범론적인 

평가도 많다. 아니면 손자의 사상은 극단적인 이성주의, 공리주의적인 

경향이 보인다는 이원론 관점이 많다. 즉 손자의 사상 성질에 대해 복합

적이고 변증적인 태도로 보는 연구가 많지 않다. 5. 손자병법에 대해 주

로 전쟁이론 및 전략사상으로 유추하거나 이론화하는 작업이 매우 많으

며, 즉 손자병법의 사상을 ‘군사전략사상’이라고 확고히 정의하는 편

이고, 그의 정치사상, 국제정치에 대한 논의의 측면을 대부분이 간과하

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중국 국내 손자를 연구하는 경력이 

많은 학자들이 많이 경고했음도 불구하고 손자병법 등 손자의 사상에 대

한 연구가 대부분이 위로 제시하는 국한성에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4 가지 부분에 대해 4 가지 문제

별로 손자사상에 대한 기존연구현황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1) 손자의 ‘도(道)’ 및 정치/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손자의 ‘도(道)’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사상에 대해 주로 고민

정(高民政), 곽성리(郭聖莉)의 『손자병법 및 정치편론(孫子兵法與政治片
論)』 등이 있고, 이러한 연구 문장 중에 손자의 ‘안국보민(安國保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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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한 가지 정치적인 가치 취향으로 보고, 손자병법 중에 있는 변증

법적인 표현을 유물론 변증법의 정치사유방법으로 이해하고, ‘수도보법

(修道保法)’ 사상을 정치행위 준칙 등으로 강조하는 편이다. 또한 손자

의 정치사상을 얘기하면 여전히 ‘승(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론체계 

중에 한 가지 요소로서 이른바 ‘도승(道勝)’, 즉 ‘도(道)’를 중심으

로 구성된 전승(戰勝)이론체계를 구축하는 연구가 많다. 즉 ‘도(道)’와 

관련된 손자의 정치적인 주장을 그의 전쟁이론, 혹은 전략사상 중에 있

는 한 요소로 보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손자의 ‘도

(道)’와 관련된 주장을 도가의 노자와 비교하면서 손자가 도가에서 계

승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적 특징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다. 즉 손자의 

‘도(道)’를 중심으로 하는 손자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매우 미시적인 

차원에서 출발하는 전략적 주장으로 보는 시각, 또한 매우 형이상적인 

철학적인 시각으로 보는 2가지 경향이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영역을 보

면 주로 손자의 부국강병 사상, ‘안국보민(安國保民)’ 사상 등을 많이 

토론하는 편이며, 주제가 대략 차이가 나지만 내용이 중첩되거나 교차한 

부분이 많고, 또한 손자의 정치주장을 깊은 의미를 탐구하지 못한 특징

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내가 정치윤리사상에 대한 연구자가 많지 않

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면에 체현되어 있다: 1. 

군인가치관에 대한 연구: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인의 기본적인 

가치——‘안국보민(安國保民)’에 집중하고, 손자의 이성주의적인 사고

로 구축된다.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옹세평(翁世平)의 『군인미덕

도론(軍人美德導論)』(군사과학출판사, 1996), 고지명(顧誌明)의 『중국군

사윤리문화사(中國軍事倫理文化史)』(해조출판사, 1997) 등이 있다. 

     2. 전쟁관에 대한 연구: 이 영역에서 주로 선진(先秦) 사회에 도덕

규범 중에 있는 중요한 범주인 ‘인(仁)’, ‘의(義)’ 등 개념과 그들이 

군사실천, 군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경향이다. 유정산(俞正山)은 선

진의 병가 사상 중에 인도주의 관념과 규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

국 고대군사사 전문가 서용(徐勇) 교수가 3 가지 방면으로 손자의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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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보적인 전쟁관을 발굴하였다: 1). 전쟁문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다. 

2). 소박한 인식론으로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3).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전투를 청하는 태도이다. 서용 교수가 쓰는 「손

자의 군사윤리사상연구」문장 중에 처음으로 손자병법 중에 있는 군사윤

리사상을 단독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하였다. 즉 기존연구를 

보면 전쟁관이라는 주제가 손자의 윤리사상이라는 큰 주제에 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군대관리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선진(先秦)병가가 전쟁 중에 군

대관리에 대해 풍부한 실천적인 기초를 갖고 있고 정치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군대에 대해 반드시 엄격하고 질서가 정연한 관리이념이 있어야 한

다. 주연년(朱延年)에 따르면 군대가 인류사회에서 최초로 형성된 엄밀한 

조직이며, 현대관리학이 강조하는 조직의 목적성, 위계성과 역할은 모두 

『손자병법』에서 체현하였다. 이 영역에서 어여파(於汝波)의 『손자병법

연구사』(군사과학출판사, 2001) 등이 있다. 

     정치윤리사상의 시각으로 정리해온 기존연구에 따르면 그의 주요한 

정치·윤리사상의 주요 대목 및 맥락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수도보법(修道保法)’의 고전정치사상, 2. ‘전승(全勝)’사상 및 ‘인

전(仁戰)’사상, 3. ‘보국안민(保國安民)’사상 등 전통적인 군인의 가치

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공리주의원칙, 및 군사력을 사

용하는 제한성에 대해 토론하는 ‘신전(慎戰)’사상도 많이 추앙하는 경

향이다. 

2) 손자의 ‘리(利)’ 및 이성주의, 군사공리주의와 경제적 사고에 

대한 연구

     손자의 ‘리(利)’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론체계에 대해 주로 ‘리

본사상(利本思想)’, 군사공리주의, 민본주의 이성주의 등 명제 하에서 

전개되는 연구가 대다수다. 그 중에 리건군(李建群), 류효용(劉曉勇), 위

정우(魏靖宇)의 「인본주의와 공리주의: 선진유가 및 병가 전쟁관의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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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통(人本主義與功利主義：先秦儒家與兵家戰爭觀的歧義與會通)」중에 

유가와 병가를 똑같이 공리주의 전쟁관으로 보는 관점이 주류라고 할 수 

있고, 즉 손자의 사상을 일반적으로 유가의 사상과 비교분석하면서 윤리

관의 명제 하에 공리주의의 성질을 토론하는 연구가 많다. 또한 손자의 

군사공리주의와 서구의 사회사상인 공리주의와 비교하는 연구도 어느 정

도가 있다. 손자의 군사공리주의와 이성주의 사조 또한 전쟁에 대한 경

제적 사고를 한 영역에서 토론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근년에 중국의 시장경제발전 및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기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수많은 학자가 『손자병법』 중에 있는 경제적인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대표적인 

문장은 무보삼(巫寶三)의 「손빈, 손무의 경제사상」(『관자학간』, 1989

년 제3기), 왕홍무(王洪武)의 「손자와 관자의 군사경제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군사경제연구』, 1991년 제5기), 방립중(房立中)의 「손자병법의 

군사경제사상에 대한 탐석」(『군사경제연구』, 1991년 제9기), 반명덕(潘
明德)의 「손무의 군사경제사상에 대한 평가분석」(『무한대학교 학보』, 

1997년 제1기), 류선정(劉先廷)의 「손자의 전쟁과 경제관계론」(『중국

군사과학』, 1999년 제2기), 당무문(唐武文)의 「손무의 군사경제에 대한 

전략사상」(『빈주학원학보』, 2005년 제5기) 등이 있다.

3) 손자의 ‘승(勝)’ 및 투쟁이론에 대한 연구

     손자의 사상에 대해 체계화하는 작업 중에 ‘승(勝)’이론체계는 

가장 보편적이고 주류의 연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가장 방대한 체계로 

볼 수 있다. 이 중에 동남대학교 군사교연실의 양신(楊新)의 「‘승’- 

손자병법군사사상체계 해석」를 보면 본 연구에서 토론할 선승(先勝), 전

승(全勝), 전승(戰勝) 부분 외에 산성(算胜), 비성(备胜), 모성(谋胜) 등 다

양한 요소를 ‘승(勝)’의 체계에 포괄시켰다. 그 중에 선승사상은 사실

상 손자의 선지(先知)와 같은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전승(戰勝)’이론

에 대해 사실상 손자의 다른 변증법적인 개념——‘우직(迂直)’,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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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正)’ 등 전략적인 개념을 구성된 파편적인 이론으로 정리하는 경향

이 있다. 즉 ‘전승(戰勝)’이론에 대해 전술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는 연

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승(全勝)’사상에 대해 보

다 다원화적인 연구태도가 보인다. ‘전승(全勝)’사상의 이론 성질에 대

해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손자의 이상주의적인 정치주장, 인

도주의적인 전쟁관, 공리주의적인 전략사상, ‘선지(先知)’사상의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이해가 있다. ‘전승(全勝)’사상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요진문(姚振文)의 「손자병법 전승사상 재인식」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중국  학자들이 『손자병법』 중에 외교사상 혹은 국제

정치사상에 대한 주제로 연구하는 단독적인 과제가 거의 없으나 각 편에

서 구체적인 논술 중에 외교투쟁의 지위, 역할, 원칙 그리고 방법 등 이

론적인 관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학자에 따르면 손자의 『손자

병법』이 다극적인 경쟁의 춘추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후 

열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가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수많은 

일반적인 지도원칙이 후세의 다극경쟁에 대해 중요한 지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19) 이 방면에 관한 대표적인 문장은 오여숭(吳如嵩)의 「손

자사상 및 다극경쟁」(『군사역사연구』1991년 제1기), 오영정(吳榮政)의 

「춘추시기 외교활동 및 손자의 군사외교이론」(『湘潭大學學報』, 1995

년 제3기), 부조(傅朝)의 「손자 외교사상」(『랴오닝공학원 학보』, 2000

년 제3기>), 소빈(邵斌)의 「손자병법 및 외교모략」(『臨沂師範學院學
報』, 2002년 제2기), 류춘지(劉春誌)의 「춘추전국시기의 벌교사상에 논

하여」(『군사역사』, 2009년 제6기) 등이 있다.

4) 손자의 ‘지(知)’ 및 정보이론에 대한 연구

   

     현재 손자의 ‘지(知)’ 사상, 즉 대부분이 ‘선지(先知)’이론이라

고 부르고 주로 손자의 ‘묘산(廟算)’ 및 ‘용간(用間)’ 2 가지 부분에 

대해 2 가지 주제로 나눠서 연구하거나, ‘선지(先知)’ 또한 ‘전승(全

19) 姚振文, 吳如嵩, “新中國成立以來孫子兵法的研究述略”, 濱州學院學報, 201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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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 사상의 구성요소로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부분

에 대해 이미 정보학 및 정보전이론, 간첩전, 정책결정 사상 등 다양한 

작은 주제에서 연구하는 것을 전개하였다. 수많은 학자가 『손자병법』

의 전쟁에 대한 예측이론 및 정책결정사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으며 피아 양쪽의 각종 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으로써 전략적인 예측

을 하는 것은 예전에 점치는 예측방법과 한계를 분명히 그리었으며 유물

론으로 전쟁 승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창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문장은 왕중흥(王中興)의 「손자병법-‘계’편의 군사예

측사상에 대한 개설」(『군사역사』, 1986년 제3기), 리영건(李榮建)의 

「손자병법의 정책결정 사상연구」, 황박민(黃樸民)의 「중국고대군사예

측학설 개요」(『군사역사연구』, 1991년 제3기), 류춘지(劉春誌)의 「손

자의 전략적 정책결정 사상에 대한 평이하게 분석」(제2차 손자병법 국

제세미나 논문 편집. 1992), 염근민(閆勤民)의 「손자 전략적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고찰」(『허베이 학간』1996년 제4기) 등이 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정보학 이론의 시각으로 손자가 전략적 정보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높은 정도의 자각이 있고,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방면에 대해 일정한 전

면성과 과학성이 있으며 현대의 정보 관념이 손자병법에서 일반적인 원

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표적인 문장은 리붕비(李鵬飛)의 

「손자병법의 정보과학가치관」(『옌변대학교 학보』, 1985년 제2기), 시

지화(施芝華)의 「손자병법 중의 정보전 사상」(『군사역사연구』, 1999

년 제2기), George Stein의 「손자가 정보전에 대한 지도」(『관자학

간』,1999년 제1기), 리제균(李際均)의 「정보전 승리 및 부전승에 대한 

분석」(『해방군보』, 2005년 6월), 웅검평(熊劍平)의 「손자의 ‘지론’ 

및 영향」, 웅검평(熊劍平)，저도립(褚道立)의 「손자의 전략정보 분석이

론」 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손자의 사상, 특히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

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문

적 시각, 다원적인 주제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분석개

념을 몇 개 잡아서 한 분석체계로 구성하여 손자병법의 이론체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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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그리고 손자의 이론에 대한 파악은 미시적인 전

술차원 및 거시적인 전략차원의 방침 방면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

고, 손자병법의 본질—— 전쟁론 혹은 전쟁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발

굴하는 문장이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제학, 정치

학, 심리학, 이성주의, 현실주의 등 사조(思潮)로 손자의 전쟁관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안 보이며, 대다수가 다른 군사사상가와의 비교분

석, 인본주의 등 단독적인 명제 하에서 토론하는 경향이 보인다. 게다가 

손자병법을 적용하는 환경—— 무정부상태인 춘추, 전국시대의 환경변수

를 간과하고 손자병법이 국제정치 또한 국제투쟁 중에 있는 정치적인 유

용성을 토론하는 연구도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필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주의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점과 

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손자의 사상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

3. 연구방법, 논문구성과 분석개념

     본 연구는 주로 『손자병법』 등 손자의 저서의 중국 원본 텍스트, 

중국 고대 학자가 손자병법에 대한 주해 원본과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논

문 등 자료를 다룬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사상가의 저서에 대한 연구주제

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헌분석연구법을 주로 사용할 것이며 1차 자료를 

독해하고 사용함으로써 분석할 것이고, 다만 『손자병법』 원본은 죽간

(竹簡)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고대학자의 권위적인 주

해(註解) 판인 『십이가주손자(十壹家註孫子)』를 1차 자료로 사용하고, 

부차적으로 번역본 및 2차 자료를 많이 참고할 것이다.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에 대해 최근에 발행하는 2, 3권 책을 골라서 참고함으로써 이해

에 도움이 되게 보장하며(그 중에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손자의 본심과 

가장 부합하는 해석을 골라서 이용하겠음), 사상맥락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주로 중국 고대 정치가,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되는 권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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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해인 『십이가주손자』의 해석과 결합하면서 필자 본인의 이해와 

견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주로 필자 본인의 새로운 연구시각에서 출발

하여 손자의 주요저서 및 그의 본인의 사상 논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취지는 기존에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시각 및 연구 틀

에 벗어나서 손자의 정치적인 사고를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손자의 정치사상, 또한 손자의 국제정치관의 맥락을 체

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투쟁환경에서 개인, 국가, 국제정치

(전쟁 환경 등) 3 가지 큰 분석차원(그 중에 개인에 대해 병사 및 민중으

로 세분화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 군주 및 장령의 작은 차원을 포함할 

것이다, 국제정치차원은 약(弱)정부 국제체제를 가정함) 및 그들 간의 관

계를 다룰 것이다. 또한 손자의 주요저서인 『손자병법』 중에 가장 많

이 나타나는 개념범주 및 키워드인 ‘도(道)’, ‘리(利)’, ‘승(勝)’, 

‘지(知)’를 분석개념으로 삼고 손자의 사상체계를 네 부분으로 나눴다. 

기존의 연구 중에 4 가지 분석개념 중에 하나, 둘 정도를 선택해서 단편

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있으나 이 4 가지 분석개념으로 구성

된 연구체계는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이다. 『손자병법』 중에 

수많은 개념범주 및 어휘가 나타났으나 이 4 가지 분석개념이 손자병법

의 사상체계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분석체계 중에 ‘도(道)’는 국가의 정치적 토대이며,  

‘승(勝)’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 및 목적이며, ‘리(利)’는 행동원

칙이며, ‘지(知)’는 가치론적인 주장이면서 전제적인 조건, 모든 목표

를 이루기 위한 예비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4 개는 가장 

핵심적이며 이 4 가지 분석개념과 손자의 사상체계 간에 밀접한 논리적 

연관성 있다. 국제정치학문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道)’는 규범론적인, 

특히 문제해결이론성격 있으며, ‘리(利)’는 개체주의적인 존재론적인 

성질이 있고 ‘도(道)’와 상호보완적인 존재이며, ‘승(勝)’은 목적 및 

인식론적인 토대가 있으며, ‘지(知)’는 ‘승(勝)’을 실현하는 예비단

계 및 가장 선결적인 조건이면서 실천론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도

(道)’와 ‘지(知)’는 ‘승(勝)’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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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론에서 이러한 4 가지 분석개념 간의 관계를 해석하겠으며, 4 가지 

분석개념 간의 관계 대략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3> 4 가지 분석개념 간의 관계

     따라서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부

분으로 ‘도(道)’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손자의 정치윤리사상을 다룰 것

이다. 이 부분에 손자가 국가차원에서, 국내정치의 틀 및 개인/지도자 

(군주, 장령, 민중, 병사), 국가라는 분석수준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파

악하는지, 어떠한 정치윤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부

분에 주로 손자의 ‘수도보법(修道保法)’의 정치사상, ‘안국(安國), 보

민(保民), 리주(利主)’의 안보관, 정치윤리사상을 다룰 것이다. 두 번째 

부분으로 ‘리(利)’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군사공리주의 및 이성주의 사

고를 다룰 것이다. 즉 손자가 국제정치차원에서 지도자와 군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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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논술을 분석할 것이다. 이 부분

에 손자가 지도자에 대해 다섯 가지 이성주의적인 요구/경고인 장(將)의 

‘오위(五危)’와 ‘오리(五利)’,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경제적 사고를 깊

이 분석할 것이다. 셋 번째로 ‘승(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투쟁 이론

을 다룰 것이다. 즉 손자는 국제정치차원에서 국가 간 관계, 정치, 전쟁

에 대한 체계적인 논술을 분석할 것이다. 이 부분에 ‘승(勝)’'의 이론

체계의 3 가지 부분, 즉 ‘선승(先勝)’이론, ‘전승(全勝)’사상 및 ‘전

승(戰勝)’이론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주로 손자가 제기하는 전쟁의 4 

가지 차원 및 ‘전승(全勝)’사상, ‘군쟁(軍爭)’의 이해결정론, ‘벌교

(伐交)’론, 전략적인 지도방침 및 미시적인 전술원칙, 그리고 ‘전승(戰
勝)’이론 중에 나타나는 손자의 인식론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넷 번째로 ‘승(勝)’의 이론체계에서 분리된 중요한 가치론적인 ‘지

(知)’에 대한 이론, 즉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국제투쟁에 대한 정보평가

이론 및 정보전이론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부분에서 손자가 국

제정치차원에서 제시하는 미래적 경향이 있는 ‘선지(先知)’및 ‘묘산

(廟算)’, 즉 승산(勝算)평가시스템, 그리고 정보전(情報戰)이론을 구체적

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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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道)’: 손자의 정치윤리사상 

1. ‘수도보법(修道保法)’의 정치사상

     

     손자의 정치사상을 얘기하면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마 ‘수도보법’일 것이다. 이것은 아마 본장의 뒤편에 있는 2 가지 

내용보다 손자의 정치사상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특징이 

있거니와 ‘도(道)’이라는 분석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와 있고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보법’이라는 정치이념에 손자

가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을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으

로 보면 형이상적인 개념범주에 대한 운용도 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국가 내부의 정치질서, 법률질서에 대한 건설도 있을 뿐만 아

니라, 중간차원에서 한 국가가 국제체제, 혹은 국가 간 관계에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지, 국가를 입국하는 근본을 유지하는지에 대

해 가장 핵심적인 논지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손자의 정치이념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전제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수도보법’에 대해 다른 차원에 따르고, ‘도(道)’ 

및 ‘법(法)’ 2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다. 이 부분에 주로 ‘존망지도(存亡之道)’에 대한 논의, ‘도(道)’의 

의미, ‘보법’에 대한 주장, 여섯 가지 ‘패지도(敗之道)’, 그리고 장령

의 자주권 문제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할 것이다. 

     손자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부가 귀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정치, 잘 발전된 경제, 외교적인 노력, 완비한 군

사력, 유리한 자연적인 조건 등과 관련되며, 즉 전쟁의 승부를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손자는 세계가 객관적인 존재라

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변화한

다고 믿으며, 전쟁 중에 적극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거니와 인간의 주관 

능동성을 발휘함으로써 대립적인 측면들이 자기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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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손자의 사상은 바로 철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체

계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저술의 측면에 

넘어섰고, 노자, 공자와 병렬할 수 있는 사상가의 평가를 얻었고, 그의 

사상은 중국고대의 전략문화의 초석 같은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서구의 전략문화의 구별 좀 따져보지 않으면 중국 고

전정치사상인 손자의 사상체계의 특징 및 중요한 키워드를 정확히 잡을 

수 없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대륙농업문화에 기원하였고, 서구가 

해양상업문화에 기원하였으며, 애초부터 서로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었

다. 그 중에 사회, 경제, 지리, 민족 등 다양한 분야의 원인이 있으나 단

지 사유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가 바로 ‘도(道)’ 및 

‘기(器)’에 대한 구별이다. 『역전(易傳)』에 따르면 “형이상자위지도, 

형이하자위지기(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즉 형이상적인 것이 

‘도(道)’이라면 형이하적인 것이 바로 ‘기(器)’일 것이다.20) 이른바 

‘도(道)’는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규율, 준칙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반

면에 ‘기(器)’는 형상이 있고, 즉 구체적인 사물 혹은 제도를 뜻한 것

이다. 쉽게 말하면 ‘도(道)’ 및 ‘기(器)’는 각자 추상적인 도리와 구

체적인 사물을 가리킨 말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문화가 ‘도(道)’를 

중시하나 ‘기(器)’를 경시하는 반면에 서구의 전략문화가 ‘기(器)’를 

중요하나 ‘도(道)’를 경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단언하면 일정한 도리가 

있을 것이다. 

     중국 고대의 춘추, 전국 시대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도 대신 및 

군왕 등이 서로 정치에 대해 얘기할 때 유명한 각종 유파의 사상가들의 

명구들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으며, 학문의 종류에 

대한 구분, 심지어 분명한 경계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가도 내정 

외에 국제정치, 병법에 대해 논의할 사상이 있고, 병가(兵家)도 국내의 

정치주장, 국제정치, 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있었다. 손자가 병가

(兵家)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손자병법』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상 중에 

20) 黃壽祺, 『周易譯註』（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1),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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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한 정치사상 및 윤리사상을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이 수

도보법이라는 정치주장에 손자가 ‘도(道)’와 전쟁, 국가와의 관계를 간

단명료하게 묘사하였다. 우선 『손자병법』에서 맨 처음에서 ‘도(道)’

를 얘기한 문장이 이렇게 되었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

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21)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이른바 ‘존망지도’는 국가의 존속 혹은 멸망을 결정하는 길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쟁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생사존망과 관련

된 가장 중요한 ‘도(道)’이다. 즉 전쟁은 국가에 대한 대사(大事)이며, 

이는 병사와 인민의 생사와 관련하고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으므

로 자세히 연구하고 신중히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兵)’이라

는 글자가 원의로 무기를 뜻한 것이지만, 손자병법에서 전쟁 자체를 가

리킨다. ‘사생지지(死生之地)’ 중에 ‘지(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

이 있는데 주로 싸움터를 뜻한 것이다. 그럼 ‘존망지도(存亡之道)’의 

‘도(道)’가 무엇인가? 이 ‘도(道)’는 원래 도로(道路)를 뜻하지만 여

기서 사물의 규율, 통칙(通則)을 뜻할 것이다. 여기에 있는 ‘도(道)’는 

손자의 ‘신전(慎戰)’사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법가(法家)처럼 

전쟁을 매우 숭상하거나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 이성적인 안목이 손자의 병가사상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전쟁의 신중함에 대해 3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1. 춘추시대에는 군주들이 무분별하게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2. 전

쟁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다. 3. 당시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전쟁을 혐

오하고 가급적 회피하려는 유교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2)  

21)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 (서울: 글항아

리, 2013), 35쪽.
22)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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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구조는 그의 군사조직에게서 

중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군사조직의 유형은 반대로 

비정치적인 요소들(지리적 위치 등)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23) 손자는 바

로 이러한 두 번째 관점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할 수 있다. 손자가 제4

편 <군형(軍形)>편에서 병(兵)을 ‘승병(勝兵)’과 ‘패병(敗兵)’ 2 가지

로 분류하였다. 승병(勝兵)이란 이미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전략적 평가에 

따라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쪽을 말하는 것이며 반면 패병

(敗兵)이란 전략적 평가에 의해서 실패될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쪽

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승병(勝兵)이 되느냐에 대해 손자가 자기

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선승(先勝)’의 양태가 도달될 수 있는 필수

적이고 선결적인 조건은 바로 ‘수도보법(修道保法)’이다. 

     뒤에서 손자가 제시하는 체계적인 ‘승(勝)’이론체계를 자세히 분

석하겠으나, 이 ‘수도보법(修道保法)’은 ‘승(勝)’이론체계의 실현하

는 전제이면서 손자의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손

자에 따르면 즉 전쟁 중에 잘 이기는 자가 현명한 정치를 실현하고, 법

도(法度)를 잘 관철하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이며, 이래야 승리의 결정권

을 장악할 수 있다.24) 즉 전쟁 중에 항상 승리를 얻거나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에 ‘도(道)’와 ‘법(法)’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십이가주손자(十壹家註孫子)』에 따르면 이 말은 2

가지 중요한 측면의 뜻이 있다: 1. 군사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우

선 내치(內治) 잘 건설하면서 공수(攻守)를 모두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하고, 즉 적이 자기를 승리할 수 없는 방법을 실현하고, 

법도(法度)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및 명예로 반역자를 토벌하

고, 즉 죄가 없는 적에게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법령이 엄격하게 

관철하도록 유지한다. 또한 군대가 지나진 과정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

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망국(亡國)을 초래할 수 있는 악습을 모두 

23)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상하이: 상하이

인민출판사, 2012), 99쪽.
24)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70쪽.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고능위승패지정. (善用兵者, 修道而保法, 故能為勝敗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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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해야 한다.25)

     『손자병법』에서 전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논의인 ‘오사(五事)’중에 손자가 ‘도(道)’를 첫 번째 순위로 꼽

았다. 여기서 ‘도(道)’라는 요소는 바로 정치26), 즉 백성들이 군주와 

생사를 같이할 수 있고 전쟁에 임해서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도(道)의 의미에 대해 2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군주가 이룬 

바른 정치이다. 군주는 인의를 행하고 덕을 베푸는 왕도의 정치를 실현

한다면 백성들은 군주를 믿고 따를 수 있다. 또 하나는 전쟁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다. 군주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道)란 민심이 이반

되지 않고 군주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으로, 군주의 왕도정치와 전쟁의 

정당한 명분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십이가주손자(十壹
家註孫子)』에 따라서 도(道)란 “은신사민(恩信使民)”, 즉 은덕(恩德)과 

신의(信義)를 통해서 민중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로써 민중, 군사 등이 

지도층과 일심동체로 만들고 다들 국가에 복무를 기꺼이 하도록 만든다

는 이상적인 정치적 양태를 말한다.

     ‘수도보법(修道保法)’는 손자가 당시의 열국이 서로 병합하고 약

탈하는 국제정치 정황에 따라 각 제후국의 통치자를 위해 제기하는 한 

가지 기본적인 정치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즉 손자가 국가 생활에서의 

‘도(道)’이라는 개념의 역할 및 의의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해를 가하는 역대의 중국학자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

를 붙였다. 리전(李荃)의 이해가 손자의 본의와 기본적으로 상통된다고 

할 수 있으며, 즉 '도(道)'라는 기본적인 정치원칙의 공리적인 가치를 강

조한 것이다.27) 또한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 정치적 이념인 ‘도(道)’를 

통해서 민중을 다스리는 동시에 민중이 스스로 교화할 수 있고, ‘도

2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70쪽.
26) 趙國華, 『孫子兵法辭典』(北京: 武漢人民出版社, 1994),  599쪽.
27)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70쪽.

“이도리중，인자화지，득기동용，하망지유.(以道理眾，人自化之，得其同用，何亡之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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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 민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강해져서 

멸망과 멀리할 것이다. 

     조조(曹操) 및 두목(杜牧)이 다른 해석을 해주었다. 조조(曹操)가 

“도는 곧 교령(敎令)”28) 이라고 주장하며, 두목(杜牧)이 “도는 곧 인

의”29)라고 한며, 또한 환난을 함께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제

기했다. 즉 두 사람은 도를 교화(敎化) 및 애민(愛民)(민중을 사랑하고 포

용함)의 뜻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해석을 보면 권술(權術)로 해

석하고, 즉 대도(大道), 다시 말하면 노자 등이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가 

폐지되면 법이 여전히 있다는 논리가 있다. 법이 폐지되면 권력이 여전

히 남아있고,  권력도 폐지되면 세(勢)가 여전히 남아있다, 세(勢)도 폐지

되면 술(術)과 수(數)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즉 대도(大道)가 함락되고 

사람들 간의 감정이 위선적인 것으로 변천되면 권술로써 사람들의 지나

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30) 다시 말하면 권술의 방법으로 민중과 지도

층 간의 의지를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고, 애증과 이해(利害)를 통일시키

고 결국 사심이 없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 될 수 있다. 따라서 손자가 

이러한 수도(修道)의 주장은 통치자가 인정(仁政) 및 민중을 관심을 갖고 

귀여워하는 조치를 통해서 민심을 획득하고, 이로써 상하가 마음이 합쳐

서 협력하고, 인민이 국왕 및 정부를 신뢰하고, 모든 정령이 쉽게 추행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전국 상하의 

의지, 욕망, 그리고 책임의 통일화가 손자가 추구하는 ‘도(道)’의 핵심

적인 요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도(修道)’를 통해서 민심을 쟁취

하는 사상은 선진(先秦)시기 많은 사상가의 컨센서스로 볼 수 있다. 

     ‘도(道)’는 중국 철학의 중요한 범주이며, 심지어 중국철학의 메

타 범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춘추시대에 ‘도(道)’의 내포가 계속 

확장되고 중화문화의 핵심적인 개념 및 이론의 원점(原點)으로 발전되었

2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5쪽.

  “도지이교령. (道之以教令).”
29) 위와 같은 책, 5쪽.

  “도자，인의야. (道者，仁義也).”
30) 위와 같은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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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주시기에 ‘도(道)’가 도로라는 원의에서 해방되고, 한 가지 가치

관 혹은 이데올로기로 간주되고, 통치계급 및 지식인이 자기의 정치적, 

도덕적 준칙으로 세웠다. 『상서(尚書)』에서 제시했듯이 “하느님이 선

왕(先王)의 다스리는 도에 순응하기 때문에 천하를 왕에게 맡겼다”31)라

고 하며, 여기서의 ‘도(道)’는 바로 통치계급에 대해 한 가지 정치적 

요구 및 도덕적 준칙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들이 똑같이 ‘도(道)’를 통

치자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 및 규범으로 삼고, 또한 리민(利民) 및 위민

(爲民)을 ‘도(道)’의 기본적인 요구로 삼았다.32) 춘추전국시대까지 사회

관계의 격동 및 백가쟁명의 국면의 출현으로 인해 ‘도(道)’의 관념에 

대해 다원화 연변의 추세가 보이며, ‘도(道)’가 이미 다의성이 있는 개

념으로 발전되었다. 유가의 도덕본체론의 틈에서 ‘도(道)’를 주로 인도

(人道), 인도(仁道) 등으로 인식되며, 일정한 정도로 유가의 윤리도덕 학

설을 위해 형이상적인 의거를 제공하게 되었고, 인륜도덕의 본(本)가 되

었다. 그 후에 동중서(董仲舒) 등 사람들의 발전으로 ‘도(道)’에 우주, 

천도(天道)의 의미를 부여되었고, 더불어 도덕윤리 및 규범과 연결되었

다. 물론, ‘도(道)’에 대해 가장 많이 논술하는 유파는 바로 도가(道家) 

학파다. 노자의 사상 중에 ‘도(道)’는 우주의 본원(本源)이며, 또한 기

타의 만물이 생장하는 기초로 볼 수 있다. ‘도(道)’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형，무성，무색，무미(無形，無聲，無色，無味)”(형상, 소리, 색깔, 

맛이 없음), 자연을 법칙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노자도 

‘도(道)’의 개념을 사회영역에서 유추하고, 즉 사회를 소국과민의 상태

로 회귀하는 것을 바란다. 

     손자가 이해하는 ‘도(道)’가 공자, 노자가 이해하는 ‘도(道)’와 

공통점이 있고, 상이점도 있다. 손자가 개인적으로 ‘도(道)’에 부여하

는 독특한 함의는 바로 “민중과 윗사람(군주)과 같은 의지로 만듦”33)

이라는 것이다. 명나라 군사가 척계광(戚繼光)에 따르면 통치층이 인민에 

31) “황천용훈궐도，부비사방. (皇天用訓厥道，付畀四方).”
32) 任俊華, 趙清文, 『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36쪽.
33)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5쪽.

  “도자，령민여상동의야. (道者，令民與上同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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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수도(修道)를 하면서 교화하고, 인민의 호오(好惡)를 관찰하며, 인민

이 좋아하는 것을 복종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면 인민이 통치계층과 

마음이 합쳐서 하게 되고, 생사를 걸어서 같이 행동할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손자가 이른바 수도(修道)는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국왕이 개명한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인민의 넓은 옹호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두목(杜牧)에 따르면 도(道)란 바로 인의(仁義)이며, 법은 바로 ‘곡제

(曲制)’다. 그러나 척계광의 해석에 따르면 ‘수도보법(修道保法)’과 

‘은위병시(恩威並施)’(은혜와 위엄(威嚴)을 병행하다)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즉 정치적인 건설 및 군대의 건설 중에 ‘수도(修道)’ 및 

‘보법(保法)’은 통일적이고, 병행해야 한다. 인자(仁慈)로 인해 법률을 

포기하면 안 되고, 법을 행사하기 위해 은혜 및 신용을 잃게 되도 안 된

다. 그럼 어떻게 수도(修道)를 해야 민심을 획득할 수 있느냐? 손자에 따

르면 반드시 “령소행，여중상득，시졸여영아，시졸여애자(令素行，與眾
相得，視卒如嬰兒，視卒如愛子)”34)를 추행해야 한다. 또한 ‘수도(修
道)’가 반드시 국내의 민중에 대해 추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점령국에

서도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공(火攻)>편에서 손자가 “부전승공

취，이불수기공자흉，명왈비류.(夫戰勝攻取，而不修其攻者兇，命曰費
留).”35)라고 하였다. “수기공(修其攻)”이란 ‘수도(修道)’와 같은 뜻

으로 볼 수 있으며 즉 승리를 얻은 후에 토지와 성지를 점령한 다음에 

반드시 적시에 논공행상을 해야 하며, 아니면 위험을 반드시 초래할 것

이다. 이것은 손자의 ‘수도보법’ 사상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으로 볼 수 있다.

     수많은 학자가 ‘수도(修道)’의 중요성을 승(勝)의 가장 중요한 한 

34)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44쪽.

 “병사들을 사랑과 친근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이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병사들을 교화시켜 이들을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 병사들을 사랑과 친근함으로 다스

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으면, 그 병사들을 아무리 교화시켜도 이들을 

복종시킬 수 없다.” 여기서 병사에 대한 태도를 바로 부하, 백성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3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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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조건으로 추앙하고, 이른바 ‘도승(道勝)’의 이론적 높이로 끌어올

렸다. 이른바 ‘도승(道勝)’은 뒤에서 제시할 ‘승(勝)’이론체계의 일

부분으로 간주하는 한 가지 관점이며 주로 ‘도(道)’는 국제투쟁에서의 

정치적인 요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실상 손자의 

‘도승(道勝)’은 유가문화 주에 있는 ‘화(和)’의 사상과 일맥상통이라

는 관점이 있다. 즉 ‘도승(道勝)’은 ‘화(和)’ 사상의 구성부분으로, 

이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 화합, 조화로움과 융합이며, 그의 궁극적인 경

지는 바로 ‘태화(太和)’라고 한다.36) ‘태화(太和)’란 『주역』에서 나

온 말로서 도(道)의 핵심으로서 ‘건(乾)’ 과‘곤(坤)’, ‘음(陰)’과 

‘양(陽)’, ‘기(氣)’와 ‘신(神)’의 총화를 포괄되는 ‘화(和)’의 극

치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손자의 전쟁논리는 약육강식을 강조하

는 게 아니라 자보, 민의, 현명한 정치, 구심력, 그리고 신중함을 강조하

는 것을 보면 결사적인 극단적인 전쟁관을 추종하는 것보다 ‘화(和)’

의 이념과 지극히 가까운 전쟁관이라고 한다. 

     ‘수도(修道)’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이념에 대한 건설 작업과 대

응하여 손자가 ‘보법(保法)’이라는 세부적인 정치적 주장도 제기하였

다. ‘보법(保法)’이란 법제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엄격히 정돈하며, 이

로써 국가의 각종 사업 및 군대의 건설에 대해 강성적인 제도적 보장을 

갖추게 한 것이다. 이로써 ‘수도(修道)’ 와 ‘보법(保法)’은 국가의 

정치생활 중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서 공존하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자의 ‘보법(保法)’ 주장은 주로 

제도를 건전하게 하며, 상벌(賞罰)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며, 권한 및 

직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체현된다. 우선 제도를 

완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계(始計)>편에서 손자에 따

르면 ‘법(法)’이란 ‘곡제(曲制)’, ‘관도(官道)’, ‘주용(主用)’ 3가

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37). ‘곡제(曲制)’란 군대 중에 있는 여러 조직 

및 제도이다. 이 말은 고대에 전제(典制)와 같은 것으로 사용하며 즉 군

36) 彭況, 彭光謙, “儒家‘太和所謂道’與孫子‘道勝’思想”, 濱州學院學報, 2018, 3쪽.
37)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9쪽.

  “법자，곡제，관도，주용야. (法者，曲制，官道，主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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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에 있는 법령제도를 뜻한다.  

     ‘관도(官道)’란 관원의 임면 및 직책 등에 관한 제도이다. 조조

(曹操)의 해석에 따르면 관(官)은 바로 백관(百官)의 구분이며, 도(道)는 

바로 양식의 통로이다.38) 즉 이른바 ‘관도(官道)’는 군대 중에 장령과 

병사, 관리의 직책 구분 및 관할, 관리 등과 관련된 제도를 뜻할 것이다. 

18세기의 유럽 육군 및 해군 영역에서 루이 14세의 프랑스(1661-1715)의 

개혁이 가장 눈에 띄고, 즉 육군 사령부를 건립함으로써 그의 행정장관

을 통해서 부대의 자금의 조달, 공급 및 조직을 관리하는 제도를 세웠

다. 이로써 국가 군대에 대한 독점 및 관료화하는 과정은 왕권 및 국가

실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국(立國), 즉 민족국가를 세우는 기본

을 마련하였다.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도 마찬가지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 변법은 바로 그 중에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전국시대 위(衛)

나라 귀족 출신의 상앙은 진(秦)나라에 도착해서 진 효공(秦孝公)을 만나

서 깊은 개혁활동을 시행하였다. 그의 변법활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

용은 바로 농본(農本) 및 법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진(秦)나라의 호구

(戶口)제도, 군공(軍功)과 작위(爵位)에 대한 봉상(封賞)제도, 행정구역의 

구획 등이 가장 유명하고, 또한 진(秦)나라 당시의 귀족, 관리에 대한 특

권도 약화시킨 조치도 중요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진나라의 

생산력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뚜렷한 변화로 군대의 전투력의 

비약적인 강화였으며, 이것은 주로 엄명(嚴明)한 기율, 무서운 정도로 강

력한 사기 및 적극성 그리고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전투력 등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변혁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서 진(秦)라라의 군사적인 

실력 및 생산력 등이 다른 여섯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었으며 통일

을 위해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용(主用)’이란 군비, 양식, 차, 말, 기계 등의 관리 및 지출의 

재무제도, 즉 ‘주군비용(主軍費用)’——군사적인 지출 및 군사물자의 

공급관리제도를 뜻한다.39) 여기서 손자가 정부 및 군대가 이러한 방면에 

대해 모두 법의 궤도로 납입(納入)하게 하고, 상벌의 수단을 통해서 이러

3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9쪽.
39) 任俊華, 趙清文, 『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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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제대로 관철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벌이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 군대가 ‘분수형명(分數形
名)’이 있으면 반드시 정연한 질서 및 잘 통함을 보장할 수 있으며, 반

드시 상벌의 수단을 통해서야 이러한 제도 및 방법을 관찰할 수 있다. 

손자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릇 많은 병력을 지휘하기를 적은 병력을 지휘하듯 할 수 있는 

것은 부대를 나누어 편성하기 때문이다. 많은 병력을 싸우게 하면서

도 적은 병력을 싸우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제수단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40)

       (凡治眾如治寡, 分數是也. 鬥眾如鬥寡, 形名是也.) 

     따라서 상벌이 반드시 엄격하고 공정하며, 신용이 있어야 하고, 동

시에 상벌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 『은작산한

묘죽간(銀雀山漢墓竹簡)』의 「견오왕(見吳王)」에서 손자의 “상선시천

(賞善始賤), 벌악시귀(罰惡始貴)”41)라는 주장도 발견된다. 즉 은상을 주

는 행위는 비참한 사람부터 시행해야 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는 것은 부

귀한 사람부터 시행해야 하는 뜻이다. 따라서 이로써 귀족의 법외 특권

을 폐기하는 것도 손자의 보법(保法)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자의 정치이념이 사회적 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하는 입장과 법치주의 틀을 구상하는 씨앗이 있다 볼 수 있다.

     한편 손자가 ‘도(道)’가 결핍된 상황도 상세히 지적하였으나 단

지 전쟁 중에 군대라는 집단의 시각으로 ‘도(道)’가 결핍된 상황만 묘

사하였다. 즉 <지형(地形)>편에서 6 가지 ‘패지도(敗之道)’——전략적으

로 실패되는 경우를 얘기하였다. 이것은 단지 전술적인 차원 혹은 군사

지휘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정치 및 통제력에 대한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0)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216쪽.
41) 王心裁, 『兵學聖典：孫子兵法』(운남: 雲南新華印刷廠, 1999),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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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군대에는, 특히 피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군대로 주병, 

이병, 함병, 붕병, 난병, 배병이 있다. 무릇 이 여섯 가지 위태로운 

군대는 천지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무릇 

총 병수가 비슷한데도 장수가 하나의 병력으로 열 명의 적을 공격하

면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도망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주병이라 한

다. 병사들은 강한테 하급장교가 약하면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

이니, 이를 이병이라 한다. 하급장교는 강한데 병사들이 약하면 내몰

린 병사들이 무너질 것이니, 이를 함병이라 한다. 고급장교가 화를 

내며 장수에게 복종하지 않고, 적과 조우하면 장수를 원망하며 멋대

로 싸우며, 장수가 고급장교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군대는 붕괴

할 것이니, 이를 붕병이라 한다. 장수가 유약하고 엄격하지 못하여,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하급장교들과 병사들 간의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진을 치는 것이 무질서하고 군대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니, 이를 난병이라 한다. 장수가 적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

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대적하게 하고,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

을 치게 하며, 군에 선봉으로 내세울 정예부대를 두지 않으면 적과 

싸워 패할 것이니, 이를 배병이라 한다.”42)

(故兵有走者，有弛者，有陷者，有崩者，有亂者，有北者；凡此六者，

非天地之災，將之過也. 夫勢均，以壹擊十，曰走. 卒強吏弱，曰弛. 吏
強卒弱，曰陷. 大吏怒而不服，遇敵懟而自戰，將不知其能，曰崩. 將弱
不嚴，教道不明，吏卒無常，陳兵縱橫，曰亂. 將不能料敵，以少合眾，

以弱擊強，兵無選鋒，曰北.)

     이 6 가지 실패의 경우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지도자 자신의 

잘못으로 조성된 위태로운 상황이다.  1. ‘주(走)’는 자기의 능력을 가

늠하지 않고, 즉 양쪽이 처해 있는 지세, 위치가 같지만 실력의 차이를 

무시해서 달걀로 돌을 치는 것처럼 실패를 초래한 상황을 얘기한다. 2. 

‘치(馳)’는 관리자가 부하 사졸을 잘 다스릴 수 없고, 즉 병사들이 강

42)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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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도자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된 상황을 뜻한다. 즉 주로 장수 등 

지도자의 통치력 및 관리능력의 저하를 지적하는 것이다. 3. ‘함(陷)’

는 취약한 부하, 즉 지도자가 뛰어나지만 병사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실패된 상황을 뜻한다. 4. ‘붕(崩)’은 부 지휘관이 지휘를 듣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 및 정서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지휘관이 그들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실패된 상

황을 뜻한다. 즉 중간지도자가 총지휘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분노 등 정

서로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 곧 붕괴의 상태를 초래

하는 경우다. 5. ‘난(亂)’은 지도자가 무기력하거나 위신이 결여되고, 

훈련, 교도하는 방법이 없고,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가 혼란스럽고 군대

의 배치가 질서가 없으므로 실패된 상황을 뜻한다. 즉 기율, 법령이 엄

격히 집행하지 않고, 부하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원칙이 없는 혼란스

러운 상태를 뜻한다. 즉 교도(敎道)의 문제다. 6. ‘북(北)’은 지도자가 

적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공격

하고, 정예한 비밀무기 혹은 부대도 없으므로 실패된 상황을 뜻한다. 즉 

달걀로 돌을 치는 것처럼 초래된 실패의 경우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

면 이 여섯 가지 실패의 도는 모두 지도자의 통찰력 및 통제력에 대한 

얘기고, 즉 지도자 및 부하 자신의 소질, 강한 연결성, 그리고 강한 통제

력(법으로 관철함)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

확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리(利)’와 ‘지(知)’의 부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손자가 장령의 자주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

도보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자에 따르면 

장령의 권리가 독립적이어야 하며, 필요할 때 군주의 명령의 제한을 받

지 않아야 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군사행동이 매우 큰 복잡성 및 예

상하지 못한 성질이 있으므로 장령이 반드시 형세의 변화에 따라 군사력

의 배치 및 계획에 대해 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군사행동의 목적이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장령이 전쟁의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

을 바꾸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손자에 의해서 “군명유소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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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命有所不受)”43), 즉 현대적인 말로 하면 군주가 군대의 사무를 과대

하게 간섭하면 안 되고, 행정권 및 군대지휘권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 것이다. 또한 손자가 <모공>편에서 군주에 대해 ‘지(知)’의 부족

으로 초래된 군대에 대한 3 가지 위해(危害)를 아래와 같이 논술하였다:

“군주가 군대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세 가지다. 군대가 진격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모르고 진격 명령을 내리거나, 군대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모르고 후퇴 명령을 내리면 군대의 전투력을 속

박할 수 있다. 군대 전체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군사 행정에 간섭

하면 병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전쟁의 건모술수를 모르면

서 지휘에 관여하면 장병들이 의심을 품을 수 있다.”44)

(故軍之所以患於君者三: 不知三軍之不可以進, 而謂之進; 不知三軍之
不可以退, 而謂之退; 是謂縻軍. 不知三軍之事, 而同三軍之政, 則軍士
惑矣. 不知三軍之權, 而同三軍之任, 則軍士疑矣. 三軍既惑且疑, 則諸
侯之難至矣, 是謂亂軍引勝.)

     따라서 군사력 사용의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장령 및 

지도자에게 충분한 자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손자의 입장이다. 또한 

군주와 장령/군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령/군대가 군주를 보호하는 직능

(職能) 및 책임이 있으나 군주의 절대적인 구속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은 손자의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자가 ‘도(道)’의 차원에

서 보면 국가의 차원에 정부(군주) 및 군대의 전문적인 직능이 분리하고, 

군대의 독립성 및 자주성(원정 혹은 다른 작전 시)이 보유하고, 지휘관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道)’의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까지 손자의 수도보법 사상 중에 있는 두 개 중요한 분

석수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하나가 군주 및 민중 간의 관계

이며, 또 하나가 바로 장령 및 병사 간의 관계다. 이 2 가지 관계가 모

43)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55쪽.
44) 손자 원저, 이현서 편저, 『손자병법: 삶은 왜 전쟁인가』(서울: 동아일보사, 2017),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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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이상적인 자연법칙 및 형이하적인 정치이념과 법도의 구속을 받고 

있다. 우선 수도보법 사상 중에 군주 및 민중 간의 관계 한 가지 정신차

원적인 ‘통일화’를 바라는 특징이 보이며, 일정한 정도로 유가의 ‘민

본(民本)사상’의 특징이 존재한다. 즉 군주와 민중이 평소로 은혜를 베

푸는 것과 은혜를 받는 관계, 즉 ‘돌봄 관계’ 및 수호/피수호관계이지

만, 전시(戰時)에는 통일한 마음, 그리고 생사를 함께하는 ‘일심동체의 

관계’, 즉 ‘통일된 국가 전체’로 전변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한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역대의 주해가의 해석에 따라 권술의 통제 및 조작, 

인정(仁政)으로 민중에 대한 소프트파워적인 영향력 등 복잡한 요소도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손자 자체의 논리만 보면 군주 및 민중 간의 관

계가 한 가지 단순한 응집력과 통일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장령과 병사의 관계를 보면 ‘보법’의 차원에서 관

찰해야 하며, 즉 한 가지 엄격한 질서화, 제도화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평소의 일상생활에 있는 군주-민중 관계와 달리 군대라는 집단 및 전쟁

이라는 환경에서 군대의 상하관계가 한 가지 높은 정도의 엄격한 질서

화, 제도화, 또한 6 가지 ‘패지도’를 피하기 위해 군대의 상하역량이 

균형 있게 분배하고, 강한 통제력을 보장하는 ‘통제관계’를 제기하였

다. 이러한 관계의 또 하나 특징으로 군주, 민중, 군대, 특히 민중과 군

대, 군대 중에 상하관계가 주고받는 성질과 어느 정도의 분리성이 존재

하다고 볼 수 있다.  손자가 이러한 관계에 대한 파악을 보면 직접적으

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연법칙적인 정체성의 색깔이 있고, 즉 

질의할 필요하지 않은 자연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을 것이

다.

2. ‘안국(安國), 보민(保民), 리주(利主)’ 의 정치이념 및 

안보관

     ‘수도보법’이 손자의 정치사상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자 규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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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이라면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가치관, 국가를 다스리

는 기동에 대한 이념, 또한 집권하는 정치의 주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 역대 학자들이 정리된 이른바 ‘안국(安國), 보민(保
民), 리주(利主)’의 정치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학자들이 ‘안국보민

(安國保民)'’, 혹은 ‘보민리주(保民利主)’이라는 명제에 따라 2 가지 

구성요소만 집중하여 연구할 경향이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필자가 이 

‘안국(安國)’, ‘보민(保民)’, ‘리주(利主)’ 3 가지 요소를 똑같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한 위치로 나열하고 하나씩 분석한 다음

에 마지막으로 합쳐서 손자의 전쟁관 및 안보관의 완전한 형태를 조합시

키고자 한다. 필자의 고려에 따르면 ‘안국(安國), 보민(保民), 리주(益
主)’ 는 삼위일체의 삼각관계이면서, 안보관에 내포되어 있는 궁극적인 

가치관이고, 손자의 ‘도(道)’를 관철하는 실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는 ‘안국보민(安國保民)’이 군인 및 군대의 최고 가치라고 

지적하였다. 윤리학의 시각으로 군인의 가치를 파악하자면, 반드시 군인 

및 그의 가치주체 간의 도덕적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군인과 국가, 인

민 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관계이고, 손자가 바로 이러한 관계

로 군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확립하기가 시작되었다. 손자가 손자병법 맨 

처음에 전쟁이 국가의 대사(大事)이며, 군대 및 민중의 생사에 걸리고 국

가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연구하고 신중히 대처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양병(養兵)(군사를 양성함)을 국가, 민족, 인민의 

생사존망과 밀접하게 연관하게 시켰다. 따라서 이른바 ‘양병용전(養兵
用戰)’(군대를 키움으로써 전쟁을 위해 준비하거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뜻)의 최고가치는 바로 ‘안국보민(安國保民)’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의 뒤 부분 내용이 계속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많이 논술하였으며, 전쟁에 대한 의의 및 도덕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쉽게 말하면 진퇴(進退)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전승(戰勝)의 명예 

혹은 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전

(戰) 및 불전(不戰)은 모두 ‘보민리주(保民利主)’라는 전제 하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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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동시에 ‘안국보민(安國保民)’은 군인의 최고가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행위를 결정하고 지도하는 최고, 가장 기본적인 

윤리원칙이며, 군사력의 가치 대소를 평가하는 정당성 및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이념에 대한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

서 손자가 국가, 특히 군주, 일반민중, 군대 간의 재미있는 삼각형 관계

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발굴할 수 있다. 

     한편 손자의 손자병법 중에 전쟁에 대해 정의(正義) 및 불의(不義)

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손자에 따르면 한 국가가 중요 정책결정

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국안민(保國安民)’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전쟁을 면할 때 추상적인 행동원칙

보다 군사력의 기본적인 가치관 및 국가에 대한 규범론적인 주장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법이 붕

괴되고, 서로 적대하는 제후국들이 임립하며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동요

한 국면에 빠져 있다. 이러한 사회조건 하에 진보적인 사상가들의 유일

한 정치적 포부와 이상의 청사진은 바로 안정하고 질서가 정연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자와 동시대의 공자, 노자와 비슷한 입장

에 서 있었다. 공자는 사회가 윤리적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노자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상태를 바란다. 군사사상가

로서의 손자가 사고의 출발점은 공자, 노자와 다르지만 그의 군사사상 

뒤에 있는 보국안민(保國安民)이라는 가치관은 그들과 비슷한 정치적 가

치 취향이 보인다. 

     우선 손자가 ‘안국’, ‘보민’, ‘리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

명하였다:

“진격하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며 퇴각하는 것도 죄를 피하

지 않는 것이며, 오로지 백성을 보호하고 이익이 군주에게 합치되는 

것만을 생각하니 이러한 장수는 국가의 보배이다.”45)

(故進不求名, 退不避罪, 唯民是保, 而利於主, 國之寶也.) 

45)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서울: 글항아

리, 2013),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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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여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될 수 있고, 성냄

은 다시 기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망한 국가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따라서 현명한 군

주라면 신중해야 하고, 훌륭한 장수라면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국

가의 안위를 도모하고 군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길이다.”46)

(怒可以复喜, 愠可以复悦, 亡国不可以复存, 死者不可以复生. 故明君
慎之, 良将警之, 此安国全军之道也.)

     “유민사보(唯民是保)”란 유일한 목적은 바로 ‘보민’이라는 뜻

이다. 즉 목적의 유일성, 대체할 수 없는 중요성,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

이다. 이른바 ‘보민(保民)’이란 단지 민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

라 손자가 생활하는 시대에 따르면 ‘애민(愛民)’ 및 ‘부민(富民)’이

라는 주장도 있다. 손자의 애민(愛民) 및 부민(富民) 주장을 보면 한 가

지 부국강병(富國强兵)사상으로 볼 수도 있다. 처음으로 부국강병(富國强
兵)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국 중기의 상앙(商鞅)이지만, 이 사상의 초기형

태는 이미 『손자병법』 및 「오문(吳問)」 등 손자의 사상 중에 나타났

다. 양선군(楊善群)의 『손자평전(孫子評傳)』에 따라 3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으며, 즉 3 가지 정치제도의 개혁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1. ‘전관

(田寬)’. 즉 전묘지도 개혁이다. 2. ‘세경(稅輕)’. 「오문(吳問)」에 따

르면 당시 진(晉)나라의 육경(六卿) 중에 있는 範(범)，중행(中行)，지(

智)，한(韓)，위(魏) 5가(家)는 똑같이 ‘오세이(伍稅壹)’ 제도를 실시하

였으며, 즉 농가의 수확의 10분의 2를 뽑아내는 가혹한 부세제도를 실시

하고 있었다. 이를 대응하여 손자가 가벼운 세제(稅制)로 개혁하는 방법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3. ‘사소(士少)’. 손자가 얘기한 사(士)는 

군대의 병사, 장령뿐만 아니라 인민을 관리하는 관리(官吏), 사대부도 포

함된다. 손자에 따르면 군대와 관리가 많을수록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것

이기 때문에 인민의 부담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가 많을수록 정

46)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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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부정부패가 생기는 가능성도 크고, 관리 간에 있는 무턱대고 남과 

비교하는 풍조가 일어나면 “왕이 교만하고 신하가 사치하다” 라는 국

면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인민을 갈취하는 행위를 가속

화시킬 것이다. 또한 군대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쟁을 좋아하게 되고 호

전주의 같은 위험한 경향에 쉽게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후국

의 연합과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멸망을 자초하겠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손자가 진(晉)나라가 육경(六卿)가 모두 ‘전무제(田畝制)’를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즉 원래 “백보위모(百步為畝)”(육 

척=한 걸음, 백 걸음= 한 모)의 구제도를 타파하였다. 다른 한편에 손자

가 부국(富國)을 통해서야 강병(强兵)을 이룰 수 있고, 즉 강력한 군사력

이 부유한 국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손자에 따르면 어떠한 

부세만 증가하나 생산력을 높이지 않은 정책은 오직 국고가 겉으로만 부

유해 보이게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국력이 여전히 공허할 것이다. 또한 

만약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일삼은 상황을 겸한다면 국가의 빈약 및 

병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부국강병이라는 전통적인 명제는 국방건

설, 심지어 국가건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지도적인 사상이며, 국가경제

건설 및 국방건설 간에 관계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기하였다. 손자가 

이 사상의 건립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정치주장이 사실은 손자가 처음으로 오(吳)나라에 도달했을 

때 오왕 합려(闔閭)가 손자가 나라의 내부적인 정사(政事)를 물어봤을 때 

손자가 제기한 얘기다. 합려가 궁금한 것은 진(晉)나라의 대권(大權)을 

갖고 있는 육경(六卿), 즉 여섯 개 대부(大夫)가 어느 가족이 먼저 강대

해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손자에 따르면 이 육경은 결국 모두 멸망할 

것이며, 단지 시간의 문제가 뿐이라고 했다. 그들이 거의 똑같은 치명한 

폐단을 갖고 있다: 1. 지극히 무거운 조세다. 그 중에 네 가가 5분 중 1

을 추출하는 무거운 조세제도를 시행해서 민중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2. 관리가 많고 군대가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을 발동했

다. 즉 민중이 이러한 막대한 군사력 및 관료집단을 살리기 때문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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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더 많아질 문제가 있다. 3. 군주가 고만하고 신하가 사치하고, 큰 

공훈을 세우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오왕 합려가 손자의 관점을 정리해서 

“민력(民力)을 아깝고 인심(人心)을 잃지 않게 해야 함”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손자가 단지 제도적인 방면에 대한 개혁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법(變法)에 대한 야심과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를 다스리

는 체계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오늘날 더 이

상 알 수가 없겠지만 손자의 부국강병사상에 대한 몇 가지 중심적인 맥

락을 파악할 수 있다: 손자가 방대한 관료집단, 무거운 부세제도로 조성

된 민중에 대한 과대한 부담을 우려한다. 즉 국가기계에 대한 쓸데없는 

자원 낭비로 민중에게 과대한 부담을 주면 3 가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것이다. 즉 민중의 지지 및 참을성을 잃

고 민중의 반항을 잃게 될 것이며, 민중과 국가의 재부, 혹은 민중은 바

로 재부(부세, 군사력의 근원, 식량의 근원) 자체로 보면, 결국 국가의 재

부 및 군사력의 근원을 잃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통제력 및 

국가의 안정을 잃게 되면 타국의 관심 및 정치적 간여를 초래할 것이다

(전국 시기 연(燕)나라가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에 제나라가 개입하고 극

악무도한 짓을 하였던 것처럼). 

     따라서 손자의 논리를 추측해보자면 병가로서의 손자가 군사력에 

대한 사용을 추앙하지만 군사력, 전쟁이 의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보통

민중, 그리고 민중에 따라 파생되는 다른 결정적인 요소인 병사의 공급

원, 식량(또한 토지와 재생산하는 자),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민중의 지

지, 응집력, 민중에 대한 통제력 등) 등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다. 그리하여 병가사상의 핵심은 ‘보민(保民)’ 또한 ‘부민(富民)’이

라고 해도 무방하다. 민중은 전쟁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시기 진(秦)나라의 명장 백기(白起)가 병가의 대표자 하나로서 

그의 전쟁 중에 가장 저명한 이념은 바로 적군의 도시를 공략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인원을 살상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즉 적이든 자기편

이든 병가의 손자, 백기에게 전쟁 중의 인적 전력의 보존 및 강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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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손자의 ‘보민(保民)’사상의 핵심 

논지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손자병법』·「황제벌적제(黃帝伐赤帝)」에서는 손자가 

“휴민(休民), 예곡(藝谷), 사죄(赦罪)”47)의 주장도 제기하였다. ‘휴민(休
民)’이란 인민이 충분한 휴양을 할 수 있게 하며, 즉 절제 및 노동의 

중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예곡(藝谷)’이란 인민이 생산을 하게 격

려하는 것이다. 곡물을 더욱 열심히 심어야 병사가 충분한 양식보장을 

받을 수 있고, 후방의 질서가 확고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

죄(赦罪)’는 바로 전쟁 중에 형벌을 감면함으로써 병사들이 싸우는 용

기를 자극한다. 이것도 최대한 정도로 민중의 인적 전력, 자원을 보호하

는 한 가지 실용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안국(安國)’라는 개념을 돌아보자. 앞의 제시한 텍스트

에 따라 손자가 ‘안국(安國)’ 및 ‘전군(全軍)’ 2 가지 요소를 병렬한 

관계로 간주되고, 손자가 이에 대대 자세히 지적한 조항이 없고, 단지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 경고만 남아있다. 즉 손자가 군주, 장령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수시로 경계심 및 이성적인 사

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책결정 및 전략선택은 

병사, 민중의 사상(死傷), 심지어 국가의 멸망이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불가역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리주(利主)’을 자세히 볼 것이다. 손자에 따르면 지도

자에 대해 “유민시보(唯民是保), 이리어주(而利於主)” 라는 요구를 제

기하였다. 즉 민중을 보호하는 것과 군주에 유리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도방침을 제기하였다. 이 구절을 따져보면 이 ‘이(而)’자를 

중국 고대한자의 사용법에 따라 병렬한 관계(‘그리고’), 혹은 차례로 

전진하는 관계(‘또한’), 또한 접속하는 관계(‘더 나아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손자가 적어도 ‘리주’, 즉 군주에게 유리할 수 있

는 일을 하는 것과 민중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것은 병렬한 위치, 또한 

인과관계, 혹은 차례로 나아가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47) 王心裁, 『兵學聖典：孫子兵法』(운남: 雲南新華印刷廠, 1999),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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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민’을 이루어야 ‘리주’를 이룰 수 있고, 따라서 ‘리주’보다 

‘보민’은 우선적인 위치에 처해 있고,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조건

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역으로 보면 민중 자체는 

목적이 아닐 수도 있고, 수단 혹은 과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군주'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른바 ‘안국, 보민, 리주’이라는 가치관, 안보관 및 정

치적 주장은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문화의 기초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

다. 존스턴의 이론의 따르면 ‘전략문화’라는 개념범주를 통해서 한 국

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행동을 상

대적 힘이나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변수에 기초해 설명하며, 정체성 등

의 사회적, 관념적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왈츠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사고방식, 정체성, 문화 등의 관념은 

국가 생존이라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차적인 사

항이며, 국가행동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국가행동의 결과로 나

타나는 종속변수이다. 또한 국가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

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동

한다. 존스턴은 왈츠와 달리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국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는 주로 중국 명

나라가 북방민족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했던 군사력 사용방식을 살펴봄으

로써, 제국 유지와 관련된 기존의 현실주의적 접근과 전략문화 접근을 

비교 분석했다.48) 

     존스턴에 따르면 전략문화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특정 국가가 지닌 일정한 사고방식”이다.49) 전략문화를 정

책 결정 과정으로 파악하고 최종 결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략

문화를 외부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로 보는 것이다. 그에 의해서 중국의 전

통적인 군가지휘관은 무경칠서의 내용을 암송했으며, 이를 무과와 이후 

군사지휘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고, 군사력 사용과 관련

48)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서울: 한울, 2011), 266쪽.
49) 위와 같은 책,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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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정 또한 무경칠서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즉 중국의 전략문화는 무

경칠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 중국 군사지휘관 및 정책결

정자들은 무경칠서의 사회화 효과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경칠서에 따라

서 행동했다.  

     이 무경칠서50) 중에 『손자병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고 가장 

중요한 위치 및 이론적 토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존스턴 본인의 관점

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문화는 군사 문제에 대해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을 

선호했고, 국가생존의 필수조건으로서 충분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따라

서 중국의 전략문화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적 성향(hard realpolitik view)을 

띠며, 안보제일주의(parabellum paradigm)라고 할 수 있다.51) 무경칠서, 

특히 손자병법에서 도출된 중국의 전략문화는 정당한 전쟁과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구분하며, 정당한 전쟁에서는 군사력 사용이 제한이 존재하

지 않지만,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서 군사력 사용의 제한이 있다. 즉 중

국의 전략문화는 군사력 사용과 전쟁을 명분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정당

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즉 군사력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침범하거나 국민을 가

혹하게 통치하는, 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응징할 수 있으며, 응징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에 군사력 사용의 한계

란 존재하지 않는다. 손자병법은 적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벌모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실제 전투 이전

의 준비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군사력 사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아니다. 군사력과 폭력은 인간 사회에서 항상 등장하며, 따라서 

군사력 구축과 사용에 대한 준비는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맥락에 대한 분석을 보면 손자의 ‘안국, 보민, 리주’ 이념

과 결합해서 손자의 사상은 안보제일주의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50) 무경칠서: 손무(孫武)가 쓴 『손자(孫子)』(1권), 전국시대 오기(吳起)의 『오자(吳
子)』 (1권), 제(齊)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1권), 주나라 울요(尉
繚)의 『울요자(尉繚子)』(5권), 당(唐)나라 이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3

권),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3권), 주나라 여망(呂望)의 『육도(六
韜)』(6권).

51)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서울: 한울, 2011),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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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손자의 ‘안국보민(安國保民)’ 사상의 맥락으로 여기서 

‘안보관’이라는 대목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하다. 손자가 현실주의적인 

군사이론가로서 국가안보에 대해 지극히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1. 전쟁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사이며, 반드시 정밀한 

전략적 평가, 신중한 묘산을 하고 나서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

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넓은 토지를 도모하는 것과 타인의 재

보(財寶)를 강탈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국가를 

보호하고 천하의 반란을 끝내버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국가의 안보일 것

이다. 그리고 손자가 당시에 “군사로 영웅을 평가하다”같은 큰 환경에 

벗어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국의 경제를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국가가 우선 강대한 경제실력을 뒷받침으로 국가의 정

치, 외교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가 올바른 전략 및 정책을 제정함

으로써 국가의 대외행위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손자에 따르면 

군사수단이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국가가 전쟁을 

발동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전면적인 

평가를 해야 하고, 가능하면 군사수단 대신 다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다. 52) 

     따라서 손자의 전쟁관이 도대체 무엇이냐? 손자의 백성에 대한 고

려와 클라우제비츠의 국민에 대한 인식은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비록 손자는 백성의 존재와 역할을 인

정하고 민심을 중시했지만 백성을 전쟁의 주체가 아닌 객체 혹은 방관자

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가 백성을 배려한 것은 어디까지나 군주의 전쟁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떻게든 이들을 군주의 전쟁에 끌어들이

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즉 손자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도록 

구슬려야 하는 대상인 반면, 클라우제비츠의 국민은 그 참여가 이미 전

제되어 있는 것이다. 박창희의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

의 군사사상』 중에 있는 관점에 따르면 손자병법은 클라우제비츠의 전

쟁론과 달리 군사적 수준에서의 용병술 외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심

52) 李茜, 孫子兵法安全戰略思想及其當代價值, 鄭州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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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전쟁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제비츠와는 다르게 전쟁에 대한 심오한 정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박창희에 의해서 전쟁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동양의 유교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서구의 현실주의적 관점

이다.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의 사용 및 전쟁은 정상적인 것이 아

니고  비정상적이며 일상적이 아닌 예외적인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손자가 오왕 합려(闔閭)

를 도와서 주변국에 대한 원정작전을 수행한 그를 평화주의자 또는 전쟁

혐오론자라고 볼 수 없다. 그의 전쟁은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나 팽창주

의와는 거리가 있으며,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다. 또한 그는 전쟁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며, 심지어는 비전론

(非戰論)적 입장까지도 보임으로써 무력 수단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

는 유교의 입장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손자의 전쟁관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견지해온 유교주의에 입각한 전쟁관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손자는 전쟁을 ‘유용한 정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악’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3) 따라서 이렇게 보면 손자의 

전쟁관은 유교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도(道)’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인 전쟁관과 안보제일주의 같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동시에 갖추는 특

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자의 안보관 및 전략문화를 제시하는 안국, 보민, 

리주 사상에 따라 3 가지 분석수준 간에 <그림2-2>와 같이 존재하는 삼

각형 관계를 밝힐 수 있다:

53)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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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군주, 군대, 민중의 상호작용 관계

     손자의 정치적 주장에 따르면 국가, 즉 여기서 군주 자체만 동일화 

볼 수 있으며, 민중, 군대 간의 한 가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존재

하다. 즉 군주/국가와 군대가 민중의 안전을 지키고, 민중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며(안민); 군대가 국가를 안정시키고 군주에게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 주며(보국, 리주), 군주가 군대를 강화하고 건전하게 보장

하고 민중을 부유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다(전군, 부민).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손자가 클라우제비츠와 달리 민

중을 ‘국민’이라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지 않고, 전쟁 중에 같이 참

가해야 하는 구성요소로도 보지 않고, 단순히 피보호자 혹은 원칙적으로 

보호만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단지 앞에서 제시한 ‘도(道)’

의 궁극적인 원칙에 따라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군주, 국가의 의지와 통

일화시키고 생사를 함께 하면 되고, 즉 다른 차원에서, 전쟁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군주의 책임은 정

책으로 민중을 부유하게 만들고, 안정한 질서를 유지하면 되고, 군대의 

책임은 보다 더 무겁고, 즉 국가, 군주, 민중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주에게 정치적. 경제적 이득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서 군주가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민중은 피동적이고 

작용을 받는 대상이며, 군대가 의무적이고 도구적인 성질이 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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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얘기하면 병가사상을 대표하는 손자의 이러한 주장으로 보면 군

대 및 군사의 역할을 공전의 높은 지위로 제고하였고, 동시에 막대한 의

무 및 책임도 동시에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손자의 정치윤리사상 

     ‘도(道)’를 중심으로 구성된 손자의 정치사상의 다른 한 측면은 

바로 그의 정치적 윤리관(倫理觀)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이념 중에 

‘인(仁)’ 등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이념에 대해 손자가 어떻게 파악하

는지에 살펴봐야, 그의 정치주장의 도덕적인 제약(制約) 및 행동적인 제

한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전쟁이라는 특별한 환경, 혹은 

윤리관을 고찰하는 가장 가혹한 조건 하에 손자의 정치이념의 척도를 파

악할 수 있다. 집단의 가치 및 집단성을 중요시하는 『손자병법』은 중

국 병학(兵學) 역사 심지어 세계 군사학술사에는 생존권리의 실현 및 보

호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군사인도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손자의 사상체계 중에 정치가 매우 중요한 

전략요소의 관건이며, 국가, 민족의 이익을 ‘정치적인 취향’으로 삼는 

것은 손자가 전쟁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자기를 규범화시키는 기준 및 

기본적인 출발점이다.54) 이 부분에서 손자가 ‘인(仁)’에 대한 인식 및 

병사에 대한 인도주의주장 2 부분으로 나눠서 그의 정치윤리사상을 해석

해볼 것이다.

     수많은 학자가 손자를 ‘리(利)’ 중심으로 구성되는 순수한 공리

주의자로 귀납하였으나 그들이 손자가 도덕적 가치, 혹은 유가 학파가 

중요시하는 정치의 최고선——‘인(仁)’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손자가 

‘인(仁)’ 자체에 대한 논술이 따로 없긴 하지만 손자병법에 잠깐 나오

는 맥락으로 곁눈질할 수 있다. 그는 ‘오사(五事)’ 중 장수에 대한 요

구에 따라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 5가지 요소를 제기하

54) 姚振文, “論孫子兵法的思想取向與借鑒價值”,  濱州學院-孫子研究院, 201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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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손자가 오사(五事) 중에 ‘인(仁)’을 셋 번째로 놓은 것을 보면 

바로 손자가 ‘인(仁)’에 대한 중요시함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우

선 오사 중에 장수에 대한 다섯 가지 요구를 보면, 인(仁) 앞에서 지(智), 

신(信)이 있고, 뒤에서 용(勇)과 엄(嚴)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모두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도 아니고 순수한 능력, 심지어 소질에 대한 

논의도 아닌 것 같다. 즉 순차적으로 나열되고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구성요소로 보는 경향이 보인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모두 

장령 혹은 지도자가 방대한 군대를 지휘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섯 가지 요소라는 것은 손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논리로 볼 수 있다. 

     우선 인(仁)보다 더 앞의 순위에 차지하는 2 가지 요소- 지(智), 신

(信)을 보자. 지(智)란 바로 지혜, 총명함 또한 견식 55)즉 용병에 대한 전

문적인 능력 및 천부적인 소양, 그리고 후천적으로 쌓여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파악을 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智)는 군사력을 잘 활

용해서 전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제대로 파악하고 결

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및 통솔력 등을 뜻할 것이다. 또한 손자병법 

전편의 논지를 보니까 ‘권변’, ‘궤도’에 대한 통달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신(信)’이다. 어원의 해석에 따르면 신(信)이란 성실, 

사기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믿을 만한 소질의 뜻이고, 군대의 상황과 

결합하면 부하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성, 공신력, 위엄, 또한 법률 및 기

율에 대한 공정하게 관철하는 태도다. 이러한 신(信)의 전제는 바로 ‘지

(智)’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장령의 품행에 대한 문제 외에, 

부하들이 장령에 대한 신(信)의 근원은 아마 바로 장령의 군사지휘능력, 

작전능력, 전쟁에 대해 잘 아는 전문성 등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령의 전문성, 강한 능력이 강한 공신력을 가져올 수 있고, 부하들에게

서 믿음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장령이 강한 도덕적인 자율, 높은 수

준의 품행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갖춰야 

55) https://baike.baidu.com/item/%E6%99%BA/2003331?fr=aladdin (검색일: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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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더 나아가 셋 번째 요소 ‘인(仁)’을 제기할 수 있다. 부하들이 지

도자를 믿기만 하면 단지 군대가 회의, 동요 없이 제대로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지, 즉 집행력만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仁)의 역할을 

발휘하면 병사들이 더욱 말을 잘 듣고, 명령에 대해 더 높은 효율로 시

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인(仁), 즉 인애(仁愛)의 역량으로 부하들을 대처

하면 그들이 자신의 대가 및 위험을 당분간 잊게 되고 지도자 혹은 집단

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장기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앞의 3 가지 요소만 있으면 군대가 전투력에 대한 보장

이 없으며, 그리하여 ‘용(勇)’도 필요하다. 용(勇)의 어원에 따르면 끊

임없는 힘이 나온 정신적인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논어: 헌문(宪
问)』에 의해서 “인자필유용(仁者必有勇)”56), 즉 인자(仁者)가 반드시 

용기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仁)이라는 요소가 용(勇)을 파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손자가 이러한 나열하는 배열관계가 유가, 특히 

공자의 사상맥락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로 ‘엄(嚴)’이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또한 기

동의 역할을 발휘하는 요소다. 손자가 인(仁), 신(信) 등 적극적인 측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측면인 부하가 장령

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외심의 

근원은 장령이 사적인 판단 및 가혹한 수단이 아니라 법도에 대한 절대

로 틈이 없이 제대로 시행하는 엄격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엄(嚴)의 다

른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엄밀한 사려, 즉 빈틈없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뜻할 수 있다. 이것도 전략적인 측면에 지(智)와 같이 

중요한 전문적인 능력과 소질로 볼 수 있다.  

     다시 ‘인(仁)’을 주목해서 손자의 윤리관을 살펴보자. 군사윤리학

의 시각으로 보면 ‘인(仁)’은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공리적인 

개념이다. 공자가 보는 ‘인(仁)’은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애인(愛人)이

며, 양병을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보면, 이른바 애인

56) https://ctext.org/analects/xian-wen/zhs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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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人) 혹은 ‘인(仁)’이란 공리주의 원칙으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

다. 한마디로 하면 ‘안국보민(安國保民)’이라는 전체적인 가치를 이루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의식 및 행위가 다 ‘인(仁)’의 행동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불인(不仁)’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즉 인(仁)이나 불인(不仁)에 대한 정의는 국가안보요구에 대한 

유리한 행동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인(仁)’이란 3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인애(仁愛), 즉 군사공리원칙에서 출발하여 인(仁)을 가지고 ‘아(我)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수단으로 삼고 아군(我
軍)의 공리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얘를 들면 ‘애졸(愛卒)’, ‘선

졸(善卒)’, ‘양졸(養卒)’, ‘안국(安國)’, ‘보민(保民)’, ‘리주(利
主)’ 등은 모두 인애(仁愛)의 표현이다. 따라서 자기편의 사람들을 배려

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인애에 해당된다. 2, ‘의한(義恨)’이다. 즉 인

(仁)을 갖고 있으면서 적을 원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에 대해 더욱 

원망할수록, 더 맹렬하게 타격할수록 인(仁)의 요구에 더욱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愛) 및 한(恨)은 상호 보완적이며, 인덕(仁德)을 구

성하는 2 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한 것이다. 3. ‘대인(大仁)’

의 인(仁)이다. 큰 인(仁)과 작은 인(仁) 간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모순 및 

갈등이 전쟁 중에 가장 흔히 나타난다. 이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인 원칙은 바로 작은 인(仁)을 버리고 큰 인(仁)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

은 <용간(用間)>편에서 강조한 “애작록백금(愛爵祿百金)”(愛-인색함, 아

쉬워함. 즉 작위(爵位), 재물을 인색함을 뜻함)의 작은 이익에 대한 인

(仁)보다 ‘일일지승(壹日之勝)’(앞에서 얘기한 수 년 동안 서로 대치하

여 승부가 안 나고, 단지 일조의 승리를 위한 것)에 대한 큰 인(仁)을 추

구해야 하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즉 유교문화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부인지인(婦人之仁)’(여자의 인애)을 지양하는 뜻57)이며, 보다 국가 및 

집단의 전체적인 공리(公利)를 위해 사려하는 것이 추앙할 만한 큰 인

(仁)이라고 할 수 있다.

57) 王聯斌, “孫子軍事倫理思想研究”,中國社會科學, 201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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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중국학자가 손자식의 ‘인(仁)’에 대해 ‘인궤(仁诡)’라는 

어휘를 만들었다. 어떤 유학학자가 인의(仁義), 신의(信義)와 궤사(詭詐)의 

관계가 물과 불이 결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양립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즉 순자(荀子)에 따르면 “인자지병(仁人之兵), 불가사

야(不可詐也)”58)라는 논리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쟁을 토

론할 때 이해(利害)만 따지고 사기 및 변화만 중시하면 되고, 인(仁)을 

전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있다. 그러나 

손자는 ‘인(仁)’ 및 ‘궤(詭)’를 동시에 동요시하며, 양자를 변증적으

로 통일시키고 지도방침으로 삼았다. 

     손자에 따르면 ‘인(仁)’은 장수(將帥)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 조

건 중 하나로 가리키는 동시에 전쟁이 단지 인(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인식하였으며, 궤도(詭道)의 중요성 및 역할도 동시에 밝혔다. 전

쟁의 지휘자가 궤도(詭道)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의 특수한 규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른바 궤도(詭道)란 군사적인 사기(詐欺)이며, 즉 “능이

시지불능, 피실격허, 기정상생.(能而示之不能, 避實擊虛, 奇正相生)”59) 등 

전술을 말한다. 손자에 따르면 전쟁을 이기지 못한 것은 가장 큰 ‘불인

(不仁)’(불인지지(不仁之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 중에 궤도, 

즉 모략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손자의 인(仁)은 진부한 인애가 아니라 인(仁)과 궤(詭) 2 

가지 대립적인 측면이 서로 제약하고 보완하는 변증적인 통일인 전쟁법

칙일 것이다. 

     그럼 손자의 ‘인(仁)’은 유가의 ‘인(仁)’이 어떻게 다른가? 사

실상 양자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도 많고 가까운 데

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배경과 학술적 기원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4 가지 맥

락을 파악할 수 있다: 1. 손자와 공자가 시대배경으로 매우 가깝고,60) 따

58) https://ctext.org/xunzi/zhs?searchu=%E4%BB%81%E4%BA%BA%E4%B9%8B%E5%85%B5-  

『순자：의병』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59)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83쪽.
60) 공자-춘추시대, 공원 전 551-공원 전 479; 손자-춘추시대, 공원 전 545-공원 전 470.



- 54 -

라서 그들의 사상도 같은 취향이 보인다. 2. 손자와 공자의 신세와 경력

도 유사하다. 즉 똑같이 귀족에서 평민으로 변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손자가 ‘도(道)’, 즉 국가의 내부의 정치적 측면을 중요하

지만 그의 병서는 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반면에 공자도 군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저서가 포괄되는 영역은 매우 넓고 전쟁문제

에 대해 가끔 언급할 뿐이다. 4. 어느 정도 차이가 났지만, 양자가 군사

는 ‘국지대사(國之大事)’의 기본관념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공자가 정치학의 입장으로서 국가의 군사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은 

과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국가의 자보할 수 있

는 수준까지 유지하고, 대신 인민의 복지를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나친 확장은 오히려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자

의 국가전략 영역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민신지의(民信之
矣)”61)(민중의 믿음)일 것이다. 이것은 2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군사적 안전은 반드시 경제적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 

사상은 관중(管仲)의 사상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춘추시대의 사상

가의 어떠한 보편적인 컨센서스로 볼 수 있다. 2. 공자가 ‘신(信)’을 

‘정(政)’의 기초로 간주하고, 즉 ‘입신(立信)’을 하지 않으면 ‘입국

(立國)’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자의 명언인 “민무

신불립(民無信不立)”62)(국가가 민중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무너질 것)

는 손자가 손자병법 처음에서 제기한 오사(五事) 중에 있는 도(道)와 다

른 방식으로 표현된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손자가 판정한 “주숙유도

(主孰有道)”63)(군주가 현명한 정치능력 및 도덕을 다루는 지혜를 구비하

는 여부)의 기준은 사실상 민중과 정부 간의 의견 일치, 즉 컨센서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은 정부를 완전히 믿고, 의심하거나 두려

61)

https://ctext.org/lunheng/wen-kong/zhs?searchu=%E6%B0%91%E4%BF%A1%E4%B9%8B%

E7%9F%A3&searchmode=showall#result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62)

https://ctext.org/analects/zhs?searchu=%E6%B0%91%E7%84%A1%E4%BF%A1%E4%B8%8D

%E7%AB%8B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63)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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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을 국가전략의 기초로 삼는 것은 손자와 공

자 간에 존재하는 가장 일치한 정치윤리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맹자의 가장 중요한 관념은 2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필언리(何
必言利)”이며, 또 하나는 “인의이이(仁義而已)”64)이다. 이 두 가지 관

점에 대해 수많은 오해와 쟁점이 생겼으며, 특히 반(反)공리주의적인 경

향이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손자의 리(利)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상체계

와 반대된다고 보이지만 필자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한

다. 그 시대에 국가라는 것은 국왕의 사유적인 재산이며, 즉 ‘가천하(家
天下)’의 상태를 뜻하며, 따라서 맹자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익은 사

실상 민중의 공리(公利)가 아니라 국왕의 사리(私利)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민중의 공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맹자가 

대신 인의(仁義)라는 적극적인 관념을 제기하였다. 

     맹자가 유가의 정통으로서 인정(仁政)을 주장하며, 즉 민본정치를 

지지한 입장이었다. 그에 따르면 민(民)은 국가의 본질이며, 정치를 하려

면 민심(民心)을 쟁취해야 하고, 정책결정도 민의(民意)에 따라야 한다. 

인정(仁政)은 바로 왕도(王道)이며, 즉 한 가지 고상한 정치이상이면서도 

전략가의 국가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맹자가 자기의 저서에서 전략사

상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급한 유일한 부분은 손자의 사상

맥락과 지극히 일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권력의 요소를 3 가지

로 분류하였다: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다. 그 중에 천시보다 

지리(地利) 더 중요하고, 지리(地利)보다 인화(人和) 더 중요하다고 지적

하였다.65) 인화(人和)를 얻는 방법은 바로 ‘도(道)’의 유무에 달려 있

다.66) 

64) 

https://ctext.org/mengzi/liang-hui-wang-i/zhs?searchu=%E4%BB%81%E7%BE%A9%E8%80

%8C%E5%B7%B2&searchmode=showall#result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19)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地理的)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地理的)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和合)만 못한다.(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 ---『맹자·공손추하』

    ---https://ctext.org/mengzi/gong-sun-chou-ii/zhs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66) “천하를 얻는 것에 도가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는 것이요, 그 백성

을 얻는 것에도 도가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곧 백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

을 얻는 것에도 도가 있으니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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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얘기한 ‘도(道)’는 맹자가 강조하는 ‘도(道)’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할 것이다. 단지 손자가 강조하는 “령민어상동의(令民於上
同意)”라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으나, 맹자가 민의에 순종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손자도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를 강조

한다는 것을 보면 손자도 민심을 중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군주 및 

민중의 욕구가 일치화되어야 하는 기원이 맹자보다 더 진보적인 성질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맹가가 군사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

정(仁政)을 통해서 막대한 방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67) 즉 맹자가 인의(仁義)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침략 전쟁을 반대하지만 ‘인의(仁義)의 전쟁’을 따로 논

의하였다. 동시에 그는 인의의 정치를 시행하자면 전쟁이 필요하지 않겠

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손자의 “불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이른

바 ‘부전승’사상)” 같은 주장도 맹자와 같이 이상주의적인 논조로 볼 

수 있다. 

     만약 공자보다 맹자가 손자와 어느 정도 접근되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순자(荀子)는 손자와 똑같이 적극주의자(Postivist)로 볼 수 

있다. 순자(荀子)가 하느님, 귀신, 신을 믿지 않고 소극주의적인 무위(無
爲)도 지극히 반대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순자가 인간을 집단적인 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주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8)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자(荀子)와 

손자는 똑같이 현실주의자다. 순자(荀子)에 따르면 무력은 국제질서를 유

지하는 필수적인 도구로서 인정(仁政)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순자(荀子)가 무력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거니와 군사력을 사용하는 

지 않는 것이다.(得天下有道：得其民，斯得天下矣；得其民有道：得其心，斯得民矣；

得其心有道：所欲與之聚之，所惡勿施爾也).”——『맹자·리루상』

   ---https://ctext.org/mengzi/li-lou-i/zhs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67) “민중들이 나무막대를 들고 진나라, 초나라의 무기가 예리한 군대를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可使制梃以撻秦楚之利兵).”——『맹자·량혜왕상』

   ---https://ctext.org/mengzi/liang-hui-wang-i/zhs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68)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집단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군주의 존재가 집단에 유리한 

것이다. (人之生不能無群......君者善群也).”——『순자·부국』

   ---https://ctext.org/xunzi/fu-guo/zhs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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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몰두하였다. 그는 제기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선용

병자필선부기민(善用兵者必先附其民)”69)， 즉 손자가 얘기한 “령민어

상동의(令民於上同意)” 같은 의미였다. 

     손자가 인애(仁愛)이라는 출발점에서 비롯하여 ‘애졸(愛卒)’, 

‘선졸(善卒)’등 일련의 병사, 부하를 대처할 때 지켜야 할 도덕적 규칙

을 제기하였다. <지형(地形)>편에서 그는 장수가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으

로 병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가 병사들은 어린아이 돌보듯 하면 병사들은 장수와 더불어 

깊은 계곡과 같이 위험한 지역에까지 진격할 수 있다. 장수가 병사

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듯 하면 병사들은 장수와 더불어 죽음을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사들을 대할 때 너무 관대하면 부릴 수 

없게 되고, 너무 자애롭기만 하면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위계질서가 문란해져 통제할 수 없으면, 병사들은 마치 교만방자한 

자식과 같이 되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70)

       (視卒如嬰兒, 故可與之赴深黯; 視卒如愛子, 故可與之俱死. 厚而不能
使, 愛而不能令, 亂而不能治, 譬若驕子, 不可用也.)

     이에 따르면 병사에 대해 자기아기처럼 대해야 하나, 익애하면 교

만한 병사를 키우게 되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전쟁 중에 자기 

쪽의 사상자가 많고 손해가 크게 되면, 즉 병사를 잘 보존하지 않는다면 

불인(不仁)의 또 하나일 것이라고 한다. 이 문단은 주로 병사에 대해 사

랑 및 익애 2 방면으로 출발하여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졸 등 부

하에 대해 자기의 아이처럼 대하면 부하들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할 것

이다. 즉 아버지가 위난에 처해 있으면 아기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조조(曹操)의 해석에 따르

69) “군사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민중의 지지 및 지원을 의지한다.(故兵要
在乎善附民而已).”——『순자·의병』 

   ---https://ctext.org/xunzi/yi-bing/zhs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70)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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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은혜만 주거나 징벌만 주면 안 되고, 교만한 아이로 키우면 오히려 

거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좋은 군사력으로 사용할 수 없

겠다. 군사인도주의로 병사를 이끌자면 “후이능사(厚而能使), 애이능령

(愛而能令), 란이능치(亂而能治)”의 원칙에 부합되는 병사를 훈련해야 

한다. 즉 우대하면 되지만 군사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랑하면 되지만 명령을 듣게 보장하고, 평소에 산만한 상태에 있어도 

수시로 다스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하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손자가 자기편의 병사뿐만 아니라 포로에 대해서도 평등적으

로 착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쟁 포로에 대해서도 우대

하는 의식은 원시사회에서 아주 진보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어떤 학자가 손자병법이 고대 군사의 ‘인본주의(仁本主義)’를 체

현하였다고 본다. ‘인본(仁本)’이란 인(仁)을 본위(本位)로 삼는 것이다, 

유가의 이념에 따르면 민본주의와 상통하고 민중 자체가 목적이자 근본

이며, 국가든 전쟁이든 모두 민중보다 차선적인 지위에 처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손자병법의 ‘안국, 보민, 리주’라는 논리에 따르면 군주

와 국가는 통일된 하나이며,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그의 입장

이 유가와 달리 군주 혹은 국가 본위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은 

이러한 비판이 일정한 도리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손자가 인간을 보호해

야 하는 대상을 보면서 사용되는 도구로도 볼 수 있다. 단지 사람의 위

치, 직업의 다름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식, 부여되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민중은 생산의 도구이자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고, 병사를 배려해주어야 하는 자식이자 통제할 수 있는 도구이

고, 군주와 장령은 절대적인 이성 및 완벽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은 바로 이러한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손자의 군사윤리사상에 대한 정리에 따라 장령-병사 2 가지 

분석수준 간의 또 한 가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제시한 엄

격한 질서화의 통제관계 외에 감정적 측면에서 한 가지 정도가 적당한 

친밀한 관계를 제기하며, 즉 병사/부하에 대한 사랑 및 훈육을 동시에 



- 59 -

관철하는 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손자의 중요한 주장이다. 필자 

본인의 이해에 따르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사, 또한 군대 전체를 제

대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개념 ‘도(道)’를 통해서 형이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질서적인 차원까지, 손자의 전쟁관의 일부분을 도출할 수 있

다. 즉 손자의 정치/윤리사상을 보면 투쟁이 치열한 국제적인 질서 하에 

손자가 국가본위주의적인 국가관, 민본주의와 인본주의(人本主義)의 공리

주의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천리(天理)와 도법(道法) 또한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쟁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손자의 

전쟁관의 첫 번째 측면을 보면 그는 전쟁과 정치를 연결시키고, ‘도’

로 구성된 국내 정치의 수준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고, 안보관 차원에 안보제일주의라는 중국의 전통 전략

문화 특징이 보인다.

     그럼 넘어서 이러한 전쟁관부터 출발하여 손자가 안보관, 부국강병 

등 정치적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보는 국제정치관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 손자가 국가차원에서 국제

정치학문적인 규범론적인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즉 도(道)라는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하였고, 당시 다른 국가의 유가, 도가와 같이 공동적인 정치

적 컨센서스를 인정하고, 유교주의 전통과 안보제일주의, 또한 민족국가

의 국가행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본위주의 같은 현실주

의적인 국제정치관을 동시에 갖춘 특징이 보인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보편주의적인 도덕 가치보다 자연법적인 정당성 및 정치적 컨

센서스, 그리고 민중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인 

위치에 놓아두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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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리(利)’: 손자의 이성주의, 군사공리주의 및 

경제적 사고

1. 장(將)의 ‘오위(五危)’ 및 ‘오리(五利)’: 지도자에 

대해 이성주의적인 경고

     앞의 부분에서 ‘도(道)’를 중심으로 구성된 손자의 정치, 윤리사

상을 밝히면서 그가 국제정치 환경에서 자국을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보존하는 기본적인 원칙, 또는 내부적인 정치질서에 대한 정체성

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점점 국제정치의 외부환경과 국제정치측면으로 

진출되고 손자는 국가가 국제정치의 차원에서 어떠한 행동준칙을 지켜

야 되고, 전쟁이라는 잔혹한 환경에서 국가 행동을 지도하는 핵심적인 

원칙——‘리(利)’를 중심으로 구성된 군사공리주의 및 이성주의적인 사

고를 밝힐 것이다. 이로써 그의 보다 핵심적인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그

의 명확한 국제정치관의 성질을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손자가 장령, 즉 전략적인 지도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볼 것이

다. 손자에 따르면 국가의 장령 또한 정책결정자가 국가의 보좌이며, 지

휘관의 능력이 뛰어나고 보좌하기가 주도면밀하면 국가가 강할 것이고, 

보좌하는 데가 틈이 있으면 국가가 반드시 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의 흥망성쇠가 지휘관의 능력 및 주도면밀한 정도, 즉 개인적인 소

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손자가 아래와 같이 얘기하였다:  

“장수란 나라를 보좌하는 자이다. 보좌하는 것이 주도면밀하면 나라

는 반드시 강성해지지만, 보좌함에 틈이 벌어지면 나라는 반드시 쇠

약해진다.”71)      

71)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서울: 글항아

리, 2013),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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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將者, 國之輔也, 輔周則國必強, 輔隙則國必弱.) 

     손자가 <구변(九變)>편에서 ‘전도(戰道)’72)라는 원칙을 제기하였

다. 손자가 장(將), 즉 전략가 및 지휘자에 대해 매우 추앙하는 경향이 

보이며, 전략가의 결정은 완전히 전략에 의하여 결정하고, 명예를 구하

는 욕심을 포기하고 죄에 대한 우환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모든 고려는 

단지 국가이익이 기초로 삼을 뿐이라고 요구했다. 그리하여 그는 <구변

(九變)>편에서 장령에 대해 기대하는 ‘오사(五事)’ 혹은 ‘오덕(五德)’

과 대립적인 개념인 ‘오위(五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자고로 장수에게 위험한 다섯 가지 자질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

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장수는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반드시 살

고자 하는 장수는 적에게 사로잡힐 수 있으며, 분을 이기지 못해 성

을 잘 내고 급하게 행동하는 장수는 적의 계략에 속아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지나치게 성품이 청렴하고 깨끗한 장수는 고지식하여 패전

의 수치를 당할 수 있으며,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장수는 많

은 희생을 우려하여 번민에 빠지게 된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

가 범할 수 있는 잘못으로 용병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 군대가 

와해되고 장수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다섯 가지 위험한 장수

의 자질로 인한 것이니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73)

      (故將有五危: 必死可殺, 必生可虜, 忿速可侮, 廉潔可辱, 愛民可煩; 凡
此五危, 將之過也, 用兵之災也. 覆軍殺將, 必以五危, 不可不察也.)  

     손자에 따르면 장수에 대해 중요한 소질은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 5 가지로 들 수 있으며, 각자 적당히 

보류하면 좋은 장수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지나친 ‘지(智)’가 ‘적

72)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서울: 글항아

리, 2013), 253쪽.

  “전쟁의 이치상 이길 수 없으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옳

은 것이다. (戰道不勝，主曰必戰，無戰可也).”
73)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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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賊)’으로 될 수 있고(교활), 지나친 ‘인(仁)’이 ‘나(懦)’로 될 수 있

고(나약), 지나친 ‘신(信)’이 ‘우(愚)’가 될 수 있고(우둔함), ‘용

(勇)’이 지나치게 되면 ‘폭(暴)’이 될 수 있고(흉악하고 조급함), 지나

친 ‘엄(嚴)’이 ‘잔(殘)’이 될 수 있다(흉폭하고 부하를 상해할 수 있

음).74) 따라서 이른바 ‘오위(五危)’는 바로 일반적으로 장령, 혹은 지도

자, 정책결정자들이 가질 수 있는 흔한 성격 편향 및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위(五危)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필사가살(必死可殺)’(용(勇)

의 편차)， ‘필생가로(必生可虜)’(지(智)의 편차)， ‘분속가모(忿速可
侮)’(신(信)의 편차)， ‘렴결가욕(廉潔可辱)’(엄(嚴)의 편차)， ‘애민가

번(愛民可煩)’(인(仁)의 편차)을 얘기한 것이다. 즉 오위와 오덕(五德) 간

에 서로 대립적이기도 하고 변증적으로 양립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필사가살(必死可殺)’의 문제는 ‘폭(暴)’, 즉 수시로 지나친 용

기 및 호전주의정신을 갖고 있는 상태다. 용기 자체가 미덕이지만 용기

가 지나치게 강렬하면, 심지어 호전주의를 숭상하고 필사적인 결심을 항

상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군경이나 상대방의 계략에 쉽게 빠져서 멸망할 

가능성이 크다. 조조(曹操)에 따르면 이러한 용감하지만 신중한 사려가 

없고 일반적으로 필사(必死)의 결심을 가지고 싸움만 하는 자에게 모략

을 쓰면 반드시 빠질 것이다.75) 한편 클라우제비츠가 군사적 천재를 토

론할 때, 전쟁은 위험한 영역이라고 해서 용감(勇敢)이라는 특질은 군인

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지적했으나76) 여기서 손자가 이와 정반대

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손자에 따르면 용(勇)은 필요

하나 넷 번째 순위로 간주되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智)일 것

이다. 

     ‘필생가로(必生可虜)’의 문제는 ‘적(賊)’, 즉 자기의 생명에 대

해 지나친 아까운 태도, 여기서 지나친 신중함도 뜻한다. 신중함으로 인

해 안보에 대해 지나치게 중시할 수 있으므로 모험하는 정신이 결핍될 

74) 趙國華, 『孫子兵法辭典』(무한: 武漢人民出版社, 1994), 358쪽.
7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73쪽.
76)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1976),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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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국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는 결단력과 좋은 기회를 결국 놓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러한 자가 의심이 지나치게 많고, 투지가 매우 떨

어진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자가 적에게서 포로로 하는 가능

성이 크다. 

     ‘분속가모(忿速可侮)’의 문제는 ‘우(愚)’, 즉 신의에 대해 지나

친 중시하는 태도를 뜻한다. 신의(信義) 자체가 미덕이지만, 계획, 규율, 

약속에 대해 지나치게 준수하도록 요구하면 조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수할 가능성과 적에게 자극을 당한 가능성이 큰다. 이것은 손자가 칭

찬하는 '권변'의 개념과 정반대적인 존재다.

     ‘렴결가욕(廉潔可辱)’의 문제는 ‘잔(殘)’, 즉 명예에 대해 지나

치게 중시하는 성격이다. 엄격함은 자체가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함

을 중시하자면, 또한 품행과 청렴한 전통을 지나치게 중시하자면 상대방

이 자기의 영예(榮譽)를 일부로 모욕하거나 파괴시킴으로써 자기의 심리

를 자극하는 모략을 쓸 수 있다. 이로써 지휘자의 심리적인 조화를 파괴

함으로써 자기편의 전략적 계획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 

     ‘애민가번(愛民可煩)’의 문제는 ‘나(懦)’, 즉 지나친 인애(仁愛)

에 대한 문제다. 인(仁) 자체가 미덕이지만, 인민에 대해 지나치게 아끼

고 착하게 대처하거나 중시하자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괴롭힘으로

써 자기편의 전략적인 계획을 저해시킬 것이다. 이러한 자가 민중의 안

전 심지어 일반적인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험한 가

능성이 생기면 수배의 대가를 치르기가 가능하다. 즉 막대한 약점을 상

대방에 수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폭발하면 반드시 열세에 처해 

있을 것이다.

     손자가 국가의 지도자 및 정책결정자들에 대해 5 가지 경고를 함으

로써 정책결정자들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갖고 있는 책임자로서 도덕,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겠지만,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시켜야 하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적당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필요할 때 정치적인 이익 및 전략적인 이익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손자가 지도자에 대해 이러한 ‘오위’라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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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는 동시에 ‘오리(五利)’, 즉 다섯 가지 이득에 대한 전략적 

원칙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상황에 따라 길이라도 가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적군이라도 쳐서

는 안 될 적이 있으며, 적의 성이라도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

고, 적지라도 빼앗아서는 안 될 지역이 있으며, 심지어는 군주의 

명령이라도 따라서는 안 될 명령이 있다.”77)

(途有所不由, 軍有所不擊, 城有所不攻, 地有所不爭, 君命有所不受.)

 

     이른바 ‘오리(五利)’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요소 혹은 수치화된 

변수나 지표가 아니라, ‘오위’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경고사항이다. 즉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가서 안 될 길, 쳐서는 안 될 적군, 공격해서는 

안 될 도시, 빼앗아서는 안 될 지역, 따라서는 안 될 명령 이 다섯 가지 

주의사항이다.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利)’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어떠한 구체적이나 추상적인 물질을 뜻하지만 손자가 오

히려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섯 가지 경고를 제기하였다. 즉 손자가 이러

한 다섯 가지 하면 안 되는 요구사항은 지도자에 대해 중요한 이득으로 

본다. 

     그러면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 ‘오리(五利)’에 대해 아래와 같

이 다섯 가지 이득요소로 볼 수 있다: 

     1. ‘도(途)’의 문제: 가면 안 되고, 즉 저기로 진출하면 악한 상황

에 면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전문성, 적어도 지

리요소에 대해 잘 통달할 수 있는 소질을 갖추고 모든 악한 지연상황을 

알 수 있는 인식능력이 바로 장령에 대한 ‘리(利)’라고 할 수 있다. 

     2. ‘군(軍)’의 문제: 공격하면 안 되고, 즉 싸우면 바람직하지 않

은 군대의 유형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질을 뜻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군

대의 상황을 잘 통찰하고 자기편의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이득을 얻

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격하지 않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판

77)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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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력은 ‘리(利)’로 볼 수 있다. 즉 인적 전력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요소라는 것은 손

자의 판단이다. 

     3. ‘성(城)’의 문제: 공격하면 안 되고, 즉 공략하면 보다 실제적

인 이익을 얻기 곤란하거나 이익이 보다 적은 상황을 판단해서 도시공략

전을 발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의 소질은 ‘리

(利)’라고 한다. 이것은 앞의 2 가지 상황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로 도시

공략전 오직 군사적인 변수, 혹은 인적 전력의 문제, 지연상황 등 자연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대상은 한 도시, 심지어 한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또한 국제환경에 있는 정치적인 요소, 

또한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즉 하기 쉬워도 이 도시의 

중요성, 공략하는 대가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전략적인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력 

및 결단력, 또한 큰 안목이 국가와 전략에 대한 ‘리(利)’라고 할 수 있

다. 

     4. ‘지(地)’의 문제:  쟁탈하면 안 되고, 즉 아주 중요한 한 요충

지라고 상정하더라도 반드시 쟁탈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능력은 지

도자에 대한 ‘리(利)’라고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전략 중에 

요충지에 대한 쟁탈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고 일반적으로 회전의 승리

를 결정할 수 있는 관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쟁

탈하지 않거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공략/수비의 대가가 

지나치게 크거나 더욱 중요한 장기적인 전략적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손자에 따르면 전쟁 전국(全局)에 따라 장기적인 전략적 

이득, 인적 전력에 대한 보존 등 문제를 고려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 

또한 넓은 시각을 갖춘 것은 지도자 측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소질로 볼 

수 있다.

     5. ‘군령(君令)’의 문제: 듣고 따르면 안 되고, 즉 군주, 혹은 최

고 정책결정자의 명령을 반드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가 현실의 상

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손자가 제기하는 가장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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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즉 지휘자의 전문성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보장할 수 있는 

동시에 지휘자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리

(利)’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군사지휘가가 최고 정치지도자의 통제에 

이탈하라는 뜻이 아니라 군사지휘자가 반드시 모든 비합리적인 의견, 심

지어 위에서 온 명령을 듣거나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 판단, 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자가 ‘오리(五利)’를 통해서 지도

자, 특히 전시의 군사지휘자에 대해 강한 전문성, 풍부한 경험, 넓고 장

기적인 안목과 강한 ‘대국관(大局觀)(overall situation)’, 리더로서의 자

주성 및 자율성, 마지막으로 중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 특히 이성

적인 사고 및 처리방식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소질이다. 또한 여기서 '오

리(五利)' 중에 같이 지적하지만 숨겨 있는 또 하나의 리(利)는 바로 

‘절제(節制)’라고 생각한다. 즉 공격, 전투, 승리에 대한 욕망 또한 지

나치게 확장하는 의지에 대한 절제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해 또 하나 중

요한 ‘리(利)’라는 관점은 손자의 핵심적인 경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손자의 이성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경고는 

아래의 <표3-1>처럼 정리될 수 있다:

<표3-1> ‘오덕(五德)’, ‘오위(五危)’ 및 ‘오리(五利)’

오덕

(五德)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

오위

(五危)
적(賊) 우(愚) 나(懦) 폭(暴) 잔(殘)

　
필생가로

(必生可虜)

분속가모

(忿速可侮)

애민가번

(愛民可煩)

필사가살

(必死可殺)

렴결가욕

(廉潔可辱)

오리

(五利)

도(途)의

문제

군(軍)의

문제

성(城)의

문제

지(地)의 

문제

군령(君令)

의 문제

　 절제(節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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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손자가 지도자 및 정책결정자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경고를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인리제권(因利制權)’이다. 인리제권(因利制
權)란 권변(權變)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리(利)에 의거하여 권

변을 해야 하며, 이해득실(利害得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행동선택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략은 시간, 지리, 사람의 변수의 변화에 

따라 원활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조조(曹操)에 따르면 ‘권(權)’는 

‘제(制)’의 원인이며, 사(事)는 ‘권(權)’의 원인이다.78) 이러한 전략선

택과정은 서구의 정책결정론에 얘기한 전형적 이성적인 ‘정책결정과정

모델(classical rational choice process model)’에 기초하여, 즉 행동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폭력적/비폭력적인 

선택을 포함된 모든 선택에 대해 ‘기대보상(expected pay off)’이 가장 

높은 결정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선호순위가 때에 따라 변

할 것이고, 선험적인 것이 아니다.79) 또한 손자병법의 원문인 “세는 바

로 인리제권이다”80)에 따라 ‘인리제권(因利制權)’라는 것은 ‘세

(勢)’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원칙이다. 즉 궁극적인 목적

은 세(勢)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세(勢)는 

바로 이익과 관련된 유리한 태세, 즉 실제적인 ‘리(利)’를 창출하기 위

한 준비조건 혹은 후기적으로 형성된 장기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계속 만

들 수 있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가 강조하는 것은 상

황에 순응하는 것이며 즉 유리한 추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따르면 지도자가 알아야 하는 이성주의적인 사고 중에 

하 가지 중요한 명제는 바로 유리한 ‘세(勢)’와 ‘리(利)’ 간에 있는 

상호 창출하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는 관계이며, 총명한 지도자가 이러

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편 병가이라면 모든 사상가가 손자처럼 ‘리(利)’를 중심으로 

7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2쪽.
79)Alastair.I.Johnston,"暴力亦非暴力：對孫子兵法‘不戰而屈人之兵’思想的再思考", 

Harvard University, 13쪽.
80)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2쪽.

   “세자, 인리이제권야. (勢者. 因利而制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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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의적인 사고 및 경제적인 타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대한 병가의 오기(吳起)의 접근은 “일찍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백

성들의 교화에 힘을 기울여 모든 백성들의 일치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

각하였다. 전쟁을 하는데 주의해야 할 네 가지 가운데 1. 국내적으로 여

론이 일치되고, 2. 군대 내부의 조화함, 3. 전투배치의 완전함, 4. 임한 

병사들의 마음의 일치단결함 4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전쟁이 패배될 

것이다”81)라고 주장하고, 즉 맹자가 강조하는 인화(人和)를 우선적인 요

소를 보았다. 또한 오기는 손자와 달리 “국가와 군대를 통치하기 위하

여 먼저 백성들을 예(禮)로써 가르치고 의(義)로써 격려하여 염치를 알도

록 해야 한다. 염치가 있으면 크게는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있고, 작게

는 수비를 튼튼히 할 수 있다.”82)라는 유가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즉 손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타산보다 감정적인 요소

에 대한 활용을 더욱 치중하고 도덕적 가치를 보다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조를 보면 손자가 병가에서도 훨씬 더 현실주의에 가깝

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여론 등 인화의 요소보다 실제적인 이익에만 관

심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령 등 지도자에 대한 경고 및 요구를 보면 장령과 

국가(전체) 2 가지 분석수준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한 

가지 ‘이성적인 책임관계’에서 출발하고, 지도자가 군대 및 민중에 대

해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

할 때 민중에 대한 동정심, 자신 혹은 국가의 명예에 대한 소중함 등 감

정적인 요소 모두 양보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은 실제적인 이익에 따라 이

성적으로 판단하고, 경직적인 대처방식을 지양하고 임기응변한 원칙에 

따라 유연한 정책선택을 취하는 것은 손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

각한다. 

81) 『오자병법』, <도국(圖國)>, “昔之圖國家者,必先教百姓而親萬民.有四不和:不和於國,

不可以出軍;不和於軍,不可以出陳;不和於陳,不可以進戰;不和於戰,不可以決勝.”

                       ---https://ctext.org/wu-zi/tu-guo/zhs (검색일: 2018년 11월 08일)
82) 『오자병법』, <도국(圖國)>, “凡制國治軍,必教之以禮,勵之以義,使有恥也.夫人有恥,在

大足以戰,在小足以守矣.”---https://ctext.org/wu-zi/tu-guo/zhs(검색일: 2018년 11월 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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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에 대한 경제적 사고 및 군사공리주의

     앞에서 손자가 지도자차원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기본

적인 원칙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손자가 국가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

쟁에 대한 이성적, 특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전쟁을 바라보고 있

는지, 또한 ‘리(利)’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손자는 <작

전>편에서 전쟁의 지연에 따른 국가재정 탕진, 국민생활 피폐, 사회적 

혼란, 제3국의 침략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전

쟁의 불확실성보다는 전쟁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즉, 클라우제비츠 같은 군사이론가가 군사적 패배 가능

성을 고려한 반면, 손자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혼란 및 붕괴 가능성이라

는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83) 『손자병법』의 <작전(作戰)>

편 처음에서 전쟁에 대해 경제적인 소모와 관련된 묘사가 이렇게 되었

다. 

     “대체로 전쟁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데에는 전차 1000대, 수송차량 

1000대, 무장한 병사 10만 명을 동원하고, 천리 밖까지 군량을 실어 

보내야 하며, 안팎으로 드는 비용과 외교사절의 접대를 위한 비용, 

아교와 옻칠 등 무기와 장비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차량과 갑

옷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 매일 천금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러한 준비를 갖춘 후에야 비로소 10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84)

      (凡用兵之法, 馳車千駟, 革車千乘, 帶甲十萬; 千裏饋糧, 則內外之費賓
客之用, 膠漆之材, 車甲之奉, 日費千金, 然後十萬之師舉矣.) 

     손자에 따르면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의 규율로 군사력을 파출하면 

83)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30쪽.

84) 위와 같은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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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거나 무거운 전차(戰車) 수 천 대, 무장한 병사 10만 명을 파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 리 길도 마다않고 양식 및 사료를 운송하고 공급해

야 한다. 또한 이 전쟁 전방 및 후방의 지출, 각 제후국 간에 왕래하기 

위해 사절이 필요한 지출, 군용물자를 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무기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 매일 천 금을 쓸 것이다. 이러

한 보장이 있어야 10만 명 단위로 구성된 군대를 파출하여 작전할 수 있

겠다. 따라서 손자가 이러한 일반적이고 수치화된 묘사를 통해 한 전쟁

을 발동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인 소모를 제기하였고 이로써 전

쟁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보여주면서 지도자들이 전쟁에 대한 신중하

게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자가 ‘묘산(廟算)’에서 명확하게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재

(財)’, ‘대(貸)’, ‘비(費)’, ‘용(用)’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용어로 

전쟁에 대한 경제적인 소모를 묘사하였다. ‘칠계(七計)’ 중에 있는 

‘병중숙강(兵眾孰強)’라는 것은 바로 무기장비의 강약을 통해서 양쪽

이 경제실력의 대소를 평가하는 것이며, 즉 경제가 빈약한 국가는 당연

히 무기장비가 뛰어날 수 없다는 논리다. 손자가 춘추시대 각국 쟁패(爭
覇)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군무치중

칙망(軍無輜重則亡), 무위적칙망(無委積則亡), 무량식칙망(無糧食則亡)”85)

이며, 즉 군대가 군수품장비, 양식, 비축한 물자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

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할 도구가 공급이 제대로 되

지 못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재화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 패망(敗亡)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써 전쟁의 역량 대소는 경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또한 손자가 잠재적인 경제 역량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주로 ‘도

(度)’, ‘량(量)’, ‘수(數)’, ‘칭(稱)’, ‘승(勝)’ 등 계산 기준을 통

해서 쌍방의 잠재적인 역량의 대소를 분석함으로써 전쟁의 승부를 예측

하는 근거로 하고자 한다. 도(度)이란 토지, 면적을 뜻하며, 양(量)이란 

원래 물체 다소를 계량하는 용기를 뜻하고 여기서 물질자원(인력의 다

소, 자원의 허실)을 뜻하며, 수(數)란 수량, 여기서 병력의 다소를 뜻하며, 

8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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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稱)이란 원래 물질의 경중을 측량하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 비교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승(勝)이란 비교를 통해서 양쪽이 승부의 결과를 묘

사하는 정황을 뜻한다. 손자가 이러한 계산 논리에 따라 나름대로 한 가

지 승리의 경제학 판정을 창출했다. 즉 “지생도, 도생량, 량생수, 수생

칭, 칭생승(地生度, 度生量, 量生數, 數生稱, 稱生勝)”86)에 따라 국토의 

면적 및 질을 통해서 물질자원의 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 물질자원을 통

해서 수량이 병력의 다소 및 질을 예측할 수 있고, 병력 다소 및 질을 

통해서 실력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고, 실력차이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

를 예측할 수 있는 계측법이다. 이 계측법은 단지 경제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부 및 국력에 대한 평가시스템 중에 일환이며, 본론의 

4 번째 파트인 묘산(廟算)의 ‘승산평가시스템’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손자가 <작전>편에서 전쟁 준비에 대하여 세계 처음으로 전쟁과 경

제 간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즉 전쟁의 목적은 승리라고 하지

만 승리를 구하기 위해 헛되이 시일을 보내면서 오래 끄면 안 되고, 아

니면 병력과 사기가 큰 좌절을 당할 것이다.87) 가림(賈林)의 해석에 따르

면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88) 전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전승(全勝)’이며, 

군사력을 오래 쓰고 장기적인 소모 및 피로를 초래하면 결국 굴복된 악

한 상태를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손자가 “구폭사칙국용불족(久暴師則國用不
足)”89)라고 말하며, 이에 따르면 군대가 장기적으로 국외에서 폭로되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자가 아래와 같이 3 가지 결론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86)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華
書局, 1977)，11쪽.

87) 위와 같은 책，9쪽. “기용전야승, 구칙둔병좌예, 공성칙력굴. (其用戰也勝, 久則鈍兵
挫銳, 攻城則力屈).”

8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9쪽.
89) 위와 같은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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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투쟁에 빠르게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면, 전략적으로 많은 권

모를 사용을 안 해도 취할 수 있다. 단순히 교묘하게 승리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일을 오래 걸리는 사례가 역사상 없을 것이다. 2. 전

쟁이 오래 지속되어 빨리 처리하지 않아도 오히려 국가에 유리한 태

세로 발전되는 사례도 없었다. 3. 해로움을 가져오는 용병을 잘 알지 

못하면 곧 이로움을 가져오는 용병을 잘 알 수 없다.”

(1.兵聞拙速，未睹巧之久也. 2.夫兵久而國利者，未之有也. 3.不盡知用
兵之害者，則不能盡知用兵之利也.)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공격 및 획득에 대해 모략의 중요성을 무시

할 수 없지만, 그보다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즉 전

쟁을 빠르게 끝내는 속도에 따라 군대 및 국가를 둔하고 낙후되게 만들

고 재화를 지나치게 소모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군사력을 오래 사용되나 공적이 없으면 다른 

국가가 기회를 노려 침입하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셋 번째 문장에 

따르면 이해(利害)가 상호의존을 하는 상생(相生)의 존재로서 우선 피해

와 대가를 잘 알아야 이득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투쟁철학이다. 

피해를 제대로 인식해서 우환을 피하기 위해 준비하지 못한다면 적에게

서 이득도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손자에 따르면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

면 가장 좋겠지만 싸우면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거나 작은 손실이 있

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끝내야 하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

해 일부로 전쟁을 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 것이다. 그리하여 손자

의 의도는 전쟁이 더 빨리 끝날수록 국력의 소모가 더 적을 것이며 전후

의 평화발전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전쟁이 오래 지속

되면 승리를 얻더라도 국가의 발전 및 미래에 대해 불가역의 손실이 조

성될 것이다.  

     손자가 국가의 군사력 파견으로 인해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

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군대가 군대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은 바로 군수품을 멀리 수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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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군수품을 멀리 수송하면 곧 백성들이 가난해진다. 군

대가 주둔하는 인근 지역의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곧 백성

들의 재산이 바닥난다. 백성의 재산이 바닥나면 국가는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어 노역을 동원하는 데 급급해지며, 국력이 다하고 재물

이 고갈되어 나라 안의 민가들이 텅 비게 된다. 백성들의 재산은 10

분의 7이 사라진다. 조정에서 지출하는 재정은 부서진 전차를 수리

하고 병든 말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 창

과 방패, 우마차를 보충하는 데 비용 등으로 인해 10분의 6이 사라

진다.”90)

(國之貧於師者遠輸, 遠輸則百姓貧, 近於師者貴賣, 貴賣則百姓財竭, 

財竭則急於丘役, 力屈財殫, 中原內虛於家, 百姓之費, 十去其七, 公家
之費, 破車罷馬, 甲胄矢弩, 戟楯蔽櫓, 丘牛大車, 十去其六.) 

     따라서 손자가 국가의 군사력 파견으로 인해 빈곤을 초래하는 2가

지 원인을 제기하였다: 1. 군대를 국외로 파견하기 때문에 원거리의 물

자의 보급 수송으로 막대한 소모로 인해 백성에 부담이 된다. 2. 전장과 

가까운 지구에 물가가 폭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비의 지출이 따라

서 증가될 것이며 정부가 재정부담으로 증세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파생

될 결과가 4 가지가 있다: 1. 병력이 전장에서 크게 소모되고, 2. 국내경

제가 파산되거나 위축되고, 3. 백성의 재부가 과반이 소모되고, 4. 정부

의 물자가 크게 소진된다. 고대의 운송조건이 지극히 낙후된 상황에 양

식의 소모율도 매우 높다. 또한 전쟁 기간에 물가의 폭증도 한 국가의 

경제에 영향하는 중요한 문제다. 장문목(張文穆)의 『손자해고(孫子解
故)』에 따르면 물가의 폭증은 전쟁을 오래 해서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

다.91) 근대 전쟁사 중에 바로 이를 해석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2차 

세계대전에 제 3년이 되었을 때 독일 전선(前線)에 있는 병사들이 종이

로 만든 신발을 신어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양식의 공급은 구매권

으로 사는 배치제도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재정 곤란에 빠졌

90)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99쪽.
91)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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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독일이 붕괴되는 원인은 전쟁에 대한 불의(不義)같은 목적적인 

요소 외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자, 양식의 부족 그리고 국내 물가의 

폭증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시에 모든 물자가 전쟁에게 흡수되

고 게다가 적국의 경제적인 봉쇄로 통화팽창도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당

시 독일의 물가가 전쟁 전보다 10배로 폭증되고, 이탈리아는 6배, 프랑

스는 5.5배, 영국은 3배, 일본은 3배, 미국도 2.5배로 폭증되었다.92) 따라

서 손자가 제기하는 전쟁과 물가의 관계에 대한 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소박적인 경제원리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사에서 오래전부터 지

금까지 곳곳에 나타나고 실증할 수 있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전쟁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국력이 쇠퇴해

진다는 손자의 교훈은 폴 케네디의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2000』에서 

유사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폴 케네디에 따르면 국가자원의 너무 많은 

부분의 부의 생산에서 빼돌려져 군사 목적에 사용되면 장기적으로 국력

이 약화되고 강대국의 쇠퇴 또는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며, 모든 대국의 

승리 및 붕괴는 일반적으로 무장부대가 장기적으로 작전하는 결과와 연

결될 수 있다.93) 국가재정이 약화되어 이미 신장된 군사력을 뒷받침 않

지 못하게 되고, 군사적 팽창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여 재정의 악화를 야

기하는 것이다. 폴 케네디는 이러한 주장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명나라, 

오스만제국, 인도의 무굴제국, 그리고 소련의 사례를 들어 입증하였다. 

즉, 강대국은 새로운 기술적, 상업적 진보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부를 이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며,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바탕

으로 대외팽창을 추구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영토 확장과 값

비싼 전쟁게임 등 무리한 대외팽창을 멈추지 않을 경우 잠재적 이득보다 

군사적 비용이 지나치게 되어 결국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

다. 손자는 장기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한 것은 이처럼 군사적 과도신장

이 가져올 수 있는 국력의 쇠퇴를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한 차

92) 張文穆, 『孫子解故』(北京: 國防大學出版社, 1987), 21쪽.
93)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2000 (New York : Vintage Books, 198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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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장기간 원장으로 제후국이 바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춘추시대와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에 국력의 쇠퇴는 이웃 제후국의 원정을 자초(自
招)하여 언제든 멸망에 이를 수 있었다. 

     한편 폴 케네디의 책에서 논설하는 500년간의 역사 중에 한 가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유럽 혹은 세계패

권을 쟁탈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의 연맹 전쟁의 최종적인 결국은 양

쪽이 운용하는 생산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이것은 손자가 제기

하는 경제적 사고에 대한 원리와 일치하고, 바로 춘추전국 시대에 세계 

최초의 전쟁사례에서 실증할 수 있다. 전국시대 규모가 가장 큰 전쟁, 

진(秦)나라와 조(趙)나라의 결전인 장평대전(長平大戰)은 바로 가장 전형

적인 사례였다. 중국의 전국 시대의 판도를 변하게 만든 대표적인 전투

의 하나,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과 패전국인 조(趙)나라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전투인 장평대전 과정에 양국이 매우 가난하고 

가혹한 소모를 경험했다. 전쟁 과정에 양쪽의 전략적인 배치, 전략적인 

물자, 병력 등 요소가 막상막하이었기 때문에 지구전(持久戰)으로 되었

다. 그러나 진(秦)나라 군대가 조(趙)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양식공급의 방법을 장악하고 훨씬 더 충족한 양식 공급원——파(巴)와 촉

(蜀) 두 지역의 막대한 양식공급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 방면에 조

나라 군대보다 막대한 우세를 장악하였다. 결국 전쟁 후기에 진나라의 

군대가 원정 상태이었으나 여전히 양식이 있고, 조나라가 이미 전국 상

하가 양식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이미 보일 

수 있었다. 즉 ‘천하의 곡창’이라는 별명이 있는 파(巴)와 촉(蜀) 두 

지역을 장악하는 진나라가 이미 불패한 위치에 처해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백병시대에 양국의 대결은 사실상 생산자원에 대한 대결이

라고 해도 무방하고, 이러한 손자가 오래전부터 제기한 원리가 지금까지

도 학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구수보급과 군대의 전투 의지, 응집력과

의 관계다. 폴 케네디에 따르면 한 교전 중의 국가에 대해 오직 계속 끊

임없이 자기의 군대에게 공급 및 봉수를 공급해야 군대의 정변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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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더 나아가 군인의 에너지를 적군에게 가리키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무장역량은 한 국가가 예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도구가 아니다. 부

대의 군수보급이 부족하거나 봉수가 결여된 상황에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 즉 군수공급 및 봉수가 모든 방면에서 군사행

동을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다.94) 따라서 계속 보장될 수 있는 공급, 

혹은 역으로 얘기하면 단기적인 작전계획은 군대의 정변, 분산, 도망 등 

불안정요소를 저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손자

와 폴 케네디와 같은 입장 및 논리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

이다. 따라서 손자가 아래와 같이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화라고 하였다:

 

“자고로 적을 죽이는 것은 아측 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기 때문이지

만, 적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빼앗는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

지기 때문이다.”95)

 (故殺敵者怒也, 取敵之利者貨也.)

      “적의 식량 1종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식량 20종에 해당되고 적의 

콩까지와 볏짚 1석은 우리의 20석에 해당된다.”96)

       (食敵壹鍾, 當吾二十鍾, 稈壹石, 當我二十石.) 

     그리하여 손자가 ‘속결(速決)’의 원칙 및 상대방에게서 재화와 

보상을 쟁탈하는 행동에 대해 “역불재적(役不再籍), 량불삼재(糧不三載), 

취용어국(取用於國), 인량어적(因糧於敵)”97) 4 가지 요구를 추가하였다. 

즉 군사력을 선용(善用)하는 자가 4 가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1. 더 

94)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2000 (New York: Vintage Books, 1989), 70쪽.
95)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110쪽.
96)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서울: 글항아

리, 2013), 79쪽.
97)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華

書局, 197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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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내에서 병사를 모집하지 않고, 혹은 귀국해서 또 다시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한 전쟁을 위해 국내의 병사의 공급원을 지나

치게 소모되지 않게 보장하고, 2차 원정을 쉽게 발동하지 않게 하는 것

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의 병사의 공급원 및 재생산능력을 보장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가 이미 자기편의 전략적인 의도를 아는 상

황에, 즉 기습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이미 상실된 상황에 다시 파병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기회를 창출해서 다시 파병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다. 2. 양식과 사료를 여러 번에 국내에서 수송하지 않다. 여러 번에 국

내에서 수송하면 국내의 생산력 및 전략적인 비축을 지나치게 소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자기편의 공급에 대해 부족한 상황 또한 

운송의 노선 및 방식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열세에 처하

게 만들 수 있다. 3. 무기장비가 한꺼번에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즉 무기장비 같이 재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전술적인 승리가 

의지해야 하는 강성적인 조건을 자기편이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

고 일차적으로 한꺼번에 보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양식 및 사료가 상

대편에서 획득해야 한다. 이것은 ‘취용어국(取用於國)’과 다른 논리로 

상대방의 영역에서 공급을 획득한다는 것은 권장한다. 왜냐하면 양식 및 

사료가 무기장비와 달리 쉽게 재생산할 수 있고, 수집하기가 쉽고 또한 

자기 군대와의 맞는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또한 운송하기가 

어렵고, 특히 계속 크게 소모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즉 어차피 소모해

야 하는 자원이라면 차라리 상대방의 국가, 지역의 자원을 소모하면 더 

유리하고, 한편으로 자기의 공급을 보장하고, 소모를 감소하고 전략적인 

위험성을 낮추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의 자원을 소모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일거양득의 전략적인 원칙이라 생각한다. 

     공원 전 506년 (오왕 랍려 9년), 오나라 군대가 손자의 ‘인량어적

(因糧於敵)’의 책략을 시행함으로써 초(楚)나라 민중의 식량을 먹으면서 

초나라의 도시를 계속 공략하고, 결국 손자, 오자서(伍子胥)의 지휘로 다

섯 번의 대전을 통해서 초나라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클라우제비츠 등 

전통적인 전략가들은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승리를 도모하는 문제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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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후방 근무와 경제의 문제를 이차적인 문제를 간주되거나 중시하지 

않을 수 있다. 손자가 달리 처음으로 국가의 경제실력과 후방 근무는 핵

심적인 명맥(命脈)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적방의 자원을 현지에서 이용

하는 것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승적이익강(勝敵而益強)”, 즉 

적을 이기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기하였다. 

이를 보면 손자의 안목은 이미 전쟁 자체를 넘어서 전쟁 끝난 뒤를 보기 

시작되며, 전략가 리델 하트(Liddell Hart) 말했듯이 “대전략의 시선은 

반드시 전쟁을 넘어서 전후의 평화를 봐야 되며...전략의 목적은 더 나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98)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인량어적(因
糧於敵)’ 의 구체적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손자가 지연사상에서 제기

한 ‘중지칙략(重地則掠)’99)이다. 즉 자기 편의 군대가 상대방의 내지에 

깊이 진입하게 되면 상대방의 양식 및 사료를 탈취함으로써 자기의 소모

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손자에 따르면 모든 현명한 지도자가 전쟁

의 물자공급문제를 상대방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인량어적’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3 가지가 있으며, 즉 초야에

서 약탈할 수 있으며, 직접 적군에게서 강탈할 수도 있고, 현지의 시장

에서 징수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 ‘인량어적’의 전략이 지적하는 방

면도 다원적이다. 우선 자기편의 양식에 대해 충족하게 공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즉 군대를 배치할 때 “태양을 향하고 높은 데를 점검함

으로써 양식을 보충하는 통로를 유지함으로써 충족한 공급을 보장

함”100)등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양식 보급선이 끊어지면 자기편이 굶어

서 죽을 경지에 빠지지 않게 보장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본국 양식을 절

약하고 그리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인력, 물력의 소모를 절약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경제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적군의 양

식공급도 파괴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98) Liddell Hart, Basil Henry, Strategy (New York: Praeger, 1954), 3쪽.
99)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 『孫子兵法新註』(北京:中華

書局, 1977)，24쪽.
100)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96쪽.

    “선거고양，리량도. 양생이처실. (先居高陽，利糧道. 養生而處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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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량어적’의 작용은 단지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손자병법 원문에 따

르면 차량, 전쟁 포로까지 모두 자기편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즉 

최대한 정도로 상대방의 전력을 흡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손자의 현지 조달 전략은 서구식의 제국주의 확장 및 식민

화과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박창희의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에서 손자와 나폴레옹은 모두 전쟁에 따르는 군수

보급의 문제를 현지조달로 해결하려 했으나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고 본다: 1. 현지조달의 목적이 상이하다. 손자의 경우 현지조달은 막대

한 군수 소요를 줄여 국가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인 반면, 나

폴레옹의 경우는 전장에서는 기동력을 높여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한 조치였다. 즉, 손자가 이 문제를 경제적, 군수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

면, 나폴레옹은 작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2. 현지조달을 

위한 약탈의 성격이 다르다. 손자의 약탈은 어느 정도 군량보급에 필요

한 소요를 충족하는 정도의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적 폐해를 고려하여 현지조달을 권장했지만, 약탈

의 대상인 상대국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 합병되어 자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었다.101) 따라서 손자는 식량을 약탈하더라도 이들의 민생을 고

려하고 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민심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 

     나폴레옹 군대는 상대국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재산을 빼

앗았으며 문화유적과 같은 국가적 자산을 강탈함으로써 점령국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 결과, 나폴레옹 군대는 스페인 원정에서 범국민적 저항

에 직면하여 고전하다가 결국 원정의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손자가 이

와 달리 목적으로 ‘인량어적’의 목적, 즉 점령한 적국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적국을 자기의 일부분으로 소화되고 정상적으로 양식을 수렴하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진(秦)나라가 파(巴)와 촉(蜀) 두 제후국을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에 2 지역을 군(郡)으로 만들고 나서 이빙(李冰)을 파견하여 

101)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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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蜀)의 군수(郡守)로 역임하게 하였다. 이빙은 현지에 주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 중에 민강(岷江) 유역에 도강언(都江堰)102)을 만들어서 성도

평원(成都平原)에 홍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촉(蜀)을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앞으로 장평대전 등 중요한 전쟁 중에 촉

(蜀)을 진나라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보장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손자가 전쟁이라는 명제 하에 수많은 경제적인 

사고로 국제정치에 있어 투쟁하기 위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원

칙을 발굴하였다. 그것은 바로 ‘리(利)’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공리주의 

원칙이다. 우리가 현대적인 전자검색의 방법으로 옛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곤한 ‘덕(德)’, ‘도(道)’, ‘인(仁)’, ‘의(義)’, ‘례

(禮)’, ‘신(信)’, ‘효(孝)’, ‘치(恥)’ 9가지 윤리와 관련된 범주 및 

용어를 택하고 손자병법에 이러한 용어가 출현한 회수를 살펴보자: 우

선, ‘덕(德)’, ‘예(禮)’, ‘치(恥)’, ‘효(孝)’ 등 용어가 다른 동시

기의 병서에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손자병법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

다. 그 다음은 ‘인(仁)’이은 손자병법 중에 총 3번 나타났고, 즉 장령

이 병사에 대한 인애(仁愛) 및 간첩에 대한 농락이기 때문에 가치적 이

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교환하는 도구적 이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義)’도 같은 역할로 한번만 나타났다.  3. ‘신(信)’은 손자

병법에 4회가 나타났다. 각자 장령이 병사에 대한 신뢰성 및 자신감 등

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적에 대해 신의(信義)를 적용하지 않다. 즉 

신(信)의 적용대상이 단지 자기편에 국한되는 특징이 있다. 4. ‘리(利)’

는 손자병법에서 52번이나 나타났다. 5. ‘도(道)’는 손자병법에서 24번 

나왔다. 대략적으로 정치적 올바름, 법칙 등을 얘기하는 것이며, 도덕과 

관련된 논술이 지극히 적었다. 103) 따라서 리(利) 자는 손자병법의 사상

체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병가가 주례(周禮)보다 전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독특하고 다

른 학파와 매우 다른 사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1. 이성주의 정신이 

102) 중국 쓰촨성 성두시에 있는 고대 수리시설이다.
103) 龔留柱, “孫子兵法與先秦軍事倫理思想的發展”, 濱州學院學報 (Journal of Binzhou 

University), 2010,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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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하며, 즉 신도(神道)에 대한 미신이 군사행동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

였다. 2. 군주본위, 즉 장수가 군주를 대표로 하는 국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군사대항의 폭력적인 본질을 표현하고, 용맹스러운 

태세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격려한다. 4. ‘의(義)’가 아니라 ‘리(利)’

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고, 인도(仁道)보다 궤도(詭道)를 취하고, 용맹과 

지혜로 온정(溫情)을 대체하고, 희생을 고양하는 큰 ‘인(仁)’으로 ‘불

인(不忍)’의 작은 ‘인(仁)’을 대체한다. 5. ‘예(禮)’의 역할보다 법으

로 군대를 다스리고 능력 및 공로로 장수를 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른

바 공리주의적인 취향이란 손자가 모든 전략에 대해 사고할 때 이성 및 

도구의 합리성만 중요시하며, 이로써 신념 및 윤리의 가치를 대체하고, 

행동할 때 단지 ‘리(利)’에 대해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공(功)’의 중

요성도 강조한다. 즉 가장 낮은 원가와 가장 큰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취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손자의 공리주의적인 사상맥락에 대해 겉으로 

보면 손자와 클라우제비츠가 전략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며, 즉 손자가 이익을 핵심으로 하고, 사실상 클라우제

비츠가 정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하는 정치적

인 수요의 실질은 결국 국가이익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

자가 결국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손자가 처해 있었던 춘추시대가 1660년 이후의 유럽 각국처럼 이미 

다극정체로 변하게 되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다국적인 이익, 종교 혹은 

예법, 국가적인 도덕가치 등을 위해 전쟁을 발동하지 않고, 실제적인 이

익, 즉 특히 영토에 대한 분할, 양식, 인민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싸우기

가 시작되었고, 곧 국가이익에 대해 행동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

시의 ‘백가쟁명’이라는 활발한 학술분위기에 여러 가지 다른 학설로 

파생된 다른 치국이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휴양, 예법 등을 

중요시하는 유가사상이 지배적인 지위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전쟁이 도

저히 일어나고 약(弱)정부상태에서 부득이 변법, 부국강병 등 실제적인 

이익을 다투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 큰 추세로 병가, 법가 등 학파의 이

념이 굴기되었다. 



- 82 -

     손자의 전쟁철학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은 바로 “합어리이동(合於利
而動), 불합어리이지(不合於利而止)”104)다. 즉 전략적인 행동 중에 가장 

지켜야 하는 원칙에 따라 자기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행동하고, 유리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행동을 정지해야 한다. 매요신(梅堯臣)의 해석에 

따르면 군사력의 사용은 의(義)라는 명예로 발동하고, 분노 등 정서적인 

요소로 결정하면 안 될 것이며, 이익을 쟁탈하기 위해 승리를 추구하고, 

똑같이 정서적인 요소로 실패되면 안 될 것이다.105) 또한 <화공(火攻)>편

의 마지막으로 3 가지 전략적인 원칙을 제기하였으며, 그것은 바로 “이

득(利得)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고, 수확(收穫)이 없으면 군사력을 사용하

지 않고, 위험이 없으면 결전을 발기하지 않는다”106)라는 기본적인 논

리다. 이를 보면 손자가 전형적인 이성주의자 또는 실용주의자라는 평가

를 벗어날 수 없다. 손자에 따르면 국제정치의 전략적인 사고 중에 유일

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바로 이해(利害)이다. 

     “전쟁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107)라는 말은 손자가 실제적인 이득을 중시하는 관념, 

또한 이익 중심으로 구성된 전쟁관에 반영된다. 손자에 따르면 전쟁을 

발동하는 여부, 또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군주와 장령의 감정적인 변화

와 개인적인 소원에 달려 있지 않고, 국가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달려 있

다. 이 말을 통해서 손자가 전쟁과 용병에 대해서 도덕기준에 부합하는

지,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고려보다 실제적인 이득에 대한 고려를 훨씬 

더 중요시하고, 즉 전쟁이라는 명제에 대해 윤리문제 및 가치판단보다 

공리주의적인 타산과 평가가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 보는 장사

를 하지 않고, 가장 작은 힘으로 가장 큰 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쟁 

104)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91쪽,

10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51쪽.
106)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 『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92쪽,

   “비리불동(非利不動), 비득불용(非得不用), 비위불전(非危不戰).”
107)銀雀山漢墓竹簡『佚文』-王心裁,『兵學聖典：孫子兵法』(운남:雲南新華印刷廠, 1999), 

283쪽.

  “병, 리야, 비호야. (兵, 利也, 非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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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하는 것이다. 또한 손자는 한 가지 군사적인 행동을 계획할 때, 

군사적인 시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더라도 국가 혹은 정치의 시각으로 

보면 불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면 군사가 무조건 국가의 정치에 양보

해야 하는 입장도 있다고 본다. 손자가 전쟁의 효율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利害)의 2 가지 방면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력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불진지용병지해자, 칙불능진지용

병지리. (不盡知用兵之害者, 則不能盡知用兵之利)”108)라고 하면서 전쟁

의 양면성을 강조하였으며 이해(利害)의 변증적인 존재를 강조하였다. 여

기까지 보면 손자가 보는 이익 혹은 이득이란 단순히 상대방에게서 획득

하는 절대적인 이득이 아니라 상대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

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손자가 보는 리(利)와 해(害)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호 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자발적 능동성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갈등의 상호 전화를 촉진할 수 있

을 예상이다.

     그러면 이제 손자가 보는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정

리해야 한다.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이익, 또한 국가이익이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단서로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손자병법』의 텍스트에 따르면 손자가 이익에 대해 2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교환을 하기 위한 ‘소리(小利)’이며, 또 

하나는 전략적인 이익 또한 ‘대리(大利)’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손자

가 제기하는 대외정책, 대외전략 중에 상대방의 도움, 협조 등을 교환하

기 위한 교환조건 혹은 미끼로 쓰는 작은 이익이다. 이러한 이익은 일정

한 재화, 식량, 심지어 본국의 일정한 지역 및 도시 등도 할거해서 줄 

수 있다. 즉 손자의 논리에 따르면 전체적인 전략적인 이익보다 상대적

으로 작은 것은 모두 교환할 수 있는 ‘소리(小利)’로 볼 수 있다. 손자

가 제기한 전략 중에 “이익을 써서 유혹시키다”, “이익을 써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다” 109)등 표현 중에 있는 리(利)가 모두 ‘소리(小利)’

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손자가 국내의 지도자에 대해 국내적인 정책결정 

10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31쪽.
109) 위와 같은 책,  89쪽. “리이유지(利而誘之)”, “이리동지(以利動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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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논의할 때 얘기한 ‘리(利)’는 바로 ‘대리(大利)’, 즉 국가이익

(특히 핵심적인 이익 및 사활적인 이익), 전략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손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손자의 경제

적 사고 중에 이미 제시했듯이 작전, 군쟁(軍爭) 등 모든 군사행동으로 

보존하거나 쟁탈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토지, 그리고 전략적 물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손자가 전쟁 후에 병사들에게 상대방에게서 빼앗는 

물자를 하사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손자

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이익이 아니라 단지 전쟁 중에 병사의 충성을 획

득하기 위한 일시적인 ‘화폐’나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국가이

익은 “리가전(利可全)”110), 즉 ‘전면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승(全勝)’사상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으나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면적인 승리 및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다. 즉 가장 작은 대가, 심지어 부전(不戰)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국가, 

도시, 인구, 물자 등을 병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대리(大利)’ 

혹은 국가이익은 국제정치 측면에 있는 장기적인 이익, 혹은 당시의 가

치관에 따라 작은 대가로 많은 국가를 병합하고 결국 보다 평화로운 통

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자의 공리주의적인 사상, 혹은 ‘리

본(利本)’사상은 수많은 세부적인 이익을 다투고 있다. 즉 장기적인 이

익도 있고 단기적인 수익도 있으며, 근본적이거나 실제적인 이익도 있고 

지엽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익도 다툴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이 일반적으

로 얘기하는 공리의식은 손자의 사상맥락과 일치하다고 할 수 없다. 현

대 사회의 경쟁 중에 리(利)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손자가 

‘리(利)’보다 ‘공(功)’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의 선지(先
知)사상과 결합해서 보면 손자가 군사행동 등 실제적인 행동의 실제적인 

수익 및 이해의 비율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손

자의 공리주의적인 취향은 사실상 한 가지 ‘도구적 합리성’을 뜻하며, 

즉 원가를 가장 적게 낮추고 수익을 최대한 정도로 쟁취하는 ‘책임자의 

110)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 (北京: 中華書局, 2016),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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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손자의 사상, 특히 ‘리(利)’를 구성하는 전쟁관은 

군사공리주의적인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유가 3 가지 가 있

다: 1. 손자의 공리주의가 군사적인 성질이 있고, 특히 군사윤리의 범주

에 속해 있고, 서구의 사회적인 속성이 있는 공리주의와 다르다. 즉 손

자가 추구하는 공리(功利)가 사실은 군사적인 공리(公利)일 것이며, 서구

식 공리주의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론 설계가 아니다. 2. 서구의 공리주

의는 사실상 한 가지 행복에 대한 관념이라면 손자의 군사공리주의는 이

익에 대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손자가 설명하는 것은 개인수준의 민

중, 심지어 사회차원, 국가차원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이익에 대한 사고일 것이다. 3. 따라서 손자

의 사상은 집단적인 공리주의이며, 개인적인 공리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위의 2 가지 차원, 즉 지도자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의 분석

으로 손자의 사상체계에 있는 국가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손자의 경제적인 사고에 따르면 국가이익에 대한 정의, 특히 국토, 인구, 

양식에 대한 치중으로 국가 간의 이익을 ‘상대적인 이득’으로 볼 수 

있다. 즉 약정부상태 심지어 무정부상태의 환경에서 국가 간에 다른 제3

자 국가를 분할하는 상황 재외하고, 대부분이 ‘상대적 이득’을 쟁탈하

는 것이며, 서로 간에 발생하는 것은 ‘절대적인 소모’일 것이다. 또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수많은 제후국가가 있으나 실제로 강대국(춘추오

패(春秋五霸), 전국칠옹(戰國七雄) 등) 및 패권국(진(秦)나라, 위(魏)나라 

등)의 위치가 실력의 상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권력관계도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국가들 

간의 서로 전쟁을 하면 전쟁을 더 오래 지속하거나 많이 발동해야 상대

적 이득과 상대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으나 오래 지속하거나 많이 발동

하면 결국 지나친 소모로 인해 패망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서로 간의 상대적 이득 및 상대적 권력관계, 또한 안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오히려 전쟁, 그리고 일반적인 

회전이 아니라 섬멸전이나 손자가 바라는 ‘전승(全勝)’전쟁, 총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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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전이고, 결국 모든 국가를 절대적인 이득을 창출하고 절대적인 권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병합’과 ‘통일’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압도적인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진(秦)나라가 바로 

이른바 ‘이전지전(以戰止戰)’(전쟁으로 전쟁을 멈추다)의 정치적 슬로

건을 가지고 이러한 상태에 도달되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자의 논리에 따르면 당시의 국가 간의 관계는 상

대적 이득에 대한 쟁탈로 구성되는 '만국이 만국에 대한 투쟁'상태 및 

제로섬게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개념—— ‘리(利)’를 통해서 당시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손자가 이익을 중시하면서 지혜, 즉 전략적 두뇌를 숭상하는 

앞서 나가는 이성주의적인 전쟁관을 갖고 있고, 공자 등 유가사상가와 

도가보다 적극적인 전쟁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해 도의, 

예법에 대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실제적인 정치적 이익만 

중요시하는 실용주의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전쟁에 대한 ‘해(害)’ 및 

‘재(災)’ 등 개념을 통해서 앞에서 도(道)를 중심으로 논술한 전쟁 중

에 발생한 생사등과 같이 리(利) 중심으로 토론한 전쟁 중에 발생한 경

제적인 재화 등이 결국 손자가 전쟁의 잔인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利)’라는 분석개념을 통해서 손자의 보다 이성적, 실용주의

적, 보수적인 전쟁관을 도출할 수 있거니와 신중한 전쟁관이라는 평가를 

더욱 확고히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쟁관을 통해서 손자의 국제정치관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

악할 수 있다. 즉 국가중심적 사고 또한 개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당시의 예법, 도덕, 명예 등 관념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오직 물질적인 요소만 중요시하는 강한 물질주의적인 특징이 보인다. 

또한 맹자 등 민보주의사상가보다 지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환원주의 성격이 있으며, 약정부상태에 도덕적 율령의 제한성을 발견하

고 국제정치에 있어 이성적, 경제적 사고의 필수적인 특성, 전쟁과 국제

정치경제학의 결합에 대해 이론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손자의 ‘리(利)’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사상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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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현실주의유파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다. 현실주

의학파가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을 보면 주로 4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

다: 1.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다. 즉 이러한 비(非)합력적인 게임인 국제

정치에서 약속이 구속력이 없고, 계약의 실시는 밖에 있는 권력이 아니

라 자율이다. 손자의 모든 저서 중에 주나라 천자 및 중앙정권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손자가 역시 당시의 투쟁환경은 무정부상

태로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이러한 무정부상태 특성으로 구성

된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체는 총체적인 단위로서의 국가다. 즉 국

제체제의 무정부상태에 따라 국가의 이기적인 성질이 결정되었다. 이것

은 손자의 군사공리주의사상에 가장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권력

이라는 것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관건이다. 국가존재의 근본적인 목적

은 권력 및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바로 국가의 군사실력을 통해서 실현된다. 모든 민족국가의 책임

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속성은 권력 및 안보에 기초하는 것이지, 도덕 및 이상

에 기초한 대외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핵심적인 논지다. 4. 국

가가 이성적인 행위체다.111) 권력 및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취하는 것은 목적적인 정책, 혹은 주관적인 기대는 공리적인 원칙 혹은 

이성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불확정한 국제환경을 면할 때 

국가가 쟁취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할 정황의 최적화과 권력의 최대화

일 것이다.112) 따라서 오직 권력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손자의 주장의 

기본적인 논리는 대략 현실주의적인 명제와 일치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당시 중국의 춘추전국 시기에 주나라 천자 지위의 쇠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무정부상태, 혹은 약(弱)정부상태가 조성되었으며, 즉 

공자가 얘기한 이른바 ‘천하대란(天下大亂)’(예법 붕괴되고, 천하가 질

서가 무너진 카오스 상태)에 처해 있다. 당시 각 제후국 간의 관계가 고

대 그리스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귀곡자(鬼谷子) 등 대표로 하는 종횡가

들이 제후국 간의 투쟁에 대한 권력요소를 상세하게 논술하였고, 그들의 

111) 李少軍, 『國際政治學概論』(상하이: 上海人民出版社, 2009), 39쪽.
112) 위와 같은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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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얘기한 ‘권(權)’은 바로 오늘날 현실주의가 얘기한 ‘권력’과 

비슷한 용어이고, 그 중에 경제적 요소, 인구 요소, 지리적 요소, 정부 

요소, 외교 요소, 심지어 정체성 요소도 포함된다. 한편 손자와 귀곡자는 

똑같은 병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귀곡자도 병가 사상과 종횡가 사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손자병법을 분명히 읽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

다. 따라서 손자의 사상은 분명히 종횡가 등 중국 고대 국제관계 연구자

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손자의 사상은 중국 고대 국

제정치학의 씨앗을 뿌리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신고전현실주의의 이론적 특징을 보면 국가외교정책의 범위 

및 목적은 그들이 국제체제에 있는 지위에 달려 있고, 특히 그들의 상대

적 물질적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지위가 외교정책에 대

한 영향력이 매우 간접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능력과 외교

정책행동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완벽한 전송대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

지도자의 감각을 매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3) 따라서 신고전현실주

의자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가 외부적인 정책에 대한 선택은 국가의 물질

적 자원의 현실적인 수량에 대한 체현이라기보다 큰 정도로 그들이 자신 

국가의 상대적 실력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해야 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외정책, 특히 외교정책 및 전쟁전략은 지도자

가 자신이 본국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판단이며 손자가 ‘장(將)’에 대

한 여러 가지 주장, 또한 ‘묘산’에 대한 논의와 지극히 유사하다. 앞

의 ‘도(道)’를 토론하는 장의 내용과 같이 정리해보면 손자가 전쟁 중

에 기본적인 규율 및 본질적인 특징을 제시하였으나 민중이 전쟁에서 발

휘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써 그의 우민정책 혹은 ‘우

병정책(愚兵政策)’의 본질을 나타냈다. 또한 손자 본인의 계급에 따라 

생긴 제한성으로 인해 민중의 역할을 낮추고 장령 등 지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한 군사, 전쟁, 국가의 생사존망이 모두 지도자 개

인에 달려 있다는 관점은 역시 국제정치학적인 환원주의성질에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3) 李少軍, 『國際政治學概論』(상하이: 上海人民出版社, 2009),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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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승(勝)’: 손자의 투쟁 이론 

     본 연구의 전반 부분을 보면 손자의 전쟁관 및 사상체계에 따르면 

‘도(道)’를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적 토대 및 ‘리(利)’를 중심으로 하

는 행동원칙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승(勝)’을 지향하는 것이다. 

‘리(利)’의 행동원칙은 ‘도(道)’를 위한 현실적인 측면의 보충이라

면, ‘승(勝)’을 위한 예비적인 지도방침 또한 성과의 직접적인 표현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손자의 사상을 보면, 승리를 지향하는 ‘승(勝)’ 에 

대한 이론체계가 가장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국제투쟁에 

대한 가장 구체적으로 논술하였기 때문에 손자의 정치사상 및 국제정치

관의 전모를 심사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승(勝)’의 이론체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복

잡한 형태가 있고, 가장 포괄적인 ‘승(勝)’ 이론체계에 대한 정리,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다른 3 가지 부분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가장 간명한 ‘승(勝)’의 이론체계의 골격을 그리고 손자의 ‘승(勝)’

에 대한 논리 중에 가장 명확한 주장을 파악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

자 본인의 맥락에 따르면 그의 ‘승(勝)’에 대한 이론체계에 크게 3 가

지 중요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선승(先勝)’, ‘전승(全勝)’, 그

리고 ‘전승(戰勝)’이다. 이른바 ‘선승(先勝)’은 바로 ‘지(知)’를 중

심으로 하는 ‘선지(先知)’이론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마지막 넷 번

째 파트인 ‘지(知)’에 대한 부분에 단독적으로 논술하겠으며, 이 파트

에서 ‘전승(全勝)’ 및 ‘전승(戰勝)’ 2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

으로 손자의 전승사상을 분석하겠다. 중국의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보다 상세한 승(勝)의 이론체계를 구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략차원 

및 전술차원 같이 토론하는 편이다. 본 연구는 미시적인 전술차원에 대

한 묘사 및 정리를 생략하고, 단지 손자가 국가전략차원에서 출발한 사

고에 집중하여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 다시 손자의 핵심적인 논지를 정

리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본 연구 중에 나오는 ‘승(勝)’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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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기본적인 구도다.

<그림4-1> 손자병법의 ‘승(勝)’ 이론 체계구도

1. ‘전승(全勝)’사상: 전쟁의 다른 차원 및 부전승(不戰
勝)

1) ‘모(謀)’‘교(交)’‘병(兵)’‘성(城)’: 전쟁의 4 가지 차원

    

     손자가 『손자병법』 맨 처음에서 가장 유명한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최상의 용병은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고, 다음의 용병은 적의 동

맹국을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의 용병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의 하수는 적의 성을 치는 것이다.”114)

114)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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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兵伐謀，其次伐交，其次伐兵，其下攻城.) 

      

     손자에 따르면 전쟁 및 용병의 4가지 형식, 즉 ‘벌모’, ‘벌교’, 

‘벌병’, ‘공성’ 4 가지 수준이 있다. 우선 ‘벌모’란 리전(李荃)에 

따르면 상대방의 초기적인 모략을 공략하는 뜻이다. 매요신(梅堯臣)이 

‘벌모’를 지혜 및 모략에 대한 승리라고 해석했다.115) 따라서 서로 상

대방의 전략적인 의도 및 계획을 알아보고 맞춰서 대안을 만드는 전략 

및 전쟁형식은 바로 ‘벌모’다. 그 다음은 ‘벌교’는 초기적인 외교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국 시대에 소진(蘇秦)은 다른 여섯 개 나라를 설

득하고 군사, 외교 등 다중적인 압력을 씀으로써 진(秦)나라를 고립시키

고 진나라를 관문을 닫고 15년 동안 감히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벌교’의 전형적인 사례다. 즉 만약 상대방이 이미 다른 국가와 

연맹을 체결하고 지도층의 의미 및 군사력 이미 교합하면 외교적인 수단

을 통해서 이러한 동맹집단을 와해시키는 것은 바로 ‘벌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벌병’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방, 혹은 여기

까지 ‘적군’이라 하고 적군과 직접적으로 면하는 상황을 말하며, 양쪽

의 군사력이 접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오직 군사적인 결

전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로 ‘공성’이

다. 이것은 도시공략전을 뜻하며, 매요신(梅堯臣)에 따르면 “비재역(費財
役)”116), 즉 인력, 물력을 지극히 소모하는 가장 비아상적인 상태다. 또

한 사졸들이 서로 죽이거나 살상해도 도시를 점령할 가능성이 100%가 

안 될 것이라는 도박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가 손자의 이러한 주장을 두 번째 측면의 뜻으로 발

굴하였으며, 즉 전쟁의 4 가지 차원 혹은 이미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즉 전쟁에 대한 모(謀)，교(交)，병(兵)，성(城) 4 가지 차

원으로 이해했다. 이 4 가지 개념에 각자 4 개 전쟁의 진행 단계, 4 가

지 전쟁차원 또한 전략수준을 포함될 것이다: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37쪽.
11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44쪽.
116) 위와 같은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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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謀)’: 이것은 전쟁의 가장 초기적인 계획단계, 또한 정책결

정단계, 그리고 손자가 강조했듯이 ‘선지(先知)’ 및 ‘묘산(廟算)’이

라는 전략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전

쟁이 가장 중요하고, 진행상태의 잔혹한 정도가 가장 낮고, 소모가 보다 

작은 차원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은 가장 작은 것으로 가

리키지 않은 원인은 이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뒤에서 ‘간(間)’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분석

할 것임). 이 부분은 지도자 혹은 정책결정자/집단의 개인적인 소질 및 

능력에 의존하거니와 정책결정집단의 통일성 및 상호보완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모(謀)의 전쟁차원의 전략수준은 주로 

국가전략, 연맹전략, 집단안보 등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비전에 펼치는 

요소들로 구성되고, 주로 모략(謀略)전, 심리전, 간첩전 등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모(謀)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목적은 상대국, 또한 잠재적인 적

국의 전략적인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파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交)’: 이것은 전쟁의 초기적인 교섭하는 단계, 즉 외교적으

로 준비하는 예비단계, 다시 말하면 유리한 전쟁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사절들이 많이 활동하거나 혹은 단순히 외교가의 로비 활동을 통해

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

계에서 전쟁의 2차적으로 중요하고, 진행상태의 잔혹한 정도가 보다 낮

고, 소모가 가장 작은 차원이지만 외교인원의 전문적인 소질 및 개인적

인 능력에 지극히 의존하는 단계일 것이다. 즉 교(交)의 성공여부는 외교

가 개인이라는 변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맺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교(交)

의 직접적인 목적은 상대방 혹은 잠재적인 적국의 외교활동, 외교목표, 

또한 상대방의 연맹집단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교(交)의 전쟁차원의 전략

수준은 주로 설득전략 등 외교에 관한 전술 등 요소로 구성되고, 주로 

일정한 국제체제(주나라의 천자를 섬기는 약정부체제), 대화메커니즘 혹

은 정상회의(당시의 맹회) 등 특정한 외교환경에 의존하고, 적어도 양국

이 보다 서로 기탄할 수 있는 권력태세에 따라 구성된 일정한 정도로의 

대등한 외교관계 같은 전제에서 외교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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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謀)’와 ‘교(交)’ 이 2 가지 차원/단계의 전쟁은 혼합적인 형

태로 나타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후자는 단순히 전자의 실

천하는 형식으로 간주되는 해석도 있다.  

     3. ‘병(兵)’: 이것은 전쟁, 혹은 열전(熱戰)이라고 할 수 있고, 바

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여 군사행동을 시행하는 단계이면서 가장 

긴장한 시행단계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행동의 원칙은 제한전쟁, 또한 

특수전, 무력위협 등 형태로 나타나기가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그의 목

적은 상대방의 도시를 점령하거나 인적 전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접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

적에 따라 다른 정도의 소모가 나타날 수 있고, 전략적인 지휘자인 장령

에 지극히 의존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군사전술을 많이 활

용함으로써 국부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

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병(兵)의 차원의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일

반적으로 ‘교(交)’의 차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즉 군사적인 승

리나 위협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서 담판의 칩으로 활용되어 상대방을 

압착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바꿀 수 있다. 

     4. ‘성(城)’: 이것은 마지막 단계로서 도시공략전, 또한 전면전쟁

으로 볼 수 있으며 전쟁의 가장 전면화, 치열한 단계, 또한 전면적인 소

모 및 가혹한 싸움이 폭발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 지도층의 지혜 및 지지, 군사지도자의 개인적인 소양 등 

요소에 종합적으로 의지하고, 양쪽이 똑같이 크고 지속적인 소모가 발생

되고, 결국 매우 제한적인 상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오직 한 쪽

이 전면적인 궤멸로 끝날 수 있고, 결국 ‘교(交)’의 단계로 돌아올 수 

있더라도 실패한 쪽이 매우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손자에 따르면 

이것은 승리한 국가와 패배된 국가에게 모두 가장 비이상적인 상태이며, 

최악의 선택일 것이다. 왜냐하면 손자가 앞의 3 가지 전쟁 차원에 대해 

‘벌(伐)’로 쓰는 이유가 벌(伐)이라는 개념은 자기편이 실력에 대해 우

세적인 위치에 처해 있고 승리할 확률이 높은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

나 오직 ‘성(城)’의 차원에 대해서만 ‘공(攻)’을 쓰는 이유가 양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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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대등한 상태로 서로 직접적인 씨름을 하고 소모하는 형태로 대결하

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확률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수준 및 전쟁차원은 결국 손자가 주장하는 ‘선승(先勝)’, 즉 우선 

자기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조건 및 태세를 만들고 상대방을 굴복시

키는 원칙에 가장 위배하기 때문에 손자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벌모’ 및 ‘벌교’는 한 가지 체계로 보면, 사실상 정치, 

경제, 외교 및 무력 위협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작전하는 조건 및 의지를 잃게 하는 투쟁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간첩을 사용하여 상대국의 군신, 상하관계를 이간함으로써 

갈등을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이 공리(公理)를 잃게 되는 근거를 잡아서 

그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천자의 명예로 이를 비난하면서 공격할 수 있

다. 즉 그의 정치적 기초를 와해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그를 괴롭힐 수 있고, 작은 이익을 사용하여 그를 피곤하게 만들

거나 흉년 때 양식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평소에 필요한 금속 등 

군수용품을 운송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상대방의 경제기초를 파괴시키고 

그의 전쟁정책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외교방면에 동시에 타국을 쟁취

하고 강대한 국제연맹을 구성함으로써 상대방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리

하여 손자가 ‘벌모’ 및 ‘벌교’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수단과 자기

의 정치적인 목적을 결합해서 자기의 독특한 정치주장인 전승(全勝)사상

을 제기하였다.

2) ‘전승(全勝)’사상 및 ‘전파론(全破論)’

     20세기 이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진정한 승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정도가 다른 실패자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제를 

받아들기 시작된다.117)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반드시 승리자와 실패자가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승(勝)’의 상태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117)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상하이: 상하이

인민출판사, 201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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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승(勝)의 현상에 대해 손자가 자기 나름대로 논의를 펄치고 독특한 

‘전승(全勝)’사상을 제기하였다. 

     공원 전 6세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국 사상사의 수많은 거인이 

나타났다. 그 중에 노자, 공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과 동시기

이지만 좀 늦게 나타나는 손자, 또한 뒤에서 나타나는 묵자(墨子)도 있

다. 그들이 각자 전대의 사상의 맥락을 흡수하면서 현실의 토양을 기초

로 삼고 중국 현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쟁에 대해 각자 다른 태도 혹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춘추시기의 백년간의 거의 매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매우 빈번하거니와 전쟁의 공간의 만연, 형식의 다양화, 치열한 

정도가 매우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실력

이 크게 소모되었고 사회 각 계층 간의 갈등도 격화되었다. 이러한 환경

에서 소국이든 대국이든 호전주의를 반대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

며 묵자, 노자, 공자, 손자 등이 각자 전쟁에 대해 주장을 제기하였다. 

우선 묵자는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전쟁 중

에 적군이 국가의 변경(邊境)을 넘어서 나무를 잘라버리고 도시를 파괴

하고 민중을 죽이고 노약(老弱) 등을 괴로워하는 가혹한 장면을 보게 되

어서 묵자는 모든 무력으로 진행하는 공벌 및 병합을 비판하며, 즉 ‘비

공(非攻)’의 슬로건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비공(非攻)은 단지 한 

가지 선한 희망으로서 당시의 시대배경에서 결국 공상으로 될 수밖에 없

다. 이 주장은 전쟁을 소멸시킬 수 없고, 오히려 약자를 미비시키면서 

강자가 유화 정책의 연무 하에서 침략전쟁이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양성되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18) 

     노자의 사상은 보다 한 가지 실패주의의 심리가 있어 보이고, 그는 

문명이 가져온 모든 것을 혐오하고, 그 중에 인류의 싸움까지도 포함된

다. 노자에 따르면 ‘병(兵)’이라는 것은 불길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

면 다 제거하면 좋을 것이다.119) 원고(遠古)의 시조시대로 돌아가고, 다

118) 龔留柱, 『武學聖典：孫子兵法與中國文化』(하남: 河南大學出版社, 1995), 37쪽.
119) 

https://ctext.org/dao-de-jing/zhs?searchu=%E5%85%B5%E8%80%85&searchmode=showall

#result   <도덕경>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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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서로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면서 지나치게 발전하지도 않으면 좋겠다

는 것은 노자가 제기한 대안이다. 즉 루소가 바라보는 작은 폴리스의 형

태로 구성된 국제체제로 구성되면 전쟁이 소멸될 것이라는 영구평화 같

은 논리로 볼 수 있다. 

     공자의 유가사상이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유가는 사회 

기능의 조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중화(中和)’ 및 

상호보완을 강조하고, 격렬한 동요함, 전화(轉化), 부정, 파멸 등을 피하

도록 노력하는 것은 유가의 전쟁관에서 반영되기도 한다. 공자가 전쟁의 

성질에 대해 구분을 하고 우선적으로 ‘의병(義兵)’120)(질서를 회복하거

나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군대)을 추앙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주장하며 호전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얘기

하면 공자가 그의 사상체계에서 출발하여 문화와 교육을 중시하고 군사

를 경시하는 태도, 즉 전쟁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

다.

     손자가 노자,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의 사상체계는 춘

추의 민본주의 및 이성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상을 군사

투쟁의 영역에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들어갔으며, 즉 병가의 시각으로 냉

철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의 반영을 이루었다.121) 손자가 노자, 묵자처럼 

단순히 전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모든 사회생활에서 지울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중요시하며 전쟁의 일반성을 인식하였다. 공자와 달

리 손자가 앞에서 제시했듯이 ‘리전(利戰)’(리(利)를 중심으로 발동하

는 전쟁)을 주장하며, 즉 모든 형식의 비이성적인 감정, 미신이 전쟁에 

대한 간여를 반대하고, 모든 결정은 현실적인 이해를 의거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러한 ‘리전

(利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승(全勝)’라고 생각한다.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도가(道家)가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고, 

120)

https://ctext.org/shuo-yuan/quan-mou/zhs?searchu=%E4%B9%89%E5%85%B5&searchmod

e=showall#result   -<권모(權謀)>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121) 龔留柱, 『武學聖典：孫子兵法與中國文化』(하남: 河南大學出版社, 1995),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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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와 묵가(墨家)는 오직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모두 무력으로 침략 혹은 확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무력으로 자보하

거나 침략행위를 저항하는 것을 지지하며, 즉 이른바 ‘의전(義戰)’의 

입장에 서있다. 반면에 법가(法家)는 전쟁을 반대하지 않거니와 전쟁을 

제창하고 폭력과 침략을 격려하는 태도였다. 그들을 비하면 손자 및 병

가가 전쟁에 대한 태도가 아주 독특하다. 손자가 전쟁을 반대하지도 않

고 지지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에 따르면 전

쟁의 본질은 선(善)과 악(惡)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소위 의전(義
戰)도 존재하지 않다. 즉 그는 전쟁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인 태도로 한 

가지 정책의 도구로 보는 이성주의 및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럼 손자 시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춘추시대라는 시대적 상

황에 비추어 당시 제후국들이 전쟁에서 추구했던 정치적 목적은 대략 4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원정을 통해 전면적 공격을 가하고 적국

을 합병하는 것이다. 이는 적의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면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 보편적인 전쟁 양상이었다. 

둘째는 인접국의 제후가 왕도를 실행하지 않고 패도의 길을 걸어 백성들

의 원망을 사 혼란에 빠질 경우 개입하여 제후를 교체하는 것이다. 셋째

는 적국의 일부 영토나 이권 등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는 바로 응징이다.122) 이 4가지 유형의 정치적 목적 가운데 손자 전쟁은 

기본적으로 원정을 통해 주변국을 합병하는 것이었다. 춘추시대 초기에 

140여 개 이상이었던 제후국들은 전쟁을 통한 합병 과정을 거쳐 중기에

는 40여 개에 불과했으며 말기에는 10여 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는 당시의 전쟁이 보편적으로 정복과 합병을 추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비록 손자는 대규모 원정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것이 팽창주의 혹은 제

국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국주의적 전쟁이라면 적국

을 식민지화하고 적 백성을 노예화하며 적국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수

탈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손자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

122)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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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춘추시대의 전쟁은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제후국들 간의 전쟁으로 

합병 후에 적국의 백성은 자국에 흡수되어 통치의 대상이자 ‘도(道)’

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합병은 한 가지 

위대한 왕업이다. 따라서 손자의 전쟁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궁극적

으로 응징 같은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를 합병하는 것이다. 즉 손자의 

전쟁은 근대 서구에서와 같은 ‘국가의 팽창’이라기보다는 '민족 및 국

가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123)

     따라서 손자는 제3편 <모공(謀攻)>편에서 손자의 최고이상 및 병법

의 키워드——‘전(全)’을 제기하였으며 그가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태

도를 천명하였다. 전(全)이란 보전, 완전의 뜻이다. ‘전(全)’과 ‘파

(破)’는 대립적인 개념이다. 전(全)의 의미는 완전하고 파손이 없는 것

이라면 파(破)의 의미는 바로 피할 수 없는 파괴가 조성되는 상황을 뜻

한다. 손자의 목적은 바로 상대방을 패배시킬 수 있는 동시에 피아 양쪽

의 파괴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손자병법 원문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은 

바로 “불전이굴인지병，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124)

다. 즉 ‘부전(不戰)’ 혹은 ‘미전(未戰)’의 상태에 상대방이 자발적으

로 굴복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조성하

고자 하면은 ‘기승(計勝)’ 혹은 ‘묘승(廟勝)’, 즉 전략적인 모략 등

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선(善)’이란 착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좋고 고명함의 뜻

이다.125) 즉 싸우지 않아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

태다. 이에 따르면 한국학자가 부르는 손자의 ‘부전승(不戰勝)’사상이 

나타났다. “불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부전승(不戰勝))이라는 말

을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인 수단, 특히 모략을 통해서 적의 군사전략 

및 정치적 응집력을 와해하고, 외교수단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것을 

123)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35쪽.
124)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21쪽.
125) https://baike.baidu.com/item/%E5%96%84/4927708?fr=aladdin  (검색일: 2018년 11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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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한다. 부득이의 경우에만 군사력 및 도시공략의 수단을 사용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불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의 투쟁형

식은 ‘순수적인 폭력 (pure violence)’ 과 대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

다.126) 그러나 “불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을 중심으로 하는 전

승(全勝)사상 정말로 순수한 비폭력성 및 가장 낮은 폭력성이 있는가? 

하버드대학의 Alastair. I. Johnston 교수가 '부전승'이 한 기지 전략의 이

상적인 형식이나 이상적인 전략의 경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손자의 이론체계에 ‘부전승’라는 정책결정원칙에 의해서 선험

적인 ‘전략 선호성 순위(preference ranking)’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권변(權變)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선험적인 순위를 타파하

기도 했다. 그것은 전쟁에 나타나는 수많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

정적인 사유방식에 초월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전승의 ‘부

전(不戰)’이란 ‘not fighting’을 의미하느냐? 즉 직접적인 전쟁을 사용

하지 않아도 적을 패배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고대한자의 

해석에 따르면 ‘불(不)’은 ‘미(未)’의 뜻도 있고, 즉 ‘아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 즉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나서 가장 낮은 

대가로 상대를 이긴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 및 순수적 폭력이 여

전히 필요하며 오직 이미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폭력을 가장 

낮은 정도로 감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손자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

다.

     한편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은 본질적으로 목적과 수단 2 가지 방

면을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 마디로 하면 ‘부전’은 수단이라

면 “굴인지병(屈人之兵)” 혹은 ‘승(勝)’은 바로 목적이다. 이 사상의 

본질은 본국의 이익 및 상대국에 대한 인애, 현실주의적인 출발점과 이

상주의적인 목적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전승(全勝)’사

상을 정의하자면 한 가지 전쟁통제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전쟁에 대한 

126)Alastair.I.Johnston,暴力亦非暴力：對孫子兵法‘不戰而屈人之兵’思想的再思考, 

Harvard University,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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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하는 핵심을 내포되어 있다. 

     손자의 부전승 사상의 현실적인 기능을 보면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쟁이 인류사회 생산력에 대한 파괴를 감소함으로써 사회

의 발전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전쟁의 과정을 줄임으로써 군대

가 장기적인 소모를 피하고 전쟁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

이 관대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쟁이 초래된 상호간의 원망하는 정서

를 피하면서 적대와 반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승리의 성과를 확고히 보장

할 수 있다. 한편 클라우제비츠의 군사이론의 특징 보면, 그는 대결을 

추구하고, 또한 회전(會戰)을 전쟁이론의 중심으로 삼았다.127) 즉 그는 

적군을 파멸시키는 것을 최고목적으로(손자가 얘기한 파(破)의 상태) 간

주하며 폭력을 제창하고 평화를 반대한 느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적군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량의 우세와 병력의 집중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리델 하트에게서 ‘the mahdi of mass’라는 칭호를 받

았다. 손자가 클라우제비츠 같이 공격을 중요시하지만, 공격은 단지 무

력의 사용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그는 4 가

지 측면으로 투쟁형태를 분류하고, 무력사용은 가장 낮은 수준에 처해있

다. ‘모공(謀攻)’의 이상은 ‘전(全)’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전(全)을 

추구하기 위한 관건은 바로 ‘부전(不戰)’이다. 따라서 손자와 클라우제

비츠의 구별은 제한전 및 절대전에 대한 추앙하는 다른 입장이다. 리델 

하트가 전쟁 중에 유일한 일반적인 목적은 바로 상대의 군사력을 파멸시

키고, 심지어 전략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회전이라는 것 같은 클라우제

비츠의 논리를 많이 비판하였다. 그는 바로 손자의 “불전이굴인지병(不
戰而屈人之兵)”이라는 말을 빌면서 전략의 완벽한 경지가 바로 결정적

인 전과를 얻지만 심각한 전투를 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크룸웰의 프린스턴 전투, 나폴레옹의 울름 전투, 몰트케가 1870년에 스

당에서 맥마혼 부대에 대한 전투 등 사례를 열거하면서 전략적으로 ‘전

승(全勝)’을 이룰 수 있다고 입증하였다.128) 

     손자가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 및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정

127) 薛國安,『孫子兵法與戰爭論比較研究』(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3), 76쪽.
128) 任俊華，趙清文, 『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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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어떤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사료의 기재에 근거하여 손자의 이

름—— 손무(孫武)의 기원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손자가 태어난 밤에 똑

같이 관리로 재임하는 그의 할아버지 손서(孫書)와 아버지 손빙(孫憑)이 

집에 돌아가서 각자 손자의 이름과 자(字)를 지었다. 손서(孫書)가 손자

의 이름- ‘지(止)’과 ‘과(戈)’ 2글자로 구성된 ‘무(武)’자를 지었

다. 그의 뜻은 오직 ‘지과(止戈)’를 할 수 있는 글자, 즉 전쟁과 싸움

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무(武)’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있는 병서에 따

르면 ‘무(武)’에 대해 일곱 개의 ‘덕(德)’이 있다. 즉 무력으로 폭력

을 금지하고, 전쟁을 소멸하고, 강대함을 유지하고, 공적을 확고히 하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대중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고 재화를 풍부하게 만

들 수 있는 소질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용병에 대한 학술정신이라는 분

위기와 전쟁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전쟁을 막으면서 평화를 조성하기 바라

는 희망으로 손자의 사상체계의 형성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춘추시대에 사회관계의 큰 변혁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상관념도 일

정한 정도로 해방되었다. 신흥의 지주계급과 노예주 귀족계급 간 투쟁하

는 과정에 민본사상이 싹텄으며 민중의 문제가 중요한 지위에 옮겼다. 

민을 신(神)으로 하고, 신(神)을 경시하면서 민중을 중시하는 것은 지주

계급이 민중을 쟁취하는 통로이며,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사

상 관념의 진보 및 해방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손자가 바로 이러

한 민중을 중시하는 사상을 계승하였다. 그의 손자병법은 여러 번 군주

에 대해 민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민중의 이익을 고려하라고 권유하였

다. ‘백거전투(柏舉之戰)’ 129)때 손자가 초(楚)나라에 토벌하는 것을 찬

성하지 않고, 오왕(吳王)에게 준 이유는 바로 “민로, 미가, 대지(民勞, 未
可, 待之)”이며, 즉 군대, 민중이 매우 비곤하며, 군비도 지극히 소모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전하는 좋은 때가 아니며, 보다 당분간 

129) 백거전투는 공원전 506년에 오왕 합려가 이끄는 3만의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에 깊

이 들어가고 백거라는 지역에서 초나라의 30만 명 주력을 이기고, 더 나아가 초나라 

수도를 점령하였던 원정이다. 이 전투에서 오나라 군대가 인량어적, 우회적인 기습, 

적군을 요란시키는 방법 등 손자병법의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승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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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하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낫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신

흥의 지주계급의 구성원으로서 손자가 민중을 소중히 보는 이유는 완전

히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군주에 이롭게 하는 것이다. 즉 필자는 민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군주에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은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의 내재적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궁극적인 취지는 ‘보국, 안민, 리주’라는 계층에 따라 점

진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시 전승(全勝)사상 중에 있는 ‘전(全)’ 및 ‘파(破)’

의 대립적인 관계 및 논리를 파악해볼 것이다. 우선 손자병법 전서 중에 

나타난 전(全)의 기본적인 의미가 총 3 가지로 볼 수 있다: 1. 명사, 즉 

전국(全局), 전책(全策)이다. 2. 동사, 즉 전국(全國), 전군(全軍), 전려(全
旅), “승내가전(勝乃可全)”130), ‘안국전군(安國全軍)’등 구절로 표현된

다. 전승(全勝)이라는 말 자체가 아래와 같이 한번만 나타났다: 

“잘 지키는 자는 구지(끝을 모르는 깊은 땅) 아래에 숨어 있는 것처

럼 하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구천(높디높아 닿을 수 없는 하늘)위에

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승(全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131)

(善守者, 藏於九地之下; 善攻者, 動於九天之上，故能自保而全勝.) 

     이 말은 바로 ‘선전(善戰)’, 즉 전쟁을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며, 부전(不戰)의 의미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손자병

법의 전승사상을 가장 짜임새가 있게 반영되는 구절은 바로 <모공(謀
攻)>편에 있는 아래와 같은 문단이다:

“용병의 방법에는 적의 국토를 온전하게 둔 채로 이기는 것이 상

책이고, 적의 국토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군

대를 온전하게 하면서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 군대를 파괴하면서 

131)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서울: 글항아

리, 2013),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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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려를 온전히 하면서 이기는 것이 상

책이고, 적의 려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졸을 

온전히 하면서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졸을 파괴하면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오를 온전히 하면서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적의 오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132)

 (用兵之法, 全國為上, 破國次之; 全軍為上, 破軍次之, 全旅為上, 破
旅次之; 全卒為上, 破卒次之; 全伍為上, 破伍次之.)

     한 마디로 하면, 가능하면 적군의 인적 전력 및 자원을 가장 적게 

소멸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겠다는 논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지도원칙으로 전(全)의 상태를 추구하

며, 실천할 때 전(全) 및 파(破)를 결합해서 작은 파(破)를 통해서 큰 전

(全)을 이루고자 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최대한도로 적을 굴복시키며 피

아의 손실을 가장 작은 정도로 축소시킴으로써 전쟁 전국의 승리라는 목

적을 실현한다.133)

     이렇게 보면 전(全) 및 파(破)는 변증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손자에 따르면 전(全)은 이상적인 목적이며 파(破)는 차선적인 

선택이다. 전(全)만 추구하며 파(破)를 절대로 포기하라는 뜻이 없다. 손

자의 사상에 따르면 전(全) 및 파(破)는 변정적인 통일한 전체이다. 손자

의 ‘안국전군(安國全軍)’ 및 “필이전쟁어천하(必以全爭於天下)”의 일

련의 입장을 보면 이것은 주로 한 가지 전략사상, 또한 정치적 전략 및 

군사적 전략이 융합되는 대전략사상(Great strategic thought)이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승(全勝)을 도모하는 대전략사상 또한 손자 본인의 국제

정치관에 대해 중국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총 3 가지 견해가 갖고 있다: 

1. 부정적인 의견이다. 즉 그들은 ‘부전승’이 전쟁문제에 대해 유심론

적인 관점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전

쟁이 계급투쟁의 최고의 투쟁형식이며, 대립적인 계급, 국가, 민족, 정치

132)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26쪽.
133) 於汝波, “孫子兵法的‘全勝’思想與齊國兵學文化”, 管子學刊, 2005,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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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백열화해지면 필연적으로 조직적인 폭

력 활동이 나타나며 전쟁이 반드시 폭발할 거라고 주장한다. 즉 전쟁이 

폭발할 전에 부전승이라는 계획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환상, 즉 유심

론이라고 부정하였다. 2. 인정하는 태도다.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자는 

전승(全勝)사상의 내포가 불전(不戰)주의 및 평화주의 사상이라고 인식하

며, 이것은 현재 전 세계의 전략적인 수요 및 시대적 주제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3. 변증적인 분석의 태도다. 즉 부전승이라는 사유가 국가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고 방향일 것이

며, 당시든 현재든 적극적인 규범론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134) 

     한편 전쟁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소로 종합적으로 형성되는 산물

이며, 춘추시대에 전쟁이 도저히 일어나지만 당시의 국제정치 환경을 보

면 적어도 3 가지 요소로 인해 전쟁의 방식, 규모와 정도에 대해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었고 전쟁의 예술이 다양화하게 조성되었으며 손자의 전승

(全勝)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논거들을 보

면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은 완전히 공상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다: 우

선 당시 사회의 생산력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춘추시기에 대국이든 

소국이든 모두 경제력의 기초가 박약하며 누구나 장기적인 전쟁의 소모

를 부담할 수 없을 것이다. 엥겔스에 따르면 “폭력의 승리는 무기의 생

산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무기의 생산은 모든 생산구조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역량, 경제적 정황, 또한 폭력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

료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135) 따라서 경제적 기초가 매우 약한 춘추시

대에 “일비천금(日費千金)”(하루에 황금 천 량(兩)이 소모됨) 정도의 소

모가 어떤 국가라도 부담할 수 없으므로, 각 국이 징벌을 하는 과정에 

작은 힘을 사용해 큰 수익을 받는 방법을 열심히 찾음으로써 서로 간의 

쟁단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당시 각 제후국들이 형성된 다극적인 경쟁의 국면은 각

국이 서로 견제하고 구속하기도 하며, 적나라한 피버리내나는 전쟁에 일

134) 薛國安, 『孫子兵法與戰爭論比較研究』(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3), 28쪽.
135) 위와 같은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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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제한을 받게 하였다는 점이다. 당시의 중국(천하)은 5 가지 각자 독

립적인 정치, 경제적 구역으로 구획하였다: 제(齊)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국가그룹, 진(晉)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국가그룹, 진(秦)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그룹, 초(楚)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국가그룹, 

그리고 ‘천하의 중심’에 처해 있는 정(鄭)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

(中原)국가그룹이다. 각 구역 간에 각자가 독점하는 이익이 있는 동시에 

공동적인 이익도 존재하며, 서로 노리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한 상황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징벌을 받는 국가도 동맹국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적국의 행동을 방어하기도 한다. 

     셋 번째 원인은 당시 주(周)나라의 천자가 명예상의 천하의 주인이

라고 인정되며, 서주나라가 보급되는 혈연종법(血緣宗法)제도가 제후국에 

대해 아직도 일정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

라 같은 성씨의 제후들이 다 형제관계이며, 다른 성씨의 제후들이 다 인

척(姻戚)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가족에 속해있다. 또한 주나라 초

기의 통치자들이 일련의 의전음악제도(예악(禮樂)제도)를 만듦으로써 통

치를 유지하고자 했다. 즉 제후국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나타날 때 중

재, 조정, 예양(禮讓) 등을 주장하며 적당한 정도에 그치자는 것을 주장

한다. 이 3 가지 요소의 중합적인 작용으로 ‘벌모’, ‘벌교’ 등 비

(非)전쟁적인 행위는 적을 굴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가능하게 되었고, 

모략을 능숙한 쪽이 광범위 국가를 연합함으로써 적국을 고립시키거나 

세객(說客)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설득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 싸우

지 않아도 이기는 목적을 달성한다. 당시 제환공이 바로 이 방법을 가장 

능숙하였기 때문에 관중(管仲)의 도움으로 벌모, 벌교를 활용함으로써 웅

호한 정치적 자본 및 다양한 부용국을 획득하였다. 

     또한 춘추시기 ‘정치적 간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외교

적, 군사적 행동을 보면 주로 6 가지 목적이 있다: 1. 연맹을 유지한다

(30%). 2. 종법질서를 유지한다(27%). 3. 패주의 유산을 분할한다(13%). 4. 

인접국가의 재앙이 자신으로 파급하는 것을 방지한다(10%). 5. 경쟁대상 

및 적대국가를 개조한다(10%). 6. 상대방의 연맹을 파괴한다(10%).136)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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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매우 공세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이 성향이 보이지 않고, 보다 

현상유지정책을 취하는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손자의 주장을 보급하는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이 당시의 제나라 병학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국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제환공의 

“구합제후, 불이병차. (九合諸侯，不以兵車)”137) (제후국들을 여러 번을 

모여서 연합시키는 과정에 군사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전쟁도 발동하지는 

않음)라는 쟁패의 업적은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이 나타나는 실천적인 의

거이다. 학자에 통계에 따르면 제환공이 당시 재위하는 기간에 동맹회의

를 총 22번 개최하였으며, 대다수가 전쟁을 발동하지 않고 작은 ‘파

(破)’로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한 편이었다. 당시 제환공의 주요방법은 

바로 ‘존왕양이(尊王攘夷)’(주 왕실을 존숭하고 제후국들이 서로 병합

하지 않고 밖으로 이적(夷狄)의 영토를 침탈함)의 구호를 제기하면서 연

맹전략 및 위협전략을 동시에 이용하며, 상대방의 진영을 와해하면서 자

기의 권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다. 즉 주로 이익의 유혹 및 

위협, 군사적인 ‘파(破)’ 및 정치적인 ‘전(全)’을 결합해서 적을 설

득, 위협, 굴복시킨 편이다. 예를 들면 제환공이 수(遂)나라를 소멸시킴으

로써 노(魯)나라를 신복하게 하고, 동맹군의 위협으로 송(宋)나라를 굴복

시키고, 군사력을 전시함으로써 강대한 초(楚)나라를 항복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나라의 군사, 외교 사례가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을 위해 실천

적인 의거를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가 전파(全破)관계를 토론할 

때 얘기한 군대조직인 ‘국(國), 군(軍), 려(旅), 졸(卒), 오(伍)’의 배치도 

관중(管仲)이 당시에 시행하는 군대조직과 동일하다. 이것도 손자병법의 

전승(全勝)사상이 제나라 병학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36)黃宇興,陳琪，“春秋時期的國家幹涉-基於<左傳>的研究”，上海：國際政治科學 ,  

2008, 8쪽.
137)

https://ctext.org/analects/xian-wen/zhs?searchu=%E4%B9%9D%E5%90%88%E8%AB%B8%

E4%BE%AF%EF%BC%8C%E4%B8%8D%E4%BB%A5%E5%85%B5%E8%BB%8A&searchmod

e=showall#result  『論語：憲問』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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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후세 손빈(孫臏)은 이러한 정치주장과 전략사상도 제기하였

고, 『손빈병법』에서 “벌국지도, 공심위상(伐國之道，攻心為上)”의 이

른바 ‘심전(心戰)’의 책략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손자의 부전승사상에 

대한 계승이면서 발전이기도 한다. 이것은 ‘부전승’사상이 가장 작은 

대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승리와 절대적인 이득을 쟁취하고자 하는 본질

을 파악하는 동시에 ‘위협’의 함의를 강조하였다.138) 다만 손빈의 이

론은 손자병법보다 더욱 미시적인 차원, 전략, 전술에 대해 집중되는 특

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손자병법에 대해 미시적이고 이론적인 보완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가 똑같이 ‘높은 차원에 있는 전면적인 승

리’ 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박창희의 분석에 따르면 손자가 전쟁의 종결에 대해 적어도 3

가지 승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군사적 승리다. 적의 

군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적 군대의 주력을 와해시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결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적군대의 무장을 완전

히 해제해야 한다. 둘째는 정치적 승리다. 적 군주가 굴복하여 왕위를 

포기하고 물러나거나, 혹은 아국 군주에게 충성하면서 일부 지역을 위임

받아 다스리는 데 합의해야 한다. 만일 적 군주가 굴복하지 않고 산속으

로 도망가서 저항하거나 주변 제후국과 연합하여 재기를 노릴 경우 원정

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는 사회적 승리다. 이는 합병한 

적 국가에 대한 완전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 백성의 민심이 적 군주에게 등을 돌리고 아국 군주에

게 돌아서야 한다. 이는 비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주와 장수가 적국 백성의 민심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

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139) 따라서 손자가 추구하는 전

승(全勝)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두 번째 또한 셋 번째 승리, 

즉 정치적 승리 및 사회적 승리라 할 수 있다. 

     손자 후에서 나온 병가의 또 다른 저명한 사상가인 오기(吳起)도 

138) 曹靜, 先秦兵家的軍事倫理思想研究 , Ph.d, 中南大學, 2012, 50쪽.
139)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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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처럼 자기가 처해 있었던 시기인 전국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

쟁에 대하여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전쟁으로 성과를 거두고 백성의 민심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

겼다. 140) 따라서 손자이든 오기든 병가의 사상가들이 단지 군사적인 승

리 혹은 전략적인 우세를 다투기보다 최종적으로 제한적인 전투를 통해

서 완전한 정치적인 승리(명예, 경제적 이득) 또한 사회적 승리(민심)를 

다투는 것을 궁극적인 취지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는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2 가지 대립적인 상태이다. 역

사적인 발전에 봤을 때 평화발전은 인간의 최종적인 이상추구이며, 전쟁

은 오직 평화를 실현하는 한 가지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손자의 부전승

사상은 전쟁의 최고 이상 및 경계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추구이자 전략적

인 계획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자가 보는 전쟁의 4 가지 차원 및 전승(全
勝)사상은 아래와 같이 3 가지 총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평화, 또한 적어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다. 즉 손자가 호전주의를 지극히 반대하고 학살, 강탈을 지양하고 평화 

및 질서에 대한 회복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2. 전쟁을 중요

시하고 전쟁 중에 있는 승리가 유일한 가치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손자가 

전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으나 전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질서 및 전쟁 자체에 대해 오직 다양한 형

태의 전쟁을 통해서 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전지전(以戰止
戰)’). 즉 ‘부전승’의 필수조건은 모든 전쟁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우세이며 즉 전승(戰勝)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3. 손자가 전쟁의 레벨, 즉 다른 수준의 전쟁형태를 통제하는 것을 중요

시하며, 이로써 평화의 최종적인 가치를 보장할 것이다.141) 즉 손자의 전

승(全勝)사상은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 국부적인 전쟁을 통해서 전체적

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보류하였다. 따라서 부전승, 국부전쟁, 군사

140) 이동욱,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비교연구- 군사 사상적 원류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2017, 136쪽.
141) 李殿仁, “孫子兵法的兵道特征及價值貢獻”, 孫子研究, 2017,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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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전 등 점진적으로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통제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전승(全勝)’사상으로 구성된 투쟁이론 혹

은 투쟁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규범론 주장에 따르면 국가 간/국제체제 

분석수준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손자의 전승(全勝)사상

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관계의 방향을 조명하였다고 생각한다. 하 미디로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간의 상대적인 이득과 절대적인 소

모의 형태로 구성되는 관계에서 점점 절대적인 이득의 이상적인 관계로 

가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진정한 국제정치에 대한 투쟁의 차원에서 국가

와 국가 간의 관계, 혹은 4 가지 차원의 전쟁에 있는 국가 간의 관계는 

‘승(勝)’이라는 목적적인 전제 및 필연적인 결과에 따라 4 가지 차원

의 전쟁 형태가 각자 다른 정도의 ‘전(全)’ 및 ‘파(破)’의 상태와 관

계에 도달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謀)’, ‘교(交)’의 차원의 전쟁

으로 ‘승(勝)’의 결과를 이룬다면 상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절

대적인 소모를 반드시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전(全)’의 이상

적인 형태, 즉 병합과 통일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득의 상태에 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병(兵)’, ‘성(城)’의 차원의 전쟁으로 ‘승(勝)’의 결

과를 이룬다면 매우 제한적인 상대적 이득(장평대전처럼 진나라가 간신

히 이기는 경우)을 얻는 동시에 막대한 절대적인 소모를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승(勝)’의 형태에 따라, 즉 ‘전승(全勝)’ 상태가 

거의 0 소모로 상대방의 모든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면 앞으로 피아 통

일한 자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득과 전후 서로 보완하는 상

호작용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진정한 이상적인 ‘전(全)’의 관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전승(全勝)’상태에 도달될 수 없다면, 즉 자기의 

인원의 소모를 통해서 오직 상대방의 인원, 물자를 일정한 정도로 파괴

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더욱 심각한 상대적 이득을 위해 더욱 가혹

한 전면전을 면해야 되고, 감정적인 보복 등 복잡한 문제도 계속 파생될 

것이며 결국 안보딜레마 및 전쟁의 악순환에 벗어날 수가 없겠다. 



- 110 -

     따라서 손자의 ‘부전승’이념에 따르면 자기든 상대방이든 가능하

면 인원의 사상(死傷)과 자원의 파괴를 하나도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하고, 가능하면 군사적인 뒷받침으로 모략전, 외교전으로 전(全), 즉 

통일을 조성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상대적인 이

득의 문제가 오직 각자 경제를 발전시키고 휴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연적인 요소로 인해 앞으로 꼭 결전할 필연성이 있는 것을 보

면 가능하면 빠르게 통일되는 것은 국가 간 안보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신속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전쟁의 차원의 차이 및 위계적 변화에 의해서 단계적 선택이 있다는 것

도 밝혔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할 때 반드시 무력으로 결승해야 

하지 않고, 높은 차원의 모략전, 심리전, 외교전 그리고 국부적인 제한전 

등도 있으며 도시공략전 혹은 전면전 중에도 포위하나 섬멸하지 않은 전

략 등이 있으니 섬멸전에 대한 신중한 파악 및 전후 국가 간 관계를 완

화하는 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이론적 보장 및 선택사항을 제공하였다. 

또한 박창희 교수가 분석하는 3 가지 차원의 승리에 따르면 3 가지 수준

의 관계도 마련할 수 있으며, 즉 국가 간의 군사적 관계, 정치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일 것이다. 손자가 군사측면을 치중하는 병가사상가

이지만, 이미 국제투쟁 중에 있는 정치적, 사회적 측면의 승리 및 목표

를 발견하여 자기의 이론 주장에 투입하였으며, 당시 국제환경에서 국가 

간의 투쟁 관계의 새로운 착안점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2. ‘전승(戰勝)’이론: 국제 투쟁에 대한 전략적 원칙 및 

인식론

1) ‘군쟁(軍爭)’의 이해결정론 및 ‘벌교론(伐交論)’ 

     손자가 <군쟁(軍爭)>편에서 ‘군쟁(軍爭)’이라는 고대의 군사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양쪽이 주로 군사력을 사용하여 전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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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쟁탈할 때 사용해야 하는 보편적인 승리원칙을 제기하였다. 또한 

역으로 얘기하면 ‘군쟁’이라는 용어를 통해 전쟁 중에 있는 양쪽이 이

익 또한 주동권을 쟁탈하는 행위를 묘사한다. 여기서 승(勝)이론 체계에 

대한 해석 부분에 우선적으로 ‘군쟁’을 제기하는 원인은 손자가 전쟁

관의 시각으로 출발하여 국제정치투쟁에 대해 원칙적인 지도방침을 제기

하는 핵심적인 논지는 바로 군쟁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바로 ‘군쟁’의 이해결정론 및 기본적인 원칙부터 해석하

도록 하겠다.

     ‘군쟁(軍爭)’이란 무엇인가? 조조(曹操)의 주해에 따르면 ‘군쟁

(軍爭)’이란 양군이 승리를 쟁탈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승리를 위한 유

리한 조건을 쟁탈하는 행동을 말한다.142) 현대적인 의미의 국제정치의 

상황에 유추하면 즉 유리한 정치적인 조건을 다루는 것이다. 손자가 

“군쟁위리, 군쟁위위. (軍爭為利，軍爭為危)”143)라고 하며 국제정치에 

이익 및 유리한 조건을 쟁탈할 때 유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면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손자에 따르면 국제정치에 있는 군쟁(軍
爭)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원칙은 바로 ‘리(利)’가 아니라 

‘선(先)’일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 또한 가장 난처한 원칙은 바

로 “이우위직, 이환위리. (以迂為直, 以患為利)”144)다. 글자 자체의 뜻

에 따르면 우회적인 것을 직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우환 및 위난을 

이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이지만 개괄적인 지도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우직(迂直)’이란 ‘빙 돌아가는 직

진(circuitous straight)’145)라고 할 수 있으며, ‘우직(迂直)’의 원칙은 

바로 리델 하트(Liddell Hart)가 얘기한 ‘간접 노선(Indirect Approach)’

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델 하트가 ‘상대방의 심리적인 조화를 동요하게 

142)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21쪽.
143)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中華

書局, 1977)，75쪽.
144) 위와 같은 책，75쪽.
145) Victor, H, Mair, The Art of War Sun Tzu's Military Metho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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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승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전략사(戰略史)는 사실은 간접 노

선의 응용 및 강연의 기록이다.’라고 하였다.146) 리델 하트에 따르면 우

리가 전략학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쪽으로 한 목

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 목표를 추구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야 하고 이에 따라 노선을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그리

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한 가지 새로운 관념의 공격은 반드시 완강한 

저항을 받고 난처한 국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침투하는 수단 

및 측면 공격 같은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효과를 얻을 

것이다.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은 상대가 ‘자연적으로 

기대하는 노선(line of natural expectation)’, 직접적으로 그의 정신적/물

질적 목표로 진격하면, 이러 인해 나타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일 

것이다. 반면에 전략적인 ‘간접적인 노선’을 통해서 상대를 평형을 잃

게 할 수 있다(dislocation).147) 이른바 ‘간접노선’이라는 전략은 상대를 

평형을 잃게 함으로써 결정적인 전략적인 결과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역

사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간접성’을 조성하

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요소로 귀납할 수 있다. 

     리델 하트의 『전략론』에서 25 개 전쟁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결

론을 얻었다: “대다수의 회전에서 노선의 간접성은 거의 전쟁 결과의 

결정성과 동일한 가치가 보인다. 한 편으로 직접적인 노선의 사례가 사

실상 매우 드물고, 다른 한 편으로 역사상의 결정적인 회전 중에 간접노

선을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따라서 간접성은 전략적으로 보면 매

우 바람직하고 경제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148) 이것은 리델 하트가 

손자병법에서 계시를 받아서 발전시킨 ‘간접노선’은 사실상 손자가 얘

기한 군쟁의 중요한 핵심인 ‘우(迂)’ 및 ‘직(直)’의 관계에 대한 아

주 상세하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손자가 ‘군쟁(軍爭)’에 대해 3 가지 선결조건, 또한 군

주에게 국제정치투쟁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 가지 중요한 기본적

146) Liddell Hart, Basil Henry, Strategy (New York: Praeger, 1954), 3쪽.
147) 위와 같은 책, 5쪽.
148) 위와 같은 책,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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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쟁원칙을 열거하였다: 

“제후국들의 모략을 알지 못하면 그들과 미리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 산림, 험한 지형, 늪지의 형태를 알지 못하면 군대가 행군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길잡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리상의 이점을 

파악할 수 없다.”149)

(1.不知諸侯之謀者, 不能豫交；2.不知山林, 險阻, 沮澤之形者, 不能行
軍. 3.不能鄉導者, 不能得地利.)

 

     손자에 따르면 군주 등 국가와 군대의 최고지도자, 또한 정채결정

자가 국제정치투쟁에 대해 본질적인 원칙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

적인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첫째로 지도자가 타국들의 ‘모(謀)’, 즉 

전략적인 의도, 계획 그리고 사용하기가 가능한 전술, 배치를 알아야 하

고, 적어도 타국들의 욕구 및 전략적 목표, 사활적인 이익 소재(所在) 그

리고 정책취향(모겐소가 제기하는 현상유지 혹은 현상타파) 등을 알아야 

한다. 아니면 쉽게 외교활동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모(謀)는 2 

가지 뜻이기 있을 수 있으며, 하나는 ‘계책’이며, 또 하나는 ‘상의

함’이다.150) 따라서 지도자가 타국의 개별적인 의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상의한 공동적인 결과, 혹은 집단적인 의도, 외교관계

의 정도 등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요구는 바로 지

연정치요소에 대한 통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를 지극히 치중

하는 전략문화 중에 지연요소는 모든 통치자, 전략지휘자가 통달해야 하

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연요소, 지연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 그리고 통달할 수 있는 지연전략 안목이 없으면 군대의 

최고지도자로서 군사력을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 셋 번째로 손자가 향

도(嚮導), 즉 공략하고자 하는 지역, 혹은 타국에 있는 정보인원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마지막 13편 <용간(用間)>편에 있는 첩자에 대한 

149) 손자 지음, 김원중 옮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서울: 글항아

리, 2013), 189쪽.
150)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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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과 호응하여 최고지도자가 군쟁 중에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국제투쟁, 특히 군사행동의 

적극성, 전쟁을 하기 전에 유리한 태세를 쟁취하기 위해 3 가지 핵심적

인 요건은 바로 타국의 전략적 의도 및 외교현황에 대한 통달, 지연요소

에 대한 정확히 파악함, 그리고 타국에 주둔하는 정보원에 대한 활용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1. 국제관계, 2. 지연정치, 3. 정보 3 가

지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춘추시대가 여러 나라가 임립하는 시대다. 그 시기에 군사행동을 

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타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심지어 원정할 때에 타

국에 경유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외교적으로 항상 주변 국가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나중에 행동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

다. 또한 타국과 협력하고자 하면 이 국가의 전략적인 계획을 우선적으

로 알아봐야 하며, 즉 공동적인 이익을 파악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폭발하기 전에, 독일이 프랑스에 대해 시행하고자 했던 이른바 ‘슐리펜 

계획(Schlieffen Plan)’이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은 

독일이 벨기에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벨기

에의 영구중립국 지위와 벨기에와 영국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심지어 벨기에 사전에 협력하기 위한 외교적인 준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

황에 준비가 없이 공격하였다. 즉 ‘제후지모(諸侯之謀)’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1914년에 벨기에에 경유했을 때 맹렬한 저항을 받아서 ‘마른 전

투’에서 실패되었다.151)  

     앞에 제시한 3 가지 선결조건에 부합된다면 실제로 군사행동이 시

행하는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3 가지 지도적인 원칙도 있다: 1. “이

사립(以詐立)”, 2. “이리동(以利動)”, 3. “이분합위변(以分合為變)

”.152) 첫 번째 원칙인 ‘사(詐)’에 대해 현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로 ‘기적(欺敵)’(deception)으로 이해한다. 즉 상대방을 시기함

151) 鈕先鐘,“從施裏芬說到馬恩河會戰”,『戰史研究與戰略分析』（臺北: 軍事譯粹社，

1998), 21-53쪽.
152)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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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자기의 정황을 모르게 하고 승리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즉 군

쟁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섞갈리게 함으로써 상대방

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 걸음 물러

나 있다가 나중에 행동을 취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

인 “이리동(以利動)”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르고 서로 의존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해석이 있다. 군쟁(軍爭) 자체의 본질은 바로 이익에 대한 

쟁탈이지만, 어떤 때에 반드시 ‘해(害)’ 혹은 ‘환(患)’을 이익으로 

삼아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이익을 주어서 유혹해야 한다. 한 마디로 

하면 모든 행동은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중심으로 하는 결과라는 뜻이

다. 마지막으로 “이분합위변(以分合為變)”을 현대 군사용어로 표시해보

면, 바로 ‘분진합격(分進合擊)’153), 즉 몇 길로 나누어 진군하여 한 목

적을 함께 공격하는 태세를 뜻한다. 손자가 부대를 분산하고 각자 다른 

노선으로 같이 전진 시키자면 자기편에 유리한 목적지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단지 군사적인 사례만 얘기하면, 19세기 초기의 나

폴레옹은 아마 서구에서 최초로 ‘분진합격(分進合擊)’ 전략을 사용하

는 자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손자가 군쟁 중에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면할 때 계통론

적인 생존법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자고로 용병의 방법은 적보다 열 배가 되면 포위하고, 다섯 배가 

되면 공격하며, 두 배가 되면 적의 병력을 분할하여 싸우고, 적과 대

등하면 능숙하게 싸우며, 적보다 약간 열세하면 적과의 충돌을 피해

야 하고, 적보다 크게 열세하면 과감히 퇴각해야 한다.”154)

(故用兵之法, 十則圍之, 五則攻之, 倍則分之, 敵則能戰之, 少則能守之, 

不若則能避之.)

153) 

https://baike.baidu.com/item/%E5%88%86%E8%BF%9B%E5%90%88%E5%87%BB/4533108?f

r=aladdin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154)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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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등차가 있는 생존법칙에 의하면 총 6 개 단계 또한 피아상

황에 따라 생긴 행동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한 결전에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간의 회

전, 또한 외교전 등 다양한 형태나 레벨의 전쟁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필

자의 개인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생존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해

하면 정확할 것이다: 

     1. 십칙위지(十則圍之): 자기편이 상대방보다 매우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공격할 필요가 없고, 단지 포위하는 태세를 조성하여 군사위협

의 형식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로써 직접적으로 전승(全勝)

의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이상적인 전략이다. 2. 오칙

공지(五則攻之): 자기편의 역량이 상대방보다 수배 넘고 그러나 상대방이 

여전히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하면, 즉 상대방이 이기는 승산 및 희

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 직접적인 공격태세를 시행해야 한

다. 이로써 상대방의 전력을 직접 소모시킴으로써 자기편의 상대적 이득 

및 우세를 확대하거나 절대화시킬 수 있다. 3. 배칙분지(倍則分之): 자기

편의 역량이 단지 상대방의 2배가 되면 압도적인 태세를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 계략을 써서 상대방의 역량을 분할시키고 자기편의 상대적인 우

세를 확대해야 한다. 이로써 상대적인 우세를 확대함으로써 국부적인 전

쟁의 승리를 추구하기가 더 쉽다. 4. 적칙능전지(敵則能戰之): 자기편의 

역량이 상대방의 역량과 막상막하일 경우에 종합적으로 양쪽의 정보를 

‘묘산(廟算)’을 통해서 계산하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창출

하도록 해야 한다. 즉 힘이 막상막하의 경우에 정치적인 승리를 추구하

기 위해 초기적인 모략전, 외교전의 의미가 더 이상 크지 않고 결전을 

통해서 상대적 우세를 창출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5. 소

칙능수지(少則能守之): 만약 자기편이 열세에 처해 있으면 지리적인 환

경, 홈그라운드, 정보에 대한 통달, 사기 등 우세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

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불약칙능피지(不若則能避之): 만약 지

기편의 힘이 상대방을 전혀 비할 수 없는 정도로 약한다면, 가능하면 모

든 형식의 전쟁을 필하게 보장해야 하고 자기의 생존공간을 쟁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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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손자가 이러한 명확한 피아 양쪽의 실력 대비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생존법칙을 제기함으로써 국제투쟁 중에 적대적인 상황

에 유리한 투쟁원리 및 우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손자가 군쟁 중에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석할 것이

다. 손자가 “지자지려, 필잡어리해. (智者之慮，必雜於利害)”155)라고 하

면서 지자(智者), 즉 현대적인 말로 이성적인 ‘정책결정자’(decision 

maker)에 대한 이해결정이론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 및 장령을 

포함된 모든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정반 

양면이 포괄될 것이며, 즉 이익을 쟁탈하면서도 손해를 피해야 된다. 그

러나 이해(利害) 간에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며, 즉 항상 이익에 손해도 

존재하거나 손해에 이익이 파생될 수 있는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전략적인 고려는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골고루 평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무(務)) 우리의 전략적 

평가에 따라 그 중에 우리 편에 유리한 이유가 존재한다면(잡어리(雜於
利)) 이러한 행동은 신뢰성(credibility)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상대방이 

우리 편에 어떤 위협이 될 때(환(患)), 또한 이러한 위협이 상대방 자체

에도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잡어해(雜於害)) 이러한 위협을 계

책으로 해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조(曹操)의 해석에 따르면 “재리사

해, 재해사리. (在利思害，在害思利)”, 즉 유리한 상황에서 해로운 면을 

고려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춘추시기의 국가에 대해 국가의 크기 및 강약에 따라 3 가지 등급

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강대국인 진(晉), 초(楚), 제(齊), 진(秦) 및 그 

후에 굴기된 오(吳)와 월(越)은 1등 국가이라면, 노(魯), 위(衛), 정(鄭), 송

(宋)은 2등 국가이고, 진(陳), 채(蔡), 기(杞), 조(曺) 등 국가는 3등 국가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2등, 3등 국가가 맹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

며 열국이라고 칭할 수 있으나 나머지 소국은 열국의 속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156) 손자가 처해 있는 오(吳)나라가 1등 강대국일 뿐만 아니

155)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56쪽.
156)黃宇興,陳琪，“春秋時期的國家幹涉-基於<左傳>的研究”，上海：國際政治科學, 2008,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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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굴기하고 있고 현상타파를 도모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손자의 사상은 

반드시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에서 강대국의 특징 또한 패권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손자는 <구지(九地)>편의 마지막 단락에서 국제체제에서 

모든 상황을 대응할 수 있고 누구나 감히 견들일 수 없는 패권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무릇 패왕의 군대가 대국을 치면 그 대국의 군대는 미처 집결하지

도 못한 채 당하게 된다. 위세가 적에게 미치게 되면 적의 외교적 노

력은 통하지 않게 된다. 자고로 천하의 외교를 다투지도 않고 천하의 

권력을 도모하지도 않으면서 자국의 사사로운 힘만으로 적에게 위세

를 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적의 성을 빼앗을 수도 있고, 적국을 무

너뜨릴 수도 있다.”157)

(夫霸王之兵，伐大國則其眾不得聚，威加於敵，則其交不得合. 是故不
爭天下之交，不養天下之權，信己之私，威加於敵，故其城可拔，其國
可墮.)

     『십이가주손자(十壹家註孫子)』에 따르면 패권국(패자)이란 권력에 

대해 여유가 있으므로 수시로 상대방의 집단을 와해시킬 수 있거나 이상

주의적인 해석에 따르면 ‘의(義)’의 도로 무적의 상태에 도달되는 것

이다. 장예(張預)에 따르면 패자 혹은 부유하고 강대한 세력은 상대방에 

대해 수십 배의 군사력으로 제후국들이 무서워해서 감히 교합하지 못하

는 것이며, 혹은 한 대국을 징벌함으로써 대국의 실패를 갖고 소국들이 

위협하는 수단도 뜻할 수 있다.158) 마지막으로 진정한 패자가 천하의 만

국(萬國)과의 외교와 단절하고 천하의 권력을 취할 수 있고 진정한 무적

의 상태에 도달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즉 2 가지 필수적인 조건: 1. 

상대방, 혹은 잠재적인 적보다 훨씬 더 많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

으므로 원한다면 수시로 상대방의 도시를 공략할 수 있고, 2. 절대적인 

157)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500쪽.
15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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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맹을 결성하지 못하는 위협 혹은 영향력이 존

재한다.  

     ‘벌대국(伐大國)’이란 강대한 적을 뜻하며, ‘기중불득취(其眾不
得聚)’이란 그의 동맹국들이 감히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

다. 따라서 진정한 초강대국은 일부로 외교적인 지원과 결맹을 추구할 

필요 없고, 자기의 국력만 믿어야 위신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손

자의 궁극적인 태도는 국가의 대소 관계없이 반드시 ‘신기지사(信己之
私)’의 실용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생존을 보존해야 하며, 단순히 결맹

과 외교수단에 의지함으로써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망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완전히 절대적인 실력, 

특히 하트파워로 모든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패국’에 대한 구상은 

실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추앙하는 실력지상주의 및 안보지상주의적인 특

징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군이 적의 계략을 뛰어넘는 뛰어난 계책으로 전격적인 승

리를 거두는 것이다. 사전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 주변국을 동맹으로 규

합하여 적국을 고립시킨 뒤 원정군을 동원하여 우직지계의 기동으로 적

의 수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때 병력을 사용하면 ‘벌병’이 되지만, 

그에 앞서 살펴본 구순의 고준 토벌 사례와 같이 적의 책사를 제거하거

나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은 싸울 생각도 못한 채 항복하지 않

을 수 없다. ‘벌모’를 통해 부전승 혹은 전승을 거두는 것이다. 다음

으로 패권국의 군대는 적국의 외교적 노력을 차단할 수 있다. 적국은 패

권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을 얻고자 주변국과 외교적

으로 교섭하지만 성공할 수 없게 된다. ‘벌교’를 통해 적국을 고립무

원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즉 패권국은 천하의 외교를 다투지 않고

서도 자국의 군사력만으로 적국에 위세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적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손자의 ‘전승(戰勝)’이론의 실천단계에 들어

가서 가장 우선적인 단계에 대한 ‘벌교론’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군쟁(軍爭)의 구체적인 체현, 그리고 국제정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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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바로 벌모(伐謀)와 벌교(伐交)이다.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벌모(伐
謀)를 전략의 제1선택으로 하고, 이 ‘벌(伐)’의 의미는 바로 ‘타격

(strike)’이다. 다시 말하면 최선의 전략은 바로 가상적의 전략계획을 타

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발본색원(拔本塞源)의 전략으로서 적의 계획

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은 원래의 의도를 철저히 포기하게 한 것이

다. 설령 상대방의 전반적인 계획을 파괴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맹

과 부용국을 타격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원래 

정한 계획이 시행하기 어렵게 할 수 있는 이차적인 전략이 존재한다. 따

라서 상대방의 연맹을 분할하거나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것은 ‘벌모’와 

‘벌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벌모’와 ‘벌교’는 반드시 결합해서 활용해야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다. 손자가 국제적인 투쟁은 단지 작전 및 도시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치, 경제, 외교 방면의 협력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외교투쟁을 매우 중요시한다. 정치전 및 

심리전의 전개과정에 반드시 외교투쟁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손자가 자

기의 ‘전승(全勝)’, 즉 전쟁을 하지 않아도 승리를 얻는 확률 및 가능

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는 ‘벌교(伐交)’에 대해 보다 정

확하고 상세한 내용, 중점, 원칙, 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교전의 성공 통

로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벌교(伐交)’ 측면의 권력은 대

국의 특허라고 하며, 즉 외교투쟁은 강대한 폭력이 뒷받침으로 하는 강

권(强權)을 통해서야 달성할 수 있는 이른바 “약국무외교(弱國無外交)” 

같은 인식이다.159) 그러나 손자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손자에 따라 벌교(伐交)는 반드시 ‘지(知)’를 전제로 하고, 상대방의 

연맹을 와해시키고 자기의 전선(戰線)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의 최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군쟁(軍爭)>편 및 <구지(九地)>편에서 지적

했듯이 누구와 결맹하는지, 누구를 타격하는지에 대한 전제는 바로 ‘지

(知)’이며, 즉 외교투쟁은 정치투쟁, 군사투쟁과 같이 반드시 적과 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상태에 처해 있어

159) 傅朝, “孫子的外交思想”, 遼寧工學院學報, 2000,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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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타격하는 중점 및 급소를 장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적의 정치적 모

략 및 외교공세를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가 ‘벌교(伐交)’의 2가

지 목적을 보면 하나는 상대방의 동맹을 와해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자

기의 전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벌교(伐交)’에 대해 역대의 주해가가 각자 다른 이해를 갖고 있

다. 『십이가주손자(十壹家註孫子)』중에 조조(曹操)가 “교장화(交將
和)”로 이해하며, 맹시(孟氏)가 “교합강국, 적불감모. (交合強國, 敵不敢
謀)”로 이해하며, 두유(杜佑)가 ‘불령합(不令合)’으로 이해한다.160) 그

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총 2 가지 뜻이 있다: 하나가 ‘교(交)’를 ‘교

합(交合)’, ‘교전(交戰)’로 이해하는 것이며, 또 하나가 외교, 결교(結
交)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로 타국의 군사지휘자, 지도층과 외교

행동을 하거나, 특히 강대국과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

이며, 또한 반대로 상대방의 동맹 간의 외교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원 전 508년 (오왕 합려 7년)에 오(吳)나라가 손자의 벌교의 

전략을 사용하여 동(桐)나라를 책동하고 그를 초(楚)나라를 배신하게 하

였다. 그 후에 사절 서구 씨(舒鳩氏)를 파견하여 초나라에 “만약 초나라

가 오나라에 파병하면, 오나라가 초나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초나라를 

대신에 동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10월에 오나

라 군대가 초나라의 대비하지 못한 틈에 초나라의 군대를 이기고, 또한 

극소(克巢)를 점령하고 대부 공자번(公子繁)을 포로로 하였다. 이것은 바

로 손자 본인이 실천한 ‘벌교’의 실제적인 사례였으며 즉 상대방의 동

맹을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자기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외교적 환경을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각 제후국 간의 지연

정치적인 이익, 정치이익은 여러 가지가 뒤엉키어 복잡하다. 성공적인 

외교의 사례는 모두 명확한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조작되는 것이며, 본

질적으로 군사행동과 같이 국가의 전략적 도구로 볼 수 있다. 당시에 유

명한 종횡가(외교가)인 소진(蘇秦), 장의(張儀), 공손연(公孫衍) 등이 주도

160)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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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합종연횡(合縱連橫)’은 바로 그 중에 있는 최상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반면에 단순한 ‘우호외교’, ‘체면외교’ 혹은 단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중시하는 단기외교는 예외 없이 다 실패되었다. 그러

므로 벌교(伐交)는 단지 양국의 외교관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일이 아니다. ‘벌(伐)’이라는 말은 ‘주동적’이라는 뜻을 은연중 내포

하였다. 즉 필자가 ‘벌교(伐交)’란 ‘공세외교’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춘추전국시대의 외교는 예외 없이 외견상 및 비밀리에 양면 

다 포괄되는 두 개 ‘손’으로 구성되며, 당시의 열국 간의 외교전과 간

첩전이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이른바 ‘공공연히 하는 손’은 즉 외

교적인 로비이며, 이 과정에 국가 간의 실제적인 이익교환일 수도 있고, 

전략적인 사기도 활용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외교관계에 성신, 도덕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전쟁의 출발점으로 외교를 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비밀리에 하는 손’으로 바로 ‘용간(用
間)’, 즉 간첩을 파견하는 전술적 행동이다. 여기서 현대적인 의미로 분

석하기 위해 벌교(伐交)의 2가지 측면, 즉 외교전 및 간첩전(間諜戰) 중

에 외교전 부분만 다루고, 간첩전은 넷 번째 부분에 해석할 것이다.

     다음은 당시의 외교환경을 좀 정리해볼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의 

외교 실천 및 사상에 대한 정리는 3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전(前)정통시대의 이상주의적 외교 시기(공원 전 770-공원 전 

579): 이 시기에 동주(東周) 평왕이 아직 천자로 추앙을 받은 시기였다. 

즉 이익에 대한 명확한 치열한 추구의 정치국면에 주나라 왕실 같은 

‘연합국(聯合國)’을 유지하는 원인은 책임과 의무보다 현실에 대한 고

려- 즉 제후국의 확장이 주 왕실의 합법적인 인정을 얻기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 시기에 관중(管仲)을 대표로 하는 이상주의적인 외교는 펼치고 

있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질서가 형성되었으나 패

권국인 제(齊)나라가 정통의 지위가 없었다. 

     2. 정통시대의 세력균형외교 시기(공원 전 579- 공원 전 356): 춘추 

말기부터 전국 전기까지는 세력균형외교가 주도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에 춘추오패 및 전국칠웅(戰國七雄) 그리고 다른 편승하는 소국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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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세력균형의 국면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국면은 사회

생산관계의 변혁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춘추전국의 교체하는 시

기에 농노, 자유민의 반항활동으로 영주제 경제의 기초를 파괴하고 근본

적으로 영주제의 통치를 와해시켰다. 이어서 신흥의 지주들이 권력을 다

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신흥의 지주들이 예전의 영주의 경대부(卿大夫) 

계층에서 이탈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대부들이 정권을 잡은 제후를 암살

하여 권력을 빼앗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세력균형 정황에서 대국 간

에 서로 견제하고, 내부정권의 불안정으로 인해 대외적인 확장을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기존의 강대국이든 신흥 강대국이든 자기의 실력이나 

회맹 등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패권을 잡을 수 없고 타국이 패권을 쟁취

하는 행위도 저지할 것이다. 또한 각 세력들이 고정한 맹우(盟友)도 없

고, 현실적인 이익은 바로 외교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다.161) 

     3. 후(後)정통시대의 패권외교 시기(공원 전 356-공원 전 221): 이 

시기는 주나라 왕실이 회맹에 대해도 합법적인 상징적 의미가 상실되었

고, 각 국가들이 변법을 통해서 강성해지고 천하를 병합하고자 하는 시

기였다. 손자가 처해 있는 시기는 바로 두 번째 세력균형 외교의 시기였

기 때문에 그의 정책목적은 반드시 안보를 확보한 다음에 현상타파, 그

리고 부상의 강대국인 오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기존의 강대국을 대체

하여 마지막으로 패권을 장악하면서 천하를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마지막 패권외교시기와 달리 국가 간의 실력 차이가 크

지 않고 질서가 안정화되어서 현상타파를 이루기가 쉽지 않고, 전쟁을 

발기하는 대가도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손자의 전승(全勝)사상이 기초가 있고, 그의 벌교론 및 벌모가 당시, 그

리고 후세의 장의(張儀), 소진(蘇秦) 등이 실현가능성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손자는 정책결정자

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외교수단이 3 가지가 있다고 했다: 즉 ‘굴

161) 陳雪健, “從均勢到霸權：春秋戰國外交實踐與思想研究”, 華中師範大學馬克思主義學
院,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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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屈)’, ‘역(役)’, ‘추(趨)’162)3 가지로 들 수 있다. 1. 굴(屈)은 위협적

인 수단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수단이다. 즉 조조(曹操)의 해석에 따

르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통해 상대방을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

면 상대방에 있는 현명한 신하를 유혹함으로써 정책결정중심에서 쫓아내

게 하며, 간인을 잠입함으로써 상대방의 내정을 혼란시키며, 미인 등을 

상대방의 중요한 인물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음모(陰謀) 수단으로 상대방 내부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그를 자

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 역(役)은 상대방

이 국민을 혹사시키고 물자를 낭비하게 되고 국력이 소모될 수 있는 사

업을 하게 유혹하는 수단이다. ‘업(業)’이란 사업이다. 즉 상대방을 고

생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자국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인도하는 수단

이다. 그 중에 병사, 국가의 재부, 사회의 화목 그리고 명령의 집행 4 가

지 방면에 노력할 수 있다. 3. ‘추(趨)’는 이익을 줘서 유혹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수단이다. 즉 이익으로 상대방을 유혹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예정할 

계획을 어느 정도 바꾸게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대적인 통제수단 및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자극수단을 통해서 상

대방의 동태적인 변화를 잡음으로써 상대국가의 정책 목적 및 일반적인 

규율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 3 가지 외교수단을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강요(compellence)’, 즉 대상 국가를 협박함으로써 자기의 의지

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 이것은 ‘제지(deterrence)’보다 더 심한 정

도로 적극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사

례가 있다: 진(秦)나라가 원래 비옥한 땅이 천 리가 있다고 하며, ‘육지

의 바다’라는 미칭이 있었다. 당시 전국시기의 작은 나라인 한국(韓國)

은 수도 노동자인 정국(鄭國)이라는 사람을 파견하여 경수(涇水)를 개척

하고 삼 백 리의 도랑을 발굴하고자 하는 제안을 진나라에게 제기하였

162)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57쪽.

“굴제후자이해, 역제후자이업, 추제후자이리. (屈諸侯者以害, 役諸侯者以業, 趨諸侯者以
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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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진나라가 경제발전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침

략을 결국 연기했다. 이것은 바로 (역제후자이업(役諸侯者以業)), 혹은 전

략적인 유도(誘導) 및 ‘윈-윈’을 달성할 수 있는 외교적인 유도로 볼 

수 있다. 셋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이익수단으로서 국제정치의 사

무 중에 위협과 이익의 유혹은 일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곤하다. 

     손자의 이러한 고전적인 ‘벌교’의 외교수단은 현대적인 외교, 혹

은 대외정책의 도구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국가가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대 국제정치학의 

정의에 따라 대략 6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1. 이성적인 설득

(rational persuasion), 즉 논리와 데이터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2. 조작적 설득(manpulative persuasion), 즉 권모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설득을 시행한다. 3. 권유(inducement), 즉 장려 혹은 징벌을 통해

서 설득한다(예: 경제적 원조/제재).  4. 위협(deterrence), 즉 군사적 위협

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저지한다. 5. 강제적 외교(coercive 

diplomacy), 즉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애초의 계획을 

바꾸게 한다. 6. 폭력(force), 즉 실제적인 실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

을 바꾸게 한다, 곧 전쟁이다.163) 필자의 이해로 손자의 외교사상에 나온 

맥락과 대응하면 조작적 설득이 ‘역(役)’을 대응하고, 권유가 ‘추

(趨)’를 대응하고, 강제적 외교는 ‘굴(屈)’을 대응한다. 이성적인 설득

은 전국시대의 일반적인 외교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자가 따로 언

급하지 않았다. 

     한편 손자가 국가들 간에 ‘합교(合交)’, 즉 협력적인 외교관계를 

세워야 하며 믿음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의 

안보전략사상이 당시 시대의 제한성에 따라 구속을 받지 않고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의 초기이론형태를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국가들이 단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면 안 되고, 자신의 안보 및 

주변 국가의 안보를 연결하고 공동적인 이익 및 안보 포인트를 찾아서 

협력, 호조의 방식으로 공동적으로 양호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놓아

163) 李少軍, 『國際政治學概論』(상하이: 上海人民出版社, 2009),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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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즉 ‘구조적인 안보’를 창조하는 동시에 체제 내에 있는 개별

국가의 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취지다. 손자가 <구지(九地)>편에서 

제시했듯이 과거에 오(吳)나라의 사람과 월(越)나라의 사람이 서로 미워

하지만 그들이 공동적으로 배를 타서 바다에 폭우를 면할 때 서로 협력

하고 호조하였으며 결국 같이 난관(難關)에 통과하였다.164) 즉 공동적인 

위난을 면할 때 (吳)나라의 사람과 월(越)나라의 사람처럼 서로의 갈등을 

포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손자의 외교적인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합교(合交)’에 대한 주장은 손자의 지연사상 부분에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외교투쟁의 전체적인 책략에 대해서도 손자도 자기의 주장이 있다. 

손자가 <구지>편에서 고명한 장수 혹은 정책결정자가 국제환경 및 전장

의 형세에 대해 침착하게 인식하고 탄력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치, 외

교, 군사에 대해 보수적인 태세 혹은 공세적인 태세를 취하는지, 잠시 

위축하거나 저조하게 개입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에 대해 국제형

세의 변화 및 적/아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165) 손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강하고 자기 쪽이 불리한 상태에 있으면 

잠시 위축해서 보수적인 전략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전

쟁을 참여하는 국가 상하의 국인, 민중의 집단적인 심리도 파악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즉 “불쟁천하지교, 불양천하지권(不爭天下之交, 不養天
下之權)”의 태도를 취하고, 정기를 키우고 예기를 모으면서 시기를 기

다리어야 한다. 따라서 손자의 외교사상 한 마디로 하면, ‘지(知)’를 

전제로 하고, ‘위(威)’를 기초로 하고, ‘구지(衢地)’ 즉 전략적 요충

을 중점으로 하고, 상대방을 와해시키면서 자기의 전선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벌모와 벌교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주요 투

쟁형식으로 하고, ‘굴(屈)’, ‘역(役)’, ‘추(趨)’를 주요 수단으로 하

164)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36쪽.

“부오인여월인상악야, 당기동주제이우풍, 기상구야여좌우수. (夫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
同舟濟而遇風, 其相救也如左右手).”

165) 위와 같은 책, 233쪽.

“구지지변, 굴신지리, 인정지리, 불가불찰야. (九地之變, 屈伸之利, 人情之理, 不可不察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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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으로 ‘불전굴인(不戰屈人)’의 이상적인 목표로 삼는 완전한 

체계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손자의 ‘벌교’란 현대적인 ‘강제적 외교’와 강대국외교

의 성질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현대적인 국제관계에서, 비록 19

세기나 20세기와 다르지만, 강제적인 역량이 여전히 국제관계에 있는 주

요요소로 간주되고, 그리고 외교활동의 중요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에 사람들이 외교에 대한 정의가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협의의 

의미인 ‘순수적인 외교’, 즉 외교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들이 상호적인 소통과 영향을 추구하고, 공식적이

든 비공식적이든 흥정함을 통해서 문제와 쟁단을 해결해볼 것이다. 일반

적으로 외교행동이 실패될 때 관련된 영역에서 폭력을 사용할 것이고, 

이러한 단계까지 도달되면 더 이상 외교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

다. 광의의 의미인 외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외교활동 중에 한 가지 

매우 제한적, 선택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고, 즉 ‘폭력적 

외교(diplomacy of force)’이다.166) 이러한 외교적 형식은 외교의 형식과 

폭력의 수단을 겸비하고 양자의 혼합형태로 나온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

게 “만약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당신이 협상 테이블

로 돌아올 때까지.”라고 위협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인 

전쟁과 달리 그의 목적은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외

교적인 협상을 하게 강박함으로써 비평등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

이다. 이것은 손자가 제기한 ‘벌교(伐交)’, 특히 ‘벌대국(伐大國)’에 

대한 주장의 현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제기하는 군쟁이론 및 벌교론에 대한 개인적인 

실천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손자가 처해 있는 시대가 춘추 후기다. 춘추 

중엽 이후에 초나라와 진(晉)나라가 중원에서 쟁패하는 과정에 제나라와 

진(秦)나라도 동서 양쪽에 할거하고 있었다. 당시 초나라가 진(秦)나라를 

연합하고, 진(晉)나라가 제나라를 연합하였기 때문에 양극균형이 이루었

다. 이러한 서로 이길 수 없는 세력균형의 국면에서 각국 내부적인 갈등

166) 李少軍, 『國際政治學概論』(상하이: 上海人民出版社, 2009),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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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겼기 때문에 결국 쟁패를 끝내는 ‘미병(弭兵)’회맹(會盟)이 나타

났다. 이 맹회는 송나라의 주최로 진(晉)나라와 초나라의 패권에 대한 쟁

단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각국의 세력이 가장 강한 대부(大夫)

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양대 패권국의 지위를 승인을 

받았고, 양국이 앞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공동

적으로 말을 듣지 않은 제3국을 공동적으로 토벌하자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제나라와 진(秦)나라 외에 다른 제후국도 양국에게 공물을 바쳐야 한

다. 이로써 양국이 당시 ‘천하’의 패권을 평등하게 나눴다고 할 수 있

다. 

     이의 동시에 창장 하류의 오(吳)나라와 월(越)나라가 굴기되었다. 그 

후에 초나라와 진(晉)나라가 각자 직접적인 충돌을 멈추고 각자 오나라, 

월나라를 연합해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이로

써 오나라가 초나라와의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발생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손자가 나타났고 자기의 포부를 펼쳤다. 당시 손자가 오자서(伍
子胥)와 같이 오왕 합려를 도와줘서 국가와 군대를 다스리는 과정에 초

나라를 공략하고, 더 나아가 남쪽으로 월(越)나라를 굴복시키고, 마지막

으로 중원(中原)을 진격하여 패권을 다투고자 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군사력을 나눠서 초나라를 계속 교란하고 피곤하게 함으로써 초나

라와 쟁패하는 주도권을 쟁취하는 방침을 세웠다. 손자와 오자서의 도움

으로 오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고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도 참배시켰다. 

오나라가 이제 전성기에 들어섰고 초나라, 진(晉)나라와 쟁패하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합려의 아들 부차(夫差)가 손자와 오자

서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손자가 오나라가 떠나버린 다음에 월왕 구천

(句踐)이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면 손자의 사상은 단지 전

술적인 지도방침 혹은 국가 내부정치를 지도하는 규범론적인 사상, 또한 

보수적인 국제정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현상타파를 

위한 확장정책을 펼치는 의도가 있으며, 즉 민중을 부유하게 하고 군사

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안국보민’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대

외확장, 최종적으로 천하의 패권을 쟁탈하는 야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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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손자가 국제투쟁 중에 자국의 생존법칙 및 강성해지는 길에 대해 

안보제일주의에 대해 믿으나 결국 점진적인 확정정책을 지지하는 특징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통일’과 ‘천하’의 영구평화에 대한 이상

적인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손자병법의 지연(地緣)사상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춘추전국시대에 지연 요소가 전

쟁에 대한 영향이 지극히 중요하다, 심지어 어느 정도 당시 중국 지역의 

국제정치에 대한 ‘승(勝)’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손자병법 중에 전쟁의 준비 및 실시과정에 지연 요소를 어

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연정치의 

요소를 처음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손

자병법이 세계 최초에 지연사상을 논술하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에 <허실(虛實)>, <군쟁(軍爭)> 등이 지연(地緣)과 관련되고, <구변(九變)>, 

<행군(行軍)>이 반 정도가 지연(地緣)과 관련되고, <지형(地形)> 및 <구지

(九地)>이 전체가 지연과 관련된 것이다.167) 손자가 제기한 ‘오사(五
事)’ 중에 ‘지(地)’가 3번째 순위로 나오고 “부지형자, 병지조야. (夫
地形者, 兵之助也)”168)(지형은 전쟁/군사에 큰 도움이 되는 자일 것임)라

는 중요한 평가를 내렸다. 손자가 지연에 대한 논술이 전략적인 측면에

서 시작되고, 전술적인 측면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자연적인 지리 

및 인문적인 지리 모두 포괄된다. 여기서 손자의 전술적 차원에 있는 지

연전략사상을 제외하고 그의 지연정치사상, 지연심리사상 및 지연외교사

상 3 가지 부분만 분석할 것이다.

     손자가 <지형(地形)>편에서 6 가지 다른 작전 지형을 열거하고, 이

167) 邱劍敏, “孫子兵法的地緣思想”, 濱州學院學報(Journal of Binzhou University), 

2007, 4쪽.
168)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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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형들의 성질을 논술하면서 다른 지형에서 어떻게 작전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6 가지 지형체계는 결전의 장소에 

도착하여 피아 간에 지형이 주는 유불리점도 제시하였다: 

“1. 우리가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지역은 ‘통(通)’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반드시 높고 태양을 향한 데에 우선적으

로 점령해야 하고 양식의 운송 통로가 막임없이 잘 통함을 보장해

야 한다. 2. 쉽게 전진할 수 있지만 되돌아가기가 힘든 지역은 ‘쾌

(掛)’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적이 방비가 없으면 우리가 출

격해서 이길 수 있지만 적이 방비가 있으면 우리가 출격하면 승리

할 수 없거니와 되돌아가기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3. 우리

와 적군이 모두 출격하면 불리할 수 있는 지역은 ‘지(支)’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적군이 이익으로 우리를 유혹시켜도 주동적

으로 출격하면 안 되고, 물러나 피하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적군의 

추격을 유혹시키고, 그들이 추격할 때 반격하면 유리한 태세를 조성

할 수 있다. 4. 비좁고 험요한 ‘애(隘)’지역에서 우리가 강력한 군

대를 파견하여 요충지를 점령하고 적군을 기다려야 하나 만약 적군

이 먼저 요충지를 점령하게 된다면 우리가 적의 의지에 따라 공격

하면 안 되고, 만약 적군이 요충지를 봉쇄하지 않다면 우리가 공격

할 수 있다. 5. 높고 험요하고 전진하기가 힘든 ‘험(險)’지역에서 

우리가 여기를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하고 높고 태양을 향한 데에서 

적군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적군이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교전하지 않고 철군해야 한다. 6. 적과 우의 군영 및 

보루의 거리가 멀게 된 ‘원(遠)’지역의 경우에는 양쪽이 세력균형

의 태세에 처해 있고 상대방의 군영 앞에서 가서 도전하기가 힘들

기 때문에 출전(出戰)하면 불리할 수 있다.” 169)

(1.我可以往, 彼可以來, 曰通. 通形者, 先居高陽, 利糧道以戰, 則利. 2.

可以往, 難以返, 曰掛. 掛形者, 敵無備, 出而勝之, 敵若有備, 出而不
勝, 難以返, 不利. 3.我出而不利, 彼出而不利, 曰支; 支形者, 敵雖利
我, 我無出也; 引而去之, 令敵半出而擊之, 利. 4.隘形者, 我先居之, 必

169)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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盈以待敵. 若敵先居之, 盈而勿從, 不盈而從之. 5.險形者, 我先居之, 

必居高陽以待敵; 若敵先居之, 引而去之, 勿從也. 6.遠形者, 勢均, 難
以挑戰, 戰而不利.)

     이러한 지형 체계는 일반적인 지리유형, 즉 ‘육형(六形)’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6 가지 일반적인 지리유형, 또한 지연요소의 분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통(通)’: 이것은 경로가 편리하고 발달하고 평탄한 대륙지역

이며, 왕래하기가 매우 편리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우선적으

로 도달하여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즉 피아 모두 유

리하게 만들 수 있다.  

     2. ‘괘(掛)’: 이것은 망라의 지역으로서 상대방과 공유하고, 경계

선이 개의 이빨처럼 들쑥날쑥하듯이 쉽게 움직이면 위험할 것이다. 그러

므로 거기로 가면 쉽게 반환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준비가 

없고 우리가 진격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아니면 더 이상 반환하기가 쉽

지 않다. 

     3. ‘지(支)’: 이것은 ‘구(久)’의 뜻과 같고, 쌍방이 대립하면 좋

지 않을 지역이다. 즉 양쪽에게 모두 불리한 양립하는 지역 및 국면이

며, 쌍방이 각자 균형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여기서 진격하면 주둔

할 수 없고 적군을 만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른바 ‘지(支)’의 지형은 

교전 양쪽이 모두 강한 후원 및 지지를 갖고 있으므로 출격하기가 어려

운 상태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서방 전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

다.  

     4. ‘애(隘)’: 이것은 가득함을 뜻하며, 이러한 지역을 점령하면 상

대방이 진퇴(進退)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

인 군대 전체가 전개할 수 없는 가난한 지역이다. 

     5. ‘험(險)’: 이것은 바로 산천, 언덕 등 고지를 뜻하며, 여기에 

점령하면 적군을 기다려서 타격할 수 있으며, 적군이 먼저 점령하면 진

격하면 안 될 요충지로 볼 수 있다. 

     6. ‘원(遠)’: 이것은 바로 세력균형상태에 처해 있는 지역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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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6 가지 기본적인 지연유형을 알면서 손자의 지연

정치요소에 대한 더 상세한 구분을 알아볼 것이다.

     ‘구지(九地)’의 지연정치사상: 손자가 <지형>편에서 기본적인 지

형분류를 나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지(九地)>편에서 자기의 지연정치

사상, 즉 독특한 지연상황 분류체계를 논술하였다. 우선 자국의 군사력

은 주동적으로 본국 외의 다른 지역에 진입할 때, 즉 공격 혹은 침입의 

행동을 취할 때 면할 지리적인 상황이 총 9 가지 상황이 있다. 이것도 

결전을 수행하는 단계로 9 가지 지형을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지연정치체

계로 볼 수 있다: 

“제후가 스스로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 그곳을 산지라 

한다. 적국의 영토에 들어가되 깊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경지라 한

다. 아군도 차지하면 유리하고 적군도 차지하면 유리한 곳을 쟁지라 

한다. 아군도 갈 수 있고 적군도 올 수 있는 곳을 교지라 한다. 아국, 

적국, 주변국 제후의 영토가 접경하여 적보다 먼저 도착하면 주변국

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구지라 한다. 적의 영토에 깊이 들어가 

적의 많은 성과 고을을 배후에 두게 되는 곳을 중지라 한다. 삼림지

대, 험준한 지형, 늪지대 등 행군하기 어려운 곳을 비지라 한다. 들어

갈 때는 애로가 있고 나갈 때는 돌아야 하므로 적이 적은 병력으로 

아군의 많은 병력을 칠 수 있는 곳을 위지라 한다. 신속히 싸우면 살 

수 있지만 신속히 싸우지 않으면 죽는 곳을 사지라 한다. 자고로 산

지에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 경지에서는 행군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쟁지에서는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교지에서는 부대 상호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지에서는 외교관계에 힘써야 

한다. 중지에서는 마을을 약탈해야 한다. 비지에서는 신속하게 통과

해야 한다. 위지에서는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위지에서는 계책을 

써야 한다. 사지에서는 결사(決死)의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170)

(諸侯自戰其地者, 為散地. 入人之地而不深者, 為輕地. 我得則利, 彼得

170)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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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利者, 為爭地. 我可以往, 彼可以來者, 為交地. 諸侯之地三屬, 先至而
得天下之眾者, 為衢地. 入人之地深, 背城邑多者, 為重地. 山林, 險阻, 

沮澤, 凡難行之道者, 為圮地. 所由入者隘, 所從歸者迂, 彼寡可以擊吾
之眾者, 為圍地. 疾戰則存, 不疾戰則亡者, 為死地. 是故散地則無戰, 輕
地則無止, 爭地則無攻, 交地則無絕, 衢地則合交, 重地則掠, 圮地則行, 

圍地則謀, 死地則戰.) 

     이 9 가지 지연정치요소에 대한 분류가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

다: 

     1. ‘산지(散地)’: 자국에서의 전장, 즉 각국 본국의 지역에서 타국

과 싸우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고, 통로가 가까워서 군대가 산만해질 수 있다. 즉 진격하면 필사

의 결심이 없고, 후퇴하면 도망할 통로가 편리한 상황이다. 손자에 따르

면 이러한 지연상황에서 결전을 발동하면 안 되고 제대로 통제 및 관리

를 해야 한다. 

     2. ‘경지(輕地)’: ‘절지’와 같은 말, 국경에 인접한 상대방의 지

역, 즉 상대국의 지역에 들어가지만 깊이 진입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하면 자기편의 사람들이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지역이며, 여기서 사기

(士氣)가 미약하고 투지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정밀하고 세

련한 부대를 파견하여 방비해야 하고, 의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적

군을 쉽게 만나지 않으면 나을 것이다. 

     3. ‘쟁지(爭地)’: 피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즉 자기편과 상대

방이 어느 쪽이나 획득해도 이익이 되고 누가 먼저 획득하면 유리할 지

역을 말한다. 이것은 중요한 요충지로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이

길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을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하고, 점령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점거한 적군을 

밖으로 끌어내야지 쉽게 공격하면 안 될 것이다. 

     4. ‘교지(交地)’: 피아 접근이 용이한 지역, 즉 자기편과 상대방이 

누구나 가다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토로가 서로 교착하고 피

아 모두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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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을 수 없고 교합할 수 있으나 적군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틈을 통

제해야 한다. 

     5. ‘구지(衢地)’: 인접 제후들의 땅이 교차하는 지역, 즉 가장 중

요한 지역으로서 획득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

충지다. 본국과 상대국이 다른 국가와 인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획득하면 다른 국가와 결맹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막상막하의 태세로 이 지역을 쳐다보

고 있으나, 이 지역 주변의 다른 보다 약한 인접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춘추시대의 제나라, 초나라, 진(晉)나라에 대해 정(鄭)나라가 바로 그들에

게 중요한 ‘구지(衢地)’일 것이다. 즉 많은 국가가 속하는 지역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와서 그의 주변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리

한 태세를 조성시켜야 한다. 

     6. ‘중지(重地)’: 적국에 깊이 있는 지역, 즉 상대국의 국경에 넘

어 깊이 진입해서 적국의 도시에 둘러싼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쉽

게 반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나친 도시가 많고 요충지가 이미 적군에 

있고 획득할 수 없으며, 양식도 공급하기가 어려운 험한 상황이다. 여기

서 병사들의 심리상태가 일반적으로 한결같고, 도망하는 생각이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양식을 저축하면서 ‘인량어적’의 전략, 즉 적

국의 양식을 약탈해야 하나, 의(義) 및 도(道), 즉 인심을 잃게 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은 손자가 권장하는 전략이다. 

     7. ‘비지(圮地)’: 장애로 기동이 어려운 지역, 즉 산림, 장애, 험난

한 길 등이 많으므로 통행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뜻한다. 즉 이러한 지역

은 통과하기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쉽게 깊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

에 가능하면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8. ‘위지(圍地)’: 적이 포위 가능한 지역, 즉 진입하는 길이 좁고 

물러나는 길이 멀고 넓으며 적국이 작은 병력으로 자국을 소멸할 수 있

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출입하기가 매우 곤란한 지역에서 출기제승 

같은 수단으로만 적군을 전승할 수 있다. 여기도 신기한 계책을 발휘하

는 가장 좋은 지리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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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지(死地)’: 포위를 당해 몰살당할 수 있는 지역, 즉 신속하

게 싸우면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멸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앞과 뒤에 모두 장애가 있고, 양식 및 공급이 다 소모하

기 때문에 사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손자가 이 9 가지 지연정치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행동

하는 준칙을 제기하였다: 

“산지에서 아군 장수는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경

지에서는 각 부대가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쟁지에서는 적의 배후를 노려 기동해야 한다. 교지에서는 수비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 구지에서는 인접국과의 결속을 굳게 해야 한다. 

중지에서는 식량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지에서는 길을 빠져

나가야 한다. 위지에서 아군 장수는 빈 곳에 병력을 집중하여 퇴로

를 확보해야 한다. 사지에서는 병사들에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을 주지시켜야 한다.”171)

(散地吾將壹其誌, 輕地吾將使之屬, 爭地吾將趨其後, 交地吾將謹其守, 

衢地吾將固其結, 重地吾將繼其食, 圮地吾將進其途, 圍地吾將塞其闕, 

死地吾將示之以不活.)

 

     따라서 필자는 손자가 이러한 9 가지 지연정치 정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지도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고 본다: 1. ‘산지(散地)’에서 ‘일기지(壹其誌)’의 원칙에 따라 상하

의 마음 및 의지를 통일화시켜야 한다.  2. ‘경지(輕地)’에서 ‘사지속

(使之屬)’의 원칙에 따라 군대 및 조직 내부의 소속관계를 밀접하고 안

정하게 보장하고, 그리고 강력한 감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쟁지

(爭地)’에서 ‘추기후(趨其後)’의 원칙에 따라 속도를 가하고 군대조직

을 통제해서 우선적으로 쟁지를 점령하거나 뒤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

선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행군해야 한다. 4. ‘교지(交地)’에

171)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4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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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기수(謹其守)’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보류를 엄격하게 수비하고 

상대방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5. ‘구지(衢地)’에서 ‘고기결(固其
結)’의 원칙에 따라 제후국과 교제함으로써 자기편의 진영을 견고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우선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6. ‘중지(重
地)’에서 ‘계기식(繼其食)’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양식, 보급을 계

속 약탈함으로써 자기편의 수요에 충족시켜야 한다. 7. ‘비지(圮地)’를 

면하면 ‘진기도(進其途)’의 원칙에 따라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해

야 한다. 8. ‘위지(圍地)’를 면할 때 ‘새기궐(塞其闕)’의 원칙에 따라 

기특한 계략을 발휘하고 상대방을 매복(埋伏) 공격할 수 있다. 즉 간접적

인 노선을 활용하면 나을 것이다. 9. ‘사지(死地)’에서 ‘시지이불활(示
之以不活)’의 원칙에 따라 부하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요행한 마음을 

파멸시키고, 필사의 결심을 조성함으로써 결전을 발동해야 한다.

     ‘사지(死地)’의 지연심리사상: “함지사지연후생(陷之死地然後
生)”172)라는 말은 아주 유명하다. 이 말은 병사들을 절망한 상황에 처해

있게 조성함으로써 그들이 전력을 다해 기사회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통해 손자의 독특한 지연심리사상으로 특수한 

환경이 군대 심리에 대한 영향에 관심을 두고, 생존 원칙을 통해서 사기

(士氣)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손자가 지연환경 

및 군대 심리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를 처음으로 발견한 자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지(九地)>편에서 병사들이 위험한 경지에 처해 있으

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길이 없으면 군대의 심리상태가 확고히 되겠고, 

적국에 깊이 진입되면 행동이 산만하게 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을 때 

전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173) 즉 이른바 ‘위지(圍地), 사지(死
地), 중지(重地)’ 등 악한 지연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72)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中華
書局, 1977)，112쪽.

173)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17쪽.

   “병사심함칙불구, 무소왕칙고, 심입칙전, 불득이칙두. (兵士甚陷則不懼, 無所往則固, 

深入則專, 不得已則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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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존망과 관련된 악한 지연환경에서 군대의 심리가 막대한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강대한 외계의 압력이 있을수록 사기에 대한 영향이 더욱 

강할 것이다. 전장 같은 특수한 지연환경에서 모든 군대의 구성원이 갖

고 있는 ‘집단의식’, 즉 이른바 사기(士氣)는 국토와 멀리 있을수록 더

욱 강화될 것이다. 어떻게 심리학적인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stress)’가 조성된 집단심리의 효과를 조작하는지가 전쟁의 승부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지(衢地)’의 지연외교사상: 손자의 지연외교사상이 주로 “구

지칙합교(衢地則合交)” 말에 체현되고, 외교수단을 통해서 전략적인 요

충지를 쟁탈하고 ‘구지(衢地)’의 국가를 넓게 사귐으로써 양쪽의 관계

를 확고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여러 나라 간

에 처해 있는 사방으로 통하는 지역이며, 부대를 자유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공격과 방수를 자유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대량 공급도 축적할 수 

있는 지역은 구지(衢地)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구지(衢地)는 본국에 처

해 있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지구로서 교통의 중

추, 군사, 정치, 경제의 중심지역으로서 누구나 이 지역을 점령해도 전쟁

의 국면을 조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해하

지면, 구지(衢地)가 주로 봉쇄하거나 통제할 가치가 있는 해협(海峽), 운

하(運河), 비행장, 만(灣) 등 지역을 말한 것이다. 손자가 구지(衢地)에 대

한 정의 및 현대세계의 지리형식과 결합해서 얘기하자면, 주로 지브롤터 

해협, 수에즈(Suez) 운하, 말라카 해협, 페르시아 만, 멕시코만 등을 들 

수 있다. 

      ‘구지(衢地)’（ground of intersecting highways）라는 개념은 손

자가 독창하는 개념이 아니지만 손자가 그에 대해 3 가지 독특한 내포를 

부여하였다. 즉 구지(衢地)에 대한 판정, 선지(先至)(먼저 회득하는 것)의 

방법, 구지(衢地)에 대한 전략 및 책략 3 가지 부분이다. 1. ‘구지(衢
地)’에 대한 판정(判定): 지리적으로 보면 ‘사달자(四達者)’, 즉 사방

으로 통하고 수많은 국가와 인접하는 지역은 바로 ‘구지(衢地)’라고 

할 수 있다. 지리의 전략적인 역할로 보면 2차 세계 대전 후에 중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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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충지에 처해 있는 독일 같은 존재를 뜻한다.174) 즉 소련 및 프랑스에 

대해 독일은 바로 그들의 구지(衢地)라고 할 수 있다. 2. ‘선지(先至)’

의 방법: 구지(衢地)의 의미는 교전국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점령하면 우

선적으로 기선을 장악하게 되고 투쟁의 우세를 장악할 수 있겠다는 뜻이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지(衢地)’자체보다 ‘구지(衢地)’의 주변

국이다. 즉 ‘구지(衢地)’ 주변의 인접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중

요한 전략적 구성부분이며, 우선적으로 외교적인 포위를 통해서 ‘구지

(衢地)’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를 형성해야 ‘선지(先至)’ 같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구지(衢地)’에 대한 전략 및 

책략: 사실상 어떤 국가와 그의 상대국 간에 ‘구지(衢地)’에 대한 게임

은 시종에 동태적이고 다중의 게임의 상태에 처해 있고, 단일하고 정태

적인 게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가 나타나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국가가 ‘합교(合交)’를 한 다음에 더 심층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해

야 하며, ‘합교(合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략 및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자의 지연외교사상이 2 가지 축을 포함된

다: 1. ‘합교(合交)’: 외교를 통해서 군사적인 요충지/요충국가의 지지 

혹은 주도권을 쟁탈하는 것이다. 2. ‘고기결(固其結)’: 즉 ‘합교(合
交)’의 기초에 인접국가와의 왕래 및 연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본국 군

대가 전쟁이 일어날 때 자유적으로 경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손자의 지연외교사상의 핵심은 자신 연맹진영의 확대 및 지속적인 국제

적 원조이며, 동시에 외교적으로 최대한 정도로 적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구지(衢地)’에 대해 손자가 나름대로 제기하는 보충방법에 

따르면 우선 막대한 돈을 사용하여 외교사절을 파견해서 ‘구지(衢地)’

의 주변 국가들을 교제한다. 교제하는 과정에 매우 친한 관계를 맺고 은

혜도 주기 때문에 군사력이 그 뒤에 도달해도 이미 우리 손에 잡은 것으

로 될 것이다. 이로써 외교적인 조력을 받은 반면에 상대방이 이미 외교

174) 邱劍敏, “孫子兵法的地緣思想”, 濱州學院學報(Journal of Binzhou University), 

200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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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립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동맹국과 협공하는 태세, 즉 

‘기각지세(掎角之勢)’(군대를 나누어 적을 견제하거나 협공하는 형

세)175)로 상대방을 전승(全勝)할 수 있다. 또한 『십이가주손자』의 해석

에 따르면 덕치(德治)와 예의, 도의(道義) 등 도덕적인 압력, 위신, 그리

고 이해(利害)관계를 설명해주는 설득, 재화를 주는 유혹, 맹세를 통해서 

외교관계에 대한 강화 등 몇 가지 수단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 176)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대의 주해가가 각자 

주장이 있다. 왕석(王皙)에 따르면 ‘구지(衢地)’의 인접국가에 대해 은

혜와 위엄(威嚴)을 병행하며 이익과 위협을 동시에 추행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177)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지(衢地)’의 인접국가가 자연스럽게도 ‘양다리외교’ 혹은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려 팔기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인 

사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해 일반적인 외교관계를 동맹관계

로 전화시키며, 즉 결맹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은 일반적

이다. 그러나 손자가 결맹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외교

활동의 전제는 바로 전략적 평가(묘산) 및 정보에 대한 통달이라고 경고

했다.

     한편으로 ‘구지(衢地)’사상과 미국의 연맹 전략 간에 지연정치전

략과 관련된 어떠한 논리적 일치성이 존재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분석

의 시각으로 보면 총 4 가지 중요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다른 

형태의 ‘구지(衢地)’ 사상이 당대에 새로운 발전으로 나타났고 그의 

내포가 단지 전통적인 군사전략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

전에 따라 전체적인 국제체제로 확장되었다. 즉 ‘구지(衢地)’ 같은 요

소를 통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비슷한 수준의 전략적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구지(衢地)’사상과 미국의 연맹전략은 똑같이 한 국가가 

175) https://zh.dict.naver.com/#/entry/zhko/c_38f2bee4a975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176)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66쪽.
177) 위와 같은 책, 228쪽.

   “고이덕례위신, 차시이리해지계. (固以德禮威信, 且示以利害之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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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에 중요한 전략적인 이익이 있는 지구/국가가 타국의 통제에 빠

지는 상황, 즉 타국의 권력이 증대된 상황을 피한다고 요구한다. 즉 2 

사상맥락은 똑같이 한 국가가 요충지 국가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

시에 적국과 요충지 간의 관계를 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구지

(衢地)사상이 일반적인 외교관계와 결맹관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있으

며, 교제하는 국가가 주로 구지(衢地) 주변의 국가에 국한된다. 또한 해

당국가가 구지(衢地)국가와의 관계 자체에 대한 요구가 따로 없다. 반면

에 미국의 연맹전략은 애초부터 미국과 구지(衢地) 국가의 비(非)일반적

인 외교관계, 즉 공식적, 장기적인 연맹관계를 맺는다고 확정하며, 그리

고 동시에 구지(衢地)국가, 구지(衢地)국가의 인접국가와 같이 결맹함으

로써 최대한 정도로 적대국가가 이러한 지역에 대한 통제를 저지하도록 

한다. 즉 3 가지 국가를 같이 연맹하는 것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집단안

보의 형태로 구성된다. 

     셋째. 손자의 ‘구지(衢地)’사상이 일반적인 외교관계와 결맹관계

에 대한 명확히 구분하였고, 즉 결맹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

었다. 반면에 미국이 동맹국과 교제할 때 동맹국의 전략적인 의도에 의

지하지 않고, 양족이 공동한 안보이익, 즉 당시에 소련 및 사회주의국가

에서 온 위협으로 연맹을 구성했다. 또한 미국이 일반적으로 주동적, 혹

은 강제적으로 동맹국의 안보전략 심지어 국가전략을 미국 자신의 전략 

궤도에 속하게 함으로써 동맹국의 전략 자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것

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구지(衢地)’사상과 미국의 연맹전략은 똑같

이 강대국의 정황에 부합되고, 약소국에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

만 손자의 ‘구지(衢地)’사상이 동방의 특색적인 ‘왕패(王覇)사상’의 

본질이 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이른바 왕패(王覇)의 국가(a warlike 

prince)가 강대국을 공략하거나 강대한 위협을 가할 때 적국이 유효적인 

무장을 조직하거나 원조를 구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즉 자국의 의지를 

나름대로 시행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자기의 연맹에 속하게 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힘으로 적국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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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자가 도모하는 이상적인 상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자의 지연사상은 지연정치, 지연심

리, 지연외교 등 다양한 측면 및 요소를 포함되고, 전략문화 및 국제투

쟁 중에 ‘승(勝)’을 이루기 위해 당시의 시대배경에 따르면 가장 중요

한 권력요소인 지연요소를 매우 체계적이고 간단명로하게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지연사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소박한 지

연사상을 배우면서 현실주의 및 지연정치사상의 고전적인 사상 근원을 

알 수 있거니와 손자의 지연정치를 지극히 중요시하는 국제정치관 특징

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손자병법의 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표현 및 인식론

     중국 학자 공류주(龔留柱)에 따르면 손자병법은 동시대의 『노자』, 

『논어』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삼자가 각자 중국 고전

적 변증법의 정립하는 양태를 구성하였다. 즉 손자병법은 ‘강(剛)’을 

기초로 변증법을 창시하고, 노자는 ‘유(柔)’를 기초로 변증법을 창시하

고, 논어는 ‘중(中)’을 기초로 변증법을 창시하였다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178) 전략연구의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철학의 경지라는 말이 

있다. 현대에 손자를 연구하는 학자가 예외 없이 손자의 사상은 철학적

인 기초가 있다고 보는 편이며, 손자의 정치사상과 전략사상은 소박유물

주의의 변증법 사상의 기초에 건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저명한 

철학자 펑유란(馮友蘭)이 손자병법이 우수한 병서이면서 훌륭한 철학 저

서라고 평가하였다. Gawlkowski는 손자병법에 한 가지 유일무이한 ‘투

쟁철학’(philosophy of struggle)이 내포되어 있으며 서구에서 비슷한 것

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179) 이것은 높은 정도로 추상화된 관

념으로서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확대해서 활용될 수 있

178) 龔留柱, 『武學聖典：孫子兵法與中國文化』(하남: 河南大學出版社, 1995), 16쪽.
179) 任俊華, 趙清文, 『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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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보림(許寶林)『중국병서통람(中國兵書通覽)』에 따르면 “전쟁은 

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혈의 투쟁이며 허위의 

것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환상이 하나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잘못된 인식, 감정의 발산, 미신의 관념이 전쟁으로 검정을 받아서 만회

할 수 없는 악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특정한 역사적 

환경에서, 우선 군사 영역에서 빨리 소박유물론 및 변증법 관점이 나타

났다. 병가의 변증법은 단지 중국 고대 변증법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는 자기 특유한 이성적인 태도로 고대 변증법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

다.”180) 본 장에서 손자의 사상 중에 있는 변증법적인 요소를 정리하는 

원인은 2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자병법 중에 변증법적인 요소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손자 사상의 핵심적인 성질-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인식론

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개념에 대해 전

술적인 측면에 대한 활용에 벗어나고 국제정치적인 사고로 이러한 개념

의 이론적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손자의 사상은 소박유물론적인 색깔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

박 변증법적인 특징도 보여주었다.181) ‘이해(利害)’에 대해 사용하는 

동사인 ‘잡(雜)’182)을 보면 손자가 전쟁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

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의 특징, 즉 변증법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즉 전쟁에 있는 수많은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대립하는 양쪽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고, 상호 전화될 것이다. 클

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비교하면서 보자. 『전쟁론』에서 적어도 2가지 

사례로 그의 이원론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 1.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절대’(absolute)와 ‘진실(real)’ 2 가지로 분류하였다. 2. 그는 대등

한 2 가지 편장을 통해서 ‘공격’과 ‘방어’의 독립적인 지위와 상호

180) 허보림(許寶林), 『中國兵書通覽』(北京: 解放軍出版社, 2002), 364쪽.
181)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中華

書局, 1977)，63쪽.
182)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56쪽.

  “시고지자지려，필잡어리해，잡어리이무가신야，잡어해이환가해야. 

   (是故智者之慮，必雜於利害，雜於利而務可信也，雜於害而患可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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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적인 관계를 토론하였다.183) 반면 손자병법을 보면, 제 4, 5, 6, 7편

에서 이련 ‘공수(攻守)’, ‘기정(奇正)’, ‘허실(虛實)’, ‘승패(勝
敗)’, ‘중과(衆寡)’, ‘우직(迂直)’, ‘이해(利害)’ 등 대립적인 관념

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원론적인 개념론의 대전(大全)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변증법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대립적인 관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한 총체의 구성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 가지 

대립적인 개념 중에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보다 높은 수준의 관점

을 취함으로써 2 가지 대립적인 개념을 보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변증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원론이고, 이러한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헤켈도 이원론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원론에 대해 

한 가지 유추의 형식을 창조했을 뿐이다. 물론 손자가 2000년 전의 사람

으로서 헤켈의 영향을 받을 리가 없으며 그의 책에서도 이른바 변증법 

같은 형식의 변화를 찾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병법에 대한 

연구과정에 수많은 이원론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전서(全書)를 보니까, 곳곳에 이원론적인 논변이 존재하며, 전체적인 

이원적인 구조에서 포괄적인 조화로운 통일(comprehensive harmony)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의 변증법적인 논변은 사상적 산품이지만, 

일부로 만든 기계적인 존재보다 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귀납이며 소박한, 

전통적인 변증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자』 중에 사물 간의 연계, 상호의존의 속성에 대해 깊은 인식

을 갖고 있고, 즉 유무(有無), 난이(難易), 장단(長短) 등이 모두 서로 상

생(相生)하고, 서로 형성되는 관계로 볼 수 있고, 갈등이 된 양쪽도 일정

한 조건에서 상호 전화될 수 있는 것은 만물 운동의 규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자가 “유약승강강(柔弱勝剛強)”(유연하고 약한 것이 강력한 

것을 이김)을 믿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물이 노화되거나 강력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가 ‘유약(柔弱)’의 상태가 되

183)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1976), 11,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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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사물이 그의 대립적인 면으로 발전되

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자의 변증법 사상과 비하면 손자의 

사상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성질이 있다 할 수 있으며, 그의 변증법과 

관련한 논술은 사람의 주관적 능동성과 연결되어 있다. 『손자병법』 중

에 있는 변증법적인 개념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참고: 변증적인 개념의 분류>

 대상:     피기(彼/己), 적아(敵/我), 주객(主/客)

 작전방식: 공수(攻/守)

 조직상황: 중과(眾/寡), 로일(勞/佚), 용겁(勇/怯), 예둔(銳/鈍), 기포(饑/

飽), 경파(勁/罷), 치란(治/亂), 정화(靜/嘩), 형명(形/名), 폭

외(暴/畏), 질서(疾/徐)

 지도자상황: 지우(智/愚), 신의(信/疑), 주극(周/隙), 강유(剛/柔), 문    

             무(文/武), 상벌(賞/罰), 희노(喜/怒), 온열(溫/悅), 존망(存  
             /亡), 어/불어(禦/ 不禦)

모략:     인궤(仁/诡), 시세(时/势), 려정(虑/定), 기정(奇/正), 전분(专/

分), 상변(常/变), 진가(真/假), 구속(久/速), 전파(全/破), 선

후(先/后), 동정(动/静), 우직(迁/直), 굴신(屈/伸), 안위(安/

危), 이해(利/害), 득실(得/失), 진퇴(进/退), 사생(死/生), 위

활(围/阔), 교졸(巧/拙), 친리(亲/离), 내외(内/外), 승패(胜/

败)

 시공간 조건: 음양(阴/阳), 한서(寒/署), 주야(昼/夜), 조모(朝/暮),      

            단장(短/长), 종시(终/始) 

 지리(地理) : 광협(广/狭), 배향(背/向), 원근(远/近), 심천(深/浅), 험    

   역(险/易), 경중(轻/重), 고하(高/下), 음양(阴/阳), 왕반    

     (往/返), 진출(进/出)

     따라서 손자의 사상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정치이론적인 인

식론의 맥락을 잡을 수 있고, 즉 유물론 변증법적인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얘기하면 손자의 변증법적인 개념에 대한 사용법은 단

지 인식론적인 측면에 연구하면 부족하고, 이러한 개념범주들이 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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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현상에 대한 연구 영역에 유추해보면 좋은 이론적 가치를 얻을 수 있

다고 예상한다. 손자 본인은 자기의 저서에 철학적인 사고, 특히 이른바 

변증법과 관련된 논설이 따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사상이라고 

하면서 그의 철학사상을 정리하면은 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전쟁론의 시각으로 출발한 국제정치 투쟁이론의 틀에서 그의 변증법

적인 개념들을 한 가지 투쟁이론 구성부분으로 유추하고자 한다. 즉 손

자 사상 중에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변증법적인 대립 개념 및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론주장을 빌려서 국제정치연구에 대한 이론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할 것이다. 

     우선 손자가 언급한 ‘공수(攻守)’개념을 살펴보자. 손자병법의 제

4편 <군형(軍形)>편에서 승리 같은 것을 예지할 수 있으나 강요할 수 없

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제기하였다.184) 그의 투쟁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에 따르면, 전쟁을 잘 다루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자기를 누구나 이

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나서, 적을 이기는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185) 적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전략적인 주도권은 자기의 노력에 

달려 있고, 적을 이길 수 있는지가 적군이 약점을 드러낸 기회가 있는지

에 달려 있다. 이 문맥에 따르면 아주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관념적인 문제가 나타났으며 즉 “전쟁은 상대적인 행동”이라

는 명제다. 전쟁은 반드시 적(敵)과 우(友) 양쪽이 있다. Helmuth von 

Moltke가 말했듯이 적은 독립적인 의지가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전

쟁 중에 모든 사람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편의 행동일 뿐이지 상대

방의 행동을 확실히 장악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것처럼 “전쟁은 기회의 영역이다.” 186) 

     손자에 의하면 어떠한 조건 하에 있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나, 승리 자체를 스스로 조성할 수 없고 승리의 조건은 적에게 

184)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65쪽.

    “승가지, 이불가위. (勝可知, 而不可為).”
185) 위와 같은 책, 65쪽. “석지선전자，선위불가승，이대적지가승，불가승재기，가승재

적. (昔之善戰者，先為不可勝，以待敵之可勝，不可勝在己，可勝在敵).”
186) 鈕先鐘, 『西方戰略思想史』(廣西：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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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얘기하자면 손자의 논리는 전쟁 혹은 

양쪽의 투쟁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자기

의 우세를 확대하면서 상대방의 실수 및 쇠약을 기대(待)할 수밖에 없는 

뜻이다. 더 나아가 손자가 전쟁의 가장 단순한 2 가지 형식- 공(攻)과 수

(守), 즉 공격과 방위의 형태를 논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전(善戰)하는 

자는 반드시 공(攻)과 수(守)를 동시에 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면 

전승(全勝)을 이룰 수 있으면서 방어하면 충분히 자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2 가지 형식은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서로 의뢰하고 

교호 역할을 발휘한다. 이것은 바로 이른바 ‘공수양제(攻守兩齊)’설로

서 공(攻)과 수(守) 간에 평행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하다는 논리

다.

     그 다음은 손자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기

정(奇正)’이다. 손자가 <병세(兵勢)>편에서 ‘기정(奇正)’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즉 전군을 통솔하고 적의 공격을 받아도 지지 

않는 것은 바로 전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정(奇正)의 변화에 대한 

문제다.187) 그러면 ‘기정(奇正)’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조(曹操)와 

리전(李荃)에 따르면  즉 우선적으로 나와서 회전을 하는 형식은 ‘정

(正)’이라면 뒤에서 나오거나 다른 형식으로 나와서 진격하는 주류가 

아닌 형식은 바로 ‘기(奇)’일 것이다.188) 이른바 ‘기(奇)’는 바로 작

전을 지휘하는 ‘변법(變法)’——변덕스러운 법칙이며, ‘정(正)’이란 

바로 작전을 지휘하는 ‘상법(常法)’——일반적인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정(奇正)’은 바로 전쟁 중에 일반적인 법칙과 변덕스

러운 법칙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정통하고 일반적인 수단 및 기병(奇
兵)을 서로 보완하여 활용하는 뜻이다. 

     그 다음은 바로 ‘형세(形勢)’이라는 개념이다. ‘형(形)’과 ‘세

(勢)’는 중국 고대철학 중에 있는 2 가지 개념이다. ‘형(形)’이란 인

187)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80쪽.

“삼군지중, 가사필수적이무패자, 기정시야. (三軍之眾, 可使必受敵而無敗者, 奇正是也).”
188) 위와 같은 책, 81쪽. “선출합전위정，후출위기. (先出合戰為正，後出為奇).”

“당적위정，방출위기. (當敵為正，傍出為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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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형체 등 유형의 사물을 말하고, 즉 객관적인 실체의 총칭이다. 

‘세(勢)’란 사물의 발전 경향, 혹은 주관적인 정신의 기능을 말한다. 

손자가 이 2 가지 개념을 군사/전략의 영역에 적용되고 새로운 내포를 

부여하였다. 이 2 가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손자가 <군형(軍
形)>편 및 <병세(兵勢)>편에 각자 2 가지 비유를 하였다: 

“실력이 강한 승리자가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면 매우 높은 데

에 고인 물이 분출하는 것처럼 강한 힘이 있다. 이것은 바로 ‘형

(形)’이다; 지휘를 잘 하는 사람이 전쟁을 지도할 때 조성된 태세는 

마침 구르는 동근 돌이 높은 산에서 떨어진 것처럼 강대한다. 이것은 

바로 ‘세(勢)’이다.” 189)

(勝者之戰民也，若決積水於千仞之溪，形也; 善戰人之勢，如轉圓石於
千仞之山者，勢也.) 

     손자의 병학 체계에서 이러한 수많은 요소가 합쳐서 형성된 정태적

인 역량을 형(形)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形)을 동원하게 되면 실력이 형

성된 강력한 태세 및 기세, 즉 세(勢)로 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화약(郭化若)의 해석에 따르면 형(形)이란 ‘운동하고 있는 물질’이며, 

세(勢)이란 ‘물질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즉 ‘형(形)’이란 한 가지 

역량이라면 ‘세(勢)’란 역량의 폭발이다. 따라서 ‘세’의 위력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 중에 ‘세’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역량이 생길 때 사람이 그 중에 하나씩의 요

소로서 존재하고, 오히려 미미해 보이고, 즉 인간의 역할이 ‘세’의 형

성으로 인해 적게 될 것이다.190) 

     또한 손자가 “강약은 형이다”와 “세는 인리제권이다”191) 2 가

지 분석 수준을 제기하였다. 즉 이 2 말에 따르면 ‘형(形)’은 강약에 

대한 구분이며, ‘세(勢)’는 이해에 따라 임기응변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189)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73, 91쪽.
190) 王心裁, 『兵學聖典：孫子兵法』(운남: 雲南新華印刷廠, 1999), 96쪽.
191)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3, 39쪽.

    “강약, 형야. (強弱，形也).” “세자，인리이제권. (勢者，因利而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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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물질 혹은 사태의 고정적인 속성을 강조하

는가 하면 후자는 이미 형성되고 저지하기가 곤란한 정세(情勢)를 강조

하는 것이다. 또한 손자가 지적했듯이 “결적수어천인지계(決積水於千仞
之溪)”란 실력의 질을 강조하는가 하면, “전원석어천인지산(轉圓石於千
仞之山)”란 군대 작전의 위치 에너지를 강조한 것이다. 즉 형(形)이란 

군사실력의 강약 상태이며, 곧 병력 수량의 다소, 군대 전투력의 강약 

및 군사질의 우열이며,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고산유수 같은 상태로 계

속 될 수 있는 수량 및 막을 수 없는 질량을 겸비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勢)란 작전 태세의 우열을 말하며, 즉 기세, 지세, 정세, 전세 등을 뜻

하며, 가장 이상적인 태세는 바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병력

을 사용하는 것이며, 마침 높은 산에서 낙석을 구르는 것처럼 막대한 위

치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실력으로서의 형

(形)은 정태적인 것이며, 태세로서의 세(勢)는 형의 운영으로서 동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태적인 형(形)과 동태적인 세(勢)와 긴밀히 

관련되어 공동적으로 전쟁역량의 변증적인 운동이 구성되었다. 운동의 

과정 중에 둘이 상호의존하고 서로 보완하고 도와서 일을 완성한다. 한

편으로 세(勢)는 반드시 형(形)의 기초로 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

(形)은 세(勢)의 의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유리한 태세는 반드시 유

세(有勢)의 군사적 역량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유세(有勢)의 군사역량은 

반드시 유리한 태세에 따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勢)와 형(形)은 서로 전화될 수 있다. 즉 유리한 전장의 태세는 형성

된다면, 정치역량 및 군사 역량을 수배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

다고 생각한다. 

     손자의 ‘세(勢)’는 화력, 병력, 기동, 집중의 요소에 한정되지 않

고 국제 상황, 동맹, 군주, 장수, 지형, 심리, 사기, 군기 등 비군사적, 비

물질적 요소들까지 모두를 망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각각의 유리

함을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상호 결합하여 두 배 혹은 세 배

의 승수효과를 냄으로써 압도적 대세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서

양의 기세와 손자의 세(勢)에는 다음 2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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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양에서 추구하는 기세는 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연이라는 요소

에 의해 꺾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상 다시금 

병력을 집중하거나 새로운 기동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책을 모색

해야 한다. 손자의 세(勢)는 달리 우연이라는 요소가 장애물로 등장하더

라도 이미 형성된 세(勢)는 이러한 요소를 압도하고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즉 손자의 세(勢)는 “이좌기외(以佐其外)”, 즉 미처 고려하지 못

한 우발적 요소들까지도 무마시키고 유리하게 작용케 함으로써 ‘제권

(制權)’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서구의 기세는 전적으로 군사적 

천재에 의존하지만 손자의 세(勢)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일단 발휘되면 장

수가 일일이 간여하지 않아도 세는 그 자체로 모든 상황을 압도하며 승

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192) 

     그리하여 손자의 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개념조합인 공수(攻守), 기

정(奇正), 형세(形勢)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이해(利害) 등을 합쳐서 정리

하면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국제차원의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대응할 수 있다. 즉 국제차원의 모든 형식의 투쟁은 거의 다 

공(攻)과 수(守) 2가지 태세 간의 상호 겨루거나 전환함, 기(奇)와 정(正) 

2가지 수단의 종류 간의 상호보완적인 촉진, 형(形) 및 세(勢) 간의 상호

구축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역학관계, 그리고 이(利)와 해(害) 간의 상호 

섞이고 교착한 상황에 대한 식별 및 처리 등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손자가 제공하는 일련 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개념집합은 한편

으로 동주 이용희가 제기하는 국제정치에 있어 동태적/정태적의 양 개 

쪽 논설193)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자는 손자가 제기한 공수, 기

정, 형세 그리고 이해 등 개념은 자기의 전쟁관에 대한 구축 중에 기본

적인 과학적인 축을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투쟁 중에 있는 기

본적인 구축원리, 심지어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에 있는 기존이론의 논리

(예를 들면 단위 및 체제, 물질 및 관념 등의 대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이론 논쟁 들)에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론적인 가치를 제공될 수 있

192)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60쪽.
193)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이조, 2013),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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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전승(戰勝)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2 

가지 분석수준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권력과 이득 관계이며, 또 하나가 장령과 병사의 전시(戰時)관계다. 

전승(戰勝)이론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매우 현실주의적인 성질이 

있고, 즉 전승(全勝)이라는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놓아두면 오직 상대적인 

이득만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으면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

의 관계는 바로 현실주의적인 권력 및 국익에 대한 다투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모든 국가의 행동은 이득과 위험이 동반하며, 직

접적인 노선을 배제해야 하는 반면에 복잡한, 조심스러운 간접적인 노선

을 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높은 정도로 

알아보는 것을 요구하며, 즉 ‘지(知)’의 중요성을 부여되고, 동시에 국

제적인 성신보다 사기, 위협, 이익지상적인 현실주의적, 마키아벨리주의

적인 색깔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전승(戰勝)이론에서 보는 국가 간의 관

계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변덕스러운 성질이 있다 할 수 

있다. 동시에 수많은 변증법적인 표현과 변수를 보면 국가 간의 피아 관

계가 매우 변증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이 보일 수 있다. 또한 전시(戰時)의 

장령과 병사의 관계를 보면 수도보법의 주장보다 병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강조하고, 병사의 심리를 조작해야 하는 우민정책 같은 성질이 

밝혀졌다. 즉 전시의 장령과 병사의 관계는 한 가지 ‘절대적인 통제 및 

관리’의 관계이며, 병사가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전쟁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따라서 손자가 결국 전쟁 중에 군주, 특히 장령과 병

사, 민중의 관계에서 병사와 민중의 기본적인 역할을 낮추게 보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승(勝)’이라는 분석개념을 통해서 손자가 전쟁에 대한 

뚜렷한 변증법적 인식을 알 수 있으며, 전쟁 중에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

는 상황에 수단을 가리지 않은 마키아벨리주의적인 관념 및 이상주의적

인 추구를 병행하며, 단계적인 전략적 선택이 존재하는 손자의 유연한 

전쟁관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차원에서 손자가 제한전을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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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특히 높은 차원적인 대결 및 비폭력적인 수단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손자가 ‘변(變)’, ‘기정(奇正)’, ‘형세(形勢)’, ‘무상

(無常)’, ‘무궁(無窮)’ 등 개념에 대한 토론 그리고 전쟁을 물 등으로 

비유하는 것을 통해 손자가 전쟁의 ‘유동성’ 특성을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은 마침 운동장에서의 씨름, 장기를 두는 것처럼 

반드시 승패가 있다고 본다는 특징이 있다. 손자가 전쟁 중에 있는 뚜렷

한 ‘적대성’을 강조하며, 즉 전쟁 실천에 있는 두 가지 무장한 세력이 

서로 실천 및 인식의 주체/객체가 되어 서로 경쟁하고 결국 승패를 갈리

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승(勝)’을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군

쟁’ 등을 토론하는 전쟁관을 구축하였다194).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는 전쟁관을 통해서 손자의 국제정치관을 아

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전승(戰勝)이론을 통해서 명확한 국제정

치학문적인 인식론 주장이 존재하며, 즉 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이상주의적인 목적론을 숭상하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현실주

의적인 실현방식을 지지하며 고립주의나 집단안보 보다 제한적인 동맹외

교를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이고, 또한 국제적인 협력, 심지어 대화에 대

한 언급도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손자가 매우 보수적인 국제정치관을 갖

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현실주의유파의 시각으로 손자의 투쟁이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재미있는 맥락을 잡을 수 있다. 손자가 국가가 대내적인 

측면, 즉 ‘수도보법’과 ‘보국안민’의 측면에 신현실주의처럼 국가의 

안보를 근본적인 목표를 삼고, 권력에 대해 적당히 추구하는 경향을 보

이고, (신)고전현실주의유파처럼 국가이라는 단위만 고려하고, 단위원인, 

즉 지도자 요소 및 기타 국내요소에 대해 치중한다. 다른 한편으로 패권

국가에 대한 논술 중에 최대한도로 군사력, 또한 권력에 대해 추구하는 

야심도 보이며, 특히 패권국에 대한 추구를 최종목표로 삼은 것은 공격

적 현실주의의 색깔도 보인다. 따라서 손자의 사상은 실제로 현실주의에 

대해 매우 유연적인 선택 혹은 포괄적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194) 顏劍輝, “試論孫子兵法的戰爭知行觀”, 軍事歷史研究,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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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知)’: 손자의 정보이론

     손자가 그의 ‘승(勝)’ 에 대한 이론체계의 총체적인 전제에 대해  

전쟁 및 투쟁 중에 자주 이기는 자가 사실상 쉽게 이길 수 있는 적을 이

긴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195)  장예(張預)에 따르면 양자가 맞붙어 싸

울 때 일보 물러나 있다가 뒤에 손을 써 적을 제압하는 자가 ‘승난(勝
難)’, 즉 어려운 상대와 상황에 이기는 것이다. 반대로 미묘하고 숨기는 

약점을 발굴하고 완비하지 않은 상대를 타파하는 자가 ‘승이(勝易)’, 

즉 쉬운 상대와 상황에 이기는 것이다.196) 착오 없이 승리될 수 있는 이

유가, 그들이 필승(必勝)의 기초에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필

연적으로 실패된 적들을 이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자주 얻

는 자가 일반적으로 우선 승리의 조건을 만들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것이

고, 반면에 실패를 자주 얻는 자가 일반적으로 우선 전쟁에 들어간 후에 

승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든 것은 바로 ‘승

(勝)’이론체계의 첫 번째 부분인 ‘선승(先勝)’의 단계이자 즉 손자의 

‘지(知)’에 대한 이론이다. 

     손자의 ‘지(知)’이론은 사실상 ‘승(勝)’의 이론체계의 첫 번째 

단계 ——‘선승(先勝)’에 속하게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내포된 국제

정치이론요소가 매우 독특하고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단독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선지(先
知)’를 이루기 위해 손자가 아래와 같이 3 가지 중요한 전제 및 경고를 

제기하였다: 

“사전에 적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귀신을 불러 알 수 있는 것도 아

195)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37쪽.

  “고지선전자, 승어역승자; 고기전승불특, 불특자, 기조필승, 승이패자야. (古之善戰者, 

勝於易勝者; 故其戰勝不忒, 不忒者, 其措必勝, 勝已敗者也).”

196) 위와 같은 책，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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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경

험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97)

(先知者, 不可取於鬼神, 不可象於事, 不可驗於度.)

     이 3 가지 경고로 손자가 지(知)이론체계의 3 가지 핵심적인 성질

도 알 수 있다: 

     1. 불가취어귀신(不可取於鬼神): 제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안 

되며, 즉 정보의 근원은 미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경고다. 당시에 고대

사상가 중에 손자처럼 귀신(鬼神)을 믿지 않은 자가 드물다. 손자가 모든 

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점쟁이에게 점을 보기도 하는 행위는 미신이기 때

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이것은 손자의 과학적인 학문 정신에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손자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책을 읽었을 때 

“국지대사，재사여융.(國之大事，在祀與戎).”198)라는 말을 읽었으며, 즉 

“국가에 가장 큰 대사는 바로 제사와 전쟁이다.”라는 당시에 보편적으

로 인정된 컨센서스를 말한다. 손자가 자기의 선생님에게 “제사는 한 

가지 정신의 의탁함일 뿐이지, 어떻게 전쟁, 군사와 같이 국가의 대사로 

논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오직 병(兵), 즉 군사 및 

용병은 국가의 대사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미있는 사건을 보면 

손자가 유교가 숭상하는 제사, 예법보다 국가의 실제적인 군사,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거니와 국가의 대사 등에 대해 봉건

미신, 혹은 신학적인 인식론을 반대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써 손자의 지(知)이론체계의 과학적인 성질의 기동을 세웠다. 

     이러한 봉건적,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는 당시에 

손자가 처음이었고, 후세도 이러한 앞서 나가는 인식을 많이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전국시대의 오기(吳起)가 손자와 달리 전쟁에서 앞서서 

점을 치도록 하였으며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반드시 종

묘에 고하고 거북점으로 길흉을 점치고 자연과 계절의 조건을 고려한 다

197)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546쪽.
198) 任俊華，趙清文，『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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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길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군사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199)”라고 하여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보다는 당시 성행하였던 점괘를 

의지하여 인화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200) 이러한 점을 보면 손자가 

당시든 그의 멀지 않은 후세든 매우 획기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당시

에 과학적 세계관에 대해 계몽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불가상어사(不可象於事): 조조(曹操)의 주해에 따르면 “불가사류

이구(不可事類而求)”201), 즉 현대적인 말로 하면 ‘유추(analogy)’의 방

법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것은 특히 전략가 및 정책결정자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금동서의 전략가가 예외 없이 역사적인 경험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환경, 상황의 차이로 역사적인 유추 및 

참고가 오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202) 따라서 손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자기의 지(知)사상체계에 단순한 연역법, 귀납법의 국한에 벗어

나고 실증적, 경험적인 연구방법도 배제하지 않은 성격을 부여해주었다 

생각한다. 

     3. 불가험어도(不可驗於度): ‘도(度)’는 수치적 분석이며, 즉 계산

의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리전(李
荃)의 해석에 따르면 장단(長短), 폭, 원근, 대소 등에 대해 도량(度量)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사람의 감정의 진위(眞僞)에 대해 절대로 

계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은 현재의 군사용 워게임 시뮬레이

션, 컴퓨터 모의 같은 수단도 ‘도(度)’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의 과학

기술은 크게 발전되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수 

없고 ‘선지(先知)’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선지(先知)를 이루는 유일

한 길은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손자에 따르면 선지

(先知)를 이루고자 하면 단순한 통계 및 계산보다 적군의 정황을 아는 

199)『오자병법』,<도국(圖國)>,“不敢信其私謀,必告於祖廟,啟於元龜,慘之天時,吉乃後
舉.”---https://ctext.org/wu-zi/tu-guo/zhs

200) 이동욱,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비교연구- 군사 사상적 원류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2017, 140쪽.
201)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57쪽.
202) Yancov, Y , I,  Ventzberger, The World in Their Mind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296-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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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즉 정보 전문가에 대해 더욱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자가 제기한 또 하나의 준칙에 따르면 모든 정보가 반드시 사람에게서, 

특히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야 한다.203) 즉 

손자의 정보이론 중에 경험적인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및 사람이

라는 주체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뚜렷하다. 따라서 손자의 지(知)사상체

계가 엄밀한 정보계산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관한 정보를 중요한 독

립변수로 삼고 중요한 정보원으로 삼은 것은 실증주의적인 정신이 있다 

할 수 있다. 

     손자의 육 천 자의 전편에서 ‘지(知)’자가 나타나 번 적이 79번

이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정보학 저서

로 보았다.204) 손자의 ‘지(知)’에는 4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즉 ‘피(彼)’, ‘아(我)’, ‘천(天)’, ‘지(地)’이다. 따라서 손자의 정

보관은 거시적인 차원에 있는 정보관, 혹은 국가전략 차원의 정보관이라 

할 수 있다. 손자에 따르면 ‘피아’ 및 ‘천지’는 2 가지 병렬하고 서

로 대체할 수 없는 정보범주로 간주되고, 그 중에 ‘지피(知彼)’, 즉 상

대방을 알아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손자의 ‘지피(知
彼)’에 대한 논술은 단독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기(知己)’와 

같이 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천지(天
地), 즉 객관적인 요소, 특히 자연적인 요소에 대해도 인적 요소와 같이 

한 체계에서 병렬한 요소로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장에서 손자가 

‘선지(先知)’사상에 대해 현대인이 정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2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즉 정보의 평가단계인 승산평가시스템 및 정보의 수집 

단계인 정보전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선지(先知)’와 ‘묘산(廟算)’이론: 승산(勝算)평가

시스템

203)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111쪽.

  “필취어인, 지적지정자. (必取於人, 知敵之情者).”
204) 熊劍平, “孫子的‘知論’及其影響”, 孫子研究, 201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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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군주와 어진 장수가 일단 출병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적의 정황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다.”205)

(明君賢將，所以動而勝人，成功出於眾者，先知也.)

     손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군대 측면에 넘었고, 군주, 국가 측

면에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자병법 

중에 가장 저명한 이론체계는 단지 손자의 ‘승(勝)’이론에 파생되는 

군사전략, 전술일 뿐만 아니라 방대하고 복잡한 승산(勝算)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은 손자가 묘산(廟算)이라고 하

며, 또한 선승(先勝)을 달성하기 위한 선지(先知)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

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손자는 묘산(廟算) 과정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운동적이고, 

발전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전쟁관념 및 전쟁규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다. 우선. 손자의 묘산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하는 사유 활동이다. 즉 

그의 묘산은 오사(五事) 등에 대한 총괄하고 파악하는 추상적인 것을 기

초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모두 현실적인 전략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이며,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실재성도 있다. 즉 묘산은 개념에 대한 연산하는 과정이며, 추

상적인 사변의 활동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손자의 묘산은 공수(攻守) 간

의 갈등에 대한 게임을 사유 활동의 대립적인 통일로 삼는 것이다. 묘산

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며, 최종적인 목적은 ‘계(計)’를 사용하여 피

아 양쪽의 공수(攻守) 게임에서 변화를 대처하여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

다. 즉 ‘세(勢)’, ‘권변(權變)’ 등 변수를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206)

     다음으로 우선 손자의 묘산이론, 즉 승산평가이론의 구체적인 분석

수준들을 살펴볼 것이다. 손자병법 제1편 <시계>편의 핵심적인 글자는 

205) 손자 원저, 이현서 편저, 『손자병법: 삶은 왜 전쟁인가』(서울: 동아일보사, 2017), 

279쪽.
206) 郭克勤, “廟算-概念的戰略運演”, 文獻研究, 201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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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계(計)’다. ‘계(計)’의 기본적인 의미가 계산(calculation)이지

만, 계획(planning), 분석(analysis), 평가(assessment) 등 복합한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계획, 분석과 평가가 모두 계산을 기초로 하여 관념들 

간의 높은 정도로 상호 연결되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손자에 따르면 

‘계(計)’의 대상은 바로 ‘권력에 대한 평가’(power assessment)에 비

롯하여야 한다.207) 그러므로 손자가 “고경지이오사，교지이계，이색기

정. (故經之以五事，較之以計，而索其情).”208) 라는 묘산의 서론을 제기

하였다. ‘경(經)’이란 ‘경(輕)’로 쓰며 비교, 측량, 계획을 뜻하며, 

‘교(校)’란 비교, 평정을 뜻하며, ‘색(索)’은 탐구를 뜻한 것이며, 

‘정(情)’이란 피아의 정황이다.209) 즉 한 다미로 하면 우리가 피아에 

대한 5 가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전략적인 분석을 하고, 쌍방의 각종 

정황 및 요소에 대한 고찰 및 비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의 가능성을 탐

구하고 해석할 것이다. 묘산(廟算)은 “교지이계(校之以計)” 및 “이색

기정(而索其情)” 2 가지 부분을 포함되며, 전자는 바로 ‘측량

(measurement)’를 뜻하며, 후자는 바로 ‘판단력(judgement)’일 것이

다. 따라서 묘산(廟算), 즉 전략적 평가는 측량과 판단력 2 가지 부분으

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경제이오(經之以五)”란 우선적으로 권력요소(power 

element)에 대해 필수적인 분류를 한 다음에, 각종 권력요소에 대해 평

가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권력의 강약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

소가 오사(五事): 도(道), 천(天), 지(地), 장(將), 법(法) 5 가지 가 있다고 

한다: 이 것은 『십이가주손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 5 가지 요소가 각

자 은의(恩義)와 신의(信義)를 통해서 민중을 관리하는 수준, 천시에 순

응하는 정도, 지리에 대해 잘 아는 전문성,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제도, 그리고 엄격하고 완비한 법제에 대한 얘기다. ‘오사’

에 대한 분석은 묘산이라는 승산평가시스템 중에 있는 ‘항목별 분석’

207) 鈕先鐘,『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戰略』（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17쪽.
208)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5쪽.
209) 鈕先鐘, 『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戰略』（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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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보학자에 따르면 이 ‘오사’는 사회적 요

소, 환경요소, 지리공간 요소, 조직 요소 그리고 리더의 요소를 포함된

다.210)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많은 세부적인 요소를 포함된다: 1. 도

(道): ‘수도보법’ 부분에서 분석했듯이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와 듯을 

같이 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군주와 생사를 같이할 수 

있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2. 천(天): 음양(陰陽)，한서(寒暑)，

시제(時制). 3. 지(地): 원근(遠近), 험이(險易)，광협(廣狹)，사생(死生). 4. 

장(將): 지(智)，신(信)，인(仁)，용(勇)，엄(嚴). 5.법(法): 곡제(曲制)，관도

(官道)，주용(主用).211) 오사(五事) 중에 물질적인 조건(하드웨어)와 인사

(人事)(소프트웨어) 2 방면을 포괄되며, 특히 후자를 위주로 한다. 이미 

‘도(道)’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보법(修道保法)’사상 및 군사공리주

의사상 부분에 논술하였지만, 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道)’

와 ‘장(將)’, 그 다음은 ‘법(法)’이며, ‘천(天)’과 ‘지(地)’는 합

쳐서 평가하면 되고, 즉 현대적 전문용어로 ‘전략적 환경(strategic 

environment)’로 볼 수 있다. ‘천지’는 외재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요소

라고 한다. 

     첫 번째 요소인 ‘도(道)’에 대한 해석은 공자가 정치를 논할 때 

사용된 “민신지의(民信之矣)”212)와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가 그의 인민

은 그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동의하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도(道)의 유

무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첫 번째 부분에 분석했듯이 전략의 

‘국내적 기초(domastic foundation)’ 혹은 정치적 기초다. 따라서 국가

의 군주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현명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민중이 그

를 옹호할 것이고 국가의 상하(上下)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국가가 강

대한 전투력이 생길 것이며, 국제투쟁에서 상대적인 권력 및 승산이 크

210) Robert, M, Clark, Intelligence Analysis: A Target-Centric Approach (CQ Press, 

2003), 249쪽.
211) 任俊華，趙清文，『孫子兵法正宗』(北京: 華夏出版社, 2007), 21쪽.
212) https://ctext.org/analects/yan-yuan/zhs 子貢問政，子曰: “足食，足兵，民信之矣.” 

———『논어·안연제십이』 (검색일: 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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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손자가 ‘도(道)’를 ‘오사(五事)’

의 첫 번째 위치에 두는 것으로 손자가 정치는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요소는 ‘장(將)’이다. 손자에 따르면 이것은 전쟁 중에 

결정적인 요소로 전략 자체로 볼 수 있다. 장(將)은 전쟁의 지도적 중심

이며 전쟁 전과 후에 모두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고대의 경우에 전

쟁형태가 단일적이기 때문에 전략은 한 사람의 사고과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되면 정책결정자/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론 두 번째 부분에 이미 설명하였지만 손자에 따르면 장(將), 즉 

정채결정자/집단에 대한 평가기준은 총 5 가지 가 있으며 즉 지(智), 신

(信), 인(仁), 용(勇), 엄(嚴)이다. 배열순서에 따라 ‘지(智)’를 가장 우선

적으로 두어 있는 반면에 ‘용(勇)’은 넷 번째에 처해있을 뿐이다. 즉 

손자는 전략의 핵심이 바로 지혜를 겨루는 본질을 충분히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지(智), 인(仁), 용(勇)의 배열순서가 공자의 사상 중에 배열

순서와 일치한 것을 보면 손자가 전쟁에 대한 태도가 공자와 매우 유사

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이해 

및 전략적 평가의 시각으로 보면 전략적 지도자, 정책결정자/정책결정집

단의 권력/파워를 평가하는 요소의 손위가 바로 1. 전략적인 지혜 및 능

력, 2. 상벌에 대한 신용, 3. 부하를 애호하고 배려함. 4. 용감하고 강인

한 사기, 5. 법률이 엄격하고 완비함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바로 ‘천지(天地)’, 즉 ‘전략적 환경’이다. 모든 전

쟁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 및 공간 범위 내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

드시 자연적이 조건의 영향을 받을 법이다. 중국 고대에 ‘천(天)’에 대

해 각자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 천(天)에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로 의지가 있고 악을 징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천(天)

을 자연적인 존재로 보고, 즉 사계절의 운영, 한서(寒暑)의 변화 및 음양

의 전변으로 간주한다. 군사투쟁의 현실성 및 객관성으로 인해 병가의 

사상가가 일반적으로 천(天)을 군사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객관적

인 중요조건으로 본다. 그리하여 손자가 천(天) 중에 열거한 것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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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이다. 그 중에 ‘음양(陰陽)’(밤낮, 청우), ‘한서’(寒暑)(온도), 

‘시제(時制)’(계절변화) 등이 있으며, 즉 날씨, 기후 등 자연적인 변화

의 조건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지(地)’는 구체적인 산천이나 소택, 가깝거나 먼 길, 험

한 세관이나 쉬운 대로, 광야나 계곡 등 지형일 뿐만 아니라 ‘사지(死
地)’나 ‘생지(生地)’ 등 추상적인 지연정치학 개념도 포괄된다. 손자

에 따르면 ‘지(地)’는 ‘원근(遠近)’, ‘험역(險易)’, ‘광협(廣狹)’, 

‘사생(死生)’ 4 가지 요소, 즉 작전구역의 지세의 높이, 거리의 원근, 

험요하거나 평탄함, 넓거나 좁음, 그리고 공격/방수 및 전진/후퇴의 난이

도 등 분석수준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체계에서 

손자가 미신을 타파하고 신 같은 ‘천’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의 변화

를 지향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자고 권장하는 태도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法)’이다. ‘수도보법’ 부분에 이미 설명했듯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곡제(曲制)，관도(官道)，주용(主用)’ 3 가지 방면

이 있다. 곡제(曲制)는 군사조직, 부대의 편성을 뜻하며, 관도(官道)는 인

사제도를 뜻하며, 주용(主用)은 군비, 물자의 공급관리를 뜻한 것이다. 간

단하게 말하면 법(法)은 국방과 관련된 모든 법률제도와 관리시스템을 

말하며, 그의 건립과 관리는 모두 장(將)에게 맡겨야 하는 동시에 전략적

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순서의 말단에 처할 수밖

에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있는 ‘오사(五事)’ 외에 손자의 승산평가시스템에 다른 구

성단계도 존재한다. 즉 <시계(始計)>편에 있는 ‘오사(五事)’라는 권력

요소에 대한 정보정리법 외에, 2. ‘칠계(七計)’라는 정보비교분석도 있

고, 3. <모공(謀攻)>편에 있는 지승(知勝)에 대한 5 가지 판단기준도 있

고, 4. <군형(軍形)>편에 있는 병법의 승산을 계산하는 5 단계 계산법도 

있고, 5. <허실(虛實)>편에 있는 허실을 탐색하기 위한 4 가지 방법도 있

다. 따라서 오사, 칠계, 지승 5 판단기준, 승산 계산 5단계 계산법, 허실 

탐색 4 방법 이 5 개 세부적인 시스템으로 손자의 승산(勝算)평가시스템

체계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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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칠계(七計)’를 볼 것이다. 칠계(七計)는 승

산평가체계에 있는 정보비교분석단계로 볼 수 있다.213) 칠계란 승산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7 가지 측량하고 비교해야 하는 평가요소로 볼 수 

있다. 손자가 뒤에서 일련의 질문을 던지고 묘산(廟算)의 문제를 구체화

하였다: 즉 각종 비교를 통해서 1. 어느 쪽이 군주/지도자가 현명하고 정

치. 도덕적 능력 및 지혜가 뛰어나고 정치가 맑고 깨끗한가? 2. 어느 쪽

의 장령의 군사적인 소양 및 재능이 뛰어난가? 3. 어느 쪽이 천시(天時) 

및 지리(地利))를 갖고 있는가? 4. 어느 쪽의 법령이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가? 5. 어느 쪽의 병사가 강건하고 물자가 충족한가? 6. 어느 쪽의 

병사의 훈령이 잘 되고 있는가? 7. 어느 쪽의 상별이 공정하고 엄격하지

만 맑은가?214) 이 7 가지 질문 혹은 판단기준이 있다. 이 7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정보비교분석의 중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도(道)’의 여

부, 장수의 유능함, 천시와 지리에 대한 이용, 법과 명령의 시행, 군대의 

강도, 군대가 훈련하는 수준,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정도에 대한 비

교는 국가 권력평가 혹은 국력평가, 또한 승리하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더욱 상세한 수준이다. 

     『십이가주손자』와 결합해서 필자가 ‘칠계(七計)’에 대해 아래

와 같이 해석하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주공(主公)이 ‘도(道)’

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로 도덕 및 지혜 그리고 능력에 대한 평가

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충성이냐 간악이냐에 대해 잘 판별할 수 있는지, 

민중들의 지지를 수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둘째로 장(將), 즉 전략

적인 지휘자에 대해 지(智)(지혜), 신(信)(신의), 인(仁)(인덕), 용(勇)(용기), 

엄(嚴)(엄격한 태도) 5가지 요소로 고찰해야 한다. 셋째로 천시 및 지리, 

즉 천시의 요소인 음양, 한서, 시제와 지리의 요소인 원근, 위험과 쉬움, 

광협(廣狹), 사생(死生) 등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넷째로 법령에 대해 평

등적인 대처, 무슨 조건의 제한을 받아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

213) 熊劍平，褚道立, “孫子的戰略情報分析理論”, 孫子研究, 2016, 4쪽.
214)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0쪽.

  “1.주숙유도(主孰有道)? 2.장숙유능(將孰有能)? 3.천지숙득(天地孰得)? 4,법령숙행(法令
孰行)? 5.병중숙강(兵眾孰強)? 6.사졸숙련(士卒孰練)? 7.상벌숙명(賞罰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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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평하게 시행하는 집행력을 고찰해야 한다. 다섯째로 군대의 응집

력, 용기, 사기, 전비의 강도, 공격성 등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여섯째로 

병사의 훈련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로 완비한 상벌제도, 즉 참월하

지 않은 장려제도 및 범란, 과대한 징벌제도를 피하고 명확한 기록 및 

엄격한 집행력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이 칠계는 바로 ‘오사(五事)’ 중

에 있는 분류된 정보에 대해 직관적인 활용으로서 7 가지 핵심적인 질문 

및 비교사항을 나열하고 분석함으로써 피아 간의 실력 및 승산의 대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지승(知勝)’에 대한 5 가지 판단기준이다. 손자병법의 

원문에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측이 승리한다. 적과 

비교해 전력이 우세한지 열세한지를 알고 용병을 하는 측이 승리한

다. 상하 간에 마음이 일치하는 측이 승리한다. 사려 깊게 준비하여 

대비하지 않은 적을 상대하는 측이 승리한다.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

가 간섭하지 않는 측이 승리한다. 이 다섯 가지는 승리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다.”215)

(知可以戰與不可以戰者勝, 識眾寡之用者勝, 上下同欲者勝, 以虞待不
虞者勝, 將能而君不禦者勝; 此五者，知勝之道也.)

     이 부분의 평가시스템은 보다 단순하고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사칠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정리된 5 가지 결론적인 판단기준으

로 볼 수 있다. 이 여섯 가지 판단기준을 바로 1. 전략적인 시기와 기회

에 대한 파악하는 능력, 2. 피아 전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

하는 능력, 3. 도(道)의 여부, 즉 내부적인 단결, 정치적인 응집력, 4. 장

령의 전문성 및 성숙한 이성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완벽한 전략적인 준

비(특히 물질적인 방면: 양식, 무기 등) 5. 장령의 능력, 자주성, 즉 장령

215)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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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이 다섯 가지 판단기

준을 제기하였다. 손자에 따르면 이러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구

비되면 승산을 갖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지

승’에 대한 판단기준은 ‘오사칠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기도 하고 

전시에 보다 간략한 승산평가방법이기도 한다. 

     그 다음은 <군형>편에서 나왔듯이 승산을 계산하는 5 단계 계산법

이다: 

“도는 ‘짐작하다, 헤아리다’로 용병술을 구상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 양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병력, 수는 구체적으로 요소

에 배치할 병력의 수이고, 칭은 저울을 뜻하나 여기에서는 피아 병

력 및 용병 방법 비교로 해석한다. 승은 승리할 수 있는 군형을 의

미한다. 전투를 벌일 전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용병술을 구상할 

수 있다. 용병술이 구상되면 가용 병력 규모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용병력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요소에 투

입할 병력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요소에 투입할 병력의 수가 계산

되면 적과 전투수행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적과 전투수행 과정을 

비교하여 확신이 서면 이를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군형을 갖출 

수 있다.”216)

(壹曰度，二曰量，三曰數，四曰稱，五曰勝；地生度，度生量，量生
數，數生稱，稱生勝.)

     따라서 승산평가시스템의 넷 번째 차원, 병법의 다섯 단계로 총 5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地), 도(度), 양(量), 수(數), 칭(稱) 

5 가지 중요한 변수 및 그들 간의 인과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이것은 

손자가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력에 의한 평가로서 구성된 승산평가체계라

고 홀 수 있다. 국가의 생사존망에 대해 전쟁과 경제 2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모순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제시했듯이 경제적으로 적게 투입

하면 실패될 수 있고, 군력에 대해 경제적인 한도에 넘어서 투입하면 국

216)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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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 5 가지 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지(地)는 전장을 뜻하며, 피아 상

황, 지형, 보급 등을 고려하여 전장 결정을 얘기한 것이다. 2. 도(度)는 

용병술을 뜻하며, 전장에 도착한 후 지형 및 적정(敵情) 고려해 용병술 

결정을 얘기한 것이다. 3. 양(量)은 가용 병력을 뜻하며, 즉 용병에 필요

한 병력의 충분성 판단을 얘기한 것이다. 4. 수(數)는 투입 병력을 뜻하

며, 즉 지역별, 방어 및 공격 태세별, 단계별 투입 병력 결정을 얘기한 

것이다. 5. 칭(稱)은 피아에 대한 비교를 뜻하며, 다양한 상황별로 피아 

전투수행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승(勝)이란 승리의 군형, 즉 

승리할 수 있는 군형(軍形)으로 선승(先勝)에 대한 달성이다. 

     『십이가주손자』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변수의 내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5 가지 요소가 각자 토지, 인력의 다소, 전략적인 물자

의 충족한 정도, 전력에 대한 계산 및 허실에 대한 파악, 승패에 대한 

정략(政略)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토지에 대한 파악으로 인력, 물자의 

양과 질에 대해 추측할 수 있고, 추측에 따라 피아의 강약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대략적인 파악에 따라 원근, 강약, 수량 등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적인 요소가 각자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나서 승부의 확률 및 요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계에서 승산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 

국가의 얼마나 잠재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정이며, 즉 손

자가 전쟁의 승산을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력 및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결

하며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허실(虛實)>편에서 나온 허실 탐색 위한 4 가

지 방법이다. ‘허실’이란 “움푹 패인 곳과 단단한 곳(the hollow and 

the solid)”217)이라고 풀이할 수 있고, 병력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적의 약점과 자기의 강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형인이아무형(形人而我無形)”218)(상대방의 정황을 유형화시

키면서 자기의 정황을 숨기다)라는 원칙을 제기함으로써 자기가 능동적

217) Lionel Giles, Sun Tzu's The Art of War (Vermont Tuttle Publish, 2008), 84쪽.
218)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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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략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피동적인 국면에 처하게 하는 

주동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정보수집하

기가 어려울 경우에 현상타파하고 자기의 정보를 숨기는 동시에 상대방

의 정보를 가능하면 많이 수집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도적인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략적 상황 및 요소가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면

서 상태방의 상황 및 전략적 평가요소를 폭로하게 하고, 유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밀한 사고 및 평가를 기반으

로 하는 전략적 계획에 따르면 4 가지 작업을 통해 적군의 정황을 알아

볼 수 있다: 

     1. ‘책지(策之)’219)-계책 수립이다. ‘책(策)’이란 책도, 즉 이론

적 분석으로서 양쪽의 대략적인 상황 및 작전계획의 우열을 알아보는 과

정이다. 또한 상대방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묘산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대략 계산하는 것이다.

     2. ‘작지(作之)’220)-적의 동정 확인하는 것이다. ‘작(作)’이란 

격동(激動), 즉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을 활동하게 

유혹하게 하며 이로써 그의 활동규율을 장악한다. 다시 말해 책동을 통

해 측량할 수 없는 동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정황, 동물의 동향,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 및 행위적인 변화 등 여러 가

지 요소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이 자기편이 발동하는 자극에 대

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일반적인 규율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

로써 얻은 결론에 대해 승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3. ‘형지(形之)’221),적의 취약점 탐색하는 것이다. ‘형(形)’이란 

적에게 허위 양태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그의 강점 

및 약점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즉 강력한 태세를 보여주면 적이 

후퇴할 것이고, 취약한 태세를 보여주면 적이 진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러한 진퇴에 대한 태도 및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사생(死生)

219)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09쪽.

    “책지이지득실지계. (策之而知得失之計).”
220) 위와 같은 책, 109쪽. “작지이지동정지리. (作之而知動靜之理).”
221) 위와 같은 책, 110쪽. “형지이지사생지지. (形之而知死生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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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地)’, 즉 편리한 점과 넘어지게 될 수 있는 점을 장악할 수 있다.  

     4. ‘각지(角之)’222), 적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각(角)’이

란 대결, 즉 공세를 발기하기 직전에 현대군사적인 용어인 이른바 ‘위

력 수색’으로 상대방의 병력 배치에 대한 부족한 점을 장악한다.223) 즉 

작은 정도의 교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실(虛實)을 장악하도록 한다. 따

라서 이 단계에 있는 승산에 대한 평가는 정보에 대한 수집과 탐색과 결

합하는 복합적인 작업이며 손자가 피아 간의 정보의 비밀성이라는 변수

를 고려해서 확립하는 기본적인 전략적인 원칙이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손자의 승산평가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222)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10쪽.

    “각지이지유여불족지처. (角之而知有餘不足之處).”
223) 鈕先鐘, 『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戰略』（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87쪽.

승산평가시스템 주요내용
단계명 성질 및 용도 내용

오사
(五事)

권력요소에  
대한 

정보정리법
도(道), 천(天), 지(地), 장(將), 법(法)

칠계
(七計) 정보비교분석

1.주숙유도(主孰有道)? 2.장숙유능(將孰有能)? 

3.천지숙득(天地孰得)? 4,법령숙행(法令孰行)? 

5.병중숙강(兵眾孰強)? 6.사졸숙련(士卒孰練)? 

7.상벌숙명(賞罰孰明)?

지승
(知勝)

지승(知勝)에  
대한 5가지 
판단기준

1.지가이전여불가이전자(知可以戰與不可以戰者) 

 2.식중과지용자(識眾寡之用者)

3.상하동욕자(上下同欲者) 

4.이우대불우자(以虞待不虞者) 

5.장능이군불어자(將能而君不禦者)

군형
(軍形)

병법의  승산을 
계산하는 5단계 

계산법
지(地), 도(度), 양(量), 수(數), 칭(稱)

허실
(虛實)

허실을  
탐색하기 위한 
4 가지 방법

1.책지(策之), 2.작지(作之),

3.형지(形之), 4.각지(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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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손자의 승산평가시스템

     중국은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를 매우 숭상하기 때문에 이

른바 ‘묘산(廟算)’(태묘에서 국가대사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란 바로 

전쟁 전에 전략적 평가를 의미하며, 그의 내용은 바로 앞에 말하는 5 가

지 권력요소로 양쪽이 역량의 다소에 따라 승부(勝負)의 확률을 예측하

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지이계(校之以計)”다. 반면에 “이색기정(而
索其情)”에 따르면 손자가 “다산승，소산불승，이황어무산호? (多算
勝，少算不勝，而況於無算乎)？”224)라고 말하며 ‘다산(多算)’, 그리하

여 ‘정밀한 계산(critical analysi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정밀한 

계산 및 구획은 승리의 조건이 충분하는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경고는 묘산 중에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두 가

지 원칙에 따라 막대하고 복합한 전략적 사고 과정에 역량에 대한 평가

와 정밀한 계산은 승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손자가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소박한 시스템 관점(System View)’, 효율성이 구비

된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평가를 운용하는 것은 현대적인 ‘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ional research)’ 와 계통론의 기본적인 논리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수많은 당대 학자가 손가를 계통론의 시조라고 본다. 계통

론은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하는 독특한 기본원칙을 갖고 있으며, 예를 

들면 전체성 원칙, 최적(optimality) 원칙, 정량적 원칙과 상관성 원칙 등

이다. 손자의 계통론은 주로 묘산(廟算)의 단계에 활용된다. 그의 방법은 

아주 전통적이지만 현대 계통론 방법의 초기형태로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총 3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우선 ‘총체적인 계획 제정’이라는 방법이다. 총체성은 계통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계통론은 사물의 국부나 일부분을 보는 게 아

니라 전체 혹은 전국으로 보기를 요구한다. 전국과 국부 간의 관계에 대

해 총체의 위력을 강조하며 한 시스템의 최적 효과를 추구한다. 묘산(廟

224)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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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 중에 전쟁을 한 가지 큰 시스템으로 보며, 전쟁 아래에 수많은 작은 

서버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로써 한 단계순서가 명확한 시스템 망이 구성

된다. 예를 들면 그는 승리의 요소에 대해 ‘도(道), 천(天), 지(地), 장

(將), 법(法)’ 5 가지 서버시스템으로 나누고, 그 중에 있는 ‘장(將)’에 

대해 또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 5 가지 서버시스템의 

평가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각 단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단 

및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다음은 ‘위계분석(hierarchical analysis)’이다. 즉 계통론에 있

는 한 가지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의 정책결정 과정 중에 사람

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정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중요함과 중

요하지 않음, 시급함과 시급하지 않음을 판단하고 나서 힘을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한다.225) 예를 들면: ‘전파(全破)’의 문제에 

대해 “범용병지법，전국위상，파국차지；전려위상，파려차지...(凡用兵
之法，全國為上，破國次之；全旅為上，破旅次之)....” 라고 나열하였고, 

‘모공(謀攻)’의 문제에 대해 “상병벌모，기차벌교，기차벌병，기하공

성. (上兵伐謀，其次伐交，其次伐兵，其下攻城)”라고 논술하였다. 따라

서 손자가 다른 문제에 대해 각자 체계에 있는 경중, 본말, 종속관계, 인

과관계, 의존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분석’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통론이 응용

할 때 정성적 분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의 기초에서 정량

적 분석도 두입해야 한다고 요구된다. 정량적 분석의 역할은 각종 정책 

결정, 객관적인 사물의 정체를 밝히거나 주관적인 지도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량적 분석방법은 손자병법 중에 총 29번이나 

출현되었다. 예를 들면 파출할 군사력을 계산할 때 “치차천사，혁차천

승，대갑십만；천리궤량.(馳車千駟，革車千乘，帶甲十萬；千裏饋糧)” 등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분석은 단지 개괄적, 간단한 

것일 뿐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략적 정책결

정을 위해 직관적인 수량근거를 제공하였고, 전략적 정책결정자가 이해

225) 鈕先鐘, 『孫子三論：從古兵法到新戰略』（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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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을 평가할 때 주관적인 지도가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할 수 있게 하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손자의 후세- 손빈(孫臏)이 손자의 ‘도(道)’ 중심으로 구성

된 이론체계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손빈은 그의 조상 손

자의 『손자병법』을 ‘손씨지도(孫氏之道)’라고 불렀다. 즉 손빈에 따

르면 손자병법은 단지 병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道), 즉 보편적인 논

리, 법칙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철학적인 성질이 있는 학설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손빈에 의해서 ‘도(道)’에 대한 이해가 ‘병(兵)’에 대한 

이해보다 차원이 높은 학설이다. 손빈이 제(齊)나라 국왕 제위왕(齊威王)

과 장군 전기(田忌) 간의 대화를 평가했을 때 그들이 이미 ‘지병(知
兵)’의 경계에 도달되었으나 ‘지도(知道)’의 경지에 도달되지 못했다

고 평가했다. 즉 ‘지병(知兵)’은 전쟁의 낮은 차원——전투에 대한 이

해라면, ‘지도(知道)’는 전쟁에 대한 높은 차원으로 파악하는 수준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의 학설이 이미 병법에 벗어나고 ‘도

(道)’의 차원에 도달되었다. 이른바 ‘손씨지도(孫氏之道)’는 바로 사

전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예측할 수 있고, 즉 선승(先勝) 또한 전승(全勝)

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체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손빈

에 따르면 ‘손씨지도(孫氏之道)’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면 “필

합어천지(必合於天地)”, 즉 반드시 객관적, 실제적인 규율 및 자연법칙

을 제대로 인식해야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26) 이로써 손자의 사상의 

철학적인 의의, 또한 그의 소박유물론 성질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지승(知勝)’은 묘산(廟算)의 결

과이면서 ‘모공(謀攻)’의 선결조건이다. 손자의 승산평가시스템에 대해 

총괄적인 원칙으로, 가장 간략하기도 하고 단독적인 핵심적인 원칙, 즉 

손자가 불태의 요소로서의 ‘지피지기’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손자

병법 중에 앞의 승산평가시스템의 총 결론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226) 吳名崗, “孫臏論孫子兵法”, 孫子研究, 2013,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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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면 승부를 반반이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227)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壹勝壹負; 不知彼, 不知己, 每
戰必敗.)

     이에 따르면 손자가 강조했듯이 정보에 대한 수집, 정리, 판단은 

반드시 피아 양쪽에 대해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아니

면 전쟁상태에서 피아 양쪽 역량에 대한 겨루기 같은 현상에서 정확한 

승산을 절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태(殆)’란 위험함이라

면 ‘불태(不殆)’란 실패의 위험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와 상대방

의 정황을 모두 확실히 장악하면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일승일부

(壹勝壹負)’란 승리될 확률이 단지 50%라는 뜻이며, 자기와 상대방을 

모두 모른다면 반드시 실패될 것이다. 여기서 손자가 전쟁의 상대성 및 

정보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000여년 후에 서구의 모겐소는 자기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저서—
—『국가 간의 정치』중에 국가권력의 요소에 대한 평가 및 분류를 제기

하였다. 필자는 모겐소가 권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정리하였으나 실제로 

여기서 ‘권력’과 ‘승산’이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즉 똑같이 국가가 국제정치의 투쟁환경에서 타국보다 우세

적인 역량을 파생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뜻할 것이다. 모겐소에 따르면 

권력에 대한 요소를 크게 2 가지 중류로 구분할 수 있고, 즉 상대적으로 

‘안정된 요소’ 및 ‘계속 변화되는 요소’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일

국의 권력이 의지할 가장 안정적인 요소는 바로 ‘지리적인 요소’다. 

이것은 ‘오사’의 ‘천지(天地)’를 대응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바로 '자연자원'이다. 자연자원 중에 ‘양식’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식의 부족은 국제정치에 있어 영원한 쇠약

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국가권력요소를 구성되는 요소 중

에 양식의 자급자족 혹은 결핍함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요소일 것이다. 

227)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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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공업능력’이다. 그리고 ‘전비(戰備)’도 중요하다. 모겐소

에 따르면 ‘전비(戰備)’중에 지도능력, 즉 장(將)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군사지도의 질은 그동안 계속 국가권력에 대해 결정적인 영

향을 발휘해왔다고 주장했다.228) 즉 손자가 강조한 ‘칠계’의 “장숙유

능(將孰有能)”과 일맥상통이다. 이어서 모겐소가 무장역량의 수량 및 질

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것은 칠계 중에 “병중숙강, 사졸숙

련. (兵眾孰強，士卒孰練)”과 일치한다. 

     그 다음의 중요한 요소는 ‘비안정적인 요소’이며, 모겐소가 우선

적으로 인구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인구의 수량 및 분포가 중요하

다고 본다. 그 다음은 바로 비물질적인 요소인 3 가지 사람과 관련된 요

소다. 첫 번째는 민족성격이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파악하기가 특별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국제정치의 저울에 있는 중량에 항구적이

고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바로 국민의 

사기(士氣)다.229) 국민의 사기(士氣)란 한 민족이 평화 혹은 전쟁 시기에 

그의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하기를 하기로 하는 정도다. 이러한 요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침투되고, 예를 들면 농업 및 공업의 생산, 그리고 

군사건설 및 외교 사무다. 이것은 손자병법에 제기하는 “여민동상(與民
同上)”, 즉 ‘도(道)’의 요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사기는 공중여론의 형식으로 한 가지 무형의 요소로 나타나고, 이러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요소로서의 사회 및 정부의 소질’230)을 꼽

을 수 있다. 국민의 사기가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 이는 군사역량에 대

해 예상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그의 외교정

책을 추행하는 결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논지인 도(道)와 일맥상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겐소에 따르

228) Morgenthau, Hans Joachim,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1960), 189쪽.
229) 위와 같은 책, 143쪽.
230) 위와 같은 책,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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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민의 사기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의 권력은 정부의 소질에 내포되어 

있다. 국민 사기가 없으면, 국가권력은 한 가지 순수한 물질적인 역량이

거나, 실현하기를 기다리는 잠재적인 역량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기할 만한 권력의 요소는 바로 ‘외교의 소질’이다. 

모겐소에 의하면 질이 높은 외교는 외교정책의 수단 및 목적을 국가 기

존의 권력의 자원과 저절로 협력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다. 외교는 국

가역량의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완전하고, 안전하한 정치적 현실로 

전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외교는 국가 분투의 방향을 제기함으로

써 역으로 공업의 잠재력, 군비, 민족 성격 등 요소의 단독적인 중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겐소의 권력요소평가는 정

신적인 요소도 언급하였으나 지극히 물질적인 측면을 치중하고, 또한 물

질적인 요소에 대해 세분화하는 경향이 보이는 반면에 손자가 보다 거시

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요소(특히 환경 측면), 기술/정신 측면의 요소 

등에 대해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보인다.

     

2. 정보전(情報戰) 이론

     앞에서 손자의 승산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손자의 

정보이론의 후기 부분, 즉 평가단계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손자의 정

보이론의 전기 부분, 즉 정보수집단계에 관한 정보전이론을 살펴볼 것이

다.

     손자와 클라우제비츠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둘이 정보의 가치에 대

한 전혀 다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손자 본인은 정보를 아주 중요시하

는 태도였으며 그의 정치사상 및 전략사상체계 전체가 정보를 기초로 삼

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보의 기능은 즉 ‘선지(先知)’

이며, ‘선지(先知)’는 바로 묘산의 기초다. 반면에 클라우제비츠가 정

보의 가치에 대해 거의 완전히 부정한 태도였고 그는 전쟁 중에 수많은 

정보 자체가 모순적이거나, 심지어 허위의 것도 많고, 대다수 정보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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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31) 그러나 둘이 

사실상 2 가지 다른 영역의 문제를 다투고 있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것은 작전 측면의 문제이라면 손자가 중요시하는 것은 정보가 전

쟁계획 및 준비에 대한 공헌이며, 현재 이러한 측면의 정보를 ‘전략적 

정보’ 및 ‘국가정보’라고 하기도 한다. 손자의 사상은 미래적 취향이 

있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장기적인 예측 및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다.232) 

따라서 두 사상가의 차이는 분석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손자는 외

교, 정치, 전략, 작전, 전술 등 모든 수준에서의 정보에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 클라우제비츠는 오직 하위 수준에서의 작전적, 전술적 정보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손자병법의 앞에 12편은 한 가지 체계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 

제13편 <용간(用間)>편은 한 가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상체계로 볼 

수 있다. 이 편은 이 책 중에 가장 독특한 편장으로서 단순히 간첩(間諜)

의 도(道)로 해석하면 너무나 천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간(間)’이란 바로 ‘정보(intelligence)’다.233) 즉 정보 같은 이념

을 국제정치와 관련된 전략사상체계에 포괄시키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

도라고 해도 무방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자병법』 전서가 논리적으

로 일관성이 있는 체계로서 전략적 계획부터 시작하고, 정보를 종점으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전략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계획의 실행은 정보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선지(先
知)가 없으면 묘산(廟算)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사상은 추상

성에 벗어나고 현실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강한 미래적 경향이 있다. 

     손자에 따르면 국제투쟁에 있는 정보, 특히 적군의 정황을 알고 싶

으면 정보의 수집에 의뢰할 수밖에 없고, 질이 좋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면, 금전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코스트, 효과와 이익을 따져보

면, 정보수집에 대해 쓰는 비용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자의 

231)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1976), 116쪽.
232) 薛國安, 『孫子兵法與戰爭論比較研究』(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3), 175쪽.
233) 위와 같은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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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따르면 전쟁을 하루 진행하면 천 금(金)을 쓸 것이지만, 전쟁 전

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가지 정보의 비용은 백 금(金)에 불과할 

것이다.234)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작은 일로 말미암아 큰일을 그르칠 곤

하다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인간본성의 한 가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정책결정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이러한 자가 “불지적지정자，불인지지야. (不知敵之情者，不仁之至
也)”235), 즉 손자가 적의 상황을 모르는 자가 가장 ‘불인(不仁)’의 사

람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인(仁)’이란 인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목

불인(麻木不仁)’(몸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는 상태)으로 반응이 둔하고, 

이해(利害)와 경중(輕重)을 구별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또한 손자가 ‘간(間)’과 ‘도(道)’를 연결시키며 정보전 및 첩자

에 대한 운용에 대하여 군주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군주의 도(道)는 

유능한 첩자를 얻고 부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국을 등

진 첩자는 결국 자국의 통치자에 대한 배신감에서 적국에 협조하기 때문

이다. 이지는 패도에 빠진 하나라를 정벌하고 백성을 구하는 일을 자신

의 책임으로 여겨 탕왕에 충성했다. 결국 유능한 첩자를 획득하고 운용

하기 위해서는 왕도정치를 펴는 현명한 군주의 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다.236) 그리하여 여기서 손자의 주장에 따르면 군주 및 첩자 간의 한 

가지 주(主)-간(間)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윤리 혹은 요구가 정리될 수 있

다:

“자고로 군사 문제를 다루면서 첩자보다 더 가까이해야 할 사람은 

없고, 첩자보다 더 후하게 상을 내려야 할 사람은 없으며, 첩자보다 

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은 없다. 비범한 지혜가 없이는 

첩자를 운용할 수 없다. 인의가 없이는 첩자를 운용할 수 없다. 세

심하고 교묘하지 않으면 첩자로부터 쓸모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234)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56쪽.

    “凡興師十萬 .....日費千金.....而愛爵祿百金，不知敵之情者，不仁之至也.....”
235) 위와 같은 책, 249쪽.
236)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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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237)

(故三軍之事, 親莫親於間, 賞莫厚於間, 事莫密於間, 非聖智不能用間, 

非仁義不能使間, 非微妙不能得間之實.) 

     즉 손자에 따르면 전쟁을 면할 때 군주 및 첩자 간의 관계를 한 가

지 군사적인 직업관계이며 6 가지 특징이 있다: 1. 군주와 정보원의 관

계가 모든 관계보다 가깝고 믿음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역으로 얘기하

면 정보원이 지도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고 핵심적인 역

할을 발휘해야 한다. 2. 정보원의 대우에 대해 가장 후하게 보장해야 한

다. 이것은 그들은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를 장악하는 역할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보원의 비밀성 및 보호해야 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레벨로 보장해야 한다. 4. 정보원을 잘 사용하는 군주

가 반드시 비범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즉 전문성, 전략적인 두뇌가 있

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원, 첩자를 신뢰하고 활용하는 포용력 및 능력

도 갖춰야 한다. 5. 정보원을 잘 사용하는 군주가 반드시 ‘인애(仁愛)’

같은 도덕적 매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윤리 및 준칙에 준

수하고, 정보원에 대해 후하게 대처하고 신의를 잘 지킨다고 요구한다. 

6. 군주가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성격 및 강한 판단력 및 결단력이 있어

야 정보 중에 유용한 것을 찾아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최고

지도자의 비범한 개인적인 소질 및 능력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손자가 ‘간(間)’, 즉 정보원 및 첩자의 유형에 대해 

‘향간(鄉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

(生間)’ 238)5 가지로 분류하였다: 1. ‘향간(鄉間)’: 즉 전쟁 지역에 있

는 민중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전술적인 정보의 

차원에 속해 있고, 현대전쟁 중에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원

237) 손무 지음,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서

울: 플래닛미디어, 2017), 558쪽.
238)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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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시적인 성질이 있고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2. ‘내간(內間)’: 즉 적국의 정부 인원을 간첩으로 하는 보편적인 상황

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기편

에 가장 유리하고 손실을 적게 보장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할 수 있다. 

3. ‘반간(反間)’: 즉 적국의 간첩을 이용하여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하

는 것이다. 앞에 3 가지는 모두 상대방의 사람을 이용하는 계책이라고 

하면 뒤의 2 가지는 자기 쪽의 인원을 이용하는 계책이다. 4. ‘사간(死
間)’: 이것은 비교적으로 보다 복잡한 계책이다. 우선 한 허구적 정보를 

만들어 우리 편의 간첩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적국에게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적국이 이 정보를 믿게 된 후에 큰 손실을 받

아서 반드시 이 간첩을 살해할 것이다. 이러한 간첩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사간(死間)’이다. <용간>편에 대한 해석에서 ‘연지흥기，소진재

제(燕之興起，蘇秦在齊).’이라는 말이 있다. 즉 전국 시기의 저명한 종

횡가 소진(蘇秦)이 제나라 심장에서 전투했던 사업은 이미 첩자(諜者)의 

성공적인 범례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간(死間)의 가장 성공적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5. ‘생간(生間)’: 이것은 적국의 정황을 알게 

된 후에 무사히 반환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기편의 간첩 인원을 말하며 

사간(死間)과 대립적인 개념이며 보다 사기의 성공 확률이 낮지만 대가

도 작은 형태로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정보전에서는 간첩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이 5 가지

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오간지사，주필지지. (五
間之事，主必知之)”239)라고 하면서 정보 수집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

무라고 지적하며,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였다. 

즉 좋은 정보체계와 우수한 정보 인재가 국가안전의 필요한 기초라고 한

다. 손자가 20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先知)의 관념과 정보전의 규범이론

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선견적인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손자가 제기하는 ‘용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손자에 따르면 국

239)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中華
書局, 197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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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략부터 각종 형태 및 레벨의 전쟁(벌모, 벌교, 벌병, 공성)에 대해 모

두 용간으로 정보를 얻기 필요하다. 이른바 “무소불용간(無所不用間
)”240)이라는 것은 바로 손자가 제기하는 그의 정보전이론의 핵심적인 

요지로 볼 수 있으며, 즉 각종 형태 및 레벨의 전쟁에서 간첩전 및 정보

전을 쓰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주장은 3 가지 시

대적 의미가 내포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당시의 정보의 지위 및 역

할이 질적 비약이 있었다. 손자가 생활하는 옛날 시기에 이미 전략적인 

높이로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기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

요성을 공전의 높이로 제고하였다. 그 다음은 정보의 획득수단이 공전의 

발전이 되었다. 손자가 간첩에 대해 5 가지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간(五間) 간의 분명한 경계가 있거나 고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

여 상호 의존하게 만들어야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 확률

을 보장할 수 있다.241)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단지 간첩에 대한 사용

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보다 새로운 전방위의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자의 정보전이론은 전략적인 정보 의미의 3 

가지 방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략적 정보는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근

본이며, 전술적 정보는 구체적인 전역의 승리를 보장하는 의거이며, 전

장에 대한 동태적인 정보는 행동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보의 최고 차원의 의미는 바로 전략적 정보이다. 전략적 

정보는 2 가지 차원을 포괄되며, 하나는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정보이고,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한 전략정보다. 전자는 국가의 안보 및 침략을 방비

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서 장기적인 목적 및 저축하는 정보이며, 시

간과 공간의 제한성이 없고 권력으로 받는 간여도 없는 특징이 있다. 후

240)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戰爭理論研究部-孫子註釋小組,『孫子兵法新註』(北京: 中
華書局, 1977)，121쪽.

241) 孫武 지음, 曹操 등 주석, 『十壹家註孫子』(北京: 中華書局, 2016), 200쪽.

   “오간구기, 막지기도, 시위신기, 인군지보야. (五間俱起, 莫知其道, 是謂神紀, 人君之
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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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전쟁의 전면적인 승리를 위해 파악하는 정보로서, 위로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정보와 연결하고, 아래로 전역(戰役)정보에 침투하면서 영향을 

끼친다.242) 우정민(於敬民)의 연구에 따르면 손자의 오사(五事)가 국가안

보 차원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간(五
間) 중에 있는 ‘내간(內間)’ 등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많이 활동할 

필요하다. 두 번째로 바로 실제적인 전역(戰役)에서 활용하는 전역적, 전

술적인 정보다. 이러한 정보가 구체적, 외재적으로 활용되고 국부적인 

전역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정민(於敬民)에 따르면 손자의 

칠계(七計)는 바로 이에 대응하는 주요 분석체계이다. 

     필자가 전술적인 정보의 수집에 대해 몰론 내간(內間)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나 구체적인 전역에서 향간(鄕間)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았

다. 셋 번째로 향간(鄕間)의 역할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전장의 동

태적인 정보에 대한 수집을 보면 이 부분은 가장 유연하고 변덕스러운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부적, 실제적인 전장에서 허실, 기정, 형세, 

진퇴, 공수, 지리 등 다양한 변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지휘관의 판단력에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향간(鄕間) 

등 첩자의 활용에 의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자가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획득과 자기편의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

시하는 태도다. 국제적인 투쟁 중에 피아 양쪽이 상대방의 정보를 얻도

록 노력하는 동시에 자기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

다. 이것은 손자가 제기하는 공수양제(攻守兩齊) 등 원칙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또한 손자가 제기하는 장령에 대한 요구 중에 군사비밀은 

자기편의 병사에 대해도 엄격히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는 정보전이론에 따르면 그 중에 내포되어 있

는 한 가지 분석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군주와 

정보인원, 즉 첩자와의 관계이다. 사실상 이것도 한 가지 군주와 특별한 

병사 간에 있는 또 다른 변이된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첩자가 일반

242) 於敬民, “孫子的軍事情報思想”, 理論研究, 201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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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병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에 따르면 군주가 다른 상황과 달리 첩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

되고, 그리고 가장 밀접하고 긴요한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이용하는 도구 혹은 직업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와 거금으로 구성된 이해관계로 구성되고, 군주가 강한 도덕적 영향

력—— 인덕 등으로 이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손자의 입장이다.

     여기까지 ‘지(知)’라는 분석개념을 통해서 손자의 유물론적, 과학

적, 계통론적 전쟁관을 도출하기가 가능하다. 손자가 클라우제비츠와 달

리 전쟁이 예측가능하고, 계산가능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

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과학적인 전쟁관은 매우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그의 국제정치관 및 국제정치사상으로 유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지(知)’를 중심으로 구성된 손자의 전쟁관

은 3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볼 수 있다: 1. 손자가 전쟁 현상 및 과

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2. 손자가 전쟁에 대한 인

식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3. 손자가 전쟁 인식에 대한 법칙성

을 입증하였다.243) 

     따라서 손자의 국제정치관을 ‘지(知)’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쟁

관에 의해서 살펴보면 ‘지(知)’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실천론을 발견될 

수 있고, 통계적인 ‘지(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가치론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엄밀한 국제정치관이 세울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손자의 국제정치관에 대해 파악할 때 손자가 특히 물질적인 역량

을 강조하고 강한 현실주의적인 특징이 보인다고 하며, 이 장에서 손자

가 강한 과학적 방법과 계통론적인 관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어떤 합리

주의적인 특징도 보인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오사칠

계’ 등을 포함된 국가권력/승산평가시스템에서 군주, 장령의 관념적인 

요소—— 능력, ‘도(道)’ 등을 강조하고 ‘불가험어도(不可驗於度)’에 

따라 합리주의적이고 순수적인 통계 및 기계적인 권력요소 평가방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243) 顏劍輝, “試論孫子兵法的戰爭知行觀”,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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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따라서 본 연구는 ‘도(道)’, ‘리(利)’, ‘승(勝)’, ‘지(知)’ 4 

가지 분석개념을 한 가지 분석체계를 구성하여 손자의 정치사상 중에 중

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손자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전

개되는 정치윤리사상, 국가에 대한 이성주의, 군사공리주의 및 경제적 

사고, 국제 투쟁이론, 그리고 정보이론을 설명하였다. 이 4 부분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도(道)’를 구성되는 정치윤리사상 체계 중에 ‘수도보법(修
道保法)’의 정치사상, ‘안국(安國), 보민(保民), 리주(益主)’의 정치이념 

및 안보관, 군사윤리사상 3 가지 파트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우선 ‘수

도보법(修道保法)’ 부분에서 ‘존망지도(存亡之道)’라는 손자의 전쟁관

의 핵심적인 논지를 분석하였고, 중국의 핵심적인 철학 범주인 ‘도

(道)’의 의미를 깊이 설명하면서 손자가 도(道)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였

으며, 이로써 ‘수도(修道)’의 의미를 밝혔다. 다음으로 여섯 가지 실패

를 초래할 수 있는 ‘패지도(敗之道)’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손자가 

장령의 자주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정리하였다. 또한 당시 ‘도(道)’라

는 정치적인 컨센서스에 대한 인정을 확인하고 법치주의 및 엄격한 법치

관념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정치관을 도출할 수 있다. 

     ‘안국(安國), 보민(保民), 리주(益主)’의 정치이념 및 안보관의 부

분에서 안국, 보민, 리주 3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안보관의 삼각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손자가 보는 군인 및 군대의 가치관을 밝히면서 인본주

의, 민본주의 정신을 관철하는 기본적인 도덕 가치관을 입증하였다. 즉 

손자의 정치사상은 질서를 중요시하나 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인적 자

원에 대한 중요시함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인 집정 조치로 부세제

도에 대한 개혁으로 민심(民心)을 이끄는 주장이 역시 민본주의정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가의 호전주의보다 국가의 기본적

인 안보를 지키고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 구성된 안보관 및 중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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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안보제일주의와 현실주의적 성향도 설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군사윤리사상에 대해 분석하는 부분에서 ‘도

(道)’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치윤리관 외에 ‘인(仁)’이라는 또 하나

의 정치적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손자의 정치윤리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자가 장령에 대해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

(嚴)’ 5 가지 도덕적 요구를 보면 손자가 유가보다 균형적인 윤리가치

를 중요시하고, 또한 ‘인(仁)’에 대해 유가와 달리 보다 공리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대인(大仁)’, 묵가와 달리 피아를 명확히 구별하는 ‘의

한(義恨)’,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성향 및 마키아벨리주의적인 성질이 보

인 ‘인궤(仁詭)’ 등 독특한 윤리관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정치윤리관 중에 있는 구체적인 체현—— 병사에 대한 ‘애졸’, ‘선

졸’ 주장도 설명하였다.

     두 번째 파트인 손자의 이성주의, 군사공리주의와 경제적 사고 부

분에 지도자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경고 및 전쟁에 대한 경제적 사고, 군

사공리주의 2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장(將)의 ‘오위(五
危)’ 및 ‘오리(五利)’ 중심으로 구성된 지도자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경고 부분에 우선 손자가 국가에 대해 장령 및 정책결정 자의 역할을 강

조하였으며 손자의 윤리관 중에 장령에 대한 5 가지 도덕적 율령과 대립

적인 개념인 ‘오위(五危)’, 즉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5 가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편향을 경고하고, 정책결정자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냉

철한 태도 및 소질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오리(五利)’를 강조하면

서 다섯 가지 하면 안 되는 절제의 정치적 미덕, 또한 지휘자의 전문성, 

경험, 장기적인 안목 과 대국관, 자주성 및 자율성, 객관적인 사고방식 

및 이성적인 처리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세(勢)’를 통해서 권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

(勢)’와 ‘리(利)’의 관계를 통해서 지휘자의 실용주의적인 사고 및 임

기응변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쟁에 대한 경제적 사고 및 

군사공리주의 부분에 손자가 전쟁 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소모에 대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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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인식, 전쟁 중에 이득문제에 대한 파악, 즉 상대적 이득 및 절대

적인 소모 문제에 대한 파악을 밝혔다. 또한 손자가 국가의 성쇠 및 전

쟁의 소모 간의 관계를 밝혔으며, 더 나아가 손자의 저명한 ‘인량어

적’ 전략을 분석하면서 손자의 현지 조달 전략과 서구식의 식민주의 확

장정책과의 구별을 설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병합하는 목적 및 상대적 

이득이 절대적 이득으로 전화하는 가능성을 밝혔다. 따라서 이 장이 손

자의 명확한 가치판단 및 기준이 있는 군사공리주의 사상을 정리하였으

며. 동시에 손자의 이러한 사상에서 반영된 일정한 환원주의 성질도 밝

혔다.

     셋 번째 파트에서 손자의 ‘승(勝)’에 대한 이론체계 중에 있는 

두 번째 및 셋 번째 구성부분- ‘전승(全勝)’사상 및 ‘전승(戰勝)’이

론을 해석하였으며 손자의 정치사상의 인식론을 설명해봤다. ‘전승(全
勝)’사상 파트에서 전쟁의 다른 차원에 대한 논의 및 부전승(不戰勝) 사

상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필자는 손자가 제기한 전쟁의 4 가지 차원- 

‘모(謀)’, ‘교(交)’, ‘병(兵)’, ‘성(城)’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전쟁

의 4 가지 단계, 또한 4 가지 전략 수준으로 이해하고 설명해보았으며, 

동시에 손자가 전쟁에 대한 점진적인 사고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전승(全勝)’ 사상 및 ‘전파론(全破論)’ 부분에 손자가 생활하는 시

대배경 및 사회생산 환경을 보면서 그의 ‘부전승’ 사상의 유래를 밝히

고 그가 보는 ‘전(全)’과 ‘파(破)’의 대립적이고 변증적인 결합의 관

계를 밝혔다. 더 나아가 그의 ‘부전승’에 대한 논리를 전면적인 해석

을 통해서 손자가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 그리고 모략전 등 높은 차

원의 전쟁에 대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손

자의 전승(全勝)사상의 이념은 환경 요소에 따라 실현하는 가능성을 분

석하면서 궁극적으로 손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승리 및 사회적 승리의 목

적성을 밝혔다. 

     전승(戰勝)이론 부분에서 국제정치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론 

및 투쟁이론을 분석하였다. 우선 손자가 전쟁의 시각으로 보는 국제투쟁

이론인 ‘군쟁’에 대한 이해결정론 중에 ‘우직(迂直)’의 이념(간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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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6 가지 기본적인 행동준칙, 또한 6 가지 기본적인 생존법칙을 설명

하였다. 더 나아가 국제투쟁 중에 이해관계의 복잡성, 변증성에 대한 논

의도 설명하였고, 손자가 패권국에 대한 주장을 분석하면서 손자의 쟁패

사상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벌교론’에 대해 강대국 외교특징

을 밝히면서 3 가지 손자가 제기한 전략적인 외교수단을 설명해보았다. 

두 번째 파트에서 손자병법의 지연사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피아 관계에 따라 정리된 지형분류방법, ‘구지(九地)’의 지연정치사

상에 따라 파생된 지연정치적 생존법칙, ‘사지(死地)’의 지연심리사상, 

마지막으로 전략요충지인 ‘구지(衢地)’를 중심으로 논술하는 지연외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 번째 부분에서 손자병법에서 나온 유

물론 변증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손자의 정치사상을 투쟁철학이라는 명

제 하에 해석하고 손자사상의 소박유물론적인 색깔 및 변증법적인 특징

을 밝혔다. 동시에 노자의 변증법 사상의 특징과 비교하면서 손자의 소

박유물론 변증법적인 인식론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자 사상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변증법적인 개념범주인 ‘공수’, ‘형세’, ‘기정’을 

간략하게 분석하면서 그들이 전쟁 및 국제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이론적

인 가치를 구상해보았다.

     넷 번째 파트 손자의 ‘지(知)’, 또는 ‘선승(先勝)’ 부분의 내용, 

즉 손자의 정보이론을 분석하였다. 이 파트에서 손자가 정보이론에 대한 

3 가지 이론적 원칙을 분석하면서 3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밝히고 나서, 

정보의 평가 및 계산 단계인 ‘묘산(廟算)’이론 및 정보의 수집단계인 

정보전이론 2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우선 ‘선지(先知)’ 및 

‘묘산(廟算)’ 부분에 손자의 방대한 승산평가시스템을 설명하였다. 이 

승산평가시스템에서 ‘계(計)’의 기본적인 구성원리 외에, ‘오사(五
事)’의 정보정리법, ‘칠계(七計)’의 정보 비교분석방법, ‘지승(知
勝)’의 5 가지 판단기준, 승산을 계산하는 5 단계 계산법, 허실을 탐색

하는 4 가지 방법 총 다섯 개 작은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다. 두 번째 부분에서 손자의 정보전이론에 대한 분석하는 과정 중에 손

자와 클라우제비츠가 정보에 대한 다른 관념을 설명하고 나서, 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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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자’를 사용하기 위한 독특한 ‘용간(用間)’이론을 설명하였고, 지

도자와 첩자 간의 독특한 관계 및 첩자의 독특한 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및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도(道)’, ‘리(利)’, 

‘승(勝)’, ‘지(知)’ 4 개 분석개념 간의 명확한 관계 및 4 개 분석개

념으로 구성되는 체계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4 개 

분석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의 각 부분은 모두 정치적 목표를 복

무하고, 즉 단지 군사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이익

을 달성하고 나서 사회적 이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준

비를 마련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4 개 분석개념 

및 정치사상 구성부분은 서로 기초가 되고 교차적으로 보충하기도 하고 

실현하는 관계 외에 ‘도(道)→리(利)→승(勝)→지(知)’의 순서로 국가 내

부에서 국외/국제로 전략적 사고가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성이 있다. 

즉 각자 손자가 국가의 대내적인 요구, 대외적인 가치판단기준, 대외적

인 구체적인 진출방법, 세계 전체에 대한 인식론의 점진적인 관계가 있

다.

     본 연구를 통해서 4 개 정치사상의 구성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

면: 도(道)의 부분은 정치사상의 핵심이면서 규범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손자의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논지, 철학적인 기초와 사상적 기초를 포함

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구획도 포함된다. 이 부분에 손자

의 구체적인 치국이념을 펼치거니와 그의 정치사상의 정당성도 부여된

다. 리(利)의 부분은 손자의 정치사상의 행동주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

고, 사상의 가치론 및 가장 외재적인 성질을 보여주고, 논리의 토대이면

서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행동을 위해 이성적인 구속력이 부여된

다. 또한 이 부분은 현실주의의 국제정치이론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기도 한다. 그리고 리(利)에 대한 주장에서 파생된 행동원칙은 승(勝)

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주장을 위해 논리적인 전제, 그리고 정치적인 이

익 및 손실에 대한 타산방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승(勝)의 부분은 정치사

상의 목적론으로 볼 수 있고 손자가 전쟁에 대한 다층적, 포괄적, 계층

별의 인식론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해결책, 또는 궁극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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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절대적인 이득)를 달성하기 위한 통로도 함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손

자의 정치사상, 특히 국제투쟁 및 국제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펼

치는 방식을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행동의 방

법론(외교, 군사, 지연)을 제공하는 동시에 손자 본인의 정치적 궁극적인 

소구도 보여주었다. 이 부분도 국제정치와 가장 직결되어 있고, 외교사

상, 지연사상 등 풍부한 국제정치요소를 설명하였다. 지(知)의 부분은 손

자의 정치사상 중에 선결적인 예비사고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파

생이론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이론단계로서 그의 정치사상

의 과학적인 이론토대 및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손자의 사상체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는 개

인(군주, 장령, 민중, 병사), 국가, 국제체제 등 다양한 분석수준 간의 관

계에 대해 손자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개괄적인 이해를 정리할 수 있다: 

     1. 군주 및 민중 간의 관계: 의지 등 정신차원의 통일화 및 현실적

인 측면에 일방적인 수호(守護)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주를 대표하는 

국가차원이 민중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중의 재산을 수호하는 책임이 일

차적인 문제다. 그 다음은 군주 및 국가가 정책으로 민중을 부유하게 하

고 민중의 사회적 생존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2. 군대 및 국가(군주) 간의 관계: 군대(장령 및 병사)가 국가의 안

보를 보장하고 정치적 이득, 전략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활동하는 도

구라고 할 수 있다. 군주는 최고의 정책결정자이지만 전시에 군대가 절

대적인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갖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대 및 

국가/군주 간의 관계는 이성적인 책임관계 및 직능이 분리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3. 장령 및 병사 간의 관계: 일반적인 상황에서 엄격한 질서화 및 

강한 통제관계로 구성된다. 이 외에 적당한 친밀한 감정적인 관계를 통

해서 더욱 강화된 통제력 및 병사의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 최대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전시(戰時)의 관계를 보면 절대적

인 통제력 외에 장령이 병사의 심리까지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

병정책(愚兵政策)’의 성질이 있고, 결국 병사가 도구적인 성질에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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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4. 장령 및 국가 간의 관계: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절대적, 이

성적, 가장 높은 차원의 책임관계다. 이러한 관계에서 손자가 장령에 대

해 막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 굉장히 많고 다양한 소질을 요구하

고, 독립성 및 자율성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민중과 군대(장령, 병사) 간의 관계: 양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직

접적인 관계가 보이지 않다. 혹은 군대가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수호(守
護)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손자병법의 논리에 있는 잠재적인 측면으

로 보면 손자가 민중을 군대가 수호하는 대상으로 보면서 군대의 근원으

로 본다고 할 수 있다. 

     6. 군주와 첩자 간의 관계: 일반적인 병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책임관계가 있다. 즉 둘이 밀접하고 긴요한 관계로 도구적인 

성질 외에 사활적인 이익으로 묶은 관계로 볼 수 있고, 또한 군주의 소

프트파워로 유지하는 것에 의지한다. 이러한 관계에 역시 군주가 일방적

으로 주도하는 성질이 있다. 

     7.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손자에 따르면 국가 간의 관계가 기본

적으로 이득관계, 혹은 이해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국가 간에 상대적인 

이득을 쟁탈하고 절대적인 소모를 피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으며, 국가 

간의 권력관계도 상대적인 상태로 볼 수 있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그

리고 국가 간의 상대적 이득 및 절대적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멸

전 및 전승(全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대한 팽창, 전쟁 중에 지나친 

소모 혹은 쇠약해지는 딜레마에 계속 처해 있을 것이다. 부전승을 통해

서 0 대가로 병합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득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딜레마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면 상대적 이득 문제에 대해 전쟁의 차원에 

따라 가장 낮은 차원의 전쟁, 즉 ‘병(兵)’, ‘성(城)’ 등 전면적인 전

쟁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상대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손자가 국가 간의 전쟁은 결국 매우 제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오직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통해서 병합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조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 간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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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관계, 정치적 관계 또한 사회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군사적인 관

계 중에 있는 우세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비이상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에 절대적인 우세, 더 나아가 사회적인 승리로 이룬 사회적인 병합은 가

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추구할 만한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선 손자의 전쟁관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전

면적인 이해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의 전쟁관은 아래와 같

이 몇 가지 중요한 맥락으로 잡을 수 있다: 1. 민중이 전쟁의 주체가 아

니라 객체이며,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단순히 

피수호의 대상으로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전쟁의 인적 자원, 물자의 

공급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2. 춘추시대에 중앙 정부가 쇠약해지고 치열

한 투쟁이 존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본위주의를 견지하고 인본주의(人
本主義) 및 ‘인(仁)’, ‘도(道)’ 등 도덕적 가치를 부분적인 수용하는 

혼합적인 전쟁관이다. 3. 유가, 도가보다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전쟁관 및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용주의적인 전쟁관을 갖고 있다. 동

시에 전쟁의 파괴성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전쟁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고 호전주의를 혐오한 보수적인 전쟁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4. 비폭력적인 수단 및 높은 차원의 대결을 추구하고 전쟁에 대해 

전진적으로 추진하기를 권장하는 유연한 전쟁관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전

쟁의 유동성 및 적대성을 강조하였다. 5. 유물론적, 과학적 전쟁관을 갖

고 있다. 즉 전쟁의 과정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전쟁을 일반적

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법칙

성을 확고히 인정하는 입장이 보인다.

     더 나아가 손자의 전쟁관과 연결되는 정치사상의 성질을 파악해볼 

수 있다. 고전현실주의의 대표자인 마키아벨리가 투키디데스가 면하는 

난제에 대해 자기의 답을 제시하였다. 즉 “군주 혹은 최고지도자가 

‘인자, 성실, 인도, 신용을 지킴, 정성스러움’ 등 품질을 반드시 구비

할 필요가 없고, 필요시 반대로 행동해도 되나 반드시 이러한 품질을 갖

추는 척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민중 및 부하를 겁나게 하여 신복시켜

야한다. 즉 추앙하기보다 무서움을 통해서 국가 및 민중을 다스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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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지적했다.”244) 손자의 정치사상 및 윤리관을 보면 마키아벨리같

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분명히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손자가 지혜 및 궤도, 인해, 성실함, 겁나게 하여 신복시키거나 관리시키

는 방식을 균형적으로 조합시키는 방식을 권장하였다. 특히 국제투쟁의 

환경에서 손자가 인애, 성실 등 도덕적 가치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

히 마키아벨리처럼 사기, 두려움 등을 활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

식을 택하였던 것을 보면 고전현실주의 사상가인 둘의 공통성이 보인다.

     모겐소와 대조해서 보면 손자의 사상 중에 양자가 단지 국가의 권

력요소(승산 요소)에 대해 유사한 논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최고선- ‘신중함’에 대해 중시하는 태도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정치적 신중함’은 3가지 중요한 가치가 포괄되어 있다: 첫째

는 ‘적당함’이다. 적당한 정도에 대한 파악은 신중한 정치의 관건이

다. 정치가들이 적다한 정치를 파악하는 최선의 경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기의 능력에 넘은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가 및 국

가의 최고결정자가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상주의 및 극

단적인 권력지상주의를 반대해야 한다.245) 타자를 타산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 타자 간의 실력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자의 이익 수요를 정

확히 평가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정책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이 2가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을 수 있

다. 즉 신중한 정치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은 뭘 얻고 싶은지, 뭘 이미 

얻었는지,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정의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실력에 대

한 정확한 비교평가의 기초에 세워야 한다.246) 이것은 손자가 제기하는 

‘존망지도’ 등 논리와 일맥상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성(理性)’이다. 현실주의이론 중에 ‘이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주로 국가가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은 리스크를 피하는 

244)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Trans. Harvey Mansfield, Jr.m (Chicago, 1985), 

70-71, 65-68 쪽.
245) 劉豐, 左希迎, “國際政治中的審慎原則-思想源流, 理論價值與現實意義”, 外交評論， 

Vol. 6, (October 2008), 10쪽.
246) Phillip Bricker, “Prudence”, Journal of Philosophy, Vol.77, No.7, (July 1980), 38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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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수익을 얻는 것을 어느 쪽에 더 기운지에 대한 논의다. 손자가 

‘리(利)’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성주의적인 사고 중에 이미 전쟁과 경

제적 소모 간의 관계를 논술하면서 전쟁의 거대한 소모 및 국가의 존망

에 대한 위험을 제시하였고 군쟁의 구체적인 이론에서 ‘리(利)’와 

‘해(害)’의 변증적인 관계의 존재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절제(節制)’이다. 자발적인 절제는 신중한 정치의 중

요한 구성부분이다.247) 절제는 욕망의 존재로 인해 필요한 요소이며, 개

인뿐만 아니라 국가 및 최고지도자도 자기의 욕망 및 행동에 대해 절제

할 필요하며 불필요한 이득을 추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것에 대

해 손자가 ‘오리(五利)’에 대한 주장에서도 이미 논술하였다. 그리고 

모겐소가 국제정치에 대해 연구할 권력으로 정의하는 국가이익을 정치학 

연구의 질서화 요소로 삼고 고려하는 것248)은 역시 손자의 ‘리(利)’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가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사고와 상통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겐소, 마키아벨리, 또한 본론에서 언급한 클라우제비츠, 

공자, 맹자, 묵자 등 사상가와 개괄적으로 비교하면 손자의 정치사상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독특한 사상적인 독특성이 있다: 첫째. 손자의 사

상은 고전시대에 앞서 나가는 과학성, 객관성과 계통론적인 특징이 있으

며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의 주관능동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손자의 사상은 절대적, 배타적인 특징보다 법가, 유

가, 도가의 사상을 충분히 유기적으로 수용하면서 계승하였고, 다른 학

설 및 요소에 대해 다원적으로 포용하는 태도가 보인다. 동시에 그의 사

상은 중국, 동양의 사상체계 및 중국의 전략문화에서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여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용성(용병, 치국) 및 

이론적 가치를 동시에 갖추고 이론의 탄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토론하

거나 보충할 여지가 있다. 셋째, 다른 고전현실주의 사상가보다 주관적

인 경험 또는 경험적 지식 및 과학적, 수치적, 정량적 기법에 어느 쪽에 

247) Alberto R, Coll, “Normative Prudence as a Tradition of Statecraft”, 37쪽.
248) Morgenthau, Hans Joachim,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196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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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고 사상의 요소는 

다원적인 특징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사상은 유가, 법가, 도가와 상통하는 병가의 권

모파(權謀派)249)로서 한 국가가 국제 차원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는 생존

법칙 및 명확한 피아 구분은 다른 고전현실주의 사상가와 매우 유사하

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공리적 사용도 마키아벨리와 공명할 수 있고, 

정치가의 신중함, 지도자 개인 차원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과시하는 카리

스마적인 특징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의 사상에도 어느 정

도의 법치주의, 제도주의 및 평등주의 인식의 씨앗이 보이며, 민중에 대

한 민본주의 및 도구주의의 결합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주장을 완선하게 

시키고, 또한 보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국가주의 및 집단주의

의 틀에서 실용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핵심이 명확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손자가 군사지상주의, 호전주의, 확장주의를 반대하고 그의 

사상은 현실주의 기반에서 출발하고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체계적인 요소를 주입했지만 결국 동양식의 이상주의적인 

목표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된 손자의 정치사상 및 전쟁관의 특징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손자의 개괄적인 국제정치관을 아래와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1. 중앙집권적인 권위가 부재, 혹은 예법 같은 규범적인 윤리가 붕

괴되고, 중앙정부가 지극히 쇠약한 상태로 된 무정부상태인 국제환경에

서 국가들이 자급자족이며 자조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주

의적인 논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이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

나 손자의 사상 중에 협력, 대화, 협상, 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

고 완전히 자기 국가에 대해 권력 강화를 추구하고 타국을 지배하는 출

발점을 도모하는 것을 보면 역시 현실주의의 자조원칙에 따라 생긴 안보

제일주의를 구축되는 국제정치관에 부합된다. 2. 지극히 전형적인 국가

249) 『漢書·藝文誌·兵書略』에서 병가의 저서를 4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 권모

파는 군사사상, 전략 및 책략을 치중하고, 형세파는 용병의 형세를 중요시하고, 음양

파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귀신의 술로 용병에 활용하고, 기교파는 병기, 기교 등에 

몰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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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 사고(국가본위주의) 및 개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즉 

국제체제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어 보이며, 국가를 이성적인 행위체로 

보며, 또한 강한 물질주의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지도자 및 지휘자의 

역할을 과대하는 특징으로 모겐소가 비판하는 환원주의적인 국제정치관

을 갖고 있다. 3. 손자의 투쟁철학 중에 국가 간에 권력투쟁 및 상대적

인 이득을 대해 쟁탈하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하고 국제투쟁 중에 수

단을 가리지 않는 몰(沒)도덕성의 특징이 보이며, 동시에 외교이념 등이 

강대국 논리에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또한 ‘승(勝)’을 다투는 

만국이 만국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가정된 것 같고 국가 간의 제로섬게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전승(全勝)’같은 이상주의적인 목적론도 동

시에 겸하고 있다. 4. 경험적 지식 및 주관적인 판단을 실천론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면서 동시에 계통론적인 예측도 중요시하는 균형적인 인식

론을 갖는다. 즉 ‘지(知)’를 구성하는 실천론을 통해 국제정치, 특히 

국제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전쟁 같은 국제투쟁 

등 국제정치에 있는 충돌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보았고, 국제투쟁의 

일반성, 예측가능성, 인식할 필요성, 적대성 및 유동성을 인식하였으며, 

소박유물론 변증법적인 인식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손자의 사상체계를 국제정치학 시각으로 다시 심사하면 손

자의 사상의 성질 및 용도를 다시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자의 

사상 및 이론체계가 군사지휘사상이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것이고, 국제

정치라는 명제 및 종횡가처럼 권력 등 요소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

술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치사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나 국제정치에 대

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국제정치학의 학문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손자의 정치사상은 분명히 

무정부상태 성질 및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춘추전국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독특성이 있긴 하지만, 국제체제가 성숙하지 않거나 고대(특히 

중국)에서 보편적인 타당성 및 적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지 군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국제정치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 시

절에 전략문화의 초석 같은 역할을 발휘하는 손자의 사상은 중국 고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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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상 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도 있다. 

     손자의 정치사상, 또한 국제정치관은 일정한 정도로 국제정치사상 

중에 고전현실주의유파의 이론적인 토대 및 사상의 경험적인 지식을 보

충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동서양의 고전현실주의유파의 동양의 사상적

인 토대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현실주의유파의 사상적인 측면의 충실성 

및 완전성을 완벽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손자의 사상 중에 모겐

소, 마키아벨리 등 사상가와 지극히 유사하거나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서로 보완해서 더 보편적인 적용성 및 일반성이 있는 국제정치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고전현실주의적

인 사상 중에 왜 이상주의적인 명제(‘전승(全勝)’)도 포함되는지 고려

하면서 동양의 이상주의적인 국제정치사상을 발굴하는 데에 좋은 착안점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측면에서 손자의 

사상은 앞에서 연구했듯이 국제정치학학문의 시각으로 보면 ‘도(道)’

를 구성되는 규범론 및 문제해결이론 성격이 있고, 이익 및 안보제일주

의의 존재론적인 성질이 있고, 유물론 변증법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경험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식론 및 가치론 등 중요한 국제정치

이론적인 맥락이 있으므로 손자의 정치사상은 국제정치 차원에 운용할 

수 있는 사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얘기하자면 손자의 정치사상, 또한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국제정치의 고전현실주의학파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명제

에 대해 필자가 아래와 같이 전망하였다: 우선 손자의 정치사상은 고전

현실주의에 있어 국가 전략, 군사사상 영역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를 대조

하면서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사상가의 역할을 이행하고, 동양이 이 영역

에 대한 공백 또는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전현실주의가 

제기하는 정치의 신중함, 권력요소, 국가주의, 그리고 신현실주의가 제기

하는 자조원칙 등 국가생존 논리에 대해 동양문화 특징이 있는 논리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고전현실주의 학파의 논리는 동서양 간에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론, 가치론, 인식론 

그리고 실천론의 측면에 보완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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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사상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고전현실주의가 인간 개체를 

경시하고, 몰도덕적인 성질 및 비과학적, 비(非)객관적인 특징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반박 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을 잡아서 현대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거니와 동주 이용희 등 동양 국제정치학자가 바라는 

동양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정합 작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예상한다. 더 나아가 손자의 전쟁관에서 나온 정치사상, 그리고 국

제정치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도가 깊은 연구는 중국 고대 병가 특징이 

있는 국제정치 메타이론 형태에 대한 구축 및 동양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정합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설명이론 중에 세부이론에 대

해 사상적인 부분의 보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유가, 묵가의 사상

맥락과 결합해서 동양의 국제정치규범이론의 메타이론을 마련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되겠다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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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n Tzu's view of war and 

political thought: 

Focused on concepts of

‘Dao’, ‘Li’, ‘Sheng’, ‘Zhi’ 

GAO G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will re-analyze the ideological system of Sun Tzu (Sun 

Wu), a great Chinese thinker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including Sun Tzu's Art of War and other major 

works, from the ideological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After 

accurately grasping Sun Tzu's view of war, this paper will analyze his 

political thoughts that put forward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war 

and his international political view. While re-understanding Sun Tzu's 

ideological system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is paper will explore in 

depth its theoretical value which can provide help for international 

political research.

     As the central government was weak, the order was broke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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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mplex international environment was forming, a number of 

outstanding political thinkers advocated that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should be diversified. Sun Tzu 

appear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Military Strategists. While 

advocating his systematic views on war and military tactics, Sun Tzu 

also expounded his own research on the basic principles of war and 

international struggle. In addition, he systematically expounded the 

policy propositions and foreign strategies concerning how to survive in 

the international struggle. However, nowadays, the study of Sun Tzu's 

thought is limited to military strategic thought, or it shows serious 

deficiencies in the research and application of other scientific fields 

besides literature and art,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reason, starting from the core question of “Is it possible to 

derive useful ideas/theoretical valu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search 

from Sun Tzu's ideological system in the way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inking, taking the concept of war as the theme?”, this paper will 

combine other detailed questions, for example, “how did Sun Tzu see 

the relationship of the diverse analytical standards of the people, 

generals, leaders, soldiers,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How can we reorganize Sun Tzu's ideological syste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analytical concepts or systems?”, 

“Considering the particular background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the generality of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wha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un Tzu's ideas 

and whether they can resonate with each other or stand unique as 

compared with Confucius, Mozi, Machiavelli and Morgenthau who were 

realistic thinkers of the same period in western countries？” Thus, this 

paper will get answers through four analytical concepts of ‘Dao’, 

‘Li’, ‘Sheng’, ‘Zhi’ while reorganizing Sun Tzu's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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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Tzu's thought plays a foundational role in many fields, such 

as war, military affairs, strategic culture, and information theo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Sun Tzu's thought has exerted a far-reaching 

influence on all fields of China and even the whole East. Although his 

thoughts have certain limitations and conservatism from a modern point 

of view, many ideas that extracted from his ideological system can 

provide a considerable degree of theoretical value with generality and 

universality for political thought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the re-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classical realism. It provides a new 

direction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in East Asi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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