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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1. 고대 중국은 주나라 봉건제를 통해 국제적 다국 공존의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춘

추 시대부터 주나라 봉건 체제가 흔들렸고, 제후들은 天子를 무시하고, 서로 공격 전쟁을 

감행했다.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천자는 받들되, 자신이 실질적으로 천자 노릇을 하는 패

자(覇者)가 되려 했다. 전국 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벌렸다.

이 시기에 묵자는 주나라 봉건제를 이상으로 하는 국가를 구상했다. 그는 국가 구성의 

핵심 이론을 ‘10론’에서 전개했다. 그 가운데 상동(尙同) 겸애(兼愛) 천지(天志) 등에서 지

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적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무력으로 타국을 정복하는 것을 반

대한다. 국가 구성은 공격 정복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상동과 겸애를 

맞교환하는 체제여야 한다.

2. 묵자는 상식적인 경험주의자로 인간의 감각 지각에 따른 욕망과 이기심을 인정한다. 

개인 각자가 이기심을 따르는 데서 발생하는 이익 다툼의 분쟁 조정을 위해 상동(尙同)을 

지시한다. 상동(尙同)은 윗사람의 조정을 아랫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조정 과정에

서 전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도출시키고자 한다. 이런 상동의 체계가 바로 국가의 체계이

다.

묵자의 문제 의식은 백성들의 세 가지 근심(三患,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 있다. 정복 전

쟁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이다. 3환은 주로 정복 전쟁 때문이다. 정복 전쟁은 군

주 개인의 천하 제패의 욕망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최강국의 군주가 천하를 통일하려는 

야망 때문이다. 천하 통일은 결국 천하를 사유 재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묵자는 비공(非攻)과 겸애(兼愛) 천지(天志)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 했다.

3. 묵자는 중국에서 최초로 ‘지배-복종’의 근거를 따졌다. 왜 백성은 지배에 복종해야 

하는가? - 이에 대한 답이 상동(尙同)이다. 상동(尙同)은 ‘위와 같아짐’, 또는 ‘위에 복종

함’이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주장하며 서로 다툴 때, 현자(賢者)의 중재

에 ‘복종’한다. 현명한 자를 뽑아서 윗사람으로 삼는다. 윗사람은 조정자이다. 현자는 공정

하고 공평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이 능력을 겸애라고 한다. 겸애(兼愛)는 ‘전

체를 아우르는 사랑’이다. 분쟁 당사자 전체를 고루 사랑하기 때문에 공정한 중재를 한다.

아래 사람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를 추대한다. 조정자는 자신들 안에서 현명한 

자이다. 외부에서 온 강자가 아니다.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안다. 이렇게 

마을에서 뽑은 이가 이장(里長), 고을에서 향장(鄕長), 나라에서 정장(政長)을 추대한다. 이

처럼 권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성립된다. 여기에서 추대는 계약론과 연결된다.

분쟁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공평성이다. 이를 위해 겸애가 필요하다. ‘전

체 사랑’(兼愛)는 공정함이다. 윗사람의 조정에 아랫사람이 따름(尙同)은 상동과 겸애의 맞

교환이다. 위가 겸애하기 때문에, 아래는 상동을 한다. 이는 계약적인 의미를 가진다. 

묵자의 상동과 겸애는 지배-복종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통치의 정당성을 바로 그런 

계약론적 관계에서 찾는다. 이는 정복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정면

의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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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공(非攻)은 공격 부정이다. 묵자 당시는 전국 시대이다. ‘戰國’은 ‘싸우는 나라’를 

뜻한다. 비공은 당시의 정복 전쟁에 대한 비판이고 대안이다. 비공은 국제적으로 상동(尙

同)과 겸애(兼愛)를 실천하자는 주장이다. 

주나라 봉건제의 와해로 제후국들의 질서를 잡아줄 천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제후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 힘에 의한 정복 전쟁은 논리적으로 결국 최강국이 나머지를 다 잡

아먹는 것으로 귀결된다. 1국이 나머지 국가를 통합하는 것과 다국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가? 1국의 통일은 이익 보다는 손해가 많다. 1국이, 혹은 1명의 왕

이 천하를 독식하는 것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는 지는 진시황이 생생하게 보여준

다. 그것은 1인의 주인, 만인의 노예 체제이다. 천하가 반란에 휩싸이게 한다. 나아가 경

쟁이 없음은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 이민족의 침략을 불러들인다.

묵자는 조정자인 천자가 없는 다국의 무제한 전쟁을, 비공(非攻)을 통한 다국 공존으로 

재정비하고자 했다. 비공(非攻)은 공격 반대, 수비 방어 전쟁 찬성이다. 모든 나라가 이 

전략으로 나가면, 다국 공존의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자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한다. 이것이 침략 전쟁보다는 국가 사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다. 다국의 평화적 경쟁은 중국 전체의 힘을 증가시켜, 이민족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

비할 수 있다.

5. 겸애(兼愛)는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이다. 유가의 별애(別愛)는 ‘구별하는 사랑’이다. 

겸애는 전체 중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반면 별애는 가족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서부터 확장되는 사랑이다. 인(仁)이 그것이다. 겸애는 전체를 모두 배려하되, 

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배분적 정의이다. 지배자가 상동(尙同)을 할 때 겸애가 필요하다. 

겸애는 전체 모두를 고려하는 공정함과 공평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정자인 윗사람이 가

져야 할 덕목이다. 위가 겸애를 할 때 아래가 상동을 한다. 겸애와 상동의 교환에서 지배

와 복종의 정당성이 성립한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겸애는 무조건적인 사랑(agape)이다. 인간들의 조건적인 이기주의적 사랑(eros)이 아니

다. 이런 점에서 겸애의 맨 위에는 하느님의 뜻(天志)이 있다. 하늘의 뜻은 겸애이다. 모

든 사람이, 특히 땅위의 강자들이 겸애를 하라 –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현실에서 강자는 

그 힘으로 약자를 공격하지, 겸애하지는 않는다.

6. 묵자는 하느님을 도입하여 상동(尙同)과 겸애(兼愛)의 실천을 유도한다.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한다. 하느님은 인격신이다. 전지전능하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

간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 결국 하느님의 존재는 인간의 욕망과 이성에 한계를 긋는 역할

을 한다. 전국 시대는 힘이 지배했다. 강자는 무력으로 약자를 공격했다. 이런 강자를 제

어할 존재는 땅 위에는 없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강자

들이 하느님을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무시의 댓가는 참혹하다. 진시황이 죽은 뒤의 

진나라가 그렇다. 묵자가 하느님의 상과 벌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묵자는 국가와 국제 질서의 핵심으로 겸애와 비공, 상동을 든다. 이 셋은 결국은 천지

(天志)의 기반 위에 있다. 묵자는 이 네 개념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진 의식주의 세 가지 

근심을 해결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 주제어 : 10론, 상동(尙同), 현자(賢者), 비공(非攻), 겸애(兼愛), 천지(天志),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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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는 말

1.1, 연구 배경

1. 계약론적 국가론의 의미, 문제의식

전국 시대에 국가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왕정 이론, 또 하나는 묵자의 상동 

이론이다. 전자에는 맹자와 한비자가 있다. 맹자는 온건한 온정주의이고, 한비자는 강경한 

엄벌주의이다. 왕은 강력한 왕권으로 국가를 휘어잡아야 한다. 신하와 백성을 생산과 전쟁

(耕戰)으로 이끌어서, 부국강병을 이룬다. 그 힘으로 정복 전쟁을 하여 천하를 통일한다. 

원래 진 제 초 연 등은 춘추 시대에는 그만 그만한 나라였다. 전국 시대에 정복 전쟁으로 

강국이 된다. 한 위 조는 진(晉)을 분할해서 설립한 나라이다. 성립 자체가 정복 전쟁의 

결과이다. 힘에 의한 정복을 기초로 성립한 국가이므로 왕과 지배자는 백성을 일방적으로 

지배한다. 이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거의 같다. 

묵자의 상동(尙同) 이론은 이와 같은 국가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묵자는 지배의 정당

성, 복종의 이유를 묻는다. 그의 답은 백성들의 합의로 국가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이익 

다툼하는 개인들이 현자를 뽑아서 그것의 중재를 맡긴다. 그것이 바로 상동(尙同)의 국가 

체제이다. 이는 아래에서 위로 국가가 형성된다. 왕정이 위에서 아래로 강압적 지배를 한

다면, 상동은 아래서 추대 선발한다. 

이것은 서양 근대에서의 왕권신수설과 사회 계약론이 대립이 되었다. 전국시대의 왕정

에 대립되는 묵자의 상동(尙同) 이론은 서양 근대의 사회 계약론과 비슷하다. 묵자는 ‘계

약’과 같은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기본적인 틀은 

사회 계약론과 같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계약론의 틀에서 묵자의 상동 이론을 들여다보고

자 한다. 

이 논문은 석사 논문을 이어서, 묵자의 국가 이론을 좀 더 선명하게 연구하고자 했다. 

묵자의 상동에 근거한 국가는 근대적이다. 중국이 가야 했었던 길이다. 그러나 가지 못 했

다. 현재의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전국 시대의 정치 구조의 변화

중국 문화의 전성기는 춘추 전국 시대이다. 다양한 국가가 공존을 하면 문화와 문명이 

최고조로 치닫던 시기이다. 4대 문명인 ‘황하 문명’의 시대는 화려함 뒤에 정복 전쟁의 어

두운 정치세계의 이면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공자 묵자 맹자 한비자 등 제자백가의 전성

기로 사상이 다양하게 발전했다.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나라 봉건제의 시대는 서로 공존하며 경쟁을 했다. 중앙의 천

자가 혈족을 지방에 제후로 봉(俸)해서, 천자에게 복종하게 하는 제도가 봉건제(封建制)이

다. 천자는 최상위의 계급으로 국내 국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이다. 이시기는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 졌다. 공자가 꿈꾸던 체제이다. 묵자 역시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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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 봉건제는 춘추 시대에 들어서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7웅(雄)이 천자 자리를 두

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천자의 입지는 약화되고 지방 제후들이 힘이 강화되었다. 춘추시대 

후기부터 대부(大夫)들의 반기와 제나라 왕조 교체, 진(晋)의 분열로 사실상 전국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국 시대는 전쟁의 시기이다. 춘추시대만 해도 전쟁 후 타국의 종묘사직과 제사는 건

드리지 않았다. 전국시대는  주나라 봉건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춘추5패(覇)가 천자노릇

을 했다. 그 중심에 남방의 이민족국인 초나라 장왕(莊王)있었다. 초 오 월의 싸움이 전국

시대의 패러다임이 된다. 봉건제는 군주의 지방관 임명인 군현제로 바뀐다. 

3.사상의 다양성과 대립 - 제자백가 중심

정치 체제의 변화는 다양한 사상을 배출해 낸다.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국가의 존망과 

전쟁은 사유의 깊이를 이끌어 낸다. 인간은 무사안일(無事安逸)일 때는 발전이 없다. 하지

만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면 열심히 사유를 한다.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전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빠지는 것이다. 전국 시대의 꼭지가 되는 진의 통일 이후는 이런 사유가 멈

춰버린다. 다양성의 말살과 중앙 집권체제는 더 이상 사상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시대

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를 가장 잘 탄 사상이 법가이다.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바뀐 시점에서 법가는 진

시황의 군현제를 정당화하는 입에 딱 맞는 이론이다. 법가의 부국강병 주창은 진시황의 

잔인한 통일을 지지하는 이론인 것이다. 공자는 주나라 봉건제의 재건을 꿈꾸는 사상가가

로 학교 교재로 �시경� �서경� �춘추�를 편찬했다. 천자와 제후의 혈족 관계를 인용하여 

가(家)=국(國)이라는 구조로 국가를 구성했다. 기본 윤리 도덕으로 효(孝)와 충(忠)을 강조

했다. 맹자는 ‘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며 제선왕과 양혜왕을 부추긴다. 맹자는 천하 통일은 

주장은 하지만 봉건제와 군현제의 대한 명확한 제시는 없다. 순자 역시도 예를 통한 현재

의 질서를 주장하는 면에서 통일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

民)’을 주장하는데, 위의 국가 구조와는 다른 마을국가를 구상한다. 묵자는 통일국가의 군

현제를 벗어난 봉건제를 제창한다. 그는 정복 전쟁보다는 다국 공존의 구조를 주장한지라, 

진시황의 통일에 따른 군현제는 거부한다.

정복 전쟁의 결과는 가산국가로 간다. 법가는 이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그래서 엄벌주

의를 통한 국가 정책을 펼친다. 한비자의 ‘간사함(姦)’은 엄벌주의로 가는 정당성을 부여한

다. 유가는 온정주의를 주장한다. 이것은 인정(仁政-사랑의 정치)으로 가(家)=국(國)이라는 

구조에서 나오는 성향이다. 이처럼 법가나 유가는 피지배자의 동의나 배려가 배재되어 있

다. 철저히 지배자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이론이다. 맹자는 군주천명론에서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지배자의 독선을 벗어나는 교묘한 이론을 펼친다.

이에 반해 묵자는 피지배자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이론을 주장한다. 지배자의 입

지를 세워주면서 피지배자의 정당한 권리를 뒷받침해주는 철저한 이론을 펼친다. 매우 과

감하고 공격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모’아니면 ‘도’이다. 상동과 겸애 그리고 천지의 체

제가 그것을 대변한다. 두 관계의 조화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자의 조정을 통한 상

동과 공정 공평의 겸애, 그리고 상위 체계인 천의 등장은 국가 구성을 탄탄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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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공정함은 선택에서 고민을 만들지 않는다.

4. 연구 목적

과거에서 현재까지 정치사상을 살펴보면 두 개의 축이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중

심으로 하는 서양의 축과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동양의 축이다. 서양은 왕정과 민주정을 

두루 가지고 있다. 반면 동양은 왕정의 국가 구조를 벗어난 적이 없다. 

동양의 정치사상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공자 묵자 노자 한비자 맹자 순자 

등등 그 나름의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모습을 설계했다. 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상가

들은 왕정과 지배자의 위치에서 국가 구성 이론을 펼쳤다. 

반면 묵자는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현실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정복 전쟁에서 발생하는 

백성의 고뇌와 삼환(三患)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정복 지배자의 욕망이 피지배자의 불이

익으로 가는 과정을 막고자 했다. 중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묵자와 같은 고민을 해결

하려 한 적이 거의 없다. 

묵자는 상현 상동 겸애 천지를 기초로 하는 국가 구성론을 제시하였고, 그 기저에는  

주나라 봉건제 재건의 여망을 담고 있었다. 묵자는 태초의 자연 상태를 가정하는 사유실

험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했고, 전체 

이익의 최대화를 유도한다. 조정자의 권리는 백성의 상동에 의해 상정되고, 그 권리를 가

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과정에서 겸애를 취해야 한다.

묵자의 이론은 현재에 이르는 민주주의 계약과 유사하다. 정보 전쟁에 의한 왕정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제공한다. 그러나 과거 묵자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을 간파하지 못했

다. 그저 겸애(兼愛)와 상동(尙同) 천지(天志)를 각각의 이론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정도

였다. 계약의 관계로 해석하는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 기존의 이론인 유가를 숭배하고 거

기에 따른 해석 방식에서 차별화된 이론의 하나로만 치부했다. 묵자가 태초를 상정한 것

도 기존의 이론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기존의 이론은 왕정의 정당성과 보존을 위해 존

재했다면, 묵자의 이론은 백성의 이익의 즉 개인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유가가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앞세워 지배자의 권력을 강화시켰다면, 묵자는 개인의 이익

을 의로움이라고 정의하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묵자의 상동과 겸

애 천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묵자의 ‘10론’은 그가 꿈꾸는 국가 구성 이론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이 이론은 현실적

인 대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경험주의적 입장이라서 인간의 욕망을 근

거로 하는 얘기를 한다. 유가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죄악시 여긴다. 그래서 윤리 도덕

을 강화시켜 구가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려 했다. 반면 묵자는 오히려 인간의 욕망

을 인정하고 활성화시켜 국가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는 정책을 펼치려 했다. 그것은 다국 

공존을 통한 국제 관계에서 많은 잇 점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이 비공(非

攻)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묵자의 이론은 서양의 근대보다는 훨씬 앞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 아쉽게도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린 것이다. 

전국 시대 초까지도 유가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학파였는데, 진시황의 멸망 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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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쉽게 급속히 소멸했다. 학파의 전승이 단절되고 난 후 겨우 청나라의 고증학의 도움

을 받아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연구가 되어도 현실적인 적용의 시도는 거의 

없다. 현 중국 체제가 그렇다. 중국은 다시 진시황의 체제로 역행하려 한다.

현재 묵자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는 다양하다. 묵자의 이론은 현실적으로 이용가치가 많

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하는 면이 부족하다. �묵자�의 원문의 

핵심인 ‘10론’을 개별적 이론으로 연구하는 것은 묵자의 이상 세계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태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의 묵자 이론에 대한 연구를 다시 

살펴보고, 묵자가 구상하는 이상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1.2, 선행 연구 분석

묵자는 전국시대 초기에 활동한 제자백가의 한 사람으로 유가와 견줄만한 이론을 제시

한 사람이다. 유가의 지배자를 옹호하는 이론을 타파하고, 피지배자의 권리를 주장한다.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국 공존의 입장을 가지고 국내와 국제의 평화와 질서를 추구

하려했다. 왕정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으나, 상호 호혜적 계약을 통해 근대적 국가를 

구축하려 했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묵자의 이런 미래지향적 안목을 제대로 연구한 이가 

드물다. 그저 혁명가적 입장이나, 종교적 구세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론가가 대부분이

다.

1) 기세춘(1933~)에 따르면, �묵자�에서 공자의 인(仁)을 혈연적 사랑의 연장선에선 체

애(體愛)라 한다면, 묵자의 겸애는 이 관계를 초월한 공동체 속의 개체를 인정하는 사랑이

다. 묵자가 사회혁명가적인 면을 가지고 평등한 입장을 강조한다. 또 묵자가 주장하는 하

느님은 외부적 인격신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비슷하다. 하지만, 그 하느님은 육신을 갖지 

않으며, 만물에 대한 섭리의 주체이다. 그래서 예수를 묵자의 사랑을 계승한 제자라고 본

다. 묵자는 기회의 평등, 인권의 평등, 자유의 평등을 주장했지만, 소득의 평등은 주장하

지 않았다. “천하에 남이란 없다(天下無人).”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즉 노동 중심 체제인 

가족이다. 개인은 그 가족의 일원으로 규정된다. 묵자 예수 마르크스가 같은 이상 사회를 

지향했고, 이는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의 뿌리를 제공했다. 이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기존 유가의 지배자적 구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시 소비를 배척하고, 노동을 

통한 생산의 증진과 풍요로움을 추구했다. 

2) 이운구(1933~2007)의 �묵자1�에 따르면, 묵자 사상의 전부를 겸애로 한정시키는 것

은 옳지 않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를 보면, 묵가는 유가, 도가, 법가와 학술적

으로 팽팽한 경쟁을 했다. 실제로 이들은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이익에 근거해서, 이론

적 다툼, 사상적 갈등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묵가는 하층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체 이

익의 극대화에 따른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려 했다. 묵자는 민중의 각성, 이론과 실천의 통

일을 주창한 사상가로, 당시 유가의 술이부작(述而不作)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유가와 

대립각을 세웠다.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보다는 위정자의 임무인 '삼무'(三務), 즉 '부유

한 국가', '많은 백성', '정치의 안정'이라는 의식 개선에 힘을 쏟아 부었다는 점이다. 

3) 윤무학은 이운구 교수의 제자로 스승의 저서인 �묵자Ⅰ�에 이어 『묵자 Ⅱ』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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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한다. 책의 내용은 ‘묵경’, ‘묵자의 어록’, ‘군사학 자료집’이다. 그는 ‘묵경’을 묵자가 

지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묵가가 유가의 예악론(禮樂論)과 차별애(差別愛)

를 강력히 부정하고, 노동의 실천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묵경’과 ‘군사학 자료집’을 

통해, 묵자가 모든 반면에 논리적인 이론을 펼친 사상가임을 강조한다.

4) 김승석 ; 묵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노동에서 찾고 있다. 노동에 대한 능력 존중

과 기회의 균등이 노동의 가치를 높인다. 또 묵자의 이론은 사회복지와 기초 생활 보장

에 대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고,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강조하고 있다. 묵자가 의(義)

는 리(利)라고 하는 점에서 현자의 중요성과 노동의 효율성 그리고 평등성까지 암시하고 

있다. 

5) 임건순 : �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선 천민 사상가�에서 겸애를 통치 체계이며, 최대

다수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론으로 본다. 인간은 분업과 협업

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득과 효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겸애가 단순한 이타주의적 

희생이 아니다. 묵자가 추상적인 전체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가운데, 개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었고,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하는 삶을 살았다. 

6) 풍우란의 �중국철학사(상)� ; 묵자가 전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부의 축적과 

인구 증가에 목표가 있다. 유가의 구상은 이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묵자가 비난한다. 

유가의 예(禮)는 재화의 낭비와 소비의 구심점이므로, 묵자는 별애(別愛)를 타파하고, 겸애

로 갈 것을 주장했다. 묵자는 형식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바탕이 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절약과 의례 간소화를 주장한다. 

7) 손영식 ; ｢묵자의 국가론｣에서 기존 이론가들의 묵자에 대한 해석을 비판한다. 묵자

의 이론은 쉽게 짜 맞추기 힘든 퍼즐과 같지만, 정확히 맞추어 나간다면, 그가 구상하는 

정치 이론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10론 각각을 독립된 이론으로 여겨서, 서로의 연관

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은, 묵자 사상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다. 묵자의 

핵심 이론인 ‘10론’의 상동 겸애 천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론을 내포하고 있다. 기

존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통한 쌍무적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묵자는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가이므로 충분히 이점을 간파하고 

이론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와다나베의 ｢묵가 사상｣에서 10론의 성립 시기에 대한 고찰에 대해 손영식은 반론을 제

기한다. 와다나베는 10론의 상중하를 단일 묵가 집단의 다른 시기의 저작이라 본다. 이는 

묵자 학파를 제대로 알지 못 한 것이다. 손영식은 ｢�묵자� 책의 구성으로 본 묵자 학파의 

변천사｣를 통해 �묵자� 책에 관한 재구성과 변천사를 재정립한다. ‘10론’의 상중하와 묵경

(墨經)은 7국 가운데 4개 국가에 있었던 묵가 집단이 보존했던 저술이다.

8) 이상을 개괄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묵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상을 고증하

려 한다. 묵가가 유가와 함께 현학(顯學)의 대열에 낄 정도로 각광받던 이론이지만, 중국

에서 밀려난 학파라서 계승이 단절되었다. 따라서 묵가 사상의 정확한 의도와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묵자의 핵심 사상을 겸애로 본다. 이를 고착화시키는 서술이 많다. 

정복 전쟁의 시기에 피폐한 민심을 지배자의 사랑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유가의 사랑(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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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묵자의 겸애가 아니다. 묵자는 전쟁 자체를 반대하고, 이에 따른 재화의 낭비를 막고

자 했다. 그것은 묵자가 백성의 삼환(三患)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묵자의 상동(尙同)을 전체주의로 보는 것은, 묵자의 10론을 따로따로 개별적 이론으로만 

보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상동과 겸애, 천지” 이론의 맞물림은 계약론적 국가론을 

내포하고 있다. 계약론적 국가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묵자는 근대적인 국가를 구상했다. 묵자는 너무 너무 시대를 앞서 간 것이다.

본 논문은 �묵자� 원전을 통해 묵자가 구상했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고, ‘10론’과의 연

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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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묵자라는 사람과 �묵자�라는 책

2.1, 묵자라는 인물에 대하여

1. 묵자의 출생과 이름에 관한 설

⑴ 묵자는 다른 제자백가에 비해 출생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타 자료에 기록된 

일부를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의 위치가 지배자나 관리가 아니고 하층민의 입장

이었다는 점이 자료 부족의 이유가 될 수 도 있다. 전국 시대 유가와 쌍벽을 이룬 사상가

라는 것에 대비해 묵가의 거장인 묵자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특이하다. 진나라의 통

일 후 교단이 통합된 시점에서는 묵자에 대한 자료를 첨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인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묵가의 결속력은 타

의 추종을 부를 정도로 대단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진의 멸망 후 묵가의 존재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묵자에 관한 자료도 사라졌을 것이다.

⑵ 묵자의 생존 시기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논어�와 공자의 제자 

명단에도 묵자의 이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맹자가 묵가와 양주(楊朱) 무리를 거

론한 점에서 공자와 맹자 사이의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공자는 춘추 말기, 맹자는 

전국 시대 중기이므로 묵자의 활약시기가 전국 시대 초기로 볼 수 있다. 왕중(汪中)은 『술

학(術學) 내편』에서 공자 사후 BC 479년 전후로 BC 386년 이전까지의 인물로 고증하고 

있다. 손이양은 BC 468~376년 사이라고 보면서 필원은 너무 빠르고, 왕중은 너무 늦다고 

한다. 양계초는 맹자가 태어나기 전인 BC 468~459년쯤에서 BC 390~382년으로 본다. 풍

우란(馮友蘭)은 손이양과 같은 입장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대략 BC 479년에서 BC 381년

을 생존 연대로 추측할 수 있다.

⑶ 묵자의 성은 묵(墨), 이름은 ‘적(翟)’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가장 오래된 기록

은 �사기(史記)� ｢맹자 순경 열전｣에 적힌 24자이다. 성인 ‘墨’은 ‘먹, 검다’는 뜻이다. 검

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피부색이 검다. 타고난 색보다 검다면 햇볕에 

노출되어 노동을 하는 신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묵자의 조상이 묵형을 받은 집안이

었다. 묵형은 죄명을 이마에 먹으로 문신하는 형벌이다. 고대 중국은 형정(刑政)의 시대로 

주로 범죄자들은 주로 하층민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신체를 훼손시키는 육형이 주를 이루

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묵자의 성인 ‘묵(墨)’은 집안이 노동자였거나 하층민이었다. 

이름인 ‘적(翟)’은 꿩의 깃이다. 묵자 이전 시대부터 무사들은 모자와 투구 등에 꿩의 

깃을 꽂았다. 묵자의 이름에서 보면 그의 직업이 무사였다고 볼 수 있다. 묵가의 주력 업

종이 성 방어 전문가이다. 그는 무기에 대해 상당한 집착과 애정을 가졌고, 기술적 능력 

또한 탁월했다. ｢비성문｣ 등에 그의 무기에 대한 능력과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또

한 과학자이다. 무기 제조에 과학을 이용하여 효용성을 증가시켰다. 그는 쇠, 나무, 흙, 

물, 불, 그리고 독가스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그 당시 그의 전문 지식을 따라 갈 자가 

없었다.

⑷ 묵자는 이처럼 무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호전적 공격을 선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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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非攻 공격을 비판함)’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수비만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겸

애를 주장하는 그의 이상주의자적인 면을 엿 볼 수 있다. 

묵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장자� �순자� �한비자� �여씨춘추� �사기� 등에서 추적할 수 

있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편과 『한비자』 「현학」 편에는 이름을 빼고 ‘묵

(墨)’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성이 아닌 학술을 일컫는다고도 본다. �묵자�의 

｢귀의｣ ｢공수반｣ ｢비제｣ 편과 �장자�의 ｢천하｣ 편에 묵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귀의｣ 편

에는 그가 기술자를 넘어선 심오한 사상가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⑸ 그의 출신 국에 대한 노나라는 설이 있다. 묵자는 공자의 학교인 유가 학당에서 학

문을 익혔다. 그 당시 유가의 무리인 사각(史角)의 후예에게서 공부를 했다. 그의 사상인 

10론 전반에 �서경(書經)�과 �시경(詩經)�등 을 자주 인용했다. �서경�과 �시경� �춘추� �

주역� 등은 공자가 편찬을 해서 유가 학교의 교재로 썼다. 묵자 이외에도 맹자 순자도 많

은 인용을 했다. 

묵자는 특이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에서 요(堯) 순(舜) 우(禹) 탕(湯)을 매우 숭상했

다. 백성에 대한 희생정신과 실천 정신을 모범으로 삼을 때는 우(禹)임금의 도(道)를 본받

았다. 묵자는 상식적 경험주의자라서 논리적으로 현실을 개조하려 했다. 

2. 묵자의 출신국과 유가 학교 교육

⑴ 묵자의 출생지는 여러 지역으로 논의된다. 송(宋)나라 노(魯)나라 제나라 초(楚)나라

설이 있는데, 송나라와 노나라 설이 가장 근접하다. 초나라가 송을 공격할 때 공수반(公輸

盤)의 운제(雲梯)를 대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묵자가 열흘 밤낮을 달려 초나라로 갔다는 

점에서 송과의 연결선을 찾을 수 있다. 손이양의 『묵자한고』에 의하면 노나라 출생설이 

설득력이 있다. 묵자가 노나라의 유가 학자 사각(史角)의 후손에게 학문을 배운 점과 노나

라에서 활동의 기록이 많은 점을 본다면 노나라 출신설이 유력하다. 

묵자가 제나라의 유가 학교에서 학문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묵자 사상의 학풍

은 제나라와 비슷하다. 노나라가 보수적인 학풍이라면, 제나라는 진보적인 학풍의 색을 띤

다. 노나라의 정치구조는 주봉건국 체제이다. 묵자의 다국 공존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

면 제나라라고 확신하기도 문제점을 가진다.

⑵ 묵자가 유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은 그가 노나라 출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당시 제나라와 노나라의 유가 학교는 많은 제자를 배출해 낸다. 묵자 이외에 맹자나 순자 

역시 �서경� �시경�을 인용하여 사상을 펼쳤다. �맹자� ｢진심｣에는 �논어�의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논어�도 교재였을 것이다. 

�묵자� 입문서에는 ｢소염(所染-물들이는 것)｣편이 소개되어 있다. �여씨춘추�의 ｢당염

(當染-마땅히 물들음)｣편과 유사하다. 이것은 성악설의 발상에서는 백지설을 기본으로 시

작한다. 노나라 유가의 대표는 맹자이고 그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제나라의 유가 학교는  

대표적 학자는 백지설의 고자와 성악설의 순자이다. 소염(所染) 이론이 백지설을 기본으로 

한다면 묵자는 제나라 학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소염｣ 편에서 요 순 우 탕은 선으로, 걸(桀) 주(紂) 유(幽) 려(厲)는 악으로 물든 임금이

다. 춘추 시대의 5패, 그리고 범길야 중행인 지백 등도 폭군이다. 묵자가 선왕들을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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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은 �서경�과 �춘추�도 배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역사를 명쾌하게 꿰뚫고 새

로운 국가를 구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론이 깊이가 있고 현실적인 것이다. 

묵자가 공자의 평천하(平天下)를 도입하여 천하의 화합과 평화를 구상했다. 공자는 국가

를 종법적 위계질서 속에서 집안의 확장 개념으로 보았다. 집안의 화목이 나라의 화목과 

화합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주나라 봉건제를 해석한다. 이에 반해 묵자는 상동과 

겸애에 의한 국가 질서와, 비공에 의한 국제 관계를 가지고 주나라 봉건제를 해석한다. 묵

자의 주장은 공자나 맹자의 이론보다는 현실성을 가지는 이론이다. 또 유가의 운명론을 

반대면서 현실적 노력을 강조했다. 공자가 50살에 지천명(知天命)을 했다는 것은 운명의 

불확실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난점을 가진다. 묵자가 말하는 하늘의 뜻(天志)은 확실성을 

가진다. 

묵자가 배운 유가에서 또 다른 지적부분은 제사와 장례식이다. 묵자는 절용(節用)을 강

조한다. 장례식이나 음악은 낭비에 불과할 뿐 비생산적인 의식이라 비난한다. 교육받은 것

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론을 펼친다. 

공자는 철환천하(轍環天下)를 하고 난 뒤 학생에게 교육하고 천하를 구제하려 했다. 묵

자 역시 천하에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교단을 건립해 자신의 사상을 펼치면서 제자

를 키웠다. 한유(韓愈 당나라 때 학자)는 “공자의 앉은 자리가 따뜻해질 겨를이 없고, 묵

자의 아궁이는 검게 그을릴 때가 없다.”라고 했다. 공자만큼 묵자 역시 진시황의 통일 때

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묵자는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욕망을 막는 금욕고행을 하면서, 괴롭

게 노동을 했다. 그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이마를 갈고, 발뒷꿈치를 까지게”(摩頂放踵)할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한다. 장자는 

묵자를 비난은 했지만,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결론지었다. 묵자의 이런 행적들을 

보고 제자들은 ‘성인(聖人)’의 경지에 오른 스승이라 칭송했다.

2.2, 전국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1.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 정복 전쟁의 결과

⑴ 주나라는 서주시대부터 봉건제를 채택한다. 주의 봉건제는 혈족 중심의 국가 체제이

다. 천자가 봉한 제후는 세습을 통해 그 관할 구역을 대대로 통치한다. 종법제의 구조는 

나라를 한 집안으로 엮는 효과를 가져 온다. 종법으로 묶인 다국 공존의 체제는 엄격한 

규율과 예절이 강조된다. 모든 행위에 절차와 제약이 동반되는데, 이런 과정이 오랜 세월

을 거쳐 중국의 윤리와 도덕으로 체화되어 중국의 예(禮)문화를 만들어 낸다. 상(商)을 무

너뜨린 명분을 ‘천명(天命)’의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그래서 왕조의 전통을 정당화 시킨

다. 이민족의 침입 후 도읍을 낙읍으로 옮기는 시기부터 동주의 시대를 맞이한다. 동주는 

춘추와 전국 시대로 다시 나뉜다. 춘추(春秋)는 공자의 �춘추�에서 전국은 �전국책�에서 

따온 명칭이다. 공자는 주나라의 봉건 재건을 희망한 사상가이다. 그가 예(禮)를 복원시키

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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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는 모든 것이 융성하고 생기가 있던 시기이다. 문화도 

다양성을 띄고 사상도 융성하게 발달한 시기이다. 특히 BC 6~7세기경은 철기의 보급에 

따른 농기구등의 개발과 더불어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달했다. 이것이 이 시기의 모든 원

동력이 된 것이다. 또 철기의 보급은 무기의 생산과 발달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다. 춘

추 시대는 약 360년 정도였는데, 진(晉)이 한(韓) 위(魏) 조(趙)로 쪼개지는 바람에 전국시

대로 돌입한다. 전국시대 7웅(雄)은 한, 위, 조, 제 진, 초, 연이다. 노(魯) 송(宋) 등(鄧) 

등은 그 속에 끼지 못하는 약소국으로 전국시대 중기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의 천자의 위치가 약화되고, 제후들의 패권(覇權) 싸움으로 

국가들이 혼란은 격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제 환공, 진 문공, 초 장왕, 송 양공, 월 구천

이 춘추 5패로 주변 제후들을 짓누르고 천자노릇에 빠진 시기이다.

전국 시대는 패권 다툼을 넘어서 반대국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벌였던 시기이다. 리그전

을 벌여서 최종 승자가 되려고 한다. 통일의 개념으로 전진한다. 춘추패자는 적어도 이웃 

제후국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에 반해 전국시대는 이웃 제후를 멸망시켜 모든 영토를 

처지하려 했다. 대표적으로 초(楚)나라와 진(秦)나라가 그랬다. 

⑶ 전국 시대 진의 통일 후는 군현제로 돌입한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지금의 도(道)와 군(郡)을 말한다. 군현제는 혈족의 관계보다는 왕의 지명에 따라 결정된

다. 종법적 제후 체제가 혈연적 관계 지향성이라면, 군현제는 군주 한명의 관력 지향성과 

연관 된다. 군주의 명령이 하늘의 명령을 맡 먹는다. 봉건제가 천명의 명분을 가지고 결정

된다면 군현제는 군주가 신이 되어버리는 결과에서 발생된다. 진시황은 자신이 신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모든 면에 이 논리를 제시한다. 진시황의 치세는 이 논점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말년에 비극을 맞이한다. 

⑷ 모든 것의 통일은 많은 희생이 뒤 따른다. 권력은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른 희생은 언제나 힘없는 백성에게 전가된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특히 춘추 전국시대의 정복 전쟁이 이것을 대변해 준다. 묵자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피지

배자 즉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에 대해 고심을 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그 본능의 충족을 전제로 해결책을 낸 것이 상동과 겸

애다. 사람들은 증오, 분노, 감성에만 호소한다. 정치인들은 머리가 나쁘다. 이성과 감성의 

판단이 중요하다. 

군현제에서 보듯이 황제 임명 체제는 가산국가의 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2. 주나라 봉건제의 파괴

춘추시대의 평화를 깬 것이 초나라의 장왕이다. 그는 주(周)의 솥 무게를 묻는 등 야심

을 가지고 모든 제후국을 제치고 천자가 되려고 했다. 초나라 장왕(莊王)은 자신을 왕이라

고 했다. 실제로 그 당시는 봉건 군주제에서 주나라 천자만이 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

다. 초 장왕은 자신을 주나라 천자와 같은 급이라고 여겼다. 천자는 제후국이 짝이 된다. 

제후국이 없는 천자는 인디언 없는 추장이나 다름없다. 초나라는 제후국이 없어 이웃 제

후국을 만들려고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초나라는 2년 정도의 휴전 상태를 가지면, 취득

한 영토가 없으므로 조상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자책을 할 지경이었다. 정복 전쟁은 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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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여기서 볼 때 초나라는 주나라 봉건제의 원칙을 깨는 선두주자였음을 알 수 있다. 봉건

제의 원칙은 공존이다. 초나라의 이런 원칙은 진시황에게 통일과 군현제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다. 춘추 시대 말기에 초 오 월은 남방의 이민족 국가이다.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싸

워 멸망시킨다. 전국 시대에 이 원형을 제후국들이 채택하는 바람에 혼란의 시기로 들어

가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막강한 나라가 진(秦)이다. 결과적으로 진의 통일은 예견된 것이

다. 초나라가 모델을 제시했지만, 그 원리대로 스스로 자멸한다. 2위 국가였던 진나라도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 공자의 후손은 현재도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진 왕조의 후손은 없

다. 항우가 진나라 왕조를 잔인하게 멸족시켰기 때문이다. 진나라도 초나라 왕실을 모두 

멸족시켰다. 자업자득이다.

3. 위 문후의 개혁과 진나라

전국 시대의 개혁의 선두주자는 문후(文侯)이다. 그는 약간의 공존체제를 추구했다. 부

국강병을 위한 개혁 정책과 이에 따른 고른 인재등용에 열성을 다했다. 그리고 인재를 양

성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았다. 또 진나라에 인재를 공급했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도 여기

에 가세했다. 문후는 3진(晉; 한 위 조)과 화친 정책을 펼치고, 진(秦)과는 대립각을 세웠

다. 진과 싸워 하서(河西) 700리 땅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을 퇴색하게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인 무후(武侯)이다. 아버지의 노선을 폐기하

는 바람에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진나라의 상앙은 이 시기에 쫓겨난 위나라의 인재

였다. 또 한 사람은 오기인데, 그는 초나라로 갔다. 오기는 초나라에서 실패하고 상앙은 

진나라에서 성공을 거둔다. 문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력을 키웠다. 이 방식이 전국 

시대의 기초가 되었고, 상앙의 진나라 진출로 진의 성공을 만들어 냈다. 능력과 결과 중심

의 패러다임은 신분을 넘어서는 인재 등용에 있었다. 기득권인 귀족의 반발은 매우 강도

가 컸다.

위나라 상앙(商鞅)의 진나라 진출은 개혁과 동시에 진의 세력을 막강하게 했다. 그의 이

름은 원래 위앙(衛鞅)이다. 진(秦)에 세운 공이 커서 상(商)이라는 직위가 봉해져 상앙(商

鞅)이 된 것이다. 그는 위나라 문후(文侯)의 개혁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다. 

묵자 역시 전국 시대 초의 최첨단 개혁자였다. 그러나 상앙과 오기의 방식과는 다른 각

도로 진행을 했다. 위나라 인재들은 조국에 반감을 가지고 상대국에 가서 맹공격을 자행

한다. 위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인물이 맹자에 나오는 무후의 아들 혜왕이다. 혜왕은 능력

이 없고 소심하기 그지없는 왕이다. 문후의 정책과는 반대로 힘없는 한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한다. 진나라는 강력하기 때문에 덤비지 않는다. 이에 대비해 한과 조는 제나라와 동

맹을 맺어 위(衛)를 마릉 계릉 전투에서 대패시킨다. 이 결과 문후 때 강국이었던 위나라

는 혜왕 때는 최약체국인 한나라와 동급이 된다.

진나라는 사천성(泗川城) 지역을 겸병(兼倂)한 후 경제력이 두 배 이상 급상승 한다. 그 

이후 주변국은 진나라의 국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진의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

이 되었던 것이다. 진의 멸망 뒤 유방이 항우를 자멸시킬 수 있었던 요인도 사천성의 획

득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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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공(非攻)과 다국 공존

춘추 시대까지는 주(周)봉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 이웃 제후국을 멸망시키

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전국 시대에 들어서는 이웃을 멸망시키는 치열한 전

쟁을 한다. 천하 통일을 목적에 두고 한 전쟁이라 생사를 걸고 싸웠다. 그 잔인함은 장평

전투 시에 조나라 군사 40만을 생매장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었다. 

묵자는 이런 전쟁을 반대한다. 공격 전쟁의 비참함과 피폐보다는 방어 전쟁을 통한 이

익을 주장했다. 방어 전쟁의 입장은 비공(非攻)이다. 이 정책은 제후국 간의 평화를 증진

한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실리가 증가하고, 손해를 최소화 하므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

이라고 볼 수 있다.

비공(非攻)은 방어 정책이다. 묵자의 무리는 성 방어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거자(鉅子)를 중심으로 강한 규율과 엄격한 위계 체계를 가진 공동체이다. 묵자의 뜻을 충

실히 전승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성 방어 기술은 전국 시대에서도 유명했다. 

｢공수반｣ 편에는 묵자의 성 방어 능력이 기록되어 있다. 송나라를 공격하는 초에 대해 

묵자의 무리가 성을 방어했다. 공수반은 운제(雲梯)1)를 만들어서 송을 공격하는 초를 도

우려 했다. 묵자는 이것을 보고받고 7일 낮밤을 걸어서 초나라를 찾아가 초나라 왕 앞에

서 모의 전쟁을 했다. 그 결과 공수반의 9번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성과를 이룬다. 공

수반의 최후의 수단은 묵자의 목숨이었다. 묵자가 성 밖에서 제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

고 있다고 하자, 초나라는 송나라의 침공을 멈추었다. 이 소식을 알리러 송나라로 갔는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 비를 맞고 밤을 세고 난 뒤 성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했다. 이처럼 

묵자는 전쟁에 대해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식이 비공(非攻)을 뒷받침 한다. 그의 핵심은 

정복 전쟁의 부정에 있고, 비공(非攻)이 이런 정책을 반영한 이론이다. 

2.3, 묵자와 묵가 무리 

1. 묵가 – 비공(非攻)의 수행집단

묵가의 무리는 묵자의 이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신도이자 제자의 입장을 띤 집단이다. 

그리고 군사 집단, 종교 집단, 자연 과학자 등의 성격을 가진다. 그들에게 교리의 입장을 

가진 이론이 10론이다. 특히 비공(非攻)의 이론은 묵가 무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묵

자가 정복 전쟁을 싫어한 이유에 대한 비책이 비공인지라, 묵가 무리의 활동은 비공의 선

지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직의 단결력은 타의 추종을 불렀을 것

이다.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과 규칙에 충실했던 무리이다. 그 단체의 구조

가 상동과 겸애의 구현체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묵가는 묵자가 꿈꾸는 이상 세계 그 자체

1) 운제(雲梯: scaling ladder)는 공성병기의 일종으로,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 접이식 사다리

를 대차에 달아 성벽에 접근, 사다리를 태워 병사를 돌입시키는 물건이다. 『묵자』에 따르면 

공수반이 발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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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국 고대의 귀족 집단을 도와주는 전문 집단은 의례 전문가인 유(儒)와 무사 관리집단

인 사(士 )이다. 유(儒) 집단은 상위 집단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사(士) 집단은 지위가 하

락하여 하층 계급으로 전락한다. 이들 계급에 묵가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다.

고대 중국은 철기의 보급으로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자, 신흥계급이 부상했다. 묵가 역시 

그 일원의 하나로 귀족의 정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했다. 정복 전쟁이 흥하는 시기

에 묵가 집단은 군사 전문가로 맹활약을 했다. 지도자를 거자(鉅子)라고 칭했고, 초대거자

가 묵자이다. 거자의 권한은 막강했다. 그는 묵가 집단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 강철 같은 

규율과 단결력은 부모가 자식을 처단하고, 집단 자살의 사태까지 이끌 수 있는 힘을 발휘

한다. 초나라의 성 방어 중 함락 직전에 200여명의 묵자 무리가 거자의 명에 따라 집단 

자살한 사건과 진나라 묵가의 거자였던 복돈이가 규율을 어긴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이 

그 예이다.

묵자가 유교 교재로 공부하여 이론의 바탕을 두고는 있으나, 유가의 예(禮)나 음악을 사

치와 물질적 낭비에 불과하고, 비실용적인 의식이라고 말한다. 묵가는 실용적인 면을 중요

시하는 집단이다. 묵자는 “천하에 이익이 되는 것을 북돋우고, 천하의 해가 되는 것을 없

애는 것”(興利除害)을 정치의 원칙으로 삼는다. 또 현자를 뽑아 이것의 실천을 원칙으로 

삼으려 한다. 그것이 상현(尙賢)이다. 소비를 억제하는 입장은 ‘절용(節用)’ 편에서 설명한

다. 재화의 쟁취나 습득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자급자족하고 절약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

것은 약탈 전쟁과 살상 전쟁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펼쳐지는 이론이다. 타자에 대한 사랑

은 정신적 이익과 물질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온다. 분노와 중오, 별애는 인간에게 불이익

을 준다. 백성을 위한 입장에서 또는 사랑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

지 않는다. 군주 개인의 이익 취득에서 착안된 생각이다.

묵가의 무리는 묵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집단이다. 묵자의 고민은 백성의 고민과 같다. 

전쟁을 벗어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묵가 무리의 의무인 것이다. 이념적

으로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한다. 군사 집단이라는 명목을 가지지만, 전쟁이 아닌 수비 

즉 비공(非攻)의 수행자이다. 그래서 종교집단과 같은 색깔을 띤다.

이처럼 묵가는 묵자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라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묵가와 

묵자의 이론을 거부했는가? 어찌 보면 무서운 단체이다. 기득권들은 새로운 변혁을 두려

워한다. 보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다. 바꿔야 할 이유가 없

다. 그러나 신흥 세력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다. 가진 것이 없다. 무조건 뒤집어야 한다. 

또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기득권은 이런 새 이론을 받아들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춘추 시대에는 귀족인 대부(大夫)들이 정치의 주축이다. 공자 역시 대부였다. 반대로 전

국시대는 사(士)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전국시대는 영토 확장과 군사력 증강 등 시기적 특

성을 가지고 있었다. 겸병 정책에 따른 신분의 변화에 사(士) 계급이 있었다. 대부분 일반 

백성에서 올라온 계급이다. 이들은 전통 계급인 귀족을 능가하는 실력자, 능력자들이다. 

전국 시대는 현자의 발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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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가의 유가 비판

전국시대 초기까지에서 진의 통일 까지는 묵가의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국시대 중

기 때 맹자, 말기 때 순자 한비자의 철학에서 묵가를 언급한다. 현재 드러난 학파인 현학

(顯學)이라고 칭하고 교단의 활약을 언급한다. 

그 당시 유가와 묵가가 사상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묵가에 대한 유가의 태도는 매우 적

대적이었다. 맹자는 ‘無父 無君’의 무리라고 맹비난을 했다. 다른 학파 역시 자기중심적으

로 묵가를 비난했다. 특히 순자나 맹자는 타 학파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비판한다. 

그렇지만 묵가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 묵가의 사상의 바탕에는 유가가 기본으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깊이는 유가와 다르다. 특히 ‘10론’이 그렇다. 유가와 대립각을 세운 

내용은 ｢경주｣ 편 이하 묵자의 어록에 나온다. 유가 사상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논리적으

로 비판한다. 맹자와 순자가 묵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

르다. 장자(莊子)가 ‘유가와 묵가의 시비 논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둘의 사상적 차이

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다.

묵가는 유가와 ‘사랑’을 가지고 비교 분석한다. 유가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차별을 두고 

하는 별애(別愛)이다. 묵자의 사랑은 이타적, 자기희생적, 금욕 고행을 바탕으로 하는 겸

애이다. 묵가의 사랑은 물질적 이로움에 기초를 둔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

는 의미이다. 유가의 제사, 장례식, 음악 등은 현실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치이고 낭비인 것이다. 묵자의 절용(節用)에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묵가는 ｢비유(非儒)｣ 편에는 “오만하고 자신만을 따르는 자들이어서 아랫사람들을 가르

칠 수도 없고, 음악을 좋아하며 사람들을 어지럽히기에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운명이 있다는 주장을 세워 할 일에 태만하므로 직책을 맡겨서도 안 되

고, 상례를 중시하고 슬픔을 그치지 않으니 백성들을 자애하도록 해서도 안 되며, 옷을 기

이하게 입고 용모를 치장하는 데 힘쓰기에 백성들을 이끌도록 해서도 안 된다”며 유가를 

비판한다.

3. 묵가 학파의 소멸

�묵자�의 구조에서 본다면 진의 통일 이전 까지는 4개의 묵가 교단이 있었을 것이라 추

측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0론의 상 중 하 이론파와 묵경파로 볼 수 있다. 묵경이 뒤

에 있는 것으로 보아 후기 묵가로 추정된다. 전국 시대 후기의 묵가와 명가학파의 논쟁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⑴ 묵가에 대해서 �회남자� ｢인간훈｣ 편에서는 “조나라의 일부인 대(代)나라 임금이 묵

가 학파(墨者)로써 살았다”고 전해진다. �사기(史記)�의 ｢진시황 본기(本紀)｣나 ｢조세가(趙

世家)｣에 의하면, BC 228년 조(趙)나라가 멸망한 뒤에 그가 일족 수백 명을 대리고 대나

라의 성(代城)에서 최후까지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저항했고, BC 222년에 공격을 받아 죽

었다.

⑵ �장자� ｢천하｣편에 “상리근의 제자, 오후의 무리, 남방의 묵자인 고획 기치 등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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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 �한비자� ｢현학｣ 편에 “상리씨의 묵가, 상부 씨의 묵가, 등릉씨의 묵가”라고 하는

데, 정확한 근거 자료의 부족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2)그리고 �장자� ｢천하｣편에서 

이론적 탐구의 그룹을 말하는 ‘弟子’는 ‘형과 아우’, 선후배라는 어휘가 있다. ‘徒’는 군인

의 무리, ‘속(屬)’은 속한 학파 파벌이다. ‘弟子’, ‘徒’, ‘속(屬)’은 세 파로 서로 다른 성격

의 무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리근은 10론의 상 중 하, 오후는 성 방어, 남방

의 묵자는 묵경 학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⑶ �여씨춘추(呂氏春秋)� ｢맹춘기(孟春記)｣ ｢거사(去私)｣ 편에도 진(秦)나라의 묵가에 대

한 기록이 있다. 진나라에 묵가(秦墨)의 거자(鉅子)인 복돈이 있었다. 그는 혜왕(BC 

337~311)에게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생겼

다. 혜왕이 이 사건을 두고 특혜를 주어 용서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복돈은 묵가의 규율

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사형에 처했다. 이처럼 진나라 묵가의 무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고 집단의 규율 또한 엄중했다. 

⑷ 진의 통일 후 모든 학파학문의 탄압이 심했을 것이다. 분서갱유가 그 예이다. 묵가도 

그 범위 안에 있었을 것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7국의 공존시대는 4개 이상

의 묵가 무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했을 것이다. 묵가의 사상은 어찌 보면 진시황의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다름없다. 진나라는 원래 묵가의 사상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

의 통일 후 진시황에게 이단으로 보였다. 유가조차도 분서갱유를 당하는 마당에 묵자의 

사상은 더욱이 눈에 가시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묵가는 눈치를 보면서 활동을 했을 것

이다.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도입은 지상의 신이 되려는 진시황에게는 역적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상들을 더 통합하여 관리하려 했다. 눈앞에서 봐야 관리가 쉽다. 그 때는 

황제에게 귀의하는 것이 생명유지에 이로운 시대였다. 오히려 법가는 황제에게 보약과 같

은 사상이었다.

⑸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론과 깎아내리는 이론 중 권력자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

가? 진시황은 맘속에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신은 최고의 선(善)을 실행하는 

완전자이다. 그러나 진시황이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유는 선(善)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욕망의 실현과 영생불멸의 이루지 못할 꿈에 있었다. 그것은 악마의 유혹과 같은 것이

다. 진시황은 신이 아닌 악마가 된 것이다.

⑹ 묵가의 주력 산업은 성 방어이다. 성 방어는 비공의 연장선에 있다. 7웅이 서로 경

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할 때는 묵가의 성 방어 기술은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진나

라의 통일 후 만리장성의 토목과 건축, 수비에 동원된 후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존재감이 

퇴색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통일 국가에는 수비의 강제성과 수요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진시황의 사후 항우와 유방의 패권 싸움 시기에, 중국 인구의 50프로 이상 손실

을 입는 과정에서 제자백가들도 치명타를 입었다. 한나라의 성립 전후로 묵가는 역사 속

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이때부터 묵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2) “相里勤之弟子, 五侯之徒, 南方之墨者 苦獲·己齒·鄧陵子之屬.” “有相里氏之墨, 有相夫氏之

墨, 有鄧陵氏之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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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묵자』의 성립과 내용

1. �묵자�의 성립 과정과 특징

�묵자�는 입문(7), 10론(11), 묵경(6), 대화편(5), 성 방어로 구성되어 있고, 성 방어는 

주석이 없다. 입문편은 친사(親士), 수신(修身), 소염(所染), 법의(法儀) , 칠환(七患), 삼변

(三辯), 사과(辭過)이다.

⑴ 10론은 상 중 하로 3개의 파로 나뉜다. 제(동), 진(서), 조(북), 초(남)에 묵가가 존재

했을 것이다. 이 네 나라는 중원의 한 위 조와 함께 전국 7웅을 이뤘다. 중원에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노 송 위(衛)의 수많은 작은 나라들과, 제(齊) 진(晉) 같은 큰 나라가 있었다. 

이 바깥에 남쪽의 초 오 월, 서쪽의 진(秦), 북쪽의 연(燕)이 감싸고 있었다. 이 외곽의 나

라들은 주나라의 제후국이 아니라, 이민족 국가였다. 춘추 말기에 진(晉)은 한 위 조로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 

전국시대 당시 7국마다 묵자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7국 중 가장 강한 나라는 진나라

이다. 당연히 묵가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진묵(秦墨)이라 한다. 묵자의 고향인 송

이나 노나라의 영역인 제나라에 묵가의 무리가 존재했을 것이다. 초나라와 조나라에도 존

재했을 것이라 본다면, 적어도 4개의 나라에 묵가의 무리가 존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⑵ 묵경과 성 방어는 상 중 하가 없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통합시킨 것 같다. 상 중 하 

3개와 묵경 학파로 4개의 학파로 존재 추정한다. �묵자�는 자기 학파를 만드는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묵자의 남방의 제자인 고획, 기치, 등릉자는 초나라 사람일 것이다. 초나라의 주류 철학

은 도가이다. 제나라는 유가가 중심이고, 한 위 조는 법가가 주류였다.

1970년대 초반에 남방인 장사의 마왕퇴에서 비단에 써진 노자가 나왔다. 무덤에서 왜 

노자가 나온 것인가? 마왕퇴는 초나라의 수도 부근이다. 거기에 분명히 노자 학교가 있었

을 것이다. 비단에 노자를 써서 보관할 곳은 학교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노자 학교를 

귀족이나 국가에서 후원했을 것이다.

⑶ 공손룡은 조나라 출신이다. 전국시대 강국의 순서는 진 – 초 – 제 – 조(전국시대 말

기 강국)로 4개 학파를 구성한다. 공손룡은 묵자 무리와의 논쟁에서 보면 묵경과 관련된

다. 장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묵경 학파는 조나라와 초나라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손룡

자는 믿을 만하다. 4개의 파벌의 존재는 가능하다. 이처럼 묵경은 조나라와 초나라의 가

능성을 두고, 묵자 생존에 학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초나라의 묵자들은 진 통일 이전에 집단 자살을 한다. 오기의 초나라 개혁은 귀족의 반

발을 샀다. 반란 당시 죽은 왕을 껴안고 죽음을 맞이하며, 그로 인해 임금의 몸에 상처를 

내었다는 명분을 가져와 초의 혼란을 야기 한다. 묵자의 방어 수장인 맹승에게 거자를 계

승하고 집단 자살한다. 묵자의 사후 이 기준을 삼으라고 했을 가능성의 원형이 10론이라 

본다. 묵자 책을 종합 판을 만드는 사건은 진의 통일이다. 모든 이론이 각자 존재 할 수 

없었다, 경전을 통일하는데 10론은 핵심이라 그대로 놓았다. 10론의 상(上)은 제나라 중

(中)은 초나라 하(下)는 진나라이다. 10론은 공손룡과 잘 어울린다. 상중하의 수집 종합은 

진의 통일 당시 이루어진다. 10론은 묵자의 핵심이라 상중하로 유지시킨다. 묵자 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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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정 정리에서 상(上)은 고문 투로 짧다. 반면 하(下)는 길다. 이것은 진나라 묵가의 특

징으로 길고 자세하다. 상편은 원형인 제나라로 중은 초나라로 추측한다.

⑷ 입문서 7편은 진시황의 7개국 통일 후 통일 교단이 묵가 철학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개괄적 설명은 10론과 다르게 내용이 쉽고 문체도 다르다. 입문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에 

묵자 무리가 소멸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진나라 통일 후 6년 사이에 경전이 종합되

고, 교단이 단일화  되었다. 입문서 제작이 망한 이유는 분서갱유 후 묵가가 타격 받고, 

묵자의 무리의 중요 인물이 처단됨에 있다. 농가 명가도 역시 이와 같이 망했다. 반면 유

가 도가 법가는 잔존 했다. 이런 가운데 묵자의 종합과 숨김은 대단한 것이다. 분서갱유 

후 5년 뒤 진시황은 사망한다. 유방과 항우의 싸움으로 진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 그 

당시 인구의 60%가 사망한다. 전쟁 당시는 모든 것을 죽간에 기록했다. 이 죽간의 기록은 

200년 뒤 후한시기까지 버틴다. 입문서는 짧은 시기에 썼다. 통일교단은 6년 정도 짧은 

시기에 존재했다. 대화편은 제나라가 기록한 것으로 그 당시 묵자가 살았던 동네의 기록

이다. 그렇다면 묵자 제자와 거자의 기록은 왜 없는가? 정황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일까? 아니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뺀 것일까? 지역별 어록에는 지도자(거자) 얘기를 

모두 빼 놓았다. 그 기록이 있었으면 묵자를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 묵자 생전에는 전국

적으로 거자를 파견했고, 사후에는 4개의 각 학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각각 나라의 

입장이 되고 독립적인 활동을 펼쳤다.

⑸ 입문서 중 중요한 것은 소염(所染)과 법의(法儀)다. 10론은 상현과 상동이 핵심이다. 

겸애와 비공, 절용과 절장, 천지와 명귀, 비악 비명 비유가 짝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묵자

의 이론을 겸애로 편중시킨다. 묵자의 주된 사상은 상현 상동이고, 10론 중 가장 이해하

기 어려운 것이 상동이다. 상동은 위와 같아짐이다.

국민은 왜 국가에 복종하는가? 제자백가 중 복종의 의미를 따진 유일한 학자이다. 춘추

전국시대는 정복전쟁의 결과로 왕이 된다. 정복당한 국가는 복종이 당연하다. 서로 싸우면 

윗사람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두의 이익이 보장된다. 모든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 

시켜주는 것이 국가다. 이것은 홉스의 이론과 비슷하다. 겸애와 비공은 사랑하니까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제관계에 절실히 필요한 덕목이다. 절용과 절장은 생산보다 절

약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사회의 특징이다.

⑹ 천지와 명귀는 종교집단의 이론이 아니다. 유가의 천명과는 다르다. 명귀는 밝게 아

는 귀신이다. 비악 비명 비유는 유가에 대한 반격이다. 공자 순자 장자 맹자는 음악을 좋

아했으나, 묵자는 싫어했다. 묵자는 모든 면에서 절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법가는 지식인을 싫어한다. 중국은 지식인을 탄압하는 전통을 가진다. 유능한 지식인은 

왕의 눈에 가시가 된다. 절대로 왕의 능력을 능가하는 관료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 문화대

혁명에서 살펴보면 매우 잔인하고 극악스럽게 지식인을 처단한다. 중국은 늘 분서갱유가 

존재한다. 항상 국민을 노비나 종으로 취급하는 습성을 지닌다. 묵자도 역시 새로운 주류

의 지식인으로 늘 이런 대상의 선에 있었다. 진시황의 통일에서는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혁신을 거부한 중국은 이런 점에서 발전의 가능성은 없다.

⑺ �묵자�는 묵자와 묵가 학파의 주장을 적은 책이다. ｢논어｣와 마찬가지로 묵자의 제

자들이 묵자 사후 스승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책의 구조는 청대의 필원(畢沅)이 교정한 15권 71편의 체제를 갖춘다. 현재 전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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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편은 명대의 �도장(道藏)�본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71편 중 18편은 사라지고 

없다. 묵자가 이처럼 방대한 양의 �묵자� 전체를 썼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10론과 성 방

어, 경과 경설, 대취 소취의 묵경 어록 부분은 스승과의 대화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子

墨子曰’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⑻ 진나라의 통일 당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정책을 펼쳤다. 학문 역시 통합을 시키

려 했다. 이 시기에 현존하는 �묵자�의 종합 판본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묵자 교단 역시 

통합이 되어 여러 판본이 정리되었다. 입문서 7편은 묵자의 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이론이다. 

교단과 판본의 통일 이후 묵가의 무리는 무서운 속도로 소멸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 통일 정책에 따라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기록할 수 있

었던 것이다. 그 이외의 제자백가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 때 대부분의 종합 판본이 완

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시황의 사후 거국적인 봉기를 맞는 시대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묵가의 무리가 소멸

되었다. 15년 정도의 짧은 시기에 묵가의 찬란한 역사가 사라진다.

그 후 몇몇의 후손들에 의해서 �묵자�가 보존되었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도장경�에 

편입되어 현재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유방의 한나라 건국 후 유가와 도가는 부활하

게 된다. 

⑼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서적에서 묵가의 얘기가 언급된다. �맹자� �장자� �순자� �한

비자� �여씨춘추� �회남자� 등이 그렇다. 위진시대 이래 불교와 도교는 맹렬하게 경쟁을 

한다. 그래서 불교의 대장경이 있듯이, 도교에도 ‘도장(道藏)’이 있게 된다. ‘도장본’ 유가 

이외의 학파들의 저서들을 첨부하는데, �묵자� 역시 그중 일부분이다.

동진(東晋) 시대의 도가 학자인 갈홍(葛洪)이 도가의 �신선전(神仙傳)�에 묵자를 도교의 

신선으로 기록했다. 청대 훈고학자 왕중(汪中, 1745~1794), 필원 등이 묵자의 연구에 매

진했다. 그 이후 손이양(1848~1908)은 필원 왕인지 유월 소시양 등의 �묵자�의 주석을 집

대성하고, 30년간 연구하여 �묵자한고�를 집대성 했다. 그 덕분에 현재 학자들이 �묵자�

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 �묵자� 책의 구조

�묵자�는 53편만 전해진다. 한나라의 역사 기록 책인 �한서(漢書)� ｢예문지｣에는 71편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18편은 전승되지 않고 있다. �묵자� 속에는 철학 정치 자연과학 

경제 군사 논리학 윤리 등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현존하는 53편은 6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⑴ 첫번째 그룹으로 ｢친사(親士)｣ ｢수신(修身)｣ ｢소염(所染)｣ ｢법의(法儀)｣ ｢칠환(七患)｣ 

｢사과(辭過)｣ ｢삼변(三辯)｣의 7편이 있고, 과거 성왕(聖王)의 업적을 중심으로 다룬다. 현

자의 등용 조건과 임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묵자가 유가의 전통 교재인 �서경�

과 �시경�을 중심으로 사상을 펼친 것을 엿 볼 수 있다. 이 그룹의 얘기는 일반인들이 이

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두 번째 그룹으로 ‘10론’이 있다. ‘10론’은 묵자 사상의 핵심이다. ｢상동(尙同)｣, ｢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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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賢)｣, ｢겸애(兼愛)｣, ｢천지(天志)｣, ｢비공(非攻)｣ ｢비명(非命)｣은 모두 상 중 하로 이루어

져 있다. ｢비악(非樂)｣은 상편만, ｢절장(節葬)｣과 ｢명귀(明鬼)｣ 하편만, ｢절용(節用)｣은 상 

중편 남겨져 있다. 그래서 총 23편이 있다.

이 10론은 묵자가 이루고자 했던 국가 구성의 핵심 내용으로, 그의 이상과 염원이 담겨

져 있다. 이 이론은 묵가 학파의 지침서였을 것이다. 이 이론은 하나의 독립된 주제가 아

니고 서로 날실과 씨실처럼 연개가 되어 있다. 묵자는 이에 대해 각 편들과의 연개성이나 

종합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이브한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

제로 들여다보면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상 중 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서인지는 몰라도 유실부분이 있다. 전국 시대에서 3개의 패턴인 3개의 교단이 있었을 것

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세 번째는 ｢비유｣ 편인데, 상하 가운데 하편만 전해진다. 이 부분은 유가에 대한 비판을 

모아 놓은 것이다. 내용상으로 본다면 10론에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마 유가를 

비판하는 내용은 사상의 설명이 아니라서 따로 빼야하는 거 같다. 10론은 상중하가 되어 

있지만 ｢비유(非儒)｣ 편은 상하로 되어있다는 점도 유의해 점이다. 시기상 후대에 편성된 

것 같다. 유가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제나라와 진나라 묵가 교단이 편찬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그룹은 ｢경(經)｣ 상 하, ｢경설(經說)｣ 상 하, ｢대취(大取)｣, ｢소취(小取)｣의 6편

으로 구성되었다. ｢묵변(墨辯 )｣은 묵가의 논증이고, ｢묵경(墨經 )｣은 묵가의 경이다. 경은 

짤막한 명제들의 모음이다. 상편은 100개, 하편은 84개 정도로 이다. 經說은 경을 설명하

는 말이다. ‘大取, 小取’에서 ‘取’는 ‘명제’를 뜻하는 말로서, “크게 취함, 작게 취함”이다.  

이 그룹에서는 정치 경제, 윤리 논리 광학(光學), 성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적

으로 백과사전의 형식이다. 여기는 기존과는 다른 순수 학문을 다루고 있다. 특히 명가 학

파와의 논쟁이 있는 점으로 보아 후기 묵가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룹은 어록과 대화편이다. 묵자의 어록으로 볼 수 있는 ｢경주(耕柱)｣ ｢귀의

(貴義)｣ ｢공맹(公孟)｣ ｢노문(魯問)｣ ｢공수｣는 구조상 �논어�와 비슷하다. 추측컨대, 제나라 

묵가의 전승일 것이다. 왜 각 지역의 묵가들은 자신들의 거자의 어록을 기록해서 남기지 

않았을까? 만약 그것을 남겼다면, 묵자의 무리의 구성과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각 지역 

묵자는 ‘묵자’에 대한 존숭이 컸기에, 자신들의 거자를 감히 기록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

다. 또한 묵자가 죽은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묵자에 대한 존숭이 컸다.

｢공수｣ 편은 묵자와 공수반이 성의 공격 방어를 논한 내용 하나이다. 묵자의 비공(非攻)

에 대한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묵자에게서 비공(非攻)은 국제 관계의 평화를 위한 방편으

로 사용하고자 했다. 상동의 국제적 확대이다.

여섯째 그룹은 비공(非攻)과 관련된 성의 방어를 설명하기 위한 11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성 방어 부분과 10론은 차이가 있다. 왜 성 방어 부분은 10론처럼 상 중 하로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은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할 수 있다. 반면 10론은 사상이다. 묵자

의 육성이 중요하므로 감히 손대지 못 한다. ｢비성문｣은 ｢備城｣이라 보아야 한다. 성 방

어의 모든 것을 집대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자 학파 넷의 이론을 다 종합한 것이다. 

여기에 모두 때려 넣었다. 그래서 비성문 편은 길고,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중복되기도 한다. 네 학파 이상의 것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 사라진 많은 편은 무엇인가? 

원래 없던 것인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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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문(備城門)｣ ｢비고림(備高臨)｣ ｢비제(備梯)｣ ｢비수(備水)｣｢비돌(備突)｣ ｢비혈(備穴)｣ 

｢비아부(備蛾傅)｣ ｢영적사(迎敵祠)｣ ｢기치(旗幟)｣ ｢호령(號令)｣ ｢잡수(雜守)｣에는 성의 공격

과 그에 대한 방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성 방어 편은 무기, 물자, 방법 등에 대

해 설명한다. 고립된 상태에서 치루는 전쟁이기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술 전략보다는  

방어가 중요하다. 방어에서는 무기가 아주 중요하다. 무기는 과학이다. 당시의 묵가 무리

는 기술자 과학자나 다름없다. 그 이전의 중국 병법서는 대부분 전술 전략만을 가지고 전

쟁을 대한다. 그러나 묵자는 다르다. �묵자�의 성 방어 부분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다룬 병법서이다.

중국은 묵자의 이론을 무시한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다. 무기 최강국 1인자의 위치를 

미국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다. 미국은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에 따른 무기 개발과 경

제력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자유 경쟁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준다. 

중국은 모든 것을 확일화하는 정책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 묵자의 과학을 수용했다면 

중국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위치를 가졌을 것이다.

3. �묵자� 속의 10론과 특징

⑴ 10론은 묵자의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묵자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묵

자의 말씀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 공자가 죽은 뒤 3년 상을 하면서 �논어�를 편찬한 

것, 붇다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붓다의 말을 결집한 것과 같다. 묵경 6편은 후대에 만든 

것이다. 10론과 묵경의 관계는 구약 대 신약, 소승 대 대승의 관계이다. 구약의 토대 위에 

신약이 만들어지듯이, 10론의 토대 위에서 묵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서로 완전히 다른 

체계이다. 이처럼 묵자 집단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혁신을 한다. 그렇게 치면 �논어�

1-10편과 11-20 편은 노나라, 제나라에서 만든 것이고, 역시 구약-신약의 차이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럴 정도의 큰 차이는 없다.

⑵ 10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쉽게 써져 있다. 그리고 문장이 단순하고 반복이 많다. 이

렇게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풍우란은 묵자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비판한다. 그

가 하층민이라 무식하다고 본다. 사상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분이라 이론도 깊이가 

없고, 얕고 단순한 상식적 견해만 주장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미신을 추앙하는 이론이라

고 치부한다. 결과적으로 묵자의 이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낮게 보는 편견에서 나

온 비판이다. 맹자 이래로 이런 전통이 있다. 

묵자의 10론이 단순 반복의 패턴을 가진 것은 아마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암송으로 전

해진 이유에서 일 것이다. 전국시대는 기록의 도구인 죽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부분 

비단이나 갈포에 기록했다. �논어�가 짤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록을 할 수 있는 문명

이 미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주로 암송으로 기록을 대신했다. 예를 들어 초기 불교 경

전인 �수타 니파타�가 그렇다. 기록을 암송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후

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확도도 떨어진다. 그 시대는 사상가의 제자들이 스승의 이론을 

암송하여 전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 뒤로 죽간이 활성화되어 기록을 통한 사

상의 전달력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묵자는 논리적인 경험론자이다. 감각 지각에 의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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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명을 한다. 그는 이론을 매우 상식적이고 단순하게 펼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우 

깊은 통찰과 복잡한 논리가 숨겨져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이면을 보지 못

하므로 사상의 깊이가 없는 이론으로 오해한다.

⑶ 10론의 용도와 구성 원리: 10론은 묵가 학교 교육에서 교재,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 묵가가 종교 집단이라면, 예배 의식에서 경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종교적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 묵자 학파에서 종파의 

표준 교리는 이단을 가릴 때 사용한다. 따라서 10론은 묵자 이론의 실천 지침이다. 

그렇다면 왜 10개의 이론인가?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음양오행에서 오행은 

5개이다. 맹자는 5륜, 5상 등 5개를 숭상한다. 유가에서 5는 도덕 윤리의 실천에서 상징

적 의미를 가진다. 노자는 대립자의 공존으로 2개, 그리고 노자 도덕경 81장 가운데 3단 

구성이 많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수학에서 10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손가락 숫자가 10개이기 때

문이다. 묵자는 또한 과학자이므로, 손가락 숫자인 10진법에 따라서 10론을 만들었다.

⑷ 대부분의 학자들은 묵자의 10론을 각각 따로 설명한다. 상동 겸애 천지의 연관성을 

알지 못한다. 10론의 연결성을 모르기 때문에 유치하고 단순한 이론으로 오해한다. 10론 

전체를 연결시켜 아우르면 아주 치밀하고 깊은 통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희나 

풍우란은 이런 통찰이 부족하므로 단순 유치한 이론이라 얕보는 것이다. 묵자의 사상은 

깊이가 있고 미래의 비전이 강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해석들은 기득

원의 권위에 호소하는 이론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되는 어쩔 수 

없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진시황의 통일에 묵자의 편에 들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항우나 유방 역시 진시황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묵자의 이론은 이들을 응징하는 통찰을 담고 있다. 10론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지

만 전승의 단절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성이 사라졌다. 10론은 묵자가 꿈꾸는 이상 

세계의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는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이다. 설계도에 따라 건축 행위

의 모든 것이 정해진다. 설계도에는 건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면 속에는 땅의 정

보, 건물의 형태와 모양, 재료, 법적인 검토의 결과, 조경, 배관, 설비, 구조 등 수 많은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묵자의 10론은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와 지배자의 자

질, 피지배자의 태도, 상호 호혜적 관계, 계약 등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국가 설

계도인 것이다. 설계도는 주인의 성향과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 건국 당시 정도전 역

시 설계도를 가지고 국가를 건설했다. 설계도는 주인을 잘 만나야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 

묵자의 10론은 결론적으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 묵자의 설계도 보다 진시황의 설계도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진시황의 저주와 묵자의 저주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묵자�의 성립 시기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으나 와다나베의 설이 유명하다. 묵자 활동

의 총합이며, 오랜 시기를 걸쳐서 완성되었으므로, 각 편의 성립시기가 다르다고 본다.

그는 겸애를 그의 사상의 꽃이라고 본다. 겸애는 평등한 인간관계에서 가지는 평등한 

사랑으로 본다. 묵자는 강자보다는 약자를 지지하는 편이고, 전국 시대 후반에서는 ｢상동｣ 

편에서 강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본다. 이 입장은 절대 복종하는 잔체주의 입장을 반영

한 것이라 본다. 한비자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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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나베의 견해는 겸애와 상동은 대립되는 관계라고 본다. 겸애는 초창기에 상동은 후

반기에 성립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상동은 엄격한 상하 관계로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묵자는 자연 과학자이므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느님, 귀신’을 언급할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천지(天志)｣ ｢명귀(明鬼)｣는 후기 묵가가 묵자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추가한 이론이라고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묵자의 사상은 초기에 겸애

와 비공, 중기에 절용 절장 등, 후기에 상동 천지 명귀가 만들어 진 것이라 본다. 나아가 

예컨대 겸애 상 중 하도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⑸ 이것은 와다나베가 묵자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엄

격히 따져보면 10론은 상 중 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론의 내용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나 상세한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묵자의 사후로 돌아가 

봐야 한다. 처음 판본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일이 흘러 각국에 묵자의 교단을 설립했

을 것이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교류 없이 10론을 해석했을 것이다. 그 상태로 

200년이 지난 결과 3개의 교단의 10론 해석이 다른 결과로 나탄 난 것이다. 진나라의 통

일 이후 묵가의 사상을 통폐합 시키는 과정에서 3개의 교단이 독립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원해서 내용이 통일되지 않았을 것이다. 

와다나베는 같은 내용인 상 중 하를 다른 시기의 작품으로 구분짓는다. 이것은 비합리

적인 주장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 중 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묵자가 단일 교단으로

만 존재했다는 주장에서 생기는 오해이다. �한비자�와 �장자�의 기록에 따르면 묵자의 무

리가 최소 3개 이상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⑹ 10론의 이런 구분은 묵자의 후예가 3개의 교단을 형성하고 활동을 했다느냐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상 중 하의 대표가 되는지는 콕 집어 알 수는 없다. 진나라

의 통일 후 3개의 교단의 10론을 전체적으로 묶어 수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론의 구분은 어떻게 한 것인가? 예측하건데, 그 당시 국가 구조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진(秦) 제(齊) 조(趙) 초(楚)의 묵가 무리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본다. 그 때 가장 주축이 되었던 나라이다. 진나라의 묵가는 복돈의 일화에서 확

실히 증명이 된다. 조나라는 묵가가 진시황과 싸웠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남방인 초나

라에는 등릉씨가 묵가로 활동했다고 한다. 또 묵자의 어록 편에서는 묵자가 노나라 출신

이지만, 제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한다. 글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4개의 국가에서 

10론을 통한 묵가의 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의 통일로 교단이 통합되었다면 

�묵자� 책의 편찬지는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일 것이라는 추측이 맞다고 본다.

⑺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의 재상이던 여불위 문하에는 많은 학자들이 모였다. 그 가운

데 묵가도 있었다. 그들은 BC 239년 �여씨춘추�의 완성에 공헌했다. BC 237년 여불위가 

실각되고 묵자들도 연좌되었다. 통일 후 BC 215년에 진시황은 각국 제후가 전국 시기에 

쌓았던 성곽을 파괴했다. 그 후로 성 방어를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묵자의 무리가 설 자

리를 잃었다.

진나라가 통일한 뒤에 각국에 있었던 묵가 학파가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 같다. 그들이 

현존 �묵자�를 편찬한 것 같다. 10론의 상중하는 적어도 3국의 묵가 학파의 경전의 종합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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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상동(尙同)과 계약론적 구조

10론 가운데 상동은 상현 다음 두 번째로 나온다. 그만큼 묵자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

다. 5장에서 어떤 이유로 상동을 말했는가? 

일반적으로 풍우란 등 대부분은 묵자 사상의 핵심을 겸애로 본다. 반대로 상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풍우란의 오해는 첫째 선입견의 입장에서 법가의 전체주의, 독재 이론과 

같은 것에 있다. 둘째는 ‘尙同’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점에 있다. 현재도 이해를 못 

한다.

태초 모든 인간들은 개인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하고 싸웠다. 반대로 유가에서는 개인의 

이로움을 이기심으로 규정하고 公과 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공(公)을 중요시 했다. 유가

는 ‘私 = 개인 = 악’으로 본다. 개인은 마음 수양의 대상이다. 사(私)는 없애야 할 대상이

다. 이 부분에서는 한비자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신하의 본성은 간사함(姦)이라 한다. 그 

간사함은 사(私)의 확장을 넘어선 극단이다.

노자는 사(私)를 어떻게 보는가? 긍정인가? 아니면 부정인가? 노자는 기본 입장이 처세

술이다. 처세술의 바탕은 개인의 이익, 즉 사(私)이다. 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私)를 버려라. 대욕(大欲)이 무욕(無欲)이다. 나의 마음 수양 측면에

서는 무욕(無欲)이 대욕(大欲)이다. 그리고 남은 감별하는 방법에서는 대욕이 무욕이다.

상동은 묵자 사상의 핵심이다. 상동의 주제는 복종의 근거와 정당성에 문제에 있다. 홉

스의 �리바이어던�은 서양의 근대적 질문에 있다. 정복 전쟁과 왕정의 전면 주정과 연관

된다. 역정(力政)과 강압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상동이론 �리바이어던�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다.

3.1, 상동과 계약론

｢상동｣ 편의 주제는 복종의 근거, 정당성의 문제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3)도 같은 주

제를 다룬다. 이는 근대적 질문이다. 이는 정복 전쟁과 왕정에 대한 정면 부정 거부와 연

관이 있다. 묵자는 힘에 의한 정복과 강압적 통치는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 상동 이론이 

그런 것이고, �리바이어던�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근대성의 상징이다.

1. 상동(尙同)의 계약론적 의미

1) 묵자의 10론은 10개의 주제를 따로 따로 다룬다. 10개의 상관 관계를 서로 연결시켜

서 설명하지 않는다. 제자백가 가운데 묵가가 가장 논리적인 학파이지만, 10개의 주체를 

3) “Leviathan”은 토마스 홉스(1588-1679, 영국, 정치사상가)의 저서이다. 이는 구약 성서 욥

기 41장에 나오는 괴물 물고기 ‘리워야단’이다. 홉스는 국가를 그것에 비교하였다. 리바이

던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모티브로 해서 이미지화시킨 최강의 바다 동물이다. 초판본 그

림에 리비어던의 상체는 무수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의 계약으로 군주(리바이어

던)가 생겨났음을 상징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할 '악'으로 보고, 국가의 필요성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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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적 혹은 논리적 체계로 만들지 않는다. 겸애(兼愛)나 천지(天志) 비공(非攻) 등은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진 함축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가장 문제는 ‘尙同’이라는 말이다. 직역을 해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그것이 

어떤 함축을 가졌는지, 다른 9개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2) ‘尙同’은 첫째, 직역하면 ‘같아짐을 숭상한다’이다. 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결정에 따름을 말한다. 위의 판결은 아래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다는 것으로, 판결 효력의 보편성을 뜻한다. 묵자의 원 뜻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다. 

둘째, 尙同→上同으로 바꾸어 ‘위와 같아짐’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는 손이양과 풍우

란의 해석이다. 10론에 ‘上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를 보고 바꾼 것 같으나, 원문 그

대로가 맞다. ‘尙同’과 ‘上同’은 문법적 구조는 다르다. ‘尙同’은 “同을 尙하다”이고, ‘上

同’은 “尙으로 同하다”이다. 그러나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尙同’은 ‘같아짐을 숭상한다’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윗사람, 지배자에게 

같아지는가, 즉 복종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상동은 묵자의 통치 이론인 동시에 국가 구

성 이론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비슷하다. 지극히 현대적인 설명이

다. 묵자 당시 중국에서는 묵자를 빼고는 아무도 지배와 복종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양도 영국의 홉스 시대에 와서야 왜 국가의 지배에 복종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묻기 시작했다.

‘上同’은 ‘위의 결정에 복종하고 위와 같아짐’으로 위와 같아진다는 뜻이다. ‘尙同→上

同’(위와 같아짐)으로 바꾸면, 이는 전체주의, 독재가 된다. 결국 묵자는 한비자의 법가와 

같아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가와 정반대 사상이 묵자이다. 오히려 법가와 비슷한 것은 

유가이다. 법가나 유가는 왕정을 자연 법칙이라 생각한다. 묵자는 왕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국을 만드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대신 개

인들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는 상동 체계가 국가 구조가 된다. 이는 굳이 왕정일 필요는 

없다.

‘같아짐을 숭상한다’면, 누구와 같아지는가? 첫째, 조정자의 조정과 같아짐이다. 둘째, 

이해 갈등하는 ‘상대와 나’가 같아짐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동등한 개인인 나와 상대

가 이해 충돌을 할 때, 둘이 의견이 같아질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 

① 둘이 싸워서, 승자가 독식한다. ② 현명한 윗사람이 조정하고, 둘이 그것을 따른다. 상

동은 갈등하는 개인들이 윗사람을 뽑아서 조정하게 하고, 그 조정을 받아들임이다. 이것은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 것이다.

만약 尙同을 上同이라 하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된다. ‘위와 같아짐’(上同)은 위의 뜻에 

복종한다는 말이다. 이 복종은 ‘이해 다툼의 중재 조정’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군주가 자

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 복종은 군주의 일에 종사하는 것이

다. 개인들의 이해 충돌 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는 정복 전쟁에 근거해서 수립한 

왕정, 왕의 독재이다.

그러므로 ‘이해 갈등의 조정’이라는 측면을 빼어 버리면, 독재 정치가 된다. ‘尙同→上

同’으로 치환해서, 아래는 무조건 위에 복종해야 한다 - 이는 풍우란의 무식한 해석이다. 

｢상동｣ 편을 보면, 개인들의 이해 갈등 국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갈등을 조정하면, 

아래가 그 조정을 반드시 받아들인다. 이렇게 조정을 받아들임이라는 의미에서도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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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아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왕정의 독재에 대한 복종과는 다르다. 이처럼 ｢상동｣ 

편의 위의 조정이라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과 그 근거는 �리바이어던�과 비슷하다.

3) 지배와 복종의 정당성 문제

尙同 또는 上同은 ‘복종’의 문제이다. ‘위와 같아짐’은 복종을 뜻한다. 아랫사람이 윗사

람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복 국가 시대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죽음이

다. 왕정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대역죄가 된다. 그런 시대에 복종의 이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상동(尙同)｣ 편의 주된 요지이다. 이는 굉장히 근대적인 질문이다.

왕정에서 복종의 근거를 묻는 것은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수준의 대역죄를 짓는 일이

다. 현재의 북한, 중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가 원수 모독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는 극우가 습격을 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다.

‘상동’ 이론은 복종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대답이다. 따라서 그것은 통치 이론이다. 궁

극적으로는 계약론에 근거한 국가 구성론이라고 볼 수 있다. 

4) 상동과 겸애

상동의 완벽한 지지대는 겸애이다. 상동과 겸애는 서로 상호적인 것을 넘어서, 국가 구

성 이론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늘의 뜻(天志)은 겸애이다. 국가 조직은 하늘의 뜻을 본

받아 실행하는 기구이다. 국가의 당위는 겸애의 실천이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아

래가 위에 상동(尙同)을 할 때, 위는 아래에 겸애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복종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기존 이론 : 풍우란 등 대다수의 학자들은 겸애를 과도하게 설명하는 반면, 상동의 중요

성과 필요성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자의 연관성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상동을 천지

나 겸애로 치환해 버린다. 상동 자체를 잘 다루지 않는다. 이는 상동 개념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상동을 모르기 때문에, 겸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

5) 추대론과 계약론

‘상동’은 복종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대답이다. 상동은 아래(백성)의 자발적 복종이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추대론과 계약론의 두 측면이 있다. 이처럼 권력은 아래에서 위로 올

라간다. 상동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상동은 국가의 구조와 구성원을 결정한다.

① 추대(推戴)는 윗사람을 선정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추대를 받는 자는 능력이 

탁월하고,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상동은 현자의 추대를 함축한다. 현자는 이

익을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한다. 갈등 당사자에게 이익의 분배를 함에, 평균적 정의가 아

니라 분배적 정의에 가깝게 한다. 묵자가 유교 학교에서 유가를 공부했다. 따라서 상동 체

계에서 유가적 위계적 규율은 배제하지 않는다. 추대는 이런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②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맺는 약속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국가가 

없던 태초에는 자신의 이익을 의롭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利=義이다. 대등한 개인들이 서

로 이익 주장을 하면, 싸움이 벌어진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관

철하려 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손해를 본다. 이를 반성해서, 현자를 뽑아서 자신들의 다

툼을 중재하게 한다. 현자의 중재는 반드시 받아들인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의롭다(利=義)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행위한다. 이렇게 자신을 

움직여서 행위하는 것을 ‘자기 처분권’이라 하자. 그러면 현자를 뽑아서 중재를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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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 처분권을 현자에게 넘긴 것이다.

계약은 2가지가 있다. 분쟁하는 개인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다. 싸우지 말고, 현자를 

뽑아서 중재를 맡기자. 이것이 첫 번째 계약이다. 둘째, 분쟁하는 당사자와 뽑힌 현자 사

이에 계약을 맺는다. 현자를 뽑으면서, 현자에게 모두를 배려하는 겸애를 요구한다. 그러

면 당사자들은 현자에게 상동한다. 이는 겸애와 상동의 교환이다.

국가의 구성은 첫 번째 계약에서 시작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은 두 번째이다. 

아랫사람(분쟁 당사자)은 윗사람(현자, 중재자, 지배층)에게 자기 처분권을 양도하여, 그들

의 이익을 보장받는 체계이다. 

6) 성선설과 성악설

상동 이론은 얼핏 보기에 현자-윗사람-조정자-지배자는 성선설이고, 분쟁 당사자–아랫

사람-피지배자는 성악설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아니다. 만약 아래가 성악설이라면, 그

들이 왜 현자를 뽑는 계약을 하겠는가? 힘으로 싸워서 결판낼 것이다. 아래가 모두 싸울 

줄만 안다면, 아래가 자기들 사이에서 어떻게 현자를 찾을 수 있겠냐? 현자는 없을 것이

다. 현자도 자신이 이익 주장을 해서 싸운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는

가?

이는 맹자의 성선설과 정반대이다. 맹자는 모두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러나 정치론에서는 군주와 관리는 인격을 이루어서 다스려야 한다. 성선설이다. 반면 백성

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갓난애’(赤子)이다. 갓난애는 이성은 커녕 지각도 없는 

존재이다. 성악설의 극단이다. 맹자는 칼날처럼 지배자는 성선설, 피지배층은 성악설을 적

용한다. 이는 노심자(勞心者)와 노력자(勞力者)의 구분에서 잘 나타난다.

7) 왕정과 상동

묵자의 상동 이론은 왕정을 부정하는 이론을 함축하고 있다. 왕국은 대부분 정복 전쟁

으로 수립된다. 정복해서 이긴 자가 왕이 된다. 왕은 정복하여 차지한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자신의 재산으로 획득한 것이다. 가산(家産) 국가이다. 땅과 사람 모두 자

신의 재산이다. 따라서 왕은 기본적으로 독재자이다. 이런 추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왕권을 

하느님이 주었다고 한다. 맹자의 군주 천명론이 대표적이다. 

묵자는 정복 전쟁을 부정한다. 비공(非攻) 이론이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도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아래 사람, 분쟁하는 개인들, 백성들이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현자를 추

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국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다. 이는 군주 독재를 기본

으로 하는 왕정 이론과 정반대이다.

맹자의 군주 천명론은 묵자의 상동의 국가와 정반대이다. 맹자는 왕정을 옹호한다. 왕과 

지배자 → 백성, 위→아래로 군림하는 체제이다. 그 체계의 맨 위에 천명(天命)이 있다. 

반면 묵자의 상동의 국가는 아래→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다. 맹자와 묵자는 서양 근대에 

왕권 신수설과 사회 계약론의 대립과 거의 같다.

8) 계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양보를 상호 교환하는 측면이 강하다. 교환을 할 때는 

서로의 이익 분배가 같든지 비슷해야 한다. 서구 개인일 경우 이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묵자의 경우도 계약의 측면이 강하다. 개인들의 이익을 의로움(義=利)이라 규정할 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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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대의 ‘개인’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현자의 중재와 조정에 따를 때, 다투는 개인들의 

전체 이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동과 겸애의 상호 교환을 통한 현자의 선출, 현자들

로 이루어진 이상 국가를 묵자는 꿈꾸었다.

상동이 추대론에 가깝다고 본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추대되는가? 만약 계약론이라면 

최상위 지배자의 선출에 대한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묵자는 답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묵자는 너무 고대 사람이다. 묵가의 무리가 갑자기 소멸되었다. 게다가 후

대의 학자들이 묵자의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또한 당시 중국은 정복 전쟁의 시기였

다. 왕정이 유일한 체제였다. 묵자는 정복 전쟁을 부정하고, 왕정을 실질적으로 반대했다. 

과연 이런 이론이 먹힐까? 

인간의 욕망 중 최고 권력자의 욕망만 인정되고, 그들의 의지와 생각이 세계의 이념으

로 통하는 시기에, 지배자는 약자의 고통을 배려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 시기에 강자를 더 

부추겨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 맹자와 한비자이다.

9) 최고 권력자를 제어하는 방법

최고 권력자를 제약하는 방법이 있는가? 왕정에서는 없다. 그러나 근대의 민주주의 국

가에서는 있다. 제도적 제약이 가장 좋다. 그 중 하나가 최고의 권력자를 투표로 선출하

고,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근대에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에 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전 근대적이다. 러시아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제도가 촘촘한 미국

도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려 했다. 이 셋 가운데 미국만 최고 권력자를 제어

했다. 선거로 트럼프를 쫓아낸 것이다. 결국 제도가 최고 권력자를 바로 잡는다. 

노자는 도(道)를 닦는 것을 제시한다. 최고 권력자를 제어하는 방법은 최고 권력자가 자

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다. 제어하지 못하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망하는 결과를 

미리 상상하면서, 그 상상으로 자신을 제어하라! -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가장 큰 

욕망은 욕망 없음과 같다. 無欲은 大欲이다. 가장 큰 욕망은 그보다 작은 모든 욕망을 죽

일 수 있다. - 문제는 있다. 만약 왕이 큰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경우는 어쩔 것인가? 자기

를 이길 생각이 전혀 없다면? 망하는 미래를 상상할 능력이 없다면?

묵자는 하느님을 제시한다. 왕은 강자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땅위의 강자

들보다 가장 강한 이가 하느님이다. 따라서 왕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나아가 묵자

는 귀신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귀신이 벌을 내린다. - 문제는 있다. 만약 

왕이 하느님과 귀신을 믿지 않는다면? 나아가 진시황처럼 자신을 신으로 자처한다면? 물

론 처절하게 망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진시황과 같은 머저리들은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 하고, 예상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10) 하느님과 귀신 – 미신인가?

주희 풍우란 등 주류 학자들은 묵자의 천지(天志) 명귀(明鬼) 사상을 미신으로 치부한

다. 백성들은 지능이 낮고, 인지 능력이 없으므로, 귀신을 보고, 귀신을 믿는다. 이런 백성

들을 위협해서 자신의 사상을 믿게 하려고,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만들어냈다. 요컨대 

묵자 자신은 하느님 귀신을 믿지 않으면서, 포교의 수단 방편으로 그런 초자연적 존재를 

들먹였다. 한 마디로 모시는 신을 믿지 않는 성직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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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역사상 미신이 창궐했다. 중국 사람들이 수많은 미신에 집착한 이유는 ① 서민

은 유교나 불교와 같은 고급 종교에 낄 수 없었다. 그래서 구복(求福)과 기복(祈福)을 위

해 미신에 빠졌다. ② 국가가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 서민은 귀신을 믿는 수 밖에 

방법이 없었다. ③ 국민 모두에게 강요되는 유일신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자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느님과 귀신을 주장한다. 풍우란은 이런 주장의 이

유를 알지 못했다. ① 묵자가 하느님을 요청한 것은 겸애의 실천을 위해서였다. 또 땅위의 

강자를 제어하기 위함이었다. 땅위 최강자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초자연적 존

재인 하느님과 귀신이다.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의 제약과 규제를 통해 강자를 제어하고, 

겸애가 충만한 이상 국가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②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에 미신적인 구

복(求福)과 기복(祈福)의 성격을 붙이지 않는다. 하느님과 귀신은 땅위에 평화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다. ③ 겸애는 이상적인 덕목이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자

인 하느님이 담지한다. 이처럼 묵자는 정의와 이상을 하느님과 귀신에 귀속시켜서 보존하

려고 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정의와 이상의 담지자로는 미덥지 않다.

만약 강자가 하느님과 귀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 그렇지는 

않다. 하느님과 같이 초자연적 존재는 보편적 가치, 순수한 이념을 담지한다. 인간은 불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 한다. 보편 가치와 순수 이념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 

사회는 혼란, 살육, 전쟁, 정체, 이런 것의 주기적 반복에 빠진다. 중국 역사가 그렇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초자연적 존재를 모시는 역할을 한다. 로마 말기에 국가 종교가 

되고, 중세는 유럽의 지배적 종교가 된다. 중세의 질서 중 하나가 신적인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신은 천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담지했다. - 이런 점에서 유럽이 근대화를 

이룬 것이다.

11) 유럽의 왕권 신수설과 맹자의 군주 천명론

이 둘은 왕권의 정당성을 하느님에서 구하는 것이다. 반면 묵자는 권력의 정당성, 즉 지

배와 복종의 정당성을 백성들의 추대에서 찾는다. 왕정과 반대 입장이다. 

맹자는 군주 천명론을 주장한다. 하늘의 명령(天命)을 받은 자가 군주가 된다. 최고 권

력이 위 하늘에서 아래로 왕에게 내려간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인 군주는 하늘에 책임을 

진다. 반면 백성은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는 서양 근대의 왕권 신수설

과 유사하다. 왕은 하느님에게만 책임질 뿐, 백성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 왕권 신수설은 유일신론에 근거하고 있다. 유일신은 하늘에 계신다. 반면 맹자의 군

주 천명론은 범신론에 근거한다. 하늘(신)은 백성의 마음에 있다. 따라서 백성이 선택한 

것은 하늘이 선택한 것이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다. - 이점에서 유일신론과 다르다.

문제는 인식이다. 민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가? 나아가 그게 천심인지는 어떻게 아

는가? 결국 권력자들이 자의적으로 민심을 만들고, 그것이 천심이라 꾸미게 된다.

왕정은 대부분 정복 전쟁으로 성립한다. 침략해서 무자비하게 전쟁해서 굴복시킨다. 그

리고 정복자로, 지배자로 군림한다. 진 자와 백성은 노예가 된다. 아무런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못 한다. 맹자 책을 보면 백성을 ‘적자(赤子)’라 한다. 백성은 갓난애처럼 아무런 

의지도 욕망도 주장도 없고, 심지어 말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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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지배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백성이 지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군주를 바꾸는 혁명도 백성이 아니라, 신하들이 하는 것이다. 그

것도 동성(同姓)의 신하들이 한다. 국가는 그 집안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왕정의 추악한 면모를 군주 천명론으로 가려준다. 미화시킨다. 하늘이 명령을 내려

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 왕에게 숙명처럼 복종하라. 저 하늘에 해가 있듯이, 나라에는 

왕이 있다.

맹자가 중국 역사에 끼친 해독은 가뭄 홍수 메뚜기 독사보다 더 심하다. 중국 역사가 

왕정으로 고착되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의 중국 체제도 사실상 왕정이다. 맹자

의 이론에 근거한다. 맹자의 위민, 민본 정치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백성들을 

‘자의적으로 다스려도 된다’는 특권을 군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역사상 어떤 학자도 맹

자의 군주 천명론이 가지는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의 신유학자들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고 있다. 

2. 정복 전쟁과 군주정의 성립

1) 국가의 구성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기반한다. 여기에서 백성은 왜 복종을 해야 하

는가? 왕정 혹은 독재 국가에서는 왕(독재자)의 지배는 불문율이다. 지배의 정당성을 묻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이 물음은 왕과 독재자의 위치를 부정하고 그들더러 권좌에서 내려

오라는 말과 같다. 독재자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 백성은 힘없는 약자에 불과하다. 과

거 중국에서 황제에게 이런 지적이나 질문을 던졌다면, 대역죄로 삼족을 멸했을 것이다. 

따라서 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살길이다. 이런 탄압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 군주 

천명론이다. 천명을 거스르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문제는 그 자가 천명을 받았

는지 어떻게 아는가?

묵자가 ｢상동｣ 편에서 지배와 복종을 물은 것은 역사 초창기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왕

권이 형성되는 초창기였기 때문이다. 국가 구성론에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해도 탄압을 

받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묵자 이후로 한 중 일에서 단 하나의 학자도, “왜 지배자에게 국가에게 복종해야 하는

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공화정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왕정만 있었

고, 그것을 당연시했다. 왕정은 중력의 법칙만큼 객관적이고, 자연 질서였다. 의문의 여지

가 없었고, 의심하면 3족을 멸했다. 이렇기에 묵자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2) 왕정 혹은 군주정의 기원

초창기 부족국가 시대에도 정복전쟁은 있었다. 농업사회로 정착하여 잉여 생산량이 증

가하면서 정복전쟁은 확산되었다. 문명을 이룬 고대 국가에서 부터는 본격적인 정복전쟁

을 시작했다. 정복전쟁의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하다. 백성은 왜 이런 전쟁을 위해 국가에

게 복종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 근거를 든 사람이 묵자이다. 그는 아래가 위

에 복종하는 근거를 상동(尙同)의 원리로 제시한다. 상동의 체계가 권력 체계로 치환된다. 

묵자는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로 정복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왕정과 군주정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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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소 겪은 사람이다. 전국 시대는 정복 전쟁이 본격화된다. 정복당한 자는 망하고, 정복한 

자는 그 땅과 백성을 차지한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강자의 시대였다. 이런 정복 전쟁의 

시기에 가장 유행했고, 가장 적합했던 체제는 왕정이다. 강력한 왕의 통솔 아래 정복 전쟁

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했다. 국가와 군대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지휘 체계였다. 정

복한 땅에 왕국을 세운다. 정복 전쟁에서 패배해서 항복한 자는 노예가 된다. 백성의 지위

는 사실상 노예와 같았다. 왕을 위시한 지배자와 백성이라는 피지배자의 관계는 정복자- 

패배자의 관계이다. 정복 전쟁은 정복왕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수직적 지휘 

체계에서 수행되었다. 지배층의 범위를 벗어난 백성의 지위는 노예와 같아 그저 승자의 

전리품이나 소유물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왕정은 정복 전쟁의 결과물이다. 정복한 강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

를 가진다. 승자 독식이 제로-섬의 도식이다. 패배자는 zero, 즉 0이고, 승리자는 sum, 

즉 전부이다. 이는 가산(家産) 국가로 고착된다. 정복한 것은 자기의 것, 자기 집안 재산

이다. 따라서 강력한 왕은 계속 주변을 흡수하려는 정복 쇼핑에 중독된다. 

* 중국, 한국, 일본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공화정 또는 민주정을 거론한 적이 없고 무조

건 왕정만으로 갔다. 묵자는 이런 금기를 깨는 반항적, 근대적, 현대적 이론을 제시한 사

상가이다.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도 존재하는 이성의 안티노미 때문이다. (안티노미는 칸트

의 용어이다.)

3)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적용하여, 군주정 국가의 성립을 설명한다.

1단계 : 주인과 노예의 결정 ; 정복 전쟁은 힘으로 싸운다. 전쟁의 결과 이긴 자와 진 

자가 구분된다. 이긴 자는 전부를 가지고, 진 자는 모두를 잃는다. 제로 섬 게임이다. 

전쟁 뒤에, 승자는 포로를 불러서 묻는다.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용감한 자는 

죽음을 선택하고, 비겁한 자는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공포, 노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음, 동료가 선택한 것을 보고 부화뇌

동함 등이다.

정복 전쟁은 필연적으로 왕정으로 나가게 된다. 승자의 우두머리가 왕이 되고, 모든 것

을 소유한다. 반면 패자는 승자의 재산이 된다. 나아가 국민은 왕이 소유하는 종, 노비, 

노예가 된다. 가산(家産) 국가이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1단계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

인과 노예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긴 자는 주인이 되고, 진 자는 노예가 되거나 죽는다. 

2단계 : 주인과 노예의 차이 – 주인은 노동을 하지 않되, 생산물을 다 가지는 자이다. 

노예는 노동만 하되, 생산물을 하나도 가지지 못 한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가 생산하는 것

을 다 가진다. 그 생산물에 의지해서 산다. 이 결과 주인은 노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래서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2단계이다.

노예는 마지못해서 강제로 노동을 한다. 따라서 생산한 것은 질이 낮다. 창의성이 없다. 

노예가 생산한 것을 주인이 가지므로, 주인의 수준은 노예의 수준과 같아진다. 그래서 주

인은 그저 노예의 수준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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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국가인 왕정(군주정)에서 백성의 지위는 노예와 별 차이가 없다. 백성은 통치에 대

해서 아무런 참여도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노예가 주인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것과 

같다.

3단계 : 노예는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된다. 주인은 노예의 노

예가 된다. 노예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산다. 주인은 종속적인 기생충적인 삶을 산

다. 그래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를 획득한다. 자유민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산다.

전세계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2단계에 머문다. 3단계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3단계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근대의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건국, 영국의 명예 혁

명, 러시아 혁명 등이 3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그렇다고 봐야 한다. 동학 농민봉

기, 3.1 운동, 4.19 의거, 5.18 민주화 운동, 촛불 집회 등 권력과 싸워서 자유와 권리를 

취득했다.

4) 왕정의 옹호자 – 맹자와 한비자

⑴ 맹자 : 정복 전쟁으로 왕정을 확립하고, 승자인 우두머리가 왕이 된다. 가산 국가를 

세워서 국민을 노예나 종으로 삼는다. 묵자는 이를 비공(非攻)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반면 

왕정이 확립되면, 어용 지식인들이 왕정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을 만든다. 

그 중심 인물이 맹자이다. 맹자는 군주 천명론을 제시해서, 왕정의 폭력성(정복 전쟁)을 

감춘다. 누가 왕이 된 것은 하늘이 명령(天命)을 내린 결과이다. 이렇게 해서 포악한 침략

자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린다. 은나라를 세운 탕(湯)과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정복자였다. 

제후로서 자신의 왕을 공격해서 죽이고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런데 맹자는 엉뚱하게 이

들이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

⑵ 왕정의 신화화, 비유의 오류 ; 맹자는 왕정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신화를 퍼트린다. 

군주는 천명(天命)에 의해서 된다. 혹은 “하늘의 해가 하나이듯이, 땅 위의 임금도 하나이

다.” 이는 비유의 오류이다.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A), 사람의 본성도 선하다(B)”

고 한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아래로 흘러감과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유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리나 증명의 수단은 아니다. 비

유는 예컨대 A를 설명하기 위해, B를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B를 주목하고, 

오히려 중요한 A를 잊는다. 플라톤 등 그리스 철학자들은 A를 정면으로 설명한다. 반면 

중국의 학자들은 A 자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B라는 비유에 의존한다. 대

표적 것이 맹자이다. 

⑶ 한비자와 진시황 ; 왕정은 정복 전쟁의 결과이다. 그것을 가리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충실히 발전시킨 이가 한비자와 진시황이다. 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요약하

자면 이렇다. 정복 만이 최고의 목표이다.

경전(耕戰)은 생산과 전쟁이다. 군국(軍國)은 나라(國)를 군대화(軍)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힘을 키워서 정복 전쟁을 한다. 강한 힘으로 내부로는 신하와 

백성을 제압하고, 외부로는 이웃나라를 정복한다. 이렇게 정복한 모든 것이 왕에게 귀속된

다. 국가는 왕의 개인 재산이다. 이는 가산(家産 집안 재산)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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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는 법(法) 세(勢) 술(術)을 가지고 나라, 즉 그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고 늘린다. 국

가 최고 권력(勢)으로, 신하를 제어하고 조종한다(術). 군주의 명령을 기록하여 객관화시킨 

것이 법(法)이다. 법은 군주의 통치 수단이다. 매사에 군주가 다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비슷한 사안은 비슷하게 조처를 취한다. 이 때 군주가 내린 명령을 기록한 것이 법이다. 

법은 군주의 명령이다. 따라서 서양 근대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힘을 키워서 이웃을 정복한다. 정복의 끝은 세계 전체이다. 세계 전체를 정복해

서, 개인 재산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정복은 끝난다. 천하 통일은 실제로는 천하가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의 끝은 세계 전체를 정복해서 사적으로 소유함이

다. 진시황, 알렉산더, 징기스칸, 히틀러, 군국주의 일본이 그렇다.

⑷ 신하의 간사함, 노예 도덕 : 왕정은 국가 전체가 왕 개인의 재산이다. 가산(家産) 국

가이다. 신하와 백성은 국왕의 재산이다. 따라서 사실상 그들의 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재산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가! 노예의 모든 것이, 나아가 노예 자체가 다 주인의 

재산이고, 노예는 재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소유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신하들은 재산을 가지려 한다. 모든 것이 군주의 재

산이므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려면 결국 군주의 재산을 빼돌리는 수 밖에 없다. 군주는 절

대 강자인 반면, 신하는 군주의 마름이고 종이다. 절대 약자이다. 약자가 강자의 것을 빼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사함이다. 이래서 한비자는 신하의 본성을 ‘간사함’(姦)이라 한

다. ‘간사함’은 약자가 강자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는 니체가 말한 약자들의 노예 도덕과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다. 기독교 윤리는 노

예들이 주인을 제어하려는 책략이다. 주인의 특징은 악으로, 노예의 특징을 선으로 규정한

다. 이를 주인이 학습하고 내면화시킨다. 그래서 주인이 자책하며 스스로 제어하게 만든

다. 반면 한비자가 말하는 신하는 아첨, 속임수, 뒤통수치기, 작당 등으로 군주를 등쳐먹

고 빼먹는다. 요컨대 강자는 약자를 힘으로 깬다. 약자는 강자에게 간사함으로 대항한다.

군주는 적에게는 힘으로 무력으로 격파한다. 그러나 신하들의 간사함은 전혀 다른 종류

의 반격이다. 군주는 성공한 뒤에는 신하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이는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한비자는 왕정의 민낯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정복 전쟁에서 왕과 

적, 왕국에서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넘어서는 예이다. 

5) 천하 통일 – 정복 전쟁과 가산 국가의 끝

⑴ 내부 폭파 ; 왕정의 수립 근거는 정복 전쟁이고, 그 끝은 천하통일이다. 진시황은 천

하를 통일하면, 내부의 적은 전멸할 것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천하 통일 국가는 천

세 만세 갈 것이다. 실제로 정복 과정에서 진나라 군대는 6국을 철저하게 멸망시켰다. 왕

실을 도륙했다. 이제 천하 안에는 적대국이 없다. 진시황이 살아있는 동안 천하는 끽소리 

못 하고 복종했다. 그러나 진시황이 죽자마자 천하에 불만이 폭발해서, 전체가 반란자들로 

가득 찼다. 그 결과 진나라는 순식간에 망했다. 통일 전에는 적국이 진나라 밖에 있었다. 

그러나 통일하자 적들은 진나라 안에 바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멍청한 진시황만 

모른 것이다. 통일은 밖의 적을 나라 안에 골고루 분포시킨 것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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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바이러스는 DNA 혹은 RNA가 세포 내부에 침투해서, 세

포의 물질로 자기복제를 한 뒤, 세포를 폭파시키고 외부로 나온다. 진나라가 이렇게 되었

다. 혹은 초신성의 폭발과 비슷하다.

⑵ 천하 통일의 야욕 ; 주인 한 사람이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이는 진시황이 창

안한 이래, 중국의 모든 왕조 개창자들이 수용한다. 요즘의 중국도 동일한 구조이다. 하나

의 중국, 단일 중국의 원칙이 바로 그 통일 이념의 복사판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 국가이다. 미국을 이기고 1위가 되면, 세계를 다 정복해서 중국

의 군현으로 만들 것이다. 혹은 제후국을 두어서 조공의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은 조공이라는 거푸집 속에 군현제를 심을 것이 명백하다.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하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이지만, 세계 전체를 정복해서 

직할지로 삼을 생각은 없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미국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세계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진시황의 망령에 저주에 사로잡혀 있

다. ‘하나의 중국’을 신성 불가침의 원칙으로 세워서 강요하는 것이 그렇다.

6) 군주 천명론 – 왕정의 폭력성 은폐

중국에서 왕정과 군주정의 정당성, 혹은 임금의 통치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가장 잘 제

시했던 사람이 맹자이다. 군주 천명(天命)론은 누가 군주가 되느냐는 하늘의 명령에 달려 

있고, 하늘의 명령을 받은 자가 군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가 군주가 된 정당성은 하늘의 

명령에 있다. 천명을 받은 군주는 신 또는 하늘에 의해서 국가 통치의 신성함과 정당성을 

보증 받기 때문에, 반대로 신하나 백성의 보증은 불필요하다. 그들은 군주의 정당화에 어

떤 참여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자격도 없었다. 왕정, 즉 가산(家産) 국가에서, 백성은 

군주의 재산이다. 신하는 군주의 통치의 도구이고 도우미(相)이다. 군주는 일방적으로 통

치 주체이고, 백성은 그냥 통치 대상일 뿐이다.

왕국은 정복 전쟁의 산물이다. 정복 전쟁으로 정복 국가가 세워진다. 이긴 자는 전부를 

가지고, 진 자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다. 정복 전쟁은 언제나 제로-섬 게임이다. 정복자

의 우두머리는 왕이 되고, 피정복자들은 노예 혹은 백성이 된다. 백성은 국가 통치에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다. 백성이 통치에 관여하는 것이 백성의 가장 큰 죄이다.

왕정은 공격 정복 전쟁의 결과이다. 이는 무력으로 강탈한 것이다. 약탈은 범죄이다. 따

라서 국가를 세우고, 왕정을 펼치면, 이런 추악한 사실을 감추어야 한다. 정복자 왕의 자

존심 때문이다. 자신이 벌거벗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허가로 왕국을 세웠다. - 

이처럼 진실을 감추는 이야기와 담론, 이론은 지식인들이 만든다. 그 중심에 맹자가 있다.

맹자는 천명(天命)을 받은 자가 왕이 된다고 한다. 하늘이 그에게 왕이 되라고 명령(天

命)을 내렸다. 하늘이 임명장을 준 것이다. 하늘은 눈도 귀도 없고, 손도 없다. 그런 하늘

이 어떻게 한 인간을 콕 찝어서 명령을 내리는가? - 제자의 이런 질문에 맹자는 민심(民

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한다. 백성이 선택한 사람을 하늘도 택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린

다. 맹자는 범신론자이다. 신이 개체 안에, 마음 안에 들어 있다. ‘盡心 知性 知天’이 그

것이다. “마음을 다하면, 본성(이성)을 안다. 본성을 알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 이는 모

든 사람이 다 그렇다. 따라서 하느님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다. →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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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선택은 곧 백성의 마음속에 든 하느님의 선택이다. - 이것이 군주 천명론이다.

그러면 백성의 선택, 민심의 향방을 어떻게 확인하는 하는가? 

백성의 선택을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요순우의 선양의 시대에서 백성의 선택이다. 요(堯)임금의 아들과 순(舜)이 경합을 

하였을 때, 신하와 백성은 순을 선택했다. 순의 아들과 우(禹) 사이의 간택, 우의 아들과 

익(益) 사이의 채택도 그렇다. 신하와 백성들이 순과 우, 그리고 우의 아들을 선택했다. 

우 임금 이후는 왕위를 자식에게 세습한다. 이는 �서경�에 나온다. 

둘째, 방벌의 시대의 백성의 선택이다. 탕(湯)이 걸(桀)을 치고, 무(武)왕이 주(紂)를 토

벌할 때, 천하의 제후와 백성이 탕과 무왕을 선택했다. 무왕이 토벌할 때, 북쪽 서쪽 남쪽 

오랑캐가 우리 제후부터 먼저 공격해서, 우리를 폭정에서 구해 주시오. 이 또한 �서경�과 

�맹자�에 나온다. - 탕과 무왕은 의로움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의 백성과 제후

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서, 천하를 통일한다.

이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는가? 그것은 신화일 뿐이다. 다만 공자가 노나라에 세

운 유가 학교의 기본 교재가 �시경�과 �서경�이다. 요순 우탕 문왕 무왕은 �서경�에 나온

다. 따라서 맹자가 진실로 간주했을 것이다.

둘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최고 권력자는 왕이다. 후계자 결정도 최고 권력자가 

한다. 어떻게 그를 제치고 신하와 백성이 후계자를 결정하는가? 요는 농부였던 순이 효자

라는 이유로 선택했다. 왕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순도 자신이 선택해야지, 신하와 백성의 

선택에 맡기냐? 우의 경우도 신하와 백성이 자신들의 뜻으로 우의 아들을 선택했겠는가? 

우의 강요로 선택했을까? 후자일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우의 선택을 신하와 백성의 

선택으로 포장했을 것이다. 추악한 연극이다.

셋째, 방벌의 시대는 그것이 더 심각하다. 자기 나라를 이웃이 침략해서 거의 정복했다. 

이때 백성들은 침략자인 이웃 왕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아니면 길거리에 나와서 박수치면

서 열렬히 환영할까? 침략군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바치겠는가? 

그가 토벌하러 나설 때, 적국의 백성들이 과연 자기 왕을 버리고, 침략자를 반기겠는

가? 만약 반겼다면, 진심으로 원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당

연히 후자이다.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다. 어떤 놈이 침략자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겠

는가? 바로 죽음이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의 왕은 폭군이고, 침략자 정복자는 

의롭고 성군이라고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살기 위해서이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천하에 가장 올바른 왕이었는가? 그의 올바름과 정의로움 때문에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왕을 배신하고, 무왕의 침략을 대망했겠는가? 무왕이 올바른

지 어떻게 아는가?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가 자기 나라 왕보다 강자라는 것은 바로 안

다. 전쟁에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왕 역시 승리 뒤에 자신을 올바름과 정의로 포장한다. 그리고 적국 백성들이 자기 왕

보다 무왕 자신을 지지했다고 소설을 쓸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서경�이다.

전쟁의 논리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함이다. 영토, 백성, 재화 뿐만 아니라, 진리 

정의 선, 그리고 통치의 정당성을 독식한다. 진 자는 포악 잔인 불의 거짓 악을 뒤집어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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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이긴 자는 성군(聖君)이 되고, 진 자는 폭군(暴君)이 된다. 

따라서 �서경�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왕조를 개창한 자는 성군, 왕조의 마지막 왕은 

폭군이다. 탕은 은나라를, 무왕은 주나라를 세웠다. 탕은 자기의 임금이었던 하나라의 마

지막 왕 걸(桀)을 죽이고 은나라를 세웠다. 무왕은 자기의 임금인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

(紂)를 죽이고 주나라를 세운다.

있는 사실만 놓고 말한다면, 탕과 무왕은 반역자이다. 왕을 죽인 신하이니 역적이다. 그

러나 성군(聖君)이라 한다. 신하에게 죽은 걸과 주는 폭군이 된다. 그들의 행적은 그들을 

죽인 탕과 무왕이 기록한다. 따라서 그들은 말도 못할 폭군으로 기록된다. 과연 실제로 그 

둘이 폭군이었을까? 

7) 맹자의 위선과 거짓

⑴ 맹자는 “본성이 선함을 도로 삼고, 말을 하면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다.”4) 맹자는 입

만 벌리면 요순을 인용하고 찬양했다. 요순은 선양을 한 성군이다. 맹자는 선양을 높이 칭

찬한다. 그러나 실제로 선양이 일어나자, 그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토벌하라고 주장

했다. 연나라 왕 자쾌(子噲)가 재상 자지(子之)에게 선양했다. 이에 반발한 세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연나라 조정이 둘로 갈려서 전쟁을 했다. 2-3년 혼란이 지속되자, 세자 

쪽이 제나라에게 구원군을 요청한다. 제나라는 이것을 연나라 정복의 기회로 생각한다. 제 

선왕은 여러 신하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 중 하나가 맹자였다. 맹자는 제선왕에게 탕과 무

왕의 고사로 답한다. 연나라 백성이 도시락 싸들고 나와서 환영하면 토벌하라. 아니면 그

만 두라. 나중에 연나라 정복이 실패했을 때, 맹자는 변명한다.

나는 토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연나라 백성이 지지 찬성하면 토벌하라고 했다. 

생각해 보라. 정복군이 진격해 오는데, 어떤 백성이 환영하지 않고, 침뱉고 욕하겠는가? 

맹자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가? 맹자는 좋게 말하면 맹하고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사

악하다.

맹자는 언필칭 요순을 들먹이면서, 왜 실제로 일어난 선양은 정복 기회로 삼으라고 하

는가? 왜 말의 앞뒤가 틀리는가? 맹자가 제선왕의 욕망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영합해서 아첨하는가? 맹자는 후자를 선택한다. 제선왕의 욕망에 따라 답을 한 것

이다. 정복해라! 그리고 자신의 유가의 종지(宗旨)인 선양을 부정한다.

* 결국 맹자의 천명 이론은 강자의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정복을 합

리화시키기 위해서 선양도 부정한다. 군주 천명론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방벌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다. 전쟁은 정(正)과 기(奇) 가운데 기(奇, 변칙)로 한다. 이

런 전쟁 통에서 정의로운 군주를 찾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런데 맹자는 천명론을 

통해서 선과 악, 올바름과 사악함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그게 가능한가?

중국은 역사상 편견을 많이 생산해 낸다. 걸이나 주를 후대에 극악하게 잔인한 군주로 

만든다. 포락(炮烙)의 형벌, 포사의 웃음 등이 그것이다. 포사라는 여자의 웃음과 즐거움

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전쟁에 진 원인을 찾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 뒤집어씌운다. 정치는 

남자들이 다 해놓고, 정작 패배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린다. 현종이 양귀비를 죽인 사건이 

4) �맹자� ｢등문공｣ 상 1, “道性善, 言必稱堯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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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역사는 이긴 자의 정당성을 근거로 기록한다.

⑵ 이처럼 맹자의 군주 천명론은 철저하게 사실을 왜곡 은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

정을 선택하게 만든다. 왕정의 폭력적 본질을 감추고, 왕정을 미화시킨다.

맹자의 왕정 미화의 방법은 왕도(王道 왕자다운) 정치, 인정(仁政 사랑의 정치)이다. 위

민(爲民) 민본(民本) 정치는 온정주의적 통치 방법이다. 어떻게 통치하느냐는 것은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마음이다. 강압이냐 혹은 온정이냐의 선택은 임금이 할 일이다. 백성은 자

신의 희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임금의 선택은 백성에게 운명이 된다. 조선시대 왕이 온

정주의로 간 이유는 신하들이 하도 드세니까, 왕이 기를 못 편 때문이다. 결코 백성 무서

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조선이 500년 동안 오래 지속된 이유이다. 그래서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적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지금 왕 쫓아내고 다른 왕 세운다

고 살림 형편이 더 나아지겠는가? 지난 이야기지만, 백성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선조를 

쫓아내고 이순신이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의 살림이 나아졌을 수도 있다.

중국이나 한국의 문헌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맹자를 극도로 존숭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씀은 지고 지당하다. 맹자는 지식인 관료의 입장을 옹호한다. 조선을 지배

한 사대부는 지식인 관료이다. 그래서 무조건 맹자를 높인다.

묵자의 이론을 알고 나서 보면, 맹자가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

다. 묵자 이론은 왕정의 대안이다. 맹자는 왕정을 신화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리

화하고 미화시킨다. 그러나 조선 시대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이 맹자에 폭 빠져서, 맹자 

이론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한다.

맹자의 군주 천명론 또는 정복 국가의 논리는 백성이 통치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나 명

분을 애초부터 부정하고 배제시킨다. 권력은 백성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기 때문이다. 백성

은 통치의 객체에 불과하다. 누가 지배층이 되는가? 이것은 백성에게 운명이 된다. 백성

은 선택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왕정은 정복 전쟁의 결과로 수립된다. 정복자는 주인, 지배자가 된다. 피정복자는 노예 

혹은 백성이 된다. 노예가 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왕정에서는 백성이 왕에게 요구할 수 

없다. 통치에 참여할 수 없다. - 이것을 맹자는 군주 천명론으로 바꾼다. 군주권은 하늘이 

내렸다. 따라서 백성은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왕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처럼 일방적 통치의 독주를 보완하는 것이 사랑의 정치(仁政), 왕자다운 길(王道)의 

정치이다. 군주와 지배층은 피지배층인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통치는 사랑이다. 

사랑이 곧 통치이다. 통치자는 강제적 힘이 아닌 인격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는 부드

러운 온정주의적 통치이다. 법가의 강압적 통치와 반대이다. 이런 통치자의 사랑에 피지배

자는 복종으로 답해야 한다. 사랑에 그저 감읍할 따름이다. 누가 관리로 오느냐, 관리가 

사랑해 주느냐는 모두 운명이다. 백성이 요구할 수 없다.

맹자는 이런 온정주의의 근거를 범신론에서 찾는다. 범신론의 신은 개체 속에 있다. 그

러므로 하느님은 각각 개인인 백성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민심(民心)이 천심(天心)

이다. 만약 민심이 바뀌면 천심이 바뀌고, 결국 군주에 대한 천명이 바뀐다. 백성이 통치

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마음, 그리고 하늘의 명령을 통하는 길 뿐이다. 한 두명

의 백성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지만, 그걸 하늘이 어떻게 알고, 

임금을 바꾸겠는가? 결국 정복 전쟁에서 승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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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묵자 국가론의 계약설적 요소

⑴ 역사적 사실을 보면, 왕정은 정복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맹자는 이것을 천명으

로 합리화시킨다. 반면 묵자는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모든 공격 

전쟁을 반대한다. 비공(非攻)이 그것이다.

묵자는 정복 국가를 합리화하기는 커녕, 그것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정복 전쟁으로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묵자는 상동(尙同) 이론을 제시하여, 국가의 기원과 백성의 복종을 설명한다. 그는 태초

의 상태를 가정하고, 거기에서 국가를 구성한다. 태초에는 평등한 개인들만 있었다. 강자

가 없었고, 정복 전쟁이 없었다. 승자 독식이라는 왕정이 수립될 여지가 없다. 즉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것을 묵자는 가정한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정복 

전쟁으로 왕조가 수립되었다.)

묵자의 가정 혹은 사유 실험에서는 태초에 개인들이 국가를 만든다.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국 혹은 가산 국가를 만드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이다. 태초의 혼란을 가정하는 이유는 태초에 사람들이 합의해서 국가를 세울 수 있기 때

문이다. 태초는 왕정을 부정하기 위한 가정이다.

⑵ 영국의 홉스가 왜 �리바이어던�을 썼는가? 당시 영국은 왕당파와 공화파가 치열하게 

싸우던 시대이다. 영국 역사에서 봉건제의 성립은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부하들에게 지방을 영지로 나누어 준데서 시작된다. 중앙에는 왕, 지방에

는 영주 제후들이 만들어진다. 이들이 영국 귀족의 뿌리이다. 이때부터 영국 역사의 특징

인 왕과 신하(제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존 왕의 마그나 카르타가 그 시작이고, 크

롬웰의 혁명으로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것이 그 절정이다. 결국 명예 혁명으로 신하의 

승리가 확정되고, 영국은 입헌 군주제가 된다. 홉스(1588~1679)는 크롬웰(1599~1658)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 왕과 신하의 전쟁이 극에 다다른 시대이다. 신하들이 왕정의 근거와 

토대를 없앨 이론을 만들고자 했다. 그것이 �리바이어던�이다. 겉은 왕정인데, 속은 공화

정인 이론이다. 홉스의 계약론은 양쪽에서 모두 욕을 먹었다. 공화파 입장에서는 계약론의 

결과가 고작 리바이어던인 왕이냐? 왕당파가 볼 때, 왕정을 부정하는 계약론으로 어떻게 

왕을 옹호하는 것이냐? 후대에 결국 공화정과 계약론이 살아남는다.

⑶ 야심가가 정복 전쟁으로 얻은 영토에 왕국을 세운다. 왕국은 왕의 재산이다. 즉 국가

는 군주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한비자나 맹자의 국가는 이런 가산(家産) 국가의 형

태이다. 백성은 군주의 재산의 일부가 되므로, 국가 통치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묵자가 태초의 상태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정복 전쟁과 왕정을 부정하는 장치이다. 정

복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왕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묵자이다. 

묵자는 각 개인들의 사적 재산을 인정하고, 그 개인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개인들의 이익 다툼과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들이 

싸울 때 그것을 조정할 상위 심급(審級)을 뽑는다. 윗사람은 개개인의 다툼과 문제를 조정

하고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국가 체제를 이룬다. 정복 국가처럼 군주와 귀족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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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과 다르다. 국가가 군주의 재산인 가산(家産) 국가이다. 영토와 

백성이 모두 군주의 소유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대 국가로 간다. 

반면 묵자의 국가는 최소 국가이다. 국가는 개인들의 갈등만 조정한다. 그 외는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의 국가가 된다.

정복 국가에서 백성은 국가 권력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 반면 묵자의 

상동 국가에서는 상위 심급의 윗사람이 아래의 이해 갈등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아래가 

위의 조정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백성이 국가에 복종해야 할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

⑷ 초신성의 폭발은 ‘중력’과 ‘열 에너지’의 균형이 파괴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중력은 안으로 잡아당기고, 열 에너지는 밖으로 발산한다. 그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둥

근 별로 존재한다. 핵 융합 반응으로 막대한 물질을 소비하면, 열 에너지는 줄어든다. 균

형이 깨지고, 중력이 더 커지면, 별은 안으로 함몰해 들어간다. 그러면 겉에 있던 물질들

이 뜨거운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핵융합을 하게 되고, 열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한

다. 그것이 초신성의 폭발이다. 

진시황부터 시작된 중국의 통일 왕조도 초신성 폭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정복 국가

는 내부에서 힘의 균형이 있다. 국가가 백성을 누르는 힘과 백성이 반항하는 힘이 겨룰 

때, 전자가 압도적으로 세던지, 균형을 이루던지 해야 국가가 유지된다. 만약 백성의 반항

이 더 세지면, 국가는 산산이 부서진다. 진시황 사후 일시에 전국에서 야심가들이 거병해

서 반란이 시작되고, 순식간에 진나라가 망한다. 이는 초신성 폭발과 맞먹는다.

정복 국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백성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가 아

니다. 정복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 국가이다. 정복 국가는 힘이 결정하는 국가인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하면, 바로 아래에서 반격을 당한다. 정복 군주가 자력으로 자기 재

산을 수호하지 못하면, 신하와 백성이 바로 반격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킨다. 그 힘을 제압

하고, 군주의 재산을 빼앗는다. 진승(陳勝)의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는 말이 그것

이다. 힘만 있으면, 누구나 빼앗아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묵자가 구상하는 국가는 국가의 힘이 쇠퇴해도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

다. 백성들 개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존재해야 자기의 재산과 생

명, 이익 관계를 조정해줄 수 있다. 이것을 그들이 직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국

가의 재건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3.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정과 공화정

⑴ 왕정 혹은 군주정과 정반대의 정치가 그리스의 폴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이

다. 공화정(republic)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라는 뜻으로 ‘국가는 개인(왕)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소유(재산)’라는 것이다. 민주정은 democracy이다. 왕의 지배가 아닌, 민

중의 지배(demo + cracy)라는 말이다. 전자는 소유의 문제라면, 후자는 정치 과정의 문

제이다.

그리스의 폴리스 민주정(polis democracy)은 도시 국가의 형태로, 오직 그리스에만 있

었다. 당시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역 국가로 존재했다. 아마도 페니키아도 도시 국가였을 

것이다. 도시 국가의 장점 혹은 특징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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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 단위의 경쟁으로 도시마다 특색과 특수성을 가진다. 정치 체제, 문화 등의 

다양성이 있다. 아테네는 문화와 철학이 주축이고, 스파르타는 무력을 중점으로 삼았다. 

폴리스들의 공존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활약하

는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신교를 만든다. 이는 연극의 토대가 된다. 신들의 이야기는 연

극으로 표현하기 좋다. 그리스에서 연극이 최초로 나온다. 

둘째, 폴리스들은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면서 식민 도시를 건설하여 무역의 거점을 만든

다. 도시 국가의 복사판이다. 영역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복사판을 만들기

가 쉽다. 영역 국가는 반드시 정복 전쟁을 해야 성립한다. 반면 무역용 도시 국가는 현지

인들의 용인을 얻기 쉽다. 그리스 건너편 터키 연안(소아시아)에 만든다. 밀레토스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가 소아시아에 식민 도시를 만들던 초창기의 일화

이다. 소아시아는 나중에 페르시아 영역이 되지만, 페르시아가 도시국가를 그대로 둔다. 

그리스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지중해를 무대로 활약하면서, 시칠리아, 이탈리아 등에도 식

민 도시를 건설한다.

셋째,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대영역 국가(세계 국가)인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서, 도시국

가 연합체인 그리스가 이긴다. 역사를 보면,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한 

국가들이 많다. 그리스와 로마, 영국과 미국이 그렇다. 물론 앗시리아, 페르시아, 징기스칸 

제국처럼 왕정 국가가 제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 한다.

그리스의 폴리스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영역인 땅이 아니라, 바다를 중시하게 된다. 

땅과 그 백성을 정복해서 획득하기 보다는, 바다인 지중해를 무대로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간다. 지중해 국가의 시작은 그리스의 폴리스이고 완성자는 로마 제국이다. 

로마는 지중해를 빙 둘러싼 영역을 지배했다. 영국과 미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땅

보다 바다를 중시한다. 정복 전쟁은 주로 땅과 백성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영역 국

가를 세운다. 이렇게 성립한 왕정은 독재 정치로 간다. 페르시아가 대표적이다. 이는 그리

스의 폴리스와 로마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⑵ 그리스의 도시 국가는 많았기 때문에 정치 체제도 다양했다. 아테네는 민주정으로 

갔고, 스파르타는 왕정이었다. 아테네는 여러 정치 체제를 거친다. 왕정에서 과두정, 귀족

정으로, 다시 민주정으로 간다. 왕정은 1명이, 과두정은 여럿이, 민주정은 모두가 통치하

는 체제이다. 민주정은 성인 남자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반면 여자나 어린아이, 노예는 

제외시켰다. 아테네는 도시라는 작은 규모 안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매사를 모두 투

표로 결정한다. 심지어 재판도 투표로 결정한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에서 볼 수 있었다.

아테네는 민주정이 성공을 거두고, 폴리스 중에 가장 커진다. 이런 아테네가 망한 것도 

민주정의 타락한 형태인 중우(衆愚) 정치 때문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이가 알키비아 데

스이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아테네 제1의 미남이고 바람둥이였으며, 수완가, 정치 

지도자, 군사 지휘관 등의 명성을 얻었다. 그는 로마의 시저(카에사르)와 비슷하다. 

민주정이 타락하면, 대중은 이성보다 감성에 휩쓸린다. 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성

이 아니라, 욕망과 감정에 휩쓸린다. 이것이 진영 논리와 결합되면, 끝없는 증오로 표출되

고, 상대를 추방하거나 죽인다. 그래서 서로 보복하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극에 달한다. 

⑶ 로마는 영역 국가로서 공화정(republic)을 펼쳤다. 건국자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로 늑

대가 키웠다는 전설이 있는 인물이다. 늑대는 ‘창녀’의 별명인 것 같다. 그렇다면 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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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인가, 천민인가? 한국의 설화를 예를 들면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 박혁거세는 

귀족, 고귀한 피를 가진 인물이다. 대부분의 건국 설화에서는 신비 위엄 권위를 가진 자가 

국가를 건국한다. 그러나 로마는 늑대 창녀가 키운 애들이 건국했다. 원래 신분이 낮았다. 

따라서 개방성이 있었다. 로마가 강해진 가장 큰 이유는 개방성이다. 능력자이면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국가는 모두의 것’ republic 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왕이 나라 전체를 소유하는 가산 국가와는 정반대이다. 나라는 모두의 소유이기에, 로마는 

원로원(senate)을 만들어서 정책을 펼친다. 능력이 있는 자들을 뽑아서 원로원 의원을 시

킨다. 원로원 의원은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 

그리스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로마는 영역 국가여서 직접 민주

주의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자, 대변인, 대리

인(representative)을 뽑아서, 그들이 국회, 의회를 만드는 개념까지 가지는 못 하지만, 

능력자들, 주로 귀족들, 군사 지휘관 등을 원로원 의원으로 보낸다. 

⑷ 간접 민주주의는 근대 이후 서양, 그리고 세계의 표준 정치 체제가 된다. 영역 국가

이므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난점의 극복 방안이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해서, 

IT 기술을 활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발생하는 사안마다 휴대폰으로 찬반 투표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우 정치5) 때문이다.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휩쓸린다. 사안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투표

하게 하면, 대중은 이성적 결정보다는 감정과 욕망에 따르게 된다.

시민의 대표자(representative)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자를 뽑아서 정치를 맡긴다

는 의미가 있다. 소수의 대표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중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나갈 수 있다.

대중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흥분하게 된다. 폭동으로 나간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2016년 촛불 시위는 100만 이상이 모였지만, 질서있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고, 결국은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한국이나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이다.

⑸ 서양에는 계약의 전통이 있었다.

군주정을 왕권신수설에 근거시키는 것과 대립되게, 서양 근대는 민주정을 계약론에 근

거를 시킨다. 민주주의 국가가 시민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계약론은 그 근원은 기독교에 

있다. 구약 성서에는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 신과 모세가 계약을 맺는다. 10계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10계명을 지키는 대신, 여호와는 그 민족을 지켜준다.

신이 인간과 계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격신과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진 존

재이다. 신은 최고의 완전자이고, 인간은 불완전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나쁜 

짓과 실수를 번복한다. 신은 절대자로서 인간의 악행과 선행에 대해 상과 벌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개개인을 처벌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움이 많다. 그래서 신은 인간과 계

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10계명을 준다. 인간이 10계명을 지키면, 

신은 그 인간을 보호해 주는 계약이다.

서양은 동양에 비해 이런 계약론이 발달해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기독교는 하늘에 

5) 중우 정치는 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이 타락한 상태이다. 반면 우민(愚民) 정치는 독재자가 

백성을 바보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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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는 초월자인 절대신을 믿는다. 사람은 그 신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신

이 개체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범신론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그 개인이 자기 내부의 신

과 상호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로부터 중국에는 민주정과 공화정, 계약론의 전통이 없었다. 그런데 묵자는 그것에 근

접하는, 또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초월신을 믿는다. 

계약론과 유사하게 국가 형성 이론을 제시한다. 이렇게 그는 맹자와 한비자의 왕정 이론

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는 이론을 세운다. 

문제는 후대의 학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대결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고작

해야 유가와 법가의 왕정 이론의 차이, 온정주의 대 엄벌주의 정도의 차이로 말한다. 이것

은 학자들의 직무유기이다.

⑹ 전쟁의 중요한 도구는 무기이다. 철기의 보급으로 무기의 다양화와 대량화가 진행된

다. 전국 시대에 철기 무기의 보편화가 정복 전쟁의 일반화를 만들어 냈다. 무기 보급의 

보편화는 정복 전쟁으로 이웃나라를 유린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한다. 그래서 왕정이 유일

한 정치 체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이런 시대에 왕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 묵자이

다.

묵자의 상동(尙同) 사상에는 서양 근대의 계약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계약론을 디테일

하게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기

존의 중국의 사상을 띄어 넘는 매우 근대적이고 획기적인 이론이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

서 같다. 여러 이유 때문에 묵자의 사상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묵자는 초월적인 유일신을 믿었다. 초월신과 인간은 각각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처럼 묵자는 중국 역사상 전에 없는 독특한 사상을 제시

한다. 범신론의 아성인 중국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혁신이다. 혁신은 기존의 

정립된 이론을 격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은 많은 반격을 각오해야 된다. 그는 꿋꿋이 

버티면서 실천에 혼신을 다했다. 그러나 진시황이 정복 전쟁으로 중국을 통일한 뒤 묵가

의 무리는 완전히 소멸한다.

묵자는 상동(尙同)으로 계약론에 가까운 이론을 제시한다. 서양의 공화정이나 민주정보

다 훨씬 시대를 앞서 갔다. 나아가 비공(非攻)으로 다국 공존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왕

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조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더더욱 무시를 당한다.

4. 자연법 사상과 개인의 개념

1)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에 있는 법’이다.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에 적용되는 

법이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가까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자연법은 자연과학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반대 개념이다. 실정법은 국회에서 인간들이 제정한 법

이다. 이렇게 인간이 제정하는 것과 다르게, 자연에 본래부터 있으면서, 인간들에게 적용

되는 법률을 자연법이라 한다.

이런 자연법 사상은 서양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여호

와 신에게서 받은 10계명도 일종의 자연법이다. 인간이 만들지 않고, 신이 만들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자연법 사상은 주로 그리스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리는 철학이 발전하



- 42 -

고 인간의 이성을 믿었다. 자연에는 인간에게 본래 주어지는 법이 있으며, 이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 이전의 로마의 주류 철학이었던 스토아학파는 개인의 이성을 떠

나서, 세계 이성이 있으며, 그 이성이 자연 세계 안에 법을 만들어 두었다고 믿었다.

자연법은 서양 근대 이후에 맹위를 떨친다. 왕과 독재자들이 실정법에 근거하는 것에 

반항해서, 왕정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로 자연법을 들고 나온다.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우위

이다.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은 무효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개혁의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자연법인가 하는 점이다. 자연법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최소한의 법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마라.” 혹은 “계약은 지켜야 한다” 등이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 

등의 10계명과 연관된다.

문제는 이런 자연법은 역사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왕정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들고 나온 자연법은 ‘천부 인권’이라 하는 것이 있다. “하늘이 부여한, 사람으로서의 권

리”는 자연법의 핵심이다. 홉스는 자연법으로 ‘생명권’을 든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

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 그것은 자연권이다. 자연법은 사람과 사회 국가를 보편적으로 

규정한다. 보편적인 법률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성과 균등성을 가진다. 나아

가 영국의 경험론의 개인주의에서 인간의 자유 역시 자연권으로 규정한다. 또한 개인의 

핵심은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영국 경험론의 개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종합하자면, 천부 인권으로 불리는 자연권은 “생명권과 재산권,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뜻한다. 바로 이 자연권 개념에서 계약론이 등장한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자유롭고 평

등한 개인이다. 그런 개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복 전쟁

에서 진 자들을 강압으로 노예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이다. 이렇게 자연법 사상

에서 계약론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들을 규

제 제어할 시스템으로서 국가는 그 개인들의 계약으로 만든다. 계약 이외의 것은 합리화

될 수 없다. 그것은 자연법 위반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계약은 최초의 계약이며 대칭적 계약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

인들이 맺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들은 대칭적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된다. 결코 대칭적일 수 없는 불평등한 개인들이 된다.

2) 묵자의 상동 이론은 자연법 사상도 계약론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태초

의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하다가 그것을 중재할 현인들을 뽑아서 지배자로 만들었다고 한

다. - 바로 이 국가 형성 이론에는 자연법 사상과 계약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

태초의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했다. 이는 자연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이 개인은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 지각을 한다. 이 결과 욕망과 감정을 가진다. 욕망 

충족을 하려 한다. 이래서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개인의 利=義

이다. - 여기에서 묵자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한다. 利=義의 핵심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묵자는 개인의 이익과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충족시켜야 할 대상

이다. 국가는 바로 그 충족을 돕는 체계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태초의 개인들은 현자를 

뽑아서 자신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이런 선출은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뽑힌 



- 43 -

현자는 아래 사람들 모두의, 모든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그것의 총합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겸애이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 묵자가 상정하는 개인은 서양 근대의 개인 개념과 거의 같다. 묵자는 경험론자이다. 

그의 철학은 많은 점에서 영국의 경험론과 비슷하다. 특히 정치와 국가 이론에서 그렇다.

묵자는 개인을 상과 벌의 대상이라 본다. 정장(正長) 향장(鄕長) 혹은 천자와 국왕이 백

성을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하느님과 귀신 역시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상과 벌

을 내리는 이유는 개인이 자기 행위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이다. 개인은 자유 의지를 가

졌다. 따라서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이 자유 의지가 바로 상동의 성립 근거이다. 자

유 의지로 윗사람을 뽑아서, 이익 다툼을 중재하게 만든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묵자는 이익과 의로움(利=義)의 개념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 생명

권을 인정한다. 자신의 이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생명이고, 그 다음이 재산이다. 재산이 

없으면 개인은 존재하지 못 한다. 윗사람의 조정은 바로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2, 태초와 계약론적 국가의 성립

1. 태초를 가정함

1) 묵자는 ｢상동｣ 편의 첫머리에 ‘태초의 혼란’을 가정한다. 이것은 묵자의 사유 실험이

다. 이는 매우 논리적인 발상이다. 안으로는 국가 내부와 밖으로는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

는 투쟁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자 사유실험을 한다. 그 결과 상동의 방

법을 제시한다.

무슨 이유로 태초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혼란의 상태인가? 이것은 묵자가 경험론에 근거

해서 인간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묵자의 이론은 경험론이며 성악설이다. 인간은 감각 경험

을 하면, 욕망과 감정을 가진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모든 인

간이 자신의 이익(利)을 의로움(義)이라 한다. 그래서 양보가 없이 이익 다툼을 한다. 묵자

는 태초의 투쟁과 혼란을 ‘이익’과 ‘의로움’으로 엮어 분석한다. 

이 다툼과 투쟁을 중재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자를 뽑아야 한다. 겸애(兼愛 전체 사랑)를 

하는 자가 현자이다. 그는 모두를 사랑하기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재한다. 그 결과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된다. 현자는 상위 심급(審級)이 되어서 중재를 한다. 이런 현자의 

체계가 바로 국가를 구성한다.

중재를 위해서, 서로 이익 다툼하는 사람들이 ‘자기 처분권’을 위의 상위 심급으로 넘긴

다. 그러면 위는 그 자기 처분권과 겸애(兼愛)에 근거해서 조정안을 내려준다. 아래는 자

기 처분권을 넘겼기에, 위의 조정에 따른다. 즉 상동(尙同 위와 같아짐)을 한다. 이렇게 

위의 겸애와 아래의 상동이 서로 교환된다. 상동은 겸애와 쌍을 이루어 국가 구성의 원리

가 된다. 국가 기본 구조는 이렇게 형성된다. 

*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利=義이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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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설이다. 그런데 현자가 이를 슬기롭게 조정을 한다. 이는 성선설이다. 그러면 이 성선

설적 요소는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그 근원은 최고의 선의 소유자인 하느님에게 있다. 하

늘이 가진 뜻은 겸애이다. 현자가 갖춰야 할 조건 역시 겸애이다. 

묵자가 보기에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성선설적 요소이다. 현자들의 중재 체계가 국가이

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은 성악설적 요소이다. 이는 태초의 혼란을 야기

한다. 이렇게 보면 상동 이론은 하느님의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서로 얽힌 것이다.

2) 최초로 되돌아감

제자백가 가운데 최초로 돌아가는 사유 실험을 한 사람이 여럿 있다. 가장 멀리 간 사

람은 장자이다. 장자는 이 우주가 시작하는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 묵자 맹자 노자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돌아간다. 노자는 역사 초창기에서 좀 지난 시기의 사회인 소국과민으로 

돌아간다. 여기에서는 장자와 묵자를 설명한다. 

왜 시간의 시작, 태초로 돌아가는가? 세계의 맨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현재를 돌아보

기 위해서이다. 현재를 왜 돌아보는가? 현재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모든 것을 시초로 환원하면, 현재는 부정된다. (태초와 시초는 비슷한 말이다. 태

초는 ‘맨 처음’이라는 뜻이다. 아래에서 혼용한다.)

⑴ 장자 – 우주의 시초로 돌아감

우주의 시작을 a라 하고 현재는 b라고 가정하자. a는 공간, 시간, 물질의 원료인 기의 

희박한 상태인 太虛이다. b에는 식물, 동물, 인간, 사회, 국가, 문화 등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a에는 없었다. 결국 b의 것들은 a 이후에 언젠가 생긴 것이다.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생멸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덧없다. 결론적으로 b는 덧없는 것

이므로, 초월 달관해야 한다. 우주 시초를 가지고 현재를 지워버리는 것 - 이것이 장자의 

철학이다. 

장자는 우주의 시초로 돌아가서 현재를 멀리 쳐다보면서, 현재의 모든 것을 덧 없는 것

으로 부정한다. 장자는 하늘 끝을 나르는 붕새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장자가 가고자 하는 

경지는 ‘無何有’之鄕의 廣莫之野에서 逍遙遊함이다. 無何有는 “어떤 있음도 없음”이다. 

그것은 “어떤 것도 없는 고을, 드넓은 들판에서 유유히 노님”이다. 아무 것도 없음, 이는 

우주의 시초에서 본 현재의 모습과 같다. 

이를 마음가짐으로 말하면, ‘心齋 坐忘’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과 “잊음에 앉아 

있음”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잊음 속에 멍하니 앉아 있으라. 씻음과 망각

은 지워버림이다. 이 역시 소요유이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소요유이다.

우주의 시초로 가는 것, 무하유지향의 광막지야에서 노니는 것은 현실에서 할 수는 없

다. 이는 상상 속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장자는 정신적으로 현실을 초월해서 우주를 

노닌다. 소요한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몸은 노예이지만, 마음은 황제여서, 천하를 호령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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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노자와 맹자의 시초로 돌아감

노자는 역사 시초의 소국과민(小國寡民)으로 돌아간다. 역사 시초이므로 문명 사회의 예

와 법률, 국가 조직 등이 없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살면서, 무위(無爲) 

자연(自然)한다. 배운 것이 없으므로 우민이 된다. 이는 우민 정치의 하나이다. 이렇게 원

시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노자는 전국 시대의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비판한다. 그리고 역사 초기의 마을 국가인 

소국과민을 이상으로 삼는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소국과민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맹자는 요순에서 하 은 주까지의 문명 발전을 �서경�에서 근거해서 설명한다. 태초에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다. 요순과 같은 성인이 그것을 근심하여서, 예(禮)를 만들

어 인간답게 살게 했다. 맹자는 역사를 예와 문화의 발전으로 본다. 맹자가 이렇게 문명 

발전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농가(農家) 때문이다. 농가는 임금도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

라고 한다. 모든 세금을 착취로 간주한다. 이것은 지배 체제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이다.

농가의 무정부주의는 왕정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맹자는 묵자와 정

반대로, 왕정을 역사의 발전으로 본다. 발전인 이유는 둘이다. 첫째 인간은 짐승과 다르

다. 짐승에게는 왕이 없다. 둘째 요순이라는 성현이 만들었다. 반론 - 짐승과 다른 것이면 

좋은 것인가? 짐승만도 못 한 것도 있다. 정복 전쟁과 왕정이 특히 그렇다. 성현이라는 

권위를 들면 다 합리화되는가? 맹자의 논증은 근거가 없다.

한비자와 법가 – 이들은 역사의 발전을 주장하는 진보 사관이다. 한비자는 오직 현재를 

중시하기 때문에, 태초를 말하는 것이 거의 없다. 법가의 ‘현재’는 힘으로 서로 싸워서 정

복을 하는 시기이다. 잔인한 전쟁이 당연한 시대이다. 전쟁이 기본이므로, 역사의 시초로 

가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⑶ 묵자 –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감

묵자는 왜 시초로 돌아가는가? 현재를 부정하고, 이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묵자는 

태초 상태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체제를 추론해 낸다.

“태초 = 0, 무규정, 없음”이다. “현재 = 여럿, 규정, 있음”이다.

그는 태초와 이상 국가를 대립적, 적대적인 것으로 놓는다. 시초로 복귀하는 이유는 시

초(무)를 가지고, 현재(유)를 부정하고자 함이다.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현

재를 부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사의 시초를 들고 와서 현재를 지우는 것이다. 이 부

정된 공간 위에, 이상적인 사회 체제’를 실현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역사의 시초는 현재를 부정하고, 그 빈 공간에 이상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같지만, 세우려는 이상은 서로 다르다. 장자 노자, 맹자 묵자와 

홉스 로크가 그렇다. 장자와 노자는 현재를 부정하고 초월하려 한다. 맹자는 왕정을 옹호

하려 한다. 묵자와 홉스 로크는 계약론으로 백성 중심의 국가를 세우려 한다.

묵자가 태초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현재 부정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

다. ② 이상적인 국가의 기원을 찾기 위함이다. 이런 탐구는 결국 백성이 지배자에게 복

종하는 이유를 찾는 것과 같아진다. 제자백가 가운데 백성이 복종하는 이유와 근거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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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묵자가 유일하다. 서양도 복종의 근거를 따지는 것은 근대에 나온다. 그것이 근대

성의 원칙 중의 하나이다. 복종의 타당성을 따짐은 정복 전쟁과 왕정에 대한 반발이다. 

⑷ 맹자 순자 한비자는 백성이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맹자에 따르면, 임금이 인격을 가지고, 사랑의 정치(仁政), 왕자다운 정치(王道)를 하기 

때문에 백성이 복종해야 한다. 순자는 예(禮)에 의해서 문명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그는 

문명 사회를 왕국으로 본다. 왕을 따르는 것이 문명 사회이다. 한비자는 권력(勢)을 든다. 

군주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서 신하와 백성을 복종시키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동원해야 

한다. 

이 세 사람은 ‘복종의 이유’를 명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다. 현실에 있는 왕정을 합리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왕이 있고 그에 따른 왕의 인격, 예, 권력이 있다. 그래서 복종하라

는 것이다. 왜 어떻게 왕이 있는가? -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한비자의 이론은 무력으로 정복해서 성공한 자가 왕이 된다는 말이다. 왕이 되어서도 

무력으로 늘 정복해야 한다. 그는 결코 이런 사실의 추악함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목이 잘릴 것이기 때문이다. 순자는 예를 문명의 기초로 삼았다. 문명을 만드는 과

정에서 왕이 지휘해야 한다. 그렇다면 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순자에

게는 없다.

제자백가는 왕의 존재의 정당성과 같은 뻔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논박하는 것이 없다. 

사유에 금기 사항이 너무 많다. 금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정의 부정이다.

2. 태초에서 국가 발생 - 두 가지 이론

태초에서 국가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사회 계약설, 둘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1) 성선설과 성악설

묵자는 역사 이전의 태초의 상태에서 국가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의 인간

을 가정한다. 아직 문화도 배움도 없다. 따라서 자신의 감각 지각에 의존한다. 그 결과 마

음에 욕망과 감정이 생긴다. 여기에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구별한다. 이익을 관철하는 

이기심이 발동한다. - 이런 인간은 경험론이며, 성악설이다. 묵자는 태초의 사유 실험을 

위해 성악설을 도입한다. 이런 방법은 홉스와 같다.

중국의 대표적 성악설은 순자 이론이다. 사람의 마음은 감각 지각에서 나온 욕망과 감

정 뿐이다. 순자는 욕망을 ‘식욕과 성욕’이라는 생리적 충동으로 규정짓는다. 이 욕망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쁜 짓을 자행하게 된다. 본성은 악함의 싹이다.

맹자는 성선설의 대표이다. 인간의 마음에 본래 선한 요소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 ‘인의

예지(仁義禮智)’가 마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에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

다. 선한 본성은 가능성으로만 주어진다. 마음 수양을 통해서 이를 현실화하면 선한 사람

이 된다. 인격자이다. 그의 선한 본성이 행위로 드러나고, 현실을 바꾼다. 현실이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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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바꾼다. 영웅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영웅주의로 간다. 맹자는 �서경�에 따라 태초를 말한다. 선한 본성을 

닦아 성인(聖人)이 된 요순 우탕 문무가 자신의 인격에 따라 윤리 도덕(禮)을 만들었다. 

예(禮)가 구현된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聖人=영웅이 성선설의 결론이다. 국가 사회와 문

명은 영웅이 건설한다. 영웅 사관은 성선설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일반인은 극단적 성

악설이 적용된다. 영웅이 세계를 이끌려면 성선설이고, 일반인은 따라가므로 성악설인 것

이다. 맹자는 이 도식을 현재의 국가에도 적용한다. 왕과 지배층은 인격을 닦아서 백성을 

다스린다. 성선설이다. 반면 백성은 그 통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맹자는 백성을 ‘갓난애’(赤子)라고 한다. 성악설의 극단이다.

맹자와 묵자는 태초에 국가가 건설된 과정을 정반대로 말한다. 맹자 - 소수의 뛰어난 

인격자인 성인이 예를 만들어 국가를 짜고 통치한다. 묵자 –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

을 의로움이라 한다. 그래서 이익 다툼을 한다. 현자가 윗사람이 되어 이 다툼을 조정한

다. 현자의 체계가 국가이다. 맹자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는 정복 

전쟁으로 국가를 만들었던 폭력과 살상을 숨기는 것이다. 반면 묵자는 다수가 아래로부터 

국가를 만든다고 한다.

퇴니스는 사회를 둘로 구분한다. 공동 사회(Gemeinschaft)는 가족이나 마을처럼 혈연 

지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비타산적이다. 반면 이익 사회(Gesellschaft)는 회사 조합 정당 

도시 국가처럼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타산적이다.

맹자는 유가 전통에 따라서 국가를 공동 사회로 본다. 國=家, 즉 나라=가족이다. 가족

들이 가부장에게 매이듯이 나라의 백성들은 군주에게 매인다.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듯이, 

군주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묵자는 국가를 이익 사회로 본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는 체제이고, 장소

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곳(common wealth)이다. 군주는 그

런 이익 실현의 보증인이고, 도우미이다.

성악설과 성선설은 국가 건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묵자가 역사의 태초를 성악설로 

설명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서 욕망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욕망은 사적 이기심으

로 표출된다. 모두 각자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의로움이라 하며, 서로 싸우고 충돌을 일삼

는다. 싸움의 원인은 “자기 이익 = 의로움”라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현자를 중축으로 하는 상동(尙同)의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상동을 시행하는 현자는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

유자여야 한다. 다투는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현자는 성선설이다.

성선설이라면 태초의 상태에서 개인들의 합의로 상동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구태여 태초에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에 대한 

합의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성악설이라면, 태초에 개인들이 싸울 것이다. 그러

나 합의로 계약을 맺을 리가 없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은 자체 모순에 이르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결국 성악설에 

근거한 묵자의 태초 이론은 성선설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재를 하는 현자들은 선한 

본성을 가졌다고 가정해야 한다. 나아가 묵자는 태초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의롭다 

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은 혼란으로 간다. - 그렇지만 묵자는 개인의 이익을 나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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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익=의로움(義=利)라 하여 긍정하고 인정한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개인의 이익을 악으로 간주하면, 현자를 뽑아서 그 이익을 조정하는 

상동은 불필요하다. 악을 구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익을 옳은 것으로 인정

하기 때문에 현자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묵자는 경험론에 철저하다. 개인을 이익-이기

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조화로운 실현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한다.

2) 두 가지의 국가 발생 이론

⑴ 태초 상태, 자연 상태에서 국가의 건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인간들이 ㉠ 성악설 – 서로 싸운다. ㉡ 성선설 – 서로 평화롭게 산다.

이 태초의 상태는 크게 보아서 성선설은 계약설로 간다. 성악설은 서로 싸워서 승자가 

독식한다. 혹은 싸워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설립한다. 홉스와 묵자의 이론이다.

⑵ 국가 이론의 두 가지 형태

ⓐ 사회 계약론 ; 묵자와 홉스, 로크와 루소,

  성악설은 홉스와 묵자, 자연 상태는 투쟁과 혼란. 계약 이후에 질서

  성선설은 로크와 루소, 자연 상태는 질서와 평화. 이후에 억압과 혼란 - 계약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 헤겔 (성악설)

성악설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① 계약론은 홉스와 묵자. ② 정복 전쟁은 헤겔

성선설은 ③ 계약론의 로크와 루소이다. 이처럼 총 3가지가 있다. 

홉스와 묵자의 계약론은 불완전한 것이다. 반면 로크와 루소의 계약론은 비교적 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서양 근대에 구현된 것이다.

셋 가운데 실제 역사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정복 전쟁, 왕정과 군주정으로 

간다. 이는 동서 간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는 중미 남미의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도 그

렇다. 이 세 나라 역시 스페인의 정복 전쟁으로 망한다.

⑶ 근대성은 서양이 만든다. 왕정에서 공화정과 민주정으로의 전환, 이것이 역사의 대세

가 된다.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은 파라다임의 변화가 있다.

고대에서 중세까지 ; 정복 전쟁 → 왕정

근대에서 현대까지 ; 왕정 → 공화정, 민주정. 

왕정에서 공화정-민주정으로 바뀐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통치의 틀 자체를 바꾼 것이

다. 이런 흐름의 대세를 만든 사람이 홉스와 계몽주의자인 로크 루소 등이다.

⑷ ⓐ는 사회 계약설이다. 태초의 혼란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호 계약을 하는 경

우이다. 홉스의 태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혼란과 싸움 상태이다. 이를 종식

시키기 위해 각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군주를 선출하고, 국가를 건립한다. 군주는 강력한 

권력으로 개인들의 이기심을 제어하여 질서를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과연 합의를 통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가? 결국 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반면 로크의 태초는 자연

법이 실현된 평화로운 상태이다. 시간이 가면서 이 상태가 와해되자, 개인들이 계약을 맺

어서 자연법 상태와 비슷한 체제를 만든다. 그것이 국가이다. 그러나 여기서 평화로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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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가 않다. 

⑸ 계약설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정복 전쟁, 왕국-왕정의 성립,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이론이다. 이는 계약설과 대조를 

이룬다. 반대의 측면이다. 백성이 계약을 함과 백성이 노예가 됨은 완전히 정반대이다. 

세계의 역사는 계약설로 간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으로 나간다. 정복 전쟁과 힘의 논리가 관철된다. 중국 역사 역시 그 길로 간다. 현재도 

일본과 중국을 보면, 침략적 경향이 있다. 이런 중국 역사에서 특이한 인물이 묵자이다. 

전쟁이 아니라, 계약과 공존, 이익의 최대화의 길로 나간다. 

고대 중세의 정복 전쟁의 논리,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극복하려 한 것이 ⓐ의 계약설

이다. 서양 근대의 홉스와 로크가 계약설을 수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대 사상가인 묵

자가 서양보다 앞서 계약론적인 상동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문제는 후대의 학자들이 이를 발전시키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3) 서양 근대의 세 가지 계약론 – 홉스 로크 루소

(1) 홉스의 사회 계약론 – 성악설

�리바이어던�은 성경 ｢욥기｣ 편에 나오는 괴물 물고기이다. 이는 왕과 왕권을 상징한다. 

왕은 리바이어던처럼 괴력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국민은 

욕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은 극악스럽다. 따라서 욕망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리바

이어던처럼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강한 왕권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왕권 신수설은 

부족하다. 신수설은 괴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태초의 인간은 욕망 뿐이다. 국가가 없기 때

문에,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한다. 싸움의 결과 모두가 손해를 본다. 홉스는 경험론자

이기에 개인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지각 경험과 욕망·이익을 긍정한다. 따라서 이런 투

쟁을 중지시키고, 모든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왕을 선출한다. 

왕이 개인들의 욕망과 행위를 제압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 이 권력의 원천은 개인들

의 권력(자기 처분권)을 위임받음에 있다. 이것을 위임하는 것이 계약의 주 내용이다. 추

상적으로 네가 왕을 하라는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그에게 위임하는 계약이다. �리

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의 왕의 모습은 개인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위임받은 모두의 자

기 처분권으로 왕은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한 권력을 가진다. 그 권력으로 극악스런 개인

들의 이익을 제어하고, 전체의 이익을 보장한다.

홉스 계약론의 문제점 : 

① 계약론은 논리적으로 민주정으로 연결된다. 개인들이 계약을 해서 독재자인 왕을 뽑

을 리가 없다. 계약론은 왕정을 허무는 이론이다. 서양 근대는 사회 계약론 대 왕권 신수

설이 싸웠다. 홉스 이론은 전체 그림이 문제이다. 계약은 자손에게도 상속되는가? 최초의 

왕은 계약으로 선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장자가 세습을 한다. 이는 계약론과 배치된

다. 

② 태초의 개인들은 이기심 때문에 싸운다. 성악설의 경우, 서로 계약을 맺을 리가 없

다. 계약 맺기 보다는 끝장 싸움으로 간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갈 것이다. 

개인들이 계약으로 넘기는 것은 성선설이다. 이는 홉스 뿐만 아니라, 묵자에게도 적용된



- 50 -

다. 이래서 로크는 성선설에 근거한 태초 이론을 제시한다. 

③ 구체적인 현실적 사항은 따지면 홉스의 이론은 현실성이 없다. 누가 주도해서, 누구

를 왕으로 세우는 계약을 맺는가? 이는 일종의 신화적인 이론이다. 사람들은 태초에 대해

서는 신화적 상상력을 발동한다. 홉스의 태초 역시 그런 신화이다. 이런 식의 신화는 홉스

의 경험론과 반대가 된다. 경험론은 철저하게 경험적 사실로 말해야 한다. 

④ 홉스의 공헌은 인정해야 한다. 최초로 계약설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홉스 당시 영국

은 신하와 국왕의 대립이 절정에 다다랐다.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왕당파를 공격해서 

찰스 1세를 죽이고, 공화정을 만든다. 영국 역사에서 단 한번 짧은 공화정이다.

이 시기를 살았던 홉스는 양자를 종합하는 이론을 세운다. 계약설과 군주 선출은 신하

와 왕의 입장을 다 반영한 것이다. 계약설의 결과가 독재 권력을 가진 왕을 뽑는다. 이것

의 문제점을 홉스가 몰랐을 리는 없다.

(2) 로크의 사회 계약론 – 성선설

① 태초를 가정하는 것, 계약을 맺음은 로크도 홉스와 같다. 

② 태초 상태가 달라진다. 자연 상태는 모두가 자연법에 따르기 때문에 평화롭다. 자연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라고 한다. 자연법은 자연에 원래 있는 법이다. 보

편적인 천부 인권이다. 반대로 실정법은 국회가 제정한다. 특수한 사항에 대한 성문법이

다. 자연 상태는 성선설이 적용되므로 평화롭다. 

③ 자연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자연법을 잊는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지만,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는 다르다.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연법을 기억하면서 협상과 합의를 해서, 국가 체제를 만든

다. 이것이 계약이다. 이 계약은 자연법을 되살리는 것이다. 

④ 자연법에 따르면, 인간은 천부 인권이 있다. 천부 인권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누가 

더 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이다. 이에 따르

면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 이는 논리적인 필연이다. 그런데 왕정에서 왕은 

일반인과 다르다. 자연 상태, 혹은 자연법에서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사람, 특권과 권력을 

독점하는 왕을 가정할 수는 없다. 로크 이론의 뼈대는 계약론이 아닌 자연법이다. 자연법

은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국가 구성을 함축하고 있다.

(3) 루소의 �사회 계약론�

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있다.” 역사의 시초에 인간은 자

유로웠다. 그러나 현재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왕정은 억압적 체제이다. 자유에서 억압으

로 가는 과정 설명은 별로 없다. 로크에 준해서 생각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 개별적 의지

가 있다.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 자유는 불완전한 것

이다. 완전한 자유는 국가가 보증할 때만 가능하다. 국가 안에서의 자유가 안전한 것이다.

②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자유 의지를 넘겨준다. 그래서 ‘일반 

의지’가 성립한다. 일차적으로 일반 의지는 개인들의 의지의 총합이다. 사회 계약으로 일

반 의지를 만든다. 일반 의지가 국가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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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일반 의지를 선한 것으로 본다. 국가의 의지이므로 선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들

의 의지가 선한 것만은 아니다. 악한 의지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의지의 총합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끼어 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자유 의지를 모두 모아도 일반 의

지가 될 수 없다. 일반 의지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개인의 의지의 총합이 일반 의지이지만, 일반 의지는 선하다고 단정한다. 그것이 

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당위이다. 그래야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정치학적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뽑았다.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슬라브족 

1000만 이상을 학살한다. 이것은 독일 사람들의 일반 의지인가?

일반 의지가 선하기 때문에, 이 의지로 구현된 국가와 국가의 정책, 그 아래에서의 시민

들은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이 국가의 규칙 제정에 참여했고, 그래서 자신이 그 

규칙에 따를 때, 참된 자유를 획득한다.

③ 루소의 이론이 기여한 바는 일반 의지이다. 홉스나 로크는 말하지 않았다. 계약의 

결과로 국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최고의 권력’을 규정하는 것이다. 루

소는 계약으로 최고 권력을 만드는 바탕을 ‘일반 의지’라고 한다. 최고 권력의 의지는 일

반 의지에서 생긴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 때, 가장 핵심 개념이 ‘일반 의

지’가 된다. 의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새로 구성할 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

가는 일반 의지를 구현한 것이다. 국가 구성의 원리가 된다. ‘일반 의지’는 법률 용어로는 

‘주권’(국가의 최고 권력)이라 한다. 그래서 민주, 공화 등의 개념이 나온다. 주권 = 최고 

권력 = 일반 의지 = 모든 국민의 의지이다. 이는 투표와 선출로 공직자와 대변인(의원) 등

의 제도로 구체화된다. 일반 의지를 법률, 제도로 구체화할 때, ‘선한 의지’가 되게 만들어

야 한다.

시민들의 의지는 악함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하기보다는 

악해진다. “도덕적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의 문제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

에서는 ‘중우(衆愚) 정치’로 드러난다. 정치적으로 두 패로 갈라져서, 상대의 대표 선수 죽

이기로 나간다. 혹은 내 돈 아닌데 팍팍 쓰자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한다. 

④ ‘일반 의지’를 선하게 만드는 방법을 미국의 건국자들이 헌법 만들 때 고민한다. 멀

리는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 가깝게는 영국의 명예 혁명, 프랑스 혁명을 보면

서, “대중의 봉기 = 폭력 = 파괴”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중의 의지가 직접 국가에 반영되

지 않게 한다. 즉 “대중의 의지 ≠ 일반 의지”로 만드는 간접 민주정으로 나아간다. 

㈀ 대의 민주주의 ; 시민의 뜻은 바로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국회를 통한다. 즉 현자

들을 의원(대리인)으로 뽑는다. 대리인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제정한다. 왜 그런가? 

많은 사람이 토론할 수 없고, 토론해도 이상한 결론으로 나갈 수 있다. 사람은 많이 모

이면 모일수록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욕망에 휩쓸린다. 대중의 무식한 욕망이 폭

발한다. 대중은 욕망 덩어리이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은 그래서 망했다. 따라서 현명한 

소수를 뽑아서 그들이 최선을 구하게 한다. ㈁ 미국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

가 아니라, 투표인단을 통한 선출한다. 대중이 투표하여 투표인단을 뽑는다. 투표인단이 

대통령을 뽑는다. 투표인단 선출에서 주 별로 승자 독식 체제로 간다. 독립된 국가의 연합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처럼 200만 표 더 받고도 낙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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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일반 의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대중의 의지는 선하지 않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휩쓸린다. 이런 대중의 의지가 선한 예외

가 있었다. “대중이 모임 = 욕망의 분출 = 비이성 = 봉기 = 폭력”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100만 대중의 봉기 = 질서 평화 축제 = 이성의 분출, 욕망을 절제”로 간 것이 

있었다. 2016년 한국의 촛불 혁명이 그렇다. 이 사건은 세계가 놀라고, 정치학자들이 놀

란다. 대중의 봉기가 폭력으로 나가지 않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3.1 운동, 4.19 혁

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전통이 있다. 이는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2021년 현재의 칠레의 헌법 개정 

운동이 역시 비폭력 이성적 운동이다. 

촛불 혁명은 직접 민주주의, 대중의 봉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다. 그래서 정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들었다.

4) 영국과 일본, 스페인, 한국의 전략

태초 상태에서 계약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성적 추론과 상상력을 발휘한 사례이다. 

영국 사람들은 섬이라는 갇힌 체계이기에 상상력이 풍부하다. 자유를 향해 대양으로 나

가는 꿈을 꾼다. 홉스의 계약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골딩의 ‘파리 대왕’ 등이 그렇다. 그 상상력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가서 미국에 이상 국가를 세움으로써 현실화되었다. 미국의 건국은 전 세

계의 국가 성립에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상 국가를 목표로 해서 세운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이다. 영국적 상상력의 끝판 왕이다. 영국은 무력보다는 문화가 발전한다. 철학 경제

학 과학이 발전했다.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식민지 획득에 기저가 되었다. 원

래 무력이 유럽 국가보다 센 동네가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 획득도 전적으로 무력에만 의

존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기본이 

일본은 문화보다 무력이 앞선다. 일본 역사는 전체가 전쟁의 연속이다. 무사들의 싸움

이 전부이다. 일본은 무사의 사회이다. 외부의 적이 일본 본토를 정복한 것은 미국이 유일

하다. 섬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 그런 고립된 환경 속에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끝없이 싸웠다. 그들은 세상을 전쟁으로 생각한다. 그런 발상이 결국 1800년대 말에서 시

작해서 2차대전까지 한국 중국 동남아 남태평양을 침공하게 만든다. 

타인과 인간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사랑과 연합, 증오와 전쟁이 있다. 일본은 증오와 전

쟁 이외에 인간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지 못 했다. 남들과 공존 대신에, 전쟁으로 남들을 

지배하려 들었다. 

영국은 식민지를 획득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별로 없다. 100

년 전쟁 때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와 싸움에서 지고, 유럽 대륙을 포기한다. 왜 영국은 

프랑스로 침입한 것인가? 프랑스 서쪽 바닷가 지역인 노르만디를 지배했던 자들이 노르만 

족이다. 그 우두머리인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침략해서 지배한다. 영국 + 노르만 

지역 왕국을 건립했다. 후에 프랑스에게 노르만 지역을 뺏긴다. 그래서 침공한다.

영국의 식민지 획득은 정복 침략 전쟁도 있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침략 정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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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국가는 스페인이다. 그들은 중남미를 침략하여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을 정복한

다. 백성을 노예로 삼고, 철저하게 착취한다. 

영국은 부드러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넓고 오래 식민지를 유지한다. 영국

은 식민지에 비해서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뛰어났다. 무력을 빼면 내세울 

것이 없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중남미 정복과는 큰 차이가 있다. 

스페인은 정복 약탈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진출한다. 약탈할 만한 것이 있었던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을 정복한다. 이들 나라는 안데스 산맥 등의 고지대에 있었다. 높기 때문

에 비교적 살기가 좋았다. 따라서 강력한 왕국이 있었다. 그래서 정복 약탈의 대상이 된

다. 반면 평지 지역인 브라질은 강한 나라가 성립하지 않고, 미개한 부족들만 있었다. 그

래서 약탈할 것이 없었다. 스페인이 눈길도 안 준다. 약한 나라인 포르투갈은 멕시코나 

안데스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 하고, 스페인이 포기한 평야 지대를 점령한다. 브라질이 그

것다. 

일본은 무력은 있는데, 문화 과학 예술이 없었다. 영국과는 정반대였다. 일본은 한국 만

주 대만 등의 식민지에서 ‘군사 통치’ ‘무단(武斷) 통치’를 한다. 사무라이의 전통이 구현

된다. 이는 징기스칸 제국과 비슷하다.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한다. 약탈을 할 뿐, 문화나 

문명을 남겨준 것은 없다. 영국은 식민지에 많은 것은 남겨 준다. 예를 인도의 민주주의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무단 통치를 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자각한다. 3.1 운동은 

무단 통치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현재 민주주의는 한국에 있지만, 일본에는 별로 없다.

영국은 서쪽으로는 대서양, 동쪽으로는 유럽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영

국은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택한다. 영국은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해서 깨진다. 

이후 영국은 유럽 대륙을 포기하고, 반대로 바다로 간다. 이런 영국의 전통 때문에 요즘도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고, 아시아로 접근한다. 

영국과 반대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대양이 아니라, 대륙으로 진출한다. 끝임없이 

대륙을 침략한다. 고려말의 왜구, 조선의 임진왜란, 그리고 명치 유신 이후의 동아시아 침

공이 그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두 섬나라이다. 공통점은 미국의 최우방국이다. 유

럽에서 첫 번째 동맹국이 영국이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맹국은 일본이다. 왜 그런가? 

이 두 국가는 대륙의 세력을 막는 방파제이다. 미국은 대륙 국가이다. 대륙이 한 국가이

다. 따라서 육지에서 진출은 관심이 없다. 대양으로 진출한다. 여기에 맞설 나라는 유라시

아 대륙에만 있다. 유럽에서부터 히틀러의 독일, 스탈린의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모택동의 

중국이다. 그래서 이들을 막을 거점으로 유럽에서는 영국,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택한다.

현재 미국의 적은 러시아→중국으로 변한다. 중국 포위의 핵심은 일본이다. 요즘은 대만

에도 관심을 둔다. 이래서 미국은 일본을 corner·stone (주춧돌)이라 한다. 

여기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인가? 한국은 대륙에서 삐져나온 반도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륙 세력이 일본을 겨누는 비수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대륙을 깊숙이 

찌른 비수이다. 그러나 대륙과 하나이다. 그래서 한국을 linchpin(바퀴 멈추는 비녀)이라 

한다. 대륙 세력의 전진에 꽂는 비녀장이다. 일본과 한국은 주춧돌과 비녀장의 차이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등 연합국은 독일을 4개로 분할 점령한다. 독일이 다시는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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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애먼 한반도만 소련과 분할시

킨다. 참전한 러시아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한반도를 갈라서 북쪽을 준 것이다. 북쪽은 산

악 지역이라 인구가 적었다. 반면 미국이 점령한 남쪽은 평야 지역이고, 주요 지역이다. 

그런데 미국은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뺀다.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를 포기한 것으로 짐작하고 남침을 한다. 6.25가 그것이다.

영국이 대양을 중시했듯이 미국도 대륙보다 대양을 중시한다. 그래서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중요한 나라가 된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이 더 센 지형이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하

면 한국이 최전선이 된다. 밀리면 일본으로 후퇴하면 된다. 한국을 꼭 지킬 이유가 없다.

3. 묵자의 태초의 가정과 국가의 발생

1) 묵자의 태초 이론

태초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직 국가는 형성되지 않은 역사의 맨 처음 단계이다. 태초에 

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의로움(義)이라고 했다. 이익(利) = 의로움(義)이다. 국가 발생 이

론에서 중요한 것은 利보다 義이다.

｢상동｣에서 핵심 개념은 ‘義’(의로움)이다.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義(의로움)’ 개념을 소

홀히 여긴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동(尙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 받

기 힘들다. 그렇다면 ‘의로움’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묵자가 말하는 태초의 상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 규정된 정부가 없다. 무규정의 상태이다.

⑵ 각 개개인마다 자신의 이익(利)을 가진다. 

⑶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利)을 의로움(義)이라 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진다. 

⑷ 각자 자신의 의로움을 옳다 하여 관철하고, 타인의 의로움을 그르다 한다. 

⑸ 서로 험하게 싸우면서, 겸애하지 않는다. 

⑹ 개인들 사이에서 해결이 불가하다. 그래서 현자의 자질을 지닌 조정자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묵자의 과제는 개인들 사이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여서, 각 개인들의 이

익을 보장하고, 그 이익들의 총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태초에는 정부의 규제가 없어서 

개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격렬하게 싸운다. 따라서 정부를 수립하여서, 상호간의 다툼을 

조정하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묵자가 제시하는 국가 형성 방식은 태초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현자를 추

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자면, 

⑴ 태초의 최초의 상태는 국가가 없었다. 

⑵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의로움이라 한다.

⑶ 이 두 전제에서 나오는 귀결은 다툼, 혼란. 싸움이다.

⑷ 국가는 없고, 욕망(이익)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혼란을 가져오는가? 바로 의로움이다.

⑸ 욕망만 있다면, 싸움이 단순해진다. “욕망 이익 = 의로움”이라 하기 때문에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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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치열해진다. 정치의 본질은 ‘의로움’(명분)이다. 욕망 이익은 개인적 성향이다. 의로

움은 사회적 국가적 개념이다. 개인의 욕망 이익이 의로움으로 환산될 때 사회 국가가 형

성된다. 주노 변증법이 아니라, 추대와 계약으로 가는 이유이고, 원동력이 된다.

⑹ 묵자가 추대 계약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 이것을 만드는 원동력은 욕망 이

익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개념이다. ‘욕망 이익’만 있으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간다. 중국이 이런 역사로 간다. 그들은 의로움을 따지지 않고, 오직 힘 권력만으로 따진

다. 반면 묵자는 개인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긍정한다. 국가가 그것을 실현시켜야 한다.

2) 정의와 타협 가능성

⑴ 절대적 정의, 혹은 정의의 독점의 문제

국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정

의’(선)라는 개념이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가끔은 자각한다. 그러나 ‘의로

운 사람’(정의)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 한다. 오히려 정의롭다

고 착각한다. 그래서 더 나쁜 짓한다. 개인이 과연 ‘정의,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가? 

본인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남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다. ‘정의, 의로움’의 개인화, 사적 소유가 문제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

대로 완전한 정의나 의로움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권

력을 가진 자들이 더 정의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조국과 가족은 불법, 부도덕함을 저질렀다. 철저하게 처벌 응징해야 한다. 

조민을 고졸자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자는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라는 것은 조국 

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 판사 국회의원의 자녀들의 입시를 전수 조사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은 정의롭다 미리 정하고, 어떤 특정인을 정의로 단죄하는 것은 문제이다.

⑵ 정의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것

묵자가 말하는 “이익 = 의로움”, 이는 의로움(정의)을 ‘개인화, 사적 소유’로 만든다. 절

대적인 의로움은 없다. 모두 자기 이익(욕망)만큼의 의로움을 가진다. 보편적 절대적 유일

한 정의는 없다. 다만 권력의 차이에 따라, 약한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어렵다.

묵자에게서 정의란 서로 타협할 수 있다. 절대적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개인의 이익-의로움(利義)은 절충 조정될 수 있다.

유일 절대 보편의 정의나 선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다. ① 유가에서는 윤리 도덕은 하나

이다.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하나의 불변의 것이다. ② 법가는 최고 권력이 정의와 의로움

이다. 타협이 불가능하다. 묵자는 이런 절대주의를 배격한다.

합의와 타협의 가능성 – 묵자의 정의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

문이다. 나의 정의가 절대 보편 유일이면 타협 합의가 불가능하다.

⑶ 강자와 정의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강자’이다. ‘강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최고 권력자. ㈁ 능

력자. 생산과 전쟁(耕戰)에서 능력 발휘하는 사람. ㈂ 현자 – 현명한 자. 지적으로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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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중 어디에 속하는가?

트라시마코스가 보건대, ‘강한 자’의 이익이 정의여야 한다. 강하지도 않은 자, 약한 자

가 사회 구조 때문에 강한 자가 되어서, 그의 이익이 정의가 되면 안 된다. 능력자여서 

결과를 내는 자가 강자이다. 능력이 없어서 결과를 못 내는 자가 강자가 되는 사회 구조

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자’가 무엇이며, 누구인가? 이 문제이다.

이는 다른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강한 자가 이기는가? 이기는 자가 강한가?” - “강

한 자가 이기는 사회”는 발전한다.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서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긴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가난한 집 아들

과 재벌 아들이 똑같이 출발했다고 하자. 누가 이기는가? 당연히 재벌 쪽이다. 그렇다고 

그가 강한가? 그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지와 상관없이, 출발점에서 그는 이미 승리한 것이

다. 이런 구조는 재벌 아들로 지지리 못난 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것이 용

인되는 국가는 위태롭게 된다. 신라의 골품제가 대표적이다.

정의와 강자는 약간 다르다. 정의를 소유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경우 -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 ‘강함’은 능력을 뜻한다. 능력자가 정의를 소유함이다. 그러나 약자인데 사회 구

조 때문에 강한 자가 된 사람이 정의를 소유하는 자인 경우 - 이는 문제가 있다. 이 ‘강

함’은 특권층, 높은 신분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능력과 상관없이 가질 수 있다. 

무능력자 약자가 정의를 소유함이 된다.

김정은, 이모씨 - 이들은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력 돈 명성을 소유한다. 강자

이다. 그런데 그것에 걸 맞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약자이다. 그러나 

권력 돈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강자이다. 약자=강자,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순

이 사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을 보면, 능력자가 권력과 돈을 가져야 한다. 그 능력으로 얻는 것

이다. 이점에서 강자가 정의를 가진다. 반면 무능력자인데, 신분이나 특권 때문에 높은 자

리에 있다. 이런 무능력자가 특권과 신분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정의는 아니다.

강자의 정의는 절대적 보편적 유일한 것이 아니다. 능력자가 결과를 보여줄 때, 정의를 

소유한다. 능력자가 권력과 정의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무능력자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은 불의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세습, 불공정 경쟁이다. 능력자의 검증은 

결과가 증명한다.

⑷ 묵자의 상동은 현자를 뽑아서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현자는 정의를 세우고, 그

것을 실현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 현자는 능력자여야 한다. 다투는 개인들의 ‘이익-의로

움’(利義)을 포괄하는 정의를 세운다. 그것을 적용해서 질서와 평화를 이룬다. 능력자가 

그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점에서 트라시마코스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3) 묵자의 욕망 긍정

⑴ 태초에는 국가가 없었다. 따라서 개인들을 규제하는 상위 조직이 없다. 독자적인 개

인들이 서로 싸운다. 싸움의 원인은 욕망이다. 모든 개인은 욕망을 가진다. 욕망에서 이

익, 이기심이 나온다. 여기에서 욕망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온다. 긍정과 부정이다.

묵자와 순자는 욕망을 긍정한다. 순자는 욕망을 긍정하되, 욕망이 예(禮)의 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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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욕망이 긍정된다. 욕망은 일방적으로 예에 종속되어야 한다. 예(禮)는 옛 성현들이 만

든 것이다. 과거에 만든 규칙인 예(禮)가 현재의 개인의 욕망을 규제한다. 이는 개인의 욕

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 오히려 개인들의 욕망 위에 군림한다. 이는 정복 전쟁의 

지배-복종의 관계 비슷하다. 

묵자는 반면 개인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가 사회

를 구성한다. 현재의 개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체제를 구성한다. 상동이 그것이다. 이

를 위해서 묵자는 욕망-이익에 ‘의로움’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넣는다. ‘의로움’ 개념 때문

에, 개인의 욕망은 국가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 과거의 성현이 욕망 처리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개인들의 욕망에 근거해서 의로움을 만든다. 의로움(정의)이 

국가 체계의 기초가 된다. 욕망은 충돌할 뿐 접점이 없다. 의로움은 타협점이 있다.

태초의 혼란의 원인은 개개인의 ‘의(義)’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이로

움(욕망)을 의로움으로 정당화시켜서 서로 싸운다. 태초는 물자와 재물의 생산이 한정적이

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들 스

스로 자신의 이익을 선과 의로움으로 규정하고, 타인의 이익을 의롭지 못한 악으로 규정

짓는다. 그러나 묵자는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인정한다.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적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공자나 맹자 등의 유가의 기본 사상은 윤리와 도덕이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 욕망과 이

기심을 죄악시한다. 내면적 인격 수양을 통해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모든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인 것을 향하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중요시한다.

법가 사상의 기본은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에 있다. 개인들은 철저하게 욕망-이기심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군주가 국민 개개인을 움직일 때 그 욕망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법가는 국가 통치의 입장에서 개인의 욕망을 해석한다. 부국강병이라는 국가 목적을 위해

서 개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두 손잡이(二柄)가 상과 벌이다. 상은 그 개인에게 이

익을 주는 것이고, 벌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인간은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처럼 법가는 오직 통치의 관점에서만 이기심을 인정한다. 따라서 군주 이외의 백성과 

신하는 권력과 사적 재산 소유가 없어야 이병(二柄)의 사용이 용이하다. 극도로 배고픈 자

는 약간의 음식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다.

4) 태초의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 – 상동(尙同)과 정장(政長)

⑴ 태초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동급이다. 개인들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利 = 義’는 개

별적 개인적 사적인 의로움이다. 모두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 동급이고, 구별되지 않기 때

문이다. 모두 사적 의로움을 가진다. 같은 급(級)이기 때문에, 힘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싸움을 멈추게 하려면 급을 바꾸고, 분리해서 높은 급을 만들어야 한다. 급이 달라지면, 

높은 급이 낮은 급을 조정할 수 있다. 높은 심급(審級 심판자의 급)이 그 아래 사람의 분

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⑵ 급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

① 싸움, 전쟁 -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 역시 급을 나눔이다. 승리자는 맨위가 되고, 

패배자는 맨아래가 된다. 맨위와 맨아래는 극단적으로 반대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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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뺏기고,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너무 극단적이다. “1

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이는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의 결과이다.

② 이장(里長) ~ 정장(政長)을 추대함 – 다투는 개인들이 합의하여 현자를 추대하여서, 

상위 심급(審級 심사하는 급수)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들의 다툼을 중재 조정해 줄 윗 단

계를 만든다. 상위 심급을 만들고, 윗 심급의 사람이 아래의 개인들의 이해 다툼을 조정해 

준다. 이것이 묵자의 이론이다.

①은 말이 안 된다. 상식적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②가 맞다. 그러나 역사는 ①로 갔다.

묵자의 추론은 매우 이성적이다. 이런 상위 심급이 국가 조직이 된다. 국가는 개인들의 

이익을 조정해 주는 기구가 된다. 이는 최소 국가이다. 

경찰 국가는 경찰이 국가 질서를 유지한다. 경찰이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독재자

가 지배하는 체제이다. 이는 최대 국가이다. 나아가 법가가 주장하는 바, 군주가 천하 정

복의 야망으로 국민을 생산과 전쟁에 동원하는 것은 최대 국가이다. 

야경 국가는 야경꾼이 도둑을 막아준다. 범죄 방지처럼 국가는 최소 질서만 잡아준다. 

그 안에서 국민 각자 알아서 잘 산다. 자유 방임 체제이다.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조정하

고 보장하고 최대화시켜 주는 조직이다. 이것은 경험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서 나온 

국가의 모습이다.

⑶ 상위 심급을 만들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은 ‘利 = 義’라는 개인적 의로움이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다. 이익은 개인적인 것이다. 반면 의로움은 

개인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타협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의

로움이기 때문이다. 독재자는 유일 절대의 정의(의로움)를 내세운다. 따라서 절충 타협이 

불가능하다. 개인은 그냥 유일 절대의 정의에 복종해야 한다. 군주 독재이다. 묵자는 이것

을 반대한다.

⑷ 묵자는 태초의 혼란의 종식 방법으로 이장(里長) ~ 정장(政長, 정치 우두머리)의 추

대를 제안한다. 다투는 개인들이 ‘현자(賢者)’를 추대해야 한다. 현자의 덕목은 겸애이다. 

전체를 사랑하는 능력(兼愛)이 있어야, 서로 이기심으로 다투는 개인들을 중재할 수 있고, 

또 다투는 개인들 모두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

다. 정장이 없던 태초에는 개인의 이익이 최소화되었다면, 정장의 등장 이후는 전체의 이

익이 최대화될 것이다. 이처럼 전체적 이익의 조화는 국가 정세의 안정과 개인의 이익의 

정당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재판관이며, 판단자인 정장의 결정에 반드시 복

종해야 한다. 상동(尙同 같아짐을 숭상함)이 그것이다.

이런 정장의 위치를 고수하려면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다. 이 권력은 아래의 자발적 복

종인 ‘상동(尙同 위와 같아짐)’에서 생겨난다. 이 시점에서 겸애와 상동의 상호 교환관계

가 발생한다. 통치 구조의 발생에서 겸애는 사랑의 베풀기이다. 겸애의 크기와 상동은 비

례한다. 윗 단계인 상위 심급으로 갈수록 겸애에 대한 책임은 가중된다. 특히 계약의 구조

로 갈수록 더 그렇다. 개인들의 욕망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증폭하기 때문이다.

묵자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가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다.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복종의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했다. 묵자의 답은 바로 상동

(尙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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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동 - 태초의 자연 상태와 조정자의 필요성

묵자의 상동 이론을 다시 설명해 보자.

1) 역사의 시초에 대해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⑴ “옛날에 백성이 처음 생김에 아직 

‘형벌로 하는 정치’(국가 정부)가 있지 아니할 때에, 대개 

‘사람들이 의로움을 달리했다’고 말한다. 이런 까닭으로 

한 사람이면 곧 하나의 의로움이 있고, 

두 사람이면 두 의로움이 있고, 

열 사람이면 열 의로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더욱 많으면, 이른바 

의로움이라 이르는 것도 또한 더욱 많아진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옳다’ 하고, 남의 의로움은 ‘그르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로 비난한다. 

⑵ 이로써 안으로는 아버지와 자식, 

형과 아우가 원망과 미워함을 짓고, 흩어져서 서로 화합할 수 없었다. 

천하의 백성이 모두 물과 불, 독과 약으로서 서로 헐뜯고 해쳤다.

남은 힘이 있음에 이르러도, 그로써 서로 노동해 줄 수 없었다. 

남은 재물을 썩혀 버려도, 그로써 서로 나누지 않았다. 

좋은 방법(道)을 숨기고 감추어서, 그로써 서로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천하의 어지러움이 짐승과 같이 그러하였다.

⑴ 古者 民始生. 未有刑政之時. 蓋其語 ‘人異義’. 

是以 一人則一義. 二人則二義. 十人則十義. 

其人茲衆. 其所謂義者亦茲衆. 

是以 人是其義. 以非人之義. 故交相非也. 

⑵ 是以 內者 父子·兄弟 作怨惡. 散 不能相和合. 

天下之百姓. 皆以水火·毒藥 相虧害. 

至有餘力. 不能以相勞. 腐㱙餘財. 不以相分. 隱匿良道. 不以相敎.

天下之亂. 若禽獸然.    「상동」 상1

⑴ 묵자는 ｢상동｣ 상 중 하 모두의 첫머리에서 태초의 상태를 말한다. 

｢상동｣ 상은 ‘刑政’이라 하지만, 중과 하는 ‘正長’이라고 한다. 둘은 대략 같은 의미이

다. 刑政의 政은 正과 같다. 바로잡음이다. 刑政은 형벌로 사람들을 바로잡음이다. 正長은 

바로잡는 우두머리이다.

태초는 정장(正長)이 없다. 正長은 ‘바로잡는 우두머리’, 혹은 ‘정치의 우두머리’(政長)이

다. 외부에서 규제하고 제어하는 자, 즉 정장(正長 바로잡는 우두머리)의 형정(刑政 형벌

로 바로잡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자유 평등한 독립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은 다 그렇다. 이런 ‘개인’(人) 개념은 서양의 경우 근대에 천부 인권과 자연법 사상, 

사회 계약론이 성립할 무렵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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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의 사람들이 서로 싸웠다. 제각기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로움이 다른 이유는 

‘이익’이다. 개인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경｣ 8에는 ‘義=利’라고 한다. 

“의로움은 이익이다.” 묵자는 경험론자이다. 따라서 개인의 감각 지각을 근본으로 생각한

다. 감각을 하면 욕망과 감정이 생긴다. 욕망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의롭다 한다.

문제는 자유 평등한 독립자로서 개인이기 때문에 제각기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주

장하면, 서로 다툴 수 밖에 없다. 태초의 사람들이 의로움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로움(義)은 이익·이로움(利)”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은 정의롭고, 타자의 이익은 불

의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한다. 두 사람이면 두 개의 의로움, 열 사람이면 

열 개, 백 사람이면 백개, 천 사람이면 천개의 의로움이 있게 된다. 이래서 모든 개인은 

서로 다투게 된다.

⑵ 약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가? 독과 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약학에서 상식으로 

‘약 = 독’이다. 무엇이 이 차이를 결정하는가? 양, 복용 방법, 횟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뱀독, 벌독은 동시에 약이다. 따라서 묵자는 사람들이 독과 약으로 서로를 해쳤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의로움’이라 하는 것과 ‘힘과 재물, 방법(지식)’의 셋을 나누지 않음은 어

떤 관계가 있는가? 이익은 ‘힘, 재물, 방법’에 있다. 싸워서 이기면, 이것을 자신만 독점한

다. 독점이 싸움의 목적이다. 반대로 상동을 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자. 그러면 시너지 효

과가 생긴다. 예컨대 힘쓰는 노동을 함께 하여 협업과 분업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엄

청나게 생산이 증진된다. 재물은 두엄과 같다.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어 뿌리면 거름이 된

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동을 하는 이유는 이익의 총량의 증가에 있다. 싸워서 이

긴 승자가 독식을 하면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의 총량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싸움에 드

는 비용,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묵자의 말이 맞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이성에 아니라, 감성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싸움과 전쟁으로 간다. 로마 전성기의 철학인 스토아 학파는 감성을 죽이고, 이성

을 따르자고 호소한다. 

⑶ 묵자가 자연 상태인 태초를 가정하는 이유는 ‘이상적 국가’를 추론해 내기 위해서 

이다. 정복 전쟁을 통해 형성된 ‘왕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묵자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태초라는 역사의 시초를 도입하면서, 정장(政長)과 형정

(刑政)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태초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있는가?

태초를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로크는 자연법에 따라 평화롭게 사

는 시기로 규정짓는다. 둘은 각각 성악설과 성선설이다. 이는 국가 성립의 근거를 유추하

기 위한 작업이다. 태초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현재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대안을 제시

한다. 홉스 당시는 유럽 모두가 절대 왕정의 시대였다. 그는 이런 체제에 대한 저항의 목

적을 담고 계약론 사상을 펼쳤다. 그가 최초로 제안한 계약론은 비록 왕정을 옹호한 것이

지만, 결국 왕정의 정당화 이론인 ‘왕권 신수설’을 와해시킨다. 

장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 역사의 시초가 아니라 우주의 시초를 가정한다. 그는 국가의 

형성보다는 현재의 문명 세계를 부정하는 데에 관심을 가진다. 우주 시초에는 다만 기

(氣)만 있었다. 현재 세계의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생겼다. 생긴 것은 없어진다. 덧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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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현재의 모든 것을 초월 달관하자. 이것이 우주 시초를 불러낸 장자의 결론이다.

노자는 우주의 시초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계를 “도(道)→1→2→3→만물” 혹은 

“無→有”의 유출설로 설명한다. 우주 시초에 세계가 만들어짐은 “無→有”로 나감이다. 이

는 ‘있음과 없음’의 모순이다. 이 사이에서 그는 객관 필연성인 도(道)를 이끌어낸다. 시

초에는 없었는데, 현재에는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생겨난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그 생겨

나는 과정을 ‘도(道 길)’라 한다. 시작과 현재 사이의 생성된 그 어떤 것은 다양하게 생겨

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 세계에 몰두한다. 현상의 배후에는 도가 있다. 사람

들은 현상은 보고, 도를 인식하지 못 한다. 노자는 현상을 지우고, 도를 보게 하는 방법으

로 시초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태초나 시초는 지우개와 같다. 현재와 현실을 지운다. 홉스 장자 노자 다 똑

같다. 묵자는 태초를 가정함으로써, 현재의 정복 전쟁과 왕정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국가

의 틀을 마련한다.

2) 묵자의 의로움 = “제도적 의로움, 제도적 선”

⑴ 태초에 개인들이 각자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 여기에서 싸움 대신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수단, 원천은 ‘의로움’이다.

왜 의로움이 개인의 소유가 되는가? 왜 개인들은 각자 의로움을 가지는가? 묵자의 도식

에 따르면, ‘義=利’이다. 개인의 이익이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이익만큼 의로움이 있다. 개

인적인 의로움이다. 그냥 ‘이익’이라 하면 되지, 굳이 ‘의로움’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의로움은 정당화의 명분이다. 개인의 이익이 의로움이므로, 개인의 이익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경험론은 개인의 감각 지각을 출발점으로 하므로,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을 

긍정한다. 감각 지각에 의한 경험은 욕망과 감정을 일으킨다. 욕망은 이기심으로 표출된

다. 이 모든 것은 개인 단위로 일어난다. 따라서 경험론은 개인주의로 간다. 또한 개인이 

개인일 수 있는 이유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유가 박탈되고 노예처럼 굴종하면 그

것은 개인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험론은 자유주의로 간다.

묵자의 철학은 전반적으로 경험론이다. 따라서 서양 경험론의 모든 특징을 가진다. 그는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을 인정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개인들은 욕망을 가지며, 

또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서로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인정 투쟁에 목말라 있다. 이 결

과 태초는 이익 다툼의 혼란에 빠진다. 이 혼란에서 묵자는 개인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죄

악시하지 않는다. 나아가 홉스처럼 개인의 이기심을 제압하기 위해서 괴력을 가진 군주를 

상정하지도 않는다. 개인들이 협의해서 윗사람을 뽑아서 그가 조정해 준다. 여기에서 묵자

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십분 발휘한다. 묵자는 개인의 이기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다. 

둘째, 의로움이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보편적 일반적인 하나의 의로움이 있다. 묵자의 

태초의 개인들은 각자 의로움을 가진다. 반면 유가나 법가는 보편적인 하나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보편적 의로움 앞에서 개인적 의로움은 부정된다. 公과 私를 구별하고, 公을 인

정하고, 私를 부정한다. 군자냐 소인이냐 양자택일 뿐이다. 묵자와 정반대의 길을 간다. 

묵자는 개인적 의로움과 보편적 의로움이 연결된다고 본다. 국가는 공적인 체계이다. 의



- 62 -

로움을 구현한 조직이다. 개인도 의로워야 하지만, 국가는 당연히 의로움이어야 한다. 헤

겔은 국가를 인륜(人倫)의 최종적 구현자로 본다. 인륜 국가이다. 

태초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그래서 싸운다. 그렇지만 그 의로움에 

근거해서 국가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의로움은 혼란·다툼도, 질서·평화도 다 함축한다.

셋째,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면, 의로움이란 자신의 행위의 방향을 뜻한다. 이

익이 이기심을 만든다. 이기심에 따라 행위하면 비난받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

하면, 당연히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의로움은 행위의 당위성을 뜻한다.

문제는 의로움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로움’은 ‘자기 처분권’을 뜻한다. 내가 어떻게 행위할지를 결정하는 권한

을 ‘자기 처분권’이라 한다. 태초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기 처분권을 갖는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이익 다툼을 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자기 처분권’

을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지능과 이성의 편차가 심하다. 그 처

분권을 현자에게 넘기자. 그래서 현자가 현명하게 결정한 대로 행위하자.

현자의 체계가 국가의 체계가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이성, 의로움의 구현자가 된다. 

⑵ 묵자의 “義 = 利”는 절대적으로 옮음’을 부정하는 일종의 상대주의이다. 모든 개인

의 이익에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그 이익과 의로움을 긍정한다면, 모든 개인의 이익은 차

별화되지 않는 동등한 차원이다. 이런 말은 한 사상가는 묵자 밖에 없다. 

묵자는 인간을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개인은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은 상과 벌의 대상이다. 다르게 말해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의로움=이익

(義=利)이라고 한다. 이런 의로움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

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주장하면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이기심이 합리화되는 근거는 바로 이런 심판과 상과 벌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자기 처분권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⑶ 묵자는 역시 시초인 태초를 말한다. 반면 로크나 루소는 자연 상태를 제시한다. 태

초와 자연 상태의 차이는 무엇인가? 태초는 현재의 통치 질서가 없는 시초이다. 태초는 

현재를 부정하고 지우는 지우개이다. 지운 공간에다 이상적인 국가를 설계한다.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구현된 상태이다. 자연법의 다른 이름이 ‘자연 상태’이다. 자연법

에 근거해서 실정법을 판단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묵자는 이런 자연법 사

상이 없다. 단지 태초만 말한다. 홉스는 묵자와 비슷하게 태초를 말한다. 성악설이다. 로

크는 홉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태초 대신에 자연 상태, 즉 자연법을 말한다. 성선설이

다.

⑷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견해의 차이

묵자는 태초의 인간을 구성원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이 의로

움이고, 이것이 국가 구성의 기초가 된다. 국가는 모든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위에 건설된

다. 이익이 의로움으로 전환되면, 이익의 총합을 구성할 수 있다.

맹자는 백성을 적자(赤子: 갓난애)로 본다. 갓난애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직 

돌볼 대상이다. 따라서 그 행위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 그래서 백성은 통치의 객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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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배층이 갓난애처럼 돌봐줘야 할 대상이다. 통치자는 백성에게 책임을 묻고 상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육과 타이름을 통한 교화를 해야 한다. 통치는 교육이다. 형정(刑政 형

벌로 정치를 함)이 아니다. 백성의 지위는 갓난애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묵가의 이지(夷之)는 맹자와 논쟁에서 겸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서경�의 ‘적자(赤子)’를 

인용한다. 맹자는 백성의 지위를 이렇게 말한다. 어린애가 기어가서 우물에 빠지는 것은 

어린애의 죄가 아니다. 백성은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보살필 대상이다.

묵가학파도 �서경�을 교과서로 삼았다. 똑같은 ‘赤子’를 다르게 해석한다. 맹자는 말 그

대로 어린애이므로, 백성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국가 

통치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묵가에 따르면, 적자(赤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

다. 무한한 사랑은 겸애이다. 사랑에 차별이 없음이다. 이는 윗사람이 조정할 때 필요한 

덕목이다. 

얼핏 보면, 유가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묵자의 ‘이장→향장→정장’과 비슷한 체계

이다. 그러나 내용이 달라진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가족 사랑의 확장이다. 가산(家

産) 국가의 확장이다. 이장→향장→정장은 겸애의 확장이다. 겸애는 차등이 없다. 개인들

의 이익을 차별하지 않는다. 齊家-治國-平天下는 가족 사랑이기 때문에, 소유의 확장이

다. 집안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천하 통일의 정복 전쟁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이

장→향장→정장은 공존을 담고 있다. 개인들의 이익의 조정 절충은 공존이다. 조정 절충의 

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들, 고을들은 그래서 공존하는 것이다. 만약 소유의 단위라면 

서로 싸우게 된다.

한비자는 국가를 군주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한다. 신하와 백성은 군주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군주의 재산 증식의 수단과 도구이다. 그래서 항시 관리하고 감시하면서, 상과 벌

로 제어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은 군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개

인들은 모두 군주의 욕망 감정 생각 목적 의지를 자신의 욕망 감정 생각 목적 의지로 가

져야 한다. 요컨대 군주는 주인이고, 신하와 백성은 노예이다. 1인의 자유, 만인의 노비이

다. 한비자는 국가를 군주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가산(家産) 국가에서 모든 사

람은 ‘개인’이 아니라, 종과 노비일 뿐이다. 노예의 가장 큰 죄악은 독자적 생각과 독립적

인 행동이다. 그래서 이 체제 아래서는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으므로 발전이 없다. 발전

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략을 불러들인다.

한비자는 왕정의 극단으로 간다. 군주 개인의 단일한 의로움은 독재적 왕정의 특징이다. 

묵자 > 맹자 > 한비자 순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국가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비자의 

국가는 사실상 목장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사고 팔았다.

⑷ 이원론 – 이상과 현실

경험론의 논리에서 보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의로움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들 

사이의 투쟁은 당연지사이다. 묵자의 태초에 대한 사유 실험은 이런 투쟁을 넘어서서, 개

인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2원론이다.

태초의 가정은 종교의 논리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종교의 기본은 “천국과 지옥, 출세

간과 속세, 내세와 현세”와 같은 2원론이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신과 인간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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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서 현실로 떨어진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다시 천국으로 가기를 갈망한다. 

종교는 타락에서 구원을 함축하듯이, (아랫줄로 연결됨.)

묵자 역시 태초의 혼란에서 벗어나 겸애와 상동이 펼쳐지는 이상적인 국가를 구축하려 

한다. 묵자는 당시의 국가의 틀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정복 전쟁의 결과물이 전국 시대의 

왕국이다. 야심가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산(家産) 국가를 세운다. 반면 묵자는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해결하려는 상동(尙同)의 국가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동을 이루면, 혼란에서 평화로 간다. 요컨대 현재의 정복 전쟁과 왕정이 

있고, 그 반대쪽에 상동의 국가가 있다. 이는 미래의 것이다. 현재와 미래가 2원론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래로 가지 못 했다.

유가는 모든 인간이 윤리 도덕을 익혀서, 성인 군자가 되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상 국가가 된다. 현실은 대다수가 윤리 도덕을 익히지 못 한 사람들이다. 이상은 모두가 

성인 군자가 된 나라이다. 공자가 소인과 군자를 나누었다. 현실은 소인의 세계이다. 그러

나 공자는 군자들의 세계를 꿈꾼다. 이래서 2원론이다.

이 논리는 거의 현실성이 없고, 또한 잔인한 이론이다. 보통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가? 자신이 아니라 자꾸 남들더러 성인군자가 되라고 강요한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

이 성인 군자이다. 기준이 높으면 배겨낼 인간이 없다. 이것은 진짜 잔인한 요구이다. 성

인 군자를 기준으로 몽둥이를 맞는 사람은 조국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당쟁이 잔인했던 

이유이다. 송시열은 적을 도덕으로 팼다. 

묵자는 개인이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윤리 도덕에 따라 사는 성인 군자가 되라고 요

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욕망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다. 유가가 비인

간적이라면, 묵자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다.

한비자는 법가이다. 왕이 천하를 정복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고, 왕 아래 모두가 복종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천하의 통일이란 천하의 정복이고, 천하가 군주 개인의 재산이 됨

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이 아니라, 개인 재산화이다. 이는 가장 황당한 이론이다.

여기에는 2원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된다. 7국의 경쟁과 통일 국가의 2원적 상

태가 반복된다. 통일 국가는 질서와 평화를 어느 정도 이룬다. 이 국가가 망하면 야심가들

이 봉기해서 무제한의 리그전을 벌린다. 분열과 전쟁이다. 이를 중국인들은 치란(治亂)의 

반복인 순환 사관으로 말한다. 천하 정복과 통일 국가는 반드시 천하 분열과 천하 전쟁을 

함축한다. 통일은 분열을 함축한다. 통일은 단일화 획일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의 

열망이 분출하게 된다. 초신성의 폭발과 같다. 혹은 이민족의 침입을 불러들인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고, 쇼이다. 재미없는 쇼를 하면 관객이 흩어지고, 선거에서 떨어

진다. 재미있는 쇼를 해야 한다. 상동 이론의 요점은 타협이다.

5. 태초에서 계약 – 대칭적 계약과 비대칭적 계약

1) 물음 ; 묵자는 태초를 상정한다. 태초에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할 때 현자를 뽑아서 

조정하게 한다. 이 조정을 아래 사람은 따른다. 이때 개인은 윗사람에게 상동하는 반면 윗

사람인 현자는 아래의 개인들을 겸애해야 한다. 위는 겸애를 주고 상동을 받는다. 아래는 

상동하고 겸애를 받는다. 이는 상동과 겸애의 교환인 계약이다. 이 계약은 비대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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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과 겸애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이다. 겸애 

상동을 교환함으로써 지배-복종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비대칭적이다.

답변 ; 여기에는 대칭적 계약과 비대칭적 계약이 다 있다. - 대칭적 계약의 결과가 비

대칭적 계약이다.

대칭적 계약 – 태초의 개인은 자신의 利=義라 한다. 모두 그렇게 주장하므로 서로 다툼

을 벌인다. 그 결과 모두의 이익이 저하된다. → 이에 현명한 자를 중재자로 뽑아서 조정

하게 하자고 한다.  여기까지는 동등한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다. 윗사람을 

뽑자는 것은 평등한 개인들의 대칭적 계약이다. 

비대칭적 계약 – 이상의 계약의 결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성립한다. 위와 아

래 사이에 다시 계약이 맺어진다. 아래가 위에 복종할 때, 위는 아래에 겸애를 한다. 상동

과 겸애의 맞교환의 계약이다. 이는 평등하지 않은 개인들의 계약이므로 비대칭적이다.

서양 근대의 홉스의 계약론도 대략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 묵자와 비슷하다.

대칭적 계약 – 싸우는 개인들이 리바이어던을 뽑자는 계약이다.

비대칭적 계약 – 개인들과 리바이어던 사이의 계약이다.

2) 대칭적 계약은 태초에 국가가 없을 때. 개인들이 利=義를 가지고 싸울 때 맺는다.

비대칭적 계약 – 역사 시대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다. 마을에서는 이장, 고을에서는 

향장, 나라에서는 정장을 뽑는다. 이에 마을 사람과 이장의 계약, 고을 사람과 향장의 계

약이 맺어진다. 여기에는 대칭적 계약이 전제가 된다. 이는 역사 시작 태초에 한번 하면, 

그 이후는 대칭적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태초에 인간은 두 가지 갈림길을 가진다. ① 대칭적 계약. ② 정복 전쟁으로 주인-노예 

관계. 역사는 주로 정복 전쟁을 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일체의 계약이 없다. 반면 합리적이고 이상주의적 지식인들은 사람들이 계약에 의

해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천부 인권을 가진다. 

그런데 노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정된다. 자유 평등 인권 모두 없다. 자연법에 따르면, 

노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노예 계약은 원천 무효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정복 전쟁이 대세였다. 정복 전쟁에서 승자는 주인, 패자는 노예가 된다. 주

인과 노예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힘과 폭력에 의한 강압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전형적

인 야만이다. 자연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 근대는 자연법으로 간다. 묵

자 역시 자연법 사상을 밑에 깔고 있는 상동 이론을 전개한다.

3) 묵자 ｢상동｣ 편에는 주로 비대칭적 계약만 나온다. 맨 첫 부분에 딱 한번 대칭적 

계약이 나온다. 앞의 인용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두 계약이 다 중요하다. 문제는 묵자가 

비대칭만 강조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대칭적 계약, 태초 상태를 강조했다면, 정복 전쟁

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다. 비공(非攻) 이론도 정복 전쟁에 대한 반대이다. 국가 수립

을 위해 정복 전쟁으로 가지 말고. 합의해서 국가를 세우자. 이는 대칭적 계약이다. 따라

서 ｢상동｣ 편에서 태초 상태의 개인들에서 시작하듯이, ｢비공｣ 편에서도 당연히 태초 상



- 66 -

태의 국가들을 언급했어야 한다. 국가 사이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없다.

묵자의 이론은 비대칭적 계약 부분도 미흡하다. 윗사람을 뽑는 구체적인 추대 선출 방

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절차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민주주

의는 목표보다는 절차가 핵심인 제도이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

6. 국제 관계에서 계약과 다국 공존

1) 묵자는 �서경�에 나오는 주나라 봉건제를 옹호, 재건하려 한다. 실제로 그것을 현실

에서 이룰 수 있는지는 일단 제쳐두고, 그것의 이론적 조건을 따져보자.

전국시대에 봉건제 재건하려면 조건이 있다. 천자가 없는 봉건제 = 조정자가 없는 다국 

공존과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 안에서 상동-겸애처럼, 국가 간은 겸애-상동 관

계가 아니다. 공존이 기본이 아니라 공격 침략이 기본인 시대였다. 이에 묵자는 천자 대신 

비공(非攻)의 원칙을 제시한다.

⑴ 비공은 공격의 반대이다. 방어 전쟁을 강조한다. (묵가는 성 방어 전문가들이다.) 이

는 무장 중립이다. 각자 무장해서 방어하면, 국제적으로 다국 공존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다 그러해야 한다. 만약 단 하나의 국가라도 이탈해서 공격 전

쟁을 하면, 다른 모든 국가도 방어 및 공격 전쟁을 하게 된다. 무장 중립 체제(비공 체제)

가 무너진다. 비공 체제는 ‘천자가 없는 봉건제’이기 때문이다.

⑵ 자급자족과 교역 ; 묵자는 공격 정복 전쟁 대신에 자국의 경제 개발과 국가 사이의 

무역-교역을 강조한다. 그는 빈 땅의 개척까지는 말하지만, 교역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과연 자급자족에 만족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교역까지 간 것인가? 이 부분은 더 

연구할 부분이다. 묵자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보건대, 자급자족보다는 교역일 것 같다. 

⑶ 비공(非攻) + 자급자족 = 노자의 소국과민, 혹은 농가가 제시하는 국가이다. 묵자

는 노자와 농가의 이론을 거부한다. 비공은 인정하지만, 자급자족에 만족하지 않는다. 묵

자는 개인들의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과 교역 모두 인정

하게 된다. 묵자는 자급자족을 넘어서서 생산과 교역을 중시한다.

⑷ 자국에서 생산해야 교역할 수 있다. 생산하지 않으면 뭘 교역하는가? - 생산하여 

자급도 하지만, 교역도 한다. 여기에 적용된 원칙은 국가들의 이익 총량의 극대화이다. 

개별 국가들의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이익의 총량의 최대화이다. 상동의 원칙도 개인들

의 이익의 총량의 최대화이다.

2) 국내에서는 지배자-피지배자가 겸애와 상동의 교환의 계약을 맺는다. 맨 위에 정장

(政長)이 있다. 반면 국제 질서는 ‘천자 없는 평화 공존’이다. 국가 사이에는 겸애도 상동

도 없다. 따라서 대안은 ‘천자 없는 다국 공존’이다. 항구적으로 보자면, 국제 질서는 그렇

게 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국 시대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오히려 ‘천자가 있는 다

국 공존’ 체제가 가능했다. 

진나라가 소양왕 때 치열하게 6국을 공격했다. 여불위가 섭정할 때 잠시 공격 전쟁을 

멈춘다. 그러나 진시황이 친정을 하자 6국을 맹렬하게 공격해서 모조리 멸망시킨다. 만약 

진시황이 여불위 노선을 계승해서 진나라가 최강 혹은 1강으로써 주나라 천자를 대신했다

면, 봉건제는 다시 성립했을 것이다. 국가 사이에도 겸애와 상동이 가능했다. 진나라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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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6국이 겸애 상동을 할 수 있다. - 이는 한비(韓非)가 진나라에 사신으로 와서 진시

황에게 간절하게 권했던 것이다. 한나라는 진을 종주국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다.

결국 진시황 앞에는 두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다 멸망시키고, 천하를 자신의 직할지, 

즉 가산(家産)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는 천자가 되어서, 6국을 제후국으로 임명하고 관리

한다. - 결과론, 혹은 사후(事後) 예언으로 보자면 후자가 맞다. 그러나 진시황은 전자를 

선택했다. 진나라는 처절하게 망했다. 진시황은 사악해서 멍청했다.

나라 사이에 겸애와 상동이 성립할 수 있는가? 특히 7국이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있었

다. 나라들 사이에 원한이 증폭되고 있었다. 어떻게 겸애가 성립하겠는가? 결국 최강국인 

진나라의 각성과 자비심, 그리고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겸애와 공존 체제가 진나라의 

전체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통일 뒤에 불과 11년만에 진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라.

묵자는 7국 중 최강국이 천자국이 되어서 6국과 평화 공존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전국 

시대 초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 역시 주나라 봉건제의 부활을 일

언지하에 거부한다. 결과론으로 보자면, 진나라는 통일 뒤에 겨우 10년 좀 넘어서 철저하

고 인하게 망했다. 그럴 바에야 주나라의 봉건제로 되돌아가는게 낫다. 봉건제로 갔다면 

적어도 진나라는 10년만에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이것은 결국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계에서 

다국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 결국 최강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 최강국이 나

머지 나라를 다 잡아먹겠다 – 이러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지옥문을 

열어젖혔다. 최강국의 공격을 막고자 만드는 2위 이하 약자들의 연합인 합종책 역시 오래 

가지 못 한다. 이는 단 하나의 나라라도 이탈하면 깨지기 때문이다.

묵자는 국내와 국제를 다른 체제로 구성했다. 국내는 상동의 체제이다. 반면 국제 관계

에 대해서, 묵자는 비공과 교역으로 다국 공존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묵자는 또한 국내의 최고 권력자를, 국제에서 최강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하느님과 귀

신을 제시한다. 이는 또 다른 옵션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전국 시

대에 피에 굶주린 군주들에게 하느님과 귀신은 안중에도 없었다. 나아가 진시황은 자신을 

황제(皇帝), 즉 신으로 자처했다. 이런 시대에 하느님을 말해서 뭐 하나?

4) 전국 시대 당시에 다국 공존이 가능한 국제 관계는 둘로 정리할 수 있다.

⑴ 비공 체제 – 무장 중립 방어, 생산과 교역 ; 이는 묵자의 제안이다. 이 둘만으로 과

연 다국 공존이 가능한가? 약소국 사이의 동맹인 합종(合縱)이 보완책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이것만으로 다국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묵자는 하느님의 징벌을 말한다.

⑵ 봉건제 – 최강국이 겸애하고, 2위 이하는 상동한다. 국내 질서의 원리가 국제 질서

에도 적용된다. 최강국이 보장하는 평화 체제이다. 이는 연횡(連橫)이다.

묵자는 두 번째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진나라가 악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진나

라가 이것을 선택했다면, 진나라는 정말 오래 존속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 역사에 합리

적 모델을 제시해서, 역사가 좀 더 나아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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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동론에 근거한 국가 구성

1. 묵자의 상동, 맹자의 왕정, 순자의 예

1) 묵자의 개인주의 대 맹자 법가의 집단주의

국가가 없는 태초는 개인들의 이익 다툼으로 혼란하다. 혼란을 종식시키고, 개인들의 이

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런 중재자의 체계가 국가이다. 뮥

자는 태초의 가정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모든 개인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국가 

이론을 만든다. 이는 왕국과 정반대이다. 왕국은 정복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정복 약

탈의 결과물인 국가는 군주 개인의 재산이다. 묵자의 상동의 국가는 모두가 자신의 몫을 

갖는 나라, 즉 common wealth이다.

일반적으로 묵자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했다고 한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겸애가 바

로 그런 집단 중시의 태도이다. ‘전체를 사랑함’ 은 모두의 이익을 중시함이다. 개인의 이

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상동 이론을 제대로 보지 못 한 것이다. �묵자� 원문을 보지 않고, ‘兼愛’라는 말

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따라서 전체를 중심으로 두는 사

유이다 – 이런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상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이 합의해서 윗사람을 

추대하고, 그것으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전국 시대에 묵자만큼 개인에 근거해서 국가를 

설명한 사람이 없다. 묵자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다. 중국 역사상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국가의 구조와 구성을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

맹자는 왕 아래를 모조리 백성으로 규정한다. 백성은 뭉뚱그린 전체 집단 속에 개인이

다. 개인이 국가 구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 한다. 단지 왕이 사랑을 베풀 대상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이런 것이 집단주의이다. 물론 맹자는 지식인 

관료를 국왕과 대등한 개인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는 집단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백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집단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법가의 이론은 집단주의의 극단이다. 이는 전체주의이다. 백성은 5가 작통으로 묶인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백성은 범죄자로 간주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은 범죄이다. 

그래서 개인들을 군주의 목적에 맞게 조직한다. 그런 목적에 가장 맞는 조직이 군대이다. 

법가는 국가를 군대로 만들려 한다. 이것은 군국(軍國)주의이다. ‘軍國’은 국가를 군대로 

조직하는 것이다.

2) 순자의 예(禮)와 국가 구성

식색과 태초 : 순자(荀子)는 인간의 본성을 식욕(食)과 성욕(色)이라고 규정짓는다. 이는 

묵자의 태초 상태의 인간과 비슷하다. 사람이 식색(食色)의 본성에 따르기만 할 경우 필연

적으로 다투고 해치게 된다. 식색의 본성은 악하다. 순자의 성악설은 바로 이 식색에 근거

해 있다.

이러한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예(禮 윤리 도덕)가 필요하다. 식색의 본성을 위해서 예

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자는 식색의 본성을 도입한다. 

순자가 성악설을 펴는 것은 예의 소중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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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욕망을 객관적으로 제어하고 조정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순자는 예라 하

고 묵자는 국가라고 본다.

순자는 명시적으로 태초 상태를 말하지는 않고, 식색의 본성만 말한다. 그러나 식색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태초 상태의 사람과 같다. 묵자는 태초 상태를 가정하지만, 식색의 본

성은 말하지 않는다. 식색(食色)의 인간 대 태초의 무정부 상태, 이렇게 가정이 다른 이유

는 무엇인가? 순자는 예(禮)를 이끌어내고, 묵자는 국가 체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가정을 

달리 했다. 

순자의 예는 식색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제어와 충족이다. 예는 식색

을 억제 부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점에서 묵자의 욕망 긍정과 비슷하다. 상동의 국가는 

모든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체제이다.

왕 = 예의 제정자 : 순자의 예는 결국 국가 구성 이론으로 가게 된다. 순자는 예를 만

드는 자를 왕으로 지목한다. 왜 의문의 여지없이 왕이 제정자인가? 신하나 백성이 제정자

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순자는 단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공자가 �서경�

을 교과서로 쓴 이래, 유가는 예의 제정자를 선왕(先王)이라 한다. 왕정이 먼저 있고, 왕

이 예를 만든다. 결국 예는 왕이 통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예는 통치의 수단이다.

예의 최초의 제정자는 선왕(先王, 앞의 왕) 성인이다. 현재의 예를 만드는 자는 후왕(侯

王, 뒤의 왕)이다. 선왕은 요순 우탕과 같은 과거의 성왕이고, 후왕은 현재의 왕이다. 순

자는 예의 실현을 위해서 전설상의 선왕보다 현재의 왕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한다.

결국 예를 말하면, 왕정을 긍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태초에 합의로 예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태초에 성인인 선왕이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예를 만든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

용시킨다. 사람들은 그런 예의 제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어야 한

다. 왜? 요순 우탕은 성인이기 때문이다! - 이는 일종의 영웅주의이다. 영웅이 제도와 체

제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묵자의 태초에 개인들이 윗사람을 뽑아서 중재

를 맡기는 것과 극명하게 반대된다. 

선왕이 즉위하여 예를 만든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왕이 예를 만드는가? 여러 사

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가? 유가에서는 이런 질문이 없다. 그냥 백성은 적자(赤子 갓

난애)이다. 일방적 통치 대상일 뿐이다. 그 도식이 그대로 요순 우탕에 옮겨가서, 선왕의 

일방적인 예 제정이 된다. 이는 한비자의 법 사상과 같다. 법은 군주권의 표현이다. 법은 

군주가 명령한 것을 성문화한 것이다. 아래 사람들의 의견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선

왕이 예를 만들 듯이, 왕이 법을 만든다. 둘 다 왕의 자의성에 달려 있다.

하나와 통일 : 예는 하나이다. 윤리 도덕은 하나이다. 선과 정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는 왕 하나이다. 하늘의 해도 하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이다! - 이런 

식으로 전국 시대에는 ‘하나와 통일’의 강박 관념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까지 중국

을 짓누르는 망령이 된다.

중국은 개천설(蓋天說)을 기본으로 하는 닫힌 공간이다. 중국은 문명이고, 그 바깥은 야

만국이다. 문명사회는 예를 가지고 있다. 오직 정당한 하나의 예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

의 예는 한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여럿이 만들면, 여러 개의 예(禮)가 된다. 그리고 

예(禮)는 신성하다. 신성함을 부여하는 방법은 선왕과 성인이 제정해서 그 신성성이 부

여됨이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만들면, 그것은 신성하지 않다. 어중이 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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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는 지혜의 산물이다. 가장 지혜로운 방안을 담은 것이 예이다. 지혜는 성인인 선왕에

게서 나오지, 모든 사람, 백성, 어중이 떠중이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 귀족

주의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에 잘 나타난다. 이들은 남을 가르치려 드는 꼰대 기질의 소

유자이다. 남들을 가르치려 들면서, 남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 이는 모순이다.

공자 맹자 순자는 모두 성인인 선왕이 예를 만든다고 한다. 권력의 본질은 하나가 여럿

을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禮)는 기본적으로 현명한 왕, 왕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

다. 이것은 유가의 한계이다. 중국 역사상 어떤 학자도 이 한계를 지적한 적은 없다.

순자의 예 이론은 왕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예는 왕으로 하여금 온정주의적 

통치를 하게 만든다. 예는 기본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유가의 왕정은 백성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는 온정주의이다. 반대로 법가는 가혹한 통치로 가는 엄벌주의이다. 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통치자는 엄벌주의로 간다. 엄벌주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만약 엄벌의 공포가 백성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통치는 무너

진다. 진시황 사후 진나라가 그러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의 맹점은 철학자가 왕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왕이 

철학자가 된다. 그것도 최고의 철학자가 되는 경우는 많다.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가 왕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상 철학자가 왕이 된 경우는 없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 졸업했다. 그렇다고 그가 철학자는 아니다. 

철학자가 왕이 됨과, 왕이 철학자가 됨, 둘 중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 후자이다. 모든 

권력자는 권력을 소유하는 순간, “진리 정의 선 아름다움”도 소유한다. 권력은 진리가 된

다. 아무리 무식하고 잔인한 자가 왕이 되어도, 왕이 된 순간 그의 생각 말씀은 진리 정

의 선이 된다. 이것은 비극이다. 진리 정의 선의 끝에는 최고 권력자가 신이 된다. 진시

황,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등이다. 진시황은 그래서 분서갱유를 한다. 그는 모든 철학

자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분서갱유를 한 것이다.

2. 현자 추대론 – 중재하는 윗사람을 세움

1) 묵자의 국가론 2단계

앞에서 설명한 태초의 혼란이 1단계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있다. 개인은 욕망을 

가진다. 자기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제각기 의로움을 가지고 이익 다툼을 한다. 그 결

과 혼란과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2단계로 나간다. 묵자는 개개인이 이익 다툼하는 태초의 혼란을 상정하고, 그

것을 중재할 현명한 사람(賢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자가 추대되어 개인의 이익 다툼

을 중재한다. 이런 중재자의 체계가 국가를 구성한다. 이 과정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묵자의 상동 이론에 근거한 국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대저 명확하도다! 천하의 어지러운 바는 

‘바로잡는(정치) 우두머리’(政長)가 없음에서 생겨났도다! 

이런 까닭으로 천하의 현명한 이를 뽑아 세워서 그로써 천자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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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가 섰으나, 그 힘이 아직 넉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천하의 현명함, 가한 이를 골라서 뽑아 세워서 그로써 삼공을 삼았다. 

천자와 삼공이 이미 그로써 섰으나, 천하가 넓고 크기 때문에, 

먼 나라 다른 땅의 백성의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의 구별을 

하나 둘 밝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만국에 금을 그어 나누어서 여러 제후와 나라 임금을 세웠다. 

여러 제후와 임금이 이미 세워졌으나, 그 힘이 아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현명함이 가한 이를 골라서 뽑아 세워서 그로써 

‘바로잡는(정치) 우두머리’(政長)로 삼았다.

‘바로잡는 우두머리’가 이미 갖추어짐에, 

천자가 천하의 백성에게 정치를 드러내었다.

夫明乎! 天下之所以亂者, 生于無政長. 是故 選天下之賢可者, 立以爲天子. 

天子立. 以其力爲未足. 又選擇天下之賢可者. 置立之 以爲三公. 

天子三公旣以立. 以天下爲博大, 遠國·異土之民, 是非·利害之辯, 不可一二而明知,

故畫分萬國, 立諸侯·國君. 諸侯·國君 旣已立. 以其力焉未足. 

又選擇其國之賢可者. 置立之 以爲正長.

正長旣已具. 天子發政于天下之百姓.   「상동」 상2

앞의 인용문을 2단계 ‘김 이론’, 그 뒤에 서술된 내용은 2단계 ‘손 이론’이라 하자. 즉 

위→아래는 김빠진 이론, 아래→위는 손오공 이론이다. 이 2단계 중 ‘김 이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⑴ 태초에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하는데, 아래의 관리가 아니라, 맨위의 천자를 먼저 

세운다. 그리고 천자를 보좌할 삼공을 세운다. 

⑵ 땅이 넓기 때문에 제후와 국군을 세워서 나누어 다스리게 한다. 다국 공존이다.

⑶ 제후 국군을 도울 정장(正長)을 세운다. 천자와 제후 국군은 자기 영역을 가진다. 반

면 삼공은 천자를, 정장은 국군 제후를 보좌한다. 자기 영역이 없다.

⑷ 이 모두를 선발하는 기준은 현가(賢可)이다. “현명하여서 ~이 될 수 있음”이다. 예컨

대 “현명하여서 천자가 될 수 있는 자”이다. 현명함의 기준은 겸애이다.

⑸ 이 과정을 ‘選擇-置立’이라 한다. “골라서 뽑아서, 두어서 세운다.” 選擇을 하면 置

立은 바로 된다. 따라서 ‘選擇’이 문제가 된다. 과연 누가 선택하는가? 

이상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천자가 3공 제후 국군을 임명하고, 제후 국군이 정장을 임

명하는 구조이다. “천자 → 제후 → 정장”으로 내려가는 체제이다. 임명 체계이다. 위→아

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천자의 경우 선택(選擇)의 주어, 주체가 없다. 그 아래인 삼공, 제후, 국군, 정장은 주어

가 천자이다. 뽑아 세우는 주체가 천자이다. 그러면 대체 누가 천자를 뽑는가? 천자는 누

가 임명하는가?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가 맞다. 

⑹ 위의 인용문 이후에 ｢상동｣ 편에서 묵자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장→향장→정장

→천자→하느님” 순이다. 그 순서로 장을 뽑는다. 마을은 이장(里長), 고을은 향장(鄕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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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정장(正長), 천하는 천자이다. 이런 순서로 우두머리를 추대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 이렇게 아래→위로 올라가는 이론을 2단계 ‘손 이론’이라 하자.

2단계의 김 이론과 손 이론은 서로 모순이다. 전자는 위→아래로 임명, 후자는 아래→

위로의 추대이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묵자는 왜 ｢상동｣ 안에서 이렇게 

모순되는 이론을 넣었는가? 고대적 이론의 문제이다. 당시는 ‘위→아래’가 일반적이다. 묵

자가 ‘아래→위’로 올라가는 이론을 제시한 것만 해도 획기적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아래→위’로 가는 손 이론이 맞다. 선발 주체가 명확하다. 반면 ‘위

→아래’로 내려가는 김 이론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맨 위에 있는 천자는 과연 누가 

임명하는가? 가장 쉬운 답은 “하느님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군주 천명론이

다. 하늘이 명령한 자가 군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한 개인에게 도대

체 하늘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없다. 이는 말이 안 된다.

실제로는 정복 전쟁에서 이긴 자가 왕이 된다. 결국 군주 천명론은 정복자를 ‘하늘의 명

령을 받은 자’로 미화하는 이론이다. 왕 아래에서 지식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처럼 왕에

게 아첨하고 미화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만 살아남는다. 

정복자를 천명 받은 자로 미화하는 것은 묵자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론이다. 묵자는 

비공(非攻)을 주장한다. 따라서 앞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위→아래’로 임명해 가는 체제는 

당시의 정치 체제를 설명한 것이다. 묵자의 상동과 비공의 체제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묵자 이론이 아니다.

⑺ 선택의 문제 - 천자

앞의 인용문에 ‘政長과 正長’, 둘이 나온다. 의미가 서로 다르다. 정장(政長)은 ‘정치의 

우두머리’이다. 천자, 제후, 국군의 셋이다. 반면 정장(正長)은 ‘바로잡는 우두머리’이다. 

제후와 국군 아래에 있다. 이장(里長)과 향장(鄕長)을 가리킨다.

이런 천자와 제후 등을 세우는 방식을 ‘뽑음-세움’(選擇-置立)이라 한다, 삼공 이하 제

후 국군은 천자가, 정장(正長)은 제후 국군이 뽑아서 세운다. 그렇다면 누가 천자를 뽑아 

세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맨위, 중간, 맨아래가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맨위는 하느님이고, 중간은 관리, 제후 등이다. 맨아래는 백성이다. 중간은 논리적으로 성

립하기 어렵다. 맨위가 있어야 중간을 임명한다. 이미 중간이 있고, 그들이 맨위를 선택하

여 세운다. 이는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다. 결국은 맨위와 맨아래가 가능하다.

맨위의 하느님이 천자를 임명하는가? 아니다. ｢상동｣ 편에서는 하느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묵자의 하느님은 초월신이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분노와 사랑(겸애)을 

실천한다. 초월신은 말 그대로 초월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만약 관

여하면, 그 결과를 신이 책임져야 한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신의 책임이

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맡긴다. 인간이 행위한 결과를 신이 심판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은 각각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현실의 일을 

처리한다. 따라서 신이 천자를 임명하지 않는다. 신은 현실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신이 현실에 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다.

맹자의 하느님은 내재하는 신이다. 개인의 마음 밑바닥에 있다. 이 때문에 맹자는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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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론을 말한다. 하늘이 군주를 임명한다. 현실적으로는 개인들의 마음이 특정 인물을 선

택하는 것이 된다. 신은 개인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의 잘못에 대해서 신이 책임지

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책임진다. 백성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천자가 되기 위해서 전

쟁하는 야심가 가운데 승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이다.

묵자는 이런 이론을 격렬히 거부한다. 정복 전쟁을 비판한다. 비공(非攻)이 그것이다. 

나아가 하느님이 천자를 임명한다는 것도 거부한다. ｢상동｣ ｢천지｣ 등 어디에도 하느님이 

천자를 임명한다는 말이 없다. 

결국 백성인가? 그렇다. 태초 상태에서 최고 권력자(천자)를 뽑을 자는 백성 밖에 없다. 

묵자는 감히 백성이 뽑았다는 말을 하지 못 하고, 숨기고 감춘다. 너무 급진적이고 근대적

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왕정만 있었다.

묵자는 현자의 선발 과정, 뽑는 주체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저 주나

라의 봉건제인 ‘천자-제후’ 시스템을 말한다. 묵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이다. 계약 이론에 

관한 맹아적 입장은 가졌으나, 추대 이론을 넘어선 주장을 하기에는 너무 시대를 앞선 것

이다. 묵자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후대 학자의 의무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⑻ 윗사람을 뽑음이냐, 싸움이냐

공자는 �서경�에 나오는 주나라의 봉건제를 회복하려 했다. 묵자는 이를 충실히 받아들

인다. 문제는 주나라가 정복 전쟁으로 성립했다는 것이다. 정복으로 천하를 군주의 재산으

로 만들었다. 가산 국가이다. 따라서 천자는 자신의 형제와 친척을 제후로 임명한다. 일족

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묵자는 정복 전쟁을 버리고, 제후국들의 다국 공존을 받아들인다. 친척 대신 현자를 제

후로 임명한다. 나아가 국가의 기능은 이익 다툼하는 개인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서, 전

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 이처럼 묵자는 주나라 봉건제의 구조를 받아들이되, 

새로운 내용을 부여한다. 

왜 윗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태초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할 때, 홉스가 말

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6)이 일어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라 이익 다툼은 

치열한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독식한다. 패자는 노예가 된다. 제로섬 게임이다. 또 하나는 이익 다툼을 조정해 줄 

윗사람을 뽑는 것이다. 태초는 상위 심급(審級 심판하는 윗 등급)이 없어, 개인들이 치열

하게 싸웠다. 만약 현명한 윗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면, 싸움을 중지시킬 것

이다.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할 때, 현자를 뽑아서 그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현자는 상위 

심급을 이룬다. 이런 현자들의 심급의 맨 위에 천자가 있다. 천자는 천하의 현자이다.

6) 홉스에 따르면, 태초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

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개인의 안전

이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게 된다. 생명 보존의 이기심이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 계약을 맺게 하는 결

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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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백성의 이익의 극대화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할 때, 윗사람을 뽑아서 다툼을 중재 조정하게 한다. 따라서 현명

한 자를 윗사람으로 뽑는다. 아래 사람은 자신의 ‘자기 처분권’을 윗사람에 넘긴다. 위는 

그 처분권의 총합만큼의 권력을 가진다. ‘자기 처분권’을 넘김은 아래가 위를 신뢰함을 넘

어서서, 위가 아래를 ‘형정(刑政)’ 즉 형벌로 다스려도 된다는 승인이다.

윗사람이 중재 조정하는 원칙, 규칙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개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

키는 것이다. 둘째, 관련된 개인들의 이익이 공평하게 실현되게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윗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겸애이다. ‘兼’은 전체이고, ‘兼愛’는 전체를 사랑

하는 것이다. 어느 한 개인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두 원칙이 실현된

다.

상동(尙同)의 목적은 전체 이익의 극대화와 개인들의 이익의 균등한 실현에 있다. 다투

는 개인들의 단순한 이익의 총합보다, 상동의 결과 더 큰 이익의 총합을 가져와야 한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현자를 추대하는 것이 이롭기에 정장(政長)의 존재를 승인할 것이다. 

전체 이익의 최대화는 현자인 정장(政長)의 제어와 조정, 알선과 중재 타협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이익의 극대화이다. 이런 겸애를 실천하려면 현자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결과적으

로 통치는 사랑 베풀기이다. 

천자는 천하의 모든 개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이익을 차별

하지 않는 겸애(兼愛 전체 사랑)의 실천자이어야 한다. 이는 정복 전쟁의 승자가 왕이 되

어서 왕정을 베푸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왕국은 왕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사유 재

산의 증식이 국가의 목표이다.

* 묵자 당시의 현실은 상동과 정반대였다. 정복 전쟁의 결과 강자가 약자를 굴복시킨

다. 강자는 지배자, 약자는 피지배자이다. 국가는 강자의 욕망 추구와 구현의 장소이다. 

약자는 그 추구의 수단이다. 그들은 결코 백성들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지 않

는다. 그들은 권력 인력 정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실현한다.

묵자는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대가(大家)가 소가(小家)를 유린하는 이런 형태를 막고

자 했다. 당시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고 겁탈하는 것이 일반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들이 정장(政長)을 추대할 수 없다. 강자가 그것에 찬성할 리가 없다. 

2) 개인의 이익에 대한 유가 법가 묵가의 입장

⑴ 묵자는 개인의 욕망, 이익, 이기심을 인정한다. 개인의 ‘義=利’이다. 개인의 이익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유가는 묵자와 ‘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다. 한자로 ‘私’는 개인을 말한다. 유가에

서 ‘私欲’과 ‘私利’는 개인적 욕망과 개인적 이익이고, 이 둘을 악(惡)으로 본다. 사리사욕

에 따라 행하는 자를 ‘소인(小人)’이라 비난한다. 사리사욕에 따라 행하다가, 타인의 원망

을 사지 말고, 윤리와 도덕을 따르라고 한다. 유가는 개인의 이익을 악으로 보고, 예(禮)

와 윤리 도덕으로 사리사욕을 제어하려 한다. 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과 사를 나눈

다.

⑵ 법가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을 부정한다. 한비자는 국가를 왕 개인의 소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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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신하와 백성은 국가를 위해서 생산하고 전쟁해야 한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룬

다. 그들은 군주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의 부강을 

저해한다. 한비자는 신하나 백성의 이익을 죄악시하고, 군주의 이익을 절대시한다. 이와 

같이 한비자는 중용과 균형 감각이 없다. 일방적으로 군주에 치우친다.

법가의 ‘가산(家産) 국가’의 개념에서 신하는 재산이 없다.7) 국가가 모두 군주의 재산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하는 틈만 있으면 군주의 재산을 노린다. 군주는 강자이고 신하는 

약자이다. 약자가 강자를 대하는 방법이 ‘간사함’(姦)이다. 한비자는 신하의 본성을 간사함

이라 규정한다. 약자인 신하는 강한 자인 왕을 등쳐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왕은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신하는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음모하고, 헐뜯고, 파당지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 신하의 간사함은 ‘가산 국가’ 개념에서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익을 보는 방법에는 권력, 노동, 창의성, 간사함(姦), 약탈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간사

함은 약자가 강자를 울궈먹는 방법이다. 약자는 가지 것이 없고, 강자는 모든 것을 가졌

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왜 약자가 강자에게서 훔치는가? 약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

문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주면, 약자가 빼낼 이유가 없다. 간사할 리가 없다.

유가는 개인의 사(私), 법가는 간(姦)의 개념을 가지지만, 묵자는 그 둘이 없다.

⑶ 간사함의 개념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나온다. 간사함은 노예의 특징이다. 니

체는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 노예의 도덕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주인의 특징(오만함, 당당

함, 힘으로 함, 부유함)을 악이라 하고, 노예의 특징(양보, 희생, 헌신, 가난)을 선이라 한

다. 노예가 종교를 가지고 주인을 길들이는 것이다. 이 역시 간사함이다. 멍청한 주인은 

길들여진다. 약자와 노예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한비자와 니체가 의견의 일치를 본다. 

한비자 뒤에 진시황, 니체 뒤에 히틀러가 있다.

묵자는 이런 식의 간사함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주인만 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

니라, 모두가 다 ‘자기 몫의 재산’(common wealth)을 가진다. 義=利이다. 모든 개인이 

“나의 이익은 의로움”이다.

순자의 예(禮), 한비자의 간사함은 개인의 이익 욕망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반대로 묵자

는 義=利로 개인과 그 이익을 인정한다.

3. 현자(賢者)의 기능 - 분쟁 조정

1) 태초의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주장한

다. 이래서 이익 다툼을 한다. 여기에서 두 길이 있다. 싸워서 승자 독식, 패자 0의 제로-

섬 게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명한 자를 윗사람으로 뽑아서, 이익 다툼을 중재하게 

할 것인가? 묵자는 후자가 최선이라 본다.

현자는 태초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한다. 개인들이 이기심으로 다툴 

때, 힘으로 결판을 내던지, 윗사람이 조정해 주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후자를 택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현자의 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尙同, 즉 ‘같아짐

을 숭상함’ 혹은 ‘위와 같아짐’이다. 이는 논리적인 귀결이다. 

7) 왕국에서도 물론 신하의 재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왕은 마음만 먹으면 신하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절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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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자인 윗사람이 다툼을 중재 조정하는 과정을 묵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아래

의 인용문은 일반적인 중재를 말하지만, ｢상동｣ 원문을 보면 이장(里長)에 대한 설명이다.

(백성이) 착함과 착하지 않음을 들으면, 

모두 그로써 그 위에 고하라” 하였다. 위가 

‘옳다’ 하는 바를 반드시 모두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바를 반드시 모두 ‘그르다’ 해야 한다. 

위가 지나침이 있으면, 법도로써 충고하고, 

아래가 착함이 있으면, 옆으로 추천한다.

위로 같아지며, 아래가 나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가 상 주는 바이고, 아래가 기리는 바이다.

聞善而不善, 皆以告其上. 

上之所是. 必皆是之. 所非. 必皆非之. 

上有過 則規諫之. 下有善 則傍薦之. 

上同而不下比者. 此上之所賞. 而下之所譽也.   「상동」 상3

⑴ 태초의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의롭다’(義)고 한다. 현자가 중재를 하는 단계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착하다’(善)고 한다. ‘義→善’으로 바뀐다. 남과 싸울 때는 義를 내세우

지만, 현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호소할 때는 자신이 善하다고 한다. 義는 당위이며 강제력

이다. 따라서 타자에게 義를 주장하는 것이다. 너도 그 당위를 따르라는 강제이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할 때는 善이라 한다. 善은 어떤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

치이다. 자신의 이익을 윗사람에게 설득할 때는 義가 아니라 善이다. 윗사람은 조정자이

므로, 당위로 강제할 대상이 아니라, 가치로 설득할 심판관이다.

중재자는 개인들의 선(善)함을 살펴서, 의로움(義)을 정한다. 묵자는 이처럼 善과 義를 

분리시켜서, 당사자에게는 善을 밝히는 의무, 중재자는 義를 결정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⑵ 듣다 – 상대와 내가 싸우면서, 서로의 주장을 듣다. / 고(告)하다 – 고소하라.

善과 不善은 두 개인들의 대립과 다툼을 뜻한다. 자신의 이익은 善하고, 상대의 이익은 

不善하다는 것이다. 서로 상대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툰다. 그래서 이를 윗사람에

게 고한다. ‘告’는 다툼을 중재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고소를 하는 것이다. 윗사람이 이

를 들으면, 是와 非를 판정한다. 판결이다. 둘의 다툼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다. 

분쟁하는 개인들이 善과 不善을 제출하면, 윗사람은 是와 非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판별을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모두’(皆)는 분쟁하는 당사자, 개인들이다. 위가 옳다고 함을 옳다 하고, 위가 그르다고 

함을 그르다 해야 한다. 이 판결은 ‘必’이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윗사람의 판결에 ‘지나침’(過)

이 있으면 그것을 법도(規)에 따라서 간언(諫)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아래 사람 가운데 

‘善’이 있으면, 그것을 곁에 있는 모두에게 추천한다. 요컨대 같거나 비슷한 사안에는 그 

판결을 적용하는 것이다. 傍은 곁, 비슷한 사안이고, 薦은 추천함, 적용함이다.

⑶ 上同과 반대는 下比이다. 上同은 아래가 위와 같아짐, 즉 위의 판결에 따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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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반대는 “아래가 나란히 섬”(下比)이다. 나란히 서서 둘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다수는 힘으로 우격다짐하게 되고, 이긴 자가 마음대로 하게 된다. 이는 사회를 

혼란과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된다. 나아가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줄인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가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상동의 시스템

을 윗사람이 상을 주고, 아래가 기리는 바이다.

⑷ 앞의 인용문에서는 단지 ‘위, 아래’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위는 분쟁을 

중재 조정하는 윗사람이다. ‘아래’는 독립적 개인이고, 자기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해서, 서

로 다투고 싸운다. 묵자는 태초에 국가가 생겨날 때, 그 두 부류만 인정한다.

윗사람은 조정자이므로, 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현자의 기준과 기능은 무엇인가?

기준 – 현명함. 겸애. 모두의 이익을 고려함. 이익의 균등과 최대화.

기능 – 이익 다툼의 조정, 그리고 그 조정안을 실현시킴이다.

현명한 자의 기준은 겸애라는 덕목을 가짐이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분쟁하는 개

인들 모두의 이익을 균등하게 고려한다. 그리고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시킨다. 이런 조정안

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다. 만약 분쟁하는 당사자들이 조정안

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로 바로잡아야 한다. 형정(刑政)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형벌이

라는 강압을 쓰는 이유는 분쟁하는 개인들이 윗사람에게 조정을 요구할 때, ‘자기 처분권’

을 넘겼기 때문이다. 자신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것을 위에 넘긴 것이다. 

2) 윗사람의 중재와 조정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할 때 늘 자기 자신은 선(善)이고, 타인은 불선(不善)이라 한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때 시비의 결정은 위의 판단자에게 의뢰하면 중재가 된다. 위는 공

정한 입장에서 옳고 그름(是非)을 결정하고, 아래는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상동

(尙同)의 규칙이다.

이때 재판관인 판단자는 법규를 바로 잡아서, 법에 따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판단자

가 완벽하게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법규 담당자의 조언을 받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 또 시비(是非)의 상황에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경험론은 감각 지각에 의한 바뀌는 상황을 중시한다. 그래서 묵자 역시 대중들의 여론

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는 아주 건전한 경험론자이다.

반면 유가의 공자와 맹자는 이미 정해진 도덕률을 적용하는 도덕주의자이다. 상동에서 

현자의 조정은 정해진 도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판결

한다. 왜냐하면 이익 다툼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위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을 아래가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상위 심급(審級)을 인

정하지 않음이다. 이러면 다시 태초 상태와 같아진다. 태초 상태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위

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당위이다.

아래가 반드시 위의 판단을 따르는 강제성은 권력과 같다. 상위 심급은 ‘당위=권력’을 

가진 자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발생한다. 상위 심급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위 심급이 강

제력인 권력을 가져야 한다. 상위 심급은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 중재하는 것은 왕정

과 다르다. 국가는 분쟁 조정의 도구, 수단이다. 도구로서 국가 이론이다. 왕정 이론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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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반대이다. 왕정은 국가가 곧 왕인 것이다. 신성불가침이다.

3) 하비(下比)

상위 심급 인정하지 않는 태초 상태와 같은 상태는 下比로, 아래가 나란히 서는 것이

다. 같은 권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이 나란히 서 있다. 이 개인들이 다투면, 같은 급이기 

때문에, 싸움이 끝날 수 없다. 같은 급이 싸우면 빡빡 우기기만 남는다. 해결책은 위의 심

급이 있어야 한다. 조정자는 다투는 아래의 나란한 자보다 한 급 위여야 한다.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그렇다. 제후와 대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제후의 

분쟁은 천자가 조정한다. 대부들의 다툼은 제후가 중재한다.

묵자는 ‘下比’(아래가 나란히 섬)를 반대한다. 반면 尙同(위와 같아짐)을 할 때 상과 칭

찬을 준다. 하비(下比)가 발생할 때, 아래는 반드시 위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

‘下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원문은 ‘不下比’로 나온다. 

⑴ 不下比 → 不比下의 도치형. 문법으로 볼 때 이것이 맞다. (위가) “아래와 나란히 서

지 않는 것”이다. 위가 “아래와 나란히 서는 것”(比下)은, 위가 분쟁하는 아래 개인들 중

의 하나와 나란히 서거나, 그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러면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고, 

분란을 부채질하는 행위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동의 틀 자체를 깨는 것이다.

⑵ 不下比 → 下不比. “아래가 나란히 서지 않다.” 반대로 ‘下比’는 “아래가 나란히 

섬”, 즉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나란히 서서 싸우는 것이다. 태초의 상태이다.

혹은 ‘不下比 → 上不下比’로 볼 수 있다. “위가 아래를 나란히 세워두다.” 분쟁하는 개

인들을 나란히 세워 놓고, 서로 싸우게 놓아두는 것이다. 공정한 판정을 하지 않고, 개인

들이 서로 싸워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자인 윗사람이 자기 판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⑵의 뜻이 맞다. 그러나 ⑴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윗사람의 중재 조정 판결에 따르는 것은 통치의 핵심이고, 국가의 기능이다. 국가의 복

종의 이유에 대한 묵자의 답이 상동(尙同)이다.

4) 통치의 정당성

중국 사상가 중 어느 누구도 ‘통치(다스림)와 복종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

람은 없었다. 유일하게 묵자만 있었다. 대부분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왕정이나 군주정을 

당연하게 여겼다. 묵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최선의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에 

있다. 

묵자의 모든 사상은 통치의 정당성을 묻고, 백성들의 이익 극대화에 집중시킨다. 이렇듯 

묵자는 모든 면에서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지배층에게 무시

를 당하고 배척된다. 이처럼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5) 질문과 답

질문이 답을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그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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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한다. 순자는 예(禮)를 주장한다. 이는 그의 답이다. 그러면 질문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악한가? 혹은 태초에 성인과 선왕이 있는가? 이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예로서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

묵자는 상동의 국가, 계약론적 국가를 주장한다. 그것이 답이다. 그래서 질문은 태초에 

자연 상태가 있었는가? 이다. 태초라는 사유 실험은 상동의 국가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1) 전제에서 추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만들고, 그에 맞게 전제

와 추론을 만든다. 결론은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이다.

2) 자연과학도 그렇다. ⑴ 실험한 뒤에 결론을 내리는가? ⑵ 결론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서 실험하는가? 거의 모든 실험은 ⑴이 아니라 ⑵이다. 결론이 먼저 있어야 실험을 세팅

한다. 실험은 결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정당의 선택 ⑴ 사심 없이 정당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좋은 정당을 선택한다. ⑵ 

먼저 정당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유 근거 원인 목표 등을 제시한다. 이 역시 ⑵

가 맞다.

철학은 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철학자는 먼저 답을 결정해 놓고, 그 틀에 맞는 질문을 만든다. 

묵자 당시는 모든 것을 정복 전쟁으로 결정했다. 정복 전쟁은 개인들의 이해 갈등, 이익 

다툼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묵자는 전쟁만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전쟁을 벗어난 다른 방법은 없는가? 묵자는 현자를 통한 조정이 최상책이라고 본다. 싸우

는 당사자가 현자의 중재를 따르는 것이, 전쟁해서 승자 독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위의 

중재에 아래가 따르는 상동(尙同 위와 같아짐) 이론을 묵자는 제시한다. 이 대답에 맞추어

서 문제를 제기한다. 태초의 개인들이 서로 이익 다툼으로 싸운다. 이것이 묵자의 문제 제

기이다. 묵자 당시의 정복 전쟁을 비판 부정하는 것은 비공(非攻) 이론이다.

4. 이장(里長) → 향장(鄕長) : 심급의 상향

1) ｢상동｣ 편은 앞의 인용문까지 통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장-향

장-정장-천자-하느님”의 순으로 적용한다. 이는 국가 구조론이다.

‘마을 우두머리인 자’(里長)는 

마을의 인격적인 사람(仁人)이다. 

마을 우두머리가 마을의 백성들에게 정치를 드러낸다.

是故 里長者 里之仁人也. 里長發政里之百姓.  「상동」 상3

이는 앞의 3의 인용문 다음에 나오는 말이다. 결국 앞의 3에서 인용한 것은 이장의 통

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문맥상 일반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장은 마을의 우두머리이다. 이장은 향장 선정의 기초가 된다. 이에 대해 묵자는 다음

과 같이 얘기한다.

⑴ 왜 民이라 하지 않고, 百姓이라 하는가? 民은 피지배자로 단일화된 대상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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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되지 않는다. 반면 百姓은 ‘백 가지 성’이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함축한다. 

따라서 태초에 이익 다툼을 하는 개인들을 의미하는 말로는 民보다는 百姓이 낫다.

⑵ 태초의 개인들은 자신이 의롭다(義)고 한다. 그래서 서로 다툰다. 윗사람이 다툼을 

조정한다. 윗사람의 덕목이 인(仁)이다. 의(義)의 다툼을 인(仁)으로 해결한다.

仁과 義는 유가의 용어이다. 묵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노나라의 유가 학교

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仁과 義를 가지고 태초의 상태에서 조정자까지 설명하는 것은 기

본적으로 �서경�에 근거한 것이다. �서경�은 하 은 주 3대의 포고령과 통치 행위를 모은 

것이다. 이는 유가 학교의 교과서였다. ｢상동｣ 편은 �서경�에 따른 이야기이다.

공자의 ‘仁’이란 ① 사랑 ② 인격이다. ‘仁人’도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① (마을 사

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② 인격적인 사람.

‘사랑’을 유가는 ‘仁’이라 하고, 묵자는 ‘兼愛’라 한다. 사랑의 내용도 다르다. 유가의 인

(仁)은 가족 사이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효가 시작이고 충이 끝이다. 반면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兼’은 ‘전체’를 뜻한다.

이장(里長)은 마을에서 생기는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조정의 기본 

덕목이 겸애이다. 이장은 다투는 개인들 ‘모두’(兼)를 겸애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익 다툼

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정해 줄 수 있다. 양쪽의 이익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총합을 극대

화시켜야 한다. 이장은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로움으로 판결을 해야 한

다. 이것이 겸애의 취지이다. ‘兼’에는 ‘균등함, 총합’의 두 뜻이 들어 있다. 따라서 당사

자는 이장의 판결에 대해 상동(尙同 같아짐을 숭상함)을 해야 한다. 이점에서 아래의 위에 

대한 상동과 위의 아래에 대한 겸애는 상호 교환 관계이다.

이장 향장 국군은 심급(審級)이 한 단계 위 사람이다. 이들은 아래 사람들의 분쟁을 조

정한다.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모두의 이익을 고려 배려함’이고, 이것이 겸애이

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모두의 이익 고려는 전체 이익을 최대화시킨다.

⑶ 인격 : 인(仁)의 두 의미가 사랑과 인격이다. 사랑은 위에서 설명했다. 공자나 유가

에서는 인격의 측면이 핵심이다. 유가는 윤리 도덕의 철학이다. 객관적인 윤리 규범이 마

음에 내면화되면 인격이 된다. 이 인격을 공자는 사랑의 보편적 적용으로 설명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을 한다. 이 능력이 인(仁)이다. 어버이를 만나면 효를 한

다. 임금을 대하면 충을 한다. 친구에게는 신용(信), 어른에게는 차례를 양보함(序) 등이 

그것이다. 사랑을 베풀면 효 충 신 등의 덕목을 갖춘다. 모든 덕목을 가지게 되면, 그는 

인격자가 된다. 인격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성립한다. 모든 인간 관계를 사랑으로 채운다. 오륜(五

倫 다섯 인간 관계)가 그것이다. 묵자는 인간 관계보다는 이익 다툼에 주목한다. 그래서 

윗사람이 조정할 때, 인격은 핵심 요소가 아니다. 인격을 이루는 효 충과 같은 덕목보다는 

정의 균등 무차별 공평 등과 같은 이념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익의 총합의 극대화라는 경

제적 사고도 포함한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이다. 공자가 말하는 인(仁)의 사랑은 증오와 함께 간다.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한다. 내가 임금을 미워하는 하는 이유는 그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충

성심의 극치이다. 미음은 그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고치기 위한 수단이다. 증오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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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이런 사랑은 조건 달린 사랑, 즉 에로스이다.

묵자의 겸애는 이것과 정반대이다. 겸애는 증오와 반대가 되거나, 증오와 짝이 되지 않

는다. 겸애는 단지 사랑일 뿐이다. 분쟁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뿐,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된다. 겸애는 윗사람, 강자의 아래 사람, 약자에 대한 

사랑이다. 따라서 묵자의 겸애는 인간 관계의 덕목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⑷ 한비자는 신하의 본성을 ‘간사함(姦)’이라 한다. 국가는 군주의 재산이다. 신하와 백

성은 개인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주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린다. 약자인 신하

가 강자인 군주를 울궈먹는 방법은 ‘간사함’이다. 간사함은 약자의 특징이다.

신하가 간사함을 본성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한비자의 가산(家産) 국가 개념에서 당연

히 나온다. 국가는 군주 개인의, 혹은 그 집안의 재산이다. 즉 가산(家産)이다.

묵자는 이런 국가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태초에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의

로움이라 한다. 개인의 이기심과 이익을 인정한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한 것이다. 따

라서 개인들이 서로 다투게 된다. 국가는 이 다툼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이는 모두가 ‘제 몫의 재산’(common wealth)을 가짐이다. 신하나 개인의 본성이 ‘간사

함’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오히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나라이다.

⑸ 묵자는 이장의 덕목을 ‘인(仁)’의 사랑이라 한다. 이 사랑을 베품이 바로 ‘발정(發政)’

이라 한다. 發政은 ① 정치를 드러냄, 정치를 함. ② 바로잡음을 드러냄. 바로잡음이다. 

政=正이다. 개인들이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잡음’이다. 바로잡음이 정치를 함이다.

묵자는 “다스림·통치 = 사랑”으로 생각한다. 사랑을 베품이 통치함이다. 이는 공자 이래 

유가의 기본적 발상이다. 묵자가 이를 유가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유가는 인간 관계에서 

덕목을 쌓아서,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한다. 통치도 이런 사랑 베품이다. 현감이 고을 

백성을 사랑하는 원동력은 현감의 인격 인품이다. 반면 묵자는 모든 개인의 이익을 공평

하게 보장하고, 전체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사랑 베품이다.

다투는 개인들의 이해 관계를 윗사람이 조정하는 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바로잡음

(正) 혹은 통치(政)이다.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태초의 개인들의 다툼에서 묵

자는 상동(尙同)을 이끌어내고, 이 상동이 국가 조직이며, 통치를 의미하게 된다.

⑹ 봉건제, 군현제 : 묵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나라가 주나라 봉건제이다. 춘추 시대에 

무너져가는 봉건제를 되살리자고 주장한 사람은 공자이다. 공자의 영웅은 주공(周公)이다. 

그는 무왕의 동생, 성왕의 삼촌으로 섭정을 하면서, 주나라의 봉건제를 완성한다. 주공이 

봉해진 제후국이 바로 노나라이다. 노나라 출신 유명 철학자가 공자, 묵자, 맹자이다. 

공자의 봉건제를 이어받아서 확장시킨 사람이 묵자이다. 봉건제를 부정한 사람은 맹자

이다. 맹자는 양 혜왕, 제 선왕을 만나서 천하 통일을 하라고 한다. 천하 통일은 다른 제

후국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봉건제의 부정이다. 반면 묵자의 비공은 제후국들의 공존, 현

상 유지 이론이다. 상동은 국가 안에서 개인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묵자는 봉건제를 이렇

게 상동과 비공 이론으로 심화시킨다. 모두가 조화롭게 존재하는 체제이다.

봉건제인가?, 군현제인가? 역사의 흐름은 결국 군현제가 이긴다. 진시황이 6국을 멸망

시키고, 그곳을 군과 현으로 편입한다. 자기가 임명한 관리를 보내서 통치한다. 군현제는 

천하 통일, 하나의 중국, 대일통(大一統 큰 하나의 줄기) 이론이다. 통일과 하나의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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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 전쟁, 단 하나가 나머지를 다 잡아먹는 무제한의 전쟁을 의미한다. 극과 극이다. 통

일과 하나의 중국은 찬란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천하 전쟁, 끝장 전쟁이 필요하

다. 그런 전쟁까지 해서 하나된 중국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묵자는 단호하게 부

정한다.

현재의 세계는 봉건제 스타일이다. 다국이 공존한다. 천자국인 미국은 천조(天朝→千兆)

국이다. 압도적인 1위이지만, 다른 나라를 흡수 합병할 생각이 전혀 없다. 흡수하면, 그 

오히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2위 중국은 여전히 천하 통일의 

야망을 가지고 있다. 주변국을 흡수 합병하여 군현제로 만들려 한다. 홍콩, 대만의 사태에

서 볼 수 있다.

2) 묵자는 이장 다음에 향장의 정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착함과 착하지 아니함을 들으면 반드시 그로써 그 

‘고을 우두머리’(鄕長)에 일러야 한다.” 

고을 우두머리가 옳다고 하는 바를 반드시 모두가 옳다고 해야 하며, 

고을 우두머리가 그르다 하는 바를 반드시 모두가 그르다 해야 한다. 

착하지 아니한 말씀 같은 것은 제거하고, 고을 우두머리의 착한 말씀을 배운다. 

착하지 아니한 행실 같은 것은 제거하고, 고을 우두머리의 착한 행실을 배운다.

그렇다면, 고을이 무슨 설명으로써 혼란해지겠는가?

살피건대, 고을이 다스려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고을 우두머리가 오직 능히 

고을의 의로움을 하나로 같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고을이 다스려진다. 

고을 우두머리인 사람은 고을의 인격적인 사람이다. 

고을 우두머리가 고을의 백성들에게 정치를 드러낸다.

聞善而不善. 必以告其鄕長. 

鄕長之所是. 必皆是之. 

鄕長之所非. 必皆非之. 

去若不善言. 學鄕長之善言. 

去若不善行, 學鄕長之善行, 則鄕何說以亂哉?”

察鄕之所治者何也? 鄕長唯能壹同鄕之義. 是以鄕治也. 

鄕長者. 鄕之仁人也. 鄕長發政鄕之百姓.  「상동」 상4

⑴ 묵자는 통치의 단계를 “이장-향장-정장-천자-하느님”의 순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장

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향장 정장 천자에 반복한다. 통치의 구조는 단일하다. - 즉 백성

의 善과 不善을 윗사람에게 고(告 고소)하면, 윗사람이 是와 非를 가린다. 그러면 아래 사

람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행한다. 윗사람은 인인(仁人)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동

(尙同)’의 체제이다. 아래가 위와 “같아짐을 숭상함”이다. 이렇게 해서 이익 다툼과 분쟁

을 조정한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앞의 이장 부분에서 설명했다. 다시 반복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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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단위 별로 이익 다툼을 조정해 주는 체계이다. 그 이상 백성을 묶고 끌고 강제함이 

없다. 최소 국가이다.

⑵ 若은 ① ~와 같다. ② ‘이것(此)’의 두 뜻이 있다. 의미상 차이는 없다. ‘若不善言’은 

“이 착하지 않은 말”이다. 다투는 개인들의 말이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향장의 착

한 말”(鄕長之善言)이다. 개인들의 말은 不善인 반면, 향장의 말은 善이다. 이것이 상동

(尙同) 이론의 핵심이다. 개인들이 다투면, 그들의 말은 자신의 이익만 옹호한다. 따라서 

불선(不善)이다. 반면 향장은 그 고을의 현명한 자이다. 그 말이 선(善)하다. 이 차이에서 

향장이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해 줄 근거가 생긴다.

향장은 다투는 개인들에게 言과 行에서 조정을 제공한다. 말로 판결한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향후 어떻게 행위할지도 결정한다. 말로는 시비를 판결해 주고, 앞으로 행위할 

것을 가르쳐 준다. 충실한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을에서 ‘난리’(亂)이 사라진다.

고을에서 난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고을의 ‘의로움’(義)을 하나로 같게(壹同) 만들기 때문

이다. 여기에서 의로움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식이다. 모든 개인은 나름의 

의로움을 가진다. 서로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 향장의 역할은 고

을에서 모든 개인들이 따라야 할 통일된 ‘의로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동(尙同 위와 같아짐)은 일동(壹同 = 一同, 하나로 같아지게 함)이다. 분쟁하는 개인

들이 윗사람의 조정과 판결과 “같아져서 하나가 됨”(壹同)이다. 윗사람의 조정에 따르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3) 묵자의 새로운 국가 체제 – 봉건제의 개정판

중국 철학자 가운데 봉건제를 본격적으로 옹호한 사상가가 묵자이다. 봉건제의 재건이 

아닌, 새로운 판본을 제시한다. 비공(非攻)의 국제 체제는 다국 공존 이론이다. 이는 주나

라 봉건제에서 제후국의 다국 공존과 비슷한 것이다.

⑴ 묵자는 ｢상동｣ 상 중 편8)에서 “이장(里長)-향장(鄕長)-국군(國君)-천자-하느님”의 체

제를 제시한다. 이는 주나라의 봉건제와도 다르고, 묵자 당시의 체제와도 다르다. 이장과 

향장은 대부 집안의 우두머리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國君)과 천자의 성격도 달라

진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체계를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묵자가 새로운 국가 구조를 제

시하기 때문이다. 전혀 새로운 국가이면, 직책이나 제도도 달라진다.

반면 ｢상동｣ 하편은 “개인→집안→나라→천하→하늘”, 혹은 “爲人→家君→國君→천자→

하늘”의 순서를 말한다. 이는 대략 주나라의 봉건제의 구조이다. 家君은 대부 집안의 우

두머리, 國君은 제후, 천자는 주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은 주나라의 봉건제에 근거해서, 새로운 이상적 제도를 제

안하기 때문이다.

⑵ 전국 시대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새로운 국체 제제를 제안한다. 묵자 말고 농가가 있

다. 농가는 군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노동으로 자급하라는 것이다. 세금을 착취

로 간주해서 부정한다. 이는 새로운 국가 체제이다. 맹자는 �서경�을 배웠기에 주나라의 

8) ｢상동｣ 상과 중은 내용이 거의 같다. 태초에서 계약론적 국가를 이룬 과정을 설명한다. 반

면 하 편은 내용이 좀 다르다. 주나라의 봉건제 설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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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제 선왕이나 양 혜왕에게 천하 정복을 권한다. 봉건 제후국의 

공존을 부정한다. 이 논리의 극단에는 한비자가 있다. 그는 주나라의 봉건제를 진시황의 

군현제로 바꾼다. 봉건 제후국은 자율적 국가이다. 반면 군현은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다

스리는 것이다. 천하는 황제의 재산이다. 군현은 그 재산의 단위이고, 관리는 마름이다.

유가에 특이한 것은 �주례(周禮)�라는 책이다. 이는 주나라의 정치 체제를 담은 것이다. 

실제 주나라의 체제는 아니고, 전국 시대 말기에 누군가 주나라의 국가 체제를 상상해서 

쓴 것이다. 이것이 후대에 유가적 유토피아 이론의 기반이 된다. 왕망의 신(新)나라, 왕안

석의 개혁, 정도전의 �조선 건국전� 등이 모두 �주례�에 근거하고 있다. 주례는 이념이 없

이, 오직 제도만 나열한다. 이래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념과 제도 모두 제시한 사람은 

묵자이다.

⑶ 국군(國君)의 지위

묵자의 상동(尙同)에 따른 국가 체제는 봉건 제후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국군(國君 나라의 임금)은 제후이다. 묵자는 천자가 없는 제후국들의 다국 공존 체계를 

연상한다. 비공(非攻)에서의 국제 관계가 그것을 말한다. 

묵자는 유가 학당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주나라 봉건제를 사상의 기저에 둔다. 주나라의 

봉건제는 제후들의 다툼을 최소화시키는 구조이고 그 최상에 천자가 있다.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에 도래하면 주나라가 붕괴되고, 천자의 권위는 바닥을 친다. 전국 시대는 천자

가 없는 가운데, 천자의 자리를 두고 제후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 

이에 대해 묵자는 제후국 관계에서 내부로는 상동(尙同)으로, 외부로는 비공(非攻-공격 

반대, 방어 찬성. 무장 중립)으로 국가와 국제　관계를 설계한다.

묵자는 정복 국가, 정복 논리를 반대하고 비판한다. 춘추 말기부터 정복 전쟁을 주도한 

주체는 제후들이다. 주나라 봉건제에서는 천자가 제후들의 싸움을 제재하여 국제 질서를 

유지했다. 춘추 시대에는 제후들이 싸울 뿐만 아니라, 제후국 안에서 대부들이 싸운다. 그 

결과 진(晉)의 경우 대부가 한 위 조의 제후로 승격된다. 전국 시대에 제후국들끼리 싸움

은 진시황의 천하 통일로 귀결된다. 제후는 정복 전쟁의 당사자이다. 

묵자의 상동에서 제후와 전국 시대의 제후는 기능이 다르다. 

* 묵자는 제후를 국군(國君)이라 한다. (｢상동｣ 상 중) ‘나라의 임금’이다. ‘나라’(國)는 

독립된 통치 단위이다. 그래서 제후는 독립된 통치 단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장과 향장

도 어느 정도 독립된 통치 단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계약론적 국가 이론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개인들의 다툼은 기본적인 단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거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

들이 위로 올라간다. 이것과 반대는 진시황이 만든 군현제이다. 황제가 파견한 관리들이 

각 단위의 기구에서 황제를 대리해서 일을 처리한다. 관리와 관청은 황제의 의지를 실천

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단위별 독립성은 전혀 없다. 반면 상동의 국가 체제는 독립된 단위

를 설정한다. 주나라의 봉건제와 비슷하다.

⑷ 이장과 향장의 지위

무슨 이유로 향장이라는 새 개념을 제시하는가? ‘鄕長’은 당시에 없는 직책이다. 이장 

향장 정장(政長)은 묵자의 상상 속에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직책이다. 향장은 새로운 국

가 개념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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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국가 구성은 “개인→里長→鄕長→國君→天子→하늘(天)” 순의 위계이다. 묵자가 

구상하는 국가 체계이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묵자가 사유 실험 속에서, 

이성적 추론으로 건설한 국가이다. 춘추 전국 시대 주나라의 봉건제와는 완연히 다르다. 

묵자는 봉건제를 개량한다. 개량된 것이므로, 이런 새 이름을 붙인다. 

주(周)의 봉건제에서는 사(士)-대부(大夫)-제후(諸侯)의 위계이다. “대부 제후”는 혈연으

로 상속하는 세습제이다. 무력에 의존해서 통치한다. 사(士)는 영지가 없고, 대부와 제후는 

영지가 있다. 그래서 후자만 세습한다. 이 체계가 춘추 전국 시대에 정복 전쟁을 야기한

다. 영지를 늘리기 위한 싸움이다.

“이장 향장 국군”은 현자로서 상동(尙同)의 능력자들이다. 개인들의 이익 갈등과 다툼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익 조정을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래 사람들이 조

정자로 현자를 추대한다. 따라서 이 직책은 세습이 아니다. 조정해 주는 것이 통치 행위이

다. 이것은 서양 근대가 이룬 민주주의와 비슷한 길이다. 

묵자 시대는 “백성→사(士)→대부(大夫)→제후→천자”로 이루어진 주나라 봉건제가 잔

재해 있었다. 공자는 주나라 봉건 체제를 회복시키려 했고, 맹자는 포기한다. 

반면 �묵자�는 한편으로는 “사(士)-대부-제후-천자”의 주나라의 봉건제도 말하고, 한편

에서는 “이장-향장-국군-천자” 체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의 구

조이다. 이는 이익 다툼을 조정하는 현자의 체계를 말한다.

4) 가산 국가와 정복 논리, 군현제

⑴ 묵자에 따르면, 태초에 개인들은 제각기 의로움을 가진다. 자신의 의로움을 남들이 

인정해 달라는 ‘인정 투쟁’으로 다툰다. 이것의 해결 방법은 ① 묵자의 상동의 길. ② 정

복 전쟁의 논리가 있다. 상생의 길이냐? 승자 독식이냐? 의 기로에 있다. ②는 묵자가 반

대하는 가산 국가이다. ①은 개인들이 나란히 서서 싸우는 하비(下比)를 하지 말고, 중재

자의 조정에 따르는 것이다. 중재자인 윗사람은 겸애(兼愛)를 가지고 공평하게 조정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정하는 기구이다. “이장-향장-국군”의 조직 체계가 그렇다. 

승자 독식의 정복 국가, 가산 국가와는 전혀 다른 체제이다. 역사는 ②의 길로 간다.

주나라의 봉건제는 정복 전쟁의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무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紂)를 죽이고 천자가 되었다. 무왕은 논공행상을 행하여, 형제나 친척,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였다. 나라는 왕의 개인 재산이라는 가산 국가 개념 때문에, 혈족에게 국가를 나누

어 준 것이다. 강도질이 성공하고 난 뒤에 장물을 분배하듯이, 정복 전쟁을 치른 후 약탈

한 상대국의 재산을 일족과 제후들에게 나누어 준다. 제후는 세습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신분제이다. 이처럼 정복 전쟁은 제로 섬 게임이다. 일단 승리하면 모든 것을 가진다. 패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승자는 왕이 되고, 국가를 개인적으로 소유한다. 왕정은 가산 국

가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묵자는 이와 같은 가산 국가, 신분제 등을 비판 부정하고 상동

(尙同)의 논리를 전개한다. 

⑵ 이런 정복 논리의 최극단에 있는 인물이 진시황이다. 천하의 모든 권력을 진시황에

게 집중시키려고 정복한다. 그리고 그 아래 편입시켜 한 군주의 재산인 국가를 만든다. 더 

나아가 권력의 막강함을 보이려 본인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다. 황제는 신이다.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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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이기를 자처한다. 신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고 영생불멸(永

生不滅)이다.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욕망을 일으

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진시황과 한비자의 정복 전쟁과 묵자의 상동(尙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의 주체의 차이가 있다.

① 정복 전쟁에서는 정복한 자가 지배자가 된다. 국가는 정복 전쟁의 결과로 지배자의 

개인적 재산이다. 정복 전쟁은 군주 개인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다. 그 재산을 혈족과 부하

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이 국가 지배 체제가 된다.

② 상동의 국가에서는 현자가 지배자이다. 개인들이 다툴 때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현자를 윗사람으로 추대한다. 현자의 조건은 겸애이다. 모두의 이익을 균등하게 조정하고,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겸애이다. 그래서 겸애를 실천할 수 있는 지배자를 추대하자는 

것이 묵자의 입장이다. 이것은 일종의 현자 추대설, 계약설에 해당된다. 

둘째, 국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① 국가는 군주 개인의 소유이다. 정복 전쟁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는 정복자가 소유한

다. 정복자가 왕이 된다. 정복자는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집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료제

인 군현제를 실시하여, 각 관청과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하게 한다. 진시황이 통일

한 뒤에 군현제를 실시한다. 그는 천하를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② 국가는 모든 개인들의 소유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모든 개인은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common wealth’라 한다. 묵자는 개인의 이익과 이기심을 인정한

다. 따라서 태초에 개인들은 이익 다툼을 한다. 이 다툼을 조정해 주는 것이 국가이다. 국

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해 준다. 

5) 묵자의 상동의 국가관과 유사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동과 관련해서, �예기�｢예운｣에서 “천하는 공적인 것”(天下爲公)이라 한다. 천

하를 군주 일개인이 사적 소유하면 이는 사(私)가 된다. 모든 백성이 소유하는 것이 공

(公)이다. 다만 �예기�의 원문은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서경� 첫머리에 나오는 요 순 우의 선양은 과연 국가를 어떻게 본 것인가? 왕이 마음

대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국가를 사적 재산으로 본 것이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신하 중 

현명한 자에게 물려 준 점에서는 공적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유 재산이라면 자식에

게 물려주었을 것이다. 왕의 재산이기는 하되,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양 체

제는 완벽한 공적 재산은 아니다. 완벽한 공적 재산은 모든 개인이 각자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상동 체제는 공화국(republic) 개념과 흡사하다. republic은 ‘res publica’, 즉 

‘공적인 것’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 국가는 모든 이의 공적인 소유이다. 또한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democracy)을 한다. 이는 ‘인민의 지배’로, 매사를 시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

한다. 로마는 원로원의 통치 체제이다. 주요한 사람을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 원로원

이 국가 통치를 주도한다. 간접 민주정이다. 이 두 민주정은 국가를 국민 모두의 공적인 

재산으로 본다.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민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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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정에 참여할 나의 권리가 있다. 예컨대 중국

의 경우,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리그전을 벌인다. 그래서 승리한 자가 왕이 

된다. 승자의 장군들은 새 왕국의 고위 관료가 된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싸운 병사들은 자

기 몫을 챙겼는가? 거의 못 챙긴다. 승자가 왕이 되면서, 다 가로채 간 것이다. 이런 배신

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학자도 지적하지 않는다. 정복 전쟁의 승자 독식은 두 측면이 있

다. 승자가 적의 재산을 다 뺏어 가짐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승리의 전리품을 사령관이 

독식한다. 사병에게는 주지 않는다. 

셋째, 홉스의 �리바이어던�- 국가는 개인들이 가지는 공동의 재산이라고 본다. 국가를 

‘common wealth’(공동의 재산, 부)라 한다. 각 개인은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

다. 국가는 개인들의 ‘자기 몫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와 같다. ‘common wealth’ 

개념을 통해서, 홉스는 ‘왕국’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국가는 군주 개인의 재산이 아

니라, 모든 개인 각자의 재산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각자의 몫, 재산을 인정하면, 개인들의 이익 분쟁이 생긴다. 홉스나 묵자

는 개인 이익,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그 위에 분쟁 조정자를 배치한다. 경험론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인정한다. 이기심을 가진 개인들이 분쟁을 해결하기는 거의 어렵다. 그래

서 윗사람을 추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게 한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익의 균등한 보장, 이익 

초합의 극대화를 이룬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국가이다. 묵자는 이를 상동

이라 했다.

개인은 자기 몫이 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에 자신의 빨대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빨

아먹을 권리가 있다. 네가 한국에서 살면, 너는 한국에서 너의 존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는 마땅히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동물에게까지 확대된다. 바퀴벌

레나 쥐나 뱀도 자신의 몫이 있다. 이는 화엄종의 법계관, 事事無碍와 비슷하다.

이상의 셋 가운데 “republic, democracy, common wealth”은 모두 서양에서 나온 

개념들이다. 그만큼 묵자는 근대적인 사상가이다.

5. 향장(鄕長) → 국군 (國君)

묵자는 이장(里長) 다음의 상위 기관인 향장(鄕長 고을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이 향장은 국군(國君 나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고을 우두머리가 그 고을을 다스려서, 고을이 이미 다스려졌다. 그 

고을의 만백성을 이끌어서, 그로써 ‘나라 임금’(제후)에 위로 같아짐이 있어서,

가로되, “무릇 고을의 만백성은 모두 

나라 임금에게 위로 같아지고, 감히 아래가 나란히 서지 말라. 

나라 임금이 옳으다 하는 바를 반드시 또한 옳으다 하고, 

나라 임금이 그르다 하는 바를 반드시 또한 그르다 하라. 

너의 착하지 않은 말들은 제거하고, 나라 임금의 착한 말들을 들어 올리고,

너의 착하지 않은 행실은 제거하고, 나라 임금의 착한 행실을 들어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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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長治其鄕, 而鄕旣已治矣. 

有率其鄕萬民, 以尙同乎國君 曰 

“凡鄕之萬民. 皆上同乎國君. 而不敢下比. 

國君之所是, 必亦是之. 

國君之所非, 必亦非之. 

去而不善言, 學國君之善言. 

去而不善行, 學國君之善行.   「상동」 중5 

무엇 때문에 鄕長과 國君(政長 정치 우두머리)을 말하는가? 이 용어는 묵자가 구상하는 

이상적 국가의 직책들이다. 묵자의 관료 체계를 가늠할 수 있다.

亦은 아래가 위를 따름이고, 去는 아래가 자신의 언행을 포기함이다.

1) 이장 향장 국군의 지위

이 인용문은 이장→향장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 “尙同 下比, 是-非 言-行” 등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여기는 ‘향장→국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 둘의 아래는 이장, 위에는 천자와 하느

님이 있다. 하느님은 직접 통치에 관여하지 못 한다. 따라서 향장→국군은 아래의 이장, 

위의 천자 사이를 연결시킨다. 그들이 통치 체계에서 중간이면서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이장 향장 국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⑴ 이장 향장 국군 정장(政長) 등은 묵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에는 없는 직책이다. 

‘國君’은 ‘나라의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자적 통치 체계를 ‘나라’(國)라고 하고, 

그 통치자를 ‘임금’이라 한다. 따라서 ‘國君’이라 하면, 하나의 독립적 통치 체계를 의미한

다. 즉 주나라의 ‘제후’에 해당된다. 그래서 묵자는 ‘國君 諸侯’라 한다. 제후는 독자적인 

나라(國)의 독자적 임금(君)이다. 여기에서도 주나라의 봉건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제후국의 구성을 “이장-향장-국군”이라 한 것이다.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제후국

은 “사(士)-대부(大夫)-제후”의 순서로 되어 있다. 대부는 독자적인 통치 영역·영지를 가

지고 있다. 반면 사(士)는 자기 영지가 없다. 기술로서 대부나 제후에게 벼슬살이 한다. 

대부와 제후는 영지를 상속하지만, 사(士)는 상속할 영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제후는 자기 

자식이나 친척을 대부로 임명한다. 나라는 개인 재산이라는 가산(家産) 국가 개념 때문이

다.

이렇게 제후와 대부가 독자적인 영지를 가지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서 제후는 천자에게, 

대부는 제후에게 대들었다. 그것이 춘추 시대이다. 전국 시대에는 7국만 살아남아서, 그 

나라의 지배들이 확고한 권력을 장악한다. 7국의 군주는 더 이상 제후가 아니다. 모두 왕

을 자처했다. 그리고 대부들도 독자적 영역을 가지지 못 하고, 왕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었

다. 전국 시대에는 독자적인 통치 영역인 영지를 주기 보다는 ‘食邑’을 준다. “먹는 마을

(邑)”이다. 식읍을 받은 자는 그 마을에서 거둔 세금만 가진다(먹는다). 그 마을 통치는 왕

이 임명한 관리가 한다. 이래서 대부가 사(士)와 비슷해진다. 따라서 영지를 기반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기초로 출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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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춘추 시대는 대부가 주도했다면, 전국 시대는 사(士)가 주도한다.

⑵ 묵자가 구상한 국가는 “이장-향장-국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사-대부-제후”의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는 영지가 없고, 대부는 영지가 있다면, 이장과 향장은 자기 

관할 영역이 있다. 사는 대부에게 일을 하고, 사와 대부는 제후에게 근무를 한다. 춘추 시

대 초기의 제후는 국가의 힘을 키워서, 이웃 제후와 전쟁을 했다. 춘추 후기에는 대부가 

실력을 키워서 대부들끼리 싸우고, 제후에게 덤벼들었다. 대부나 제후가 실력을 키우는 이

유는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남을 정복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려 했다.

‘이장-향장-국군’ 체제는 이러한 공격 정복 전쟁의 체제가 아니다. 이장이나 향장의 역

할은 마을이나 고을의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士)의 역할은 대부나 제후에게 채용되

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대부는 자신의 영지를 기반으로 실력을 키우고, 제후가 부여한 임

무를 수행한다.

⑶ 국(國)은 독자적인 통치 영역이다. 국군은 이것을 크게 고을 단위로 나눈다. 고을을 

다시 마을 단위로 나눈다. 그리고 마을에서 현명한 자를 뽑아서 이장으로 임명하고, 마을

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고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명한 자를 뽑아서 향장으로 임

명하고, 고을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여기에서 불명확한 것이 있다. 이장과 향장은 국군이 임명하는가? 아니면 이장은 마을 

사람들이 추대하고, 향장은 이장들이 추대하는가? - 위에서 임명함과 아래에서 추대함은 

정반대이다. 묵자는 어느 쪽인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묵자의 상동 이론에 따르면, 

이익 다툼을 조정해 줄 현자는 그 마을이나 고을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위에서 임명하는 것은 위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야망과 목

적을 수행할 사람을 임명한다. 반면 아래가 추대를 함은 자신들의 이익을 근거로 한다. 모

두의 이익을 골고루 고려하면서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현명한 자를 추대한다.

마을은 현재의 마을 단위, 고을은 군 단위, 국(國)은 도 단위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체계는 개인들의 다툼을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 클 수는 없다.

⑷ “사-대부-제후” 체제는 정복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장-향장-국군”은 개인들의 다

툼을 조정하는 체계이다. 이는 국가 조직의 성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성격을 바꾸면, 이장 향장 국군은 추대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기제 내지는 비

상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근대적 혹은 현대적 국가에 가까워진다. 묵자는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가를 실용주의적으로 본다. 국가라는 것을 백성을 

위한 도구로 보자. 기존의 학자들은 묵자가 제안한 국가관의 근본적 전환을 이해하지 못 

했다. 

문제는 정복 전쟁이 일상화된 당시에, 이런 식의 국가관은 엉뚱하고 뜬금이 없다. 전쟁

해서 이긴 자가 왕초를 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추대한 자가 왕초를 하자. - 이런 말은 

당시에 거의 실현될 리가 없다. 이런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국가관은 후대의 학자들이 연

구하고 보존해야 한다. 후대에 어느 누구도 이런 국가관을 받아들이거나 발전시킨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청나라 고증학자들이 묵자에 훈고 고증을 해도 이런 국가관을 발굴해 내

거나, 발전시킨 것이 없다. “이장-향장-국군” 체제를 구체화시킨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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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주론 ; 가산 국가

군주를 한비자는 人主, 맹자는 王, 묵자는 國君이라 말한다. 이 셋은 모두 자신들의 정

치적 이념을 담은 용어이다. 

‘人主’는 “사람들의 주인”이다. 국가를 개인(왕)이 소유한다는 말이다. 가산 국가이다.

‘王’은 �서경�에 나오는 개념이다. 하 은 주의 군주를 ‘왕’이라 한다. �서경�에 따르면 

그 세 왕조를 연 ‘王’은 성왕(聖王) 혹은 성인(聖人)이라 한다. 이런 왕들의 특징을 맹자는 

‘인격자’라고 한다. 윤리 도덕을 완벽하게 구현한 이상적 인간이다.

‘國君’은 “나라의 임금”이다. 나라를 총책임지는 자라는 뜻이다. 별 다른 의미를 붙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묘사한 말이다. 묵자가 국가를 기능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능

은 백성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⑴ 한비자의 군주

한비자는 국민을 모두 주인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人主(사람의 주인)’ 또는 ‘民主’(백성

의 주인)이라고도 한다. ‘君主’는 ‘임금인 주인이고, ‘主君’은 ‘주인인 임금’이다. 백성은 

왕이 소유하는 노예들과 같은 셈이다. 한비자는 정복국가를 인정하는 이론을 제시한 자이

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론에 충실한 실천자이다. 

‘人主’와 짝이 되는 ‘牧民’ 개념이 있다. ‘목민(牧民)’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다. ‘牧’은 양 

염소 말 등을 풀밭에 놓아서 기르는 것 또는 ‘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성을 가축으로 간

주하는 것이다. 양민(養民)은 백성을 기름이다. 소나 돼지 가축을 기르는 것과 같은 개념

이다. 왕정, 군주정에서 백성의 지위가 그렇다. 소나 돼지를 잘 키우면, 돈이 된다. 마찬가

지로 백성도 잘 키우면, 재산이 증식된다.

‘牧民’이라는 말은 �관자�에 나온다. 정약용이 �牧民心書�에서 이 개념을 쓴다. 맹자 순

자 주희 등은 이 말 잘 안 쓴다. 백성=가축으로 보기 때문이다. 굳이 정약용이 ‘牧民’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실학적 관심이다. 실학이 토지 분배, 생산과 징세, 이것에 근거해서 

국가 조직을 만들려 했다. 모두 경제적 관점이다. 여기서 백성을 먹여서 키운다는 뜻에서 

‘牧民’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는 묵자의 ‘尙同’ 개념과는 정반대이다. 牧民은 육체적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반면 尙同은 이해 다툼을 이성적으로 조정한 결과를 받아들임이다. 이

성적인 것이다. 정약용은 백성을 몸뚱아리로 보는 반면 묵자는 이성을 가진 자로 본다.

정약용은 ｢탕론(湯論)｣ 등에서 지배자 선출론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천주교를 믿었다. 

이는 묵자의 ‘尙同, 天志’ 등과 비슷한 점이다. 그렇지만 묵자의 백성 중심의 시각을 전혀 

갖지 못 한다. 유가, 특히 맹자처럼 백성을 길러주는 대상, ‘핏덩이 어린애’(赤子)로 본다. 

정약은 이론에서 부정합과 모순이 너무 심하다.

⑵ 맹자의 왕도 정치

맹자가 말하는 ‘王’은 왕자다움으로, 위풍당당한 정치를 펼치는 주체이다. 이것을 ‘王道’ 

정치라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은 힘의 원동력과 명분은 무엇인가? 왕은 하늘에게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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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라고 명령을 받은 자이다. 왕은 天命(하늘의 명령)의 명분을 가진 자이다. 왕의 기본 

조건과 자질은 인격 수양에 있다. 열심히 인격을 닦아서 현자가 되어야 한다. 현자가 되어

야 백성을 보듬고 다스릴 수 있다. 하늘은 그 인격의 수준을 평가해서 천명을 내리는 것

이다. 이것은 군주 천명론인 동시에 왕권신수설에 해당된다.

천명은 인격이다. 왕이 되라는 명령의 근거는 그의 인격 또는 사랑이다. 사랑의 정치(仁

政), 왕자다운 당당한 정치(王道 정치)를 함은 중국에서 왕정의 기본 이론인 동시에 절대 

이론이다. 맹자 이론을 비교적 완전하게 구현한 나라가 조선이다. 반면 중국은 진시황 스

타일의 정복자 이론으로 나아간다. 조공국인 조선에서 이 이론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⑶ 묵자의 군주 개념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묵자는 너무 선진적 이론이다. 시대를 너무 

앞서 갔다.

묵자는 맹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 ‘鄕長과 國君’은 이익 다툼을 하는 백성들에게 위

임을 받아 중재 조정하고 판결하는 자를 말한다. 鄕長은 고을 사람을 다스리고, 國君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극대화를 이끌어 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판결하는 사람이다. 그 조건에 겸애가 있고, 백성들은 그 겸애를 담

보로 상동을 행한다. 

‘國君’은 ‘나라의 임금’이다. 이 나라는 제후국이다.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총책임자라는 뜻이다. 묵자가 ‘상동’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굳이 ‘국군’이라 말한

다. 이는 기능주의적 국가관이다. 국가는 백성을 위해서 기능해야 한다.

6. 국군(國君) → 천자

주나라 봉건제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천자이다. 천자가 제후국들의 평화 공존을 관리한

다. 나라의 임금인 국군(國君)에 대해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군은 천자(天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 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이미 다스려지니, 

나라의 만백성을 이끌어서, 위로 천자에게 같아짐이 있어서, 가로되, 

“무릇 나라의 만백성은 모두 

천자에게 위로 같아지고, 감히 아래로 나란하지 말라.

천자가 옳으다 하는 바를 반드시 또한 옳으다 하고, 

천자가 그르다 하는 바를 반드시 또한 그르다 하라. 

너의 착하지 않은 말씀은 제거하고, 천자의 착한 말씀을 배우라.

너의 착하지 않은 행실은 제거하고, 천자의 착한 행실을 배우라.”

천자라는 분은 본래 천하의 사랑하는 사람(인격자)이다. 

천하의 만백성을 들어서, 그로써 천자를 법도로 삼으면, 

대저 천하가 무슨 학설로 다스려지지 않겠는가?

國君治其國. 而國旣已治矣.

有率其國之萬民. 以尙同乎天子. 曰 

“凡國之萬民. 上同乎天子. 而不敢下比. 

天子之所是. 必亦是之.     天子之所非. 必亦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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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而不善言. 學天子之善言. 去而不善行, 學天子之善行. 

天子者. 固天下之仁人也. 擧天下之萬民. 以法天子. 

夫天下 何說而不治哉?”   「상동」 중8

1) 천자의 지위

묵자의 이상 국가는 “이장 – 향장 – 국군 – 천자 – 하느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과 신이 함께 만드는 국가이다. 여기에서 세계의 평화를 총책임지는 자는 천자이다. 하느

님의 위임을 받아서 질서화 공존을 만들어낸다.

⑴ 長(우두머리)과 君(임금)의 차이 ; 묵자의 국가론에서 長과 君은 차이가 있다.

‘長’은 里長과 鄕長이라는 말에 있다. ‘長’은 윗사람이면서 우두머리인 관리이다. 이들의 

역할은 분쟁의 조정의 기능이다. ‘君’은 國君에 있다. 국군은 ‘나라의 임금’으로서 ‘長’보

다 상위 심급이다. 君은 단순한 분쟁 조정자는 넘어선, 자율적 독자적 영역(國)의 최종 책

임자인 임금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장 향장은 기능적 능력을 가진 직책이다. 반면 국

군은 독자적 영역의 우두머리이다. 기능과 영역, 그것이 長과 君의 차이이다.

이처럼 묵자는 ‘國’ 단위의 자율적 영역을 인정한다. 이는 주나라 봉건제에서 온 것이

다. 현실적으로도 중국 전체를 진시황처럼 직할해서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적당한 규모의 ‘國’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봉건제)가 가장 낫다.

상동의 동치론은 ‘이장-향장-국군’으로 완성된다. 이 이상의 조직이 사실상 필요가 없

다. 그런데 국군 위에 왜 천자를 놓는가? 바로 ‘나라(國)’들 사이의 분쟁 때문이다. ‘이장-

향장-국군’의 영역에서는 개인들의 분쟁이 주를 이룬다. 반면 천자의 관할 아래에서는 ‘나

라(國)’들 사이의 분쟁이 중요하다. 개인과 나라,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개인들의 분쟁에는 

상동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나라들의 분쟁에는 상동이 아니라, 비공(非攻)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집행하는 사람이 천자이다.

⑵ ‘國君’은 천자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제후이다. ‘國君’은 ‘나라의 임금’이다. 

주나라의 봉건제에서는 제후국이 국가 구성의 최종 단위가 아니고, 천자가 최종 단위이

다. ｢상동｣ 편도 이것을 따른다. 주나라가 망해 가면서, 천자의 권력이 약해진다. 춘추 전

국 시대를 거치면서, 천자국이 아니라, 제후국이 정치의 기본 단위가 된다. 여러 제후국들

이 독자적인 세력 단위가 되면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 전쟁을 벌인다. ｢비공(非攻)｣ 편에

서는 천자가 부재하는 제후국을 최종 총괄 단위로 본다. 천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후국은 

치열하게 싸운다. 그래서 묵자는 비공(非攻, 공격 금지)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상동｣과 ｢비공｣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 두 이론은 주제가 다르다. 

｢상동｣은 이상 국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는 없는 ‘이장 향장 국군’과 같은 

이상적인 직책을 말한다. 그 당시 소멸되어 가는 주나라 봉건제의 천자까지도 말한다. 

반면 ｢비공｣은 전국 시대 당시의 현실에 근거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현실은 서로 정

복 전쟁으로 날을 세우던 시기이다. 천자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 과연 천자가 없

는 이런 시국에 평화 공존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묵자는 ‘공격 전쟁의 금지’라는 ‘非攻’

을 원칙으로 ‘천자의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묵자는 싸움대신 경제 개발과 교역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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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이 공존에서 얻어지는 이익인 것이다. 그 이익은 정복 전쟁보다 더 큰 이익을 보

장한다. 묵자는 제후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으로 비공을 제시한다. 

⑶ 천자를 요청함

묵자는 주장한다. 국군이 천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삼고, 천자의 덕목을 배워야 한다고. 

그러나 묵자의 시기에는 이미 주나라가 유명무실해서, 천자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를 제창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묵자는 왜 당시에 소멸되던 천자의 존재를 그가 구상하는 이상 국가에 요청했는가? 

첫째 ‘비공(非攻)’의 원칙으로만 다국 공존 시스템을 보장 받기는 어렵다. 만약 ‘비공(非

攻)’의 원칙이 국제 관계에서 잘 작동한다면 ‘천자’의 필요성을 가정할 이유는 없다. 묵자

는 “천자 없는 다국 공존”을 꿈꾸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천자가 점점 소멸되어 갔다. 

그 소멸 정도에 따라서 제후국들의 전쟁도 더 격화되었다.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그래서 다국 공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처럼 천자의 존재가 필요했다. 천자의 관할 

아래 제후들이 서로 경쟁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묵자는 ｢비공｣ 편에서 공격 전쟁

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다. 다국 공존의 핵심인 천자의 존재는 가볍게 스쳐 지나간다. 평

화의 핵심은 천자가 제후국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묵자는 공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자들이 이것에 공감하기를 바란다. 이는 난망한 이야기이다.

｢상동｣ 편에서는 천하의 질서의  관리자로 천자의 존재를 강하게 말한다. 각 나라(國, 

제후국)는 천자에게 같아짐을 숭상해야 한다. 천자의 지휘 아래 공존해야 한다. 이것이 상

동으로 이루어진 이상 국가의 기본 구조이다.

｢비공｣과 ｢상동｣은 천자에 관해서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 비공은 천자를 중시하지 

않지만, 상동에서는 천자가 중요하다. 비공은 ‘천자 없는 다국 공존’인 반면, 상동은 ‘천자

가 관할하는 다국 공존’이다. 장단점이 있다. 현재 없어져 가는 천자를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천자 없는 제후국들의 공존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제후국들이 공격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둘째, 묵자는 노나라의 공자의 유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묵자�에서 �서경�과 �시

경�이 여러모로 인용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서경�과 �시경�은 유가 학교의 교과서

였다. �서경�에서는 하 은 주가 모두 봉건제 국가로, 천자가 제후를 다스리는 체제였다고 

한다. 이런 교재에 의한 학습 효과가 묵자의 이상 국가에 표출된다. 공자는 주나라 봉건제

의 회복을 누누이 주장했다. 반면 맹자는 주나라 봉건제의 회생보다는 정복에 의한 천하 

통일을 강조했다. 양 혜왕과 제 선왕에게 통일을 권유한다. 다만 무력에 의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의로움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공격하면 백성이 호응한다. 의로운 전쟁으로 천하를 

잡은 사람이 은나라의 탕왕,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다.

�서경�은 국가의 건설과 유지, 둘을 다 말한다.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 국가가 건설되고 나면, 구성원인 제후들은 천자의 통솔 아래 평화 공존을 한다. 맹

자는 전자를 본 반면, 공자나 묵자는 후자를 강조한다. 맹자는 대종사인 공자의 가르침을 

어기고, 세속의 군주인 제 선왕과 양 혜왕에 아첨을 한다. 숙손통의 선구자이다. 오히려 

공자가 꿈꾸던 주나라 봉건제의 회복에 충실하려 노력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제자는 스승

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실천을 해야 한다. 묵자가 청출어람(靑出於藍)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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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자와 제왕, 황제

⑴ 천자는 국군(國君)들 위에 있다. 그 당시 천자는 주나라 왕이 그 역할을 했다. ‘天

子’라는 명칭은 주나라 봉건제에서 착안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國君’은 주나라 봉건국의 

제후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주나라 봉건제의 제후는 혈족 세습과 영지의 소유가 가능했

다. 그리고 그들만의 자유로운 통치 방식이 허용되었다. 

그렇다면 묵자는 이장 향장 국군의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인가? 천자의 관할 아

래서의 자율성, 독자적 영역이다.

주나라 봉건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후국 간의 정복과 침략의 금지이다. 묵자의 비

공(非攻, 공격을 비난함)의 원칙은 그것을 계승한 것이다. 제후국끼리의 전쟁은 주나라 봉

건제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이웃 제후국에 대한 약탈은 천자의 철퇴를 

벗어날 수 없다.

⑵ 천자의 덕목은 인(仁)이다. 仁은 사랑함이며, 인격이다. 천자는 최상위 심급(審級)이

다. 따라서 그의 사랑도 최상위의 겸애여야 한다. 최상위 심급의 최상위의 겸애는 그 아래 

사람들, 즉 이장 향장 국군들의 상동을 자연스레 불러일으킨다. 앞의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그 나라의 만백성을 이끌어서, 그로써 천자에게 같아짐을 숭상한다.” 이는 상동과 겸애의 

맞교환이다. 이로써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온다.

천자는 나라(제후국)들의 공격 전쟁을 막고, 평화 공존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천하 백

성들의 이익 다툼에 기준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 최상위의 겸애가 필요하다. 묵자가 

상동에서 생각하는 천자의 개념은 이처럼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사랑의 화신이다.

⑶ 정복 왕조와 ‘제왕’ 개념의 등장

정복 전쟁이 치열하면서, 천자 개념을 넘어선 개념들이 나오게 된다.

전국 시대에는 정복 전쟁을 한다. 힘 만능의 시대가 된다. 국가의 힘은 무력으로 판결된

다. 국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전차(乘)이다. 큰 제후는 만대의 전차(萬乘)를 낼 수 있는 나

라의 군주이다.9) 승(乘)은 춘추 말기에서 전국 중기까지 사용한 개념이다. 그 이전과 이후

에는 없다. �논어� �맹자�에는 나지만, �한비자�에는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의 

힘이 왕에게 집중된다. 왕의 권력이 커지면서, 그 극단에는 왕이 ‘帝王, 皇帝’라는 말을 

만들게 된다. 왕권의 극대화는 왕을 신으로 만든 것이다. 최고의 힘을 가진 신이다. 

현실은 묵자의 이상과는 정반대로 나갔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상대의 것을 약탈했다. 

약탈한 땅, 백성, 재물을 기반으로서 해서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확장했다. 왕국은 본질

적으로 정복 국가이고, 약탈 국가이다. 이렇게 정복 약탈했기 때문에 국가는 국왕 일개인

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가산(家産 집안 재산) 국가이다.

이런 가산 국가 개념에서 ‘제왕(帝王), 황제(皇帝)’의 개념이 나온다. 정복 전쟁은 이긴 

자와 진 자를 나눈다. 이긴 자는 전부를 갖고, 진 자는 전부를 뺏긴다. 승자는 주인이 되

고, 패배자는 노예가 된다. 주인과 노예는 인간과 짐승 이상의 차이를 가진다. 주인은 모

든 권력을 다 갖지만, 노예는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 한다.

9) 천차 한 대에는 말 2-4마리, 사람이 4명 이상 붙는다. 따라서 만승이면, 전차 만대에 사람

이 4만명 이상, 말이 2만-4만필이 동원된다. 그야말로 거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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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복 전쟁이 끝장에 다다를 때가 있다.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그

것이 바로 천하 통일이다. 천하는 세계이다. 세계 전체를 정복하면, 그는 세계 전체의 주

인이 된다. 세계의 땅과 백성, 재물을 다 소유한다. 권력은 최대화된다. 즉 천하의 모든 

백성과 신하, 제후들의 권력을 다 뺏어서 한 몸에 가지기 때문이다.

이래서 ‘왕’의 칭호도 가볍다 여겨서, ‘제왕, 황제’라는 호칭을 만든다. 땅위의 모든 권

력, 세계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 것이다.

⑷ 天子와 皇帝는 서로 반대 개념이다. ‘天子’는 하느님의 자식이다. ‘皇帝’는 신이며 하

느님이라는 뜻이다. ‘天子’라는 말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땅위에서 백성을 다스림이다. 

하늘의 뜻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백성을 품는 것이다. 반면 ‘황제(皇帝)’는 자신이 신이며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천자 개념을 넘어서는 절대 권력자이다. 

진시황 이전에는 ‘황제’라는 말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제왕(帝王)’이라 한다. ‘帝王’은 

‘하느님인 왕’을 뜻한다. 하느님을 ‘상제(上帝)’라 한다. 주나라 봉건제에서 천자를 ‘왕’이

라 했다. 제후는 ‘군(君)’이라 한다. 왕은 자신을 ‘천자(天子 하느님의 자식)’으로 자처했

다. 그런데 전국 시대 말기에 ‘帝王’ 개념이 나온다. 그리고 ‘天子’ 개념을 들쑤시고 흔들

더니, 결국 ‘皇帝’라는 말이 나온다. 帝王은 그래도 ‘하느님인 왕’이다. 하느님이지만, 인

간인 황이다. 그러나 皇帝는 “신, 하느님”이다. 인간의 흔적이 지워지고, 완전히 신이다.

王, 天子(하느님의 자식)은 하느님이 아니다. → 帝王(하느님인 왕) → 皇帝(신, 하느님)

이렇게 정복 전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왕은 인간을 넘어서서 신이 된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게 된다. 절대 권력은 신이 되어서, 진리와 정의, 진선미를 다 결정했다.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이 그런 길을 튼 것이다. 중국의 황제는 늘 제왕이었다. 제왕은 천자 위의 

계급이 된다. 반인반신이다. 황제는 반인반신을 넘어서 그냥 신 자체이다.

이런 식의 주제넘은 짓을 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진시황의 패망을 보라.

⑸ 장자의 ‘제왕(帝王)’ 개념 ↔ 묵자와 정반대

�장자� ｢응제왕(應帝王)｣ 편에서 ‘帝王’(하느님인 왕)의 개념을 제시한다. ‘帝’는 신적인 

존재인 ‘하느님, 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帝王’은 “신, 하느님인 왕”이라는 뜻이다.

｢응제왕｣에는 ‘계함(季咸)’이라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영험한 무당이 등장한다. 열자(列

子)의 스승인 호자(壺子)는 도통한 사람이다. 호자가 내부적으로 만든 모습을 보고 계함은 

그것에 따라 예언한다. 호자는 내공을 발휘해서, 계함이 보는 관상을 맘대로 조정한 것이

다. 계함이 알지 못 하지만, 호자는 계함을 마음대로 조종한다.

장자는 여기에서 신적인 군주를 본다. 절대 군주는 신하의 일거수 일투족을 맘대로 조

종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신하는 자신이 어떻게 조종을 당했는지 알아차리지 못 한다. 마

치 계함이 호자에게 당한 것처럼 그렇다. 이런 신적인 군주를 ‘帝王’이라 한다. 

장자는 ｢응제왕｣ 편에서 ‘帝王’이라는 말을 설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말을 쓰지도 않

는다. 단지 제목에 ‘帝王’이라는 말을 넣었을 뿐이다.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셈이다. 

아마 후대에 누가 ‘應帝王’이라 이름을 붙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왕’ 개념의 변화

에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춘추 시대까지는 주나라의 천자만이 ‘왕’이었다. 제후는 왕 아래에 있었다. 다만 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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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왕이 이민족 국가의 수장으로서 주나라와 맞먹으면서, 자신을 왕으로 자칭했을 뿐이다. 

그런데 전국시대에 들어서면 ‘侯王, 王公’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侯王’은 “제후(侯)였는데 

왕(王)이 된 사람”이고, ‘王公’은 “왕(王)이 된 공(公, 제후)”라는 말이다. 제후가 왕이 된 

것이다. 전국시대 말기가 되면, ‘제왕’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帝王’은 ‘하느님인 왕’이라는 

말이다. 이런 발전의 끝에 ‘皇帝’ 개념이 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자신을 ‘皇帝’로 

자칭한다. ‘皇帝’는 ‘신,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제후와 天子 → 제후와 王 → 侯王, 王公 → 帝王 → 皇帝

이런 식으로 최고 권력자가 인간에서 신으로 상승해 간다. 이는 왕권의 강화이다. 그리

고 가산 국가 개념의 절정이다. 황제는 세계의 주인이고, 신하와 백성은 노예이다. 1인의 

주인, 만인의 노예, 이 상태를 ‘皇帝’라는 말이 잘 보여준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쟁취

한 진시황은 자신을 스스로 ‘황제(皇帝)’라고 하면서 지상의 신으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

나 불로초의 수은 중독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

⑹ 기독교의 신과 땅위의 통치자의 관계

기독교 구약의 신은 분노하고 징벌하는 신(여호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빌론 

유수(幽囚) 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한다. 신약은 사랑의 신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복음으로 이것을 전한다. 복음은 복된 소식, 놀라운 

소식(gospel)이다. 

기독교의 신은 모든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이다. 따라서 감히 인간이 신을 참칭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서쪽의 이집트 세력, 동쪽의 바빌로니아, 앗시리아의 세력에 

핍박받는 중소 규모의 국가였다. 늘 침략당하고 핍박당하는 나라였다. 그런 국가의 왕이 

감히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할 수는 없다. 왕일지라도 오직 신에 종속되고, 신의 가호를 

바랄 수 밖에 없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국교가 된 것도 그런 사정이 있다. 로마가 전성기일 때, 자

신들이 알던 전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는 사실상 반인반신이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

럼 신 아래에 있는, 절대적인 약자인 인간으로서 황제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러나 로마가 게르만족의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존망의 위기에 몰린다. 

이럴 때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난국에 처한 황제는 신의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인

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양 중세나 근세에 늘 인간 혹은 왕과 황제는 신 아래 있

는 불완전한 자였다. 감히 신을 자처하는 황제가 나타나지 못 했다.

중국에는 기독교의 신 개념이 없었다. 묵자가 절대자인 ‘하느님’을 말했지만, 묵자는 비

주류였다. 전국 시대 강대국 군주 중 어느 누구도 묵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3) 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정복 전쟁

천자가 만들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복 전쟁이다. 이에 맞서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온다. 묵자의 상동 이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요컨대 천자 성립에는 ① 정복 전쟁, 군

주 천명론, ② 추대론 – 둘이 있다. ① 위→아래, ② 아래→위이다.

⑴ 전통적인 군주국-왕국에서는 “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같은 질문 자체가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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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해당된다. 왜 그러한가?

중국 역사에서 천하를 통일한 군주는 진시황, 한나라의 유방, 위(魏)의 조조와 진(晉)의 

사마의, 당의 이세민, 요의 야율아보기, 송의 조광윤, 원의 징기스칸과 쿠빌라이, 명의 주

원장, 청의 누르하치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출발해서 천하를 장악했다.

역사적으로 왕국은 대부분 정복 전쟁으로 만들어진다. 공격자가 정복한 땅과 백성을 가

지고 왕국을 세운다. 정복한 것은 정복자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렇게 세운 나라는 왕의 집

안 재산이 된다. 즉 가산(家産) 국가이다. 따라서 이를 자식에게 물려준다. 즉 세습한다.

이렇게 전쟁으로 획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하면, 가혹하게 보복을 한다. 나아가 왕위를 노리고 일을 꾸미는 자

들은 가장 큰 죄로 처벌한다. 대역죄, 역모죄로 다스린다. 

왕의 자리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심지어 약간이라도 회의 의심하면 혹독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가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나의 재산에 대해서 감히 건드려? 정복 전쟁에서는 상대

의 주력은 다 죽인다. 항복한 자는 노예가 된다. 왕권에 도전한 자도 똑같이 처벌한다.

⑵ 역적의 대역죄는 가산 국가 개념에서 성립한다. ‘국가는 임금의 것’, 그런데 감히 임

금의 것을 건드려? 그러므로 그에게 능지처참(凌遲處斬)하라고 명할 수 있다. 혹은 대역죄

는 정복 국가에서 나타난다. 정복해서 획득한 장물에 도전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한다.

전국시대는 7국+a 개수의 국가들이 서로 천하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싸우던 시대이다. 

여러 국가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무사들에게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 

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능력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왕

들이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이런 공간에서 언론의 자유가 성립한다. 묵자와 같은 획

기적인 계약론적 국가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맹자는 왕을 협박해도 무사했다.

천하, 즉 중국 전체에 하나의 왕국이 성립했을 때, 이 대역죄가 성립한다. 전국 시대에

도 왕권에 도전하면 대역죄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도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왕국과 다른 

새로운 국가론을 제시하거나, 왕을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통일 왕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왕권에 대한 도전은 커녕, 왕에 대한 비판도 대역죄가 된다. 하물며 왕정

-공화정에 대체하는 국가론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대역죄가 된다.

* 진시황은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 여겨졌던 천하를 통일한다. 통일이란 결국 천하가 진

시황 일 개인의 재산이 된 것이다. 진시황이 법의 제정, 도량형의 통일, 군현의 설치는 모

두 천하를 왕의 재산으로 규정하여, 왕에 맞게 세팅하고, 재단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분서갱유는 왕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재산 관리이며, 통일

이다. ‘통일’이란 모든 것을 다 진시황 일개인의 뜻과 의지에 맞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자신의 재산을 순시를 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진시황의 순수(巡狩)가 바로 가

산 국가와 통일 개념에서 나온다.

4) 군주 천명론 – 정복 국가의 합리화

⑴ 천자가 세워지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하다. ① 위→아래. ② 아래→위.

앞에서 말한 정복 전쟁의 결과로 세워진 정복 국가, 가산 국가는 전형적으로 ①의 위→

아래로 내리꽂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복 국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추악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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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남을 공격 정복 약탈해서 나라를 세운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따라서 그

것을 숨기고, 나아가 미화하고 싶어한다. 왕들의 이런 요구에 철학자들이 부응한다.

한비자는 어떻게 왕이 생겨났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추악한 현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7국의 왕이 있고 서로 경쟁한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다. 왕은 안으로는 신하의 도전과 찬탈을 막고, 밖으로는 경쟁국을 정복해서 멸망시켜야 

한다. 한비자는 정복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정복 전쟁이 국가 발전의 가

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한비자�를 쓴 이사와 진시황은 죽음의 신이었다.

⑵ 맹자는 좀 더 점잖고, 잔머리를 굴린다. 정복 왕조라는 추악한 사실을 숨겨준다. 맹

자는 군주 천명론을 주장한다. 누가 왕이 되는가? 누가 ‘하느님의 자식’(天子)가 되는가? 

‘天子’이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天命)을 받은 자가 된다. 그 예로 맹자는 하나라의 우 임

금, 은나라의 탕 임금,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든다. 이들은 신하로서 기존의 임금을 정

벌하고 제거한 뒤에, 새 왕조를 열었다. 왜 그게 가능한가? 바로 하늘이 그들에게 천자가 

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천명(天命)을 받은 자가 새 왕조를 연다.

이는 맹자가 유가 학교의 교과서였던 �서경�을 보고 배운 내용일 것이다. �서경�은 하 

은 주의 3대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이다.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은나라는 하나라의 

공문서를 보관했을 것이다.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주나라는 하와 은의 공문서를 보

존했을 것이다. 공자가 주나라의 도서관지기인 노자를 만났다는 것이 그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보존된 공문서를 엮어서 유가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했다. 정복 전쟁에서 

이겨서 들어선 나라이므로, �서경�은 당연히 왕조 개창자를 성군(聖君) 성인(聖人)이며 천

명을 받은 자라고 하게 된다. 반대로 왕조의 마지막 왕은 폭군으로 낙인 찍는다. 역사는 

늘 승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승자는 미화되고, 패자는 악마가 된다. 승자의 자기 미화는 

패자의 악마화를 동반한다.

⑶ 맹자의 제자인 만장은 군주 천명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 하늘의 명령을 받았

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맹자의 답 -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다. 백성이 선택한 자가 

바로 하늘이 선택한 자이다. 그가 천명을 받는다. 

기존 왕조가 말기에 들어서면, 야심가들이 거병(擧兵)을 한다. 그들이 무한 리그전을 벌

려서 최종 승자가 천하를 차지하고 새 왕조를 연다. 군사적으로 강한 자가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맹자는 이 과정을 천명을 받은 자가 새 왕조를 여는 것이라 한 것이다.

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강한 것보다,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민심이 

군사력을 이길 수 있다.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이 후원하기 때문에 이긴다. - 이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어느 누가 민심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설사 민심을 얻었다 하더

라도 그가 반드시 승리하는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맹자의 군주 천명론은 최종 승자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이론에 불과하다. 나

아가 군사적으로 강해서 승리한 것, 정복해서 약탈한 것을 감추어 준다. 전쟁의 승리가 아

니라,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는 추악한 치부를 감출 뿐만 아니라, 왕을 신

비화 절대화시키는 것이다. 왕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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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맹자의 군주 천명론을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다. 진시황이 죽고, 한나라가 건국

할 때까지 유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숙손통(叔孫通)이다. 그는 5명의 주군을 섬

겼다. 최후에는 유방을 섬겨서, 한고조 유방을 황제로 모시는 예법을 궁중에서 확립했다. 

이에 따라 만조백관이 유방을 황제로 공경했다. 이에 유방이 “내가 이제야 황제 좋은 줄 

알겠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황금 500근을 하사했다. 숙손통은 이 황금을 제자들에

게 다 나누어 주고, 제자들을 낭관으로 취직시켰다.

숙손통은 어떤 주군을 만나도 그를 다 임금으로 만들었다. 임금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제공해 주었다. 지식인 관료가 군주국에서 살아남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숙

손통의 이런 행위의 밑천을 맹자가 제공한 것이다. 왕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권의 정

당성입니다. 이를 맹자는 군주 천명론으로 제공한다. 누가 천명을 받았는지 누가 아는가? 

그냥 승자에게 천명을 받았다고 하면 된다. 승자인 왕도 좋아하고, 유자도 황금을 하사받

으니, 피차 좋은 것이다. 숙손통은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이익을 보았다. 맹자

의 군주 천명론을 가장 잘 실현한 인물이다. 유가의 이론이 이렇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시대는 영웅을 대망한다” 라는 칼럼을 쓴 기자가 있

었다. 그리고 문공부 장관이 된다. 이처럼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서 아첨하는 최선의 방법

이 군주 천명론이다.

5) 이익 단체(Gesellschaft)로서 국가와 최소 국가

⑴ 유가가 말하는 국가의 기본 구조는 ‘나라=집안’(國=家)이다.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구조로 갈 때, 가부장의 권한은 군주의 권력으로 치환된다.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확장은 필연적인 것이다. 군주는 집안을 사

랑으로 다스려 닦고 나라와 천하에 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집안에서 가부장이 나라

에서 왕으로 변한다.

묵자가 생각하는 군주의 모델은 재판관, 분쟁 조정자이다. 서로 다투는 개개인을 조정

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본다. 이 때 추대된 현자들이 이장 향장 국군의 직책을 맡으며, 

이 구조가 국가를 구성한다. 현자의 임무는 개인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극대화하고, 국가를 

평화의 상태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이상 현자들은 개인들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의 

권력은 개인들에게 최소한만 개입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유가의 국가는 가족의 확장이다. 가족은 ‘공동 사회’(Gemeinschaft)이다. 반면 묵자의 

국가는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이익 사회’(Gesellschaft)이다. 역사는 국가를 이익 사

회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간다. 중국 역사상 국가를 이익 사회로 규정하고, ‘최소 국가’를 

제시한 유일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이익 사회로서 국가는 최소 국가가 된다.

⑵ 묵자는 백성에게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국가를 제시한다. 이는 ‘야경(夜警) 국가’와 

같다. 묵자는 조정에 무게를 단다.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이익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현자(賢者)의 관리 하에 최소한의 분쟁 조정 이외는 백성

이 자유롭게 살도록 방임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가질 권리가 있다. 묵

자는 그것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간섭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 전체주의는 국가가 개인에게 최대한의 간섭을 한다. 상앙(商鞅)이나 한비자 등 법



- 100 -

가의 국가론은 개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개인은 악(惡)

하고, 잠재적인 범죄자이다. 법가는 조직적으로 백성을 국가에 편입시켜 24시간 통제하고 

관리한다. 이런 체제의 극단에 국가를 군대화시키는 군국(軍國)주의가 있다. 법가는 모든 

백성을 ‘耕·戰’(생산과 전쟁)의 도구로 삼는다. 생산과 전투는 정복 전쟁에 필요한 노동이

다. 백성은 오로지 노동으로 국가에 충성을 해야 한다. 그 법률을 벗어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은 국가에 복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최대한의 간섭을 한다.

⑶ 야경 국가는 영국 경험론자들의 이념이다. 경험주의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고, 도둑 강도를 막는 야경꾼 정

도만 하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의 최대화를 목표로 가진다. 

묵자의 상동(尙同)은 개인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자율적 주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래서 나오는 개인들의 싸움을 국가가 조정을 한다. 싸움이 

먼저이고, 조정이 그 다음이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다.

한비자의 국가는 전방위적으로 개인들을 조직하고 부리는 것이다. 국가는 왕의 소유이

다. 국민은 종, 노비. 노예이다. 국민은 왕의 재산의 한 부분이다. 국민은 왕의 재산을 늘

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야 한다. 이것은 가산 국가 개념에서 나온다.

6) 천부 인권과 근대적 국가

⑴ 서양 근대에는 자연법 사상이 나온다. 천부 인권은 자연법의 핵심이다. 인간이면 당

연히 가지는 권리가 천부 인권이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독자적인 개체·개인이다. 

독립된 자유로운 주체이다. 이것이 천부 인권의 핵심 개념이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

은 타인의 소유물(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예’는 당연히 부정된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중세 왕정을 부정하는 기본적 논리가 된다.

이는 근대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고대 철기 시대 이래 정복 전쟁이 일반화되었다. 

전쟁 결과 승자는 주인, 패자는 노예가 된다. 혹은 승자는 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는 노

예 상태가 된다. 지배자는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승리자와 패배자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정복 전쟁 논리가 일반화되

면, 백성을 패배자로 간주하게 된다. 백성의 지위가 노예와 같아진다. 백성은 의문의 1패

를 당한다. (영역 국가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그리스의 도시 국가는 예외적이다.)

천부 인권 개념은 고대적인 정복 국가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천부 인권 개념은 근

대 국가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이다. 정복 전쟁 결과 승자는 패자를 소유한다. 이것을 부

정하는 논리가 천부 인권이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여기에서 

계약론이 나온다. 지배와 피지배는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결코 정복 전쟁으로 만들어지

는 것은 아니다. 묵자도 여기에 한 삽의 흙을 보탠다.

⑵ 중국에서는 이런 천부 인권 사상이 나오지 않는다. 유가는 나라를 집안으로 본다. 

따라서 국민을 식구 혹은 가족으로 본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특별히 규정하지

는 않는다. 그래서 종과 노비 제도, 혹은 소작인도 부정하지 않는다. 집안에서 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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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늘 그 정도였다. 게다가 집안에 노비를 소유했다. 나라=집안 개념에서는 절대로 

‘천부 인권’의 개념이 나올 수 없다.

맹자는 노심자(勞心者)와 노력자(勞力者) 개념을 통해서, 지주는 노심자, 소작인은 노력

자라고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준다. 노동하지 않는 계급인 사대부의 존립 근거를 만

든다.

조선 시대 이황(李滉)의 노비는 약 380명 정도였다. 대부분은 이황의 땅에서 농사를 짓

는 노비들이다. 송시열, 이익 등은 노비 해방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천은 안 한다. 실학에

서 노비 해방은 큰 논쟁점이 아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스스로 노비를 전면적으로 해방

시키지 못 했다.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시켰지만, 갑오경장 때 노비 해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노비가 있었다. 실제로 노비가 해방된 것은 6.25 때문이다. 이

것으로 한국은 역사상 가장 평등한 사회가 된다.

묵자는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서도 기존 중국의 관습을 어느 정도 벗어난다. 묵자는 국

민을 왕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진시황의 가산 국가 개념을 벗어난다. 그러나 �묵자� 책 안

에서는 ‘개인, 인권, 자연법’ 등의 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묵자는 워낙 고대적인 인물이

라, 서양 근대가 제시한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7. 하느님(天) - 행위 책임과 자기 처분권

1) 하느님의 존재

⑴ 하느님이 왜 필요한가? 논리적으로 볼 때, 국군(國君)을 감독해서 다국 공존을 만드

는 존재가 천자이다. 천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군, 즉 제후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만드

는 것이다. 문제는 천자가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누가 그를 제어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최고 권력자를 바꾼다. 묵자는 이런 방식을 제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말한다.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천자를 제어하는 것이다. 

땅위의 최고 권력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초자연적 권력, 즉 하느님 뿐이다. 진

시황의 사례를 보면, 지상의 최고 권력자를 제어 감독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⑵ 천자 대신 하느님이 감독하는 다국 공존

하느님은 또 다른 중요성이 있다. 전국 시대 당시는 천자가 없었다. 천자 없는 다국(多

國)이 치열하게 전쟁했다. 상대를 잡아먹기 위한 정복 전쟁을 끝까지 했다. 이런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국 공존의 평화로 만드는 방법은 하느님의 존재 뿐이다.

묵자는 비공(非攻) 이론을 통해서 ‘천자 없는 다국 공존’을 모색한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은 천자가 없는 다국의 존재였다. 천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는 전쟁을 했다. 이

상적인 것은 ‘천자의 조정 없는 다국 공존과 평화’이다. 예컨대 서양 중세에는 가톨릭 교

황이 천자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는 천자 역할을 하는 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서양 근대는 100년 전쟁, 종교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으로 점철되고, 근현대에 

오면 1차, 2차 세계 대전을 한다.

요즘 동아시아를 보면 한 중 일이 경쟁한다. 이들이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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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결국 여기에서도 해결책은 ‘천자 없는 다국 공존’ 

이론이다. 묵자는 천자가 없더라도, 하느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천자 대신 하느님이 보증하는 다국 공존이다.

⑶ 주나라 봉건제는 천자가 관할하는 영역에서, 제후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했다. 한 제

후가 다른 제후를 공격하면, 천자가 이를 응징했다. 그러나 춘추 시대 이래 천자의 권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후를 제어하기 힘들었다. 이래서 제후들 가운데 가장 

강한 제후가 패자(覇者)가 되어서, 천자 대신 제후들의 질서, 공존을 유지시켰다.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죽은 뒤에는 그런 식의 질서 유지가 불가

능해진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불문율, 혹은 금기 사항이 만들어진다. 한 제후가 이웃 제후를 

공격해서 자기 영토로 편입한다. 이렇게 제후국의 사직을 없애고, 조상의 제사를 끊는 것

은 죄악이다. 이는 하느님과 귀신의 보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처럼 사직과 제사를 유지

시키는 것은 춘추 시대의 불문율이었다. 전국시대에는 이것을 깬다. 제후국들이 서로 치열

하게 정복 전쟁을 한다. 사직을 없애고, 제사를 끊는다. 심지어는 상대의 수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다. 하느님과 귀신의 보복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심지어 진시황은 자신을 

‘황제’라 한다. 皇이나 帝나 ‘하느님, 신’을 뜻한다.

* 이런 상황에서 묵자는 춘추시대의 불문율을 되살린다. 하느님과 귀신의 상과 벌을 제

시한다. 상과 벌은 하느님이 천자 혹은 제후들을 제어하는 수단이다. 묵자는 나아가 하느

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론화시킨다. 하느님은 겸애의 모범 모형이다. 하느님을 겸애로 규

정한다. 반대로 겸애가 무엇인지를 ‘하느님’ 개념으로 설명한다.

⑷ 하느님은 절대성, 최고의 선, 완전성을 가진 최상위 심급(審級)이다. 하느님, 귀신은 

모두 초자연적이다. 신은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다. 진리와 정의, 궁극적인 선과 아름다

움은 신이 가지고 있다. 땅위의 현상 세계의 것은 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겸애의 화신이다. 겸애의 완전 이상적인 실천자는 하느님이다. 윗사람

이 아랫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할 때, 반드시 겸애를 발휘해야 한다. 상동에서 겸애는 기본 

덕목이다. 

이런 신에 비해서 인간은 불완전자이다. 완벽한 진리 정의, 혹은 궁극적인 선과 미(美)

를 가지지 못 한다. 따라서 완벽자이고 절대자인 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 초자연적인 존재

인 신은 진리 정의, 선과 미 그 자체이다. 게다가 신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다.

따라서 땅위의 권력자는 신 또는 하느님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 신이 절대자이기 때문

에 권력자는 신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 지상의 그 누구도 땅위의 최고 권력자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를 벗어난 

초자연적 존재인 하느님 뿐이다. 신은 땅위의 최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래서 땅위의 최고 권력자는 신, 하느님

이 제어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인간이 신과 귀신,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것

들은 의미가 없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믿어야만 한다. 신을 믿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 ‘완

전성’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다.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이다. 신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

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파스칼의 신 존재 증명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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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위의 권력자는 권력에 도취된다. 신을 믿기는커녕 반대로 간다. 세계를 통일한 진시황

은 자신을 신이라고 자처한다. 통일로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는 신과 같다. 그래서 

자신을 ‘皇帝’라 한다. ‘신, 하느님’을 뜻한다.

이는 인간이 신이기를 자처한 독신죄, 즉 ‘신 모독죄’이다. 진시황이 죽은 뒤에 진나라

는 비참하게 멸망한다. 죄의 댓가이다.

⑸ 유가는 인간 내면의 신을 인정하는 범신론의 입장이다. “진심(盡心) 지성(知性) 지천

(知天)”,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 그런 이론이다. “내 마음을 다하면, 이성(의 

명령)을 안다. 이성(의 명령)을 알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신은 저 위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다. 신은 개인의 안에 있다. 

마음 속에 든 신은 개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내 마음의 기능의 하나이다. 그래

서 하느님은 내 마음에 목소리로 존재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면 

이성의 명령을 듣는다. 이 이성의 명령은 하느님의 명령과 같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의 일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결국 하늘

의 명령은 운명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늘의) 명령 앞에 서라.”(安心立

命) 이것이 맹자가 전하는 유가의 하느님 이론이다. 전형적으로 범신론이다.

* 묵자는 유가와 반대로 말한다. 신은 인간 바깥에 있다. 저 위 하늘에 절대자로 군림

한다. 이는 유일신이며, 절대자인 신이다. 이 신은 의지를 가진다. 그 의지가 바로 겸애이

다. 이 겸애를 인간들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한다. 실천 여부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준다.

신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정의, 궁극적인 선과 미를 가지고 있다. 신은 기

준이다. 인간은 불완전자이다. 신이 제시하는 완전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인간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이 바로 신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해야 한다. 신은 모든 인

간을 감시 감독하지만, 특히 왕을 주로 상대한다. 이래서 묵자의 국가 이론인 상동론의 맨 

마지막에 하느님이 등장한다. 하느님은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 중국은 완전성과 완벽함의 추구가 없다. 이는 유일신 절대자를 믿지 않는 것과 연관

된다. 만약 묵자의 사상이 중국의 주류가 되었다면, 중국도 완전성과 완벽함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류는 유가였다. 유가는 하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진인사 

대천명을 말한다. 유가는 ‘완전성, 완벽함’의 추구가 없다. 반대로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치중한다. 

법가는 현실주의이다.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들은 하느님도 신도 부정하

고, 절대적 완전성 추구도 무시한다.

노자의 철학은 처세술, 제왕학이다. 현실만 잘 처리하면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완전성

을 추구하는 이론이 아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윤 리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한다. 전반

적으로 중국의 철학은 현실주의로 나간다. 진선미, 절대 진리, 절대선, 정의는 무시하는 

이론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조류에 정반대가 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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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느님의 징벌

묵자의 하느님은 징벌로 드러난다. 심한 비와 바람이 그 징벌이다.

천하의 백성이 모두 위로 천자에게 같아진다. 그러나 

위로 하늘에 같아지지 아니하면, 곧 재앙이 오히려 아직 떠나지 않는다. 

이제 만약 하늘이 바람을 휘몰아치고, 비를 궂게 해서, 

(바람과 비가) 넘치고 넘쳐서 이른 것이면, 이는 그로써 

백성이 ‘위로 하늘에 같아지지 아니함’을 하늘이 처벌하는 바의 것이다.

天下之百姓, 皆上同于天子. 

而不上同于天 則災猶未去也. 

今若天飄風苦雨, 溱溱而至者. 

此天之所以罰百姓之不上同于天者也.   「상현」 상7

⑴ 천인 감응설

사람이 하늘과 같아지지 않으면, 하늘이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징벌이다.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하늘이 인간에게 시키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하늘의 뜻

을 사람이 따를 때 상을, 어길 때 벌을 준다. 하늘의 뜻은 겸애를 하라는 것이다.

본문의 尙同은 두 뜻이 있다. ① 같아짐을 숭상한다, ② 위와 같아진다. ①은 직역한 것

이다. ② 尙同→上同으로 바꾼 것이다. 아래가 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이 둘을 합하

면, 사람들이 ‘하늘의 뜻(天志)’과 같아짐을 숭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늘의 뜻(天志)에 따르지 않으면, 홍수와 가뭄과 같은 벌을 내린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하느님은 초자연적 존재이다. 진선미 혹은 순수한 이념과 정의 

등은 하느님만 가질 수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 불완전한 진선미만 가진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늘의 뜻인 겸애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념이다.

둘째, 자연에는 홍수 가뭄 메뚜기떼와 같은 재해와 오뉴월의 우박과 같은 이상한 현상

으로 가득차 있다. 이런 자연 재해와 이상 현상을 하느님의 분노로 해석하는 것은 고대에 

일반적이었다. 자연 재해를 하느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자기 반성하게 만든다.

한나라 때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나 재이설(災異說)이 나온다.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자신을 ‘皇帝’, 즉 ‘하느님이며 신’이라 자처했다. 신하들은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충고할 수 없었다. 만약 황제의 비위를 건드려 역린(逆鱗)을 하면, 

죽음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 때에 천인감응설이 나온다. 天人感應은 하늘과 인

간이 서로 자극(感)하고, 반응(應)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나쁜 짓을 해서 하늘을 자극하면, 

하늘이 재이(災異)로 반응한다. 災는 재앙이니, 가뭄이나 홍수 등이다. ‘異’는 머리가 둘 

달린 닭의 탄생과 같은 해괴망측한 현상을 말한다. 하늘은 인간사에 대해 자극을 받아 반

응한다. 회오리바람과 궂은 비(飄風苦雨)는 천지에 반(反)하기 때문에 내리는 벌이다.

천인감응설은 천자에 대해서는 조금 완만하다. 재이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처벌이 아

니라, 경고라고 한다. 하늘이 천자를 사랑해서 경고를 먼저 내린다. 본격적인 징벌이 아니

라는 것이다. 묵자의 하느님 이론은 한나라 때의 천인감응 이론의 선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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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자유 의지와 행위 책임 – 상과 벌

사람들은 하늘에 상동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느님의 뜻(天志)은 상동의 당위를 

규정한다. 처벌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상과 벌은 타율적인 실천을 유도한다. 하

늘에 대한 믿음은 유가나 법가가 보기에 미신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묵자는 하늘의 처벌을 강조하는가? 묵자가 보기에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자율적인 행위 주체이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위했다면, 그 행위

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에 책임

을 묻는 것이다. 묵자는 이처럼 모든 개인을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로 본다.

이에 반해 맹자는 백성을 적자(赤子, 갓난애)로 본다. 갓난애는 이성과 감성이 없다. 아

니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도 못 한다. 백성이 딱 그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

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다. 백성은 행위의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

유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지배층이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미성숙체이다. 

잘못을 하면 처벌할 것이 아니다. 무지몽매해서, 뭘 잘 몰라서 잘못한 것이다. 따라서 백

성은 타이르고 가르쳐야 한다.

맹자의 이론에서 군주와 관리는 성선설이다. 반면 백성은 성악설의 극단이다. 이런 성선

-성악설을 가지고 군주정·왕정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백성의 입지를 극도로 낮추고, 수동

적인 존재로 강조하며,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백성은 통치의 대상일 뿐, 

절대로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군자는 능동적이며 주체가 성립된 자아의 소유

자이다. 그래서 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통치를 펼친다. 

묵자와 맹자의 생각은 정반대이다. 묵자는 백성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반면, 맹자는 통

치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묵자는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이장 향장 정장을 백성이 추대한

다고 한다.

⑶ 개인의 자유 의지와 자기 처분권

하느님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과 벌을 내리는 이유는 모든 개인은 자유 의지가 

있고, 주체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자유 의지로 한 행위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윗사람이라면 무조건 아랫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개인이 행위의 주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처분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자기 처분권’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권력을 뜻한다. 묵자의 상동(尙同)은 아래 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에 따름, 즉 위와 같아짐을 숭상함이다. 위와 같아짐이라는 것은 자기 처분

권을 윗사람에게 이양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래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

면, 윗사람은 위임받은 그 자기 처분권에 근거해서 아래 사람을 처벌한다.

아래와 위는 계약 관계이다. 위가 겸애를 하여 결정하면, 아래는 그 결정을 따름, 즉 상

동을 한다. 겸애와 상동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가 위에

게 ‘자기 처분권’을 넘김이다. 넘긴다는 것은 아래 사람, 백성이 자율적인 주체, 자유인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가 말한 ‘적자(赤子)’나, 정복 전쟁의 패배자인 노예들에게는 그

런 것이 없다. 그들은 기본적을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주인에 예속된 자들이다.

상동(尙同)은 이처럼 ‘자기 처분권’을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위는 

위임받은 처분권으로 아래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자는 자기 처분권을 위임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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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묵자는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본다. 정치 주체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윗사람이 통치를 

하는 것이 상동이다. 상동의 최상위가 하느님이라면, 그는 최고의 겸애를 구현한 자이다. 

하느님의 뜻(天志)이 겸애이다. 

3.4, 상동론의 정치적 측면

앞에서는 ｢상동｣ 편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의 구조를 “이장 – 향장 – 정장 – 천자 – 

하느님”의 순서로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상동(尙同)’의 국가론, 정치론을 이슈 별로 정리

한다.

묵자는 태초의 혼란을 제거하고, 개인들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 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상동(尙同)이다. 이는 계약론이며 현자 추대론이다.

㈁ 천지(天志)이다. 하느님의 뜻은 겸애이다. 겸애는 상동의 기본 원리이다. 또한 하느

님은 땅위의 최고 권력자인 천자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 겸애(兼愛)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분쟁을 조정할 때, 윗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

인 자세이고 덕목이다. 이 셋이 묵자 정치 사상의 핵심이다.　㈁㈂

이하에서는 이를 차례로 설명한다. ㈀ 상동과 하비(下比)이다. 묵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이익 다툼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한다. 조정은 국가의 안

정과 개인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상동과 반대는 하비(下比)이다. 아

래가 나란히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상동(尙同)에는 천지(天志)와 겸애(兼愛)의 요소가 들어간다. 이를 두 번째로 설명한다.

‘상동’(尙同), 즉 아래가 ‘위와 같아짐’에는 개인의 자유 의지, 자기 처분권이 필요하다. 

아래는 위에게 자신의 자유 의지, 자기 처분권을 넘기는 것이다. 

이것이 아래의 측면이라면, 위는 현자여야 한다. 현명한 자이므로 다툼을 조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상동에는 현자 추대론이 반드시 들어간다. 현자를 추대하는 것은 계약의 측면

이 있다. 과연 그것이 계약론인가? 이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상동을 위해서는 윗사람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천지와 겸애, 자유 의지와 자기 처분권, 현자 추대론과 계약론, 정보의 

수집을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한다.

1. 상동(尙同)과 하비(下比)

1) 상동(尙同)은 ‘위와 같아짐’이고, 하비(下比)는 ‘아래가 나란히 섬’이다. 묵자는 태초

의 상태를 하비(下比)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상동(尙同)으로 가야 한다.

천자와 제후의 임금, 백성의 정치 우두머리가 이미 정해졌다. 

천자가 정치를 드러내고 가르침을 베풀음을 하며 가로되,

“대저 착함을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그로써 그 위에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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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지 않음을 보고 들은 자는 또한 반드시 그로써 그 위에 고하라. 

위가 옳다고 하는 바를 또한 반드시 옳다고 하고, 

위가 그르다고 한 바를 또한 반드시 그르다고 하라. 

자기가 착함이 있으면, 그것을 (윗사람) 가까이 추천하고, 

위가 지나침이 있으면, 법도로 충고하라. 

위로 그 윗사람과 의로움을 같아지게 하고, 그리고 

아래가 나란히 서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天子諸侯之君. 民之正長. 旣已定矣. 天子爲發政施敎曰 

“凡聞見善者, 必以告其上. 聞見不善者, 亦必以告其上. 

上之所是, 亦必是之. 上之所非, 亦必非之. 

己有善, 傍薦之. 上有過, 規諫之. 

尙同義其上, 而毋有下比之心.”   「상동」 중3

위의 인용문의 맨 아래에서 ‘상동’과 ‘하비’가 나온다. 

⑴ 下比 ① 아래가 나란히 서다. ② (위가) 아래와 나란히 서다. - 문법으로 보아도, 상

동 이론 전체를 보아도 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상동｣ 상 3에는 “上同 而不下比”라고 

한다. ‘不下比’는 세 해석이 가능하다. ㉠ (위가) “아래와 나란히 서지 않다.” ㉡ (위가) 

“아래를 나란히 세우지 않다.” (不下比→不比下) ㉢ “아래가 나란히 서지 않다.”(不下比→

無下比)  상동 전체로 볼 때 ㉢의 해석이 맞다. 요컨대 下比는 “아래가 나란히 섬”이다.

“下가 比하다”에서 ‘比’는 ‘匕’가 둘이 있다. 이것은 둘이 “나란히 서다-세우다”에서 ‘비

교하다’로 뜻이 확장된다. 아래가 나란히 서는 것은 똑같은 자격을 가진 개인들이 나란히 

서는 것을 말한다. 묵자는 태초의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동급이다. 태초이

므로 신분 지위 권력 등은 모두 없다. 그리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기 “이익=의로움”이라 

주장한다. 이렇다면 서로 싸울 수 밖에 없다. 모두가 같은 자격이기 때문이다.

‘下比’는 아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의롭다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놓고 싸우

는 것이다. 개인들은 법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타인의 결정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것이 태초의 상태이다.

이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이 있다. ⓐ 개인들이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힘센 자가 이긴다. 이긴 자가 독식하고, 진 자는 모두 잃는다. 제로섬 게임이다. ⓑ 법적

으로 위인 사람이 조정 권한을 가지고 다툼을 중재 조정한다. 尙同이 그것이다.

ⓐ는 헤겔이 말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길이다. 인류 역사가 그 길로 나간다. ⓑ는 

묵자나 홉스가 권하는 것이다. 상동 이론이며, 계약론이다.

* 풍우란 등은 ‘尙同’(위와 같아짐)을 아래가 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해석한다. 

또한 ‘下比’를 “아래가 나란히 서서”의 위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해석한다. ‘不下比’는 “아

래가 나란히 서지 않음”, 즉 위의 명령에 따름이다. 결국 상동은 위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함이고, 묵자는 전체주의적인 이론이라 치부한다. - 이래서 묵자는 한비자나 법가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이런 풍우란의 생각은 이후 정설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묵자의 사상과 정반대이다.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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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전체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백성의 뜻을 구현하는 국가를 설계

한다. 그것이 상동이다.

⑵ ‘尙同’은 ‘下比’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尙同’은 ① “같아짐을 숭상한다”, ② 

“위와 같아진다.” ①은 직역이다. 아래가 위와 같아짐을 숭상한다. 아래가 위의 결정을 받

아들임을 말한다. ②는 ‘上同’으로 바꾼 것이다. �묵자�에도 이 말이 나온다. 아래는 “위

와 같아진다.” 풍우란 등 일반적으로 이렇게 ‘上同’으로 본다. 결국 이 둘은 뜻이 같다.

상동은 아래가 위로 같아지는 것으로, 위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착함과 착하지 않음을 반드시 아래가 위로 고하라”고 한다. 자기들끼리 착함과 착하지 

못 함을 가리지 말고, 위에게 고하고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결정을 따르고, 숭상한

다. “위가 옳다, 그르다 하는 바를 반드시 따라서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알린다’는 것은 다툼의 상황을 윗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함이다. 이에 위의 결정을 따른

다. ‘추천한다’는 것은 개인들의 이익 다툼에서 누가 착한지를 추천하는 것이다. 윗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이다. ‘충고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 

함을 비판하고 고치는 것이다. 아래가 위의 판결에 상동(尙同)함에는 이처럼 ‘추천과 충

고’의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 사이에 착한 자를 추천한다. 

이 추천론은 다시 조정 심판하는 윗사람의 추대론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尙同하고, 下比하지 않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통치 이론이 된다.

⑶ ‘下比’는 아래가 서로 나란히 서서 자기들끼리 이익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下比’의 결과는 끊이지 않는 싸움에 휘말림이다. 서로가 평등한 입장이라, 다툼을 끊을 

사람이나 기회가 없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누가 시비를 판결할 수 있는가? 아무도 결

정권을 갖기 힘들다. 그래서 둘이 끝장 보는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판결을 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서 묵자는 조정자가 판결하는 길을 선택한다.

묵자는 기하학적 사유를 한다. 수평으로 평등한 관계(세로)는 누구도 상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 반면 수직으로 상하 관계(가로)는 위가 아래에 명령을 내

릴 수 있다. 일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다. 수평적 관계에 수직적 관계를 도입해서, 이를 

통한 조정을 주장한다.

⑷ 여기에서 심급(審級)의 문제가 생긴다. 審級은 심판의 등급이다. 국가나 사회의 특정 

상황에서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의 두 등급을 나누는 것이 심급(審級)이다. 묵자의 

상동 이론은 바로 이렇게 심급을 나누어서 갈등과 싸움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가 하비(下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의 판결에 상동(尙同)하는 것이다. 

이 둘이 지켜지면, 사회의 질서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

⑸ 下比의 뜻은 아래가 나란히 서서 작당한다는 뜻도 있다. 여기에서 아래는 신하들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아래가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든다. 그래서 윗사람, 특히 왕에게 도전

한다. 도전하지는 않더라도, 왕을 속이고 협잡하여서 이익을 끌어낸다. 심지어 왕을 마음

대로 요리한다. 한비자는 이를 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⑹ 태초에는 제각각 자기 이익을 의로움(義)이라 하여, 서로 다투고 충돌한다. 나의 의

로움은 선(善)하고, 남의 이로움은 불선(不善)이라 한다. 개인들은 서로 힘의 강약을 가진



- 109 -

다. 이런 힘의 강약 논리로 개인들끼리 다툼을 해결하려 한다면, 약자는 강자에게 일방적

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강자에 의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태초의 상황에서 오직 힘이 결정하는 제로섬 게임만 가능한가? 그런 것은 아

니다. 윗사람이 아래의 이익 다툼을 조정 중재하는 길이 있다. 상동이 그것이다. 아래는 

반드시 윗사람에게 조정과 판결을 위임해야 한다.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윗사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상동의 목표이다. 이는 갈등 조정을 위한 

이론인 동시에, 국가 구성 원칙이 된다. 그리고 윗사람은 국가 조직의 일원으로 국가적 이

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윗사람이 겸애를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개인들의 의로움

에 대한 시비를 결정할 때는 겸애로 전체를 사랑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아래가 위에게 판결에 순응한다. 

윗사람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가 위에게 자신의 ‘利=義’를 넘겼기 때문이다. 

즉 ‘자기 처분권’을 넘기는 것이다. 윗사람은 넘겨받은 ‘利=義’들의 총체를 가지고, 전체

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분쟁과 다툼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들의 다툼과 분쟁을 중재, 조정, 판결하기 위해서 윗사람을 뽑아야 한다. 누가 뽑

히는가? 현자가 윗사람이 된다. 누가 현자인지는 ‘겸애’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누가 현자

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별하는가? 방법은 둘이다. 아래에서 위로 추대하거나, 위에서 아래

로 임명한다. 묵자는 이 둘을 다 거론한다. 후대의 학자들의 임무는 바로 이런 모호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묵자는 후대에 잊혀진다.

⑺ 태초의 상태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힘이 결정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또 하나는 

윗사람을 뽑아서 중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동(尙同)이다. 상동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힘이 결정하는 것은 나라들 사이에 적용된다. 국제 관계는 힘이 결정한다. 

주나라는 천자가 제후국들의 갈등을 다스렸다. 그러나 전국 시대에는 천자가 없었다. 그렇

기 때문에 제후국들은 치열하게 싸운다. 제로섬 게임을 한다. 이 게임에서는 협상, 조정, 

정의, 옳음, 균형 등을 모두 부정한다. 사람들은 힘이 결정하는 제로섬 게임을 혐오한다. 

그렇지만 국제 관계는 늘 그러했다. 힘이 장땡인 나라는 중국이다. 한국이 사드 설치한 것

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했다. 2020년 일본 역시 우리나라에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

를 통해 압박을 했다. 중일은 힘 뿐이다. 반면 미국은 힘+이념(민주, 인권)을 가지고 압박

을 가한다. 만약 국가 안에서 개인 관계에서 힘이 결정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⑻ 상동(尙同)과 동의(同義) : 앞에 인용한 ‘尙同義其上’은 “其上에서 義를 尙同하다”, 

“그 위에서 의로움을 같게 만들음을 높이고, 숭상한다”이다. ‘尙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위는 윗사람이다. 윗사람에 의해서 의로움을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숭상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서 요점 – 각자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싸운다. 윗사

람이 조정한다. 조정의 대상은 이익이다. 그 결과 의로움들이 같아진다. 이익은 물질적 분

배이다. 의로움은 정신적으로 서로 인정, 합의, 동의하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분배했는데,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또 싸운다. 義(의로움)은 尙(숭상함)’의 근거와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해서 義=利이지만, 같게 함(同)의 대상은 利 뿐만 아니라, 義도 있다. 나아가 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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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義가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가 구성되고, 질서가 유지된다.

‘同義(의로움을 같게 함)’은 ‘尙同(같아짐을 숭상함)’과 같은 의미이다. 위와 아래가 의로

움을 같게 하려면 겸애와 상동이 필요하다. 위는 겸애를 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진다. 그

러나 아래는 분쟁하는 당사자라서 의로움을 가지지 못 한다. 전체를 사랑하는 겸애가 의

로움을 준다. 반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만 의로움이라 한다. 국한된 의로움이다. 이런 의

로움들을 보편화시키기, 즉 同義(의로움을 같이 함)를 위해서 겸애가 필요하다. 同義나 尙

同의 재판관은 겸애를 실천하는 현자이다. ‘同義’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윗사람의 ‘兼愛’

이다. 분배의 공평성이다. 공평함을 아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의로움’을 같이 하게 된다. 

이는 원칙이고. 실제로는 이루기가 쉽지 않다.

묵자가 구성하는 국가는 同義=尙同의 체계가 정립된 구조를 가진다. 즉 재화뿐만 아니

라, 상·벌 등의 분배가 공평하게 실현된 정의로움의 체계이다. 

이는 유가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유가는 인륜 도덕의 체계인 ‘충효(忠孝)’를 구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 윤리적 가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서 의로움과는 전혀 다

른 것이다. 묵자가 유가학교에서 배웠기에 그의 사상 전반에 유가 이론을 기초로 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사상을 확대 발전시킨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 된다.

⑼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묵자는 개인의 이익을 긍정한다. 그

래서 개인의 이익(利)을 의로움(義)이라 한다. ‘의로움’이란 관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런 이익 주장은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 다툼은 공평성과 정의, 겸애를 가진 현자만이 종식

시킬 수 있다. 이때 아래 사람은 하비(下比)를 피하고 상동(尙同)과 동의(同義)를 해야 한

다. 현자의 덕목인 겸애가 부족하면, 아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심의 여지를 줄 때 국가 체계는 흔들린다. 아무리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결정하더라도 아래가 거부할 것이다. 현자는 겸애를 해야 하고, 아래는 그 조정에 

복종을 해야 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쓴 이유도 같다. 국가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힘과 정의를 가져야 백성이 따른다. 국가가 약해지면 끝없는 혼란으로 치닫는다. 묵자가 

피하고 싶었던 태초의 정복 전쟁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탄탄한 국가 구조를 가질 때 

백성의 신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국가적 이익은 개인

의 이익을 총합한 것으로, 위와 아래가 겸애와 상동의 상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묵자

는 이런 이상적인 완벽한 국가를 구상했다. 

⑽ 여기에서 상동(尙同)의 공식을 정리해 보자. 

① 태초는 평등한 개인이다. ② 개인의 利=義이다. ③ 개인들의 이익 다툼은 그대로 두

면, 下比를 하고, 힘이 결정하게 된다. ④ 이를 막기 위해서 상동의 체제를 도입한다. ⑤ 

현자를 뽑아서 윗사람, 즉 상위 심급(審級)으로 정한다. ⑥ 현자인 윗사람이 다툼을 조정 

중재 결정한다. ⑦ “利<義”의 尙同에 동의한다. 개인들의 이익(利)을 아우르는 ‘의로움’

(義)을 윗사람이 제시하면, 아래가 동의한다. ⑧ 현자는 겸애를 행한다. 겸애는 전체 사랑

이다. 모든 개인의 이익을 챙김이다. ⑨ 현자는 추대하거나, 임명을 한다. 

이상은 홉스의 태초 공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 경험론과 이기심 긍정의 원리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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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성 원리를 찾아낸다.

태초에 국가가 구성되는 원리는 세 가지가 있다.　유가는 윤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 묵자와 홉스는 계약론이다.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힘이 아니라, 정의에 의한 분배를 

추진한다.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체계로서 국가를 구성한다. 국가는 현자의 체계이다.

㉡ 정복 전쟁의 논리 ; 이익 다툼을 할 때, 강한 자가 이겨서 전체를 차지하고, 약한 자

는 져서 0을 가진다. 제로섬 게임이다. 이것이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이다. 이와 비슷

한 것이 한비자의 가산(家産) 국가와 정복 전쟁 이론이다.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인정 투쟁’이라는 점에서 설명한다. 사람들은 타자에게

서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너를 나의 노예로 인

정하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인정 투쟁은 인간의 본성이고, 정치의 본질이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힘으로 주인-노예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권력 관계이다. 반면 인정 

투쟁은 마음속으로 주인-노예 관계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 유가의 갈등의 조정의 방법 - 공자는 “禮는 禮讓이다”라고 한다. 맹자는 “사양지심

(辭讓之心)이 예의 실마리”라고 한다. 내가 상대에게 먼저 양보한다. 그러면 상대도 나에

게 양보한다. 이 역시 인정 투쟁의 하나이다. 헤겔의 것은 공격적인 것이다. 상대를 무력

으로 제압해서, 상대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게 만든다. 반면 유가는 부드러운 것이다. 내

가 상대를 인정해야, 상대도 나를 인정한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양보

가 그것이다. 인정하기를 구체적 행위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 예(禮)라는 행위 규범이다.

이는 처세술이라기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예의 그런 심오한 뜻을 

알겠는가? 모른다. 단지 예를 기억하고 실천할 따름이다. 예는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한다. 

그것을 넘어선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은 없는가? 법이 있다. 예는 사회적 관습이고 규범

이다. 법처럼 강제력이 없다. 예와 법은 다르다. 

묵자의 상동은 국가 구성 원리이다. 반대로 예는 개인들 사이의 행위 규범이다. 전체와 

개인의 차이로 양자가 서로 보완 관계일 수 있다. 상동과 예는 같이 갈 수 있다.

2) 상동에서 정장(正長)의 필요성 ; 삼표(三表)를 통한 증명

正長은 ① ‘바로잡는 우두머리’ ② ‘정치의 우두머리’(政長)라는 두 의미를 가진다.

태초의 혼란 상태에서 사람들은 정장(政長)을 만들고 국가를 운용했다. 그러면 질서가 

확립되야 한다. 그러나 묵자 당시는 정장이 있는데도 극도로 혼란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천하의 사람들이 가로되, “바야흐로 지금의 때에 

천하의 ‘정치 우두머리’가 오히려 천하에 아직 폐지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천하가 어지러운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바야흐로 지금의 때에 

‘정치 우두머리’라 하면, 본래 옛날의 것과 더불어 다르다.” 

비유하자면, 유묘가 ‘다섯 형벌’로써 하는 그러함과 같다. 옛날에 

성스러운 왕이 ‘다섯 형벌’을 제정하여 만들어서, 그로써 천하를 다스렸다. 

유묘가 ‘다섯 형벌’을 제정함에 이르러, 그로써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벌이 좋지 아니하여서인가? 이는 형벌을 씀이 곧 좋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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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下之人 曰 “方今之時 天下之正長 猶未廢乎天下也. 

而天下之所以亂者 何故之以也?” 

子墨子 曰 “方今之時之以正長. 則本與古者異矣.” 譬之若有苗之以五刑然. 

昔者聖王制爲五刑. 以治天下. 

逮至有苗之制五刑. 以亂天下, 則此豈刑不善哉? 用刑則不善也. 「상동」 중8

국가는 제도와 운용자가 있다. 제도는 중립적인 것이므로, 운용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똑같은 다섯 형벌(五刑)로 유묘는 혼란을 초래하고, 성왕은 평화를 가져왔다. 

묵자는 능력자인 현자를 뽑는 것을 중요시한다.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정장(正長)이 좋았으나, 현재는 나쁘다는 것이 묵자의 판단이다. 이것

을 삼표(三表)라는 논리로 증명한다.

상동의 원리도 이와 같다. 상동의 제도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현자여야 함이 중요하다. 

문제는 상동의 원리와 제도는 묵자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의 ‘天下之人’은 상동의 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담당자인 정

장(正長)을 비난한 것이다. 이에 묵자는 다섯 형벌의 운용으로 답한다. 그 다음에 묵자는 

상동의 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상동에서 윗사람을 현자로 하

는 방법이 선출과 임명인데, 묵자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묵자는 상동의 원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제안한다. “士 → 大夫 → 諸侯 → 

天子”의 위계는 당시의 주나라 봉건제이다. 그러나 진시황 통일로 사라진다. 진시황은 군

현제를 도입하여 “군현의 長 (지방관, 임명제) → 중앙 관리 → 황제”의 체제를 만든다. 

이는 모두 정복 국가이며,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체제이다.

묵자는 이와 반대로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里長 →鄕長 →正長 →國君→천자 →하느

님”의 체계를 제시한다. 이것은 당시에 없는 체계이다. 묵자가 이상적인 제도로 만든 것이

다. 상동의 체계이다. 묵자는 논리적 사유 속에서 최선의 국가를 구성한다.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가장 좋은 국가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윗사람, 즉 “이장 향장 정장”이 현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가지게 되는가? 봉건제나 군현제는 윗사람이 임명한다. 반면 묵자의 상

동 체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다른 형태의 국가 조직이므로 다른 용어를 쓴 것이다.

2. 하느님의 존재와 국가 구성

묵자는 ‘이장→향장→국군→천자→하느님’의 위계로 국가를 구성한다, 묵자는 국가 위계

의 최상위에 인간인 천자를 넘어서는 하느님을 배치시킨다.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첫째, 겸애가 가장 큰 이유이다. 하늘의 뜻(天志)은 겸애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뜻

을 받들고 따라야 한다. 가장 순수한 ‘겸애’는 하느님이 가지고 있다.

둘째, 그는 하느님을 요청하여서, 전제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한다. 절대 군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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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격신과 황제 – 국가 질서의 최종 책임자

묵자의 하느님은 인격신이다. 유일신이며 절대자이다. 이 신이 국가 구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는 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다. 하늘이 하나이므로, 신도 하나이다. ‘하나’라는 점에

서 신의 배타성 문제가 나타난다. ① 나의 신만이 신이다. 그런데 신은 하나이다. 따라서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자신의 신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거짓이다. 이는 배타적 

종교이다. 기독교가 그렇다. ② 신은 하나이다.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을 말한다. 이를 포

용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다. 종교마다 다른 신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신을 다르게 부른 

것에 불과하다. 묵자의 하느님은 ②에 해당된다. 그는 배타적으로 신을 독점하지 않는다.

⑵ 하느님이 왕을 제어함.

묵자의 하느님은 인격신이다. 그 이유는 하늘이 인간에게 상과 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

이다. 신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다. 인격이 바로 그 둘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과 악

에 대해서 기쁨과 분노를 한다.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

인간과 신, 모두 자유 의지를 가진다. 신은 완전자이고, 인간은 불완전자이다.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잘못을 저지른다. 이에 완전자인 신이 불완전

자인 인간을 심판한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인도자가 된다. 세상일은 완전히 인간에게 맡

길 수는 없다. 맨 위 심급(審級)인 하느님이 인간 세상을 감독하고 조정해야 한다.

신이 감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이다. 왕은 최고 권력을 가졌다. 따라서 땅위의 

어느 누구도 왕을 제어하기 어렵다. 오직 하느님만이 왕을 제어할 수 있다.

⑶ 순수한 겸애는 하느님이 가지고 있다.

상동의 체계에서 윗사람이 아래의 갈등을 조정할 때, 겸애를 가져야 한다. 현자를 윗사

람으로 뽑지만, 사람인 이상 그는 완전히 겸애할 수는 없다. 완전한 겸애와 상동은 신만이 

할 수 있다. 초자연적 존재는 현실 세계에 개입해서, 이상적인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게 만

드는 것이다. 이상적 가치는 초자연적 존재에서만 보존된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신은 완전하다. 따라서 겸애는 신에게서만 완전하게 보존된다. 혹은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불완전하다. 완전한 것은 불변의 존재인 신에게만 있다. 

이렇게 묵자는 현상계와 하느님, 인간과 신을 구분함으로써, 겸애 등의 이념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상동을 해야 할 현자들에게 겸애의 모범을 신에게서 비추어 보인다.

상동 이론에서 태초의 개인들이 下比를 하지 않고, 尙同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와 근거는 하느님의 존재이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행위의 주체인 개인들이, 상동의 이

론에 따라, 윗사람을 뽑고, 그의 중재를 받아들인다. 왜 그런가? 윗사람이 겸애를 하리라

고 믿기 때문이다. 겸애는 ‘전체 사랑’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루 다 배려하는 

것이 바로 ‘전체 사랑’이다. - 이는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렵다. 인간은 살아온 배경이 있

기 때문에,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얽매인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전체 사랑(겸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묵자의 겸애는 롤즈의 ‘무지의 베일’과 비슷하다. 그러나 더 강력하다. 윗사람이 현자일

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겸애를 다 할 수 없다. 이럴 때 하느님의 존재는 언제나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된다. 법의(法儀)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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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초자연적 존재인 신은 절대 가치의 담지자이며 보루이다.

묵자의 유일신은 철저히 무시된다. 전국 시대에 왕들은 하느님과 귀신을 무시하고, 이웃

나라를 서슴없이 멸망시켰다. 사직을 없애고, 제사를 끊었다. 원혼들의 귀신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시황은 자신이 황제라고 선포한다. 皇帝는 ‘신, 하느님’을 뜻

한다. 초자연적 신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신이 된 것이다. 신이 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 것은 약과이다. 분서갱유를 하면서, 자신을 진리와 정의, 선과 미의 기준으

로 삼았다. 그것에 어긋난, 어기는 것은 모두 권력으로 박살냈다. 그 결과

진나라에서는 이상주의, 완전한 가치와 정의, 절대 진리 등은 모두 사라진다. 힘이 오직 

지배했다. 최고 권력을 가진 황제가 그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이것이 풍조

가 된다. 완전한 이념과 절대적인 진리, 정의 등에 대한 추구는 사라진다. 황제와 국가 권

력에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학자는 관리가 되어서 살았다. 순수 학문이 발을 붙이지 못 

한다. 이런 끝에 진나라가 너무 쉽게 망한다. 

이상적 가치의 효용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것을 지지하게 만든다. 

1960-80년대까지 한국을 지배한 이상주의적 가치는 민주화이다. 이런 가치의 보호처, 솟

대는 명동성당, 교회, 사찰이었다. 종교가 그들의 안식처와 도피처가 되었다. 신적인 존재

는 아무나 건드리지 못한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절대적 진리와 완전한 가치를 담지한다.

2) 절대 왕권의 제한 - 하늘(天)과 귀신(鬼)

⑴ 천귀의 역할

묵자는 ｢尙同｣ ｢尙賢｣ ｢天志｣ ｢明鬼｣ ｢非攻｣ ｢非命｣ ｢非樂｣ ｢貴義｣ 편에서 하느님을 

‘天鬼’라고 한다. ‘天鬼’는  ㉠ 하느님과 귀신, ㉡ ‘하늘 귀신’, 하느님이라는 귀신의 두 뜻

이 있다. ㉡은 하느님을 일종의 인격신, 귀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귀신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상과 벌을 주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묵자는 무슨 이유로 국가 구조의 위에 천귀를 두는가? 묵자는 본래 하느님의 

뜻(天志)을 중요시했다. 그 역시 하느님을 믿었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따르라고 권유한

다. 그렇지만 국가 구성론에서 최상위에 하느님을 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묵자의 천귀는 지상의 권력을 제한하는 의미가 크다. 

전국 시대는 정복 전쟁과 천하 통일이 7국의 왕들의 목표였다. 정복 전쟁의 결과 새 왕

조가 세워진다. 정복 전쟁은 영토 획득을 위한 것이다. 영토와 백성을 얻으면, 그것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는 왕의 것이다. 가산 국가이다. 따라서 정복 국가는 본질적으로 

왕국이 된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7국이 경쟁할 때는 왕에게 비판과 충고를 하기 쉬웠다. 여차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

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의식해서 왕은 신하와 지식인을 탄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시

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지식인은 갈 다른 나라가 없어진다. 진시황은 정복한 모든 나라

의 권력을 합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따라서 땅위에서는 아무도 진시황에게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묵자는 이것을 피하고자 최상위 심급인 하느님을 제시한다. 최고 권력자 제어에는 하느

님 이외는 없다. 하느님의 뜻인 겸애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물론 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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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天志)는 진시황과 같은 통일 군주, 절대 군주를 제어하는 이론이 아니다. 전국시대처

럼 다국 공존하는 것이며, 나아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천지(天志)와 천귀(天鬼)

의 목표이다. 상동 체계의 최상위 심급(審級)인 하느님의 임무가 그것이다.

⑵ 진시황의 잔혹사

전국시대가 되면, 7국이 싸워서 최강자가 결정된다. 그러면 최강자는 누가 견제하는가? 

7국이 싸울 때는 군주들이 타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신하의 충고를 듣는다. 맹자가 왕을 

협박한 근거도 그것이다.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 황제를 제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황

제 자신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순이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7국 경쟁 시기라 자기 제어가 가능했다. 2세 호해는 자기 제어가 불

가능했다. 황제가 되자 흥청망청했다. 조고가 그렇게 만들었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하느님이 그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제

어자는 유권자이다. 정치인은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심판과 투표가 없다면, 하

느님이 존재해서 제어해야 한다. 맹자의 말 가운데,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맹자는 답을 하지 않는다. 결국 민심은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이 되지 않고, 

결국 정복 전쟁에서 승자가 천심을 받은 자가 된다. 이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큰 이

야기도 작은 디테일로 부정할 수 있다. 

하느님은 이상적 가치를 보존한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를 제어한다. 진시황은 신을 무시

하고 자신이 신이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하느님) 없는 벤츠가 된다.

㈀ 진시황은 자신을 皇帝(신, 하느님)이라 한다. 승리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이다.

㈁ 진승은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 로 야심가들을 자극한다.

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 왕조 멸망기에 야심가들이 봉기해서, 끝판 막장 전쟁을 

한다. 최종 승리자가 천하를 차지하고 새 왕조를 세워 황제가 된다. 황제=신이 된다. 이런 

왕조는 오래 못가고 또 야심가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처럼 중국은 왕조 교체라는 주기

적인 대량 살육을 한다.

중국은 진시황과 진승, 이 두 사람에 대한 반성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진승이 왕후장상

에 씨가 따로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것, 진시황처럼 

천하를 사유(私有)하고, 독점하여 황제가 되겠다, 가산(家産)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항우와 유방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에 중국에서 왕조 교체기에는 진승의 악령에 

씌인 자들이 잔인한 끝장 리그전을 벌렸다. 천하를 독점하여 가산 국가를 세우겠다는 야

심 뿐이다. 단 하나도 백성을 위한 국가, 혹은 묵자의 상동의 국가를 기치로 내건 자가 

없다.

왜 진승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백성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무식하

고 천한 출신이라서? 뭘 모르니까, 진시황 대신 천하를 독점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사유(私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 한 것이다.

전국시대는 정복 전쟁의 결과, 이긴 자에게 영토와 인구가 귀속되고, 진 자는 망했다. 

승리한 나라에 부(富)와 권력이 집중되고, 그것은 군주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정복 

전쟁의 결과가 모두 한 곳, 한사람으로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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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의 통일은 영정(嬴政)에게 천하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천하를 

통일했다는 자신감은 영정(嬴政) 스스로를 ‘皇帝’로 자처하고,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거만함으로 치달았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진나라

의 멸망이다.

진시황의 천하 독점은 가산(家産) 국가로 귀결되었다. 통일 국가가 영정(嬴政)의 사적 

재산이 되어 버렸다. 이런 사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 진시황이 정말 신이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신은 전지전능하다. 실수 없이 완벽한 선을 실행한다. 그러나 인간

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고를 친다. 그래서 신이라는 감시자를 위에 두고, 견제와 

제어를 해야 한다. 진시황도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고,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조심했어야 한

다. 결과적으로 진시황의 자만은 그의 사후 11년 정도 뒤 진의 멸망을 가져왔다. 진나라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국토 유린, 수도 약탈, 왕족 도륙의 결과를 맞이한다.

3)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용어, 이론으로 드러난다.

공자는 仁, 正名, 禮, 忠恕 등의 개념을 말한다. 맹자 순자 등 후대의 유가는 이 개념과 

이론을 따를 뿐, 새로운 개념을 별로 만들지 않는다. 

맹자는 거의 공자의 것을 그대로 쓴다. 순자는 化性起僞, 性惡 등의 말을 만든다. 

노자는 “道 德, 無爲 自然, 有爲” 등의 용어를 만든다. 이는 그가 새로운 사상을 제시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자가 만든 용어들은 철학의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 

장자는 “逍遙遊 齊物論 心齋 坐忘” 등 개념을 만든다. 이런 말은 철학 용어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묵자는 “尙同 兼愛 天志 天鬼 正長 鄕長” 등 거의 대부분 새로 만든 용어를 쓴다. 

후대에 공자와 노자가 만든 용어는 계승된다. 그러나 묵자의 용어들은 잊혀진다. 그래서 

중국에서 순수한 철학, 학문 이론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 했다.

4) 정장(正長)과 천귀(天鬼)

⑴ ‘正長’과 ‘天鬼’, 상동과 겸애 등은 묵자의 언어이다. 묵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한다. 그가 꿈꾸는 이상 국가는 혁신적인 원칙

을 요구한다. 

‘天鬼’는 기존의 정통인 사상인 유가 법가 도가가 도외시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묵자는 

이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또 강력히 주장한다. 묵자는 종교적인 논리를 벗어나 과학적으

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묵자는 이상적인 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유의 실험을 한다. 그의 사유 실험은 공정성, 평

화, 정의, 이익의 극대화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장(正長)’이 그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묵자는 경험론자이다. 그러나 천귀(天鬼)는 경험(감각 지각)의 대상이 아니다. 초자연적

이다. 그런데 왜 천귀를 말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天鬼’의 존재를 합리화시키는가? 그는 

논리적 사유와 추론으로 한다. 묵자는 인식의 근원으로 감각 지각 (경험)과 논리적 사유와 

추론 (이성)을 인정한다. 반면 공손룡은 경험만 인정하고, 이성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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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룡은 엄청난 이성적 논리적 추론을 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공손룡은 철저한 경험론인 

반면, 묵자는 온건한 상식적 경험론이다. 묵자는 묵경(墨經) 부분을 그래서 만든다. 그것

은 이성적 추론으로 나온 명제들의 집합이다.

묵자는 천귀(天鬼)를 이성적 사유로 요청한다. 칸트가 신 존재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수학의 허수는 완벽한 실수(實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처럼 상동의 국가에 필요한 것이 天鬼이다. 天鬼가 빠지면, 상동의 국가는 무너질 것이

다. 인간의 존재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天鬼가 필요하고, 요청된다. 

천귀는 수학의 허수 ὶ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허수(虛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

상의 수로 사유 속에서 요청한 수이다. 반대로 실수(實數)는 실제 존재하는 수이다. 허수

가 없으면 대수학이 완성되지 않는다. 허수가 없이는 수많은 방정식을 풀 수 없다.

묵자의 이상적인 국가에는 실수(實數)인 ‘正長’과 허수(虛數)인 ‘天鬼’가 있다. 현실과 

비현실을 이어주는 허수와 같은 논리적인 존재가 논리적인 ‘天鬼’이다. 정장과 천귀는 공

존하면서, 정장은 언제나 천귀의 뜻을 의식해야 한다.

⑵ 진시황 영정은 스스로 천귀의 자리, 즉 ‘皇帝’가 되었다. 진의 통일 후 최고의 권력

자인 황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었기에, 신의 견제도 

불가능했다. 그 결론은 진나라의 비극적 멸망이다. 그러나 그의 황제 모델은 후대의 왕조

의 모범이 되었다. 비극의 대물림이다.

그 당시 7국 군주가 묵자가 제시하는 하느님의 뜻을 믿고 따랐다면, 7국이 다국 공존체

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7국이 다툴 때 그것을 조정해 줄 상위 심급(審級)이 필요

하다. 주나라의 제후에게는 천자가 있었다. 전국 시대는 천자가 사라진다. 따라서 하느님

이 최종적인 상위 심급이 될 수 있다. 만약 7국의 왕이 천귀의 조정을 따랐다면, 7국 공

존과 평화 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⑶ 초자연적 존재를 부정함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신이 된 사람이 진시황이다. 역으로 

진시황의 사례를 통해서, 묵자가 천귀를 주장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진

시황을 성공자, 위대한 영웅으로 본다. 그러나 진시황 실패한 사람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진시황 사후 진나라라는 유서 깊은 왕실을 망하게 만들었다. 

둘째, 그는 중국에 왕조 교체의 모델을 만들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다음 왕조를 만

든다. 이는 중국에 두고두고 재앙을 만든다. 아직도 중국은 진시황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

나지 못 했다. 모택동과 장개석의 전쟁이 그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힘의 싸움을 한다. 주인 임자 없는 물건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장땡이

다. 나아가 중국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등소평의 집단 지도 체제는 그래도 보

편적 가치가 들어 있다. 여럿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진핑의 황제 체제는 일인 독식

이다. 전형적인 왕조 체제이다. 역사의 퇴행이다.

묵자의 天鬼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에게 보편적 가치를 넣는 것을 무시한다.

5) 제사 이론

하느님과 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자 – 이는 유가와 묵가 모두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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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유가의 제사 이론

공자 이래 유가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 공자는 귀신을 “있는 듯

이 하라”,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불가지론’이다. 귀신

은 알 수 없고, 따라서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자는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묵자는 이 부분을 비난한다. 예컨대 왜 할아버

지 귀신은 부정하면서, 할아버지의 제사는 지내는가? 이는 신랑 신부도 없는데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닌가?

순자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다. 제사는 ① 죽은 자를 추모하는 의식, ② 산 자들끼리

의 단결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 ③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이다. 제사의 의식은 

추모의 자리이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것은 단결의 방법이다. 조상과 나의 

연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이런 점에서 삶은 의식의 연속이다. 통과 의례이다. 

⑵ 묵자의 제사 이론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믿는다. 하늘은 인격신이며, 심판을 하는 주체이다. 군주, 신하, 

백성은 하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제사를 지내는 것인가? 아니다. 하늘의 뜻인 겸

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은 상을 내린다.

하느님과 귀신에 대한 제사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유가처럼 추모, 단결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느님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이다. 겸애와 상동에 대한 다짐과 

반성을 하는 의식이다. 이점에서 유가의 제사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유가의 제사 의식은 산 자들 중심이다. 묵자의 제사는 하느님, 귀신 등 초월적 존재 중

심이다. 천귀는 겸애 상동 등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는 존재이다. 

⑶ 영적사(迎敵祠) - “적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제사”

묵가의 제사 의식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영적사(迎敵祠)｣이다. 이는 �묵자� 맨 마지

막 성 방어 부분에 나온다. 적이 성을 공격하러 오면, 적을 맞이하는 제사인 ‘영적사’를 

치룬다.

영적사는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적이 30리 다가오면 한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승리를 비는 것이다. 하느님의 가호를 바라는 의식이다. 적과 싸우면 두렵다. 하느님의 도

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주문을 건다. 

또한 단결의 자리이다. 영적사는 지휘관과 제사 담당자들만 참가한다. 반면 유가의 제사

는 관련 당사자, 식구들이 다 모인다. 따라서 영적사의 제사는 관련 당사자의 단결의 의미

는 좀 줄어든다.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성 방어에 바쁘기 때문에, 많은 지

휘관이 모일 수도 없다. 따라서 최고 지휘관들의 단결 정도이다. 

성 방어 부분에서 묵자는 적을 ‘손님’(賓)이라 하고, 성을 수비하는 전쟁을 ‘준비함’(備)

이라 한다. 적에 대한 제사를 적을 ‘환영함, 맞이함’(迎) 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적을 존

중함이 보인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손님을 맞이함”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멘탈은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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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 방어는 과학이다.” ‘준비함’(備)이라는 말 자체가 치밀한 과학을 의미한다. 성

은 고립된 좁은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전법 전술 전략이 먹힐 수 없다. 오직 강력한 무기

와 방어 시설만이 답이다. 그래서 �묵자� 성 방어 부분은 당시의 최신 과학적 이론이 다 

담겨 있다. 나아가 과학이라 보는 근원에 하느님과 귀신(天鬼)에 대한 믿음이 있다. 신의 

가호는 과학적으로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다.

둘째, 냉철함, 그리고 겸애의 측면이 있다. 적을 죽일 대상이 아니라, 손님으로 보라.

전쟁의 심리는 분노 증오 적개심에서 시작하여 돌격 앞으로 한다. 적에 대해서 잔인함

을 떨치게 된다. 전국 시대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40만을 생매장한 것이었다. 진나

라는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만을 생매장해서 죽였다. 40만을 끌고갈 수도 없고, 방면할 

수도 없자, 가장 저렴한 살인 방법인 생매장을 선택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신앙에 따르면, 

40만이 원혼이 되고, 악에 받친 귀신이 된다. 그 귀신의 보복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물

론 귀신은 없다고 여기고 대량 학살을 한다.

전국시대 전쟁은 등 과도한 살인을 한다. 나와 적의 관계는 증오, 분노, 살기 등등, 기

세 등등이다. 군인들의 전쟁, 정치에서 적대 관계는 모두 증오와 분노, 살기로 점철된다. 

① 이런 조류에 맞선 사람이 있다. 노자와 묵자이다.

노자는 적을 존중하라고 한다. 적을 경시하는 것은 나의 보물을 잃는 것이다. 반드시 참

패를 한다. 또한 이겨도 개선 행진 대신 제사를 지내며 슬프게 울라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포악함을 떨치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차분하고 냉철한 마음 때문이다. 병사는 직접 피 튀기며 싸우기 

때문에 흥분한다. 그러나 지휘관은 냉철하게 상황을 읽고 지휘해야 한다. 만약 지휘관이 

흥분하면 그 전쟁은 진다.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적을 사랑하고, 

슬프게 울며, 포악함을 떨치지 않는 것이다. 적에 대한 증오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한 슬픈 사랑(慈悲)으로 전투를 하라. 그러면 차분하고 냉철한 마음이 된다.

② 묵자는 적군도 겸애의 대상을 본다. 적군이 아니라 손님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줄여야 한다. 적은 단지 이겨서 박멸할 대상이 아니다. 적은 손

님이다. 손님을 맞아서 차분하게 성을 방어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그러면 과학적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묵자가 성 방어 부분에서 “준비, 손님, 환영”(備·賓·迎)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같다. 적

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적이 없으면, 나도 없다. 묵자의 무리는 군인이다. 적과 싸움이 

그들의 존재를 유지시킨다. 국정원은 간첩이 있어야 존재하고, 검사는 범죄인이 있어야 존

립한다. 간첩과 범죄가 없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적이 사라지면 나도 망한다.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는 진시황에게도 적용된다. 천하 통일한 국가에서 필요 없는 존

재는 진시황과 같은 정복 군주이다. 더 이상 정복할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복 군주가 아니라 통치하는 군주가 필요하다. “말 위에서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다!” 이

는 항우에게 승리한 유방에게 한 말이다. 통일 국가에서 무슨 전쟁이 필요한가?

묵자는 겸손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라고 한다. 

적에 대한 분노 증오 기세 등은 준비를 소홀하게 만든다. 분노는 눈을 증오는 귀를 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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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찰과 혜안이 없어진다. 그래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묵자는 성 방어를 과학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학적 무기와 시설로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줄이는 것이다. 적은 손님이다. 손님

을 맞이해서 나의 최선을 다한다. 이기는 방법은 과학 뿐이다.

이는 현대적인 프로 구단의 리그전을 연상시키는 발상이다. 그런 발상이 가장 잘 드러

나는 것이 영적사라는 제사이다. 손님인 적을 맞이하는 제사, 이는 지금부터 손님과 한판 

걸게 놀자는 것이다. 과학적 준비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노자 묵자의 생각은 하나의 입장이다. 전쟁은 분노와 증오가 기본이 아니라, 차분한 마

음과 과학적 준비가 핵심이다. 

⑷ 영적사 등 성 방어 이론에 들어 있는 묵자의 적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국내 정치, 

나아가 국제 관계에도 적용된다. 상대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공존하면서, 서로 건설적

으로 경쟁하는 관계이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나와 상대는 과학적 방법으로 겨

루어 보는 것이다. 7국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상대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자국의 경제를 개발하고, 무역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전국 시대 현실은 정반대로 간다. 상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의과 증오만 난무한다. 

그래서 진시황은 6국을 멸망시키고, 수도를 잔인하게 파괴한다. 그렇게 통일한 국가는 10

년만에 전국적인 반론으로 멸망한다. 그러려고 통일을 했는가?

3. 자유 의지와 상동의 계약, 개인의 인정

묵자의 상동 이론은 태초의 상태에서 출발한다. 태초는 자연 상태 그대로이다. 국가도 

사회도 없이, 단지 개인들만 있다. 이 개인들을 묵자는 몇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개인들

은 이기심을 가진다.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해서 관철하려 든다. 둘째, 개인들은 자

유 의지를 가졌다. 따라서 개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묵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긍정한다. 개인은 ‘이기심과 자유 의지’ 둘로 규정된다. 이 둘

을 부정하면, 개인도 부정된다. 반대로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둘을 다 인정한다.

자유 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묵자는 개인의 행위 책임을 묻는다. 이런 맥락에서 묵자

는 통치 행위를 ‘刑政’이라 한다. ‘刑政’은 ‘형벌로 다스림’, ‘형벌로 바로잡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의 방법이 형정(刑政)인 국가는 무자비한 국가이다. 국가가 백성을 

대하는 수단이 형벌이다. 묵자는 이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형정을 말한다.

* 묵자는 개인이 국가 통치의 기본 단위이다. 반면 유가는 가정을 기본 단위로 상정한

다. 유가의 개인은 충(忠)과 효(孝)를 실천하는 대상이다. 법가에서 백성 개개인은 군주 개

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도구이며 수단이다. 부국강병이 목표이다. 이는 가산 국가이다.

묵자의 개인은 자유 의지를 가진 주체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가지는 자유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보호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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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정(刑政) - 형벌로 바로잡음

⑴ 한비자에 따르면 상과 벌은 통치의 핵심 수단이다. 사람은 이기심이 본질이다. 상을 

좋아하고 벌을 무서워한다. 따라서 상과 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상과 벌은 신하와 백성을 

조종하는 두 손잡이(二柄)이다. 묵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형정(刑政)’이라는 말을 한

다. 형벌로 다스림은 상과 벌 가운데 형벌을 말한 것이다.

왜 상은 빼고 형벌만 말하는가? 상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가 적다. 형벌은 비용은 

적지만 효과가 크다. 그래서 형벌에 의존한다. 나아가 형벌도 마약처럼 중독이 되며, 내성

이 생긴다. 따라서 더 강한 형벌이 나타난다. 전국시대의 형벌은 주로 몸을 자르는 육형

(肉刑)이다. 육형도 잔혹함의 도를 더해 간다. 예를 들자면 능지처참이 그것이다.

형정은 법가와 묵가 뿐만 아니라 유가 또한 배척하지 않는다. 유가는 예(禮)로 다스림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벌로 다스림은 보조적인 것으로 반드시 있었다. 중국에서 형정(刑政)

은 기본적 통치 이념이다. 현재까지도 이것을 행하고 있다. 

법가와 묵가의 형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법가는 전적으로 통치를 상과 벌에 의존한다. 

한비자는 국가를 군주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정복 국가 이론이다. 법가의 형정은 군

주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군주는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

에 신하와 백성을 동원한다. 그들을 부리는 방법이 상과 벌이다.

묵자 역시 형정을 통치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묵자의 ‘형정’은 겸애를 위한 도구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정하고 결정하면, 아래가 그것을 따름, 즉 상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장(正長, 정치 지도자)과 하느님이 상과 벌을 사용한다. 형정의 기준은 겸애이

다. 겸애는 전체의 이익을 지향한다. 군주의 이익만을 위하는 법가와는 정반대이다. 상과 

벌을 통해 상동의 실천을 유도하고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묵자의 목표이다.

⑵ 상과 벌로 다스리는 형정이 상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상벌을 준다는 것은 그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 의지를 가진 독립된 개체, 개인이라는 뜻이다. 

태초의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하여 다툴 때, 끝까지 힘으로 싸워서 결판을 

보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추대해서 다툼의 조정과 심판을 보게 하는 이유는, 개인이 독립

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과 벌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의 중대한 부분이

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싸움보다는 중재 조정을 

선택하게 된다. 

2) 자유 의지와 개인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진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의롭다 하여 서로 싸운

다. 이익 다툼의 결과는 공동체를 혼란으로 빠트린다. 묵자는 이에 대해 윗사람의 조정을 

따르는 상동을 제시한다. 상동은 상과 벌로 뒷받침된다. 상동에 따라 아래 사람들은 위의 

조정에 복종해야 한다. 

조정에 맡김, 그리고 조정 결과에 따름, 이것은 그 개인의 자유 의지로 행한 것이다. 이

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자유 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항

이 더 들어간다. 상동의 체제를 만들 때, 개인들은 자유 의지에 따른 ‘자기 처분권’을 윗

사람에게 넘긴다. 윗사람은 그 자기 처분권에 따라서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개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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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벌로 다스린다. 묵자는 상동의 체제를 윤리 도덕에 의한 인격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

는다. 오히려 상과 벌의 형정(刑政)으로 유지하려 한다.

① 만약 진실로 국민의 착함과 착하지 않음에 밝으면, 

착한 사람을 얻어서 상주고, 사나운 사람을 얻어서 벌준다. 

착한 사람이 상 받고, 사나운 사람이 벌 받으면, 나라가 반드시 다스려진다. 

② 위의 정치를 함이 아래의 실정을 얻지 못하면, 

이는 국민의 착함과 착하지 않음에 밝지 않은 것이다. 

만약 진실로 국민의 착함과 착하지 않음에 밝지 않으면, 이는 

착한 사람을 얻어서 상주지 못 하고, 사나운 사람을 얻어서 벌주지 못 한다. 

착한 사람이 상 받지 못 하고, 사나운 사람이 벌 받지 못 하여, 

정치를 함이 이와 같으면 나라의 무리가 반드시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상(과 벌)이 아래의 뜻을 얻지 못 함은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若苟明於民之善非也, 則得善人而賞之, 得暴人而罰之也. 

善人賞而暴人罰, 則國必治. 上之為政也, 不得下之情, 則是不明於民之善非也.

若苟不明於民之善非, 則是不得善人而賞之, 不得暴人而罰之. 

善人不賞而暴人不罰, 為政若此, 國眾必亂. 

故賞不得下之情, 而不可不察者也.   「상동」 하1

‘善人’은 착한 사람이고, ‘폭인(暴人)’은 사나운 사람이다. 착함(善)은 사납지 않음(不暴)

이다. 사나움은 힘과 폭력(暴力)에 의존함이다. 정복 전쟁은 힘과 폭력에 의존한다. 개인 

사이, 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협상과 타협을 하거나, 힘으로 결판낸다. 힘으로 하는 

자가 暴人이다. 현상 타협하는 자는 善人이다. 이것은 상동을 따르는 것이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다. 힘 대신에 협상 타협하기는 어렵다. 요즘 중국이 

힘 자랑 그 자체이다. 왜 그러는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다. 

善人과 暴人이라는 말은 尙同의 국가 체제를 가정한다. 선한 사람은 조정과 타협이라는 

상동의 체제로 간다. 반면 사나운 사람은 싸움으로 결판낸다. 정복 전쟁의 제로섬으로 가

는 것이다. 따라서 선인(善人)에게 상을 주고, 폭인(暴人)은 벌을 주어야 한다.

① 묵자는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상과 벌로 규정한다. 자유의지는 주체적 의지를 가

지는 개인을 상정한다. 자기 행위의 결정권을 가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맹자는 이것과 반대인 사상을 가진다. 맹자는 백성을 적자(갓난애)로 본다. 갓난애는 자

기 결정권이 없다. 모든 것을 부모의 결정에 따라 한다. 맹자의 성선설은 왕과 지배층(군

자)에 적용된다. 반대로 백성은 赤子(초등도, 어린이도 아닌 갓난애)로 극단적 성악설이 

적용된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이렇게 서로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 백성의 성악설이 없으

면, 지배층의 성선설은 성립하지 못 한다.

백성은 왕과 관리가 돌보아야 할 갓난애이다. 이는 백성관은 좋게 보면 온정주의이고, 

나쁘게 보면 독재 정치이다. 백성은 갓난애이다. 이는 노자의 우민(愚民)과 비교할 수 있

다. 노자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라고 한다. 다스리기 좋게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라.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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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이다. 반면 맹자는 아예 백성을 갓난애로 본다. 이것이 중

국의 왕정의 기본 이론이 된다. 

법가는 백성을 노예로 간주한다. 독재자는 백성이 어린애이기를 바란다. 어린애도 아닌 

갓난애로 취급하는 것은 노예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선다. 맹자는 백성을 갓난애로 본다. 

좋게 보자면 노예는 아니므로 온정주의적 통치이다. 나쁘게 보자면, 민주주의를 극단적으

로 부정하는 것이다. 묵자는 맹자, 법가와 정반대 지점에 있다.

② 성악설은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본성은 인간의 마음이다. 따라서 성악설에서 선

(善)은 마음 바깥에 있게 된다. 묵자는 경험론이면서, 소염(所染)을 주장하는 성악설이다. 

묵자는 마음이 감정과 욕망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인정한다. 욕망은 외부의 제어가 필

요하다. 그래서 상과 벌로 욕망을 제어하여, 선으로 이끈다. 

묵자와 맹자는 백성을 성악설로 본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둘은 다른 방향을 가진다. 

묵자의 백성은 이기심을 가졌기에 성악설이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를 가진 주체적 인간이

다. 따라서 백성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어 정장(正長)을 추대한다. 반면 맹자의 백성은 ‘갓

난애’로서 자율적이지 못한 인간이다. 지배자의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 보살핌이 통치이

다.

③ 상과 벌 이론은 상동 이론과 연관된다. 상동 이론에서 개인은 독립적 주체여야 한다. 

자기 이익을 의로움이라 규정하고 남과 다툰다. 이것은 자유로운 개인의 주체적 선택의 

결과이다.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하는 것도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윗사람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유로운 개인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예속된 개인이라면 분쟁 조정 자체가 불필요하다.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결정과 

명령만 있을 뿐이다.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통치에 관여할 수 있다. 현자를 추대하고 정치에 참

여한다. 상동 이론이 그것을 말한다. 상동 이론은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다. 개인들이 현자

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이다.

④ 민주주의는 성악설, 경험론에 일차적으로 근거한다. 성악설에서 개인은 욕망과 이기

심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서로 싸운다. 싸울 때 힘으로 결정하지 않고, 서로 

협상과 타협을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가진 자를 배격한다. 그런 자와는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두 상대적인 진리를 가질 때 협상 타협을 할 수 있다. 경험론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만 인정한다. 포퍼에 따르면, 경험론이 민주주의 뿌리이다. 그렇

기 때문에 서로 토론 대화 타협을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열린 사회이다. 포퍼는 열린 

사회의 공적으로 플라톤의 철인 정치, 헤겔의 철학, 히틀러, 스탈린 등을 꼽는다.10) 이들

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절대 진리로 인민을 억압했다.

⑤ 묵자는 온건한 성악설이고, 온건한 경험론이다. 여기에 합리적 추론을 중시하는 이성

주의를 포함한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된다. 그의 철학은 온건하며, 합리적이

이다. 그래서 서양 근대가 성취한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후대 사상가들이 

발전시켜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묵자는 철저히 무시된다.

10)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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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온건한 경험론과 대비되는 것이 공손룡의 극단적 경험론이다. 공손룡은 경험론

에 근거해서 현상(속성)만 인정하고, 실체를 부정한다. �묵자�의 묵경은 현상(속성)과 실체

를 다 인정한다. 경험과 이성 둘 다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공손룡자�와 ｢묵경｣에 나오는 

논쟁은 바로 이 두 노선의 대립이다.

⑥ 상동 이론의 출발은 성악설이다. 모든 개인이 자기 이익은 의로움이라 한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명한 자를 윗사람으로 추대하고, 윗사람의 중재를 

받아들인다.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 점에서 성악설이지만, 윗사람의 중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성선설이다. 만약 성선설을 빼고 극단적 성악설로 가면, 태초의 인간들은 끝까지 

힘으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정복 전쟁의 제로섬 논리로 간다. 즉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간다.

맹자의 성선설에서 ‘性善’이라는 말에 혹해서 맹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맹자

의 성선설은 지배자에게 적용된다. 반면 백성은 갓난애라 한다. 철저한 성악설이다. 따라

서 갓난애인 백성은 선한 본성을 가진 지배자에게 복종하라.

⑦ 경험론은 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한다. 모든 경험은 비슷비슷하다. 따라서 어떤 

이도 절대적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험론은 회의주의이다. 완전한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사를 투표로 결정하자고 한다. 반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자

들은 독재로 간다. 절대 진리 앞에 다른 모든 사람의 앎은 상대적이다. 상대는 절대에 복

종해야 한다. 그것이 독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어

떤 인간도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 없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권력이 만든 허상에 불과

하다. 

철학자는 진리와 정의의 소유자이다. 최고 권력자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

을 가지고 자신을 진리와 정의의 소유자로 만든다.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그런 것이다. 따

라서 진리는 권력과 비례하게 된다. 중국 현대사의 비극은 모택동이 절대 진리를 소유했

다고 하는데서 시작한다. 문화혁명 때 8억 인민이 날마다 아침 조회를 하고, 모택동 어록

을 제창했다. 나의 감정 생각 의지를 모택동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4. 현자 추대론

묵자는 태초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동(尙同) 원리를 제시한다. 태초에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하여, 서로 싸웠다. 이에 현자를 윗사람으로 뽑아서, 싸움을 중

재 조정하게 했다. 위의 조정을 아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것이 위와 ‘같아짐을 숭상

함’(尙同)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윗사람으로 현자를 뽑는 것이다. 윗사람의 

조정이 상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묵자는 태초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용문 A)

옛날에 하늘이 처음 국민을 낳음에 아직 

우두머리가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사람’이 되었다. 

만약 진실로 백성들이 ‘사람’이 되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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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하나의 의로움이고, 

열 사람이 열 가지의 의로움이고, 

백 사람이 백 가지의 의로움이고, 

천 사람이 천 가지의 의로움이다. 

사람의 무리의 이루 다 셀 수 없음에 미처 이르면, 

그 이른바 의로움이라는 것은 또한 이루 다 셀 수 없다. 

이는 모두 자기 의로움을 옳다 하고, 남의 의로움을 그르다 하니, 

이로써 두터운 자는 싸움이 있고, 옅은 자는 다툼이 있게 된다.

古者 天之始生民, 未有正長也, 百姓為人. 

若苟百姓為人, 是一人一義, 十人十義, 百人百義, 千人千義， 

逮至人之眾不可勝計也, 則其所謂義者, 亦不可勝計. 

此皆是其義, 而非人之義, 是以厚者有鬥, 而薄者有爭.  「상동」 하3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자를 선택하여 윗사람으로 만들어서 다툼을 중재하게 

한다. 윗사람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인용문 B)

① 하늘이 천하의 의로움을 하나로 같게 하려 하니, 이로써 

현명한 이를 골라 뽑아서 세워서 천자로 삼는다. 

천자는 그 앎의 힘이 아직 홀로 천하를 다스리기에 넉넉하지 아니하니, 이로써 

그 다음을 골라 뽑아서 세워서 삼공으로 삼는다.

② 삼공은 또 그 앎의 힘이 아직 홀로 

천자를 좌우하기에 넉넉하지 아니하니,

이로써 나라를 나누어 제후를 세운다.

③ 제후는 또 그 앎의 힘이 아직 홀로

네 국경 안을 다스리기에 넉넉하지 아니하니,

이로써 그 다음을 골라 뽑아서, 세워서 경과 재상으로 삼는다.

④ 경과 재상이 또 그 앎의 힘이 아직 홀로

그 임금을 좌우하기에 넉넉하지 아니하니,

이로써 그 다음을 골라 뽑아서, 세워서

고을 우두머리와 집의 어른으로 삼는다.

① 是故天下之欲同一天下之義也,  是故選擇賢者, 立為天子. 

天子以其知力 為未足獨治天下，是以選擇其次，立為三公.

② 三公又以其知力 為未足獨左右天子也, 是以 分國·建諸侯.

③ 諸侯 又以其知力 為未足獨治其四境之內也,

是以 選擇其次, 立為卿之宰,

④ 卿之宰 又以其知力 為未足獨左右其君也,

是以 選擇其次, 立而為鄉長·家君.  「상동」 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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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대론과 임명론

⑴ 상동 이론에서 핵심은 어떻게 윗사람을 만드는가이다.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할 때 

윗사람이 그것을 조정해 준다. 그 윗사람의 체계가 결국 관리의 체계이고, 국가의 체계이

다. 그렇다면 윗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결국 국가를 건설하는 방법이 된다.

방법은 둘이 있다. ① 위에서 아래로 임명함. ② 아래에서 위로 추대함. ①은 묵자 당시

의 왕정 군주정이다. 왕이 신하와 관리를 아래로 임명한다. ②는 근대적인 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 아래에서 투표로 뽑는 것이다. 묵자는 과연 이 둘 가운데 무엇을 택한 것인가?

만약 ②의 추대 선출론이라면, 정말로 근대적인 국가가 된다. 윗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

해서 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상동｣상 11.2, 選擇 - 천자, 삼공, 正長  (제후, 국군은 선택 없음.)

㉡ ｢상동｣중 12.2, 選擇 - 천자, 삼공, 장군 대부, 향리의 장 (제후, 국군은 비선택)

㉢ ｢상동｣하 13.3. 選擇 - 천자, 삼공, 卿(宰), 鄕長 家君    (제후, 국군은 비선택)

家君 - 대부 집안의 우두머리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천자와 삼공, 제후와 국군은 반드시 나온다. 그 아래에 있는 政長 鄕

長, 장군 대부, 경과 재, 家君 등은 이름이 다양하다. 정해진 것이 없다.

이는 둘로 나뉜다. 천자가 임명하는 제후와 국군이 있다. 나머지 천자 삼공 正長 등은 

모두 현자(賢者)를 選擇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選擇’이다. ① 누가 ② 어떻게 ③ 언제 ④ 

어디서 뽑는가? - 묵자는 ② ③ ④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①의 누가를 밝힌

다. 앞의 인용문의 맥락을 살피면, 맨 처음이 문제이다. 

“천하의 의로움을 하나로 같게 하려고” 현명한 자를 ‘選擇’해서 천자를 세웠다. 여기에

서 ‘選擇’의 주체가 없다. ‘天子’라고 하면, 결국 하늘이 뽑아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선택’해서 임명할 수 있는가? 없다. 묵자는 모호한 상태로 

그냥 넘어간다.

그 이하는 選擇의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다. 천자가 삼공을 선택한다. 삼공이 국군과 제

후를 세운다. 제후는 卿宰를 선택하고, 卿宰는 향장과 가군을 選擇한다. - 이는 명백하게 

위가 아래에서 뽑아서 임명하는 것이다.

⑵ 여기에는 많은 부정합과 모순이 있다. 인용문Α에서는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다툼을 중재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윗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래→위

의 순서이다. 그런데 인용문 B에서는 위→아래 순서로, 천자와 3공, 제후와 卿宰, 향장 등

을 말한다. 서로 반대이다. 다시 말해서 

㉠ 위→아래 : 윗사람이 뽑는다. 임명제. ㉡ 아래→위 : 아래 사람이 뽑는다. 추대론.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맞는가? 또 문제점이 있다. 만약 임명제라면, 맨 윗사람(천자)은 

임명할 윗사람이 없다. 하느님이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의 부정합과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묵자의 상동 이론에 가장 정합적인 방법을 추론

해 보자. 그것은 당연히 추대제이다. 만약 임명제였다면 묵자가 태초의 상태에서 개인들의 

다툼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왕이 있다. 왕이 아래 신하와 관리를 임명한다. 이렇

게 말하면 된다. 왜 굳이 저리 복잡하게 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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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인용문 A와 B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핵심인가? 당연히 인용문 Α이다. B를 임

명제라고 볼 때,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굳이 ｢상동｣이라는 편까지 만들어서 이야

기할 정도가 아니다.

묵자는 기원전 400년도 넘는 사람이다. 그런 고대에 국가의 구성 원리를 ‘개인들의 이

익 다툼’에서 찾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 진보적이고, 시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

가 태초의 개인들의 다툼을 말한 것만 해도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했다. 개인들이 다투면, 그들이 현자를 뽑아서 자신들

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천자→제후→향장→이장 순

으로 임명해 내려온 관리들이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인용문 Α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뽑는다. 추대이다. 바로 이점을 묵

자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묵자는 인용문 B에서 추대는커녕 임명인 것처

럼 말한다. 물론 추대제는 암시만 한다. 천자를 선택한다는 말에서 그렇다.

이런 모호함과 불완전함은 묵자의 문제는 아니다. 그 시대에 이 정도 말한 것도 대단한 

혁신이다. 후대의 학자들이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어야 할 것이다.

⑷ 윗사람이 이익 다툼을 조정을 하는 자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윗사람을 뽑는 방법

은 하나이다. 분쟁 당사자인 개인들이 현자를 뽑아야, 그 조정을 받아들이기 쉽다. 또한 

누가 현자인지는 함께 살아봐야 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아래에서부터 뽑아 올라가는 것

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대로 만약 위→아래로 천자→제후→향장→이장으로 임명한다면,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개인들의 분쟁을 잘 조정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임명자인 천자

나 제후의 뜻에 따라서 아래 백성을 강제 동원할 것이다. 결국 위의 인용문에서 말한 ‘選

擇’은 아래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묵자가 명시적으로 추대, 선출, 투표를 말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적 한계이다. 전국(戰國) 시대는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이다. 정

복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추대 투표’ 이론을 말한 것은 대단하다.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후대 학자의 의무이다.

⑸ 윗사람을 뽑는 이유와 과정 - 天下의 義를 同一, 一同하기 위해서이고 (｢상동｣ 중, 

하), 천하의 亂을 막기 위해서이다. (｢상동｣ 상) 그래서 賢可한 사람(｢상동｣ 상, 하)과, 賢

良·聖知·辯慧의 사람(｢상동｣ 중)을 선택한다. ‘賢可’는 “현명하여서, (조정을) 할 수 있음

(可)”을 뜻한다. 聖知는 총명하게 앎, 辯慧는 논증하는 지혜이다.

종합하자면, ‘현가(賢可)’한 사람, 혹은 현량(賢良)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가 “天下의 

義를 同一하게 함”이다. 이는 상동(尙同)의 이론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원래 상동은 윗사

람이 조정하면, 아래가 그 조정을 따라서 수용해서, 그래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로움(義)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그래서 싸운다. 윗사람이 

이익을 조정하여 개인들이 받아들이면, 이는 이익의 절충이며, 의로움이 하나가 됨이다.

천하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의로움은 동일(同一)해야 한다. 同一은 같은 사안에 같은 

의로움이 적용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천하의 분쟁을 조정해서, 義를 同一하게 할 수 있는 자가 賢可한 사람이다. 인격자, 지

혜로운 자, 마음의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이익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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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현자인 윗사람의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려 

한다. 

2) 정복 전쟁과 왕국의 탄생

⑴ 묵자 당시의 일반적 형태는 정복 전쟁이다. 야심가들이 거병(擧兵) 기의(起義)하여서, 

침략 정복해서 국가를 세운다. 왕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복 국가이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은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연유한다. 주나라 자체가 은나라를 정복하고 세운 것이

다. 정복지를 나누어 분봉한 것이 제후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왕국은 정복 국가이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에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벌린다. 이런 정복 국가는 

군주 개인의 재산이다. 따라서 군주가 마름 임명하듯이, 관리를 임명한다.

묵자는 정복 전쟁의 결과로 왕이 되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

니다. 앞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태초에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하다가, 현자를 選擇해

서 국가를 세운다. 이는 정복 국가와 정반대이다. 정복 국가는 상대를 정복해서 노예로 지

배한다. 반면 묵자의 상동 국가는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는 체계이다. 성격이 달라

도 너무 다르다.

반면 �한비자�, �맹자�는 정복 전쟁 결과 승자가 왕이 됨을 승인한다. 맹자는 천하를 제

패하는 의로운 전쟁을 제시한다. 허나 전쟁에서 자신이 의롭다 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는

가? �시경� �서경�에 선왕은 언제나 의로운 전쟁을 했다. 맹자는 그런 부분을 인용하며 

의로운 전쟁을 옹호한다. 신화 속의 요순 우탕 무왕은 의로운 전쟁을 한다. 

묵자는 똑같은 �시경� �서경�을 읽었는데도, 요순우의 신화를 거부한다. 태초의 혼란 상

태를 내세워서, 정복 전쟁을 부정하고, 대신 현명한 자를 선택해서 천자 이하 정장(政長)

으로 삼는 것을 제시한다.

⑵ 전쟁과 타협

그러나 묵자 당시의 풍조는 이익 다툼을 전쟁으로 해결하였다. 정복 전쟁의 논리만 통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賢可 賢良’한 자는 정복 전쟁을 잘 하는 사람, 군사적 천재. 지략

가, 전략가이다. 전쟁으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자이다.

갈등 상황은 같다. 해결 방법은 정반대이다. 묵자의 상동은 이익의 중재 조정, 타협, 나

눠 먹기이다. 이것은 판사들이 하는 일이다. 조정 타협이기 때문에, 상동에서 금기 사항은 

승자 독식이다. 혹은 zero sum game이다. 반면

전쟁은 승자 독식이다. �손자병법� 맨 첫머리에서 말한다. “전쟁하기 전에 타협하도록 

최선을 다 해라.” 6대4로 나누어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전쟁은 최악이다. 

타협은 전쟁 전에 가능하다. 전쟁 중에도 가능하지만, 전쟁 중이면 타협이 아니라 승리

가 목표이다. 전쟁 중 타협은 전쟁이 승패 없이 계속된다. 전쟁 전에 타협 어려운 이유는 

싸우지 않았기에 미래의 전망이 엇갈림에 있다. 둘 다 이긴다고 확신하기에 전쟁한다.

전쟁을 잘 하는 현자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 타협과 전쟁 둘 다를 선택지

로 가진다. 반면 묵자의 상동은 중재 조정하는 것이다. 전쟁은 선택지에 없다.

이래서 양쪽의 현자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뽑는 방법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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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중국에서 왕조 교체의 공식

기의(起義) 거병(擧兵) → 전쟁 → 끝장 리그전 → 1인의 최종 승자가 천하를 독식함.

승자가 천하를 독식함은 천하 통일이라 한다. 하나된 천하, 즉 중국을 정복자 승자가 개

인 재산으로 가지게 된다. 왕국을 세운다. 이는 가산(家産) 국가이다.

여기에는 민의(民意)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리그전에서 민심이 그를 지지하

면 그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않다. 설사 민심이 지지해서 승리했어

도, 건국한 뒤에는 백성을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군사적 승리자는 아래 사람의 의사와는 완전 무관하다.

3) 묵자의 상동의 통치 체계 – 봉건제의 변형

상동 편에서 묵자가 제시하는 ‘이장-향장-정장-천자’의 체계는 주나라의 봉건제에 가장 

근접한다. 묵자가 유가 학교에서 �서경�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서경�은 하 은 주의 3

대의 국가 문서를 모은 것이다.

⑴ 겸애 천지에 근거한 사유 실험에서 “里長 鄕長 政長”을 상정한다. 이것이 상동 상현

의 이상적 체계이다. 자신의 이론으로 만든 새 국가 체제이므로, 새 이름을 붙이게 된다.

⑵ 주나라 봉건제는 “天子, 3공, 諸侯, 大夫”이다. �서경�에 담겨진 내용이다. 전국시대

는 여기에서 “王公(왕이 된 공)과 大人 (큰 사람, 대부인 사람)”으로 변한다.

�서경�이 그리는 것은 봉건제이고, 이를 진시황은 군현제로 바꾸었다. 통일 이후 ‘천자 

왕공 대인’의 체제는 사라진다.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이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4) 주나라 봉건제를 담은 �서경�의 흥망사

㉠ 진시황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주나라의 봉건제를 완전히 없앴다. 통일 뒤에 분서갱

유를 하면서, 없애는 타겟가 �서경�이다. 없어졌다가, 한나라 초기에 5경 박사 제도를 만

들면서, �서경�을 다시 복구한다. 학생의 기록, 선생의 기억, 남은 기록 등에 근거해서 만

들었다.

㉡ 한나라 무제 이후에 �서경�이 없어진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논공행상으로 봉건제를 

일부 시행한다. 그러나 곧 이성(異姓) 제후를 다 죽이고, 동성(同姓) 제후도 없앤다. 한무

제는 진시황을 모범으로 삼는다. 봉선(封禪)은 천자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로, 천명(天命, 

왕으로 임명한다는 하늘의 명령함)을 받은 군주가 지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임을, 황제임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의식이다. 가산(家産) 국가 개념이다. 봉선은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맹세의 자리가 아니다. 황제는 군현제이다. 이래서 �서경�의 봉건제는 박멸 대상이다.

㉢ 현존 서경은 동진(東晋) 시대에 매색(梅賾)이 다시 만든 것이다. 남은 기록 (다른 문

헌에 인용된 것, 예컨대 묵자에 인용된 것 등), 사람들의 기억, 노트 등을 종합한다. 

이런 식의 두 번의 복구를 거치면서 �서경�은 원래 모습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원래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대략 비슷한 것이다.

- 옛사랑은 간데 없다. 세월이 너무나 흘러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잊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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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백가의 문헌에는 주나라 봉건제가 넘쳐난다. 그러나 진시황 이후에 황제 지배의 군

현제는 현실이고, 봉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된다. 매색이 �서경�을 다시 만들었던 동진 시

대 이후 더 이상 군현제와 봉건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경�은 보존된다.

당나라 중기에 지식인들이 봉건제 논쟁을 한다. 지방에서 절도사들이 독립해서 할거한 

것이 봉건제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거하는 현실을 그냥 인정하자, 말자 논쟁한 것

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존보다 통일을 선택한다. 송나라 이후 원 명 청은 중국 전체를 지

배하는 천하국가였다. 그러면서 봉건제라는 이슈가 사라진다. 

진시황과 한 무제 입장에서 �서경(書經)�이 봉건제를 주장하는 것은 황제의 직할 통치

(군현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경�이 금서가 되고 사라진다. 동진 이후

가 되면, �서경�의 봉건제는 역사의 유물이 된다. 황제 지배는 당연시된다. 그래서 �서경�

이 다시 경전이 된다. �서경�은 정치 체제 이론으로는 수명을 다한 것이다. 

�서경�은 주공(周公)이 만든 봉건제를 담고 있다. 봉건제는 공자의 강한 주장이며, 염원

이고 희망이었다. 그런데 진시황이 황제 직할 지배 체제를 만들면서, 정면으로 봉건제를 

부정한다. 4가지가 없는 것들이다. 공자님을 부정하다니.

이상과 현실이 격돌한 내용이 �묵자�에 담겨 있다. 묵자의 기획은 상동의 국가 > 주나

라 봉건제 > 황제 지배 군현제이다. 상동이 최선이다. 그러나 봉건제도 잊힌 판에, 묵자의 

상동의 국가가 어떻게 거론이 되겠는가?

5) 힘이 지배한 중국 역사 – 진승의 원칙

묵자의 이상은 상동 국가, 현실은 전국 시대의 봉건제(다국 공존)이다. 봉건제가 이상이

고, 현실은 군현제이다. 역사는 군현제로 간다. 묵자는 너무 높은 이상을 가졌다. 너무 높

은 꿈을 꾸면, 잠을 자지 못 한다. 어느 나라이던지 간에,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꿈’을 

실현해야 한다. 현대 한국의 민주화의 꿈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담겨 있다. ‘죽은 자’(순

교자)가 이끌고 ‘산 자’가 따라가는 행진이다. 이상을 실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죽

은 자,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중국은 정반대이다. 이처럼 이념을 쫓아서 ‘죽은 자 → 산 자’의 행진을 만든 적이 없

다. 중국을 규정하는 한 마디가 있다 “왕후(王侯) 장상(將相)은 씨가 따로 있냐?” (陳勝) 

왕후 장상은 국가를 소유한 자로 황제이다. 가산 국가 개념에서 최고 권력은 차지하는 놈

이 장땡이다. 씨가 따로 있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7국은 유서 깊은 왕조였다. 적어도 700년 정도의 국가였다. 씨가 따로 

있었다. 일반인은 감히 도전 못 했다. 결국 진시황이 6국을 박살낸다. 초나라의 경우, 수

도를 파괴하고 왕실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를 본 일반인은 왕실을 별거 아니라 여기게 되

었다. 진시황의 진 왕실 역시 그렇게 보게 된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난 거센 반란, 그리고 진나라 쪼개기, 새 나라 세우기로 간다. 

① 기존 6국의 부활 -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② 새로운 야심가의 등장 (유방) ; 항우도 초의 왕실 사람이 아니다. 유방은 완전히 건

달이다. 이들의 공통된 의식은 “왕후장상은 씨가 따로 없다.” 차지하는 놈이 임자이다. 이

는 혁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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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⑴ 국가는 이념과 이상을 실현할 대상이다. 묵자와 공자도 비슷하다. 무너져가는 봉건

제를 되살리려 한다. 국제적으로는 다국 공존이다.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몫을 

가지는 것이다. 상동이 그것이다.

⑵ 국가는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가산(家産) 국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유자는 

주인, 국민은 노예가 된다. 이는 주인의 노예의 변증법이다.

맹자는 요순의 선양을 들먹이며, 왕도 정치를 말한다. 결국은 가산 국가이다. 자신의 것

이니까, 선양하는 것이다.

한비자는 노골적으로 가산 국가를 주장한다. 그는 진시황의 천하 통일에 충실한 조력자

가 된다. 천하 통이란 결국 천하를 진시황 영정이 개인 소유하는 것이다.

이런 풍조가 타락의 극단으로 치닫는다. 진시황, 진승, 항우, 유방은 국가를 소유물, 전

리품으로 간주한다. 진승 항우 유방은 진시황의 망령에 씨인 것이다. 정복 전쟁에서 힘으

로 천하를 차지한 사람이 왕후장상이 된다. 지배자의 힘, 권력은 완전히 정글의 논리이다. 

이것이 이후에 중국의 게임의 룰이 된다. 왕조가 성립하면, 야심가들이 끊임없이 준동하

여 나라가 약해지면 반란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무제한의 리그전을 통해서 최종 승자

가 새 왕조를 건설한다. 가산 국가를 만든다.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된다. 

현재의 중국도 똑같다. 모택동 역시 진승의 복사판이다. 호남성 시골 출신 고졸자이다. 

반면 진독수는 대졸자, 북경대 교수이다. 고졸자가 권력을 잡는 것이 정상인가? 진독수는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했다. 국가는 이념의 실현 대상이다. 모택동의 생각은 힘으로 차지한 

놈이 임자이다. 모택동 사상은 대부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말한다. 게릴라전, 지구전론, 

모순론, 실천론 등, 모두 천박하기 짝이 없다.

후대 학자 가운데 진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단 하나가 없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이 독차지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권력에 대한 도전

자 찬탈자로 간주한다. 무자비하게 처벌한다. 그는 제2의 진승이다. 중국은 늘 이념의 문

제가 아니라, 권력을 뺏느냐 뺏기느냐의 문제로 치환한다. 그러므로 탄압이 잔인하고 무자

비하게 된다. 내 것이 뺏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모두가 선망

하는 최고 권력을 두고서 말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을 놓고 투표로 정한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 방법은 이념과 정책이다. 힘과 무력의 대결이 아니다. 중국

은 진시황 때부터 이념을 놓고 목숨을 건 적이 없다. 오직 무력이 결정했다.

정복 전쟁은 기본적으로 무력 힘이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대표적이다. 평상시의 통치 역

시 정복 전쟁처럼 힘과 무력으로 나간다. 반항자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처단 사형시킨

다. 그것이 형정(刑政 형벌로 통치함)이다. 이러니 이념적 반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

력에 의한 반발이 나온다. 그래서 천하 대란이 된다. 이는 고대 중세적 현상이다. 중국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분서갱유는 유자(儒者 지식인)를 산 채로 묻은 것이다. 왜 산 채로 묻는가? ① 다른 자

들에게 공포감 조성이다.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② 응징의 방법이다. 고통스럽게 죽여

서 응징한다. ③ 경제성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참수를 하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파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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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수십명 수백명 참수하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갱유(坑儒)를 하면, 죽을 자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들어간다. 죽이는 자는 덮기만 하면 된다. 목을 자를 필요도 없다. 

얼마나 경제적인가! ④ 여기에 담긴 생각 ; 막강한 힘인 국가 권력이 있는데, 무엇을 못 

하는가? 잔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발휘해라. 힘과 권력에 한계선을 긋지 않는다. 중국

의 육형(肉刑 육체를 자르는 등의 형벌)은 전 세계 탑 수준이다. 다양성과 잔인함은 인간

의 상상력의 극치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술적이다. 이런 생각은 진승(陳勝)이 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말과 같다. 모든 것을 힘이 결정한다. 힘이면 다 된다.

전국시대의 결론은 힘이 만능이고, 장땡이다. 힘이 결정한다. 이를 만방에 선언한 사람

이 진시황이다. 이것이 이후 중국을 결정한 원리, 공리, 철칙이 된다. 중국은 아직도 이 

원리를 자각 반성 변경하지 않는다. 미국과 싸우는 것을 보면, 완전히 이 원리대로 한다.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군은 미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요즘 중국군이 대만을 넘

나든다. 거의 전쟁할 것처럼 한다. 내가 무력이 있는데, 왜 안 쓰냐?

6) 묵자의 현자 추대론과 상동 이론

상동의 국가는 기능 국가이다. 국가는 이해 충돌 당사자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현자는 마을 고을 등 해당 범위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능력자이다. 

독재자가 소유하는 가산(家産) 국가는 모든 관직을 임명제로 한다. 국가는 그의 소유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자는 이런 체계를 반대한다.

묵자가 상정하는 주요한 관리인 이장(里長)→향장(鄕長)→정장(正長)은 어떻게 정해지는

가? 첫째는 아래서 위로 추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위에서 아래로 임명하는 것이다. 

① 현자 추대는 아래→위로, ② 임명은 위→아래이다. 이 둘 가운데, 묵자의 상동 국가

는 ①일 것이다. 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묵자는 ‘선택(選擇)’이라는 말을 

한다. 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나아가 묵자는 추대와 임명, 두 가지 통치 체계를 섞어서 말한다. 이 둘은 서로 부정합 

혹은 모순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묵자는 일단 현실에 근거해서 이상적인 것을 

말한다. ②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상적인 국가로 상정한 것도 말한다. ①

이 이것이다. 묵자는 이 둘을 뒤섞어서 이야기한다. 묵자의 말은 이상과 현실이 섞여 있

다. 그러나 양자의 모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모순 자체를 의식하지 않은 것 같다.

묵자의 이런 모순을 연구하여 해결하는 것은 후대 학자들의 과제이다. 하지만 중국은 

진나라의 통일 이후 묵자의 말을 무시하고 맹자의 이론으로 간다. 묵자의 이론을 비판하

면서 무부무군(無父無君)이라 한다. 유가에서 중요시 하는 충(忠)과 효(孝)에 위배되는 이

론이라고 치부한다. 묵자의 이론은 과거 속으로 묻혀진다.

5. 상동과 정보의 수집

1) 본체와 현상

｢상동｣ 하 편에서는 통치를 위한 정보의 수집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묵자의 상동은 윗

사람이 아래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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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왕정은 왕의 명령으로 국가를 다스린다. 따라서 왕에게 필요한 것만 정보로 수집한

다. 반면 묵자의 상동은 개인들의 다툼 조정을 위한 정보이다. 서로 다르다.

“(백성이) 착함과 착하지 않음을 들으면, 

모두 그로써 그 위에 고하라” 하였다.

위가 옳다 하는 바를 반드시 모두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바를 반드시 모두 그르다 한다.

聞善而不善, 皆以告其上.

上之所是. 必皆是之. 所非. 必皆非之. ｢상동｣ 상3, 중3

천하의 나라를 다스림은 한 집안을 다스림과 같고, 

천하의 백성을 부림은 한 사나이를  부림과 같다.

治天下之國若治一家，使天下之民若使一夫.  ｢상동｣ 하 8

이렇게 모든 정보가 윗사람에게 올려지면, 윗사람은 천하를 마지 한 집안, 한 사나이처

럼 부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얼핏 보면, 한비자의 전체주의적 국가와 같다. 그러나 정반대

이다. 한비자는 국가를 왕 1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반면 묵자는 국가를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해 주는 기관으로 본다. 국가는 모두의 것이다.

이 둘은 정반대이지만, 통치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전체는 크다. 반면 군주는 

개인이다. 작다. 천하는 규모가 커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집안이라는 규모로 환

원시키면 문제는 달라진다. 백성은 수가 많다. 이 역시 한 사람으로 환원시키면 상대하기

가 쉬워진다. 천하 국가 → 한 집안, 천하 백성→한 사나이로 만들라.

그렇다면 어떻게 환원시키는가? 모든 정보를 군주 개인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모든 것

에 대해 제어가 가능하다. 정보의 집중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규제할 수 있다. 

2) 군주와 국가, 이는 본체와 현상의 관계이다.

법가에 따르면, 군주권은 본체이고, 군주권이 표현된 현상이 국가이다. 국가는 본체가 

드러난 현상이다. 군주는 곧 국가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기 위

해, 국가 안의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그 결과로 군주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본체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뿌리는 �노자�이다. 천하 나라는 한 집안이다. 큰 것은 지배하기 어렵지

만, 작은 것은 쉽다. 공자는 천하를 다스림을 손바닥 뒤집기(如反掌)에 비유한다. 노자는 

나라를 다스림, 鬼神을 다스림을 ‘생선 삶는 것’(烹鮮)처럼 하라고 한다.(60장) 鬼神의 鬼

는 남성, 투쟁 쟁취, 죽음, 정상을 상징한다. 반대인 谷神은 골짜기의 신묘함, 여성, 삶, 

생산, 골짜기를 상징한다. 鬼는 시체를 염습하는 직업, 전문가들이 쓰는 가면으로 죽음을 

부르는 자이다. 죽었는데 움직이는 자가 귀신이다. 권력을 놓고 다투는 자는 鬼神과 같다. 

권력은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용감한 자가 쟁취한다. 진시황에 대해서 진

승은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고 덤빈다. 이런 놈들은 생선 삶듯이 팍 익혀 버리라고 

한다. 노자는 힘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생선 삶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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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성인 도(道)로 할 수 있다. 

노자, 한비자의 본체와 현상은 전체와 개체의 관계이다. 전체가 한 개체에 환원된다. 반

대로 말하자면, 한 개체가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따라서 그 개체는 전체이다. 한비자

는 ‘개체 → 전체’ 지배인 것만 말한다. 황제 지배 체제이다. 반면 묵자는 ‘전체→개체’로 

환원과, ‘개체→전체’로 확장을 인정한다. 이것이 상동 체제이다.

본체와 속성은 이렇다. - 사과는 ‘둥근, 딱딱한, 빨간, 시큼한’(속성, 현상, 모습) + 것

(거시기, 본체, 존재), 둘로 이루어진다. 속성은 지각이 된다. 그런나 본체는 지각되지 않

는다. 그런데 지각되지 않은 본체가 지각되는 속성들을 잡고 지배한다. 

나라도 똑같다. 지각되는 것은 관리들의 행위, 백성들의 노동, 건물 등이다. 현상이다. 

그 뒤에 그렇게 시키는 본체로 군주가 있다. 국가 전체 현상은 황제라는 본체의 드러남이

다. 본체에서 현상으로 드러남은 개체에서 전체로 가는 것이다. 

3) 확장에 따른 정보의 집중

정보의 확장은 작은 마을 단위에서 시작된다. 천자는 보고 듣는 것을 천하 규모로 확장

시킨다. 이장은 마을 단위로, 향장은 고을 단위로 지각 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면, 천자는 감각에 따른 지각의 범위를 천하로 확장시킬 수 있다. 

한 눈이 보는 것은 두 눈이 보는 것만 못 하다. 

한 귀가 듣는 것은 두 귀가 듣는 것만 못 하다. 

한 손이 잡는 것은 두 손이 강한 것만 못 하다. 대저 오직 

몸을 믿고 일에 따를 수 있으므로, 날카로움(利)이 이와 같다.

이런 까닭으로 옛 성스러운 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천리의 바깥에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을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아직 고루 듣고 보지 못 하지만, 

성스러운 왕은 얻어서 그를 상 준다.

一目之視也, 不若二目之視也. 

一耳之聽也, 不若二耳之聽也. 一手之操也, 不若二手之彊也. 

夫唯能信身而從事, 故利若此. 是故古之聖王之治天下也, 

千里之外有人焉, 其鄉里之人皆未之均聞見也, 聖王得而賞之.   「상동」 하9

통치자가 정보의 확장하는 방법으로

⑴ 현명한 사람 뽑기 : 조정을 잘 하고, 겸애하고, 천지를 받드는 자를 뽑는다.

임명하는 것은 추대 이론과 반대가 된다. ｢상동｣ 편은 자체 모순이 많다. 임명과 추대의 

두 측면이 다 있다. 발탁과 임명은 �서경�에 나온다. 요가 순을 등용한다. 순은 농부였지

만, 효도를 잘 해서 등용한다. �서경�의 이런 이야기를 묵자는 상동 이론으로 바꾸고 있

다. 왕후장상은 씨가 따로 없다. 농부도 능력자이고 현자이면, 임명한다. 이래서 왕후 장

상은 현자 능력자이다. 반면 진승(陳勝)의 경우, 힘과 무력이 있는 자가 천하를 뺏는 것이

다. 묵자와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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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이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 윗사람이 아래의 다툼을 

조정하면, 아래가 상동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공평하고 효

율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다. 핵심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다. 

이는 유가의 군자인 관리와 다르다. 군자는 몸을 닦음(修身)으로 인격을 수양한다. 인격

으로 통치하고, 백성의 이해 관계를 조절한다. 반면 묵자는 상동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 조정하는 자로 현자를 등용한다. 갈등 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이다.

인용문의 ‘信身’은 ‘몸을 믿음’ 혹은 ‘몸을 확장함’(信=伸)이다. 군주의 몸은 한 개인이

다. 따라서 작다. 천하의 백성들이 보고를 하면 군주는 천하의 크기의 몸을 가져서, 천하 

단위로 보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信身’이다. 몸을 펴서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는 ‘尙同’(위와 같아짐)을 그런 의미로 규정한다.

인용문의 ‘利’는 보고 들음에 날카로움이 있음이다. 정보 수집 능력을 뜻한다. 보고 들

음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다. 표면을 자르고 그 뒤로 들어가서 본다. 제비 한 마리가 

나름에서 천하에 봄이 옴을 안다. 그런 것이 정보 수집의 날카로움이다.

⑶ 상동과 정보 수집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상동은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천하의 정보를 집중하여 모으면, 

‘나라=집안, 국민=개인’이라는 일사불란함을 이룰 수 있다. 문맥으로만 보자면, 지배층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尙同’은 ‘위와 같아짐’이라는 점에서 위와 아래가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조정자인 위가 

아래의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조정의 투명성을 증명한

다. 묵자의 이론은 여러 명에게 열려있는 정보이다. 지금의 열린 정치에 해당된다. 문제는 

｢상동｣의 원문은 이런 조정과 중재라는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윗사람에 정보를 집중하는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왕은 천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⑷ 이는 법가의 통치 이론과 구별하기 어렵다. 법가는 국가를 군주의 개인 재산으로 간

주한다. 따라서 정보가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백성은 착함과 아님을 위에 알려야 한

다. 이는 밀고나 고자질이고, 보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처벌받는다. 이런 정보의 수집

법은 법가의 5가 작통법11)으로 발현된다. 이 방법은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는 정보의 수집

이다. 

정보의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 - 수집하는 이유는 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왕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보 정치이다.

법가가 정보를 수집해서 처벌하는 대상은 불순분자이다. ① 도둑 강도. 사회 질서 문란. 

② 권력을 뺏으려는 자, 반란자. 이런 두 종류가 있다. ①은 어떤 국가에서나 처벌한다. 

문제는 ②이다. 왕정 체제에서 국가는 최고 권력자가 소유하는 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권

력에 도전하는 가차없이 처단한다. 정보 정치는 주로 ②를 향한다.

⑸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묵자는 상동(尙同)의 이론의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11) 법가의 정보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5가구가 한 단위가 되어, 하나가 잘못하면 다섯이 다 

처벌받는다. 반대로 하나가 잘했다고 다섯 가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을 

면하려면, 다섯 가구의 범법 행위를 관에 반드시 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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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있어야 상동의 조정을 하고, 현자를 뽑을 수 있다. 정보는 상동과 상현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 따라서 상동 이론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법가가 정보를 군주 개인의 통치 도구로 사용한다면, 묵자는 상동과 상현의 이상을 실

현하는 밑바탕으로 간주한다. 정보를 통해 현자를 추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자

인 조정자는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상

동 이론 그 자체 속에 정보의 수집을 함축한다.

묵자의 국가는 天下爲公이다. “천하는 공적인 것이다.” 상동과 정보 수집도 그렇다. 반

대로 법가는 天下爲私를 추구한다. 힘과 무력을 가진 자가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왕국을 

세운다. 천하를 정복했다면 천하는 그의 소유이다. “천하는 사적인 것이다.” 이것이 가산

(家産) 국가이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게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 사찰이다.

⑹ 정보 비대칭적 소유와 공유

군주는 정보의 수집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한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군주는 정보의 

수집에 집착하는가? 법가나 병가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백성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주 1인 이외 모두는 그의 개산을 뜯어먹으려하는 간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의심하고 견제해야 긴장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정복 전쟁을 통

한 개인의 재산 증식에서 전쟁은 통치의 핵심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상대를 정복하고, 상

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독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신하도 적이나ㅜ다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하의 본성을 간(姦)이라고 규정하고 항산 감시하고 견제한다.

그러나 묵자의 상동(尙同)은 이런 관계 속에서 펼치는 이론이 아니다. 묵자의 정보 수집

은 공정하고 공평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이런 조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위가 같

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겸애(兼愛)를 펼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아래 사람이 

충분히 수용해야 상동(尙同)이 바르게 작용한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노자 한비자 병가는 현실을 전쟁으로 본다. 로스차일드 금융은 정보 

비대칭으로 돈을 번다. 나만 알고, 남은 다 모른다. 주식 대박이 그렇다.

묵자의 상동 조정에서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정보를 주어야 한

다. 이 부분은 묵자가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권력자는 정보를 완전하게 수집

해야 한다. 천자는 천하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야 한다.

3.5, 계약론과 상동, 겸애, 국가의 발생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상동의 이론에는 많은 모호함과 혼란이 섞여 있다. 예컨대 현자를 

뽑아 윗사람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임명인가 추대인가? 명확하지 않다. 계약론 역시 그렇

다. 상동론에서 가장 가치있는 부분이 바로 계약론이다.



- 137 -

1. 상동 이론과 계약 관계

1) 상동의 간략한 구조

｢상동｣ 편에서 묵자가 구상하는 국가의 기원 혹은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아래를 ‘상동의 공식’이라고 하자.

① 태초의 상태는 국가(외적 제약자)가 없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있었다. 

② 개인은 자기의 이익(利)을 의로움(義)이라 한다. 

③ 모든 개인이 자기 이익 =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 만인의 투쟁.

④ 이익 다툼의 해결 방법은 둘이다. 하나는 끝장 싸움 – 정복 전쟁, 주인과 노예의 변

증법이다. 둘은 다툼을 해결할 사람을 선택(選擇)하는 것이다. 상동의 길이다.

이 두 길을 묵자는 하비(下比)와 상동(尙同)으로 구분한다. 下比는 “아래가 나란히 섬”

이다. 나란히 서서 힘으로 싸움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다.

⑤ 현자를 선택해서, 윗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⑥ 현자는 겸애한다. 兼愛는 전체 사랑이다. 관련된 모두의 이익을 공평하게 배려한다.

⑦ 현자의 조정을 아래 사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상동(尙同)을 해야 한다.

⑧ 아래 사람인 개인들이 반드시 상동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 의지, 그리

고 자기 처분권을 현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⑨ 현자들인 윗사람의 체계가 국가이다. 이장 향장 정장 국군 천자가 그것이다.

⑩ 국가는 개인의 이익 다툼을 해결해서, 개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킨다. 

⑪ 국가는 개인을 위한 수단이다. 국가는 조정 이상을 하지 않는다. 최소 국가이다.

여기에서 ⑤는 현자의 선택 문제이다. 임명과 추대의 두 방법이 있다. 앞의 3.4의 4)에

서 설명했다. 여기 3.5에서는 ⑤에서 ⑧까지의 과정을 계약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상동｣ 편에는 계약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다. ⑴에서 ⑾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 

계약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상동｣ 편 이에외 묵자는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가? 물론 있다.

2) 通約의 계약론

｢경｣ 34 “君臣萌 通約也” - “임금, 신하, 백성(萌)은 通約이다.” 

萌맹 ㉠ 싹, 움. 萌芽. ㉡ 백성을 일컫는 말이다. 저 나무를 보면, 봄이 되어서 모든 움

이 터서 싹이 난다. 일제히 그렇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백성이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 나

라는 나무이고, 백성은 싹과 잎이다. 나무 줄기에서 싹이 자라듯이, 나라에서 백성이 산

다. 줄기에 대해서 싹이 자기 주장을 하듯이, 나라에 대해서 백성도 자기 주장을 한다. 이

처럼 백성은 자기 몫이 있다. 이런 백성 개념은 맹자의 ‘赤子’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갓난애 핏덩이는 보호 대상이고 자기 주장을 못 한다. 맹자는 백성을 갓난애로 보호할 대

상이라 한다. 위민 민본 정치가 그것이다.

通約은 ㉠ 통하여서 묶이다. ㉡ 묶여서 통하다. ㉢ 통하여서 약속하다. 約은 묶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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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다. 이 셋은 결국 같은 뜻이다. 군주 신하 백성은 통해서 약속을 한다. 약속은 계약

이다. 군주 신하 백성은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서로 묶인다. 이런 점은 상동 이론과 연관

이 된다.

청나라 말기에 �묵자� 연구가 붐을 이루면서, 묵경도 주목을 받는다. 양계초는 ｢경｣ 34

를 사회 계약론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 어떻게 그 시대에 벌써 

계약론이 나오는가? 그래서 원문을 바꾼다. “君臣萌通約也” → “君, 通約臣萌也” - “임금

은 신하와 백성을 공통되게 묶는다.” 묶어서 관리 통치 지배한다. (손이양) 이는 훈고학의 

병이다. 손이양은 마음대로 원문을 바꾼다. 원문 학살자, 원문 도살자이다. 그렇게 바꾸어 

보았자 신통하지 않다.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공통되게 묶어서 통치한다. 이걸 누가 모르

나? 그게 무슨 지식이라고 ｢경｣에 넣기까지 해야 하는가?

｢경｣ 34의 ‘通約’은 말 그대로 ‘통해서 약속함’, 계약을 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약속은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계약이다. 임금과 신하, 백성은 약속을 통한 계약 관계이다.

3) 通約의 계약론과 상동 이론

⑴ ｢경｣ 34의 ‘通約’은 약속이며, 계약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이론이 

있는가? 물론 있다. ‘상동’ 이론이 바로 ‘通約’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 제시한 

‘상동의 공식’은 계약론을 빼고는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尙同’은 ‘같아짐을 숭상함’, ‘위와 같아짐’이다. 아래가 위의 조정을 받아들임이다. 이는 

지배와 복종을 의미한다. 윗사람의 조정을 아랫사람이 받아들이고, 아래가 위와 같아짐은 

전형적으로 지배-복종의 관계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하는가?

인류 역사는 시작부터 전쟁이었다. 정복 전쟁의 결과 이긴 자는 주인이 되고, 진 자는 

노예가 된다. 주인이 된 자는 국가를 세워서 지배층이 된다. 노예는 피지배층이 된다. 바

로 이 주인-노예의 관계에서 ‘지배-복종’이 성립한다. 정복자와 피정복자는 지배 복종의 

관계이다. 이는 전세계의 역사 전체에 공통된 사항이다.

⑵ 묵자는 ‘상동의 공식’ ④의 정복 전쟁과 윗사람 선택함, 두 길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다. 현자를 윗사람으로 選擇해서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이는 정복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이다. 묵자는 ‘選擇’이라 한다. 이는 임명인 것처럼 묵자가 말하지만, 상동의 공

식 전체로 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추대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추대는 계약론을 함축하고 

있다. 아래가 위를 추대함, 이는 아래와 위의 계약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복종’은 두 종류가 있다. ㉠ 동의할 수 있는 복종, ㉡ 합의할 수 없는 복종, 강제적 복

종. 이 둘은 그대로 ‘상동의 공식’ ④의 정복 전쟁과 윗사람 선택함, 두 길이다. 정복 전

쟁으로 승자와 패자가 주인과 노예가 된 지배-복종은 ‘합의하지 않은 복종’이며, 강제적 

복종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형벌을 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윗사람을 선택해서 다

툼을 조정하게 하는 것은 ‘동의한 복종’이다. 동의했다는 것을 묵자는 ‘尙同’(같아짐을 숭

상함)이라 한다. 

계약론은 이처럼 동의가 중요하다. 윗사람의 지배와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명령이 아래 개인들의 분쟁을 중재 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이익을 증진시키

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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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묵자의 상동 이론은 전국시대의 정복 전쟁, 힘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중국 역사상 ‘복종-지배’의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물은 유일한 

경우이다. 이처럼 지배를 따지기 때문에 묵자의 이론은 너무 철저하게 무시되고 사라진다.

맹자나 한비자는 왕이 존재함을 당연시하고, 기정사실화한다. 왕정은 불문율이다. 하늘

에 해가 있듯이 땅에는 왕이 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의 참혹함으로 들어선 왕과 지배층을 

미화시키는 자들이다.

묵자는 최고 권력자, 지배층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왕과 국가의 기능은 무엇인

가?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능해야 하지 않는가? 백성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복종

한다. 이는 기능 국가이다. 

2. 상동에서 두 가지의 계약 관계

상동의 공식에서 계약론의 요소는 다음 셋이다.

⑤ 현자를 선택해서 윗사람으로 만들어,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⑥ 윗사람인 현자

는 겸애를 한다. ⑦ 아랫 사람은 현자의 조정을 받아들인다. 상동을 한다.

이는 두 가지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익 주장으로 다투는 개인들이 윗사람을 

뽑아서 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계약이다. 상동 공식 ①-⑤이다.

둘째, 이렇게 해서 뽑힌 현자와 아랫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현자가 조정함에 겸애를 하

고, 아랫 사람은 이를 상동으로 따른다. 요컨대 위와 아래가 겸애와 상동을 맞교환한다. 

이는 두 번째 계약이다. 상동 공식 ⑥ ⑦이다.

1) 첫 번째 계약 – 윗사람의 선택, 지배 체제 시작

⑴ 묵자가 태초라는 상태를 가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없음’을 상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없는 단계’를 상상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가 체제를 비판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태초는 0이다. 0에서 시작해서 국가를 다시 재구성해 본다. 거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

적인 요소를 넣어서 국가를 만든다. 태초라는 상상, 가정은 바로 이렇게 이상적 국가를 만

들기 위해서 먼저 현재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⑵ 태초의 상태에는 국가라는 간섭이 없었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했다. 

이때 개인들은 감각 지각을 가지고 인식을 한다. 인식하면 욕망과 감정이 생긴다. 개인들

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의롭다고 주장한다. 이익=의로움, 利=義이다. 묵자

는 개인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당한 것이며, 실현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충돌한다. 이 결과 이익 

다툼이 생기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싸우게 된다. 이것이 상동 공식 ① ② ③이다.

이 싸움에서 사람들은 중대한 기로에 선다. 끝까지 싸워서 결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싸운다면 결국 힘이 결정하게 된다. 다른 방법은 힘이 아닌 것이

다. 그것은 이성적 해결 방법이다. 이것이 상동 공식 ④이다.

육체적 힘과 이성적 해결 – 이 갈림길에서 세계 모든 지역이 다 힘의 대결로 간다. 그 

결과 대규모 정복 전쟁까지 벌어지고, 이긴 자가 주인, 진 자가 노예가 된다. 주인과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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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다. 이것이 고대 국가의 탄생이다. 

묵자는 이런 벌거벗은 힘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 대신 이성적 해결로 나간다. 바로 현자

를 뽑아서 윗사람으로 선택한다. 그 현자가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게 한다. 왜 정복 

전쟁으로 결판짓지 않고, 현자가 중재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바로 개인들의 이익을 중시

하기 때문이다.

⑶ 정복 전쟁으로 주인과 노예, 지배와 복종을 가리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

가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초의 상태에서 개인들이 윗사람을 뽑아서 분쟁

을 조정하게 하는 것 –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태초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두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실천한다. 그러다 보니 남의 이익과 충돌해서 싸우게 된다. 이에 윗사람을 

선택해서 중재하게 하자. - 이때 자유 의지를 가진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들을 제어하고 

지배할 사람을 어떻게 뽑자고 할 수 있는가? 평등하고 대등하기 때문에 남에게 힘으로 복

종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윗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이다. 계약은 평등

한 개인들이 맺는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제약, 의무를 지겠다고 상대와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약속은 늘 나와 상대 사이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 결과로 나온다.

다투는 상황에서 싸움과 중재, 어느 쪽이 이로운가? 싸움은 정복 전쟁으로 간다. 그 결

과는 주인이 독식하고 노예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다.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윗사람

이 중재를 하면 당사자 모두가 나름의 몫을 챙길 수 있다. 제로섬과 나름의 몫을 챙김 – 

어느 쪽이 나은가? 물론 후자가 낫다. 힘의 논리에 따르면, 주인은 극소수이고, 대다수가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 전체의 이익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익 총량도 적다. 

반면 이익을 나누면, 개인들의 이익 총량은 더 커진다.

다시 말해서 열 명의 개인들이 다툴 때, 개인들의 이익이 10이라면, 현자가 중재하면 

그 이익이 적어도 10 이상이 된다. 타협과 협조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복 전쟁은 10 

이하가 된다. 전쟁의 피해, 그리고 승자 독식 때문이다. 이것이 상동 공식 ⑤이다.

⑷ 상동의 공식을 보면, 첫 번째 계약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계약 이외에 현자를 윗사

람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묵자는 상동 편에서, 태초에 천자를 선택하고, 천자가 

삼공을 선택하고, 그 아래의 제후와 향장 등을 선택한다고 한다. 위에서 아래로 선택이 내

려온다. 그런데 문제는 천자이다. 대체 천자는 누가 선택하는가? 하느님이? 그것은 불가

능하다. 그렇다고 맹자처럼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천자, 왕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태

초의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할 때, 최초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천자가 아니다. 자신들이 

처한 영역, 즉 다투는 자들에 국한된다. 묵자의 체제로 보자면 ‘마을’이다. 마을 안에서 개

인들이 다투면 이장(里長)을 뽑아서 다툼을 중재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고을의 다툼은 향

장이 중재한다. 향장은 고을 사람들이, 혹은 이장들이 선택한다. 나라의 다툼은 국군(國

君)이 조정한다. 이 역시 나라 사람, 혹은 향장이 선택한다.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도 마찬

가지이다. -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을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묵자는 정

반대로 위→아래로 선택을 말한다. 천자의 선택부터 말한다.

이는 상동의 공식과 논리적으로 부정합을 이룬다. 위→아래로의 선택과 임명은 정복 전

쟁의 결과인 왕정의 틀이다. 정복자가 왕이 된다. 그리고 부하들을 관리와 지방관으로 임

명한다. 반면 상동의 틀은 다투는 개인들의 조정이다. 당연히 아래→위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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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이렇게 첫 번째 계약으로 윗사람을 뽑는다. 윗사람이 이익 다툼을 중재 조정한다. 이

것을 아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체제는 무너진다. 받아들이지도 않을거면서 왜 윗사람

은 뽑는가? 결국 위가 조정하면 아래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위와 “같아짐을 숭상함”

이 상동(尙同)이다. 상동의 ‘尙’은 ‘숭상함’이다. 숭상함은 강제성, 당위성을 포함한다. 위

의 중재를 따르고, 그 조정과 같아짐, 이는 강제성을 가진 판결이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

을 받는다. 이래서 묵자는 통치를 ‘刑政’이라 한다. ‘형벌로 다스림’이 통치이다.

왜 위는 조정을 하고, 아래가 받아들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자기 처분권’

을 상정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개인은 자유 의지를 가진다. 자유 의지는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 처분권’을 의미한다.

다투는 개인들이 윗사람을 선택해서, 조정하게 하자는 것은 결국 개인들이 ‘자기 처분

권’을 윗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중재와 조정은 그 개인들에게 강제해야 효력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첫째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윗사람을 선택하면서, 개인들이 자기 처

분권을 윗사람에게 넘김이다. - 여기에서 윗사람의 체제가 바로 국가 체제가 된다.

2) 두 번째 계약 - 상동과 겸애의 맞교환

⑴ 윗사람을 선택해서 중재를 맡겼다고 해서 개인들의 이익 다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윗사람이 ㉠ 다투는 개인들 모두에게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해

야 한다. ㉡ 조정한 결과, 다투는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 다투기 이전보다 증가해야 한

다. 윗사람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중재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계약은 깨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싸우고 전쟁을 해서, 주인-노예의 상태로 갈 것이다. 윗사람으로 ‘현자’를 선택한다. 이때 

현자를 가리는 기준 역시 ㉠과 ㉡이다. 공평한 분배와 총량의 증가를 이루기 때문에 그가 

현자인 것이다. 

⑵ ㉠과 ㉡을 기준으로 현자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공평 분배와 총량 증가를 이루는 자

질을 묵자는 무엇이라 하는가? 겸애라고 한다. ‘兼愛’는 ‘전체 사랑’을 뜻한다. 兼은 전체

를 의미한다. 다투는 당사자 전체, 나아가 조정자인 현자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다 사랑하

는 것이 겸애이다. 겸애를 가지기 때문에 현자이다.

일반적으로 겸애를 ‘조건없는 사랑’이라 한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차별

하지 않는다는 묵자의 말을 인용한다. 이는 극히 모호하다. 현실적으로 겸애는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바로 윗사람인 현자가 발휘해야 하는 덕목이며 기능이다. 겸애가 이런 뜻이

라는 것을 알아낸 학자는 드물다.

⑶ 윗사람인 현자가 아래 사람인 개인들의 이익을 골고루 배려하고, 이익 총량을 증진

시킨 것으로 중재 조정을 한다. 그렇다면 아래는 반드시 그 중재를 따라야 한다. 아래가 

위의 판결에 따름, 조정과 “같아짐을 숭상함”(尙同)이 필요하다. 아래는 이처럼 상동을 해

야 한다. 결국 윗사람은 아래를 겸애하고, 아래는 위를 상동한다. 겸애와 상동을 서로 교

환하는 것, 이 역시 계약으로 성립한다. 윗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

인이기 때문이다. 개인들 끼리 제어 속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뿐이다.

아래와 위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 의지와 자기 처분권이다.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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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이, 현자를 뽑아서 윗사람으로 만들고, 다툼을 중재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 중재안

은 현실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다투는 개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상동(尙同)해야 한

다. 상동은 위와 같아짐을 숭상함이다. 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종하는 근거는 

개인들이 자기 처분권을 윗사람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자유 의지는 심리적인 것이다. 남에게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자신과 

자기의 것을 처분하는 ‘자기 처분권’은 위에 넘길 수 있다. 위와 아래의 계약, 두 번째 계

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기 처분권의 양도이다. 양도하기 때문에 상동이 성립하고, 

지배가, 국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개인이 이렇게 소중한 ‘자기 처분권’을 넘겼기 때문에, 윗사람 역시 겸애를 갈고 닦아서 

최선의 중재와 조정을 해야 한다.

⑷ 두 가지 계약은 그 성격이 명확하다.

첫 번째 계약은 그 지배 영역의 개인들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윗사람을 뽑아서 이익 

다툼을 중재하게 하자. 이것은 추상적인 원칙이다. 그 역역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맺는 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계약이 성립하기는 지

극히 어렵다. 단지 상상 속에서, 사유 실험 속에서 가능하다.

이 계약은 정복 전쟁으로 결판낸다는 지극히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탈피한 것이다. 그 자체로 근대적인 것이다. 

⑸ 두 번째 계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실제로 다투는 개인들이 있고, 그것을 중재

하는 방안을 만드는 계약이다. 다투는 개인들과 그것을 중재할 현자 사이에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단위 별로 마을, 고을, 나라, 천하가 있다. 그리고 그 단위 별로 중

재할 현자를 추대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래→위로 추대해 올라가는 것이 상동의 틀과 

논리적으로 맞다.

이 계약은 ‘겸애와 상동’의 맞교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윗사람은 겸애를, 아래는 상

동을 한다. 이익 다툼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묵자는 ‘지배-복종’의 개념을 ‘겸애

-상동’으로 바꾼다. 지배는 사랑을 베품이다. 이는 공자가 일찍이 말했던 것이고, 유가가 

따른다. 유가에서 사랑은 인(仁)이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출발해서 나라, 천하

로 확장된다. 천자가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천하 국가의 가장으로서 사랑이다.

이를 따라서 묵자 역시 “지배=사랑 베품”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곳은 

가정이 아니라, 이익 다툼을 하는 개인들이라는 현실적 상황이다.

묵자는 복종을 상동(尙同)이라는 말로 바꾼다. 내가 윗사람의 명령에 “같아짐을 숭상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다툼을 조정하고, 나의 이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복종을 하는가?

⑹ 묵자는 지배-복종의 의미를 물은 첫 번째 철학자이다. 맹자나 한비자는 왕의 지배, 

백성의 복종을 당연시한다. 이는 정복 전쟁 논리다. 정복당한 패배자, 노예가 어떻게 지배

의 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가?

노자는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지배와 복종의 의미를 탐구한다. 그것이 상동 이론이

다. 지배는 겸애와 같다. 사랑을 베품이 지배이다. 복종은 상동과 같다. 자신의 이익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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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기 때문에 같아짐을 숭상한다. 지배-복종을 노자는 겸애-상동으로 바꾼다.

두 번째 계약은 바로 이 “겸애와 상동의 맞교환”이며, 구체적 통치 단위를 수립함이다.

⑺ 묵자는 상동과 겸애의 견실한 결합을 위해 외부적인 힘, 또는 강제 장치를 말한다. 

천지(天志)가 그것이다. 하늘은 개인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상과 벌을 준다.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상동-겸애의 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겸애이다. 나아가

하늘과 인간은 또 하나의 상동(尙同) 체계이다. 하늘의 조정은 상과 벌로 귀결된다. 그

것을 인간이 받아들인다. 하늘과 같아짐을 숭상해야 한다. 이 역시 하늘의 겸애와 인간의 

상동의 교환 관계이다. 이런 점에서 하늘과 인간은 계약 관계이다. 하늘도 자유 의지를 가

졌고, 인간도 자유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유 의지들 사이는 계약으로 맺어진다.

3. 겸애와 상동의 교환

상동과 겸애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자. 그 둘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겸애와 무지의 베일

윗사람은 아래에게 겸애를 하고, 아래는 윗사람에게 상동을 바친다. 논리적으로 교환은 

맞다. 兼愛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전체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⑴ 내가 국민 전체를 사랑한다. ‘나’가 전체를 상대함은 ‘지배’를 의미한다. 유가의 “사

랑 베품은 지배함”이다. 군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맹자의 ‘仁政’은 사랑의 정치이

다. 한 인간이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것은 왕만 가능하다. 한 영역의 사람들을 다 사랑한

다는 것은 그 영역을 다스리는 관리자 입장이다. 왕이 국민 전체를 사랑으로 다스림은 맹

자의 왕도 정치 이론이다.

⑵ 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두를 고루 다 사랑한다(兼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別愛는 차별하는 사랑이며, 구별해서 사랑한다. 예컨대 내 영역에 나의 사돈

의 8촌과 네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는가? 사돈의 8촌이다. 

이것은 別愛이다. 

별애는 안 된다고 묵자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묵자가 하층민 백성의 입장이기 때

문이다. 백성은 빽이 없다. 우선적으로 차별받는 자가 백성이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 차별없는 사랑이며, 자신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⑶ 차별없이 모두를 고루 사랑하려면, 나의 감정 욕망 생각을 다 지워야 한다. 사돈의 

8촌, 네팔 사람은 나의 지식, 감정과 연결된다. 지우기 위해서는 눈에 ‘베일’을 씌워야 한

다. 존 롤즈의 �정의론�의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

겸애하는 것은 이익 다툼을 조정함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사랑’

(兼愛)을 하고, 차별 없음(別愛)을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자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자 숭상(尙賢) 이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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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종에 대한 이론들

묵자의 尙同은 지배에 대한 ‘복종’이다. 백성은 위의 관리, 권력자가 결정한 것을 따르

고, 복종한다. 왜 尙同을 말하는가? 복종의 근거와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묵자는 복

종의 근거를 겸애에서 찾는다. 다른 학파는 왕정을 기본으로 해서 복종을 말한다.

⑴ 복종의 이유는 위의 ‘힘, 폭력’ 때문이다. 한비자와 상앙과 같은 법가는 폭력을 국가

의 절대적인 실체로 본다. 따라서 왕과 관리는 백성 위에 군림한다. 진시황의 통일 국가가 

전형적으로 그렇다. 이는 정복 전쟁의 결과로 한 개인이 황제가 되어서 천하를 私有하는 

것이다. 

이는 묵자의 국가관과 정반대이다. 천하는 공적인 것이다. 모두의 것이다. 이는 홉스의  

‘common wealth’ 개념과 같다. 이 말은 ‘공공의 재산’, 또는 “제 몫의 재산”이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나는 한국에 대해서 나의 몫의 재산과 삶을 주장할 수 있다. 사람 뿐

만 아니라, 뱀이나 풀 나무도 모두 자신의 몫이 있다. 그것이 커먼 웰스이다.

⑵ 유가 ; 위가 아래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백성이 복종한다. 맹자의 인정(仁政 사

랑의 정치)가 그것이다. 위민(爲民) 민본(民本) 역시 그렇다. 왕과 지배층은 갓난애와 같은 

백성을 사랑으로 돌본다. - 이것에 대해서 백성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누가 나를 사

랑해 달라고 그랬는가? 그러나 스토커처럼 죽어라고 사랑하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하겠는

가? 사랑당해야 하는가? - 맹자의 통치론에서 지배층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이처럼 일방

적인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백성은 피통치자일 뿐, 통치에 간섭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유가의 사랑의 통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유가는 겉

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안으로는 법가처럼 형벌의 폭력을 말한다. 이래서 陽儒陰法 - 

“겉은 유가, 속은 법가”, “겉은 사랑, 속은 폭력”이 된다.  

4. 범신론과 유일신론 - 계약론

1) 계약론은 유일신론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는다. 서양에서 최초의 계약 사례는 모

세가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내려준

다. 이를 잘 지키면 상, 어기면 벌을 내린다. 요컨대 신의 명령인 10계명과 이에 대한 이

스라엘 민족의 실천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인간이 신에 복종하고 따르면, 신은 그 인

간들을 보호해준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다.

이 계약론이 서양 근대에 부활한다. 홉스와 로크 루소 등의 사회 계약론이 그것이다.

묵자 역시 이런 요소가 나타난다. 묵자의 하늘은 유일신과 비슷하다. 상동 이론에는 계

약론적 요소가 있다. 천지(天志)와 상동(尙同)은 내적인 논리에서 어느 정도 연결된다.

2) 고등 종교는 유일신론과 범신론으로 나뉜다. 

유일신론은 하늘에 있는 단 하나의 신이다. 절대자이며, 전지전능하다. 게다가 사람처럼 

이성과 감성을 다 가진다. 이를 ‘인격신이라 한다. 인격신은 모든 개체 위에 군림하는 절

대자 유일신이다. 인간은 절대자 유일신에게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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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신(汎神)론은 “두루 다 신이다”는 말이다. 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물 

안에 있다. 따라서 개체가 “두루 다 신”(汎神)이다. 이처럼 유일신론과 범신론은 신이 어

디에 있냐의 차이이다. 신이 개체 밖에 있으면 유일신론, 안에 있으면 범신론이다.

범신론은 사람의 경우 마음 깊숙이 신이 있다. 이 신은 결국 개인의 이성 등을 이룬다. 

아니 반대로 말하자면, 개인의 이성을 신으로 절대화한 것이다. 범신론은 내 안에 있는 신

(이성)에게 복종하라고 한다.

이성은 객관적 진리, 정의, 선, 미, 당위성을 인식하고 실천한다. 이성을 높이다 보면,  

이성 자체를 신이라 한다. 절대적인 진리 정의 선 등은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가질 

수는 없다. 완전함 절대성은 신의 속성이다. 따라서 이성의 진리, 정의 등은 신적인 것이 

된다. 이래서 내 마음 바닥에 신이 잠겨 있다는 범신론이 성립한다. 대부분의 철학은 범신

론으로 간다. 나의 이성이 신이다. - 이것이 정통 철학의 입장이다.

3) 계약은 분리된 개체끼리 가능하다. 유일신론의 경우, 개체와 신은 분리되어 있다. 개

체 위에 신이 있다. 따라서 인간과 신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면 범신론은 개체 안에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범신론은 계약이 불가능하다. 개체가 

자기 안에 있는 신과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중국은 범신론이 대세였다. 중국에

서는 계약론이 발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묵자만이 유일신을 주장하고 계약을 암시한다. 

4) 기독교의 유일신론과 계약

기독교의 계약은 여호와 신과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맺은 것이다. 

⑴ 계약 이론의 첫 번째 측면은 신과 인간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

고 보호를 받는다. 구약의 신은 힘과 폭력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상과 벌 가운데 주로 벌

을 내린다. 바빌론 유수가 대표적이다.

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내린다.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

에게만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 지킨다면, 신은 그 백성을 보호해 

준다. 이것이 바로 계약 관계이다.

당시 중동을 보면, 이집트(햄), 메소포타미아(셈)는 양대 세력이었다. 그 둘이 각자 발전

한다. 둘은 작은 국가들이 분립해 있다가, 통일을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통일국은 바빌론, 

앗시리아, 페르시아이다. 양대 세력 사이에 끼여서 초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위주이다. 많은 생산물을 가질 수 없었다.

오직 믿을 것은 여호와 밖에 없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

라고 한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호를 약속 받는다. 

그러나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여호와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망하여, 이스

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바빌론 유수는 신의 잘못이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 책임을 백성에게 뒤집어씌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신이 응징한 것이다. 이러

면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응징하는 신의 사자가 된다. 징벌을 하는 사자이다. 바빌론은 너

희의 잘못에 대한 나의 징벌이다. 

⑵ 계약의 두 번째 측면은 자유 의지, 지배와 복종의 방법은 계약이다.

신은 백성을 지배한다. 황제가 백성을 지배한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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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멀고 추상적이다. 황제는 가깝고 현실적인 힘이다. 황제의 명령은 듣지 않을 수 없

다. 황제는 물리적 폭력, 힘이다. 신의 명령은 안 들어도 별 탈이 없더라. 이런 관계에서 

신과 인간을 맺어줄 방법은 무엇인가? 계약이다.

신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간도 자유 의지를 가졌다.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가 서로 

관계 맺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계약이다. 신이 황제와 다른 점은 힘이 아니라 계약 관

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계약은 힘이 지배하는 정복 전쟁 시대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힘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는 방법이다. 계약은 이성적 측면을 가

지고 있다. 10계명이 그것이다. 서양의 역사에 최초의 계약인 모세와 여호와의 계약은 루

소 등의 사회 계약론으로 발전한다.

계약론은 지배-복종의 관계를, 힘과 폭력에서 이성적 계약으로 바꾼다. 이로써 서양 근

대가 열린다. 새 패러다임 제시를 한 것이다. 계약론은 정복 전쟁, 힘에 의한 복종에 대한 

대안이다. 그래서 왕국, 군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론이 된다. 왕은 정복 전쟁의 결과

로 생긴다. 중국 등 전 세계 역사가 그렇다.

⑶ 묵자는 2번과 연관이 있다. 1번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

묵자의 계약론적 측면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엄청 그런 것 같은데, 말로 표현

할 방법이 없네?” - 이것이다. 기세춘은 기독교 예수와 묵자의 하느님을 비교한다. 그러

나 이것을 계약론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동아시아는 묵자의 계약론은 사라지고, 정복 전쟁과 왕정만이 존재했다. 계약론의 반대

는 군주 천명론, 혈통론 등이다.

가장 원시적인 것이 혈통론이다. 김일성은 백두 혈통이라고 한다.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

일을 임신했다. 백두산의 정기가 임신시켰다. 그렇다면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왕

의 씨앗을 낳을 수 있는가? - 이런 황당한 신화가 정권의 정당성이 된다. 일본의 천왕은 

역사 시작부터 왕이었다. 신성함은 역사 시작부터 내려온다. �일본서기� 등이 기록하는 최

초의 천왕들은 신성한 혈통의 신적인 존재들이다. 믿을 수 없는 신비화이다. 

* 맹자는 군주 천명론을 주장한다. 하늘의 명령(天命)을 받은 자가 왕이 된다. 실제로 

천명을 받은 자가 있는가? 이는 신화적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정복 전쟁을 통해

서 왕이 된 뒤에, 이것을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된 것으로 미화시킨 것이다. 실제

는 정복인데, 겉으로는 천명을 받은 것이다. 맹자는 이런 미화 작업을 통해서 지식인 관료

의 생존 공간을 만든다. 군주 천명론은 백두산 혈통설보다는 낫지만, 신화라는 점은 같다.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 황제가 된다. 이것은 힘인가? 천명인가? 

실제로 힘인데, 천명으로 포장한다. 정당성이 없는 자들은 신화에서 정당성을 제조해낸다.

서양 근대에는 군주 천명론에 해당하는 왕권 신수설을 왕들이 내세웠다. 이 신수설을 

뒤엎은 이론이 사회 계약설이다. 국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결코 

신이 특정인에게 왕이 되라고 명령하지는 않는다.

5. 계약 관계의 발단

상동 이론은 추대론과 계약론을 포함하고 있다. 추대론과 계약 관계에서, 이장 향장 정

장은 당시에 없는 직책이다. 묵자가 만든 것이다. 자신의 새 이론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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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새 이론이 등장하면, 새 용어가 만들어진다.

1) 추대와 임명

｢상동｣ 편은 조정하는 현자에 대한 추대론이 담겨져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자는 

이장(里長) 향장(鄕長) 정장(正長)이다. 묵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직책이다. 그러면 이런 지

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대와 임명이다. 묵자는 이 두 방법을 모두 얘기한다. 추대는 아

래에서 위로 마을 사람들이 한다. 임명은 위에서 아래로 임명한다. 추대는 묵자가 새로이 

만든 방식이고, 임명은 주나라 봉건제 방식이다. 주나라는 천자가 삼공 및 제후를, 상위가 

그 아래를 임명한다. 천자 삼공 제후는 주나라 봉건제에 있는 명칭이다. 이것은 �서경�에 

있다. 실질적으로 두 방법의 공존은 모순이다. 묵자 스스로 이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묵자는 계약에 대해 명확하게 얘길 하지는 않는다. 묵자는 너무 이른 시기에 이론을 펼

쳤기 때문에 계약론이라 말할 수 없다. 서양도 근대에 계약론이 나온 것에 비하면 묵자는 

선구자적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봉건제와 비공

춘추 전국 시대에 ⑴ 주나라의 봉건제가 무너진다.

⑵ 현실 ; 정복 전쟁과 병합하고, 논리적으로 천하를 정복하여 천하 국가가 나온다. 천

하를 정복자 개인이 소유한다. 개인 소유지를 관리하는 방법이 ‘군현제’였다. 군과 현을 

설치하고, 왕이 파견한 관리가 다스린다. 관리는 마름이다. 군현제가 대세이다.

⑶ 묵자는 상동의 지배 체제를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주나라 봉건제를 기반으로 한다.

봉건제는 영역을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통치한다. 지방을 영주의 제후국으로 세운다. 그 

영역 안에서는 제후의 자율적 통치가 허용된다. 묵자는 이장 향장 정장의 체계 안에서, 자

율적 통치를 한다. 이장은 수백 명, 향장은 수십 명, 정장은 한 명이다. 주의 봉건제도 그

렇다. 묵자는 제후 대신에 현자로 바꾼다. 제후에 가까운 것이 향장이다. 그 고을 안에서 

자신이 이해 다툼을 조정해 준다.

공자는 주공이 만든 봉건제를 되살림을 필생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이어받아서, 묵자는 

되살릴 수 있는 봉건제를 제안했다. 맹자는 공자를 배신하고, 천하를 사유하는 것을 찬성

한다. 한비자는 군현제를 찬성한다.

⑷ 주나라의 봉건제는 제후 여럿이 나누어 먹는 것이다. 天下爲公에 비슷한 점이 있다. 

진시황의 군현제는 황제 독식이다. 

한나라 초기에 봉건제가 잠시 부활했다가 없어진다. 고조 유방과 여후가 잔인하게 제거

했다. 이후에 봉건제는 다른 형식으로 부활한다. 야심가, 혹은 이민족이 봉기(蜂起)해서, 

기의(起義) 거병(擧兵)해서, 한 지역을 할거하고 서로 싸움이다. 대표적으로 조조 유방 손

권이다. 셋이 공존하지 못 하고, 꼭 통일하려고 했는가? 공존했으면, 봉건제가 될 수 있었

다. 그런데 곧 진시황 모델로 가서, 통일하려 든다. 중국은 정복 전쟁의 강박 관념이 있

다. 공존은 절대로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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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 남북조의 여러 국가,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국가 등이 다 천자 없는 봉건제 형식

이다. 천자가 없기 때문에, 공존하지 못 하고, 무제한 리그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독식한다. 일본의 경우는 상징적으로 허수아비 천자가 있었다. 그래서 제후(大名)들이 무

제한 리그전을 하면서, 상대를 없애지 않는다. 주나라 봉건제에서 가장 큰 금기는 이웃 제

후를 멸망시킴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기되, 멸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가? 

자신의 일이 된다? 이웃 제후를 멸망시키면 봉건제가 사라진다. 그러면 대명(大名)이 설 

자리가 없다. 오직 한 명이 설치는 나라가 된다. 할거해서 싸우면 많은 대명(大名)들이 존

립한다. 통일해 버리면, 한 명의 왕뿐이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중국은 한 명의 왕을 선택, 일본은 대명(大名)들의 존립을 선택한다. 그래서 일본은 사

무라이의 나라이다. 황제 통치 국가가 되면, 무사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통일 국가는 무

사가 아니라 지식인 관리가 지배한다. 무사들의 존재 이유는 싸움이다. 싸움이 없으면 무

사도 존재 근거를 잃는다. 싸우기 위해선 여러 제후국이 난립해야 한다. 

조선은 하나의 나라, 왕과 지식인이 지배한다. 한중일 중에서 지식인 지배가 가장 확실

한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은 통일 왕조 시기는 지식인 지배. 왕조 망하고 리그전 할 때는 

무사의 시기이다. 지식인과 무사의 시기가 서로 교대된다. 일본은 완전히 무사의 역사였

다. 일본 역사에서 희귀종 천연기념물이 바로 지식인이다. 지식인이 설 자리가 전혀 없었

다. 지식인의 존재 형식에서 승려(절), 신관(신사)은 완전한 지식인이 아니다. 종교에 예속

되었고, 심지어 불교도 전쟁에 끼어든다. 지식인 스타일의 무사이다. 

묵자는 주의 봉건제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시킨다.

6. 국가 이론의 두 모델 – 군주 천명론과 계약론

1) 묵자와 맹자의 ‘군주–백성’ 이론

⑴ 맹자의 군주 천명론

묵자는 통치의 방향이 백성에서 군주(지배층)로 향하는 추대론을 말한다. 백성 중심의 

사상, 계약론, 최소 국가론이다. 반면

맹자는 하늘이 군주에게 명을 내리는 천명론을 말한다. 군주 중심인 왕권 신수설로 가

산 국가이다. 무슨 이유로 하느님이 특정 개인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이것은 신화이다. 

신화를 통해서, 왕권을 정당화한다. 실제로는 정복 전쟁의 승리로 왕이 된다. 그것을 신화

로 포장한다. 신화에 의한 권력 합리화는 청동기 말, 철기 시대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

한국의 신화 ; 시조인 영웅은 알에서 태어난다. 주몽, 박혁거세, 김수로왕, 김알지가 있

다. 중국은 태몽이 뱀 꿈으로 뱀은 용을 대변한다. 일본은 외부 도래자가 왕이 된다. 

이런 신화를 좀 더 철학화시킨 사람이 맹자이고 군주 천명론에 적용시킨다.

하늘이 군주를 임명하기 때문에 해임도 하늘만 할 수 있다. 맹자는 군주를 하늘의 해라

고 한다. 어쨌든 해는 뜬다. 백성은 해를 부정할 수 없다.

맹자는 군주의 해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혁명(革命)론을 말한다. 혁명(革命)은 

“명(命)을 혁(革)하다.”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명을 바꾼다. 그러면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철저하게 통치 대상, 수동적 존재인 어린애(赤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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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왕과 신하가 하고, 백성은 완전 소외된다. 천명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

⑵ 군주 천명론에서 누가 천명을 받았는가? 이에 대한 맹자의 대다은 “천심은 민심이

다.” 문제는 천심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민심을 확인하기 어

렵기 때문에 결국은 천명(天命)도 부정된다. 예컨대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유방이 이겨 황

제가 되었다. 이긴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민심을 얻은 결과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 이

렇게 맹자가 말할 것이다.

민심은 대체 누가 확인하는가? 방법이 없다. 결국 항우-유방의 리그전의 최종 승자가 

민심을 받은 것이라 한다. 최종 승자(覇者)가 왕이 된다. 이렇다면 하느님이란 천명을 내

려서 승자를 미화하는 찬양조이다. 디테일한 악마는 민심을 확인하는 방법을 부정한다. 결

국 이긴 놈이 민심 받은 것이 된다. 맹자는 전형적인 아첨하는 지식인이다.

맹자는 정반대의 입장인 정복 전쟁을 통한 왕정을 주장한다. 맹자의 군주 천명론은 권

력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가져온다. 하늘의 명령(天命)에 의해서 군주가 임명되는 것이다. 

하늘의 명령은 백성의 마음속에서 규정된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심

이 어떻게 천심과 연결되는가? 불가능하다. 신화 같은 이야기이다. 하늘의 명령에 의해 

선출된 군주이므로 통치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백성이 아닌 하늘에게 진다. 

2) 묵자의 계약론

묵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한다. 묵자가 사유 실험 속에서 만든 이상 국가에서 각 단

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현자를 추대한다. 이렇게 추대된 사람들이 국가의 지배층을 

이룬다. 이는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백성이 통치의 주체가 되면서, 동시

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맹자는 왕의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반면, 묵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묵자의 국가는 기능주의적12) 국가, 도구적13) 국가이다. 나라는 백성들의 이익을 최대화

시켜 주는 기구이다.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조정하는 도구이다. 

묵자는 정복 국가를 부정한다. 리그전 자체를 부정한다. 정복해서 이겨서 획득한 나라 

는 전리품으로 개인의 소유이다. 묵자가 힘주어 비판하는 국가 형태이다. 

3) 한중일 왕정의 차이

역사가 현실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자가 국가를 소유했다. 왕조 기간은 맹자의 위민 민본 정치

를 기본으로 했다.

12) 기능주의는 사회에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묵자는 정복 전쟁을 벗어난 평

화와 조화의 상태를 요구한다.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

능이라 본다. 

13) 묵자의 국가 구성에 있어, ‘10론’은 이상 국가 건설의 도구이다. 특히 상동 비공 겸애 천

지는 핵심 도구가 된다. 대부분의 지배자들은 백성을 그들의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통치 

도구로 생각한다. 그러나 묵자는 백성을 통치의 주체로 여긴다. 칸트는 ‘정언 명령’에서 인

간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의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다. 묵자 또한 백성을 목적으로 대하고

자 한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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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말싸움(당쟁)을 한다. 왕의 권력은 약하다. 아래의 관리들

이 결정한다.

일본은 무사들이 끝까지 싸웠다. 백성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상시적으로 전

쟁을 했다. 언제나 무사 중심이다. 여자는 사무라이의 부속품이다. 여성의 인권이 한 중 

일 중 최약체이다.

4) 한비자의 가산(家産) 국가

한비자에게 있어 국가는 왕의 재산이다. 영토, 백성을 비롯한 모든 것은 개인의 소유로 

규정한다. 그리고 1인의 왕, 나머지 백성은 소유물인 노예가 된다. 이것은 정복 전쟁의 결

과이다. 개인의 것이므로 모든 것의 결정자는 왕이다. 이것은 군주 독재, 전체주의적 국가

로 이어진다. 진나라가 이 길을 간다.

�한비자�는 이사(李斯)가 쓴 것이다. 이사는 진시황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한다. 따라서 

�한비자�는 진시황의 통치 철학이다. 

⑴ 국가는 군주의 소유물이다. 가산 국가이다.

⑵ 군주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소유물을 뺏기는 것이다. 뺏는 자는 밖에, 안에 있다. 밖

에는 다른 나라, 안은 신하가 있다. 신하는 “다 도둑놈들이다.” 한비자는 신하의 본성을 

‘간사함’(姦)이라 한다. 간사함은 약자가 강자에게 뺏어 먹는 방법이다. 강자는 약자를 강

탈하면 된다.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뺏어 먹는가? 아첨 비굴 면종복배 배신 등이다. 국가

는 군주의 재산이다. 신하는 군주의 재산의 일분이다. 자기 재산이 없다. 그래서 필사적으

로 자기 재산을 만든다. 군주처럼 소유자가 되려 한다. 가산 국가 만들어 놓고, 신하가 간

사하다 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노예에게 가해진 금기는 무

엇인가? 자율적인 사유, 감정, 욕망,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없다. 노예는 감정 욕망 사유를 

주인과 같게 해야 한다. 자기 재산은 없고, 주인의 재산만 있다. 한비자가 말하는 신하. 

도대체 이런 식의 인간이 가능하겠는가? 한비자는 천박하고 거지같은 이야기만 한다.

인간의 욕망을 이처럼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다. 정복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인질이다. 이들은 상시적인 인진들이라 폭력적인 통치자를 칭송하고 동조

한다. 이것을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14)이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은 독자적인 사유를 하

지 못한다.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만다.

⑶ 신하와 백성은 군주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군주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

을 다해야 한다. 부국강병, 군국(軍國 나라를 군대화시킴)으로 간다.

⑷ 이것이 진시황의 꿈이고 로망이었다. 후대의 황제 국가의 모델이 된다.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이 길을 간다.

⑸ 진나라의 두 노선은 여불위와 진시황이다. 여불위는 현상 유지, 다국 공존, 진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최소 100년은 유지되었을 것이다. 장사꾼은 이익을 남긴다. 이익을 

거래 상대와 공유한다. 진시황은 확장, 정복, 천하 통일로 천하를 사적 소유를 한다. 야욕

14)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

하는 현상이며, 인질이 아니더라도 일부 매 맞는 배우자나 가족의 일원, 학대받는 아이들도 

이와 비슷한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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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치. 영정(嬴政)은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된 것이다. 왕 자리에 집착을 한다. (고

종이 그렇다.) 그래서 이 집착이 천하를 사적 소유하는 절대 왕권 확립으로 드러난다.

진시황의 이런 야욕을 합리화시킨 사람이 이사이다. 이사가 노자의 철학을 가지고 한다. 

노자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이다. 현실은 힘이 결정한다. 군주 무위, 신하 유위이

다. 힘으로 결정하는 것을 노자가 반대했다. 强粱者不得其死 - 이 말에 딱 맞게 산 사람

이 진시황, 이사이다. 이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조고가 이사에게 열등감, 악감정, 증

오가 폭발한 것이다. 조고는 진시황도 증오했다. 진시황의 자식들과 일족을 잔인하게 호해

가 죽이는데 부추긴다. 호해도 열등감 덩어리였다.

진시황과 이사의 통치는 조고 호해 등 대부분의 인간을 악마로 만들었다.

이사의 이런 비참한 죽음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일 것이다. 

문제는 후대의 지식인들이 진시황의 이런 가산 국가, 황제 독재를 이상으로 삼는다. 중

국의 지식인의 표준 모형은 숙손통(叔孫通)이다. 5명의 왕을 모셨다. 만나는 왕마다 합리

화시켜 주고, 예를 제공했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

맹자의 왕권 신수설, 한비자의 가산 국가론은 최악의 이론이 조합을 이루고, 후대에 중

국의 왕조의 표준 이론이 된다. 현재도 중국의 어떤 지식인도 이 두 이론에 대해서 정면

으로 반박하는 이가 없다. 현재 중국은 모든 지식인을 숙손통으로 만들고 있다.

5) 공화정과 군주정

⑴ 한비자의 가산 국가, 맹자의 왕도 정치는 왕이 국가를 소유한다. “짐이 국가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이론은 ① 묵자의 상동론 ② 공화정 ③ 모두의 소유이다. 

국가의 두 종류는 공화정(republic)과 군주정(monarchy)이다. 둘은 정반대이다. 

‘republic’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다. 국가가 국민 모두의 소유라는 뜻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를 ‘common wealth’(공동의 재산)라 한다. 이는 ‘res 

publica’에서 한 걸은 더 나아간 것이다. 국가 안에서 개인은 각각의 재산, 또는 몫을 가

진다. 이는 구성원의 기본권이며, 천부 인권이다. 그 국가 안에 거주하는 한 자신의 일정

한 몫을 가지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비자의 가산(家産) 국가 이론과 정반대이다. 국가는 군주의 재산이다. 군주정은 

군주 주권론이다. 군주가 국가의 최고 권력(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 이는 국가를 군주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군주정 혹은 왕정은 정복 전쟁의 산물이다. 정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강

력한 지휘관 아래 군대가 강철처럼 뭉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복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는 지휘관에게 귀속된다. 지휘관이 바로 왕이다. 전국시대에 진나라는 백기(白起)와 같은 

명장이 크게 승리를 거두어 영토를 늘린다. 이 영토는 모두 군주의 것이 된다. 반면 백기

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죽는다. 전쟁의 결과가 사병이나 장군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두 

군주 1인에게 귀속된다. 정복 전쟁 시대의 왕정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⑵ 이는 중국 역사의 가장 큰 사기극이다. 왜 정복 전쟁의 결과를 군주, 혹은 지휘관 

혼자 독식하는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병사(=백성)는 뭐냐? 완전히 호구(虎口)

가 된다. 반면 민주주의는 성질 더러운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제 몫을 주지 않으면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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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왕정 군주정을 옹호하는 이론은 맹자와 한비자이다. 주로 맹자 이론이 전면에 

나선다. 왕조 시기는 맹자 이론, 왕조 교체기의 전쟁 시기는 한비자 이론이다. 

공화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묵자의 상동 이론이다. 묵자는 개인의 이익과 이기심을 부

정하지 않는다. 그는 ‘의로움=이익’(義=利)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활동 목표는 개인들의 

이익 갈등을 조정해서, 그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공적인 재산, 

혹은 공적인 일로 보는 것이다.

7. 상동 이론과 몇 가지 문제

기존의 해석은 상동을 전체주의로 해석한다. 상동은 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것이다. 이는 상동(尙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한 것이다. 원문을 잘 보면, 상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계약론적 의미도 간파할 수 있다.

1) 상동은 전체주의와 정반대

기존 이론은 상동(尙同)을 절대적 복종 이론이라고 한다. 묵자를 독재와 전체주의로 몰

고 간다. 묵자의 형정(刑政)을 법가와 동일시한다. 상동(尙同)을 절대 복종으로 해석하는데

서 생긴 오해이다. 묵자가 태초를 얘기하는 것조차 절대 권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태도

라고 말한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묵자�의 10론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 만약 상

동(尙同) 겸애(兼愛) 천지(天志)의 연관성을 살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묵자는 국가 구성 이론의 저변에 백성이 있었다. ｢상동(尙同)｣ 편에 개인의 이익을 인정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의 정당성이 발현된다. 조정은 지배를 뜻한다. 여기서 조정자는 아

래 사람들의 추대를 받은 현자이다. 전체주의의 지배자와는 색깔이 다르다. 전체주의는 개

인의 이익을 부정한다. 모든 결정사항에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다. 그러나 묵자는 상

동에서 백성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

이 묵자가 말하는 상동의 명분인 것이다. 이처럼 묵자는 전체주의적 성향인 법가와는 반

대의 길을 제시한다. 묵자의 정치는 전체주의와 반대인 최소주의로 향한다. 상동(尙同)이 

그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한다. 그리고 이익 갈등하는 당사

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정에만 권력을 사용한다. 

이 논리는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제후국 사이에는 서로 공격하면 조정해줄 천자가 

없다. 그러므로 정복 전쟁을 통한 불이익은 피해야 한다. 공격 대신 무역을 하고, 자국을 

개간하여 생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약탈보다는 이익이다. 다만 타국의 이율배반에 의한 공

격을 대비에 방어 전쟁은 인정한다. 묵자는 이처럼 최소한의 개입을 두고 자유로운 운영

을 하는 최소국가를 희망한다. 이것이 비공(非攻)의 목표인 것이다.

이에 대비해 법가는 정복 전쟁을 통해 군주 개인의 야욕을 채운다. 군주의 재산 증식이 

목표이다. 부국강병 정책은 주변의 모든 국가를 흡수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가의 모든 백

성들을 군인화시켜 감시하고 제어한다. 상과 벌은 천하 정복의 목표를 향한 도구가 된다. 

백성은 국가의 제어아래 노동과 전쟁의 수단으로만 남는다. 최대 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법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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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경 국가, 법가와 묵가 - 최소 국가와 최대 국가

묵자는 상동론에서 이해 갈등 조정을 하는 현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 현자는 아래 사람

의 갈등을 공정하게 심판한다. 현자는 아래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 선정된다. 명시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에서 추대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를 갈등의 조정

에 한정시킨다.

서양 근대의 야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서구 개인은 시장 논리의 주체이다. 시장은 

자율 경쟁을 통한 개인의 이익 충족의 마당이다. 시장 속에서 개인은 조정자의 결단보다

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매우 중요시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손익계산이 우선이다. 자가발

전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원리가 된다.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경

제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그 이전은 이기심을 악하다고 했다. 그러나 애덤스미스의 

시각에서 이기심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

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이 평형을 이룬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논리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한다. 그 이상을 개입하면 

시장 경제가 침체된다. 그에 따른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된다. 묵자가 말하는 최소국가보다 

더 타이트하다. 

묵자와 정반대 이론이 법가이다. 법가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부정한다. 한 군주의 자

유와 이익만이 존재한다. 백성은 군주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군주 빼고는 모두 

노예에 불과하다. 국가 안에서 이해 갈등은 있을 수 없다. 군주의 눈에 거슬리면 벌로 처

단한다. 형정이 기본이 되는 체제이다. 묵자의 형정과는 구분이 된다. 상동(尙同)에서 판

결에 의한 형정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합의된 조항이다. 그러나 법가의 형정은 군주 개인

의 이익에 위배될 경우 행해진다. 

묵자의 상동(尙同) 이론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분쟁조정의 방법이다. 그로인해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비공(非攻)이론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질서와 조화는 전체

의 이익을 보존하고 확대시킨다. 묵자는 공자의 유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가 역시 조

화를 추구한다. 반면 법가는 조화보다는 전체를 한 개인의 손아귀로 흔들려고 한다. 그야

말로 전체주의 입장이다. 군주의 권력은 백성에게 무서운 공포일 수밖에 없다. 공포정치는 

백성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진시황의 경우 사후 엄청난 복수를 당한다. 1인의 자유 민

인의 노예의 결과는 처절한 복수로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묵자의 상동(尙同)이론은 전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근대 민주주의의 계약

론과 비슷하다. 전체주의인 최대국가와는 반대의 노선을 가진다. 

3) 묵자의 계약론과 서구의 사회 계약론

⑴ 서양 근대의 계약론은 홉스 로크 루소가 주장했다. 이들의 계약론은 기본적으로 자

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태초의 상태는 국가가 없었다. 대신에 자연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자연에 적용되는 법, ‘자연법’이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은 천부 인

권이 된다. 반면 묵자는 자연법 사상이 없다. 대신에 그의 상동의 국가는 이익을 가진 개

인에서 출발한다. 개인들의 이기심과 이익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 이론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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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서구는 왕권 신수설이다. 왕은 신이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왕의 권력은 무소불위이

다. 절대 왕정의 시기에 왕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다. 다만 신의 대리자인 성직자

만이 그 권력의 견제를 할 수 있었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인 왕권 신수설은 16~17세기 

유럽에서 아래 사람의 저항과 개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 맹자의 군주 천명론과는 색깔이 

다르지만, 신을 요청해 권력의 정당화를 시키는 것은 비슷하다.

이처럼 서구는 모세와 여호와 신과의 계약을 가지고 계약론을 출발했다. 이 계약론은 

홉스의 시기를 거쳐 인간 대 인간의 구조로 변화한다. 사회 또는 국가는 실체가 없고, 개

인 간의 약속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이다. 계약의 필요성은 개인의 생명 보호와 

욕구 충족에 있다. 기존의 왕권신수설에 대한하는 이론이 사회 계약설이다. 홉스 로크 루

소 등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계약의 출발은 천부 인권을 가진 개인을 통한다. 그래서 

개인은 계약 속의 주체가 되고, 개인을 규제하는 것은 신이다.

⑶ 묵자는 계약을 말하지 않는다. 계약에 필요한 개인을 말할 뿐이다. 묵자는 개인의 이

익을 의로움이라 인정한다. 이익의 인정은 분쟁을 가져온다. 이익 다툼으로 사회가 분쟁에 

휘말리면 혼란이 온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조정자이다. 개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조정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신의의 조건은 겸애(兼愛-전체를 사랑함)가 된다. 아랫사람이 상동

(尙同-위와 같아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겸애이다. 상동과 겸애는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

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둘의 상호 교환을 계약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이익

의 보호에 있다. 국가나 사회의 구성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서구는 개인 중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는다. 천부인권이 그것을 받쳐준다. 그러나 

묵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상동과 겸

애의 상호 교환이 그것이다.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 될 때 자연적으로 개인의 이익도 증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개인 중심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보다 강조했다면, 비공(非攻)과 같은 

이론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상동」 편은 추대를 통한 계급 구조를 말한다. 향장 이장 정장이 그것이다. 국가의 권

력이 아래에서 위로 형성된다. 정복 전쟁을 통한 왕정인 경우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추대

와 조정이라는 명제가 있을 수 없다. 왕이 모든 것을 다가지는 구조에서 백성에 대한 배

려는 있을 수 없다. 묵자는 백성 중심의 사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 계약론적

인 면을 심어 놓은 것 같다. 백성의 삼황과 이익 보호가 그에게 문제의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6, 묵자와 홉스, 로크의 국가 이론

중국의 묵자와 영국의 홉스, 로크는 시대와 지역의 간극이 있지만, 국가 구성론에 대한

사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묵자는 태초라는 사유실험,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백지

상태)는15) 기존의 절대 왕정에 대한 반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계약론적 국가 구성

을 위한 토대였다.

15) 경험론의 인식론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백지(타블라 라사)로 본다. 감각 지각을 통해

통한 경험의 과정이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다. 성악설의 기본구조도 백지설의 입장이다. 백지

기 때문에 소염이 가능하다. 인간은 백지의 상태에서 선으로 물들여지기를 바란다. 그 소염

의 최상에는 하느님이 있다. 백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인 겸애로 물들여지

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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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자와 홉스

1) 홉스는 인간은 원천적으로 사회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의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홉스가 보기에 국가는 인간들이 필

요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구성물에 불과하다.16)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이 폴리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폴리스(국가)를 반드

시 만든다. 홉스는 인간은 개인이고, 개인 만 명을 모은다고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다. 만 명이 폴리스적 성향을 가졌다면, 당연히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홉스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자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국가를 만들 리

는 없다는 것이다. 

홉스는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추측 상상한다. 자연 상태를 모태로 본다.

홉스는 경험론은 인간은 욕망뿐인 이기적 동물이란 과점에서 시작한다. 그 결과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어떤 특이한 인간들은 싸운 결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홉스, 헤겔 등이 그렇다.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공격

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이기적 본성을 지녔다. 그 결과로 치열하게 싸운다. 그의 자

연 상태는 인간이 죽음에 공포에 시달린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 본성의 

문제인 경쟁심, 자신감의 결여, 공격성, 명예욕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발생

한다. 또 이런 과정에서 죄의식이나 양심에 대한 가책을 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규제할 법의 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포를 잠식시키고, 개인들의 안전과 이익의 보장은 

국가 수립의 명분을 만들어 낸다. 국가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가지고 구성원을 규제하

고 굴복시킬 수 있다. 개인은 스스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생명의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의 힘(common power)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의 힘을 구약 성

경의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다. 리바이어던은 하나의 인격체로 국가의 공동방어와 

평화의 수호자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격체인가? 공동의 권력은 모두가 자기 처분권을 통치자에게 넘긴다. 그

것이 공동의 권력이다. ‘주권’은 ‘주인 된 권력’이라 한다. 이것은 추상적이다. 이런 추상

적 개념의 권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루소의 ‘일반 의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시킬 것인가?

홉스는 공동의 권력을 현실화시키면서, 이것을 왕에게 구현시킨다. 최고 권력(공동의 권

력)은 한 개인인 ‘왕’이 가진다. 왕은 개인이고, 한 인간, 한 인격체이다. 그래서 최고 권

력을 인격화시키고, 한 인간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왕정 군주정을 합리화시킨

다. 이 인격화를 �리바이어던� 표지 그림으로 그린다. 모든 개인이 모여 있는데, 그림 전

체는 하나의 사람, 한 인간, 한 인격체인 군주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인격화시킨다.

루소의 일반 의지, 공동의 권력, 주권은 선거를 통한 대리인 선출이다. 선거는 국민의 

뜻, 의지를 물어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리인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 그래

서 이것을 현실화, 구체화하는 방법은 인격화가 아닌 제도화일 것이다.

16) 문지영 지음 �홉스 ＆ 로크 – 국가를 계약하라�, 김영사, 2016. 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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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경우는 제도화가 아니다. 최고 권력을 왕이라는 개인에게 맡긴다. 왕이 자신의 인

격 인품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한다. 제도화의 경우는 위임받은 개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 

한다. 제도화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루소의 ‘일반 의지’ 이론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의회에 

의해서 제도화된다. 지롱드당과 자코뱅당에서 후자가 루소의 이론을 과격하게 지지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어느 정도 루소의 이론에 접근한다. 애초에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을 만들려고 한다. 이를 워싱턴이 사양한다. 그래서 임기제인 왕, 즉 대통령제

로 간다. 일제가 한국에 기여한 가장 큰 공은 조선의 왕실을 없앤 것이다. 왕정 타파를 

확실하게 해 주었다. 일본은 아직도 왕을 머리에 이고 산다. 그래서 여전히 불완전한 국가

이다.

이처럼 국가는 자기 처분권의 이양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이로움의 극대화시키는 창조

적 실체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관계가 생겨난다.

국가는 만들어진 Gesellschaft(이익 사회)이다. 이것은 자연 사물도 아니고, 하느님이 

부여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집을 짓듯이, 국가로 지을 수 있다. 우리의 이념, 정의, 선 

등에 따라 짓는다. 이때는 설계도가 중요하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해하는 

작업  역시 우리의 생각, 이념에 따라 국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현

상이다. 이런 생각은 신념의 결과이다.

2) 묵자는 국가의 구성 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밝힌다. 그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사

유를 바탕으로 정치사상을 전개한다. 홉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둘은 모두 그 당시의 시대

적 상황을 배경에 영향을 받았다. 정복전쟁의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자각했고, 

태초의 자연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피폐를 벗어나고 싶었다. 둘의 합의점은 계약 관계를 

통한 국가의 안전과 평화에 있었다. 또 인간의 본성이 개인의 이익과 필연적 관계를 가진

다는 것을 인정한 점이다.

묵자는 전국시대 초기 사람이다. 춘추 말기의 하극상을 보았다. 제나라에서는 전화가 왕

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된다. 진(晉)나라는 한 위 조 세 나라로 쪼개진다.

⑴ 이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① 유가의 공자는 관리 정치인이 윤리 도덕을 배워서 인격자가 되자고 한다. 인격자는 

반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 세운다. 그리고 맹자는 왕정을 옹호한다. 

② 법가와 한비자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 하게, 군주가 신하를 감시하고, 국가를 

확고하게 장악한다.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를 만든다. 이것을 군주가 좋아할 것 같기는 하

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③ 묵자는 태초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상동(尙同)이라는 점에서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모델은 비공(非攻)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나라의 봉건제에 접근한다. 

④ 농가는 무정부주의이다. 그들은 국가의 지배 자체를 부정한다.

이런 것을 보면 묵자의 이야기는 매우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다.

묵자는 경험론에 근거를 가진 성악설을 주장한다. 사람들의 감각 지각을 통한 경험적 

욕망은 이기심으로 표출되고, 그것은 끝없이 증식된다. 외부의 조정자의 규제나 상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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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審級)이 없으면 개인의 이익 다툼은 종식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강자는 끝도 없

이 강함을 취득하고 유지하려하고, 약자를 정복하고 유린할 것이다. 약자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처절한 절망과 비참함에 매몰되어 버린다. 강자의 이익은 극대

화되고, 약자는 이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태초의 개인은 이처럼 서로 자기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을 일삼는다. 이것이 태초의 자연 상태이고, 성악설의 귀결이다.

묵자는 이를 막기 위해 중재자인 현자(賢者)의 존재를 강조한다. 다투는 개인들 사이에

서 추대해 뽑으면, 개인들은 그 조정을 따라야 한다(尙同). 현자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한

다.

묵자는 당시 사회의 문제를 강자의 약자 겁탈이라 한다.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대가

(大家)가 소가(小家)를 유린한다. 중국은 아직도 힘이 장땡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힘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닉슨이 탄핵 위기에서 물러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 한다. 그만한 일로 대통령을 

쫓아내느냐? 라고 한다. 이것이 중국의 수준이다.

⑵ 현자의 겸애

현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현자의 덕목은 겸애(兼愛)이다.

분쟁은 서로의 이익 다툼에서 생긴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편

애, 차별, 별애(別愛)를 해서는 안 된다. 겸애는 이것을 넘어서서 공정한 판결과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미를 가진다.17)

⑶ 개인들의 자기 처분권 위임

현자에게 이익 다툼을 해결을 맡기는 개개인의 덕목은 무엇인가? 상동(尙同)이다. 조정

자인 현자의 판결에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불응은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자 선출의 

시작에서부터 위의 결정에 반드시 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의미로 현자에게 

개인들의 자기 처분권을 이양한다는 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 상태의 치열한 싸움

시기 보다는 개인들 이익의 총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간들은 ‘힘의 균형’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공동의 힘’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자기 처분권을 통치자에게 맡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공동의 힘’에 의해 

얻어지는 이로움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자기 처분권’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이 위임한 자기 처분권의 총합이 바로 국가의 권력, 주권이다.

자기 처분권을 넘기면, 강자는 손해이고, 약자는 이익일 수 있다. 최소한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겁탈하는 일은 사라진다. 전체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

국 상동은 강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 관계에서 강자의 양보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묵자

는 이와 같은 불안한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묵자는 국가 구성과 통치의 이론에서 지배자는 ‘겸애(兼愛)’를 피지배자는 ‘상동(尙同)’

을 요구한다. 이익 다툼의 조정에서 겸애와 상동의 교환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이 국가 

17) 이런 점에서 겸애는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과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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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근간이다.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①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②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다. ③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 홉스와 로크

1) 홉스의 자연법과 계약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기존의 왕정을 깨고 사회계약론으로 가는 길을 텄다.

인간에 대한 자연 상태(the state of nature)를 「리바이어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평등에서 불신이 생성되고, 

불신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동등한 조건을 가지므로 평등을 얘기할 수 있고, 능력의 평

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희망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

다. 목적이 동일해지면 파괴와 굴복이 나타나고 이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불신은 자기보존을 위한 무력화를 야기하고 이를 이용한 권력자는 침략을 통한 타인의 

지배를 정당화 시킨다. 모든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 이런 권력의 증대를 허용한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의 상태

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사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반복된다. 전쟁의 본질은 실제 전투 행위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벌어질 가능성 

또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의 유무에 달려있다.18)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남을 공격하는 이유는 경쟁과 자기 확신의 결

여에 있다.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타자에 대한 약탈자가 된다. 자신이 강자라는 확

신, 안전 보장, 자신은 존속한다는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침략자가 된다. 침략자가 되는 

이유는 자기 확신의 결여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공명심, 명예 수호 때문에 공격자가 된다. 공명심은 명예이다. 귀족은 명예

에 살고, 명예를 위해서 결투를 한다. 진시황은 공격해서 이겼다하는 명성, 천하를 통일했

다는 소문 등을 바라는 마음이 공명심으로 드러난다. 크게 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다. 

자신이 받아야 할 평등권은 사적 이익이다. 사적 이익은 자기 생명의 보존에 중점을 둔

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보전을 위한 모든 장치가 위협을 받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인

간은 자기 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인다. 전쟁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혼란

의 과정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발생은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데 있다.

묵자 역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부정한다. 유가의 논리는 사적 이익을 죄악시

한다.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

킬 수 있다. 정복 전쟁은 대부분의 백성을 노예로 만든다. 노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체의 이익이 올라가거나,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당연한 논리를 거

18) �리바이어던� 13장-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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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다. 현재도 그렇다. 늘 그 자리에 머문다.

“자연권(right of nature)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

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자유(liberty)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19)

자연권은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으로부

터 자유로워야 한다. 

홉스는 그 당시 왕정에서 강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강자로부터 자신의 이익과 생

명을 지키는 것은 강조한다. ‘자기보존’을 위한 대안 책에 대해 설득을 한다. 강자의 권력

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인과 개인들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은 사회계약론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홉스의 자연 상태는 리바이어던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다. 

제1의 자연법은 기본 자연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개인의 기본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자연권은 생명의 보존이 목적이다.

이성에 따라 판단 조치해야 자유가 힘을 발휘한다. 이것은 자연권을 인정한다. 제2의 

자연법은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 타인도 나에게 허락함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화 

추구에 목적을 둔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침해 횡포 공격)의 권리를 스

스로 포기한다. 이 법들은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개인의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2) 자연권·자연법

그렇다면 왜 ‘자연권(right of nature – 자연의 권리)’이라고 하는가? 자연권·자연법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⑴ 홉스는 경험론자이다. 역사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은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 

때, 그 자연 상태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려는 것은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다 적용된다. 모든 생물의 1차적 관심은 자기 생명 보존이다. 

만약 생명 보존을 팽개치면, 그 종은 멸종한다. 남은 모든 종은 자기 생명 보존을 목표로 

한 것들이다.

자연권을 일종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필연성으로 규정한다. 자기 생명 보존이 그것

이다. 홉스는 국가론을 ‘자연 상태’에서 시작한다. 자연권, 즉 자기 생명 보존에서 출발하

는 것이다. 자연법은 자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기 생명 보존을 규정한 법이

다. 권리는 개인이 가진다. 법은 사회 국가 등 단체가 규정하는 것이다.

자유는 자연권, 자연법에 반드시 함축된다. 자연권에 필요한 것이 자유이다. 자연권은 

자기 생명의 보존이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자기 뜻대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자

기 생명을 보존할 때 ‘자기 뜻대로’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19) �리바이어던� 14장-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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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권, 생명 보존, 자유는 모두 ‘개인’의 존재를 의미한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

든 개인에게 다 적용된다.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이 없으면, 생

명 보존은 힘들다.

⑵ 이유와 원인의 차이 ; 원인과 결과는 필연성을 가진다. 특히 과학에서 더욱 그렇다.

경험론은 “감각 지각”, 합리론은 “이성적 추론”으로 서로 대립된다. 이 말대로라면, 경

험론자들은 ‘이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로크 흄 등은 이에 따라 ‘이성’이라는 말 대

신, ‘오성(understanding 이해력, 깨달음)’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감각 

지각과 이해력은 무슨 관계인가? 이것을 로크, 흄 등은 “인간 오성론”에서 설명한다. 그

러나 이것으로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오성’을 설명한다.

경험론의 최대의 약점인 이성을 포기하는가? 아니다. 그럼 ‘이성’은 무엇인가?

홉스의 이성은 현상에서 이유(reason)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 현상은 당시의 영국의 정

치 상황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자연 상태까지 간다. 그래서 자연권, 자연법, 자유 등을 추

출해낸다. 이런 추론 자체가 ‘이성’이다. 이 추론은 ‘경험 감각 지각’과는 무관하다.

자연 상태는 사유 실험이다. 이는 이성적 추론이다. 감각 지각과 이성적 추론의 차이를 

묵자는 평경생자와의 대화에서 쉽게 설명한다.

3) 계약의 특성

개인의 자연권은 생명 보존에 필요하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타인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포기한다. 그리고 포기한 권리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

위 심급으로 넘긴다. 그 상위 심급이 사회와 국가이다. 이런 구조가 바로 계약론이다.

권리에 대해 폐기가 아니라 양도이다. 그러나 딱히 상위 심급을 말하지 않는다. 상위 심

급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해서 나는 의무, 속박을 가지게 된다. 왜냐면 내가 양도해서 만

든 것이므로, 만약 불복하면, 이는 불의, 권리 침해이다. 자신이 넘겨주고, 왜 자신이 그것

을 지키지 않는가?” 이는 자체 모순이다.

묵자의 상동(尙同 위와 같아짐)은 자기 처분권을 넘기는 것이다.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방어, 정당 방어권이다. 생명 보존을 부정하는 양도는 금지된

다. 목숨 팔아넘기는 노예 계약 등이다. 

계약은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것이다. 계약과 약속의 관계에서 계약은

⑴ contract :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행위, - 자연권 양도의 계약. 즉시 효력 발생

⑵ covenant: 신의(信義) 계약 – (약속의) 신뢰가 전제된 계약. 신과 인간의 계약

⑶ pact : 약정(約定) - 계약적 성격의 약속

계약의 세 시점에서 ⑴은 계약으로 즉시 이행한다. ⑵는 일방은 즉시 이행, 상대는 나중

에 이행한다. ⑶은 양자 모두 나중에 이행이 있다. ⑵와 ⑶은 약속이 포함된다. 약속을 지

킨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⑴은 자연권의 양도, 포기의 경우가 그렇다.

covenant는 신과 인간의 계약, 약속의 의미가 있다. 신은 심판하고, 인간은 잘못한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약속, 믿음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양도 계약은 

이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언제나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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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양도로 국가(권력)가 성립한다. 이는 즉효 계약이다. 리바이어던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이것이다.

계약은 명시적 계약(express), 추단에 의한 계약 (inference - 추리 추측 추론)이 있다.

양도 계약은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추리에 의한 계약’이다. 

추론을 해 보니,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계약은 경험론과 배치된다. 명시적 계약은 지각 감각으로 확인되는 증서가 있다. 반면 

추단 계약은 증서가 없다. 단지 추론할 뿐이다. 그러면 추론된 것도 존재하나? 그런 계약

이 있나? 경험론자라면 부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가 진 죄를 내가 왜 져야 

하나?

홉스의 경험론의 출발점은 감각 지각한 사실에 근거한다. 중간 및 도달점은 이성적 추

론이다. 감각과 추론은 서로 반대된다. 그러나 홉스는 고민하지 않는다. 상식적 경험론이

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 역시 추론의 산물이다.

4) 소유권의 인정

자연 상태에서 홉스의 인간은 원자론적 개별적 존재로, 묵자는 수평적인 사회관계가 존

재한다. 이 둘은 사회가 혼란과 다툼으로 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로크는 자연법이 지배

하는 사회를 말한다. 로크의 자연법은 개인들의 소유권과 노동의 가치를 정당화시키는 작

업을 한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이 수용되고 인정되는 사회이다.

묵자의 태초 역시 “의로움은 이익이다”에서처럼 개인의 이익과 욕망의 소유를 인정한

다. 이점은 로크와 비슷하다.

인간의 생명 보호와 존엄의 유지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 이것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묵자 홉스 로크는 서로 이념이 비슷하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 이론의 방법적 차

이는 있다. 복종은 국가 유지에 필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힘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국가

의 의무는 개인들의 이익 다툼을 공정 공평하게 조정하는데 있다.

① 묵자와 홉스는 성악설의 입장을 가지고 국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홉스의 

리바이던과 같은 존재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대신 형정(刑政)이라는 말을 쓴다. 형벌의 정

치에서는 겸애가 정치적 통치의 수단이 된다. 

② 묵자의 겸애는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익 다툼을 조정할 때 구현되는 이론이 겸

애이다. 겸애는 하느님의 뜻이다. 루소의 일반 의지와 같은 맥락이다. 상동을 할 때 겸애

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루소의 ‘일반 의지’는 선한 의지의 총체이다. 국가를 이루는 기본 이념이다. 묵자의 

천지(天志-하느님의 뜻)인 겸애가 모든 것에서 구현된다. 개인들의 의지는 선과 악으로 이

번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 의지는 선만 존재한다. 일반의지로 이루어진 국가는 가

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④ 로크의 자연법은 이성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로 규정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나의 재산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삶도 보존되어진다. 타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는 금기시 된다. 로크의 핵심은 소유권이다. 

노동을 통한 소유권의 획득을 인정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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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소유권은 사회 계약설로 연결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구성

된다.

⑤ 묵자의 천지(天志)는 선(善)이다. 겸애가 그것을 말한다. 일반 의지와 비슷하다.

태초의 인간들은 개인의 이익을 의롭다 하고 다툰다. 성악설이 바탕이다. 조정자는 겸애

를 가지고 공정하게 조정한다. 그렇다면 아랫사람이 반항 없이 수용할 것인가? 받아들이

고 순응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상과 벌로 규제를 하는 형정(刑政)이 필요하다. 이처럼 

수용이 가능한 것은 성선설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크와 유사하다. 그리고 

형정은 홉스와 같다.

⑥ 묵자의 태초는 홉스와 같고, 상동으로 연결되는 점은 로크와 같다. 묵자는 홉스와 같

은 입장에서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생각했다. 인간은 현자 추대보다는 정복 전쟁을 한다. 

이것의 해결 방법이 상동(尙同)과 겸애이다. 추대는 성선설의 입장이다. 경험론이 모두 성

악설의 입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묵자와 로크의 계약론은 성선설로 간다.

로크의 자연법과 루소의 일반의지는 성선설이므로 계약이 된다. 이것이 구현된 것이 국

가이다.

3. 로크의 자연법과 계약

로크의 자연 상태(the state of nature): 국가, 사회 설립 이전의 자연법이 인간을 구속

하는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 이 자연법은 인간을 구속하는 기능으로 제한되었고, 평화를 

지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자기 생명 

보존권과 소유권, 자유권,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 이것은 국가의 성립 명분

이 된다.

1) 자연법과 계약의 성립

자연법은 개인의 생명 보존을 위해 행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진다. 이 

권력은 국가나 사회가 성립될 때는 폐기된다. 인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기 재산

의 보존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사람

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편중하기 때문에, 타자의 욕망을 부정한다. 게다가 공정하게 

판결해 주는 조정자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즉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 자기 처분권을 

포기하고, 서로 합의해서 조정자를 선임하고, 규칙을 정한다. 이것이 계약이다.

신이 부여한 재산권 및 소유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또 소유권을 가지면서 생기는 잉여분은 교환을 통해 재산의 증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

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작동된다. 이런 재산권 소유

권 자유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기관을 만드는 과정이 사회 계약설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립된 국가는 강력한 절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홉스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진 인공의 생명체를 얘기한다. 그러나 로크는 

권력의 분산을 얘기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치하는 구조이다. 이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의 모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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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론의 영향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국민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구조이

다. 홉스가 양당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 로크는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다가 주권 재민 

사상을 도입시켜, 근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확립시켰다. 그러나 약간 정합성이 떨어지

는 면이 있다. 이론에 모순이 많은 면이 여기에 있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절대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로크는 위임받은 권력을 반환

되는 존재로 규정한다. 사회 계약설에서 홉스는 자기처분권의 양도, 로크는 위임, 루소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를 설립한다.

로크는 법을 규정한 헌정 정치와 자유권을 주장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치 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미국의 건립과 독립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또 프랑스의 계몽주의

와 프랑스 대 혁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자연권에서 소유권과 소유권의 정당화를 찾는다.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가 국

가의 의무이다. 천부인권의 논리는 강력한 개인주의를 발생시킨다.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개인의 자유가 폭력성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홉스가 성악설의 입

장에서 계약론을 펼친다면, 로크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맺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로크

는 명시적인 동의’를 전제로 계약이다. 홉스는 도덕이 결여된 상태에서, 로크는 도덕과 의

무가 충만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계약을 이끌어내는 초석이다.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따라오는 공

포를 해결하는 것이 계약으로 귀결된다. 

4. 묵자의 근대성

묵자는 기존의 주류인 지배자의 권력 독점을 비난 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그 

당시 정복 전쟁에 의한 지배자의 권력 횡포는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다. 백성의 

입장을 고민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묵자는 너무 빨리 시대를 앞당기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전국 시대에 이미 민주주의의 싹을 고안해 낸 것이다. 서양 근대를 앞선 

것이다.

1) 묵자는 개인의 생명 보존을 중요시 한다. 정복 전쟁은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묵자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 방어 전쟁을 통해 삶과 생명을 보존하거나, 정복 전

쟁을 타인의 삶과 생명을 지배하는 것에서 파괴적인 후자를 비난한다. 후자는 상대의 재

산권을 침략하는 행위이다. 전자는 비공(非攻)의 논리이다. 스스로 땅을 개간하고, 상대국

과 교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체제를 고안했다. 모두가 다국 공존을 할 때 전

체의 이익은 증가되는 것이다. 정복 전쟁을 정당화하는 한비자와 같은 대통일(大統一)적 

구도는 1인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준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유지 못한다. 언제나 

긴장을 하고 자신의 재산 지키기에 전념을 해야 한다.

고대는 대부분 정복 전쟁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중세의 봉건제와 더불어 제로섬 게임

이다. 군주 개인의 자유만 있고, 나머지는 지배자의 소유물이 된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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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찾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시기이다. 특히 영정(嬴政), 한비자, 상앙, 법가에서는 

더 심했다. 

이에 반해 서양은 개인의 생명권, 소유권, 재산권을 주장했다. 자연법에 기초한 천부인

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건설

한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묵자의 상동(尙同)과 비공(非攻)이다. 

2) 묵자는 이익과 손해를 철저히 분석한다. 정치는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백성의 삼환(三患-배고픔, 추위, 노동으로 과로함)의 해결이 중요하다. 비

공(非攻) 절용(節用) 절장(節葬)이 이를 위한 이론이다. 실리적인 이론이다. 

묵자는 현재의 물질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인정한다. 그가 

경험론자이기 때문이다. 서양 근대는 자본주의 이후에 나타난다. 묵자 이전에는 유가의 윤

리 도덕가 국가 정책의 기본이었다. 개인의 이익 추구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죄악시 되었

다. 이것을 뒤 없는 묵자의 이론은 서양의 근대를 앞 선 것이다.

3) 고대와 중세는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구도라서 최고 권력자에게는 윤리가 없다. 

강자의 이기심만이 존재한다. 근대 이전의 이기심은 정복 전쟁으로 나타난다. 근대 이후는 

바뀐다. 개인들 각각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로 발전된다. 막스 베버는 청교

도 윤리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다. 청교도 윤리를 근대와 전근대의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노동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는 것이 청교도 윤리이다.

청교도 윤리와 마찬가지로 묵자의 상동 역시 개인의 노동과 그에 따른 생산물을 인정하

는 체계이다. “義는 利이다.”에서 개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여기서 생기는 이익 다툼을 국

가가 조정해 준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여기에 있다. 타국의 이익 추구도 인정하기에, 공

격 보다는 교역을 통한 공존 체제를 장려한다. 비공(非攻) 이론에서 그것을 말한다. 

4) 이처럼 묵자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이론을 말한다. 이것은 상동과 비공에

서 강조한다. 기존의 중국 이론을 뒤엎는 이론이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

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데에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지

지자는 백성이다. 서양이 민주주의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지지에 있다. 

중국은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진시황의 마법 속으로 빠진다. 민중의 지지

를 얻지 못한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인다. 중국은 아직도 그 패러다임을 반복하고 

있다.

묵자의 근대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중국을 정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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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비공(非攻) - 국제 질서

4.1, 공격 반대(非攻)와 국제 관계론

1. 비공에 근거한 다국 공존

묵자가 왜 비공 이론을 전개하는가? 주나라의 봉건제의 질서가 무너지고, 전국 시대의 

무제한의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묵자의 비공 사상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① 비공은 공격을 비판 반대 부정함이다. 당시 유행했던 정복 전쟁을 반대한다. 정복 전

쟁의 반대는 왕정을 부정함으로 연결된다. 왕정은 정복 전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

문이다. 상동 이론 또한 왕정을 부정하고 계약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② 공격 전쟁을 금지함은 반대로 다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전쟁 대신 무역을 

한다. 군비 경쟁 대신 경제 개발 경쟁을 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의 공존과 비

슷하다. 주나라 봉건제의 유산인 제후국의 다국 공존이다.

③ 비공 이론은 전국 시대에 7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비공으로 다국이 공존

할 것인가? 공격 전쟁으로 1국이 통일하고, 나머지 국가는 망할 것인가? 양자 관계에서 

묵자는 다국 공존을 택한다.

⑷ 겸애와 비공, 상동과 비공은 짝을 이룬다. 첫째,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이다. 비공은 

공격하지 않음이다. 사랑과 반대는 공격이다. 따라서 겸애함은 비공을 함이다. 둘째, 상동

은 국내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이다. 반면 비공은 국제적인 질서를 규정한다. 다국

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 둘의 구조는 같다. 국내에서는 개인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룬

다. 국제적으로는 다국이 공존하면서, 경제적인 경쟁과 무역을 한다.

1) 비공의 이론

⑴ 비공(非攻)은 “공격을 비난하다, 부정한다”는 뜻으로, 공격은 하지 말고, 수비와 방어 

전쟁은 허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복 전쟁은 금지한다. 非는 비난하다, 금지하다. 攻

은 공격이다. 

⑵ 수비와 방어의 핵심은 성이다. 묵자는 성 방어를 했다. 성 방어 전문가이다.

⑶ 무장 중립 이론은 공격하지는 않고, 방어만 한다. 무장하는 이유는 방어 때문이다.

‘무장’은 무기로 철저하게 준비한다. 준비 이유는 오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자위

대(自衛隊 스스로를 지킴), 국방부(國防部 국가 벙어) 등이 다 그런 뜻이다.

‘중립’은 남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선다. 남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남의 싸움에 휘

말려서 싸우지 않는다. 안으로 자신만 지키고, 밖으로 남에 간섭하지 않는다. 안과 밖에 

다르다.

⑷ 다국 공존 이론을 모든 나라가 비공(非攻)을 받아들이면, 논리적으로 다국이 공존하

게 된다. 비공의 최종 목표는 다국 공존이다. 강자와 약자가 다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다 비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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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힘의 강약 때문에 정복 전쟁이 생겨난다. 비공의 목표는 정복 전쟁의 부정이다.

⑹ 다국 공존 체제의 전형은 주나라의 봉건제이다.

공자는 주공이 만든 주나라의 봉건제를 이상적 체제로 생각한다. �시경� �서경�이 담고 

있는 국가 체제도 봉건제이다.

맹자는 봉건제의 다국 공존론을 부정한다. 의로운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한다. 맹

자는 공자를 배신한 자이다. 

2) 봉건제를 유지한 원동력

⑴ 문왕과 무왕의 형제 친척을 제후로 임명했다. 종법(宗法) 국가이다. 천자와 제후의 

모임은 종친회가 된다. 혈연이 단결을 가져온다. 이것은 심리적 유대이다.

⑵ 천자가 제후들의 반란, 전쟁을 제어했다. 천자가 제후보다 힘이 컸기 때문이다. 조폭 

논리, 조폭 시스템이다. 천자는 무력으로 제후들 위에 있는 존재이다. 

⑶ 하느님과 귀신의 복수를 두려워했다. 이웃 제후국을 멸망시켜서, 그 제사를 끊는 것

은 큰 죄이다. 그리고 그 망한 나라의 귀신들이 복수할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 금기 사항

이다. 

⑷ 강자에 대해서 약자들이 뭉쳐서 대항하는 합종책을 행했다. 

⑸ 외부의 적이 내부의 단결을 가져다준다. 존왕양이(尊王攘夷)이다. 

3) 봉건제를 파괴한 힘은 무엇인가?

⑴ 세월이 너무 흘러서, 종친 의식이 희박해진다. 그래서 심리적 유대가 허약해진다.

⑵ 천자의 힘이 약해지고, 제후들의 힘이 천자보다 커진다. 천자의 통제력이 상실된다.

⑶ 하느님과 귀신의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대를 서슴없이 멸망시킨다. 이 결과 

잔인한 전쟁, 파괴, 겸병 약탈을 자행한다. 3晋의 분열 때부터, 심리적 금기는 사라지고, 

잔인성 경쟁으로 간다.

⑷ 합종책은 이상주의이다. 현실에서 실현되기 거의 어렵다.

⑸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은 서쪽의 진(晋), 동쪽의 제(齊)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노 송 

진 채 등의 약소국이 있었다.

이 주나라 봉건 제후국 바깥에 이민족 국가가 있었다. 남쪽 초 오 월, 서쪽으로 진(秦), 

북쪽에는 연(燕)나라가 있었다. 이들 변방의, 주나라 봉건제 밖에 있던 이민족 국가는 주

나라 봉건제에 편입되려 했고, 또한 제압해서, 주나라 천자를 대신하려 했다. 주나라 봉건 

제후국 사이의 불문율, 심리적 금기를 무시했다. 대표적으로 ‘남의 제사를 끊는 것’을 두

려워하지 않았다.

⑹ 이민족 국가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것이 초나라이다. 초 장왕은 주나라 천자를 대신

해서, 천하의 맹주가 되려 했다. 세발솥의 무게를 물었다. 제 환공, 진 문공 같은 패자(覇

者)와 전혀 다른 패자가 생겨났다. 환공 문공은 주나라 봉건제 아래서, 패자 노릇을 하려 

했다.

반면 장왕은 주 천자를 대신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천자가 되려 했다. 그 결과 이웃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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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략 공격 정복 합병한다. - 이것이 결국 초 오 월의 전쟁으로 가고, 결국 월이 오를 

멸망시키고, 다시 초가 월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간다. 이 사건은 전국시대의 전쟁의 모형

이 된다.

타국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합병하는 것이다. 초 오 월은 주나라 봉건 제후국이 아니

므로, 서로 공격해서 멸망 합병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 풍조가 중원으로 옮겨서, 

주나라 봉건 제후국도 그 대열에 합류한다. 이것이 봉건제를 파괴한 가장 큰 힘이다.

⑺ 묵자는 초 장왕의 방식을 거부한다. 그것이 비공(非攻)이다.

4) 비공의 원동력 문제

비공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비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없다는데 있다.

⑴ 군주는 최고 권력자이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다. 그의 욕망은 천하 

제패, 천하 통일이다. 권력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에르도안 등

을 보라.

강대국 군주가 외국을 공격할까? 아니면 수비와 방어만 할까? 이 선택에서 공격은 자신

의 권력욕과 합치된다. 수비와 방어의 길로 나가는 이유와 원인 동기 유인(誘因)이 없다.

⑵ 주나라 봉건제의 경우, 천자의 제어, 심리적 금기, 혈연적 유대 등이 비공의 동기가 

된다. 주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천자의 제어는 사라진다. 그렇다고 심리적 금기도 작동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수록 잔인한 공격으로 간다. 초 오 월의 전쟁, 3진의 분열 등이 그

런 전쟁이다.

⑶ 묵자는 비공의 원동력으로 하느님, 귀신의 상벌을 제시한다. 이것으로 가능한가?

묵자는 비공을 주로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개인이 절도 강도 살인을 하면 죄지만, 임금

과 국가가 전쟁해서 약탈, 대량 살인, 대량 파괴를 하면, 칭송하고 기릴 일이 된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5) 원심력과 구심력

물리학에서 우주의 구조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룬다. 대부분의 경우 구심력은 

중력이다. 원심력은 ① 원 운동 (태양계) ② 핵 융합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이다. (태양 자

체) 이 반대되는 두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물체와 구조들을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 시대에 중국의 너른 영역 안에서, 다양한 제후국들이 서로 공존

할 수 있으려면, 물리학처럼 힘의 균형 관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구심력은 있는데, 

원심력이 약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린다. 반대로 구심력이 약하고, 원

심력이 강하면, 중국이 여러 영역으로 갈라진다.

묵자는 당시 중국에서 다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비공’이라 한다. 주나라의 봉건제

는 천자가 제후국의 공존을 보장했다. 묵자 시대에는 천자가 없다. 천자 대신 ‘비공’이라

는 추상적 원리가 다국 공존을 추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묵자는 또한 ‘천지(天志)’를 동원

한다. 하느님의 감시 아래 다국이 공존할 수 있다. 비공 천지 등이 천자를 대신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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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공과 합종책

비공(非攻)은 공격 반대이며, 다자 공존, 평화의 유지가 목표이다.

⑴ 구심력, 중력에 해당되는 것은 정복 전쟁, 군주의 야욕이다. 진시황, 황제, 신은 천하 

통일, 천하를 개인이 소유, 야욕의 표출이다. 

⑵ 원심력은 다국 공존을 만드는 것으로 비공의 구체적 내용이 된다. 전국 시대 당시에 

비공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다. 합종책이 그것이다.

⑶ 합종책은 약한 자들의 연합이다. 강자에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망할 위기

에 처해서 취하는 자구책이다. 이것은 이상주의이다. 최강자에 대항해서 약자가 모두 연합

해야 한다. 그 중 하나라도 불복하면 합종은 깨진다. 나아가 합종으로 강자를 어느 정도 

이기면, 참가자들이 패권욕으로 서로 공격한다. 따라서 합종은 너무 쉽게 깨진다. 

이 어려운 합종이 완벽하게 성공한 예가 있다. 진승 오광이 반란을 일으킨 뒤, 항우 유

방 등의 호걸들이 전국에서 진나라에 대항해서 봉기할 때, 완벽한 합종이 이루어진다. 이

에 따라 진나라는 정말 허망하게 망한다.

⑷ 비공, 즉 무장 중립, 혹은 합종책은 망할 위기에 처할 때 주장한다. 강하면 주저없이 

서로 공격한다. 모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공, 합종은 

어렵다. 또한 비공은 망하기 전,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다. - 따라서 모두가 비공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⑸ 겸애 비공을 하느냐에 따라, 하느님과 귀신의 상벌이 있다. 이처럼 초자연적 존재가 

현실 세계에 질서를 준다.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진실하게 믿었다. 

⑷와 ⑸는 지식인의 책무이다. 지식인들이 이론을 만들어서 군주와 지배층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 이론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수십 개를 만들어도 구심력을 당하기 어렵

다. 나아가 지식인이 야심가인 절대 군주를 비판하고 제어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대다수는 비겁한 지식인, 야합하는 지식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⑹ 군주의 역할은 백성들의 이해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 체제가 상동(尙同) 

중심으로 가면, 정복 국가의 군주가 개인의 야심을 위해서 천하 정복하는 그런 일이 줄어

든다. 상동과 겸애는 모두 국내 단결, 국내 구심력의 원천이다. 국제적인 힘이 아니다. 그

러나 국내가 상동 겸애를 하면, 국제적으로 침략에 덜 나선다. 

⑺ 전쟁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이다. 전쟁보다 더 이익이 나는 것을 제시하면 된다. 자국

의 경제적 개발 및 국제 무역을 하면, 정복 전쟁해서 약탈 겸병하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

다. 이것이 묵자의 비공 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7) 구심력 과잉과 통일 국가

구심력은 단 하나인데, 원심력은 많다. 진나라는 1강이었고, 나머지는 그것과 비교가 되

지 않았다. 진나라는 구심력이다. 나머지 국가는 원심력이다.

그렇다면 원심력 뭉치면 구심력을 이기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구심력은 막강하나, 원

심력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합종을 수차례 했지만, 실패했다. 그 결과 진나라가 6국을 멸

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구심력이 최대화된 것이다.



- 169 -

통일된 국가는 만세를 갈 수 있는가? 진시황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통일 11년 만

에,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나라는 전국이 반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바로 망한다. 마치 초신

성이 폭발한 것과 거의 같다. 

천하 통일국은 거대 질량의 별이다. 그러나 이내 대폭발해서 초신성이 되는 것과 비슷

하다. 문제는 그 폭발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구심력으로 초거대 질량을 만든 뒤에 농민 반

란으로 대폭발한다. 초신성 폭발의 그 폐허의 잔해에서, 다시 초거대 질량을 만들고, 다시 

대폭발한다. 초신성과 대폭발,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이고, 지옥의 

주기적 반복이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비공(非攻)과 성 방어

묵가 집단은 ‘非攻’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당시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

들은 성 방어를 위탁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타국의 공격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하는 무장 

중립을 주력으로 삼았다. 중국 전체에 이것을 확대하면 다국 공존론이 되고, 현상 유지 이

론이 된다. 이를 역사에 적용시키면, 주나라의 봉건제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는 

봉건 제후국들끼리 평화 공존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주(周)의 봉건제를 

공자가 부활시키려 했고, 국제 관계로 확장시켜 적용한 사상가가 묵자이다.

전국 시대에 정복전쟁의 유행으로 주나라의 봉건제가 철저히 배척되었다. 정복 전쟁의 

귀결은 1국의 천하 통일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 참혹한 결과로 치닫는다. 중국의 역사

는 언제나 이런 최악의 모델을 반복한다. 묵자의 비공은 중국이 반성해야 하는 이 지점을 

목포로 삼는다. 

2. 천자 - 국제 관계 조정자

1) 비공 – 천자 없는 국제 질서 원리

비공은 목표이지, 수단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비공을 이루는 수단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말했다.

상동과 비공을 비교하자. 국내와 국제의 차이이다.

상동의 원칙에서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이 있다. 이때는 두 당사자가 있다. - ① 

분쟁하는 두 사람, 패거리. ② 그 위에 있는 조정자가 있다.

비공은 ① 분쟁하는 두 국가, 두 패거리는 있다. ② 그 위에 있는 조정자가 없다. 결론

은 끝장 전쟁이다. “갈 때까지 가 보자.” 중국 역사는 막장 드라마의 패러다임이 실현된

다.

묵자는 국내에서 분쟁과 조정자가 균형을 이루듯이, 국제적으로도 분쟁과 조정자가 균

형을 이룬다고 본다. 국제관계의 조정자는 누구인가? 주나라 봉건제는 천자이다. 전국시

대에는 천자가 없었다. 그럼 누가 조정자인가? 하느님과 귀신이다. 현실의 강자 위에 현

실적인 조정자는 없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강자, 조정자로 도입한다. 

주나라 천자를 못 만들면, 하느님이라도 끌고 온다.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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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전에서 경기하는 당사자가 상위 심급(審級)의 조정자, 심판이 될 수는 없다. 최상위 

심급은 하느님이다. 선수가 심판일 수는 없다. 경기가 끝나도 그렇다.

과연 전쟁과 평화, 혼란과 질서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당연히 평화, 질서를 잡

아야 한다. 문제는 비공에서 평화와 질서를 이룰 최고의 최종적 당사자가 없다. 이것이 비

극이다. 하느님과 귀신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심지어 진시황은 자신을 하느님, 신이라 자

처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쟁과 무질서는 현실이고, 평화와 질서는 꿈과 이상 희망에 불과하

다. 그런데 묵자는 꿈과 이상을 가진다.

시도가 아름답지, 결과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묵자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진시황 이

후 묵자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다. 묵자는 귀자(鬼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鬼子’는 

‘뜬금없이 생겨난 자식’ 또는 ‘귀신처럼 나타난 자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귀자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 홍수전은 개신교의 중국 전도가 만든 ‘鬼子’이다.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켜 중국 전체를 뒤흔든다. 그러나 묵자는 사상계의 귀자가 되지 못 한다. 전국시

대에 반짝했을 뿐, 진시황 이후는 잊혀져도 철저하게 잊혀졌다.

중국은 그 오랜 역사와 그 많은 시행착오, 그 많은 피를 흘렸어도, 평화와 질서를 이루

는 안정적 방법을 찾지 못 했다. 묵자를 배신한 댓가이다. 구심력은 막강하나, 원심력을 

전혀 개발하지 못 했다. 현재도 중국은 국수주의가 발작을 하면서, 국제 평화와 질서로 중

국을 이끄는 힘은 없다.

2) 두 이론의 대립 – 통일 단일화 대 분열 경쟁

⑴ 통일은 평화와 질서를 부여하고, 분열은 전쟁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진시황의 

이데올로기이다. 현재도 중국이 신봉하는 신성 불가침의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그것이다. 전세계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맹신해야 하는 1계명이다.

문제는 통일 뒤에는 평화와 질서가 오지만, 바로 통일 국가가 망하고, 또 다시 천하 대

란과 전쟁에 휩싸인다는 것이다. 통일과 대란의 주기적 사이클이 순환 사관, 흥망성쇠의 

사관을 만든다. 천하 통일의 평화는 그 사이클에서 잠깐 이루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 발

에 오줌 누기이다.

⑵ 통일은 무경쟁, 무발전, 무기력을 낳고, 분열은 다국 공존, 경쟁, 발전, 활기를 가져

온다. 분열하되, 전쟁하지 않고, 다국이 공존하면서 경쟁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

고 묵자는 주장한다. 비공의 국제 질서가 그것이다.

이는 반대 논리가 가능하다. - 통일은 평화, 질서이다. 여기에 경쟁 발전을 넣으면 된

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 분열 공존은 전쟁의 나쁜 점과, 경쟁 발전의 좋은 점이 있다.

㉡ 통일 평화는 무경쟁의 나쁜 점과, 무전쟁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경쟁 발전의 좋

은 점을 가지지 못하기에, 이 체제는 오래 가지 못 한다.

둘 다 어렵고, 둘 다 모순이다. 그러나 어떤 쪽이 더 현실적인가? 더 좋은가를 살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훨씬 낫다. 

㉡는 전쟁 없이 평화롭고, 질서가 있다. 단 이 평화 질서는 오래 가지 못 한다. 덧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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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바로 엄청난 천하 전쟁이 된다. 천하 통일은 천하 전쟁과 같다. 이

것은 중국에 큰 재앙이다. 

㉠은 전쟁을 하지만, 천하 전쟁은 아니다. 국지적 전쟁이다. 상시적 경쟁은 발전을 가져

다준다. 따라서 ㉡보다는 훨씬 낫다. 묵자는 이로움이 많은 ㉠을 선택한다.

통일해서 평화를 이룰까? 통일 평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경쟁, 무발전이다. 평화

도 오래 가지 못 한다. 그렇다면 분열해서 전쟁할까? 분열 전쟁은 경쟁을 포함하고, 경쟁 

발전을 가져온다.

⑶ 중국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진다. 우월감 - 자신들이 

힘으로 월등하고, 한국을 지배했다. 열등감 –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해서, 서구의 근대가 

성취한 모든 것을 했다. 민주화와 산업화이다. 중일은 산업화는 했어도 민주화는 이루지 

못 했다. 게다가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월등하다.

한국은 중일에 대해서 열등감도 우월감도 없다. 거기에서 배울 것이 없으니, 관심 자체

도 별로 없다. 우리가 배울 것은 중일이 아니라 미국, 혹은 서양 근대 문명이다. 결코 중

일의 근대의 침체나 침략이 아니다. 이제 한국이야말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해야 한다.

3) 비공과 합종책

국제 관계에서 상위 심급의 부재로 국가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한다. 

⑴ 겸애는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이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타난 이

론이 비공(非攻, 공격하지 않음)이다. 이는 국내와 국외에 모두 적용시킬 수 있다. 국

내에서 개인들의 이해 갈등을 윗사람이 조정할 때 상동 이론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

제 관계에서는 분쟁은 있되, 윗사람이 없어 상동을 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익 

다툼으로 혼란이 지속된다.

상동은 공격을 막고, 평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약속

이 필요한 계약론의 측면을 볼 수 있다. 국가 안에서는 이익 다툼을 하는 개인들의 조정

자인 윗사람을 선출한다. 그 때 윗사람은 겸애의 덕목으로 판결을 한다. 약속 즉 계약 관

계를 가진 조정자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체제를 확립한다. 국가의 시작은 이처럼 개인들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데서 발생된다.

⑵ 합종책 – 국가 사이의 계약

국가 내에서 개인들 간의 약속을 통한 계약은 수월할 수도 있다.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

나 국제간의 약속이나 계약은 쉽지 않다. 일시적인 계약은 가능하나, 지속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계약 불이행시도 응징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는 많은 회담과 협상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언제나 협성 결렬과 일방적인 보복을 당한다. 그렇다고 남북 간의 문제를 제 3자가 강력

히 제제하기도 애매하다. 또 미얀마 사태는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이처럼 평화적 국제 관계의 유지는 어렵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개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상위 조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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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다. 최종의 윗사람이 국가 조직을 구성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서 상위심급의 제정

은 쉽지 않다. 봉건제가 와해된 그 당시는 최종의 상위조직이 제후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

후들의 합의에 의해 상과 벌로 제어하는 상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주나라의 봉건체제의 상위 조직은 천자이다. 봉건체제의 성립은 정복 전쟁으로 된 것이

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정복 전쟁은 진시황처럼 군현제로 조직을 구성한

다. 정복 전쟁의 목적이 가산국가이기 때문이다. 정복국가는 계약을 벗어난 상위 국가 건

설은 가능하다. 단지 문제는 1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멸망시키는 단점을 가지는 것에 

있다. 이렇듯 다국 공존 체제는 쉽게 결성되기 힘들다. 현재 평화를 위해 UN체제를 구성

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위 국가의 개념은 아니다.

⑶ 전국 시대의 상황에서는 비공(非攻)하는 다국 공존 체제의 성립은 불가능 했다. 

주나라 봉건의 제건 역시 힘들다. 그 당시에는 정복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천하 

통일 국가’가 모범 답안이었다. 살인(殺人)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괴물 국가이다. 그것

이 통일국가의 실체이다.

진시황은 정복 전쟁으로 국가가 군주 개인의 사적 재산인 가산(家産) 국가형태인 세계 

국가를 만들었다. 약탈 탈취의 결과가 진시황 영정의 사적 이익으로 치환되어 버렸다. 

주나라 봉건제의 와해는 춘추 전국의 혼란을 가져왔고, 진의 통일은 기존의 제후국을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⑷ 묵자가 비공을 주장하는 것은 주나라의 봉건제의 부활이다. 공자 역시 이것을 

갈망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주나라 봉건체제로 보았다. 이 점에서 보듯이 묵

자가 공자의 이상을 가장 충실히 실천하려 했다. 오히려 맹자는 공자와는 정 반대인 

정복 전쟁을 부추긴다. 의로움을 가지고 천하를 정복하라는 것이다. 맹자는 그의 야심

을 위해서 공자가 꿈꾸는  주나라 봉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4.2, 정복 전쟁이 만든 천하 통일

중국에서 주장하는 ‘천하 통일’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같은 말들은 악마의 언어이다. 

“하나가 나머지 모두를,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겠다, 잡아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복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말이다. 하나의 중국과 통일은 정복 전쟁의 결과이다. 

만약 부분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정복해서 박살낸다. 홍콩 티벳 신장이 그렇다.

1. 주나라 봉건제의 다국 공존이 무너지는 구조

1) 제후국의 공존이 깨지는 이유

⑴ 제후들이 강자가 되려는 야심, 권력욕, 정복욕에 있다. 이것은 욕망, 감정에 따른 것

이다. 통일은 천하를 독차지하려는 야심의 표출이다. 반면

⑵ 주나라 천자가 없다. 위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결국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봉건 국가의 공존은 무너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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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춘추에서 전국으로 가면서 붕괴는 가속화된다.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 내부에서 싸우는 내란의 형태이다. 제 환공과 진 문공은 제후

들 위에 군림하면서 천자를 대신한다. 패자(覇者)는 제후가 천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제나라와 진(晉)나라는 대부가 제후를 죽이고 대부가 제후가 된다. 임금이 바뀌는 하

극상이다. 이것은 내적 측면이다. 내부적 공격이 외부로 향하면, 이웃을 멸망시키려 드는 

것이다. 이것이 전국 시대이다. 내부 투쟁이 일단락되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벌어

진다. 외적 측면이다. 이런 싸움을 조정하고 제어할 윗단계, 상위 심급이 없었다. 주나라 

천자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춘추 시대는 내부 투쟁, 전국 시대는 외부 투쟁으로 가고 그 귀결은 천하 통일이다. 말

이 좋아 통일이지, 실제로는 최강자가 다른 모두를 잡아먹은 것이다.

2) 천자 대신 비공의 원칙 – 다국 공존의 원리

묵자의 생각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동과 겸애를 강조한다. 

⑴ 제후의 야욕을 제어하려한다. “전쟁 욕구 → 생산과 교역”, 남의 땅 뺏기보다는 자신

의 땅을 개간하고, 생산해 교역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무장 중립과 방어 

전쟁을 추천한다.

⑵ 주나라 천자를 대신할 것은 하느님과 귀신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상동이 가능한가? 

국가들 위에 상위 심급을 만들기는 주나라의 천자의 역할을 부활하는 것이다. 새로운 천

자를 만들자는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추대로 만들자고 한다. 이장 – 향장 – 정장을 추

대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묵자의 대안은 좋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보자면, 중국 역사가 큰 줄기에서 묵자의 제안을 따라야 했다. 서양은 묵자의 생각

과 비슷하게 역사가 전개된다. 반면 중국은 진시황의 노선이 늘 반복된다.

3) 비공 주장의 이유 ① 전쟁의 피해가 크다. ②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

자면, 만약 7개의 국가가 경쟁한다. 그러면 정치 문화 경제의 센터인 수도가 7개가 있다. 

서로 다양하다. 만약 통일을 하면, 센터가 1개가 되고, 나머지 6개는 평범한 시골 도회지

가 된다. 센터 1개가 7개의 역할을 다하는가? 7개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냥 1이던지, 잘해야 1.5 정도만 된다. 지역 인재·물자 등이 센터로 몰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과 평양이 두 개의 극이다. 

경쟁은 무장 중립을 통한 군사력의 강화이다. 상시적으로 군비 준비, 훈련해야 한다. 반

대로 통일하면, 군대가 내부 반란용으로는 불필요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만 필요

하다. 상시적으로 군대를 유지하면,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명확한 적이 없는데, 

훈련하기도 그렇다. 전국시대 7국은 군대 유지, 훈련 전투를 했다. 진시황이 통일하고 군

대를 만리장성 쌓는데 투입하고, 대략 없앴다.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 때 군대를 동원하는데, 없었다. 

통일했으므로 군대를 없앴고, 또 지방에 있었는데, 다 반란에 휩싸여서 결집하기 어려웠

다. 장한이 제안을 한다. 진시황 무덤을 쌓는 인부인 죄수가 약 20만이 있었다. 이들을 군

대로 편제했다. 이기면 석방해 준다고 했다. 장한의 군대가 진승 오광의 난을 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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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을 다 죽인다. 승승장구했다. 그런 장한의 20만을 격파한 사람이 항우이다. 진나라의 

주력을 격파하고, 장한이 항복한다. 그때 장한은 실권자인 환관 조고의 횡포를 견디지 못 

했다. 장한이 항복함으로써, 진나라의 멸망은 확정된다. 이 때 항우의 명성이 천하를 찌른

다. 그래서 그는 당시 천자 노릇을 했다. 

묵자는 전쟁을 통한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막으려 비공을 주장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유이다. 그 피해의 중심에는 백성이 있다. 국가는 백성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는 

방관한다. 군주 한 개인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 전쟁을 일으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중국

은 전쟁을 통해 승패와 관계없이 수많은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나라는 황폐해진다. 새롭

게 재건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묵자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정복

전쟁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전쟁을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

다는 것이 묵자의 주장이다. 

묵자는 국재 관계에서도 겸애를 적용시킨다. 국가 내부의 이익관계의 조정에서 사용한 

상동과 겸애를 국제적 관계에도 적용시키고자 한다. 국내적 평화안정을 국제적으로 적용

시키려 한다. 비공(非攻)은 천지(天志)인 겸애를 실천시키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상위 심

급이 없는 상황을 천지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상동과 겸애의 상호교환을 통해 국내적 

국제적 질서와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묵자의 꿈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상동과 겸애의 체

계가 과연 국제 관계에서 먹히겠는가? 묵자가 꿈꾸는 평화와 질서가 실행될까?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의 와해로 제후국 공존이 불가능했다. 내부의 하극상으로 

위계가 무너져 제후국끼리 천자자리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다. 전국 시대에 들어서는 아

예 정복 전쟁을 국가 존망의 모태로 삼고 치열하게 싸운다. 리그전을 통한 최고 강자의 

선별이 전쟁의 목적이 되었다. 춘추시대가 되면 천자의 권위와 존재 여부는 이미 사라지

고, 국제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제후국 안에서도 대부들의 내부 반란이 있었고, 춘추 말 

전국 초기가 되어야 이와 같은 혼란이 일단락되었다. 오히려 전국시대에는 대부들의 내부

적 반란이 줄어들고, 제후국 사이의 국제적 전쟁이 치열했다.

주나라의 천자는 춘추 시대 이후 무용지물인 힘없는 허수아비와 같았다. 제후국들의 전

쟁 후 7국만 존재하게 되었다. 송(宋) 등(滕) 위(衛) 중산(中山)국 노(魯)는 전국시대 중까

지 존재했다. 이 나라는 국가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전국 시대는 7국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자행한 시기이다. 서로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물고 뜯고 싸웠다. 통일을 이루어 세

계 최고의 강자가 되려고 했다. 제후나 대부들의 야심이 주나라의 봉건제의 다국 공존을 

깨뜨렸다. 강자의 리그전은 춘추시대 말기에 일단락되었다. 2단계는 전국시대이다. 전국시

대 초기에는 제후국들이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① 7국이 모두 함께 공존할 것인가? ② 7

국이 서로 정복 전쟁을 통해, 최강국인 국가만 남고 그 외의 제후국을 모두 멸망시키고 

통일할 것인가? 이둘 중 중국은 ②의 방법으로 간다. 묵자가 원하는 다국 공존인 ①을 택

하지 않는다. 중국의 특징이 이렇다.

2. 정복 전쟁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

전국 시대 당시, 약한 나라의 생존 방법 ① 합종 ② 연횡, 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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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종(合縱) - 세로 연합

합종은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들의 연합체이다. 1강 대 나머지 2강 이하의 연합체이다. 

이것은 성선설에 근거한다. 춘추 시대 이래 6국은 은혜와 원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2강 이하 연합체의 왕들은 성선설로 서로 믿고 단결해야 한다. 초나라가 6국 안에서 최강

자가 되려고 했다. 서로 의심하면 깨진다. 실제로 참 유지되기 어렵다. 합종의 성공은 합

종을 깨트리는 역설이 발생한다.

현재의 유럽 연합이 합종이다. 유럽 연합 가능했던 것은 1차 2차 세계 대전 공포 때문

이다. 인간은 공멸의 현실에서 두려움을 인식한다. 이것이 합종을 이끌어 낸다. 한중일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이것의 주창자는 공손연, 혜시 등이다. 후대에는 소진이 있다. 

전국 시대의 합종은 실패한다. 완벽한 합종의 성공은 진시황 사후에 항우 유방 등의 반

란이다. 진승의 반란 뒤에 봉기했던 모든 세력이 진나라 타도를 목표로 단합했다.

진시황이 죽은 뒤에 천하가 봉기한다. 6국이 다시 부활하고, 다른 호걸도 봉기한다. 그

래서 진승이 죽은 뒤에 모든 봉기자들은 진나라 타도라는 목표 아래 단결했다. 합종 성공

으로 함곡관이 뚫리고 함양이 불탄다. 전국시대에는 진나라가 단 한번도 함곡관이 뚫린 

적이 없다. 함양도 침략 받은 적이 없다. 항우가 함양을 파괴하고, 진 왕실을 도륙하고, 

아방궁 태운다. 또 진시황 무덤 파헤친다. 이는 초나라 수도가 진나라에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해 준 것이다. 

진나라는 6국을 멸망시키면서, 다시는 부활하지 못 하게 하려고 수도를 파괴하고 왕실

을 도륙한다. 이에 항우 역시 진나라가 그랬으므로, 똑같이 한다. 이처럼 후 왕조가 전 왕

조의 왕실을 몰살하는 것이 또 중국의 전통이다. 

항우와 유방이 싸울 때, 1강 항우에 대항해서 2강인 유방을 중심으로 그 이하 세력들이 

합종한다. 그래서 결국 항우를 타도한다. 항우는 자신이 제2의 진시황이 되려 했는데, 천

하 통일도 하기 전에 망한다. 망하는 것만 진시황과 같아졌다. 합종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진시황이 잘못 만든 모델을 그대로 따른 것이 항우이다. 그리고 이 모델이 중국의 왕조 

교체의 표준이 된다.

4) 연횡(連橫) - 가로 동맹들

연횡은 1강이 2강 이하의 한 국가와 개별적으로 연합, 동맹을 맺음. 생존을 보장하는 

대신, 자기를 지지하게 하는 것이다. 

⑴ 이론적으로 보자면, 연횡 체제가 오래 가려면, 1강은 나머지 2강 이하 모든 국가와 

연횡을 맺어야 한다. 전체가 각각 연횡함이다. 그러나

⑵ 진나라는 선택적 연횡을 한다. 자기가 A B C D 가운데 A를 공격하고자 하면, A와 

붙은 B C와 연횡한다. D는 그냥 둔다. B C를 차단한 뒤에 A를 정복하면, 이번에는 B를 

공격하고, C와 D와 연횡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연횡은 공격, 정복의 수단이며 전략에 불

과했다. 그래서 6국이 진나라의 연횡을 불신했다. 연횡은 진 소양왕, 진시황 등의 전략이

다. 근시안 단세포적 발상이다.

연횡이 불신을 받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장의의 사기와 협잡이다.



- 176 -

⑶ 진나라에서 진지하게 연횡을 고려한 사람이 여불위이다. 선택적 연횡이 아닌, 전체 

연횡을 하고, 그러면 진나라는 주나라의 천자국이 되고, 중국 전체 체제는 진나라를 천자

국으로 하는 봉건제가 된다. 다국 공존 체제가 된다. 진나라가 제2의 주나라이며, 천자국

이 된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진나라는 적어도 300년을 갔을 것이다. 그 이전 600

년과 합하면 거의 천년 국가가 된다.

⑷ 연횡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은 장의가 연횡을 팔아먹었다는 점이다. 장의는 사

기꾼이다. 진나라와 6국 모두를 속인 자이다. 진나라를 등에 업고 6국에 공갈 협박을 해

서, 6국의 재상의 자리를 딴 자이다. 

전국시대에는 윤리 도덕은 사라지고 힘이 결정했다. 원래 윤리 도덕의 구현체가 국가이

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런 진리를 무시한다. 오직 힘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연횡도 사

기 협잡으로 한다. 이런 진나라의 생리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장의이다. 장의는 진나라를 

등에 업고, 연횡을 빌미로 6국을 협박하여 자기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진나라가 장의를 

내치려 했다. 진나라는 장의와 같은 사기 배신 협잡, 힘을 기반으로 6국을 쓸어버렸다.

과연 이런 국가가 오래 갈 것인가? 진시황이 불로장생이라는 불합리하고 멍청한 욕망을 

가지자, 서불과 같은 사기꾼들이 횡행한다. 진나라라는 1강에 붙은 사기꾼이 장의라면, 진

시황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불로장생 꿈에 붙은 사기꾼이 서불이다. 서불보다 더 나쁜 사

기꾼은 조고라는 환관이다. 서불은 사기만 쳤지, 조고는 아예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장의 서불 조고와 같은 쓰레기들이 활약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진나라의 체제이다.

국가와 군주는 윤리 도덕의 최고의 구현체이다. 이는 공자 이래 유가의 목표이다. 진나

라는 상앙과 같은 법가를 기용한 이래, 힘 만능에 도취되고, 중독된다. 힘이면 장땡이다. 

힘을 바탕으로 사기 협잡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조나라 항복 병사 40만을 생매장했다.

이런 국가는 결국 똑같이 그런 부도덕 폭력으로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⑸ 진시황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여불위의 다국 공존론이다. 진나라를 천자국으

로 하는 봉건제였다. 이는 묵자의 비공 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이다. 진나라의 관할 

아래, 제후국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다. 여불위의 �여씨춘추�는 주나라 봉

건제의 모습을 12달의 월령(月令)으로 나타낸다. 12달의 조화는 그대로 제후들의 조화와 

공존이다. 그래서 �여씨춘추�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진시황의 야욕에 봉사한 사람이 재상 이사(李斯)였다. 이사는 여불위와 정반대의 지점에 

선다. 힘으로 천하를 통일한다. 6국을 멸망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힘뿐만 아니라 사기 협

잡 협박을 자행한다. 꼭 그렇게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한대로, 준대로 받는다. 진나라가 초나라 수도와 왕실을 파괴했듯이, 항우가 진

나라 수도와 왕실을 도륙한다. 진나라 장군 백기(白起)가 조나라 병사 40만을 생매장했듯

이, 항우도 항복한 진나라 군사 20만을 생매장한다. 진나라가 6국을 잔인하게 멸망시켰듯

이, 6국의 유민이 봉기해서 진나라를 처절하게 멸망시킨다. 진시황의 무력 정복을 뒷받침

했던 이사는 조고의 손에 붙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고, 요참(腰斬) 형으로 죽임을 당한다. 

腰斬은 허리를 잘라 죽임이다. 왜 목이 아니라 허리를 자르는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으

라는 것이다. - 이 모두가 준대로 받은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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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격 부정(非攻)의 이론

묵자는 공격 전쟁을 반대한다. 그는 ｢비공｣ 편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한

다. 그것은 정의의 입장에서 힘에 의한 강압 침략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의는 이념이다. 

이념이 현실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뜻을 말하기도 한다. 하느님은 정

의와 이념을 수호하는 자이다.

1. 전쟁은 범죄이다.

비공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도주의, 이상주의, 정의론에 입각한 것이다. 전국 시대에 이

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과격하다. 농가 역시 전쟁을 부정했다. 법가>유가>도가는 강

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전쟁을 긍정했다.

* ｢비공｣ 상편은 하나의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 전쟁을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해 

이웃나라의 공격과 약탈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비교한다. 공격 전쟁의 부당함을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중·하편은 공격 전쟁의 문제점을 삼표로 증명하면서 지적한다. 다른 10론의 편 형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상편은 논증이 명쾌하고 명확하다. 중·하편 및 10론 다른 편과는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비공｣ 상편은 아마 후대에 누군가 편입시킨 것 같다. 

1) 훔침의 정도 – 비공 논증

이제 한 사람이 있어서, 남의 과수원과 밭에 들어가서 그 복숭아와 자두를 훔쳤다. 

뭇 사람이 들으면 그를 비난하고, 위로 정치를 하는 자가 얻으면 그를 벌준다. 이는 왜

인가? 남을 어그러뜨려서 스스로를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와 돼지, 닭과 새끼 돼지를 훔치는 자에 이르러서는 그 의롭지 못 함이 남의 

과수원과 밭에 들어가서 그 복숭아와 자두를 훔침보다 더욱 심하다. 이는 무엇 때문인

가? 남을 어그러뜨림이 더욱 많고, 그 인격적이지 못 함이 보다 심하고, 죄가 보태어 

후하기 때문이다. 

남의 우리에 들어가서 사람의 말과 소를 취하는 자는 그 인격적이지-의롭지 못 함이 

남의 개와 돼지, 닭과 새끼 돼지를 훔침보다 또 심하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남을 어

그러뜨림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을 어그러뜨림이 더욱 많음은 그 인격적이

지 못함이 보다 심하고, 죄가 보태어 후하다.

今有一人, 入人園圃，竊其桃李, 眾聞則非之, 上為政者得則罰之. 此何也？ 

以虧人自利也. 

至攘人犬豕雞豚者, 其不義又甚入人園圃竊桃李. 是何故也？

以虧人愈多, 其不仁茲甚, 罪益厚. 

至入人欄廄, 取人馬牛者, 其不仁義又甚攘人犬豕雞豚. 此何故也？

以其虧人愈多. 苟虧人愈多, 其不仁茲甚, 罪益厚.   ｢비공｣ 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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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남의 것을 훔치면, 절도죄이다. 남의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 된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다. 수만 명을 죽이면, 명장이 된다. 이는 모순이다. 이 모순

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도 나폴레옹을 들면서 그렇다

고 한다.

⑵ 이 논증은 ‘정복하고자 하는 군주’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 안 된다. 군주도 자신이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알아도 야망에 따라 정복한다.

그렇다면 왜 설득할 수 없는가? 자신이 정복당할 수 있다는 것도 무섭지 않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이다. 뭘 두려워하나? 설득 이론이 될 수 없다.

한 명을 죽이면, 상위 심급의 사람이 그를 살인죄로 처벌한다. 전쟁에서 몇만 명을 죽이

면, 그 장군이나 임금을 잡아서 처벌할 자가 없다. 처벌당하지 않는다. 주나라의 천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군주는 정복 전쟁을 한다.

이런 묵자의 논리적 증명은 아무 효력도 없다.

⑶ 결국 묵자는 이 모순 논증을 서론으로 삼고, 공격 정복 전쟁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했어야 한다. 전쟁의 피해, 경쟁이 사라짐, 그리고 너도 정복당한다는 등 진나라가 망

하는 비참한 운명 등을 말했어야 한다.

⑷ 진시황의 멘탈에는 여불위에 대한 두려움, 반발, 시기 등이 얽혀 있다. 여불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다. 장사도 잘 했고, 정치도 잘 했다. 여불위는 완벽 그 자체였

다.

여불위는 진시황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린 진시황을 대신해서 10여년간 섭

정을 했다. 그 기간에 진나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어린 진시황은 섭정받는 기간에 여

불위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키운다.

진시황의 이념을 담아서 재상인 이사(李斯)가 엮은 책인 �한비자�를 보면, 유난히 도드

라지는 것이 신하의 찬탈에 대한 규탄이다. 신하의 찬탈과 대신 왕이 됨 – 이는 춘추 시

대 말기의 일이었다. 전국 시대에는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한비자�가 나온 전국시대 말

기는 6국이 멸망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찬탈이고 뭐고 없었다.

그런데 왜 �한비자�는 신하의 찬탈을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결국 이는 진시황의 여불위

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이다. - 이는 다시 6국에 대한 공격욕으로 전이된다. 자신을 키워

주고 왕으로 만든 여불위는 진시황의 아버지이고 후원자였다. 그것에 대한 공격욕은 밖으

로는 6국에 대한 정복욕으로 나타난다. 6국은 동반자가 아니라 적이다.

묵자의 비공 이론은 군주들의 이런 처지와 심리까지 담지 못 하였다.

2) 타국 공격 – 불의의 끝판

묵자는 도둑질을 예로 들어서 전쟁을 부정한다. 과수원에서 복숭아 자두 훔치기 → 개 

돼지 닭 훔치기 → 말과 소를 훔침.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처벌한다. 훔침은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크게는 남의 나라를 공격함을 함에 이르면 

비난할 줄을 알지 못 하고, 그것을 따라서 기리며, 그것을 의로움이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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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의 구별을 아는 것이라 이를 수 있는가?

今至大為攻國, 則弗知非. 從而譽之, 謂之義. 

此　可謂　知義與不義之別乎？｢비공｣ 상1

공격 정복 파괴를 ‘의로움’이라 할 수 없다. 의로움은 이익이다. 義 = 利이다.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야 의로움이다. 전쟁하면 줄어든다. 의로움일 수는 없다.

정복 전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것은 잘 해야 본전이다. 대부분은 이익이 줄어든다. 전

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손자 병법�에는 전쟁을 피하고, 타협하라고 한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도 전국 시대의 군주들은 늘 전쟁을 한다.

진나라는 천하 제패의 야망 때문에 공격한다. 초나라는 남방의 강국이다. 따라서 진나라

처럼 야망을 가진다. 위나라도 강성할 때는 이웃을 공격했다. 제 조 연은 그들의 공격에 

방어한다. 한나라는 최약체라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결국 문제는 진 초 위와 같은 강대국들의 야망과 이웃 공격 정복 전쟁이다.

3) 이에 대해서 묵자는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비유를 통해서 설득하려 든다.

남의 복숭아, 개, 말을 훔치면 비난하고 처벌한다. 그런데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다. 다행히 이기면 몰라도 지면 나라에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의로운 일이라 한다. 이것은 틀린 것이

고 그른 것이다.

이제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검음을 보고 검다고 함이 드물고, 검음을 보고 하얌이라 함이 많다면, 

이 사람은 하얌과 검음의 구별을 알지 못 하는 것이다. 

씀을 맛보고 쓰다 함이 드물고, 씀을 맛보고 달다함이 많다면, 반드시 그로써 

이 사람이 달고 씀의 구별을 알지 못 한다 여긴다. 

이제 작게 그릇됨을 하면 그것을 알고 비난한다. 

크게 그릇됨을 하여, 이웃 나라를 공격하면, 

그릇됨을 알지 못 하고, 그를 따라서 칭찬하며, 그것을 ‘의롭다’ 일컫는다. 

이것이 의로움과 의롭지 못 함의 구분을 안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천하의 군자가 의로움과 의롭지 못 함을 구분함에 혼란되었음을 안다.

今有人於此, 少見黑曰黑, 多見黑曰白, 則 以此人 不知白黑之辯矣； 

少嘗苦曰苦, 多嘗苦曰甘, 則必以此人為不知甘苦之辯矣.

今小為非, 則知而非之. 大為非 攻國 則不知非, 從而譽之, 謂之義.

此可謂知義與不義之辯乎？是以知天下之君子也 辯義與不義之亂也. 「비공」 상3

⑴ 이는 모순 논증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검고 하얀, 쓰고 단, 그릇됨의 크고 작음. 의

로움과 의롭지 않음은 모두 모순이다. 사람들은 모순을 범하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 

한다. - 이런 모순 논증에 사람들이, 왕이 설득당하겠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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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는 모순을 밝히면, 누구라도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왜 그런가? 묵자는 논리학자, 논

리적 추론 사유를 하는 사람이었다. 무사이지만, 가장 지적인 인물이다.

형식 논리학(formal logic)에서 가장 큰 오류는 ‘모순’이다. 모순된 명제는 무조건 오류

이다. 버려야 한다. 묵자는 논리의 힘을 너무 믿는다. 그러나

중국학자들, 제자백가 가운데 이렇게 “모순 = 오류 = 버림”, 이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 오직 묵자만 그렇다. 그러니 일반인이나, 왕이 이런 논증을 받아들이겠

는가?

⑵ 학자들이 앞장서서 논리적 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맹자, 장자, 순자 등을 보면, 진

영 논리에 충만해 있다. 자기 편, 자기 학파는 옳고, 다른 학파는 틀렸다. 진영 논리가 발

전하면, 맹목적인 자아가 된다. 화룡점정, 주화입마(走火入魔)이다. 맹자의 이단 비난을 보

면 진영 논리가 거의 역대급이다. “진영 논리 = 자아”가 되는 현상은 보편적이다. 이런 

식의 자아는 “박정희 자아, 노무현 자아, 문재인 자아” 등이 있다. 

진시황은 주화입마를 한 것이다. 완전히 돈 상태에서 천하 통일에 나선다. 현재 시진핑

도 그런 증세가 좀 있다. 중국이 1강이 되면, 전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 것

이다. ‘中國’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게 위대한 업적이라 칭송할 것이다. - “오직 중

국만이 전 세계를 통일했다. 하나의 중국이다. 미국도 못 한 것을 우리는 했다!” 이런 식

의 심리이다. 그러나 미국은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다국 공존으로 갔다.

⑶ 묵자의 이 논증은 중국이 지적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후

대의 학자 중 누구도 묵자의 이런 지적 수준, 논리적 깊이에 도달하지 못 한 것이다. 정

복자 황제의 거짓, 모순을 알면서도 아첨하는 지식인의 위선만 남는다.

묵자는 전쟁의 잘못됨을 닭 소의 훔침, 흑백의 오판에 비유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군주들의 전쟁 찬반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비공에 호응할 군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논리적으로 증명만 할 뿐이다. 지식인이 뭘 하겠는가?

묵자는 군자 또는 지식인의 위선과 거짓을 비난한다. 어쨌든 전쟁이 정의로운 명분을 

가질 수는 없다. 전쟁은 약탈 절도와 도륙이 기본이다. 전쟁이 꼭 승리한다는 보장을 하지

도 못 한다. 승리해도 이익이 남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전쟁은 백성에게 막대한 피

해준다. 그런데도 군자와 지식인들은 이런 사실을 감추고 전쟁을 찬양하는 위선을 행한다. 

최강자가 되려면 모두를 멸망시켜야 한다. - 이것이 전쟁 찬양 논리 중 하나이다.

묵자는 이런 점을 논리적 증명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전쟁의 비참함과 피해 ↔ 개간과 생산

묵자는 아주 단순하게 전쟁과 평화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한다.

묵자는 정복 전쟁의 결과로 백성이 실질적으로 겪는 피해에 대해 비판한다. 전쟁은 군

주 개인의 야망 때문에 일으킨다. 백성을 위하는 정복 전쟁은 없다.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 결과 경제적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 그리고 전쟁 전으로 국토를 복

귀시키려면 오랜 시간과 노동력도 많이 소비된다. 

묵자는 이런 손실이 생기는 전쟁보다는 절약을 통한 현상유지를 주장한다. 또 항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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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절약을 강조하면서, 절약을 통한 경제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국가 정책이라 본다. 이

렇듯 묵자는 백성의 입장을 살피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고민한 사상가이다. 

이제 군대 무리가 오직 흥하여 일어나서, 

겨울에 행진함에 추울까 두렵고, 여름에 행진함에 더울까 두렵다. 

이 때문에 겨울과 여름으로써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봄이면 백성이 밭 갈고, 나무 심기를 폐지하고, 

가을이면 백성이 거두어 수확함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제 오직 한 계절만이라도 폐지하면, 

백성들이 굶주리고 춥고, 얼고 배고파서 죽는 자가 이루 다 셀 수 없다.

今師徒唯毋興起, 冬行恐寒, 夏行恐暑, 此不可以冬夏為者也.

春則廢民耕稼樹藝, 秋則廢民穫斂.

今唯毋廢一時, 則百姓飢寒·凍餒而死者, 不可勝數.  「비공」 중1

이는 상상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것을 말한 것이다. 묵자 무리는 군인이라 전쟁의 실상

을 잘 안다. 전쟁은 ① 군인의 고생 ② 백성의 고생이다. 군인의 피해야 당연하다. 백성은 

농사를 못 지으면, 굶주려 죽는다. 농민 입장에서는 전쟁은 그냥 겨울에 해라. 농사를 짓

는 계절에 하면 피해가 크다. 그러나 군인의 입장에서는 겨울이 춥고 힘들어 봄가을이 싸

우기 좋다. 이처럼 입장이 반대이다. 총사령관은 고생이 별로 없겠지만, 군인과 백성은 이

래저래 고생이다. 이런 전쟁을 추진하는 군주가 원수처럼 보여도 말 못하는 것이 백성의 

입장이다. 백성의 의식주 세 근심(三患)의 책임은 군주에게 있다. 능력 없는 군주가 백성

의 삼환을 걱정할 리가 없다. 그래서 현자를 통한 국가 정책의 실현이 중요한 것이다.

정복 전쟁의 결과는 삼환(三患)으로 바로 나타난다. 묵자는 말한다.

더불어서 그 소와 말이 살쪄서 갔다가 여위어서 되돌아오거나,

가서 죽어 없어져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다.

더불어서 그 진창길이 길고 멀어서 식량이 그치고 끊어져서 이어지지 아니하여

백성이 죽는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다.

더불어서 그 사는 곳이 편안하지 아니하고,

밥 먹음이 때에 맞지 않고, 굶주리고 배부름이 절도에 맞지 아니하여,

백성이 길에서 병을 앓아 죽는 자가 이루 다 셀 수 없다.

군사를 잃음이 많음이 이루 다 셀 수 없고,

군사를 잃어서 다 없어짐이 이루 다 계산할 수 없다면,

이는 귀신이 그 제주(祭主)와 후손을 잃음이 또한 이루 다 셀 수 없다.

與其牛馬 肥而往, 瘠而反, 往死亡而不反者，不可勝數；

與其涂道之脩遠, 糧食輟絕而不繼, 百姓死者, 不可勝數也；

與其居處之不安, 食飯之不時, 飢飽之不節, 百姓之道疾病而死者, 不可勝數；

喪師多不可勝數, 喪師盡不可勝計, 則是鬼神之喪其主后, 亦不可勝數. 「비공」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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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와 말이 죽고 야윈다. ② 군량 보급으로 후방 백성이 굶주림. ③ 군인들이 죽음. 

④ 귀신들이 제사를 못 받아먹음. 억울한 귀신, 열불난 귀신의 보복.

전쟁은 이웃나라의 폐허와 모두의 빈곤을 가져온다. 더불어 자국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기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큰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

로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

묵자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한다. 평화 속에서 자국의 노는 땅을 자체 개간하여 생

산을 증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전차) 만대의 나라가, 빈 집터가 천 개를 세어서, 이루 다 들어가지 못 한다.

널리 흐르는 들판은 만 개를 세어서, 이루 다 개간하지 못 한다.

그렇다면 토지라는 것은 남음이 있지만, 왕의 백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제 왕의 백성의 죽음을 다하고, 아래 땅의 근심을 엄혹하게 하면서

그로써 빈 성을 다투면, 이는 부족한 것을 버리고, 남는 것을 중첩시킴이다.

정치를 함이 이와 같음은 나라의 힘쓸 일이 아닌 것이다.

今萬乘之國, 虛數於千, 不勝而入；廣衍數於萬, 不勝而辟.

然則土地者, 所有餘也, 王民者, 所不足也. 今盡王民之死, 嚴下上之患,

以爭虛城, 則是棄所不足, 而重所有餘也. 為政若此, 非國之務者也.  「비공」 중1

｢비공｣ 상은 모순으로 논증한다. 중·하 편은 전쟁의 피해를 가지고 논증한다. 좀 더 현

실적이고 무게가 있다.

땅과 사람은 전쟁-평화에 따라 비례한다. 전쟁으로 자국민이 죽어서, 경작하지 못 하는 

빈 땅이 늘어난다. 그래도 남의 나라의 땅을 겸병하려고 전쟁을 한다. 이것은 멍청하거나 

사악하다. 어차피 전쟁을 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죽는다. 그래서 군주는 전

쟁을 벌린다. 이것은 사악함이다.

묵자의 제안은 비공(공격 반대)으로, 자기 땅을 개간하고 농사지어서 생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나가자고 한다. 이웃 땅을 탐내는 것은 넓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이다. 또 이웃의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서이다. 전쟁을 통한 약탈도 일종의 교

역이다. 그것은 제로섬의 교역이다. 나는 너에게 0을 주겠다. 너는 나에게 전부를 달라. -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사악한가. 그래서 묵자는 약탈 대신 교역으로 가자고 한다. 

묵자는 전쟁을 첫째,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따진다. 전쟁은 이웃나라의 토지와 재화를 

약탈하기 위함이다.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멸망해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나 승

리하더라도 손실이 제로는 아니다.

둘째, 현상유지의 차원에서 개간을 통한 생산 증식과 비교한다. 이것이 정복 전쟁보다 

훨씬 이익이 많다는 것을 주장한다. 경제 개발을 통해 자국의 부족한 물자는 이웃나라와 

교역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손실이 큰 

정복 전쟁에 목숨을 거는 특징을 가진다. 

묵자의 비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경험론적 발상이다. 의리(義=利)이다. 전

쟁은 손해이고 불의이다. 자국의 경제 개발과 교역은 이익이고 의로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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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복 전쟁의 논리

1) 정복의 논리

정복 전쟁의 논리는 강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큰 영토를 획득하여 강대국이 되고, 이웃

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남들은 모두 멸망시켜야 한다. 최후의 승

자가 되어 모두 독식을 해야 한다. 이래서 이사는 진시황에게 말한다. “이웃은 악마이다.” 

뿌리째 뽑아야 한다. 발본색원(拔本塞源)하시라. (�한비자� ｢초견진｣) - 악마가 아닌 인간

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⑴ 정복 전쟁은 자전거 타는 원리와 똑같다.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진다. 정복이 그렇

다. 그냥 정지하면, 추월당한다.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달려도 제자리이다. 현상 유지이

다.”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한 말이다.

“강한 나라는 더 강해져야 한다.” 적을 패배시키되, 될 수 있으면 섬멸하고, 멸망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적이 되살아나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웃은 악마이다! 이것은 극심한 

강박관념, 피해망상이다. 이런 강박 때문에 다국 공존이 안 된다. 

⑵ 묵자는 저런 강박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장 중립과 방어 전쟁을 하면, 7국은 

충분히 생존하고 공존할 수 있다.

공격하여 전쟁함을 꾸미는 자가 말하여 가로되, 남쪽이면 초나라와 오나라의 왕이, 

북쪽이면 제나라와 진(晉)나라의 임금이 처음 천하에 봉해졌을 때, 

그 토지의 네모는 수 천리를 가짐에 아직 이르지 못 했다. 

그 사람 무리의 많음은 수십만 명을 가짐에 아직 이르지 못 했다.

그로써 공격하여 전쟁한 까닭으로 

그 토지의 넓음은 수 천리를 가짐에 이르렀다. 

그 사람 무리의 많음은 수백만 명을 가짐에 이르렀다.

飾攻戰者言曰：“南則荊·吳之王, 北則齊·晉之君, 始封於天下之時, 

其土地之方, 未至有數百里也；人徒之眾, 未至有數十萬人也.

以攻戰之故, 土地之博至有數千里也；人徒之眾至有數百萬人 「비공」 중2

공격의 이유 -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힌다. 그래서 강자, 패자가 된다. 초와 오, 

제와 진이 그러했다. 가만히 있으면, 정복하는 타국에 쳐져서 약자가 된다.

반론 : 춘추 시대 말기 초 오 월의 전쟁은 전국 시대의 표준이 된다.

⑴ 초와 오는 남방 이민족 국가이다. 주나라의 봉건 제후가 아니다. 주변에 미개한 부족

들이 있었다. 그것을 정복한다. 작은 부족 국가의 정복은 결국은 초 오 월이라는 강대국들

의 전쟁으로 간다. 큰 제후국이었던 초오월의 전쟁은, 부족 국가 정복처럼 내 영토 넓히는 

작은 전쟁이 아니다. 국가의 생사존망을 건 큰 전쟁이다. 결국 월이 오를, 초가 월을 멸망

시킨다. 내가 남을 멸망시키면, 남도 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초오월의 상호 견제가 깨지

면 월나라도 망한다. - 이것을 월나라 왕 구천은 몰랐다. 눈먼 복수심의 비극이다.

전국 시대의 정복 전쟁의 표준을 춘추 말기의 초 오 월이 만들었다. 이로 볼 때,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정복 = 확장 = 강국”, 이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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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제(齊)와 진(晉)은 주나라의 봉건 제후국 가운데 가장 강한 두 나라였다. 동의 제, 서

의 진(晉)이다. 춘추 시대 정복 전쟁의 와중에, 제는 여씨에서 전씨로 왕실이 바뀐다. 찬

탈이 일어난다. 진(晉)은 한 위 조 셋으로 분열되어 해체된다. 외부 정복에 힘쓸 것이 아

니라, 내부를 다스려야 했다. 저 상황에서 외부 정복이 무슨 중요함이 있는가?

따라서 초 오, 제 진, 네 국가의 예는 틀렸다. 적절한 예가 아니다.

⑶ 이렇게 네 나라가 확장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모순에 부딪친다. 모두가 다 확장을 

한다면, 서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결국 최강자 하나만 살아남는 리그전이 된다.

살기 위해서 정복하고 확장하고 강자가 되었다면, 그 결과는 최강 1국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망하는 것이다. 살기 위한 길이 죽을 길이라면, 이것은 모순이다. 하나만 그 모순을 

피하고, 나머지는 다 그 모순에 봉착한다.

⑷ 하나만 이익 보고, 나머지 모두 손해 보는 장사는 말이 안 된다.

정복 전쟁에서 하나만 살아남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논리적 필연이다. 이것을 묵자

만 알았을까? 7국 군주도 다 알았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망

할 운명을 필할 길이 없는 외통수에 빠진다. 맹자가 만났던 양 혜왕이 그렇다. 혜왕은 52

년 재위를 한다. 젊어서는 신나게 이웃나라를 공격한다. 한 조 제와 싸운다. 그러나 제나

라에게 마릉과 계릉 전투에서 패배하고, 진(秦)에게 패배한다. 그리고 약소국이 된다. 

망할 운명 밖에 없는 외통수에 빠졌을 때, 그는 맹자를 만난다. 맹자는 인의(仁義)의 왕

도(王道)로 정치를 하라고 한다. 이것은 거의 조롱에 해당되는 것이다. 양혜왕은 도박꾼의 

심리를 가졌다. 도박장에 감에, 딸 희망에 부풀어 들어가고, 나올 때는 쫄딱 망한다. 망하

고 난 뒤에 죽기 직전에 맹자의 설교를 듣는다. 이보다 더 희극이 어디 있겠는가?

묵자는 모두가 망하는 필연적 회로를 지적한다. 대부분 양 혜왕처럼 그걸 깨닫지 못 한

다. 자신이 패자(覇者)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패자(敗者)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자

각하지 못 한다. 요즘은 기후 위기가 망하는 필연적 회로이다.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2) 의사가 약으로 치료함의 비유

이제 의사가 여기에 있어서, 그 박수무당과 조화를 이루어 합치하여서 

천하에서 병을 가진 자에게 약 처방하여, 약을 쓴다. 

만 명의 사람이 이것을 먹었는데, 만약 의사 말대로 하여, 

네 다섯 사람만 이익을 얻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일러서 

‘시행할 약’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효자는 그로써 그 어버이에게 먹이지 아니하고, 

충신은 그로써 그 임금에게 먹이지 않을 것이다.

今有醫於此, 和合其祝 藥之于天下之有病者而藥之, 

萬人食此, 若醫, 四五人得利焉, 猶謂之非行藥也. 

故孝子不以食其親, 忠臣不以食其君.   「비공」 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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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이것은 논리적 분석, 추론이다. “공격 정복 확장은 강자가 됨”이다. 이 공격 정책은 

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망한다. 이는 논리적 필연성이다.

약을 썼는데, 만 명 가운데 네 다섯 명만 나았다. 이것은 좋은 약, 명의가 아니다. 돌팔

이도 아니다. 그냥 망난이에 해당된다.

⑵ 공격 정복의 정책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다.

그러면 그 길을 피해야 한다. 공격 반대인 비공(非攻)으로 간다. 다국 공존으로 가야 한

다. 묵자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중국은 순수 학문, 논리적 추론을 경시하고 무시한다.

대표적으로 맹자나 양혜왕, 제선왕도 그렇다. 이 두 왕에 대해서 연구해 보아야 한다. 

둘 다 공격 정책으로 망한다. 맹자는 이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복욕을 

부추긴다. 맹자는 간신의 전형이다. 왕의 뜻에 영합하고, 부채질한다.

⑶ 논리적으로 보면, 공격은 반드시 1인 빼고 모두가 망함을 함축한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묵자의 이런 추론을 무시하고, 논리도 경시한다.

이는 “공격 = 모두가 망함, 단 최강자 하나를 빼고”라는 논리이다. 이는 논리적 필연이

다. 공격은 모두가 다 공격 정책으로 나감을 의미한다. 혹은 50%만 공격으로 나가도 마찬

가지 결과가 될 것이다. 50%는 강한 자, 나머지 50% 약자이다. 강자가 공격하면, 약자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싸우고 망해야 한다. 이래서 천하는 대란

이 된다. 그리고 최강자 단 하나만 살아남는다. 왜 중국은 이런 멍청한 짓을 주기적으로 

했을까?

⑷ 이 논리를 묵자는 확신한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백가는 전혀 공감하지 못 했다.

여불위도 묵자와 같은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한 것은 진시황이다. 여불위 

치세에 진나라는 타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진시황이 친정을 하면서 거세게 공격한다.

모두가 다 같이 살기가 정의, 참, 선함이다. 그래서 공격에서 비공으로 바꾸자고 한다.

⑸ 개천설에 따른 정복욕. 이를 혜시의 논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천하에 중앙(中央)이 있다. 중국(中國 가운데 나라)이 있다.” → 그래서 우주는 유한하

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우주가 무한하면, 중앙이 없다. 무한에는 중앙이 없다. 중국 사람

들이 ‘중앙’ 없음을 깨달았어야 한다.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에는 개천설(蓋天說)이 주류

였다. 蓋天은 ‘덮개 하늘’이다.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닫힌 공간이 바로 ‘천하(天下)’이

다. 천하는 세계를 뜻한다. 세계가 유한한 닫힌 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중앙’이 있

다. 그 중앙을 차지하자. 이래서 진시황이 모두를 공격해서 다 정복한다. ‘천하’라는 닫힌 

공간을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中國’(가운데 나라)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는 ‘개천설’이라

는 원시적인 우주론에서 나온다. 닫힌 공간은 그 안을 다 정복하겠다는 인간을 만든다. 진

시황이나 알렉산더가 그런 자들이다.

3) 중국의 전쟁-통일의 반복, 저주받은 역사

⑴ 전국 시대의 정복 전쟁의 무제한 리그전, 여기에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적용된

다. 주노의 변증법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시킬 수 있다.

① 인간들이 서로 싸운다. ② 이긴 자가 주인, 진 자가 노예가 된다. ③ 주인은 노예가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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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노예가 봉기를 해서, 주인을 물리치고, 자유인이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싸워서 주

인과 노예가 갈라지고, 다시 노예가 주인을 타도한다. 자유를 얻는다. 

⑵ 전국 시대 당시의 정복 전쟁의 논리

㉠ (전체가, 혹은 50%가) 공격을 정책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체가 전쟁에 휘말린다. 그

리고 무제한 끝장 리그전이다.

㉡ 결국 최종적으로 최강자가 나머지 모두를 멸망시킨다. 이것이 리그전의 결론이다. 그

래서 천하 통일을 한다. 하나의 중국이 들어선다. 이는 황제가 천하를 사유(私有)함이다.

㉢ 통일된 중국은 말기가 되면, 전체가 봉기, 내란에 휩싸인다. 다시 리그전이 부활한

다. 그래서 통일한 최강국은 순식간에 망한다. 그리고 리그전의 승자가 새 왕조를 세운다.

진시황의 경우 6국을 멸망시키고, 최강 1국이 통일한다. 그 통일 국가를 다시 6국의 유

민이 멸망시키는 것이다.

중국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순환 사관을 이룬다. 발전도 퇴보도 없이 그냥 ‘전쟁

-통일-전쟁-통일’의 무의미한 반복이다. 이것을 묵자나 여불위는 깨려 했다.

⑶ 세계 국가와 정복 전쟁 논리

통일, 중앙, 가운데 나라(中國) – 이 개념은 정복 전쟁을 함축한다.

㉠ 천하의 중앙이 있다. 우주가 유한하다. 

㉡ 유한한 우주 전체를 정복하겠다! 진시황, 알렉산더, 징기스칸 몽고 제국 등이다. 

㉢ 中央, 中國 - 이런 말은 세계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하나의 중국은 확실하게 세계 정복의 의지를 표명하는 말이다. 

㉣ 中國은 중앙이 자기 나라에 있어야 한다. 우주 끝 가장자리에서 중앙까지는 다 자기 

나라여야 한다. 그래야 자기 나라가 ‘中國’이 된다. 

中國=中央. 이 도식에 따르면 여러 나라가 공존 불가하다.

㉤ 외부에 독자적 국가가 있으면, 나는 중국이 될 수 없다. 그 나라를 제외하면 나는 

중앙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그 나라는 또 하나의 중앙이고 중국이 될 수 있다. 

㉥ 결국 중앙 중국 하나 이런 말을 하면 다국 공존을 자연히 부정하게 된다. 

㉦ 우주가 무한하다, 중앙이 없다. 그래서 다국 공존이 될 것이다.

⑷ 묵자는 의사와 약의 쓸모를 들어 공격 전쟁의 큰 결함을 지적한다.

첫째, 뺏는 나라와 뺏기는 나라의 관계에서 모순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많

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두 관계가 어느 순간 고정된다면 전자는 강해지고 후자는 더 약해진다. 

셋째, 최종국은 모두를 멸망시키고 최고의 강자가 된다. 전국 시대의 7국의 다국 공존

체제의 부정이다. 

묵자는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추론하지 않고, 의사와 약에 비유하여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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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격 부정(非攻)과 위와 같아짐(尙同)

1. 비공은 국제 질서, 상동은 국내 질서 원리이다. 

상동에서는 상위 심급이 있어서, 분쟁을 조정한다. 비공(非攻)에는 상위 심급이 없다. 

하느님과 귀신을 상위 심급으로 요청한다. 진시황은 자신이 신으로 자처한다. 상위 심급인 

신 하느님을 부정한다.

천하 통일은 세계가 단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라(제후국) 사이의 싸움과 분

쟁은 없다. 내부에 적이 없으므로, 통일국인 진나라는 천년 만년 갈 것이다. 1세 2세 ··· 

이런 식으로 황제의 이름 붙여서 만세까지 갈 것이라 자신했다.

통일 국가는 국제 평화의 길이 아니다. 이유는 ① 내분, 내란. 봉기. 기의. ② 외부의 

적(이민족)이 공격한다. 이는 통일 국가에서 국방력을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이 두 문제가 다 있다. ① 내분 – 티벳,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② 외

부 – 미국과의 싸움, 영국 호주 등과 대립, 일본 한국과 대결이다.

2. 하비(下比)와 공격 전쟁

1) 下比는 “아래가 나란히 섬”이다. 대등한 개체들이 나란히 서서 서로 싸움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하비(下比)의 반대는 상동(尙同)이다.

국내에서 下比와 국제적으로 下比 - 둘이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둘 다 해결을 못 한

다. 중국은 역사상 국내에서 안정된 정치 체제, 국제에서 안정된 질서를 만들지 못 했다.

2) 국제 질서에서 보면 주나라 봉건제 모델이 전국시대에 폐기된다. 이후 봉건제는 나

타나지 못 했다. 봉건제는 천자의 관할 아래, 제후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주나라가 천자와 제후들이 재미있게 노니까, 변방 이민족 국가인 초나라가 거기에 끼어

들어서, 주나라 봉건국 전체를 지배하려고 들었다. 주나라를 대체하려 했다.

3) 봉건제 (주나라) → 군현제 (진시황) ; 한나라 초기에 약간의 봉건제를 이루지만, 결

국 군현제로 간다. 국가 체제 안에서의 봉건 제후는 이후에는 없어진다. 당나라 때의 절도

사는 국가 안에서 봉건 제후는 아니다. 중앙 권력이 약해진 틈에 제후처럼 한 것이다.

국가 체제 안의 제후국 – 주나라, 한나라 초기 약간. (당나라의 절도사)

국가 체제 밖의 제후국 – 중국은 한국 등 이민족을 제후국으로 편입해서 인정한다.

천자가 없이 다국(多國)이 싸운 역사 - ① (춘추) 전국 시대. 500년 ② 삼국 시대. 위진 

남북조. 400년 ③ 당말 절도사, 5대10국 등의 100년이다. 천자와 같은 상위 심급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나라들이 할거한다. 서로 무제한 끝장 리그전을 벌린다.

④ 중국 전체의 통일 국가는 진 한 이후, 수, 당, 송, 원 청의 넷이 존재했다. 

이는 제후국의 존재가 부정된, 중국 전체가 하나인 국가이다. 결국 진시황이 만든 체제

가 중국의 표준 국가 모델이 된다. “통일=평화, 분열=전쟁”이 진시황 체제가 만든 모토이

다. 이는 거짓말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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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힘이 최고의 원리. 단 하나의 원칙

중국 역사에서, ⑴ 국내와 국제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원칙은 힘, 무력, 권력이 결정한

다. 단 하나의 결정 요소는 힘뿐이다. ⑵ 묵자처럼 이상적인 국제 체제를 추론해 내고, 이

것을 적용하자고 할 수도 있었다. ‘비공’의 체제의 무장 중립(힘) + 상호 인정, 무력 이외

의 것으로 경쟁하기, 경제, 문화, 학술 등으로 경쟁하자가 있다. 비공은 자발적 선택의 문

제이다. 무력이 아닌 정신력의 측면이다. 힘 + 정신력에서 힘 보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미

국은 힘 + 정신력, 둘 다를 갖추었다. 그래서 세계의 으뜸인 나라가 된다. 중국은 오직 무

식한 힘 만 있다. 중국이 중화(中華)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문화(文化)이다. 한복, 김치, 갓 등이 중국 문화라고 주장한다.

4. 힘과 비공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은 아니다.

남성적인 힘의 두 측면 ① 공격적 힘은 일반적 인간들에게 있다. 진시황과 항우의 정복 

전쟁은 단지 힘만 있으면 된다. ② 수비와 방어의 힘에서 묵자는 힘과 더불어서, 이념적 

학술적 논리적 종교적 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바로 이성, 마음의 힘이 부족하

다. 중국은 물질 정신 가운데 물질, 물질 가운데 무력에 치우친다. 정신, 문화, 학술, 이념

이 빈곤하다. 요즘의 중국 역시 물질이 > 정신을 압도한다.

5. 비공과 상동

⑴ 상동(尙同)은 국내 관계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이론이다. 아랫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주장할 때 윗사람이 겸애를 가지고 공정 공평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다. 尙同

이론에서는 아래가 서로 싸운 뒤 나란히 서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때 윗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줄 윗사람이 없다.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 

천자의 위치는 흔들리고, 제후들끼리는 패권다툼의 치열한 전쟁이 일상화 되었다. 주나라

와  주나라 봉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상동이 없어 발생하는 전형적인 하비(下比)이

다. 조정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쟁이 해결책이다. 끝까지 가서 최후의 승자가 될 때 까지 

싸운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조정이 되고, 그것이 평화의 귀결이라 본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제후국끼리 하비(下比)하는 정복 전쟁을 할 것인

가? 아니면 국가 간의 상동을 받아들일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후자이지만 중국은 

전자를 택한다. 이것은 중국에 순환사관의 기초를 이룬다. 최고의 업적은 진시황이 이룬

다. 이 모델로 계속 반복하도록 어리석은 역사의 토대를 만들어준 인물이다.

⑵ 그렇다면 왜 국제 관계에서는 상동(尙同)이 성립되지 않는가? 조정하는 상위의 국가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묵자는 자발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공

(非攻) 이론을 내세운다. 비공의 내용에서  주나라 봉건제의 상위 조직인 천자를 가정하지 

않는다. 조정하는 천자 없이 평화 공존하는 방법으로 묵자는 비공을 말하는 것이다. 

비공은 주나라 천자를 가정하지 않은, 국제 질서 평화이다. 천자 없이 제후들이 질서 평

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가? 상위 심급 없이, 동등한 개체들이 질서를 이루는 방법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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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기 때문에 어렵다. 국가가 자신이 자신을 제어해야 모순을 가진다. 거의 불가능한데, 

묵자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자발적 제어, 자발적 제약은 질서와 평화를 이룬다. 물질적 힘

이 아니라 정신적 힘, 이념, 정의 등이 만드는 것이다.

비공은 국가 간의 계약을 넘어선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⑶ 과연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비공의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겠는가? 아마 일부는 선택

하고, 일부는 거절할 것이다. 이웃 국가의 침략을 당하는 나라는 비공을 선택하면 손해를 

본다. 비공은 공격을 반대하는 이론 이므로 선택국가는 철저하게 수비만 해야 한다. 수비

를 하는 이유는 비공을 선택하지 않은 국가에 대비하는 것이다. 수비는 비공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6. 최강국과 비공, 진나라의 선택

그렇다면 공격을 반대하고 수비에 집중하는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없

다. 전국 시대의 7국은 서로의 경쟁력과 국력에 대해 순위가 나뉘어져 있다. 하위의 국가

는 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위국은 그럴 이유가 없다. 모두를 점령하여 최강국

이 되려는 야심을 꺾을 수 없다. 하위의 수비가 상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⑴ 각국이 공격과 방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격 선택으로 나간다. 공격해야 상대를 약

화시키고, 자신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진다. 공

격 전쟁의 결론이다. 

⑵ 국력이 1위 혹은 상위권은 공격, 하위권은 수비로 나간다. 감히 하위가 공격할 수는 

없다. 결국 전쟁은 상위가 결정한다. 하위는 무조건 전쟁에 말려든다. 

⑶ 묵자의 비공은 상위권 혹은 1위라는 강자에게 하는 말이다. 주나라의 천자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⑷ 최강자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공격이냐 수비이냐, 병합이냐 공존이냐? 성악설(정복)

이냐 성선설(공존)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선 나라가 진나라이다. 

⑸ 여불위는 수비와 공존 선택 (성선설) ; 진시황은 공격과 병합, 통일을 선택했다. 

⑹ 선택의 결과는 진시황이 승리하고, 통일한다. 이 후 참혹한 멸망은 완전한 실패였다. 

⑺ 만약 여불위가 왕이었다면, 진나라는 수백년은 더 존속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묵자의 통찰력은 정말 탁월하다. 형광등 100의 아우라가 반짝인다.

이처럼 비공의 성공과 실패는 최상위 국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야망에 가득 찬 최상위

국이 과연 비공을 선택하겠는가? 답은 두 가지다. 성선설과 성악설의 두 입장에 선택지가 

있다. 이 때 묵자는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고 비공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묵자는 인간의 

감정 욕망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강자가 비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부딪힌다. 이 시점에

서 제안을 하는 것이 천지(天志)인 겸애이다. 묵자는 국제간의 겸애를 설정한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강자이며, 천

지를 받드는 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강자가 이 길을 거

부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천지까지 거부한다면 답은 없다. 강자는 끝없는 정복 전쟁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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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격 부정과 하느님의 뜻

묵자의 경험론과 성악설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하느님과 귀신이다. 국내

에서 상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하느님의 겸애이다. 태초에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의로움(利=義)이라 해서 싸우는 것은 성악설이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부정하

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유가와 법가는 개인의 욕망을 부정한다. 반면 

묵자는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것이 국가 구성의 기본 원동력이다. 욕망과 이기심이 

예를 해치기 때문에 유가는 그것을 부정한다. 

법가는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이 왕권에 도전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부정한다. 신하의 

이기심과 욕망과 왕권은 양자가 대립한다. 

묵자의 경우는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이 상동, 겸애에서 조화롭게 조정된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 사이, 군주들 사이에 비공과 공존 선택하는 것은 성선설이다. 개

인의 욕망 이기심으로는 절대로 비공이 안 된다. 이기적인 군주들일 경우 비공은 하느님

의 뜻에 따를 때 가능하다. 중국인은 현세 중심주의이고, 내세를 부정한다. 그래서 하느님

과 초월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진시황은 자신을 신으로 자처한다.

여불위는 성선설과 비공을 선택한다. �여씨춘추�는 모든 개체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그린다. 반대로 진시황은 성악설과 공격을 선택한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자처할 정도로 

천지(天志)와 겸애를 무시한다. 

* 결국 강자들이 비공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은 하늘의 뜻이다. 강자들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약자에게 겸애를 해야 한다. 

문제는 강자들이 천지(天志)를 거부해도, 이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 바로 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신으로 자처한 진시황의 선택을 비난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묵자의 이론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진시황의 결과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진시황 사후 진나라는 처참한 보복으로 멸망한다. 뿌린 만큼 거둬들이는 결과의 모

범 답안이다. 그렇다면

8. 비공 이론의 효과

1) 비공은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이다.

유가의 ‘하늘의 명령’(天命)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명이고, 사명이다. 반면 묵자의 ‘하늘

의 뜻’(天志)는 무엇인가? 권고이고 강요이다. 따르지 않으면 벌이 가해진다. 그렇다면 땅

위의 강자들이 하늘의 뜻을 믿는가? 

비공에서는 물론 ⑴ 하늘의 뜻(天志)이 겸애이다. 따라서 사랑함(겸애)은 공격하지 않음

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왕이 비공을 선택하지 않는다. ⑵ 이것 말고, 또 “천명(天命) = 운

명 = 사명”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불위의 선택인 것 같다.

여불위는 조나라의 장사꾼으로 기화가거(奇貨可居)20)를 했다. 유배 온 진나라 왕자에게 

베팅을 해서 대성공했다. 그 왕자가 진나라의 왕이 된다. 

① 장사꾼은 거래하고 이익을 나눈다. ‘제로섬 게임’은 없다. 자신이 이익을 얻으면 그

20) ‘可居奇貨’의 뜻이다. “기이한 상품은 쟁여둘만 하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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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댓가를 준다. 정복 전쟁, 약탈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거부한다. ② 그는 천명과 운명

을 느낀다. 진시황을 왕으로 만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뜻, 온건 중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③ 그는 조나라 장사꾼이라, 진이 조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④ 일국이 통일하면 국가 간 무역과 장사를 못 한다.

여불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국 공존으로 간다.

진시황은 이익을 얻은 만큼 댓가를 준 적이 없다. 무조건 정복 전쟁의 제로섬 게임으로 

간다. 그 결과는 천하가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늘의 뜻, 중용 등을 모조리 무

시한 것이다. 진시황은 운명을 믿지 않는다. 자기 위에 하느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느님, 신으로 자처한다. 황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신의 힘 = 권력, 물질적 폭력이다. 힘으로 자기 뜻을 실현한다. 힘 권력 무력 

만능주의에 빠진다.

2) 묵자의 비공 이론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특히 군주들이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다. 군

주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학자들이 많은 이론으로 제

시해야 한다. 이론으로 군주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세뇌시켜야 한다.

군주들은 세습하기 때문에, 대충 멍청하다.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조중

동이 시키는 대로 국힘당이 하는 것이다. 국힘당은 두뇌가 없다. 조중동도 두뇌가 거의 단

세포 수준이고, 깊이가 없다. 적은 무조건 싸워야 한다. 무조건 대들고, 반대하고, 비토 놓

는다. 헐뜯고 씹는다. - 이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3) 비공은 이익의 계산 결과이다. 여불위는 길고 멀리 본다. 진시황은 눈앞만 보았다.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진시황이 부소와 호해 가운데, 호해를 선택한

다. 부소는 여불위 스타일, 호해는 자신과 같은 스타일이다. 호해가 그런 나쁜 놈인 줄을 

진시황이 몰랐다. 수나라 문제가 양제에게 속은 것과 같다.

4) 묵자는 국제적 관계를 이익과 손해의 측면에서 살핀다. 전쟁을 통한 공격과 개간을 

통한 비공을 손익 관점에서 비교 검토한다. 정복 군주는 강자이므로 공격이 이로울 것이

라 판단한다. 전쟁을 통한 타국의 백성과 재화 획득이 자국에게 이익 될 것이라 본다. 이

런 확신을 가진 정복 군주에게 묵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진시황의 확신에 대한 

대안으로 묵자의 비공 이론은 약하다.

그러나 묵자는 세계 전체의 이익을 묻는다. 한 군주의 이익보다는 백성 전체의 이익에 

대해 고민한다. 피로 물든 이익, 죽음이 묻어나는 이익보다는 생명과 삶의 이익을 중요시

했다. 전쟁을 통한 단기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했다.

진시황처럼 타국을 멸망시키고, 도륙하고, 도시 파괴, 피와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원

한과 저주를 만들어 낸다. 진시황 사후 발생하는 전국적인 봉기가 그것을 말한다. 조고의 

치졸한 수법은 진나라 황실의 멸문지화를 앞당겼다.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예를 보여준 것이다. 진시황 영정은 수 백 년의 유서 깊은 진나라를 허망하게 

도륙 당하도록 만든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죽어서도 조상을 볼 수 없다. 

묵자가 말하는 비공은 그 효과가 엄청 크다. 전국 말기 진나라의 최선은 여불위가 주장

한 다국 공존론, 묵자가 주장한 비공 이론이다. 진시황의 공격전쟁은 중국을 지옥으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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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렸다.

5) 여불위와 묵자의 이론을 선택했으면, 진나라가 천년 왕국이 되고, 중국이 그런 비극

적 비참한 역사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진나라가 6국을 제후로 거느린 천자국이 된다면, 이민족이 침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진나라가 100년은 갔을 것이다. 그 이후 왕조도 진나라를 본받아서, 온건한 국가가 되었

을 것이다. 

중국 역사가 그렇다. 여러 국가로 갈라져 있으면, 이민족이 약탈하기 어려웠다. 위진남

북조, 절도사와 5대10국 등이 그렇다. 통일국가면, 그 하나만 무너뜨리면 된다. 여러 국가

이면, 그것 모두를 정복해야 한다. 여러 국가가 무장 중립, 군사 훈련하기 때문에, 이민족 

침략에 대비할 수 있다. 통일 국가는 군사력을 쿠데타 위험 세력으로 본다.

6) 진시황 사후 진나라는 바로 망한다.

⑴ 왕조가 망하면, 천하에 호걸이 봉기한다. 그리고 천하가 전쟁터가 되어서 싸운다. 진

승이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더냐!” 개나 소나 다 황제가 되려고 봉기한다. 처참한 전쟁 

뒤에 최후의 승자가 다음 왕조를 연다. 이후 주기적인 살육이 이루어진다. 

새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인간들이 죽어야 하는가? 새 왕조를 열기 위한 제사

에 엄청난 인간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희생들이다.

⑵ 통일 왕국은 경쟁을 없앴다. 군대도 약해진다. 그 결과 국력이 약해지고, 이민족의 

침략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이민족 지배의 역사가 된다. 이민족 지배를 부끄

러워할 줄을 모른다. 한두 번 받아야 부끄러워하지, 중국 역사 대부분이 이민족 지배이다. 

이민족 지배당한 유명한 나라는 인도이다. 중국도 인도 못지않다.

⑶ 하나의 중국, 통일 중국은 황제 1인 소유의 국가이다. 중국의 인민들을 종 노비 노

예로 만들었다. 1인의 주인, 1인의 자유, 만인의 억압, 노예의 상태이다. 경쟁과 창의성, 

자발성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중국도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다.



- 193 -

5장. 겸애(兼愛) - 전체를 사랑함

｢겸애｣ 상편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겸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상

편과 중·하 편은 내용과 구성이 약간 차이가 난다.

｢겸애｣ 중편은 경험론적 입장에서 분쟁 조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묵자의 겸애를 개인 간의 사랑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상동(尙同)과 천지(天

志)와의 긴밀성을 보면, 겸애는 단지 개인들의 사랑이 아니다. 겸애는 국가 통합의 원리로

서 이익 다툼하는 개인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원칙이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공존은 비공

(非攻)의 문제로 귀결된다. 비공 역시 겸애의 다른 측면이다.

묵자의 경험론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귀결된다. 상동(尙同) 이론도 마찬가지다. 또한 

묵자는 상식적 경험론의 입장을 가진다. 명가학파의 공손룡은 극단적 경험론자로서 묵가

와 충돌한다. 극단적 경험론의 대표적 명제가 ‘白馬非馬’이다. 

｢겸애｣ 중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겸애｣ 상편은 인과적 관계로서, 오륜(五倫)을 통한 사랑과 이익의 공정성에 대해 얘기 

한다면, 중편은 성왕의 업적에서 소수자의 배려와 자연의 피해 극복을 다룬다. 또한 겸애

와 상동으로 다섯 가지 해로움에 대한 강자와 약자의 부등가 교환 문제를 해결한다. 

하편에서는 여섯 가지 해로움의 제거를 통해 질서와 조화를 추구한다. 하편은 상편과 

중편에 비해 삼표(三表)를 근거로 한 논증 부분이 많다.

5.1, 겸애(兼愛)의 의미와 필요성

묵자의 사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겸애(兼愛)이다. 동시에 겸애만큼 그 의미가 오

해된 것도 없다. 맹자가 이상한 오해를 한 이후 주희 등이 답습을 하고, 풍우란도 같다.

맹자는 “묵씨는 ‘전체를 사랑하자’고 하니, 이는 애비를 없앰이다.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으니, 이는 짐승이다” 라고 비난한다.21) 묵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겨우 ‘겸애’ 한 마디를 

얻어 주워들었으면서, 애비도 임금도 없다고 쌍욕을 한다. 그게 맹자의 수준이다.

1. 겸애와 상동 

‘겸애(兼愛)’는 묵자가 상동과 함께 국가 구성 이론의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강조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묵자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상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매개체인 천지(天志-하느님의 뜻)의 핵심이 된다.

兼愛는 ‘전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무차별적 사랑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랑, 전체를 사랑함’은 약간 기괴하지만, 이것이 ‘겸애’의 가장 정확한 의미이다. 평등한 

사랑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겸애는 평등한 사랑이 아니다.

묵자의 겸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상동｣ 편의 겸애는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으로 

21)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맹자� ｢등문공｣ 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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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 = 義이다. ｢천지｣ 편의 겸애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아가페적 사랑 

또는  신적인 사랑을 펼치는 것이다.

1) 욕망의 인정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다. 그것이 사랑과 겸애로 나타나 진다. 아

무리 미천하고 추악하고 못 생긴 사람일지라도, 그가 인간인 이상 욕망을 가진 것을 인정

하고, 인간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 대한 사랑이며 겸애이다.

욕망에 대한 차별과 경멸은 신분제 사회의 특징이다. 높은 신분이나 가질 수 있는 욕망

을 하층민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불경죄이고, 또 경멸의 대상이 된다. 묵자는 

이런 욕망의 신분제를 단호히 거부한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욕망은 저열하거나, 악의 싹

이 아니다. 욕망은 인간 존재 자체이다. 이는 경험론이고, 성악설이다.

2) 맹자의 충서 이론 : 극단적 이기심은 타인의 이기심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타인

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신이 극단적 이기심을 가질 때, 남들도 같은 인간으로서 이기심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남의 이기심, 욕망을 인정할 때, 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이는 맹자가 제선왕에게 충서(忠恕)를 말한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충서는 군주가 

백성의 욕망을 이해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다. 군주의 일방적 자비이다. 백성의 요구는 인

정되지 않는다. 백성은 갓난애(赤子)로서, 보살핌의 대상일 뿐이다. 왕은 자신이 음악을 

좋아하면, 백성도 음악을 좋아할 테니, 백성에게 음악을 즐기게 하라. 재산, 결혼 등이 다 

그렇다. 이렇게 군주의 욕망, 좋아함을 가지고, 백성의 욕망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충

서(忠恕)이다. 공자의 충서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주와 백성이라는 권력적 신분적 차이를 밑에 깔고 있다. 그래서 물

을 수 있다. 압도적으로 높은 신분, 권력을 가진 군주가 무슨 이유로 가장 낮은 신분인 

백성을 저렇게 이해해 주어야 하는가?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군주

가 백성의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대로 안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군주

의 마음이다. 백성이 왜 그러냐고 따질 권리가 없다. 이래서 맹자의 충서는 주인이 노예에

게 베푸는 자비일 뿐이다.

묵자의 겸애와 상동은 이것과 판이 다르다. 틀 자체가 상이하다. 대등한 개인들의 욕망

의 충돌, 그것을 현명한 제3자가 조정하는 것이다. 맹자의 충서 이론이 온정주의적 군주

론의 핵심이라면, 묵자의 ｢상동｣ 이론은 계약론적, 민주주의적 국가론이다.

3) 남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은 이성 감성 둘 다 있다. 감성은 나의 욕망에 근거해서 

남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볼 때, 인간은 평등하다. 같은 인간끼

리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자연법, 자연권, 천부 인권 등의 사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인간은 서로 동등하다.

4) 겸애의 무조건, 무차별적 사랑의 실제 모습이 바로 남의 욕망, 남의 존재를 인정하

는 것이다. 나의 욕망을 인정하려면, 남의 욕망도 인정해야 한다. 경험론, 성악설에 따르

면,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상동｣ 편의 ‘利=義’의 사상이 그것이다. 

욕망의 공평성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모든 인간은 공통적이다. 죽음만큼이

나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 욕망이다. 겸애의 전체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서 ‘전체, 무조

건’이 바로 욕망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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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헤겔이 말하는 바, 즉자(卽自)와 대자(對自)의 변증법이다. 나 자신의 존재가 인정

받으려면, 먼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서로 인정할 때, 서로 함께 살고, 사회가 

이루어진다. 인정 투쟁은 나의 존재는 인정받되,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주

인과 노예의 관계가 그것이다. 노예는 주인의 존재를 100% 인정한다. 반면 주인은 노예

의 존재를 전부 부정한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고 가축일 뿐이다. 그것은 소유물이다. 존

재 인정은 주체들 끼리 하는 것이다. 가축 재산 소유물은 또 다른 존재일 뿐이다.

5) 나의 욕망과 남의 욕망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겸애의 실제 모습이다. 나의 욕망

과 남의 욕망은 같고, 동등하다. 이렇기 때문에 나와 남의 욕망이 갈등할 때, 그것을 조정

해 줄 제3자, 즉 현자가 필요하다. 상동 편에서 말하는 국가의 성립이 바로 이것이다. 국

가는 개인들의 욕망의 충돌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묵자는 욕망에 대해서 ① 충족은 상동, 현자의 조정 제어. ② 절제, 아낌은 절용, 절장

이라 말한다. 묵자는 생산 기술의 발전은 말하지 않았다.

6) 장자의 제3자 논증 ; ｢제물론｣에서 장자는 말한다. a b 둘이 싸울 때, 누가 옳은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제3차 c가 판정할 수 있는가? 제3자 역시 둘과 같은 인간이다. 

차원이 같다. 따라서 a b의 두 입장에다 c라는 또 하나의 입장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들

을 판정할 제4자 d가 필요하다. 이 역시 입장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자는 이 논증을 통해서 회의주의 상대주의를 극대화시킨다. 현실적으로 장자가 말한 

무한 퇴행이 가능한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세상에는 입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한히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늘 가능한 개수가 있다. 그것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가리는 것

은 어렵지 않다.

장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 달관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런 무환 퇴행의 논증을 한다. 

이 역시 현실이 아니라, 장자의 머릿속에서 하는 논증이다. 장자는 현실에서 사는 자가 아

니라, 머릿속 상상 속에서 사는 자이다. 노신이 말하듯이, ‘몸은 노예이지만, 마음은 황제’

인 자이다.

묵자는 현실에서 산다. 절대로 상상 속에서 살지 않는다. 물론 상상의 가치를 인정한다. 

상동 편의 태초 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상상이다. 그러나 그 상상을 통해서 현실에서 최선

의 방법을 찾아낸다. 양자의 충돌에서 제3의 현자가 조정해 준다. 장자 논증처럼 무한 퇴

행은 없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몇 가지 가능성뿐이고, 그것에서 최선을 찾을 수 있기 때문

이다.

7) 묵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① 잘 되기를 바라고,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② 그와 갈등 

싸움을 통해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가지 않는다. ③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로 가려 한다.

④ 소유욕은 싸움을 부른다. 태초의 무정부 상태의 투쟁이 그렇다. 이것이 빅뱅을 일으

키는 우주의 씨앗, 아니 씨앗 우주이다. ⑤ 요컨대 태초의 무정부 상태에서 두 갈래의 길

이 있다. 하나는 사회 계약을 맺고, 평등한 개인들의 욕망 충족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욕망이 충돌해서 승자 독식한다. 제로섬 게임이다. 정복자가 지배자 군주가 된

다. 피정복자는 노예 백성이 된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⑥ 이렇게 두 갈래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욕망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나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 양자를 인정하는 것은 겸애로 간다.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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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상대의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대를 동료로 보는 관점이다. 나의 욕

망은 인정하고 상대의 욕망은 부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무

자비한 전쟁과 정복이다. 이긴 자와 진 자가 구별된다.

8) 중국의 폭력적 지배 - 겸애의 부재(不在)

중국이 세계 1강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2020년 3월부터 중국이 무한에서 철통 봉쇄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은 것

을 보면 알 수 있다. 인민을 완전히 제압 봉쇄한다. 인민은 찍소리도 못 하고 국가가 시

진핑이 시키는 대로 한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에서 코로나는 무

섭게 퍼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통제 때문이다. 국가가 인민을 완전하게 찍어 누를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⑴ 과연 두 체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⑵ 두 체제 가운데 무엇이 우월한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같은 철저한 국가의 백성 통제 관리 체제는 없다. 아마 북한 정

도이다. 그러나 북한도 중국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다. 유가적 온정주의적 통치도 있기 때문

이다. 중국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 철저하게 국민을 통제한다. 세계는 정보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한다.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서 중국은 빠진다. 자

국 내에서 경제 발전을 재제한다. 국가의 규제에 잘못보이면 생사존망조차 확인할 수 없

는 체제이다. 통제 면은 한비자의 법가적 구조를 고수한다. 

중국이 코로나는 확실히 막았다. 그렇다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힘을 보일 

것인가? 그런 통제 관리 억압 체제에서 과연 창의적인 상품, 기업이 나타날까? 그럴 리는 

없다. 요컨대 코로나처럼 단기적인 처방이 가능한 사건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요즘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가 온 힘을 다 쏟으면 반도체 산업

에서 전세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미국이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이

는 “精神一到, 何事不成”의 문제이다.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국가가 총력전을 펼치면 이

길 수 있다 – 이런 신념이다. 이는 6.25 때 중공군, 이른바 8로군의 인해 전술과 마찬가

지이다.

2. ‘兼’의 뜻

1) 옥편에 따르면, ‘兼’은 “아우르다, 겸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묵자� ｢경｣ 상에 의

하면, 전체는 ‘兼’이라 하고, 부분은 ‘體’라고 한다. ‘兼’은 묵가학파의 전문 용어로 전체를 

뜻하는 이다. 그러므로 ‘兼愛’의 ‘兼’은 “전체를 고루, 전체에게 두루”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兼’을 ‘무차별’로, ‘兼愛’를 ‘평등 박애’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

석이다. 兼愛를 ‘무차별적 사랑’과 ‘평등한 사랑’으로 주장하는 것을 옳지 않다. 맹자가 이 

점에 대해 ‘무군무부(無君無父)’하는 이론이라며 묵자를 비난한다. 맹자는 묵자에 대해 오

해하고 있다. 묵자는 위계가 없는 평등한 사랑을 주장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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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이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兼愛는 전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랑은 

타자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를 아울러 전체를 사랑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뜻 속에

는 차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과 ‘전체를 사랑함’은 서로 다른 

뜻을 담고 있다. 

묵자의 차별은 허용과 불허로 나뉜다. 예를 들어 타자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차별하

는 것은 불허한다. 유가적인 가족주의에 따른 차별도 반대한다. 그러나 상현사능(尙賢使

能)의 원칙에서 능력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차별을 허용한다. 현실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내는 것에는 차등을 인정한다. 

2) 묵자의 兼愛는 “겸하여 서로 사랑하고, 교환하여 서로 이롭게 한다.”를 의미한다. 

‘兼相愛 交相利’이다. 사랑 ‘愛’에는 兼相을 이로움 ‘利’에는 ‘交相’을 접합시킨다. 사랑은 

‘더불어 또는 서로 전체로 함’(兼相)이고, 이익은 ‘서로 교환함’(交相)이라 한다.

兼은 ‘전체’에 대한 것, 相은 “사람과 사람, 타자와 본인, 서로”를 말한다. 이익의 교환

과 분배에는 ‘전체를 고루 사랑함’(兼愛)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배분적 정의에 준한다. 

반면 ‘차별 없는 평등한 사랑’은 균등적 분배, 평균적 분배이고 평균적 정의이다. 이와 같

이 본다면 겸애는 ‘평등 박애’가 아니다. 그러므로 ‘兼’을 획일적 평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겸애는 남녀, 가족, 친구 간 보다는 상동(尙同)에 적용되는 사랑이다. ‘尙同(上同-위와 

같아짐)’은 아래 사람들의 이익 다툼을 윗사람이 조정할 때 따라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때 실천하는 겸애는 평균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의 관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겸애를 ‘보편적인 사랑’(universal love)’, 평등 박애 사상이라 번역한다. 이

런 논점을 가지는 것은 묵가가 아니라 농가(農家) 학파이다. 농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 

구조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의 입장을 가진다. 그러나 묵자는 국가 구성에서는 위계적 

구성을 인정한다. 군주와 관리, 백성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맞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분

업적 체계를 지지한다. ‘무차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상동(尙同)’의 맥락에서 겸애를 

실천할 때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익 다툼을 하는 두 당사자를 조정할 때, 양자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과정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 때 이익의 극대화로 조정하

는 것이 겸애이다. 결과적으로 ‘무차별’이란 계급의 소멸이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조정

에 필요한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겸애와 구별되는 것이 가족을 단위로 차별하는 사랑인 유가의 별애(別愛)이

다. 겸애는 “남의 부모를 나의 부모처럼 여기고, 남의 집안을 나의 집안처럼 여기고, 남의 

도읍을 나의 도읍처럼 여기고, 남의 국가를 나의 국가처럼 여기는 것”이다.

3) 겸애의 또 다른 측면에는 비공(非攻, 공격을 부정함)이 있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하

는 것이고, 비공은 국가들이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적 사랑과 국제적 사랑이다.

법가인 한비자는 국제적 관계를 비관적으로 본다. 이웃 국가의 존재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재앙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 이처럼 한비자와 묵자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진

다. 묵자는 이웃을 나와의 이익을 교환하는 대상(交相利)으로 간주한다. 이익의 교환에서

는 상대를 먼저 인정해야 원칙이 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비공

(非攻)이다. 비공은 개인, 대부, 제후를 넘어서 국가 간에도 적용되는 이론이다. 국제 질서

로 확장되면 다국 공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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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늘은 “천하의 모든 것들(짐승 풀 나무 다 포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한다.” - “兼而

愛之. 兼而利之”(「법의」)에서 兼은 세계 전체를 뜻한다. 하늘이 모두를 다 포용한다는 점

에서 유가의 별애와 구분된다. 전체를 포용함은 구별하지 않음이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 소유하게 만들고, 모두가 먹게 해 준다.” (兼而有之. 兼而食之, 

「법의」) 이처럼 묵자가 말하는 사랑은 현실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타인에 대

한 사랑은 상대를 이롭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愛(사랑, 仁)는 利(이로움)’이다.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은 상대가 소유하도록 해주고 맘껏 먹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러

려면 노동이 필요하다. 결국 묵자가 말하는 사랑이란 타자를 위해서 ‘노동’을 해 주는 것

이다. 노동이 곧 사랑의 표현이다. 반면 유가에서 ‘사랑함’은 ‘지배한다’는 뜻이다.

3. 겸애와 현자의 필요성

묵자의 겸애는 소수의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평등박애는 아니다. 무차별적 사

랑한다는 것은 묵자를 오해하는 측면이다. 벤덤의 공리주의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일 

수도 있다. 이익의 계산 단위는 나, 가족, 사회, 국가 중 무엇인가? 공리주의는 개인의 입

장을 말한다. 이익을 위해 속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법칙 공리주의로 바뀐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나 법칙으로 만들 수 있나? 모든 개인이 남을 

속이면 전체적인 이익은 줄어든다. 

평등은 산술적 평균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고려함이

다. 정의론은 분배적 정의다. 상황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전체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

이 정의에 부합한다.  

조정받는 사람과 조정하는 사람의 위계는 나누어진다. 현자는 갈등하는 일반인 보다 뛰

어나다. 현자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분배적 정의에 의해 나타난다. 무차별적 

평등은 농가의 입장이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한다. 무정부주의는 

자급자족하고 착취를 반대한다. 권력의 착취가 세금이라서 세금을 걷지 말자는 주의이다. 

묵자는 현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현자를 대접해야 한다. 겸애는 태초 상태에서 분쟁을 

조정을 할 때 겸애가 필요하다. 현자끼리도 친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일상에서는 고려할 사항과 눈 감을 상황이 있다. 이런 고려는 분배적 정의에 해당된다. 눈

감을 상황은 친소와 이익에 엉켜 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정의를 실현시키려 

했다. 충효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덕목이다. 국가는 나라가 집안이라는 의미이다. 나라는 

우리 집안 것이라는 것이 가산국가다. 주나라가 제후국을 임명하는 것은 집안의 혈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신적으로 해석한 이가 맹자다. 맹자는 왕은 나라를 내 집안으로 보라고 

한다. 집안의 효가 임금의 충으로 바뀌고 백성은 내 자식, 형제, 내 가족이라고 규정시킨

다. 사랑의 모델이 다르다. 유가의 사랑은 집안에 있다. 왕이 되면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백성을 사랑해야한다. 백성을 노비로 보느냐? 가족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온정주의와 엄

벌주의가 갈린다. 

왕정은 정복국가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노비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기본이다. 노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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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보자는 체제로 간 나라가 조선이다. 조선의 왕들은 신하에 의해 맘대로 할 수 없

었다. 이대조는 ‘대도(大盜)’와 ‘향원(鄕原)’의 관계를 말한다. 정복 군주는 큰 도둑이고, 

그 정복 군주를 성인군자라고 신비화시키는 것이 향원이다. 공자는 말한다. 마을 사람이 

모두 싫어하거나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안 된다. 향원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모

두에게 아첨하는 것을 말한다. 아부의 도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 후 나눠먹는 것이

다. 중국에서 지식인을 향원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이가 맹자이다.

정복국가는 왕에 치중한다. 국가는 왕의 재산이다. 반면 묵자는 현자 모델, 분쟁 조절 

모델이다. 국가는 백성 개개인의 것이다. 그들의 분쟁을 국가가 조절해 준다. 이것은 시대

를 앞서간 모델이다.

성악설은 인간의 마음을 욕망으로 규정짓는다. 유가에서는 이 욕망을 죄악시하고 억제

시킨다. 성악설과 성선설은 갈등 조정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하느님의 뜻이 겸애인 이유는 신적인 사랑에 있다. 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라는 것이 

겸애다. 양가감정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사랑과 증오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

는 사랑의 특징이다. 신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만이 존재한다. 왜 사랑해야 하냐고 물으면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대야 한다.

4. 겸애를 해야 하는 이유

1) 겸애는 마땅히 해야 할 당위이다. 의로움이고, 정의이다.

2) 겸애는 천지(天志- 하느님의 뜻)이다. 천귀(天鬼)의 뜻이다. 겸애를 하는 자에게는 하

느님과 귀신이 상을 주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 이것은 ① 당위 이론에 가깝다. 

하늘의 뜻은 당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땅히 겸애를 해야 한다. ② 상과 벌은 이익과 

손해의 이론이다. 이것은 경험론적이다. 따라서 겸애를 하는 것이 이롭다.

하느님과 귀신은 초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성

적으로 추론하기도 어렵다. 경험론자인 묵가의 무리는 귀신은 보고 듣는다고 한다. 하느님

은 어떤가? 감각 지각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신앙심의 대상이다. 감성도 이성도 아닌 신

앙심이다. 이 지점에서 묵가는 경험론을 벗어난다.

3) 兼相愛 交相利 ; 상호성은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내

가 남을 해치면, 남도 나를 해친다. 따라서 겸애를 하라고 한다. 아래는 묵가의 유명한 구

호이다. 굳이 ‘相’을 넣어서 말한다.

兼相愛 ① 겸하여/전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② 서로 사랑함을 겸하라/전체화하라.

交相利 ① 교환하여 서로 이롭게 하라. ② 서로 이롭게 함을 교환하라.

이 두 구절에서 ‘相’을 빼면 다음과 같이 된다.

兼愛는 사랑을 전체화하라. 전체적으로 전체를 사랑하라. 交利는 이익을 교환하라.

“전체를 사랑하라. 이익을 교환하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상동(尙同)’이 나타난다.

4) 겸애와 상동의 관계에서 겸애는 상동에서 구현된다. 겸애의 구체적인 의미는 상동이

다. 尙同 ① 위와 같아짐, ② 같아짐을 숭상함. 이 두 의미가 다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⑴ 태초에 국가가 없을 때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했다. 자신의 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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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라는 결과로 모두가 모두와 싸웠다. 그래서 모두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전체의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에 사람들이 꾀를 낸다.

⑵ 도구적 이성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이성이다. 이익의 도구가 되는 이성은 모두가 

손해를 볼 때, 그것도 처절하게 손해 볼 때 작동한다. 모두가 이익을 볼 때는 작동되지 

않는다. 최대 이익을 볼 때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요컨대 인간 사회는 선의 극

단으로 가지 못 하고 늘 악의 극단으로 치닫는다. 너무 심해지면, 도구적 이성이 작동을 

하고, 추락하는 인간들을 멈추고, 상승하게 만든다. 태초의 국가가 없는 상황이 바로 그런 

멈춤과 상승의 지점이다.

⑶ 태초에 싸워서 모두가 손해를 볼 때, 도구적 이성이 작동한다.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짜낸다. 바로 현명한 자, 도구적 이성이 잘 발휘되는 자를 선

출해서, 위로 올려 보내서, 분쟁하고 싸우는 당사자들의 이익 다툼, 利 = 義의 다툼을 조

정해 주게 하자는 것이다.

겸애는 이때 이익을 조정하는 현자이다. 윗사람이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이 바로 兼愛

이다. 전체를 사랑하는 것은 조정해 주어야 할 모두의 이익을 다 고려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도 빼고 차별하지 않음이다. 바로 ‘전체’란 이런 의미이다. 이는 존 롤즈가 말하는 ‘무

지의 베일’과 같다.

상동은 윗사람인 현자가 조정한 것을 아래 사람은 모두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의  뜻

과 의지가 위의 의견(조정안)과 같아져야 한다. 바로 上同이다. 혹은 위와 같아짐을 숭상

함(尙同)이다. 이렇게 따라야 현자의 조정이 가능하다. 기껏 조정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아

무 소용이 없게 된다. 아래는 위에게 자기 처분권을 넘긴다. 상동이 그것이다. 위는 그 자

기 처분권을 모두 모아 가진다. 그것이 그의 권력이다. 그 처분권으로 조정할 때 겸애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따라서 아래는 위의 조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⑷ 바로 이 지점에서 겸애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왜 ‘兼 = 전체’라는 말을 넣는

지 그 필연성이 밝혀진다. 윗사람 현자가 조정할 때, 한 사람의 이익도 빼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된다.

5) 交相利 - 서로 이롭게 함을 교환하고, 이익을 교환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남을 해치면, 남

도 나를 해친다. 이런 상호 교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交相利는 그것보

다 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바로 힘의 문제이다.

묵자는 천하의 큰 문제로 늘 두 가지를 든다. ① 백성의 세 가지 근심(三患)인 의식주의 

문제이다. ② 강자가 약자를 겁탈함은 바로 ‘交相利’와 연결된다.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공격하고, 대가(大家)가 소가(小家)를 유린한다. 강자가 약자

를 겁탈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린다.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음을 속이고, 귀족이 천

민을 멸시한다.

이 여섯 가지의 사항의 관계는 힘의 관계이다. 마치 유가에서 말한 5륜의 인간관계와 

비슷하다. 이를 요약하자면, 강자가 약자를 우격다짐으로 겁탈함이다. 이는 당시의 풍조였

다. 정복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지점에서 묵자는 심각하게 회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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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두 측면을 가졌다. 양날이 달린 칼이다. 힘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쓰는 것은 다

음의 두 경우가 가능하다. 

⑴ 공격, 정복은 약육강식이다. 정글에서 두 짐승이 만나면 어떻게 할까? 0.1초 안에 

도망갈지 공격할지 결정해야 한다. 전국시대 당시가 바로 정복 전쟁이 횡행했다. 윤리 도

덕, 이념과 정의는 다 팽개친다. 오직 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로섬 게임이다. 이긴 

자가 다 갖는다. 진 자는 0을 가진다. 결국 이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된다.

⑵ 관대 포용 사랑에서 남을 돕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힘이 없는 자가 남을 도

울 수는 없다. 따라서 힘이 세면 셀수록 도울 수 있는 남은 많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힘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다. ⑴ 공격 정복, 약육강식. ⑵ 사랑, 도움, 이롭게 함의 이 

둘을 각각 묵자는 別과 兼이라 한다. 別 = 차별함이고, 兼 = 전체를 아우름과 사랑함이

다. 겸애는 바로 힘을 사랑에 씀이다.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약자에게 나누어 줌이다. 그

러면 약자도 이익을 강자에게 보태 준다. 서로 이익을 나누고 교환한다. 交相利이다. 이럴 

경우,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전체적

으로 이익이 최대화된다. 그것은 알기가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세상의 강자는 으레껏 공

격 전쟁으로 나간다. 중국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돕는 체제를 

만든 적이 없다. 중국의 모든 왕조는 정복 왕조이다. 전쟁을 해서 최종 승리자가 세운 나

라이다. 나라와 백성은 전쟁 승리로 얻은 전리품, 획득물이다. 그래서 승자는 주인, 백성

과 관리는 노예가 된다.

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는 길보다, 공격 정복해서 노예로 지배하는 길을 선택할까? 그 

길은 늘 노예의 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역사에는 반복된다. 현재 시진

핑도 그렇다. 미국 한국 대만 홍콩 티벳 신장 인도 등 이웃과 싸우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래서 다 정복하겠다는 것인가?

6) 묵자의 성악설

묵자는 인간은 이기심과 욕망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성악설의 입장을 가

진다. 그렇다면 욕망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겸애를 실천할 수 있을까? 겸애와 성악설은 

서로 대립 관계이다. 

묵자는 상식적 경험론자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노동하고, 물자를 아껴쓰

고 절약해야 한다(節用).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적 욕망뿐이라서, 윤리와 도덕 규범이 차

지할 자리는 없다. 이것은 고자의 白紙說과 같다.

인간의 본성에는 윤리, 도덕, 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물들이는가에 따라서 마음

의 색깔이 바뀐다. ｢소염(所染 물들임)｣ 편의 주제가 이것을 말해준다. 인간은 선한 사람

에게는 선함을, 악한 사람에게는 악함으로 물들여진다. 내가 어울리는 주변 사람이나, 윗

사람에게 물들여진다. 묵자는 이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천지(天志-하늘의 뜻)에 물들여 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겸애이고, 그것이 최고의 선을 이루는 도구라

고 보기 때문이다.

묵자는 그 당시의 혼란이 구별(別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본다. 나와 타자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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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짓고, 타자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기심이 문제의 원인이라 본다. 태초의 자연 상

태에서는 온전히 자기 이익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타인의 본성을 적대시하고 악으로 치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다툼으로 혼란한 것이다.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자

의 조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자의 덕목이 겸애이다. 그리고 이 현자는 하늘의 

뜻인 겸애에 물들여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악설과 겸애의 이해 충돌이 해소한다.

5.2, 겸(兼)과 별(別), 겸애와 인(仁)

1. 兼과 別의 구별

이익다툼의 문제는 겸과 별의 문제로 이어진다. 겸(兼)과 별(別)은 구분 구별 차별에서  

나누어진다. 기본 핵심은 ‘나와 남’의 구별이다. 강자의 6害는 이 구별에서 발생한다. 기

존 학설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치중된다면 묵자의 겸별은 통치론의 문제로 귀결되어진

다. 

1) 별사(別士)의 문제

그러나 천하의 선비로, 겸함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이 오히려 그치지 않는다. 

가로되, “(겸애는) 곧 좋다. 비록 그러하나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 

스승 묵 선생이 가로되, “쓰되 안 된다면, 비록 나라도 또한 

장차 그것을 비난하겠다. 그러나 어찌 좋은데 쓸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 

잠시 시험 삼아 두 가지로 그것을 진행시켜 보겠다. 누가 두 선비가 되겠는가? 

그 한 선비로 하여금 구별됨을 잡게 하고, 그 한 선비로 하여금 겸함을 잡게 하자.

이런 까닭으로 구별하는 선비의 말에 가로되, 

“내가 어찌 능히 나의 벗의 몸을 위하기를 나의 몸 위하듯이 할 수 있겠는가? 

내 벗의 어버이를 위하기를 나의 어버이 위하듯이 하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물러나서 그 벗을 보되, 그 벗이 굶주려도 먹이지 아니하고, 추워도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이 들어도 모시고 기르지 아니하며, 죽어서 초상을 치루어서 장

례식 하여 묻지 아니한다. 구별하는 선비의 말이 아와 같고, 행위가 이와 같다.

然而天下之士非兼者之言, 猶未止也. 曰 “即善矣. 雖然, 豈可用哉？” 

子墨子曰：“用而不可, 雖我, 亦將非之. 且焉有善而不可用者？” 姑嘗 兩而進之.

誰以為二士? 使其一士者執別, 使其一士者執兼是故 別士之言曰 “吾豈能為吾友之身,

若為吾身, 為吾友之親，若為吾親.” 是故 退睹其友, 飢即不食, 寒即不衣, 疾病不侍養,

死喪不葬埋. 別士之 言若此, 行若此.  ｢겸애｣ 하4

유가의 통치론은 國=家, 가족 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시키는 단면이 있다. 모든 면

의 관계가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인적인 도덕이 국가적 통치로 확산된다. 그러나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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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상동과 겸애 이론에서 이해 조정과 강자의 사랑을 통치 이론의 기본 모티브로 제시

한다. 이와 반대인 것이 법가인데, 그들은 힘에 의한 재산의 증식과 관리에만 중점을 둔

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 약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묵자는 이런 구조를 반대한다. 법가

가 근시안적 현실주의라 한다면, 묵가는 원시안적 현실주의에 해당된다. 

2) 겸애를 하는 선비

겸하는 선비의 말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위 또한 그러하지 않다. 가로되, 

“내가 듣자하니, 천하에 높은 선비가 된 자는 반드시 그 벗의 몸을 위하기를, 

그 몸을 위하는 것과 같고, 그 벗의 어버이를 위하기를, 그 어버이 위하듯이 한다. 

그런 뒤에라야 가히 천하에 높은 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물러나서 보면, 그 벗이 굶주리면 먹이고, 추우면 옷을 입히고, 

병을 앓으면 모시고 기르고, 죽어서 초상을 치루면 장례식으로 그를 묻어 준다.

겸하는 선비의 말이 이와 같고, 행위가 이와 같다.

兼士之 言不然, 行亦不然, 曰 

“吾聞 為高士於天下者, 必為其友之身, 若為其身, 

為其友之親, 若為其親, 然後可以為高士於天下” 

是故退睹 其友 飢則食之, 寒則衣之, 疾病侍養之, 死喪葬埋之.

兼士之 言若此, 行若此. ｢겸애｣ 하4

묵자가 언제나 고심하는 것이 백성의 3환(患)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다. ‘飢則食之, 寒

則衣之’에서는 노동하는 백성의 휴식이 빠져있다. 그 대신에 질병과 죽음을 도입시켜 노

동보다 더 심각함을 부각시킨다. 

3) 겸애를 하는 자에게 가족을 맡겨라.

논리적인 묵자의 판단은 3표에 근거한다. 3표는 근본, 근원, 쓰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로움, 이익을 선호하고 선택한다. 그래서 別보다 兼이 이롭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약 전쟁이나 사신에 나간다면 그들의 가족을 누구에게 부탁하겠는가? 이것은 兼과 別

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이 국가론 통치 론과 연결시키지 

않고, 개인적 도덕 판단으로 생각한다는 데에 있다. 죽음의 가능성을 두고 가는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의 안위와 생존이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고뇌이다. 묵

자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겸애인 것이다. 절실한 

비유를 드는 것은 국가의 역할인 겸애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묵자는 국가는 ‘겸애의 구현

체’라고 본다. 

법가인 한비자는 법으로 군주권을 구현하는 것을 인정한다. 법은 군주 한 개인의 재산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묵자와는 정 반대의 입장이다. 묵자의 겸애는 약자인 하층

민, 백성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愛利와 惡賊의 구분은 兼↔別의 구분과 같다. 추상적인 

사랑을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치환한다. 실천을 유도하는 실용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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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의 인(仁)과 묵자의 겸애(兼愛)

1) 유가의 인(仁)의 특징

⑴ 仁은 사람과 사람 사이(倫)에서의 사랑이다. 이것은 사람 사이는 가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仁이라는 사랑의 출발점은 가족이다. 오륜(五倫) 가운데 ‘부자유친, 부부유별’은 가

족 사이의 사랑이다. 다섯 가운데 둘이 가족 관계이다. 이외에도 형제 사이의 사랑인 弟 

역시 중요하다.

⑵ 이런 사랑은 확장될 수 있다. 가족 사이의 친밀 유대 애착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맹자가 말한 親親 仁民 愛物, 혹은 �대학�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그

것이다. 이는 맹자가 國 = 家라고 한 봉건제의 관념화의 핵심이고, 온정주의적 군주정의 

핵심 이론이다. 군주는 나라를 자기 집안으로 보아야 한다. 집안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가산 국가 이념을 가족주의, 가족 사랑으로 완화시킨다. 이렇게 백성을 온정적으로 보아야 

국가가 오래 간다. 그래서 맹자의 仁政(사랑의 정치)은 중국에서 군주정, 왕정의 표준 이

론이 된다.

⑶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서 仁은 인격의 기반이 된다.

인격이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협조와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다. 불화(不和)와 갈등이 

없음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 상대에 대서 친밀감을 가

져야 한다. 상대가 적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우호적으로 대함이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관계를 가장 적절한 것(中庸)으로 규정한 것, 즉 예(禮)를 따라야 한다. 예를 따를 때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불화가 적어진다.

이상에서 우리는 유가의 인(仁)이라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묵자의 겸애

兼愛는 전체 사랑으로 어떤 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다 사랑함이다. 別愛는 

구별하는 사랑으로 한 부분만 사랑함이고 다른 부분은 사랑하지 않음이다.

겸애가 필요한 때, 尙同의 경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주장한다. 利=

義이다. 그래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한다. 그러면 전체의 이익이 줄어든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현명한 자를 뽑아서 중재자로 임명한다. 중재자의 조건이 겸애이다. 그의 

중재를 해당자 모두가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상동(尙同 같아짐을 숭상함)이

다. 요컨대 묵자가 말하는 겸애는 상동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다.

위가 중재하면서 겸애를 발휘하면, 아래는 상동을 한다. 겸애와 상동의 맞교환이다. 위

의 중재를 아래가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이유는 兼愛, 즉 전체를 사랑함이다. 전체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익이 최대화되게 중재한다. ① 빠짐없이 모두의 이익 

고려. ② 전체의 이익 최대화는 이 둘이 兼愛의 兼(전체, 모두)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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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 겸애의 차이

이렇게 볼 때, 仁과 兼愛의 차이는 분명하다. 유가와 묵가의 철학의 차이를 그대로 반

영한다. 유가는 인치(人治)를 주장한다. 군자는 인격자이다. 인격에 근거해서 통치한다.

묵가는 경험론자이다.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화시키는 방

향으로 중재하는 덕목이 바로 겸애이다. 이는 존 롤즈의 정의론의 ‘무지의 베일’과 비슷하

다.

겸애는 상동과의 연관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겸애’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별애(別愛)는 차별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서, 겸애를 상동과 

연결시켜서 보지를 못 한다. 이 결과 겸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다.

⑴ 인(仁)은 인격으로 개체가 가진 사랑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간관계는 5륜이다. 

倫은 인간관계를 뜻한다. 다섯 가지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베품이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 그것이다.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의 3강 역시 마찬

가지이다. 이는 인간관계이되, 상하의 위계질서, 혹은 주종의 관계이다. 사랑은 미움의 에

로스적 사랑이다.

이는 예에 의한 욕망 제어로 나간다. 공자는 욕망과 거리 두기를 한다. 묵자는 욕망을 

긍정하고 충족시키려 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

⑵ 겸애(兼愛)는 전체 사랑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이 이익으로 갈등할 때, 모

두에게 제 몫을 주는 공평한 분배가 겸애이다. 따라서 묵자는 겸애를 ‘兼相愛 交相利’라

고 한다. 사랑은 서로 전체를 사랑하고, 이익은 서로 나눔이어야 한다. - 이는 롤즈가 말

한 무지의 베일과 같다. 이것은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다주지만, 현실은 천하가 손해 보는 

길로 간다.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다. 別愛이다.

4) 인(仁)과 겸애

“인격적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하니, 이로써 일을 삼는 자이다. 

그렇다면 천하의 이익은 무엇이고, 천하의 해로움은 무엇인가?”

“이제 만약 나라가 나라와 더불어서 서로 공격하고, 집안이 집안과 더불어서 서로 빼

앗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해친다. 임금과 신하가 은혜롭고 충성하지 않고, 아

비와 자식이 자애롭고 효도하지 아니하고, 형과 아우가 조화롭고 어울리지 못 한다면, 

이것이 천하의 해로움이다.”

仁人之所以為事者, 必興天下之利, 除去天下之害, 以此為事者也。然則天下之利何也？

天下之害何也？今若國之與國之相攻, 家之與家之相篡, 人之與人之相賊，君臣不惠忠,

父子不慈孝, 兄弟不和調, 此則天下之害也.  「겸애」 중1

仁人 겸애를 가리킨다. 이로움(利)와 해로움(害)은 경험론과 공리주의적인 판단의 기준

이 된다. 은혜(惠)는 임금이, 충성(忠)은 신하가 해야 한다. 사랑(慈)은 아비가, 효도(孝)는 

자식이 해야 한다. 군신, 부자, 형제라는 단어에서 유가의 가족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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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애와 반대인 힘의 강약에 의한 공격 약탈 해침을 비난한다. ｢상동｣ 편의 ‘下比’이다. 묵

자는 힘이 아니라 겸애를 통한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주장한다.

정복 약탈은 식민지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 약탈도 무역의 일종이다. 이것은 이익이 그

리 많지 않다. 현대는 이 방법보다는 무역에 의한 수익의 증가 방안을 택한다. 힘에 의한 

정복 전쟁은 정권교체 방식이다. 진시황, 항우, 유방이 그렇다. 이것을 답습한 이가 모택

동이다. 묵자는 이 전통을 꺼려한다. 겸애와 비공에 의존한다.

3. 유가와 묵가의 사랑의 차이 - 겸애와 효

만약 내가 먼저 사람들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에 종사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으로 보답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사람들의 어버이를 미워함에 종사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으로 보답하는 것인가?

곧 반드시 내가 먼저 사람들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에 종사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곧 저 (사랑을) 서로 교환하는 효자인 자들이 과연 부득이한 것이어서, 먼

저 사람들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에 종사할 것인가? 아니면 천하의 효자들을 

어리석다 하여, 그로써 올바름으로 삼기에 넉넉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가?

若我先從事乎愛利人之親, 然後人報我愛利吾親乎？ 

意我先從事乎惡人之親, 然後人報我以愛利吾親乎？ 

即必吾先從事乎愛利人之親, 然後人報我以愛利吾親也. 

然即之交孝子者, 果不得已乎, 毋先從事愛利人之親者與？ 

意以天下之孝子為遇 而不足以為正乎？   ｢겸애｣ 하16

1) 유가의 효(孝)는 가족 사이에서의 도덕적 덕목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서 

타인의 효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전체를 사랑하는 겸애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다르

다. 묵자의 입장에서 효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것은 겸애가 

서로의 이익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부모에 대한 효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 사랑은 주고받는 상호 관계가 명확하다. 나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면 타인

도 마차가지로 그에 맞대응 할 것이다. 이처럼 겸애는 효와 반대인 입장을 가진다. 

이점에서 맹자는 묵자를 거세게 비난한다. 타인의 부모도 나의 부모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관점은 자신의 부모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유가는 효의 독점을 주장한다. 효는 편

애로서 자기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윤리지침이다. 

2) 겸애는 일종의 동일률이다. 유가의 별애와는 차별되는 구조이다. 맹자가 보기에 이웃

의 부모는 그저 타인일 따름이다. 위급의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를 우선시하는 것은 유가

의 당위이다. 

묵자는 이런 효의 독점은 겸애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므로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한

다. 그리고 사랑과 증오의 상호성을 염두 해 두고 이런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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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와 맹자의 말하는 사랑의 근원은 모두와 가족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맹자가 묵자를 

無父無君라고 비난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유가는 國=家이므로 忠=孝의 구도는 당연한 

것이다. 유가의 학교에서 공부한 묵자일지라도 이 부분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유가의 

국가 구도는 결국 가산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이것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효는 겸애와 비교하기는 다소 난점이 있다. 효는 개인이 행해야하는 윤리 

도덕 강령이다. 사적인 규율을 국가의 통치와 연결시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묵자는 감지하고 있다. 묵자는 그런 이유에서 개인적 덕목과 통치적 덕목인 효과 겸애를 

분리시키려 한다. 

4. 유가의 별애(別愛)와 묵가의 (兼愛)

유가의 묵가는 사랑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묵자는 그것을 겸애와 별애라 한다.

1) 신 개념의 차이

묵자의 신은 겸애, 아가페, 사랑의 원동력이다. 그는 신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인간의 

눈을 버리고, 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인간을 대하라고 한다.

기독교의 신은 전지전능, 절대자, 인격신이다. 인간은 불완전자이고, 신은 완전자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귀의한다, 기댄다, 안긴다.”의미로 다가간다.

이런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전지전능한 절대자인 신”에서 문제가 생긴다. 절대자이

긴 한데, 초월자이다. 인간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다. 반대로 인간이 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 물리적 구조적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① 성직자가 신을 대신한다. 이것은 독신죄에 해당한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목사가 신

을 대신한다. 신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목사 성직자에 대한 철저한 헌신으로 이전 된다. 

신에의 귀의가 성직자에의 귀의가 된다. 盡人事 待天命은 인간의 일을 다 하고, (자기 이

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림이다. 이는 유가적 이론이면서, 범신론이

다. 기독교의 유일신론, 절대자의 신은 처음부터 귀의하고 푹 안겨야 한다.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고, 이성을 하느님의 권위에 귀속시킨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

문제는 하느님은 초월적 존재라, 인간이 그에게 귀의하거나, 안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성직자에게 귀의한다. 성직자는 반대로 신도들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복

종하기를 바란다. 성직자는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신 자체가 된다.

② 대부분 성직자가 신을 이용한다. 신흥 종교의 교주가 자신이 만든 신을 자신이 믿어

야 하는가? 이는 태초에 신이 무에서 세계를 창조한 것과 비슷한 모순이다. 자신이 만든 

신을 자신이 믿는가? 아니면, 그 신을 이용하는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 김요셉이 아하츠페르츠 신을 내세운 신흥 종교를 만든다. 신

도는 오직 조동팔 하나이다. 요셉이 그 종교를 버렸다. 조동팔은 아하츠페르츠의 이름으로 

배교자인 김요셉을 죽인다.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의 ｢대심문관｣에서 대심문관이 재림한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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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해서, 마녀로서 화형에 처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화형에 처한다. 그는 성직자

이지만, 하느님과 예수를 믿지 않았다.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신자들에게는 믿으라 강요

한다. 

묵자 역시 그런 사이비 교주, 성직자인가? 무식한 백성들에게 겸애를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을 도입했다. 신의 상과 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겸애를 하게 하려 했다. 결국 

묵자는 자신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 신도들에게 신을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은 주희 등 전통적인 철학자, 그리고 풍우란과 같은 현대의 학자들이다.

묵자는 그런 사이비 교주가 아니었다. 그 스스로 신을 독실하게 믿고, 열심히 겸애를 실

천했다. 본인이 믿고, 신의 겸애를 진지하게 실천하였다.

2) 아가페와 에로스의 차이 - 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의 형태는 조건의 여부를 가지고 있는 에로스적 사랑과 무지의 베일과 같은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 전자는 인간의 육체적 결합과 쾌락을 전제로 가진다. 일반적인 남

녀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 조건을 요구한다면 면에서 유가의 별애(別愛)와 같다.

아가페적 사랑은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모성애 같은 것이다. 이 사랑은 헌신적이며, 

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렇듯 조건 없는 사랑은 겸애(兼愛)와 뜻을 같이 

한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이며 인격신이다. 

인간은 이런 신에게 귀의하고 안기기를 갈망한다. 사람이 힘들 때 하느님을 찾는 것은 말

이 안 되는 이유다. 너의 일을 다 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판단한다는 것

이므로 괘씸한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은 유교적인 발상이다. 절대자적 신은 

사라지고 믿음의 반쪽만 남은 것이다. 무조건 하느님을 믿고 귀의하면 모든 일이 쉽게 해

결된다.

3) 기독교의 이단 심판

교회의 큰 문제점은 이단을 가려내는 것에 있다. 기독교와 겸애는 차이가 있다. 신에 대

한 개념에서 묵자의 하느님은 겸애와 아가페적 사랑으로 접근한다. 묵자에게는 기독교적 

문제가 없다. 기독교가 갖는 절대자, 전지전능에 대해서 갖는 원초적인 문제는 구체적 대

상의 부재라는 점에 있다. 현실에서는 인간이 신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에 귀의

함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이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자처한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는 예

수가 36명 이상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성직자가 신을 대신하여 자신이 하느님이라 착각하는 독신 죄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죄이다. 신비체험은 성경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카톨릭은 성경

해석이 일원화 되어있다. 기독교는 지방 자치 분권을 넘어선 자본주의적 확장선에 있다. 

패배자는 절대자를 찾는 특성을 가진다.

② 교주는 자기가 만든 신을 믿지 않는 오류를 범한다. 신을 믿지 않는 성직자이다. 하

느님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人子)』에서 주인공은 “네가 만든 

신의(아츠페르츠)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한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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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는 자기가 만든 신에 충실하다. 그 신은 겸애의 본체이고 절대자가 아니고 사랑을 

이끄는 원동자다. 핵심은 전지전능한 절대자를 인정하나 신은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에 있다. 묵자에 대한 시비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묵자는 신을 이용한 사람이다. 여기서 

사이비 교주의 문제가 생기고, 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이비 교주의 문제에 부딪친다. 

그러나 묵자는 절대자를 강조하지 않고 겸애만 강조한다. 그런 이유에서 이용가치가 적다. 

4) 유가 인(仁)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仁)’이다. ‘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랑과 인격이다. 

인격자는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仁은 가족 간의 사랑이다. 이것이 확

장되어 국가와 시회 전체로 확장된다.

묵자는 유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공자 제자의 무리였던 사각(史角)의 후예에게서 학

문을 익혔다. �시경� �서경�의 인용, 삼표(三表)에 의한 판단 등이 유가(儒家) 수용의 흔적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가적 사랑을 거부하고 겸애를 주장한다. ‘겸애’는 유가의 별애

(別愛)와는 반대이다. 별애(別愛)는 차별적 사랑이고, 겸애는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유가는 에로스적 사랑을 주장하고 묵가는 아가페적 사랑을 주장

하는가?

① 유가는 사랑의 조건으로 인(仁), 예(禮), 의로움(義), 정명(正名)이라는 윤리적 도덕적 

덕목을 강조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랑해 주고, 어기면 미워한다. 유가의 조건은 인

간을 도덕과 윤리의 규정으로 가두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 구조상 부도덕을 제제하지 않

으면 그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의 무모한 자식 사랑은 자식을 부도덕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인간이 상대를 미워하는 이유는 사랑함에 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잔소리 하

며 고쳐주려 하고, 미워한다. 이 점에서 보듯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사랑하기 때문

에 관심을 가지고 귀찮게 하고, 증오를 하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는 ‘양가(兩價) 감정’이

다. 유가의 사랑과 증오는 동시성(同時性)을 가진다.

반면 아가페적 사랑은 온전히 사랑만 있는 신적인 사랑을 말한다. 유가에서 말하는 ‘양

가(兩價)’ 감정이 없다. 신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유가의 에로스적 

사랑은 사랑과 증오를 함축하고, 그 속에 차별과 구분을 내포하고 있다. 유가는 윤리적인 

측면과 비윤리적으로 구별하여 별애(別愛)를 한다.

② 이에 대해 김승석22)은 유가의 인(仁)과 묵자의 겸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도식을 

비판한다. eros와 agape는 서양의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이다. eros는 남녀 간의 사랑이

고, 인(仁)은 인격자의 도덕적인 사랑이다. 반대로 agape는 절대적이며 전지전능한 신이 

하는 사랑이다. 예수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다. 예수만이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나 겸애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고, 특히 지배층에게 강조하는 

덕목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仁)과 겸애(兼愛)를 에로스와 아가페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22) 그는 울산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이다. 묵자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기존의 

학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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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겸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묵자는 하늘의 

뜻(天志)을 겸애라고 한다. 하느님은 인격신이고, 사랑을 하는 겸애의 주체이다. 따라서 

신이 하는 사랑이므로 아가페적 사랑이다. 겸애의 겸(兼-아우름, 전체)은 여러 사람을 말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체적인 측면일 수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전체에게 모두 적용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전체’와 ‘무조건’이라는 뜻에

서 볼 때 겸애가 악페적 사랑이라 볼 수 있다.

③ 김승석은 상동과 겸애의 상호 교환이라는 도식도 비판한다. 이 도식은 윗사람은 겸

애, 아랫사람은 상동으로 고착화시킨다는 인상을 주는 면이 있다. 겸애는 모두가 할 수 있

는 것이다. 상동(尙同) 역시 ‘위와 같아짐’(上同) 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같아짐을 숭

상한다’(尙同)로 봐야 한다. 윗사람의 분쟁 조정에서 다투는 당사자 두 사람이 조정 내용

을 받아들여서 숭상해야 한다. 또 두 당사자를 넘어 주변의 모든 사람 또는 조정자 까지

도 ‘같아짐을 숭상’하는 것이 상동(尙同)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세한 측면을 보지 못한데서 생기는 오해이다. 겸애는 모든 사람이 해

야 하는 것이 맞다. 상동(尙同)을 할 때 조정자의 덕목이 겸애이다. 이익 다툼을 하는 양

자를 차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겸애이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겸애이다. 윗사람의 공정하고 공평한 조정은 아랫사람은 반

드시 수용해야 한다. 즉 상동(上同 위와 같아짐)을 행해야 한다. 이점으로 볼 때 겸애와 

상동은 조건적으로 상호 맞교환이라 볼 수 있다. 

5) 그렇다면 묵자가 겸애(전체적인 사랑)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현

실적인 힘의 강약 관계 때문이다. 사랑은 힘이 있는 자가 하기 쉽다. 그렇다면 강자는 왜 

약자에게 사랑보다는 약탈과 공격을 자행하는가? 이것은 묵자의 고민이었다.

묵자가 말하는 사랑은 상대에게 실질적으로 보여 지는 이익을 주는 것이다. 삼환의 해

결이 사랑이다. 사랑을 하려면 물질적인 힘을 소유해야 한다. 사랑은 강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약자에게는 역 부족인 이상이다. 여기서 묵자의 질문의 요점이 있다. 왜 강자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 약탈, 유린, 공격에 앞장서는가?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

락을 같이 한다. 묵자 당시는 정복 전쟁이 빈번한 전구 시대였다. 강자는 더 강력해 지기

위해, 약자는 강해지기 위해 치열하게 서로 공격을 한다. 그 시대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

던 시기이다.

묵자의 겸애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었다. 강자의 입장에서  겸

애보다는 공격이 쉬운 자구책이다. 그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풍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

슨 이유로 강자는 약자를 겸애해야 하는가? 그 까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늘의 뜻

이 겸애이다. 하늘의 뜻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둘째, 겸애는 상호성을 가진다. 내가 겸애

를 하면 상대도 나에게 겸애를 한다. 약간의 조건부적 성격을 가진다. 셋째, 그런 이유로 

겸애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강자의 약자 공격은 제로섬 게임으로 필연적인 귀결이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문제를 안는다. 전쟁의 결과는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최강자 빼고는 모두 패배

해서 죽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은 이 논리로 역사를 펼쳐 나간다. 전국 시대의 7국은 치열하게 싸우다가, 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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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로 6국은 멸망한다. 묵자는 이점을 지적한다. 최강국만 남고 나머지는 멸망하는 

것보다, 서로 겸애(兼愛)하고 비공(非攻)하여 다국 공존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말한다.

이 때 겸애를 위해 하느님의 뜻을 내세운다. 하느님은 인격신으로 상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은 겸애 유도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신 아래 모든 인간은 차별없이 평등하

다. 현실의 군주가 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실적으로 약자는 힘이 없는 나라와 백성들, 더럽고 추악하고 무식하고 천한 자들이다.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과연 어떻게 이런 약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에는 예수의 시각으로 본 사랑에 대한 격언이 있다. “더럽고 추악하기에 사랑한다!”

5. 묵가와 유가의 평화 유지 방법 비교

1) 유가의 사랑의 비대칭

묵자의 겸애는 대칭적이다. 兼相愛 交相利이다. 유가의 인(仁)은 비대칭이다. 忠孝가 비

대칭의 표본이다. 효는 자식이 어버이에게, 충은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사랑과 순종, 헌

신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버이가 자식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보내는 사랑 포용을 무엇이

라 말 하겠는가? 딱히 정확한 개념은 없다. 고작해야 어버이가 자식에게 慈, 임금이 신하

에게 仁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한두 번 나오는 말이고, 일반화되지는 않는다. 결국 

충효에 대칭되는 용어는 없는 셈이다.

윗사람이 아래에 군림하는 것이 무제한인 반면, 아래가 위를 사랑하고 순종 헌신하는 

것은 무한하다. 둘 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용어의 비대칭이 가리키는 사실이

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는 아들 子가 있는 반면 딸을 가리키는 낱말이 없다. 이 또한 비

대칭이다. 

2) 법과 예의 이익 조정과 윤리 실천 ; 묵가와 유가의 차이

⑴ 묵가의 겸애는 법 ; 兼相愛 交相利는 尙同으로 위의 조정을 아래가 따르거나 또는  

위와 같아짐이다. 반면 下比는 아래가 나란히 서서 조정하는 윗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으로 서로 싸우는 상태를 말한다. 위가 조정함을 아래가 따르고, 위와 같아지는 모든 것은 

법으로 정해진다.

⑵ 유가의 인(仁)은 예 ; 유가는 사랑을 단계 별로 인정한다. 집안(家)에서 사회와 국가

(國)로 확장시킨다. 집안에서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이다. 弟는 형제의 우애이고, 別은  

부부 사이의 영역 구분과 존중을 뜻한다. 사회에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의 순서를 규

정하는 예이다. 친구 사이의 믿음은 붕우유신이다. 국가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충성

을 예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인륜’이라 하고, 다섯 가지 관계를 5륜이라 한다.

유가는 모든 단계와 인간관계에 ‘윤리 도덕’으로 규정된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구조가, 틀이 있다. 인간관계는 다 그렇다.

묵자는 인간관계를 이해 충돌과 조정으로 본다. 반면 유가는 인간관계를 윤리 도덕으로 

규정한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가 그 안에 있다. 이익 조정과 도덕의 당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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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묵가와 유가의 인간관계 개념의 차이와 같다.

⑶ 군신⑶ 관계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마땅히 복종하는 것, 그런 윤리 도덕이 있다. 군신 

관계의 성립은 정복 전쟁의 결과이다. 모든 왕조는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세운다. 정복자

가 왕이 된다. 피정복민이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된다. 힘의 관계이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유가는 군신의 지배와 복종 관계를 인륜 윤리 도덕으로 합리화하고, 고정을 시킨다. 이것

은 인륜 국가이다. 이런 관계를 이대조는 대도(大盜)와 향원(鄕原)이라 했다. 정복 전쟁 승

리자가 왕이 됨, 이는 큰 도둑이 천하를 훔친 것이다. 향원은 고을에서 두루 칭찬받는 사

람이다. 유가적 지식인이다. 이들은 관리가 되고, 왕에서 충성한다. 왕이 정복 전쟁의 결

과 최고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천명(天命)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따라서 왕에게 복종

하는 충(忠)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한다. 아첨의 극단이다. 맹자를 위시한 유가는 바로 향

원, 즉 위선자들이다. 왕에게 빌붙어, 왕의 강압적 지배를 윤리 도덕으로 합리화시키는 인

물들이다.

6. 겸애와 유가의 인(仁), 불교의 자비(慈悲)

1) 유가의 인(仁)

仁者無敵 - “사랑하는 자(인격자)는 적이 없다.” 맹자가 한 말이다. 

주나라의 여러 제후국이 있을 때, 어느 제후가 사랑의 정치, 인정(仁政)을 한다. 나머지 

제후들은 힘으로 포악하게 백성을 학대한다. 그러면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사랑의 정

치를 베푸는 제후가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 자기 나라를 정복해서 제후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결국 사랑하는 자, 인자(仁者)는 천하 모든 제후국의 백성들의 여망에 힘

입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최고 권력을 잡는다. 맹자는 무왕이 쿠데타로 임금 주(紂)를 죽

이고 왕이 된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찬양한다. 요컨대 “사랑하는 자, 인격자는 적이 없

다!” 이처럼 맹자는 공격 정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펼쳐 군주정을 부추긴다. 뒷감당

이 안 되는 무자비한 이론이다.

2) 불교의 자비(慈悲)

⑴ 慈悲無敵은 “자비는 적이 없다.”이다. 이 말은 과거 도선사 입구 비석에 적혀 있었

다. 이는 맹자의 仁者無敵을 차용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기본 교리를 잘 나타낸 

말이다.

慈悲는 ‘사랑 슬픔’, ‘사랑의 슬픔’, 즉 ‘슬픈 사랑’이다. 慈는 사랑하다, 悲는 슬퍼하다 

또는 슬픔을 말한다. 왜 불교는 慈悲라 하여 ‘사랑’에다 ‘슬픔’을 붙이는가? 결국 ‘사랑=

슬픔’이라는 뜻이다.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았다. (김현

식 ｢사랑했어요｣) “사랑을 하면, 슬픔을 알게 된다.” (토마스 만, ｢토니오 크뢰거｣)

왜 사랑은 슬픔이고 아픔인가? 사랑하는 상대는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싸우고 핏대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 유가는 사

랑은 증오로 본다. 에로스가 그것이다. 사랑은 증오이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고 슬픔이

다.



- 213 -

⑵ 불교는 이와 다른 의미에서 ‘사랑=슬픔’(慈悲)이라 한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붇다는 ‘苦 集 滅 道’라 한다. “고통, (고통이) 모임, (고통이) 소

멸함, (소멸의) 방법”이다. 모임은 12연기설이다. 滅은 고통이 소멸하여 열반 해탈하는 것

이다. 道는 방법으로 8정도로 나타난다. 苦의 고통은 생노병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미

워하는 사람과 만남. 욕망을 채우지 못 함이다.

인간의 본질은 고통이다. 고통에서 벗어남이 열반 해탈이다. 그러나 8정도를 걸어서 열

반 해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처님 정도에서 끝이다. 결국 대다수의 인간은 해탈하지 

못 한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 윤회를 한다. 그렇다면 해탈에 헛된 희망 고문을 당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이라.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 고통은 

너의 존재이고, 그 바탕이고, 너 자신이다. 네가 고통이고, 고통이 너 자신이다.

⑶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심정은 슬플 수밖에 없다. 나

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의 존재 역시 다 고통이다. 고통 = 슬픔이다. 슬픔인 이

유는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⑷ 여기에서 ‘善知識’ 개념이 나온다. ‘잘 아는 이’를 뜻한다. 불교에서 ‘도반(道伴)’이라 

하는 것과 같다. 道伴은 “도(道)로 향하는 친구, 동반자”이다. 반면 ‘善知識’은 인간 존재

와 고통과 열반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이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친구이다.

인간은 혼자서 苦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친구들과 벗들과 더불어서 고(苦)를 

벗어나서 해탈로 가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친구들을 ‘善知識’(잘 아는 이)이라 한다.

사랑은 슬픔이다. 슬픔이기 때문에 연대를 하고, 동료가 될 수 있다. 고통의 짐을 나누

어 질 수 있다. 슬픔은 연대를 뜻한다. 

⑸ 불교에서 慈悲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 존재의 고통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悲 = 슬픔 = 고통(苦)을 의미한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공감과 사랑을 慈라고 한

다. 善知識이 그런 개념이다. 나는 道伴 보다 善知識이라는 말이 더 낫다.

“자비는 적이 없다.” 왜 慈悲無敵인가? 인간 존재의 바탕에 있는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고통을 나누어진다. 보살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포용한다면, 대체 누가 그와 적대시하겠는가? 누가 그를 미워하겠는가? 

기독교는 모두를 용서하는 자를 말한다. 불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없다고 한다.

이것이 慈悲의 사상이다.

3) 겸애 - 국가 구성의 원리

⑴ 묵자는 맹자가 주장하는 폭력성의 가면을 쓴 인(仁)과 불교의 슬픔으로 가득 찬 자

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군주의 입장에서 가진 인

(仁)은 지배자의 정당성에만 치중되어 있지, 백성의 기본적인 고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본(民本)주의가 그렇다. 불교의 자비는 현실을 초월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불교

의 경험적 사태인 12연기는 현실을 파악하게 하고 내면적인 안정을 유도한다. 수양이 삼

환(三患)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묵자는 전국 시대 당시의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다. 정

복 전쟁을 줄이고 백성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라 보았다. 그래서 지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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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겸애(兼愛)를 요청하고 상위 심급인 하느님을 통해 당위성을 부여하려 했다. 최상위 

심급인 하느님도 겸애를 하니 지배자인 군주도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천지(天志)인 것이다. 피지배자의 상동(尙同)은 지배자에게 이런 겸애를 불러일으키는 촉

매제이다. 인생은 give and take 이다. 서로에게 손해 볼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묵자의 겸애는 경험적 현실을 고려한 논리적인 방안이다. 유가의 인(仁)과 법가의 법

(法)을 잘 혼용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한 사상가이다.

⑵ 이처럼 겸애는 의무인 동시에, 상호주의, 천지(天志) 이다. 신적인 사랑인 겸애는 신

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 겸애는 양가(兩價) 감정(ambivalence)이다. 인간은 

하나의 대상을 두고 사랑과 증오의 두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신은 사랑만의 감정을 가지

고 있다. 묵자가 하느님을 요청하는 것은 겸애와의 관계가 있다. 기독교의 신은 전지전능, 

절대자, 인격신에게는 귀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묵자는 절대자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천지는 의무와 상호주의보다 강제성이 강한다. 신의 시각으로 ‘땅 위의 강자들처럼 공격

하지 말고 이 세계의 최강자인 신처럼 겸애하라.’ 하늘은 인간에게 겸애를 상과 벌의 기준

으로 삼는다. 이것은 하느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아의 방주23)나 소돔과 고

모라24)가 그 예를 보여준다. 

4) 자유 의지의 문제

① 상과 벌을 내리는 자는 하느님, 귀신, 왕과 관리들이다. 묵자는 이 모두를 다 인정한

다. 공자와 맹자는 상벌을 부정하는데 비해 묵자는 반대로 상과 벌을 인정한다.

이유는 신과 인간이 연결되었다는 관계에 있다. 신의 뜻이 구현 되었다면 상과 벌은 의

미가 없어진다. 인형극의 모델과 동일하다. 인간과 신은 서로 독립되어 있고 서로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자, 신은 완전자이다. 따라서 인간은 죄를 저지르

고 신은 심판하는 자이다. 기독교에서 인간과 신의분리는 선악과에서 시작되었다. 변신론

에서 신의 변론에 대한 모순 1. 신이 창조한 세계에 악은 왜 있는가? 2.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이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 부문은 욥기편에 묘사되어 있다. 악을 

설명하기 위해 사탄을 등장시킨다. 그렇다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냐? 선한 신이 왜 악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욥기의 절규다.

전달 메시지는 선악과에서 인간과 신의 자유의지에서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다. 욥

기 편에서 여호와가 신이 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가 받은 십계명만 잘 지키면 하느님이 보호해 준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욥기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은 신을 불신한다. 유대교의 1번째 위기는 신이 있어도 상과 벌이 공평하

23) 노아의 방주는 구약 성서의 첫장인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네모난 배

(方舟)를 가리킨다. 인류 창조 이후 인류의 선조들이 나날이 포악해지므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였다. 다만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노

아와 그 가족만이 징벌을 면하게 되었다.

24) 소돔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이다. 소돔과 그 이웃 성(城)인 고모라는 성폭

력 및 도덕적 퇴폐가 만연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소돔에 거주하

고 있던 롯에게 의로운 사람 10명만 찾아내면 멸망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롯이 소돔을 탈출하는 동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멸망하였다. 지금은 흔

히 '죄악의 도시'를 뜻하는 비유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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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신이 왜 악을 만들었는가의 모순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을 수용해야만 한다. 신이 

있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모순을 인정해라고 한다. 욥기의 교훈은 인간의 신앙은 행복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나타 난다에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성공

신화에 빠져 있다. 영생, 건강, 부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판단하지 마라! 에서 귀의의 개념과 신에게 안긴다는 개

념이 확립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통해 진정한 신앙은 욥기를 통해 표출된다. 

이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골수 신앙의 의지를 부여한다.

② 이처럼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진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인간에 대한 상과 벌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

능하다. 인간을 하찮게 보는 입장에서 생기는 사항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책

임은 자아가 정립되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둔다. 

묵자는 인간을 어른으로 규정하며 책임지는 것은 상벌로 드러난다. 공자와 맹자는 백성

을 적자로 인정하여 상벌을 부정하고 교육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유가의 독재가 발생되

었다. 성인이 되면 어린이 보다 책임성이 강해진다. 이에 반하는 것이 맹자이다. 맹자는 

성인 된 백성도 적자(赤子)의 관점에 둔다.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제제하려는 의도

에서 생긴 용어이다. 핏덩이이므로 상과 벌조차 내리지 못하는 인격체이다. 이 인격체는 

지배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니, 모든 자기 처분권을 양도하라는 것이다. 홉스의 �리바이어

던�에서 말하는 자기처분권과는 의미가 다르다. 홉스에서는 성숙된 인간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강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강자의 지배자만을 위한 약자의 포기를 

말한다. 약자의 무능력을 유도해 강자의 횡포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함이다. 맹자는 인간

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무시한다. 결국 유가 교육이 부모의 결정권으로 포장되어 백성을 

규제하는 방법이 되었다. 국가는 가정이다. 묵자는 국가는 어른들의 계약 관계의 발현으로 

본다. 풍우란은 상벌의 체계에서 백성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기에 가능하다고 몰고 나간다. 

맹자의 적자(赤子)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상벌의 의미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

한 것이다. 기독교의 상벌 체계에서는 인간을 어른으로 본다. 어른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

고 행위 했으므로, 그 책임에 대한 상과 벌로 매듭지어진다. 이성이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상벌을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③ 묵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겸애를 위한 도구로 확장시킨다. 성악설의 특징은 인간에

게 상과 벌을 준다는 거에 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적 규제가 없으면 이

기심에 의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다. 법가는 법으로 규제하지만, 묵자는 하느님의 뜻인 겸

애로 인간의 욕망을 규제시키려 한다.

5) 인(仁)과 겸애의 차이

인(仁)은 가족 사이의 사랑이 모델이다. 겸(兼)은 어른들 사이의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상동(尙同)은 조직에 관한 이론이다. 이 둘의 상호교환은 전체의 이익의 최대화할 

수 있다고 묵자는 말한다.

겸애는 평등한 사랑인가? 겸애는 무차별 , 전체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다툼을 조정해줄 

현자를 구한다. 변신론과 같은 구조이다. 신은 전지전능한데, 그가 만든 세상은 선과 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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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상태다. 이것은 모순이다. 상동에서 현자의 조정을 볼 때 반드

시 선이 상을 받고 악이 벌을 받는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악만(이익, 투쟁)

있는 세상에 선(현자)이 어떻게 존재 하는가?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묵자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단지 현자를 뽑아 조정해라. 현자의 존재를 전재한다. 

현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경험론과 윤리학에서 본다면 이기적 상황에서 이타적인 행위

가 나오는가? 이기적 인간이 양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심

을 가지면 남도 이기심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기적 인간이 양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파악해야 한다. 남들이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투쟁이 이어난다. 

이기심의 측면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고 할 수 없다. 현자의 조정의 배경이다. 현자는 

극단적 이기심의 소유자로 본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동정과 배려의 바닥에

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 비난 받을 이기심은 없다. 욕망 자체의 부정은 안 된다. 모두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겸애이다.

공자는 ‘인(仁)’을 근본으로 하는 효제(孝弟, 부모 사랑과 형제 사랑)를 말한다. 이것을 

가족에서 시작하여 이웃과 사회 국가로 확장한다. 대학(大學)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는 종법적 위계질서가 주축이 된 주나라의 봉건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묵자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상대를 이롭게 해 주는 것이다. 의식주의 문제인 삼환

의 해결이 주요 안건이다. 직접적인 해택이 생기는 사랑을 강조한다. 이처럼 겸애는 경험

론적인 면과 공리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유가의 인(仁)과 구분되어진다. 仁人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仁은 유가의 용어인데 묵자가 쓴다. 묵자의 ‘仁’은 겸애(兼愛)를 가리킨다. 

5.3, 천하의 다섯가지 해로움, 해를 끼침

1. 천하의 다섯 가지 해로움

묵자는 전국 시대 당시의 천하의 해로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사람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니, 

① 강함이 반드시 약함을 잡고 

② 다수가 반드시 소수를 겁박하고,

③ 부유함이 반드시 가난함을 업신여기고 

④ 귀함이 반드시 천함에게 오만하고 

⑤ 거짓이 반드시 어리석음을 속인다. 무릇 

천하에 재앙과 빼앗음, 원한과 분노가 그 일어나는 바의 까닭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로써 인격적인 사람은 그것을 비난한다.

天下之人皆不相愛, 強必執弱, 眾必劫寡, 富必侮貧, 貴必敖賤, 詐必欺愚.

凡天下禍篡怨恨, 其所以起者, 以不相愛生也, 是以仁者非之. 「겸애」 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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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묵자 당시의 문제이다. 강약(强弱), 중과(衆寡), 부빈(富貧), 귀천(貴賤), 사우(詐

愚)는 한 마디로 말해서 힘의 강약의 관계로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는 것이다. 국가가 없

는 태초 상태는 사회적 불평이 존재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下比’하여 치열하게 

싸운다. 천자인 윗사람의 조정이 없는 시기에는 모든 것을 힘이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묵자는 겸애가 결정하게 하려 한다.

대국이 소국 공격, 대가가 소가 유린, 강자가 약자 겁탈 등의 상황을 말한다. 상동의 상

황은 바로 그런 5害와 연관이 있다.

① 태초의 상황은 대등한 개인들이 이해 갈등으로 싸운다. 

② 춘추 전국 시대는 힘의 강약이 있는 개인과 국가들이 싸운다. 그 당시 현재 상황이 

그렇다.

묵자가 당면한 것은 두 번째의 것이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묵자가 제시하는 것은 ‘이익의 최대화, 극대화’이다.

힘의 강약 관계는 제로 섬 게임으로 간다. ① 전쟁으로 손실을 본다. ② 승자 1인만 이

익이고 나머지는 제로이다. 이는 1/n로의 이익이 줄어든다. ③ 패배자에게도 장점이 있

다. 그 장점이 말살되어 사라진다. ④ 다양성이 사라진다. 통일된 국가 전체의 힘이 약화

되고, 진시황의 국가가 급격하게 망한 이유가 그것이다. 위진 시대 이래로 이민족의 침략

에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민족의 지배가 중국 역사의 2/3을 차지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진시황의 모델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 한다. 중국은 영원히 진시황의 저주를 받는다. “중적중-중국의 적

은 중국이다!” 중국을 죽이는 것은 중국 자신이다. 이것이 진시황의 저주의 핵심이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죽음의 굿판은 왕조 교체의 전쟁이다. 한 두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을 제물로 바친다.

⑴ 묵자의 모델

묵자는 단순히 약자 보호의 입장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전체의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5害는 전체 이익의 문제이다. 개인들의 분쟁, 국가 사이의 싸움에서 모두 약

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체의 이익이 최대화되어야 한다.

진시황은 오직 힘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병법가들의 병폐이다. �손자병법� 역시 마찬가

지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손자(孫子)는 몰랐다. 진시황은 오직 힘으로 강

함을 떨치고, 약소국을 멸망시킨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단 1초도 숙고하지 

않았다.

⑵ 진시황과 여불위의 차이

여불위는 장사꾼이다. 이익을 갈라먹기가 기본이다. 5대5 혹은 6대4이다. 이런 식의 이

익의 분배는 7국의 공존 이론으로 나간다. 상대가 있어야 교역하고, 이익을 나눈다. 6국을 

멸망시키면, 교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시황은 오직 힘에 의한 결정을 한다. 정복 전쟁, 

승자 독식의 제로 섬 게임은 힘의 논리이다. 이는 �한비자�에 잘 담겨 있다. �여씨춘추�와 

정반대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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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복 국가, 가산(家産) 국가와 군현제

앞에 인용한 다섯 가지 해로움은 정복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대를 공격해서 모

든 것을 다 뺏는다. 이는 주나라의 봉건제가 무너져가던 춘추 전국 시대의 현실이었다.

주나라 봉건제는 가족끼리 나눠먹는 구조이다. 제후는 천자의 종친이므로 정권유지에 

유익한 존재이다. 일종의 종법구조로 유가의 지지를 받는다. 가족끼리는 싸우지 않아야 한

다. 그러려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  주나라 봉건제는 그나마 공존의 논리

에 맞게 민주적이었다고 본다. 차후 시일이 흘러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느슨해진 결과로 

천자 다툼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복 전쟁으로 이어져 천하의 혼란을 가져온다. 인간의 이

기심을 묵어놓는 구조의 약화로 생긴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증폭의 특성을 가진다. 절

대로 축소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기는 힘들다. 묵자의 이론은 이렇게 힘든 

부분을 요구한다. 그도 알고 있지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세상을 설득하려 한다. 그 이유

는 무엇인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다. 소수의 이익은 한계를 가진다. 그것을 극복하

려면 서로의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 인간은 절대 손해 보는 짓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순

자는 식욕과 색욕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하는 것은 본성이다. 

생명유지의 기본이 먹는 것이다. 그것이 충족되면 종족 유지의 본능이 생긴다는 것이 순

자의 주장이다. 색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묵자는 이런 본능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전체의 이익은 모두가 생명을 잘 보전하고 잘 

먹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구 개인의 입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강요나 독촉을 할 수 없

다. 자유란 그런 것이다. 그 자유를 보장받기위해 모세가 하느님과 최초의 계약을 맺는다. 

묵자의 하느님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다. 묵자는 모세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다. 이

런 구도의 국가 계약관계를 구상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 법가이다. 법가는 군현제를 적용하는 가산(家産) 국

가를 인정한다. 주나라 봉건제의 시작은 정복 전쟁이다. 그러나 천자 제후 대부가 정복 전

쟁의 결과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것이 땅을 나누어 갖는 봉건제이다. 그 결과 

서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일종의 동지이고 동업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공존이 

유지된다. 

군현제 또한 정복 국가의 제도이다. 다른 점은 이런 논공행상(論功行賞)이 없다는 것이

다. 군주 개인의 사적 소유화를 강화시키는 제도이다. 정보 땅의 관리 차원에서 군주의 이

명을 받은 자가 우두머리가 된다. 그들은 군주와 이익을 나눈 동업자가 아니다. 겨우 식읍

食邑이라 해서, 조세 수취권의 권한만을 부여한다. 그러니 신하들은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임금의 것을 탈취하려는 야욕만을 가진다. 그것을 한비자는 간사함(姦)이라 한다. 이런 신

하의 간사함은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든다. 군주에게 아첨을 해야 신임을 얻는다. 그러려면 

실적이 중요하기에 백성을 도구로 삼는 것이다. 군주도 정복을 위해 장군과 병사를 이용

하듯이 그들 또한 백성을 도구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아전들도 백성을 착

취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다. 국가가 그만큼 썩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정보 전쟁의 양상은 이렇듯 명확하게 두 길을 간다. 나누어 주어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

던가, 아니면 군주 독식으로 자기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던가. 후자는 후한을 가져온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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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가를 보여준다. 진시황의 사후 전국적인 봉기에서 알 

수 있다.

신하의 간사함은 백성의 해로움으로 작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군주에게 잘 보

이려고 과장하고, 은폐하고, 모함하는 과정에서 신임을 얻으려한다. 아래로부터 경제적 착

취를 감행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조선시대 아전들이 녹봉의 빈약함을 백성에게 착취하

여 채우려는 상황이 그것이다.

5.4, 겸애 실천과 이익. 겸애에 호응

1. 겸애 실천과 이익의 극대화

1) 묵자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겸애를 역설한다.

이제 천하의 선비와 군자가 가로되, “그렇다. ‘겸함(겸애)’은 좋다. 

비록 그러하나, 천하에 어려운 것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다.”

스승 묵 선생이 말하여 가로되, 

“천하의 선비와 군자가 특히 그 이로움을 모르고, 그 까닭을 분별하지 못 한다. 

이제 만약 성을 공격하고 들에서 전쟁을 하여, 몸을 죽여서 이름을 삼는 것, 

이는 천하의 백성이 모두 어려워하는 바이다. 진실로 

임금이 그것을 설명하면, 선비의 무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물며 ‘전체로 서로 사

랑함’과 ‘교환하여 서로 이롭게 함’에 있어서 인즉 이것과 더불어서 다름에 서랴!”

대저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사랑한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이롭게 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미워한다. 

사람을 해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해친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특히 위가 그로써 정치를 하지 않고, 선비가 그로써 행위를 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然而今天下之士君子曰 “然，乃若兼則善矣,雖然，天下之難物于故也.”

子墨子言曰 “天下之士君子, 特不識其利, 辯其故也. 今若夫攻城野戰, 殺身為名, 此天

下百姓之所皆難也, 苟君說之 則 士眾能為之況於兼相愛 交相利 則與此異.”

夫愛人者, 人必從而愛之; 利人者, 人必從而利之; 惡人者, 人必從而惡之; 

害人者, 人必從而害之. 此何難之有！特上弗以為政, 士不以為行, 故也.  ｢겸애｣ 중4

묵자는 ‘攻城 野戰’보다는 ‘兼相愛 交相利’를 권한다. 유가의 ‘愛와 惡’는 사랑과 미움으

로 이익과 손해의 짝을 이룬다. 이것은 타인과 자신의 대칭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묵자

는 ‘兼相愛’에서 兼相은 겸애적 사랑의 공정, 공평한 분배를 말한다. 강자와 약자를 모두 

배려한다. ‘交相利’의 交相은 대등한 사람끼리도 가능한 이익의 등가 교환이다. 정복 전쟁

은 강자가 약자와 비 등가 교환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개인들이 겸애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攻城 野戰보다 쉽고, 상호 관계적 

대칭성이 있고, 임금이 추천 추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에서의 설득력은 크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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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의 극대화 - 겸애

왕정에서 신하는 임금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겸애의 측면도 이와 같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따라야 한다. 서로 공격하여 제로섬 게임이 되는 상황은 이익이 없다. 초 오

월의 싸움이 그렇다. 와신상담25)의 결과로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 부차를 멸망시키고, 월

나라는 초나라에게 대패한다. 이 과정은 국가 간의 손실로 이어졌다. 남방의 세 국가 초

(楚) 이 공존을 하며 균형을 이룰 때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오(吳) 월(越)의 균형이 깨진 

후는 초나라의 힘을 막을 수 없었다. 월나라 구천의 이기심은 오나라와 월나라의 멸망을 

만들어 냈다. 오나라 부차는 춘추시대의 원칙을 지켰다. 상대국의 제사를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복을 했지만, 월나라 구천은 그 원칙을 무시했다. 결국 월나라도 초나라에게 같

은 방법으로 멸망한다. 인간의 이기심은 욕심에 눈멀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스스

로 무덤을 판다. 묵자는 이런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이론을 펼친다. 겸애가 그것

을 말해주고 있다.

겸애를 국가적으로 확장한 것이 이다. 국가 간의 정복 전쟁은 별애의 결과이다. 겸애의 

부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비공(非攻)은 국가 간의 전체 이익을 최대화 시켜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이익을 무시한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러는가? 묵자는 사람들

이 利 = 義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이기적인 착각이고 오류를 범하는 논리

이다. 세상사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올바르고 의롭다고 여긴다면 그 사회는 아비규환인 상

태이다. 묵자의 태초가 그렇다. 묵자는 이 지점에서 상동(尙同)의 도입을 통해 오류를 해

결하고, 개인 간의 이익을 합리화 시키는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묵자는 겸애를 국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국외로 확장시킨다. 묵자는 도구적 이성주의를 

채택한다. 또 실용주의적 가치를 둔 실천에 집중한다. 유가(儒家)는 도덕과 윤리에만 가치

를 둔다는 것에서 묵자에게 외면을 당한다. 물론 묵자가 유가 학교에서 수학(修學)을 했다

지만, 실천적이지 못하고 현실감이 부족한 이론은 거부한다. 그는 경험주의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당위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애와 상동을 통해 전

체 이익을 최대화 시키고, 백성의 삼환(三患)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그 이익을 그

들에게 치환시켜 주려고 한다. 그의 하층민에 대한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주 논리적인 사상가이다.

묵자는 겸애를 국내적으로 상동과 연계시켜 제도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국제적

인 비공(非攻)은 명확하게 제도화 시키지는 못했다. 공존의 가능성과 상위 기구, 방식들이 

제도화 되지 않았다. 이것이 묵자의 한계이다. 

25) 臥薪嘗膽은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의 『사기』 나오는 얘기로, 춘추 시대 오나라 왕 부차(夫差)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에게 복수

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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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호응 관계로서의 겸애 

만약 진실로 군주가 그것을 기뻐하면, 뭇 사람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 하물며 

‘겸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귀어 서로 이롭게 함’이 이것과 더불어 다름에 있어서랴!

대저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사랑한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이롭게 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미워한다. 사람을 해치는 자는 사람도 역시 따라서 그를 해친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특히 선비가 그로써 정치를 하지 않고, 그로써 행위

를 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若苟君說之, 則眾能為之. 況兼相愛, 交相利, 與此異矣. 夫愛人者, 人亦從而愛之. 利

人者, 人亦從而利之惡人者, 人亦從而惡之；害人者, 人亦從而害之. 此何難之有焉, 特士

不以為政 而士不以為行 故也.  ｢겸애｣ 중6

상호 관계는 동등하거나 동급일 때는 가능하지만, 위계적 상하 관계에서는 쉽지 않다. 

어째든 상호 관계의 성립은 쉽지 않지만, 묵자는 상호 호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가 兼相愛 交相利를 하면, 상대도 이와 같이 반응한다는 것이다. 愛惡와 利害는 중재

자, 조정자의 덕목 자질 품성이거나,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다. 중재자가 

겸애를 하면 승복할 것이고, 별애를 하면 반항할 것이다. 중재자는 판결을 내릴 때는 愛

惡 利害 가운데 愛·利의 노선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쟁하는 두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愛·利는 兼相愛 交相利인 것이다.

묵자는 논리적이어서 하층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 경험론자인 묵자는 형이상적

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노자(道와 德), 공자(仁과 義), 맹자(성선설), 순자(성악설), 한비자

(法 勢 術)는 모두 형이상학적인 사상을 말한다. 그래서 묵자가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지 

않는 학자라는 이유로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치부한다.

상호 관계는 忠恕(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탈리오의 법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가성)

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꼭 등가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람들

은 처음에는 사랑과 호의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나, 그것이 반복적이면 당연시 여긴다. 일

종의 소염(所染-물들인 바)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흔한 현상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당연

하게 여기다가, 가족과 이별을 하거나 헤어지면 그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한 부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의무와 책임으로 바뀐다. 한 번의 

소홀함은 이전의 공(功)들을 전멸시킨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벗어나 묵자는 단순하게 여

긴다. 등가성에 벗어난 문제를 겸애와 결부시키지 않는다. 어찌 보면 묵자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다. 

3. ‘士君子’의 시대

묵자의 사상은 신분제의 구조에서 실력으로 가는 시대를 구상한다. 그래서 ‘士君子’를 

자주 인용한다. 선비와 군자는 동급이다. 士(무사)인 군자는 유가의 군자와 다르다. 공자 

시대는 학문을 다루는 지식인 즉 文人 文士인 군자를 양성하려 했다. 묵자시대의 士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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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였다. 묵자는 무사인 군자를 키우려 했다. 전국 시대 이후가 되면 의미가 약간된다. 공

자와는 다른 선상에서 시작한다. 위나라 상앙(商鞅)은 진나라로 가서 개혁을 추진하는 정

치가였다. 모국인 위나라를 침공할 때는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된다. 

라는 말을 매우 자주 쓴다. 춘추 시대 이래로 상식적 개념은 ‘무사인 군자’이고, ‘지식인

인 군자’는 공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士(무사)는 본래 하급 관리를 의미한다. 정복 전쟁

이 빈번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무사들의 시대이므로, 관리는 무사나 지식인이다. 이것에 

반기를 든 공자가 창안한 개념이 文人 文士이다. 묵자는 공자를 수용하는 입장이라서 문

무를 두루 갖춘 관리를 기르려 했다. 

그러나 이제 천하의 선비와 군자가 가로되, “그렇다. ‘겸함’에 이르러서인 즉 좋다. 

비록 그러하나, 행할 수 없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태산을 들고 황하와 제수를 건넘과 

같다.”

스승 묵 선생이 말하여 가로되, “이는 그 비유가 아니다. 대저 태산을 들고 황하와 

제수를 건넘은, 힘 있는 이를 끝내 협박함을 이른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

을 행할 수 있는 이는 아직 있지 아니하다. 하물며 겸하여(전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

귀어(교환하여) 서로 이롭게 함인 즉 이것과 더불어 다름에 있어서랴! 옛 성스런 왕이 

그것을 행하셨다.”

然而今天下之士君子曰“然. 乃若兼則善矣. 雖然, 不可行之物也, 譬若挈太山 越河濟

也.” 子墨子言 “是非其譬也. 夫挈太山而越河濟, 可謂畢劫有力矣, 自古及今 未有能行之

者也. 況乎 兼相愛, 交相利，則與此異, 古者聖王行之.” ｢겸애｣ 중7

대부분은 묵자의 겸애는 실천 불가능한 사상으로 본다. 그러나 묵자는 삼표(三表)를 통

해서 논리적인 논증을 한다.  

5.5, 겸애와 계약론적 국가 체제

상동의 계약론적 국가에서 겸애의 의미 역할 지위는 매우 크다. 상동의 맞은 편에 겸애

가 있다. 아래가 위와 상동을 하면, 위는 아래에 겸애를 한다. 결국 상동과 겸애를 맞교환

하는 계약 관계가 국가의 체제가 된다.

겸애와 상동의 교환과 계약은 천지(天志)의 보증을 받는다. 하늘은 겸애의 화신이고, 겸

애를 의지로 가진다. 겸애를 기준으로 인간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 

천자이다. 상동과 겸애, 천지 이 세 부분이 묵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1. 겸애 – 사랑의 상호성

겸애는 그 이로움이 있고 게다가 하기 쉽다. 이루 다 셈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니 곧 위가 그 것(겸애)을 좋아하는 자가 없었을 따름이다. 

진실로 위가 그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서, 상과 칭찬으로 그것을 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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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벌로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면, 내 생각에 

사람들이 ‘겸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귀어 서로 이롭게 함’으로 나갈 것이다. 

비유하자면, 불이 위로 올라감, 물이 아래로 내려감과 같아서 

천하에 막고 그치게 할 수 없다.

今若夫兼相愛, 交相利, 此其有利且易為也, 不可勝計也, 

我以為 則無有上說之者而已矣. 苟有上說之者, 勸之以賞譽, 威之以刑罰, 

我以為 人之於就兼相愛·交相利也, 

譬之猶火之就上, 水之就下也, 不可防止於天下.  ｢겸애｣ 하1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겸애는 통치의 문제를 중점으로 가지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의 예

를 들어 겸애를 주장한다. 겸애의 크기는 위로 갈수록 강도가 커져야 한다. 최고의 단계 

있는 것이 하느님이다. 기존의 군주론과는 차별이 된다. 어찌 보면 내리사랑이다. 유가의 

군주는 위로 향하는 사랑인 충(忠)을 강조한다. 군주에게 백성은 어리석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묵자의 겸애는 통치의 주도권을 가진 군주가 내리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 때 편애나 별

애는 배제 대상이다. 전체의 이익은 군주에게도 큰 잇 점을 준다. 백성의 신망(信望)을 받

은 지배자는 대대손손 성왕으로 추앙받는다. 요 순 우 탕이 그렇다. 서로에게 실리적인 대

안이다.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다. 과거 군주들의 편애에 대한 피폐가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면 묵자의 제안은 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준다. 아주 현대적인 군주론에 해당된

다. 권력의 유혹은 통치를 개인의 사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든다. 정치에서 권력을 나누

어 가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본성을 한비자는 항상 강조

한다. 묵자는 이런 부작용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선지자(先知者)이다. 중

국은 이런 묵자의 예견을 무시하고 진시황의 저주를 반복한다.

2. 겸애와 상동의 공정성 : 사랑과 이익의 관계

묵자는 어지러움의 원인을 서로 별애(別愛)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5륜의 인간관계, 도

적, 제후 대부는 서로 겸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해치는 것을 일삼는다고 본다. 

겸애는 강자가 할 수 있다. 강자의 의무를 천지에서 제시한다. 이 지점에서 강자와 약자 

사이의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묵자는 겸애와 상동의 상호 교환이 답이라고 

본다. 겸애의 부재로 생기는 혼란과 이익 다툼의 조정은 묵자의 숙제이다. 묵자는 기존의 

종법 위계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만약 천하가 전체를 서로 사랑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그 몸처럼 사랑한다면, 만약 천

하가 전체를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 몸을 사랑함처럼 하면, 오히려 효도

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아버지와 형님과 임금 보기를 그 몸처럼 하면, 어찌 효도하지 못 함을 베풀겠는가? 

오히려 자애롭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아우와 아들과 신하를 보기를 그 몸처럼 하면, 

어찌 자애롭지 못 함을 베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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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효도하지 아니하고, 자애롭지 아니함이 없는데도, 오히려 도둑과 강도가 있

겠는가? 그러므로 남의 집안을 자기 집안처럼 보면, 누가 도둑질하겠는가?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보면, 누가 해치겠는가? 

그러므로 도둑과 강도가 없어진다. 오히려 대부들이 서로 집안을 유린하고, 제후가 

서로 나라를 공격함이 있겠는가? 남의 집안을 자기 집안처럼 보면 누가 유린하겠는가?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보면, 누가 공격하겠는가? 그러므로 대부가 서로 집안을 

유린하고, 제후가 서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없어진다.

猶有不孝者乎？ 視父兄與君 若其身, 惡施不孝？猶有不慈者乎？ 視弟子與臣 若其身, 

惡施不慈？故不孝不慈亡有，猶有盜賊乎？故視人之室若其室，誰竊？視人身若其身，誰

賊？ 故盜賊亡有。猶有大夫之相亂家、諸侯之相攻國者乎？視人家若其家，誰亂？

視人國若其國，誰攻？故大夫之相亂家、諸侯之相攻國者亡有. 「겸애」 상3

1) 묵자는 사랑(愛, 慈)은 곧 이익(利)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므

로 상대의 것을 덜어낸다. 휴(虧-어그러뜨림)가 그것을 말해준다. 

‘兼’은 나와 남(상대)을 합한 ‘전체’이다. 유가의 ‘別’은 부분이고, 개인인 자신만을 구분

하는 것이다. 묵가와 유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겸애는 타자와 자신을 동시에 사랑하므로 

전체의 이익을 보장한다. 타자를 배제시키면 별애(別愛)가 된다. 그래서 겸애는 개인적 덕

목이 아니고 통치론이다. 국가 구성의 통치론은 공정한 공평한 이익 분배에 있다. 

겸애는 ‘尙同’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정치적인 원리를 가

지고 있다. 상동은 백성과 지배층의 구조적 관계를 말한다. 이 속의 지배층 사랑과 이익 

나눔이 겸애이다.

2) 유가는 君-臣, 父-子, 兄-弟의 위계적 관계를 가진다. 유가의 기본적 국가 구조는 

가(家)에서 출발한다. 집안의 구조적 형태가 국가로 확장된다. 집안은 부자와 형제, 국가는 

군신의 관계를 가진 대부와 제후이다. 이는 國과 家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묵자

는 이런 공자 등의 유가 사상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유가의 오륜(五倫 다섯 인간 관계)은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이다. 그렇다면 묵자가 

겸애 이론에다가 오륜에는 없는 ‘형제’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복 전쟁 당시 정치 원

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형제’이다. 겸애는 이렇듯 정치적인 것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 형제들 사이의 싸움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한다. 이 점의 해결을 위해 

유가는 ‘가부장의 승계’ 또는 ‘장자 승계’를 주장한다. 모든 힘의 권한과 권력을 장자에게 

승계한다. 문제는 이 방법이 한계를 가지다는 것이다. 무능한 장자가 가부장이 되면, 가문

은 유지가 위태롭다. 묵자가 말하는 상현(尙賢)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전국시대 후기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오히려 유능한 동생에게 가부장의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조나라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직시한 묵자는 ‘형제’들 사이의 겸애를 강조한다. 이 때 상현(尙賢) 의 덕

목을 강조하며 능력자의 우대를 주장한다. 이것은 군신과 부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시킨

다. 집안에서 능력 없는 아버지라면, 그 자리를 자식이 메꿔야 한다. ｢상동｣ 편에서는 현

자인 정장(正長)을 추대한다. 정장(正長)은 정치 우두머리인 군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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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상대에 대한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겸애는 이익 다툼 조정할 때 윗사

람의 덕목이다. 이것은 통치의 근원이 된다. 공자의 인(仁-사랑)도 통치의 방법이다. 군자

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통치를 한다. 더 나아가 맹자는 인정(仁政-

사랑의 정치)이라고 한다. ‘仁’은 공자 때부터 생긴 의미로 개인적 덕목이다. 그러나 맹자

에게는 정치적인 핵심 요소이면서 임금의 덕목으로 규정된다. 

3) 孝와 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한다. 孝는 아래에서 위로, 慈는 위에서 아래로

의 사랑이다. 유가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만 강조하고, 부모에게 자애(慈)를 강조하지 

않는다. 유가의 사랑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그러나 묵자는 효와 자애를 서로 대응

하는 교환 관계로 본다. 관점에서 본다. 불교에서는 愛보다는 慈를 주로 쓴다. 

묵자의 겸애에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고, 무조건적 무차별적인 면을 가진다. 상대에게 

반응을 유도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天下가 兼相愛 則治하고 交相惡 則亂한다”에서 미워함(惡)은 서로 교환하여 상승시킨

다. ‘兼’(전체)과 ‘交’(교환)는 서로 다르다. 사랑은 兼相愛(겸하여 전체로서 서로 사랑함)이

지만, 미움은 交相惡(교환하여 서로 미워함)이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면, 미워함은 되돌아  

오는 조건을 가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권력의 비대칭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자(慈)는 확립된 개

념이 아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충(忠)도 상위로 향한다.

4) 묵자는 주나라의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군신, 부자, 형제”의 관계를 말한

다. 또 “도적(盜賊) 대부 제후”의 세 가지 인간관계를 거론한다. 전자는  주나라 봉건제의 

평화로운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의 관계고, 후자는 겸애가 없는 전국시대의 상황을 보여준

다. 도적과 대부 제후를 동급으로 보는 세력 관계를 제시한다.

5) ｢상동｣편에서 현자와 지배자가 아랫사람의 이익을 조정해 준다. 그들은 겸애를 가지

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 집안, 제후 집안의 단결을 위해서는 

사랑과 이익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겸애는 상동과 연관이 있다. 

6) 그런데, 일반적으로 겸애를 개인 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겸애

는 상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현실적인 사랑인 겸애는 능력자, 지배자, 권력자가 할 수 있

다. 상동(尙同)의 개념에서 윗사람이 아래에게 베푸는 사랑이 겸애이다.

겸애는 분배적 정의를 말한다. 상동에서 조정을 할 때는 모두의 이익을 다 고려하는 배

분적 정의의 원칙을 적용한다. 농가(農家)는 평균적 정의를 주장한다.

“무리를 하나로 통일한다(一衆)”는 말은 뭇사람들이 동의하고 복종하는 尙同(위와 같아

짐)이다. 이것은 차등적 분배인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또 下比’(아래가 나란히 

섬.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함)하여 승자 독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이익이 극대화 되고, 공

평함과 정의로움이 실현된다. 묵자의 경험론자적 입장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인정한

다. 상동은 이런 이기심과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겸애의 실

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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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를 사랑함(兼愛)과 위와 같아짐(尙同)

1) 겸애 – 여섯 해로움(六害)

일반적으로 ‘겸애’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는 편견이 많다. 상동(尙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겸애를 이해하지 못한다. 원문을 보면 상동과 긴밀히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묵자는 3표(表), 三患(백성의 세 근심거리, 의식주의 문제), 6害(힘의 강약에 의한 공격 

겁탈 )가 그의 고민거리이다.

六害(여섯 해로움)는 ①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는 것 ②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어지럽

히는 것 ③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는 것 ④ 다수가 소수에게 사납고 ⑤ 속이는 자가 어리

석은 이를 도모하고 ⑥ 귀족이 천민에게 오만한 것이다. 묵자가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다. 

중편은 5해(害)인데, 하편은 6해(害)로 늘어났다. 

스승 묵 선생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인격적인 사람이 일삼는 것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손해를 제거함을 구하는데 힘씀이다.” 

그러나 지금의 때에 이르러, 천하의 손해는 무엇이 큼이 되는가?

가로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유린하고, 강함이 약함을 겁탈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사납고, 속이는 자가 어리석은 이를 도모하고, 

귀족이 천민에게 오만한 것 같은 것, 이것이 천하의 손해이다.”

子墨子言曰：“仁人之事者, 必務求 興天下之利, 除天下之害.” 

然當今之時, 天下之害 孰為大？

曰：“若大國之攻小國也, 大家之亂小家也, 

強之劫弱, 眾之暴寡, 詐之謀愚, 貴之敖賤，此天下之害也.   ｢겸애｣ 하1

｢상동｣ 편에서는 상태’로, 겸애 편에서는 으로 이론을 합리화 한다. 이 둘은 같은 의미

를 가진다. 그러면 겸애는 무슨 이유로 에 의한 이론을 제시하는가? ‘태초의 혼란’이 과거

라면 ‘힘의 강약’은 현재이다. 사랑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손해를 제거하는 힘을 가진다. 

힘의 방향은 강한 쪽으로 간다. 약한 쪽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겸애이다. 그렇다면 이것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부분 힘은 약한 자를 공격하고, 약탈한다. 전국시대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 

사람의 임금이 된 자의 은혜롭지 못 함, 

신하가 된 자의 충성스럽지 못 함, 아비가 된 자의 자애롭지 못 함, 

자식이 된 자의 효도하지 못함도 더불으니, 이것이 또한 천하의 손해이다. 또 이제 

사람의 천한 자들이 그 무기의 칼날, 독 있는 약, 물과 같은 불을 잡고, 

그로써 서로 얽혀 해치고 이지러뜨림도 더불으니, 이것이 또 천하의 손해이다.

又與 為人君者之不惠也, 臣者之不忠也; 父者之不慈也, 子者之不孝也, 

此又天下之害也. 又與 今人之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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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其兵刃·毒藥·水火, 以交相虧賊, 此又天下之害也. ｢겸애｣하1

임금은 혜惠, 신하의 충忠은 교환 관계의 성격을 띤다. 자慈와 효孝도 마찬가지로 교환 

관계이다. 공자는 ‘君君 臣臣 父父 子子’를 말하며 君臣과 父子 관계를 매우 중시했다. 

유가의 國 = 家의 뼈대가 되는 구조이다. 묵자는 이것보다 6害를 더 중요시했다.

2) 겸애와 상동의 맞교환 - 국가관

겸함으로써 구별함을 바꾸라. 그렇다면 곧 겸함이 구별함을 바꿀 수 있는 까닭은 무

엇인가? “만약 남의 나라를 위하기를 자기 나라를 위하듯이 한다면, 대저 누가 홀로 그 

나라를 들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이겠는가? 저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과 

같다. 

남의 도시를 위하기를 자기 도시를 위하듯이 한다면, 대저 누가 홀로 그 도시를 들어

서 남의 도시를 토벌하는 자이겠는가? 저를 위함이 나를 위함과 같기 때문이다. 

남의 집을 위하기를 자기 집을 위하듯이 한다면, 대저 누가 홀로 그 집을 들어서 남

의 집을 유린하는 자이겠는가? 저를 위함이 나를 위함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곧 나라와 도시가 서로 공격 토벌하지 않고, 사람의 집안이 서로 유린하고 

해치지 않는다. 이것이 천하의 해로움인가? 천하의 이로움인가? 곧 반드시 ‘천하의 이

로움’이라 말해야 한다.

兼以易別. 然即 兼之可以易別之故 何也？藉為人之國, 若為其國, 夫誰獨舉其國 以攻

人之國者哉？為彼者 由為己也. 

為人之都, 若為其都, 夫誰獨舉其都 以伐人之都者哉？ 為彼 猶為己也.

為人之家, 若為其家, 夫誰獨舉其家 以亂人之家者哉？ 為彼 猶為己也.

然即 國·都不相攻伐, 人家不相亂賊, 此天下之害與？ 天下之利與？ 即必曰天下之利

也. ｢겸애｣하2

묵자 당시의 ‘國’은 제후국이다. 힘이 있는 국가가 힘이 없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겸애를 하는 것이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다. 이 때 필요한 이론이 상동과 겸

애이다. 상동의 원리에서 겸애는 이해갈등 조정의 공평과 공정을 조건으로 한다. 전체를 

사랑하는 겸애이기에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겸애｣ 편에서는 힘의 강약 관계로 겸애를 강조한다. 상동에서의 분쟁 조정할 때의 

겸애보다는 조화와 질서의 핵심을 두는 광범위한 겸애를 주장한다. 노자는 이에 대해

공자의 국가관은 나라를 가족으로 만들어서, 국가 질서와 조화의 기본으로 삼는 구조이

다. 법가인 한비자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정복이다. 앞만 보는 사상가이다. 노자는 이에 

대해 “힘을 떨치는 자는 그 죽음을 얻지 못 할 것이다”라고 한다. (强粱者 不得其死! 노

자 『도덕경』 제42장)

이것은 노자가 자신이 거주한 초나라의 상황을 관찰한 결과에서 나온 말이다. 오자서(伍

子胥)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 진시황도 그 예의 핵심이 된다. 진의 

진인한 통일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진시황은 왜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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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유혹은 달달하고 감미롭다. 인간의 본성상 그것을 뿌리

치기는 쉽지 않다. 악마와 한 번 손잡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皇帝라고 자처한 영정

은 자신이 악마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진정한 신은 선(善)과 진리, 삶을 보장하지만, 악마

는 죽음과 저주뿐인 지옥 그 자체가 된다.

② 이런 점들에서 묵자의 안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尙同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겸애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정을 해 준다

는 보장에 있다. 일종의 보험과 같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겸애는 위에서 아래로, 상동은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까? 아니면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까? 단기적으로 보면 겸애는 비현실적이지만, 장기적으

로 보면 매우 현실적이다. 진시황의 몰락의 몰락에서 볼 수 있다. 진시황의 국가 모델은 

정복 전쟁을 통한 제로 섬 게임이다. 나라가 군주의 재산인 家産 국가이다. 그러면 신하

는 어떤 존재인가? 정복 군주인 영정은 모든 것의 소유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아래

에서 빌붙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 가로 삶을 유지해야 한다. ‘1인의 자유 만인의 노

예’구조로 간다. 이 상태로 간다면 노예나 다름없는 신하들은 군주의 재산을 노리고 뜯어

먹으려 한다. 이것을 군주는 신하의 간사함(姦)이라 규정짓고 항상 견제해야 하며 상을 줄 

수 없는 신하는 죽여야 한다. 결국 이런 구조의 정책은 민심을 원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국가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상위 심급의 겸애는 상동을 이끌어 낸다. 현자는 맥성

들의 존경과 신망을 유도해야 한다. 별애적인 발상은 군주를 결국 아래로 끌어내리고 국

가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지인 겸애를 실천

하지 않는 자는 도와주지 않는다. 진시황의 예가 그렇다.

③ 상동에서는 각 개인의 의로움을 의로움이라 한다. 이것은 욕망과 이기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끊임없이 충족시

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다. 대부분의 지배자들은 이 부분을 절제하고 규제시키려

한다. 그러나 묵자는 억제보다는 타협과 합의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관점을 

중요시 한다. 기존의 학파와 대립되는 부분이 이것이다. 

묵자의 사유실험인 태초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윗사람의 덕목과 아랫

사람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이해 충돌을 최소화 시키는 전략을 가진다. 상동과 

겸애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가진다. 공자의 유가 사상보다 현실적이고 유익한 이론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유익한 이론을 거부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하나의 중

국, 통일된 중국’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중국은 권력이 무한하다고 본다. 한비자는 인

간의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이 기본 본성이라고 본다. 욕망은 한계를 가지지 않으므로 방

해를 받으면 거침없는 제거 작업을 가진다. 자기의 욕망을 ‘의로움’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정복 군주가 보기에 백성은 권력 행사의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 구성에 필요하긴 하나 단

지 내 재산의 증식과 유지를 위한 노예에 불과하다. 여기서 백성과의 상호 교황에 의한 

계약은 불과하다. 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백성은 적자(赤子-갓난애)로 규정짓는다. 그렇

다면 갓난애와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유가조차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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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로 권력의 의지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킨다. 이처럼 중국은 권력자

가 가지는 백성에 대한 존재의식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묵자는 이런 기득권에 대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④ 국가는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권력의 마당이다. 겸애는 이런 국가 권력구조에서 약

자의 입장에선 사랑이다. 물론 강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약자를 위한 방편이기도 하

다. 그것을 하느님이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권력은 사랑인 동시에 약탈(겁탈)이다. 여

기서 묵자는 전자를 택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렇다

는 것이다. 진시황의 멸망이 그것을 증명한다.

3) 최소 국가, 물질주의

묵자는 언제나 백성의 입장을 고민한다. 인간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의식주이다. 권력자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 겸애는 지배자가 

주는 사랑이며 이익, 이로움인 것이다. 백성의 삼환(三患) 해결은 겸애와 직결된다. 이런 

사랑은 물질주의에 해당된다. 이런 현실적 이익은 국가 통치와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묵자는 언제나 하층민 입장에서 이론을 펼친다. 묵자가 경험주의적 입장을 가지므

로 물질주의와 연결된다. 아주 논리적인 발상이다. 서양 근대의 국가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론을 펼친다. 

묵자가 말하는 사랑의 결정체인 겸애는 상동보다 큰 의미의 개념이다. 상동은 분쟁의 

당사자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겸애는 이 두 당사자를 사랑으로 껴안고, 공정

하고 공평하게 한다. 겸애를 하는 사람은 힘과 권력의 크기를 가진다. 상위 단계로 올라 

갈수록 겸애의 크기는 증폭한다. 그 최상이 하느님의 단계이다. 상동과 겸애의 크기 변화

는 비례한다. 묵자는 ‘권력=통치=사랑’의 구도에서 중요한 것을 국가의 최소 간섭에 둔다. 

이익 다툼을 하는 경우에만 상동의 입장을 가지고 개인에게 관여한다. 

이처럼 개인에게 최소한의 개입만하는 것은 최소 국가 개념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노

자의 ‘소국과민’의 구조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최소한만 

개입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자유주의가 

그렇다. 이와 반대 노선이 전체주의 인데.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여한다. 법가의 

군국(軍國)주의 국민을 조직 속에 편입시켜 사적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5가 작통

법이 그렇다. 묵자의 관점은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해당된다. 최소의 관여 속에서도 낙오

자들이 발생한다. 이 때 겸애가 필요하고, 겸애와 상동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필요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의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겸애에 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겸애이다. 법가의 입장은 차별이 명백하다. 힘의 강약이 세상의 전부라

고 본다. 니체나 히틀러는 힘으로 세상을 만든다고 본다. 

4) 강자의 약자에 대한 종교적 의무-겸애

묵자는 겸애가 약자에 대한 강자의 덕목, 도덕적 당위라고 본다. 겸애는 하늘의 뜻이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강자들은 이 자명한 일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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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지 않는가? 이것은 묵자의 정복전쟁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진다. 

정복시대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겁탈, 약탈, 갈취가 일상화된 시기이다. 홉스의 리바이

어던은 강자의 증식이 최강의 괴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묵자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

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비공(非攻)이다. 비공은 다국 공존을 국제적으로 펼쳐서 겸애를 

유도하는 이론이다. 전쟁은 백성에게 많은 피해와 원망을 가져다준다. 겸애는 국내와 국제

적으로 이익을 주는 이론이다. 강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겸애이다. 그러면 강자의 이런 힘

의 원천은 무엇인가? 

묵자는 언제나 힘의 균형과 조화를 주장한다. 강자가 겸애를 해야 하는 근거는 하늘의 

뜻에 있다. 겸애에 대한 약자의 보답이 상동이다. 약자는 조정자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상

동과 겸애는 쌍방적인 것이다. 묵자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주장을 내세운다.

4. 겸애와 상동의 맞교환과 천지(天志)

겸애의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 천지를 도입한다. 칸트도 ‘신 존재의 요청’에서 하느님

을 가정한다. 논리적인 제안이다.

천지는 하느님의 뜻이다. 그 뜻은 겸애로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상동(尙同)에서는 개

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다툼을 조정한다. 겸애는 힘이 있는 지배자

가 할 수 있는 덕목이다. 또 상동은 피지배자의 덕목이다. 이 둘 사이의 매개체가 하느님

이다. 서로가 이 이론을 지키면 이익이 최대화된다. 묵자가 원하는 바이다. 천지는 상과 

벌의 실천을 두고 심판을 한다. 

범신론적 입장인 전통유가의 내부적 신은 성선설의 형태를 가진다. 이 신은 인간적이 

면과 폭력적인 두 면을 가지고 있다. 내적 신의 폭력적인 면에 권력을 더한다면 그 힘은 

제어가 불가능 할 것이다. 단지 하느님만이 가능하다. 묵자가 천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성군은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으나, 폭군은 백성을 사지와 벼랑 끝으로 몰아  

넣는다. 강자의 이기적 욕망은 방향성을 알 수 없다. 유가의 경전인 �시경�에서 범신론의 

부정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묵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한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유일신을 도입한다. 그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한다. 그리고 상동의 최상위 심급이자 

겸애의 최종 행위자이다. 그러면 천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겸애에 있다. 묵자의 사상은 겸애와 상동이 전부나 마찬가지다. 겸애는 강자의 

덕목이다. 그 권력은 백성이 부여한 것이다. 묵자는 경험주의라서 인간의 감각 지각에 의

한 권력의 지향성을 관철하고 있다. 약자는 상동을 통해 강자에게 권력과 조정 권한을 부

여한다. 그것이 상동(尙同)이다. 그래서 약자는 늘 불안하다. 여기서 묵자는 강자의 힘의 

증폭과 약자의 불안함을 매개체인 하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약자의 상벌은 강자에게 

권한이 넘겨져 있다. 그러나 강자의 상벌은 최고의 상위심급인 하느님이 내릴 수 있다. 강

자의 상동의 대상은 하느님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필요성은 강자의 제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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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론과 하느님의 모순

1) 서양 근대는 왕권 신수설과 사회 계약론이 대립했다. 반면

묵자는 상동(계약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말한다. 이는 모순 아닌가?

물론 아니다. 서양 근대의 왕권 신수설에 해당되는 것이 맹자의 군주 천명론이다. 이에 

맞서는 것이 묵자의 상동 이론이다. 맹자의 군주 천명론 대 묵자의 상동론이다. 이는 서양 

근대의 왕권 신수설과 사회 계약론의 대립과는 다르다.

왕권 신수설은 기독교의 유일신론에 근거한다. 반면 군주 천명론은 유교의 범신론에 

토대를 둔다. 유일신론과 범신론은 서로 반대가 된다. 전자는 신이 하늘에 있다. 초월적 

절대자이다. 반면 후자는 신이 개체 속에 있다. 마음의 밑바탕이 바로 신이다.

서로 정반대의 종교관인데, 군주정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그 반대 이론도 

달라진다. 서양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말한다. 자연 상태란 물론 역사의 초창기이

다. 그러나 동시에 신이 없는 세계의 시작이다. 시작부터 신이 개입하지 않는 세계이다.

반면 왕권 신수설의 시작부터 신이 우주를 만들고 개입하는 세계이다. 그래서 신이 누

구를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주게 된다. 그렇게 주는 기준이 뭔가? 모호하다.

군주 천명(天命)론 ; 이 역시 하늘이 명령(天命)을 해서 누구를 군주로 임명한다. 신은 

모든 개체 속에 있다.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따라서 개인의 모임인 백성들이 선택한 

자가 바로 신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문제는 백성이 선택함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맹

자는 사랑의 정치(仁政), 왕자다운(王道) 정치를 군주 천명론과 연관시킨다. 사랑으로 왕자

답게 정치해라. 그러면 백성이 너를 선택할 것이다. - 문제는 그 선택을 확인하고 결정하

고 현실화하는 과정을 제도화시키지 않는다. 그냥 그것을 정복 전쟁과 연결시킨다. 탕과 

무왕은 공격해서 승리하여 은나라와 주나라를 세웠다. 이런 승리자들이 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맹자는 말한다. 당신이 사랑의 왕도 정치를 하면, 백성이 너를 선택할테

니, 네가 정복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처럼 맹자는 양혜왕과 제선왕의 천하 정복 야욕에 

노골적으로 영합한다. 숙손통의 모델은 맹자이다.

2) 묵자가 상동(尙同)과 천지(天志) 이론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모순인가?

서양 근대에 왕권 신수설과 사회 계약론은 모순이다. 둘을 함께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묵자의 상동과 천지는 모순이 아니다. 왕권 신수설에 해당하는 맹자의 군주 천명론은 범

신론에 근거한다. 범신론은 신이 개체 안에 있다. 반면 기독교의 유일신은 모든 개체를 초

월한 하늘에 있는 유일 절대자이다. 그런 절대자가 특정 개인에게 왕권을 주었다. 그것이 

왕권 신수설이다. 

맹자는 개인의 마음에 내재한 신에 근거해서 군주 천명론을 제시한다. 백성의 마음이 

선택한 자는 그 마음에 내재한 신이 선택한 자이다. 내재한 신의 선택은 왕권 신수설의 

초월적 유일 절대자 신이 선택한 것과 다르다. 범신론의 신이 선택한 것이다.

묵자는 초월한 절대자 신을 믿는다. 그 신의 뜻이 겸애이다. 묵자는 초월 절대자 신의 

뜻인 겸애로 땅위의 강자를 제어하려 했다. 이 신은 특정한 인간을 왕으로 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의지와 뜻으로 지상의 강제들의 힘자랑, 무력 사용을 제어하려 한다. 신의 뜻이 

겸애이다.

맹자는 천명을 주장한다. 천명(天命)은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은 오직 명령으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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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들의 안에, 마음속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윤리 도덕을 명령한다. 행위를 

함에 윤리 도덕에 따르게 명령한다. 이래서 하늘의 명령(天命)은 개인의 도덕적 이성의 명

령(性命)이 된다.

백성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또한 그 백성의 마음에 있는 신이 선택한 것이

다. 그 마음속의 신은 그 개인에게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하늘의 명

령을 받은 자가 왕이 된다.

이처럼 맹자의 하느님은 오직 명령 말씀 뿐이다. 얼굴도 몸도 인격도 감정 욕망도 없다. 

그 모든 것은 신이 내재한 그 개인의 것을 사용한다.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보고, 백성의 

귀로 듣는다. 생각마저도 개인·백성의 마음으로 한다. 감정 욕망도 개인··백성의 마음으로 

한다. 내재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직 신과 개인이 구별되는 지점

은 ‘명령을 내림’ 뿐이다. 신은 개인에게 명령을 내린다. 

3) 묵자의 천지(天志) ; 묵자의 하느님은 철저하게 개인과 분리되어 있다. 개인들은 땅

위에 있다. 반면 하느님은 저 위에 있는 초월 절대자이다. 존재 자체가 그 높이만큼 차이

가 난다. 아래에 있는 인간은 위에 있는 신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과 신의 분리, 그리고 인간과 신이 각자 자유 의지를 가진다. 천지(天志)는 바로 신

의 의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의 의지(人志)도 있다. 위계 질서의 상하 때문에, 인간

이 잘못하면 신이 인간을 처벌한다. 신은 완전자이고 인간은 불완전자이다. 불완전하기 때

문에 잘못을 범한다.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자의 잘못을 심판한다. 

묵자는 천지(天志)를 천의(天意)라고도 한다. 意는 欲惡 혹은 好惡의 감정이다. 그 감정

을 가지고 인간들을 심판을 한다. - 이런 이론은 결국 땅위의 강자인 왕을 대상으로 한

다. 왕이 힘으로 타국을 정복하고, 백성을 억압할 때, 하늘은 응징한다.

결국 이런 점에서 비공(非攻)과 천지(天志)는 함께 간다. 지상의 강자인 왕들을 제어해

서, 다국 공존을 하게 만든다.

4) 묵자의 상동(尙同) 이론 – 사람의 마음은 욕망과 이기심이다. (맹자의 마음=하느님

과 반대이다.) 그 욕망과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자를 뽑아서 중재를 맡긴다. 

이런 현자의 체계가 국가이다. 나라는 철저하게 구성원 개인이 뽑는다. 이는 

첫째, 정복 전쟁을 정면에서 엎는 것이다. 정복 전쟁은 백성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군

사적 강자들의 대결이다. 그 결과 승자가 정복자이고, 국가를 세운다. 백성은 그 국가에서 

노예에 불과하다.

둘째 하느님도 국가 구성에 참견하지 못 한다. 하느님은 단지 하늘에서 의지, 뜻으로만 

존재한다. 땅위의 모든 사람들이 겸애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 겸애는 결국 상동과 함께 간

다. 하늘은 백성이 구성한 국가에 대한 최후의 보증인이다. 그 국가를 깨는 자에 대한 응

징을 한다.

왜 묵자가 천명이 아닌 천지(天志)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하늘은 

뜻으로 존재한다. 백성들에게 의지를 보일 뿐, 직접 명령하지 않는다. 국가를 구성하지 않

는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임명하지 않는다. 다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게 

둔다. 구성하는 원칙은 겸애이다. 겸애를 하도록 감시 감독한다. 특히 관리와 지배층, 군

주가 겸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은 겸애를 내세운다. 그 원칙 아래 인간들이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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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를 구성하고 운용하게 만든다. 하늘은 그것의 최후의 보증자이다.

5) 묵자의 상동과 천지는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상동으로 국가를 구성한다. 그 바깥에 하늘과 귀신이 있어서, 인간 

세계의 강자 권력자를 감시한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며 돌아간다.

6. 국내적 겸애(兼愛)와 국제적 비공(非攻)

겸애의 대상은 전체이다. 개인과 국가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이웃나라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것이 비공(非攻 공격을 비난함)이다. 이 둘은 논리적으로 같은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겸애와 비공의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묵자 당시는 정복 전쟁이 빈번

하여 혼란한 시기이다. 그 정복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하다. 그 보다는 자급자족하

여 생산을 늘려 국가 간 교역을 하는 것이 이롭다. 전쟁은 군주 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하느님이다. 그 분의 뜻은 겸애이다. 강자가 

약소국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묵자는 실질적인 또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

한다. 겸애와 비공이 그런 것이다. 겸애의 확장이 비공이다. 결국 전체를 사랑한다면 전쟁

을 멈추고 서로 공존하며 국제적으로 평화,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한

다. 묵자가 전쟁을 비난하고 국제적인 겸애인 비공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이유

에 대한 근거를 3표로 증명한다. 과거 성왕은 불의를 응징하고 처벌할 때만 정복전쟁을 

했다. 전국시대의 전쟁 양상과는 다르다. �서경�에서 예를 찾아 증명하고 비공(非攻)의 명

분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겸애의 적용이 가능한가? 국내의 상동은 상위 구조

가 명확하다. 그래서 규칙, 제도, 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서는 상위 기구

가 없다. 묵자의 비공은 평등한 국가 개체사이의 공존원리이다. 여기서 국가 간의 규칙 제

정은 난제를 안고 있다. 오직 힘의 원리만 존재한다. 요즘 트럼프, 시진핑, 푸틴 등은 힘

의 제압과 힘 확장의 야욕으로 가득 차 있다. 중세는 교황이 제어를 했다. FDA, 유엔, 기

후 협정 등은 그나마 제어가 가능한 기구이다. 중세보다는 공정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겸애는 사랑이 통한다면 국제적 비공은 힘이 통하는 이론이다. 북한과 스위스 등

이 그렇다. 이처럼 국제 관계에서는 겸애를 직접적으로 적용이 불가하고 겸애의 변용 정

도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5.6, 겸애의 논리적 증명

1. 인과 관계적 설명: 필연성

묵자는 경험론자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들어 해석하고, 겸애를 논

리적 인과 관계와 관련짓는다. 모든 문제를 “원인 –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 겸애도 역시 

그렇다. 결과는 현재가 혼란하다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겸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하가 혼란한 원인은 겸애의 부족이고 그 결과가 난리다. 겸애를 하면 평화와 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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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라는 묵자의 논리이다.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대가가 소가를 유린하고,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미러 부친다. 힘의 강약이 있으면 힘이 강한자는 공격과 

정복이고, 관대와 포용 사랑이 가능하다. 힘이 없는 자가 사랑하겠다면 현실적으로 유효하

지 않다. 묵자는 사랑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이상적인 얘기다. 공격과 

정복은 정글의 논리인 약육강식에 있다. 

인용문은 겸(사랑)과 별(공격)로 나눈다. 겸을 하면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힐 것이다. 논

리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의 원인을 찾

는다. 이것은 경험론적인 사태로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1) 원인과 결과의 관계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으로써 일을 삼는 자이다. 반드시 난리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

야, 이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난리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 하면, 그것을 다스

릴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사람의 질병을 공격하는 것이 그러함과 같다. 반드시 질병이 일

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이에 그것을 공격할 수 있다.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 

하면, 그것을 공격할 수 없다. 

난리를 다스려짐만이 어찌 홀려 그러하지 아니하겠는가? 반드시 난리가 일어나는 원

인을 알아야, 이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난리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 하면, 그

것을 다스릴 수 없다.

聖人以治天下為事者也,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不知亂之所自起, 則不能治. 譬之

如醫之攻人之疾者然, 必知疾之所自起，焉能攻之; 不知疾之所自起, 則弗能攻. 治亂者何

獨不然? 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不知亂之所自起, 則弗能治. 「겸애」 상1

묵자는 치란(治亂)과 겸애를 결부시킨다. 유가의 윤리 도덕은 개인의 실천덕목이다. 그

러나 겸애는 개인적 실천 덕목이나 도덕률이 아니다. 겸애(兼愛)설은 통치론이면서 정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겸애를 오해한다. 묵자는 겸애가 통치이론이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상동과 연결됨을 거론한다.

나라의 혼란(亂-난리, 어지러움)을 질병에 비유에서 해서 설명한다. 亂은 이익 다툼의 

분쟁이다. 이것을 들어 상동(尙同)과 겸애(兼愛)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난리의 원인 – 겸애의 부재(不在)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으로써 일을 삼는 자이다. 난리가 일어나는 까닭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마땅히 난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한다.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일어난다. 

신하와 자식이 임금과 아비에게 효도하지 아니함이 이른바 난리이다.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헐뜯어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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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가 자신을 사랑하되 형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을 헐뜯어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 

신하가 자신을 사랑하되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을 헐뜯어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

비록 아버지가 되어도 아들을 자애하지 아니하고, 형이 되어도 아우를 자애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되어도 신하를 자애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또한 천하가 이른바 난리이다.

聖人以治天下為事者也. 不可不察亂之所自起. 當察亂何自起. 起不相愛. 臣子之不孝君

父, 所謂亂也. 子自愛 不愛父, 故虧父而自利 弟自愛 不愛兄, 故虧兄而自利 臣自愛 不

愛君, 故虧君而自利, 此所謂亂也. 雖父之不慈子, 兄之不慈弟, 君之不慈臣, 此亦天下之

所謂亂也. 父自愛也 不愛子, 故虧子而自利 兄自愛也 不愛弟, 故虧弟而自利君自愛也 不

愛臣, 故虧臣而自利. 是何也？ 皆起不相愛. 「겸애」 상2

묵자는 유교적 위계 관계를 인정한다. 그로인한 군-신, 부-자, 형-아우의 상하 관계를 

설명한다. 이 위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군신은 제후국과 부자와 형

제는 대부 집안과의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겸애가 필요한 관

계이다. 이 때 ｢상동｣ 편에서 말하는 ‘尙同’(위와 같아짐)이 중요하다. ‘마을 – 고을 – 나

라’의 단위에서 갈등(亂)을 조절할 때 상동이 필요하고 이 때 겸애를 하라고 한다. 이익 

다툼을 하는 당사자 간에 조정하는 상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묵자의 국가구성이론은 조직적인 구성이 서로 얽혀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묵자의 

이론을 각각의 별개로 설명하면서, 묵자의 숨은 뜻을 알아내지 못한다. 

2. 묵자의 경험론과 판단의 세 가지 기준

묵자는 제자백가와 달리 매우 논리적이었다. 자신의 주장을 언제나 증명하려고 했다. 이

점이 다른 학자들과 차이점이다. 주장에 근거를 대는 것과 관련하여 ‘삼표(三表)’를 제시

한다. 三表는 판단의 세 기준이다. 이 기준은 경험론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묵자는 경험

론과 논리성이 특징이다.

묵자의 논리적 사유는 “원인 – 결과”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데 있다. 겸애도 역시 그

렇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혼란 원인은 겸애를 하지 않음에 있다.

3표법에서 表는 푯말로서, 공고문을 내거는 말뚝이다. 그러므로 3표는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이다. 근본인 本은 줄기로서 성왕의 일, 사적, 말씀, 天鬼의 뜻을 말한다. 근원인 原

(=源 - 물이 솟는 원천)은 백성이 귀와 눈으로 듣고 본 사실을 말한다.⑶ 쓸모는(用) 백성

과 나라의 이익에 있다.

1) 경험론의 입장은 근원(本)과 쓸모(用)이다. 합리론은 이성에 근거한 사유와 추론으로

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문학적 상상력)가 있다. 한비자도 노자를 따르기 때문에 같이 

본다. 순자는 경험론에 가깝지만, 완전하지 않다.

2) 근본은 선왕, 성왕의 일로 옛 어르신의 말씀이다. 요순 우탕이 대표적이다. 이는 권

위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과거의 권위자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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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 모든 지식은 권위에 의존한다. 과학의 경우는 교과서가 있다. 그 분야의 권위자

들의 이론을 담고 있다. 학생은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상 과학을 따른다.

3) 근본인 성왕의 말씀은 �서경�과 �춘추� 등에 담겨 있다. 이 책들은 유가 학교의 교

과서이다. 묵자는 유가 학교에서 배웠다.

4) 3표법에 따르면 결국 지식의 두 원천이 있다. 그것은 경험과 권위이다.

이 둘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권위가 1차적이다. �서경� �춘추� 등이 그 권위의 근원

이다. 경험은 권위를 확인하는 용도이다. 개인이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는 거의 어렵다. 

개인의 감각 경험과 이성적 사유는 성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쓰인다.

5) 불교에서 지식의 원천을 현량(現量 감각) 비량(比量 이성) 성교량(聖敎量 성현의 말

씀)으로 구분한다. 묵자는 현량과 성교량을 인정한다.

유가 역시 성교량을 인정한다. 반면 노장이나 한비자는 �서경� 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요순 우탕을 거론하기는 한다. 그러나 권위의 근원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3.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세 가지 기준

1) 가장 중요한 것은 성왕의 말씀과 행적이다. 이것과 반대의 쪽에 백성이 보고 들은 

것, 백성과 나라의 이익이 있다. 이것이 3개의 판단 기준이다. ‘三表’는 ‘세 말뚝’, ‘세 가

지 판단 기준’으로 �묵자� 책 전체에 걸친 주장과 이론에 적용된다.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은 “성왕의 사적, 백성이 보고 들은 것, 국가와 백성의 이익”이다.

말에는 반드시 세 기준이 있다. 무엇을 일러 세 기준이라 하는가? 

스승 묵 선생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근본이 되는 것이 있고, 근원이 되는 것이 있고, 쓰임이 되는 것이 있다.” 

무엇에 근본해야 하는가? 위로 옛날의 성스러운 왕의 일에 그것을 근본시켜야 한다.

무엇에 근원해야 하는가? 아래로 백성이 귀와 눈의 실제를 살핌에 근원하여야 한다. 

무엇에 쓰여야 하는가? 드러내어 그로써 형벌과 정치를 삼아서,

그것이 나라와 집안의 백성과 사람들의 이익에 맞는가를 살핀다.

이것이 이른바 세 가지 기준이라 말하는 것이다.

言必有三表. 何謂三表?

子墨子言曰 “有本之者, 有原之者, 有用之者.”

於何本之? 上本之於古者聖王之事.

於何原之? 下原察百姓耳目之實.

於何用之? 廢以為刑政, 觀其中國家百姓人民之利. 此所謂言有三表也. ｢비명｣ 상2

｢비명｣ 중1의 삼법(三法)에서 ‘근본’(本)은 “성왕(聖王)의 일, 하늘 귀신(天鬼)의 뜻”이라 

하고, 근원(原)은 선왕(先王)의 책, 쓰임(用)은 ‘형벌로 정치함에 쓰임(刑政)’이라고 한다. 

｢비명｣ 하1의 ‘삼법(三法)’에서 ‘근본’(本)은 ‘살핌’(考), “先聖과 大王의 일”이라 하고, 

‘근원’(原)은 “뭇 사람의 귀와 눈의 실제”에서 살핌, 쓰임(用)은 ‘나라에서 정치를 함’과 

‘모든 백성(의 이익)을 살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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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종합하면, 근본(本) 또는 살핌의 대상은 聖王 先聖 先王 혹은 大王의 일, 天鬼의 

뜻이다. 근원(原)은 백성이 귀와 눈으로 감각 지각한 실제, 또는 그것과 관련된 선왕의 서

적이다. ‘쓰임’(用)은 형벌로 정치하는 것과 국가와 백성들의 이익이다. 이 세가지는  판단

의 기준이다. 이것은 경험론적인 인식론의 관점이고, 감각적 지각에 중정을 두는 입장이

다. 반면 유가는 이익보다는 윤리 도덕을 선택하면서, 도덕적 이성을 강조한다. 

묵자는 삼표라는 말을 10론에서 적극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논리적 주장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전개한다.

2) 성왕(聖王)의 사적 - 문왕이 상을 받은 사례

(�시경�의) ｢크도다｣ 편에서 말하여 가로되, 

“하느님께서 문왕에게 일르기를, 

(내가) ‘밝게 아는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품게 하노니, (내가)

소리를 크게 하여서 그로써 얼굴빛을 내지 아니하여도

여름을 길게 하여서 그로써 바꾸지 아니하여도, 

알지 못 하고 느끼지 못해도, (문왕은) 하느님의 법도를 따른다. 

하느님께서 그가 (하늘의) 법칙을 따름을 착하게 여겼도다. 그러므로 

은나라를 들어서 그로써 그에게 상을 주시었다.

그로 하여금, 귀하기는 천자로 삼았고,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가지게 하여서,

이름과 칭찬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도다.

｢皇矣｣道之曰 

“帝謂文王,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不長夏以革, 不識不知, 順帝之則.”

帝善其順法則也. 故舉殷以賞之, 使貴為天子, 富有天下, 名譽至今不息. 「천지」 중2

문왕의 예를 들어, 반드시 사람이 ‘하늘의 뜻’(天志)을 따라야 함을 증명한다. 문왕은 하

늘의 뜻을 존숭했기에 은나라를 얻을 수 있었다.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서 문왕의 사적을 

든 것이 삼표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 백성이 보고 들음 - 귀신의 존재 증명

이미 귀신의 있고 없음의 구별로써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밝게 살핌을 한다면, 그 학설은 장차 어떠해야 되는가?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이는 천하가 있음과 없음을 살펴서 아는 바의 길인 것과 

더불으니, 반드시 뭇 사람의 귀와 눈이 있음과 없음을 실제로 아는 것으로써 기준을 삼

아야 한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그로써 있다고 해

야 한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로써 없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다면 어찌 일찍이 한 고을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것을 묻지 않는가? 예로부

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백성 이래로 또한 일찍이 귀신의 물체를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면 귀신이 어찌 없다고 이르겠는가? 만약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귀신이 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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既以鬼神有無之別, 以為不可不察已, 然則吾為明察此, 其說將柰何而可？

子墨子曰：“是與天下之所以察知有與無之道者, 必以眾之耳目之實知有與亡為儀者也,

請惑聞之見之, 則必以為有, 莫聞莫見, 則必以為無. 若是, 何不嘗入一鄉一里而問之,

自古以及今, 生民以來者, 亦有嘗見鬼神之物, 聞鬼神之聲, 則鬼神何謂無乎？

若莫聞莫見, 則鬼神可謂有乎？”  「명귀」 하3

묵자는 두백(杜伯) 등의 귀신의 사례가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본다. 

이 사실은 사람들과 백성이 모두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한다.

4) 묵가 학파는 후기 묵가의 집단으로 묵자의 논리적인 성격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들

만의 순수 이론을 전개한다. “｢경(經)｣ 상하, ｢경설｣ 상하, ｢대취(大取)｣, ｢소취(小取)｣”이

라는 ‘묵변(墨辯)’이 그것이다. 전국시대 말 혜시, 공손룡의 명가학파와 같이 사상을 전개 

했고, 그 중 ‘묵변’ 6편이 많은 자료와 사상적 깊이를 남겼다. 공손룡의 �공손룡자�는 상

당히 난이도가 있는 책이다. 혜시는 명제가 10개만 전승된다. 묵변 6편은 논리적인 명제

의 체계로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공학 광학 등의 다방면에 펼쳐져 있다. 중국에서 유일한 

순수학문에 해당된다.

5) 묵자가 경주에게 설득하는 면에서 그의 논리적인 면을 유추할 수 있다.

스승 묵 선생께서 경주(耕柱 밭가는 기둥, 쟁기) 선생에게 화를 내셨다.

경주 선생이 가로되, “저는 남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까?”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내가 장차 큰 길을 올라감에 천리마와 양에게 멍에를 

씌우면, 자네는 장차 누구를 채찍질하겠는가?”

경주 선생께서 가로되, “장차 천리마를 채찍질하겠습니다.”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무슨 까닭으로 천리마를 채찍질하는가?”

경주 선생께서 가로되, “천리마는 그로써 책망하며 요구하기에 넉넉합니다.”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나도 또한 자네를 그로써 책망하여 요구하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하네.”

子墨子怒耕柱子, 耕柱子曰：“我毋俞於人乎？”

子墨子曰：“我將上大行, 駕驥與羊, 子將誰敺？”

耕柱子曰：“將敺驥也.”

子墨子曰：“何故敺驥也？”

耕柱子曰：“驥足以責.”

子墨子1曰：“我亦以子為足以責.” ｢경주｣1 

묵자는 제자를 책망하는 방법에도 논리적인 비유를 사용한다.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근거와 이유를 들어 경주를 책망한다. 책망 뒤에는 경주에 대한 독려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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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묵 선생께서 병을 가지셨다. 코 삐뚤이(跌鼻)가 나아가 병문안하면서 가로되, 

“선생님은 귀신이 환하게 알아서 화와 복을 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착함을 하는 

자는 상을 주고, 착하지 못 함을 하는 자는 벌을 줍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

니다. 무슨 까닭으로 병이 있으십니까? 생각건대, 선생님의 말씀에 착하지 못 함이 있

습니까? 귀신이 밝게 알지 못 합니까?”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비록 설사 내가 병을 가졌다 해도, 어찌 갑자기 환하게 

알지 못 하겠는가? 사람이 병을 얻는 바의 까닭은 방법을 많이 한다. 추위와 더위에서 

그것을 얻음이 있고, 노동하여 괴로움에서 그것을 얻음이 있다. 백 개의 문인데, 하나의 

문을 닫으면 도둑이 어찌 갑자기 따라서 들어옴이 없겠는가?”

子墨子有疾, 跌鼻進而問曰：“先生以鬼神為明, 能為禍福，為善者賞之, 為不善者罰之.

今先生聖人也, 何故有疾？ 意者 先生之言有不善乎？鬼神不明知乎？”

子墨子曰：“雖使我有病, 何遽不明？ 人之所得於病者多方, 有得之寒暑, 有得之勞苦,

百門而閉一門焉, 則盜何遽無從入？” ｢공맹｣ 19

귀신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발상이다. 

묵자의 논리적 성향으로 본다면 ‘10론’의 천지 겸애 상동은 논리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4. 묵자의 기본적 입장 - 경험론

이상에서 묵자의 사랑, 국가 이론에 기본 베이스로 깔린 것은 경험론이다.

1) 욕망과 욕심 ; 사람의 마음의 본질은 욕망이다. 사람의 욕망을 신성하게 간주하는 

것이 묵자의 성악설이다. 반대로 욕망을 죄악으로 단정 짓는 것이 유가의 성선설이다. 묵

자는 사람이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기본으로 인정한다. 그 욕망은 당연히 채워야 한다. 문

제는 욕망을 가진 개인들의 싸움이다. 이를 조정하고 절충해서 모두의 욕망 충족을 최대

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고 임무이다. 욕망을 말하면 성악설이 된다. 그 이유는 욕망

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데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의 결과는 

정복자, 최종 승리자가 독식하며,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성악설의 극단이다.

묵자는 욕망이라는 성악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겸애 상동 천지가 바로 그것이다.

유가는 윤리 도덕을 주장한다. 따라서 마음을 육체적 욕망과, 윤리 도덕을 의욕 하는 이

성, 둘로 나눈다. 그리고 욕망은 악, 도덕적 이성, 선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한다. 욕망을 

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욕망 충족이 권장된다. 맹자의 이론은 전부 그렇다.

욕망을 죄악시, 적대시하기 때문에, 맹자의 성선설은 잔인한 이론이 된다. 맹자는 지식

인 관리의 마음은 성선설을 적용한다. 반대로 백성의 마음에서는 성악설을 적용한다. 백성

의 욕망은 죄악이다. 그것은 군자 지배층이 컨트롤을 해야 한다.

2) 물들기 - 所染(=當染), 삼표, 상동에서 경험론

묵자는 사람의 마음을 백지로 본다. 그것이 무엇에 물드느냐에 따라 욕망과 감정을 다

르게 가진다. 따라서 성현의 말씀에 물들어야 한다.



- 240 -

마음을 백지, 타블라 라사로 보는 것은 경험론의 기본적 도식이다. ‘所染’은 ‘물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백지상태는 감각 지각 경험의 변화에 따라 물들여 지고 변화한다. 

마음은 물들여지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묵자는 여기에 답하기를 ‘하늘의 뜻’에 물들여 지

라고 한다. 

성악설은 경험론이 바탕이 된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전형적이다. ｢소염(所染)｣ 편에 

따르면 마음은 원래 백지 상태인데, 감각 경험이 이것은 물들이는 것이다. 고자는 마음이 

물과 같아서, 물꼬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리고 타고난 식욕과 성

욕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 보는 입장이고 그 뒤를 순자가 잇는다. 경험적 사태는 인간의 

마음속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욕망을 규제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도덕 규범(禮)이다.

* 삼표 가운데 근원은 경험론적 관점이고, 인식론적 관점이다. 쓰임은 국가와 백성에게 

이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것은 ｢상동｣ 편의 국가 구성 원리의 기초가 된다. 

「상동」편은 태초를 가정하면서 서로의 이익과 욕망을 인정한다. 개인의 이익주장을 악으

로 삼지 않고, 상동과 겸애의 상정에 필요한 요소로 본다. 그리고 욕망 조정을 통한 전체

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묵경 6편과 순수 학문

묵자는 상식적 경험론이다. 반대로 �공손룡자�는 극단적 경험론이다. 이 차이에서 그 두 

학파가 벌렸던 �공손룡자� ｢견백론｣, ｢통변론｣ 등의 논쟁이 나온다. 묵가는 합리적 경험론

을 주장한다.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과학적 지식, 순수한 학문을 세울 수 있다. 경험론

은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한다. 반면 합리론은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이익과 손해의 

단위는 한 개인이다. 국가의 구성 원리는 경험론에서 탈출하여 계약론으로 진행된다. 

중국 역사상 경험론에 근거해서 자연과학적 업적으로 나간 유일한 철학이 묵가 학파이

다. 다른 모든 학파는 형이상자에 근거한 형이상학을 전개한다. 이는 순수 학문, 과학이 

아니다. 묵경(墨經)의 앞 부분에는 대부분 경험론적 인식 이론이 나온다.

3 

앎 – 자질(능력)이다.

앎 ; 자질이다. 앎이란 것은 그로써 알면 반드시 아는 것이니, 밝음(시력)과 같다.

經 : 知，材也。

經說 : 知：材。知也者，所以知也 而必知。若明。

‘앎’이란 감각적 지각이고, 지각을 통해 인식한다. 감각 지각은 인간이 원래 타고난 자

질(능력, 材)이다. 시력의 능력으로 지각하면 안다. 반면 이성적 능력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뛰어나 사람에게 한정된다.

4 

생각함 – 구함이다.

생각함 ; 생각함이란 그 앎으로써 구함이 있으나, 반드시 그것을 얻지는 아니한다.

흘겨봄(겨눔, 측정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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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 慮，求也。

經說 : 慮：慮也者，以其知有求也，而不必得之。若睨。

여기에서 앎(知)은 감각 지각으로 앎이다. 생각은 감각 지각에 통해서, 대상의 본 모습

을 구(求)함이다. 생각은 반드시 감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구한다. 감각 다음에 생각 있

다는 것과 정반대인 인물이 장자이다. 장자의 붕새는 감각 지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대

상이다.

5 

앎 – 접함이다. (주관-객관이 만남)

앎 ; 앎이라는 것은 그 앎(주관)으로 사물을 지나가며 그것을 겉 모습할 수 있음이다.

봄과 같다.

經 : 知，接也。

經說 : 知：知也者，以其知過物而能貌之。若見。

여기에 앎(知)도 3에서 말한 감각 지각으로 앎이다. 주관이 객관을 접하는 것이 지각이

다. 사물이 지나가면서 그 겉모습을 잡는 것이다. 사물은 실체와 속성, 둘로 구성된다. 우

리가 지각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물의 속성이다. 실체는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것이 장자이다. 장자는 이성적 사유로 마음대로 상상을 하여 대상을 접한다. 

장자가 나비 꿈을 꿀 수 있듯이, 나비도 장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이성적 사유를 통

해 가능하다. 묵자는 장자처럼 이성적 사상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안다

고 본다.

6 

마음으로 앎 – 밝게 비춤(지각함)이다. 

마음으로 앎 ; ‘마음으로 앎’이란 그 앎(지각)으로 사물을 논해서 그 알게 된다. 

드러남이 밝게 비춤과 같다. (드러남만큼 밝게 비추었다.)

經 : �，明也。

經說 : �：�也者，以其知論物而其知之也。著若明。

�는 한자 옥편에 없는 글자이다. ‘知’는 감각 지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으로, ‘ 知’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라 쓴 것으로 예측한다. 마음 心 자가 들어가 있기에 ‘마음으로 

앎’이라 번역한다. 앞의 3에 나오는 明은 시력을 뜻한다. 여기서 明은 ‘빛으로 비춤’을 의

미하는 말로 일종의 서치라이트 이론이다. 마음이란 빛을 내서 대상을 지각 작용을 한다.

빛이란 원래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지식 등을 말한다.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 단순히 

대상의 속성이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지각한다.

* 3의 材(자질)과 5의 接(접함)은 대상이 주관에 오는 경험론이다. 반대로 4의 求와 6의 

�는 주관이 객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경험론과는 다르다. 공손룡은 철저한 경험론자로 전

자만을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나 묵가는 상식적이고 온건한 경험론자들이라서 이 둘을 다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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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표법에 의한 겸애의 증명

1. 성왕(聖王)의 사적으로 겸애를 증명함 – 3표(三表)

묵자는 언제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여 추론을 펼치는 논리적인 사상가이다. 

묵자가 제시하는 판단의 세 가지 근거를 3표(表-공고문을 게시하는 말뚝)라고 한다. 그 세 

기준은 ① 근본인 성왕의 사적(事績), 업적과 행적. ② 근원인 백성이 보고 들은 사실. ③ 

쓰임인 국가와 백성의 이로움이다. 그가 유가 학교에서 배운 교제가 요순 우탕의 사적을 

기록한 �서경�과 �시경�이기 때문에, 성왕의 업적 중 요순 우탕 문무의 예를 기준으로 삼

는다.

1) 우 임금이 홍수를 다스림-자연 개조

무엇으로 그것이 그러함을 아는가? 옛날에 우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서쪽으로 서하

의 고기잡이 물길을 만들어서, 손·황의 물을 인공 수로로 새어 나가게 했다. 북으로는 

원·고에 둑을 쌓아, ‘임금의 집’(지명)으로 물을 대고, ‘연못의 물길’이라 불렀다. 물로 

쓸어서 밑기둥을 만들고, 파서 용의 문을 만들었다. 

그로써 연나라와 대 지방, 북방 오랑캐와 서하의 백성을 이롭게 했다.

何以知其然？ 古者禹治天下, 西為西河漁竇, 以泄渠孫皇之水 北為防原泒, ‘注后之邸, 

呼池之竇’, ‘洒為底柱，鑿為龍門’,以利燕·代 胡·貉與西河之民. ｢겸애｣ 중7

묵자에게 우(禹) 임금은 기술과 노력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바꾼 영웅이다. 이

것이 그가 주장하는 겸애의 실천 표본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인 것이다. 우임금은 백

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태산을 손에 들고 황하를 뛰어넘을 정도의 고생을 했다. 왜 우임

금은 이런 고생을 사서 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우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이 

겸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배자의 덕목이 전체를 사랑하는 겸애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 이다.

2) 문왕의 업적 – 소수자를 배려함

맹자도 요순 우탕 문무왕의 사적을 설명하지만 묵자가 더 순임금이나 문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옛날에 문왕이 서쪽 땅을 다스림에, 해와 같고 달과 같아서, 잠깐 만에 온 사방에 서

쪽 땅에 빛나시네. 큰 나라로 하여금 작은 나라를 업신여기지 못 하게 하고, 뭇 사람으

로 하여금 홀아비 홀어미를 업신여기지 못 하게하며, 사나운 세력으로 하여금 수확 자

의 기장과 개 돼지를 빼앗지 못 하게 했다. 문왕의 사랑함에 하늘이 달갑게 임하셨다. 

이로써 늙어서 자식이 없는 이가 그 목숨을 끝낼 수 있는 바가 있고, 계속 홀로여서 

형도 아우도 없는 이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바가 있고, 어려서 그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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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이가 기대어 의지하여 길러지는 바가 있도다. 

이것이 문왕의 사업인 즉 내가 이제 ‘겸함’을 행하는 것이다.

昔者文王之治西土, 若日若月,乍光于四方于西土, 

不為大國侮小國, 不為眾庶侮鰥寡, 不為暴勢奪穡人黍·稷 狗·彘.天屑臨文王慈, 

是以老而無子者, 有所得終其壽;連獨無兄弟者 有所雜於生人之閒；

少失其父母者, 有所放依而長.此文王之事, 則吾今行兼矣.  ｢겸애｣중7

겸애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다. 우임금은 자연 개조, 문왕은 사회를 개조했다. 

이 두 인물의 업적은 군주의 자격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백성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사람 간의 仁(사랑)은 이롭게(利) 하는 것이고, 이것

은 의로움(義)에 해당된다. 

의로움이 곧 이익이라는 도식은 상동(尙同) 이론으로 귀결된다. 사랑은 이익이라는 관점

은 겸애인데, 결국 의로움과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인간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삶

을 유지하는 원동력일 일 것이다. 삶이 이익의 추구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익을 근거로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거나 발동시킨다고 본다. 탄생부터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욕구가 발생한다. 갓난아기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욕구만을 응시한다. 그러나 육체와 

자아가 성장하면서 많은 이기심과 욕망에 노출된다. 이것은 사회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문제 

삼아 왔다. 이 과정에서 묵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이것을 

수용하고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것이 겸애와 상동인 것이다. 기

존의 관념을 깨는 이론이다.

묵자는 기존의 선례를 들어 자기 사상을 전개하는 아주 논리적인 학자이다. 정확히 유

가와 묵가를 편 가르지는 않는다. 사상의 논리를 위해서 과거의 학문을 차용하여 정당화, 

합리화를 시킨다. 묵자는 학문도 이용가치가 있다면 다용도로 수용하는 탄력적인 사상을 

가진다. 맹자나 한비자처럼 타 학문에 배타적이지는 않다. 묵자는 실용주의자적인 면이 다

분히 있다. 타 학파의 사상을 자기주장의 증거로 삼아 주장의 논리를 확대시킨다. 삼표가 

그것이고, 유가가 한 방식을 묵자 또한 배운 것이다.

역사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진화한다.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과거를 제해

석하여 철학화 시킨다. 그 예로 마르크스와 헤겔이 있는데, 이와 같은 철학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펼치고, 미래에 실현시키려 한다.  

3) 무왕 – 태산의 길에서 제사 지냄

태산은 주나라 영역의 복판에 있는 산동 성의 가장 높은 산이다. 하늘과 가장 가까울 

정도로 높다하여 하늘에 고할 때 찾는다. 무왕 때는 태산 맞은편에서 제사를 지냈고, 진시

황은 태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것을 봉선(封禪)이라고 했다. 이 후부터는 이런 

형태의 제사는 중국의 관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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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무왕께서 태산의 길에서 장차 제사 지내심에, 전하여 가로되, 무왕의 말씀에 

“태산이시어! 도가 있는 증손, 주나라 왕이 제사를 지냈나이다. 큰일은 이미 얻었으며, 

인격자가 오히려 일어나서, 그로써 상 하와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를 존중하였나이

다. 비록 널리 친척이 있으나 인격자만 못 합니다. 모든 동네가 죄가 있어도 오직 저 

한 사람(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는 무왕의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겸함’을 행하는 것이다.

昔者武王將事泰山隧, 傳曰：“泰山! 有道曾孫 周王有事, 

大事既獲, 仁人尚作, 以祗商夏,蠻夷醜貉. 

雖有周親, 不若仁人. 萬方有罪, 維予一人. 

此言武王之事, 吾今行兼矣.”   ｢겸애｣ 중7

그렇다면 지금 무왕이 하늘에 고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주나라 천자로

서 천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를 채용할 때 仁人 (사랑하는 사

람) 또는 겸애를 겸비한 자를 등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묵자의 겸애는 개인적 차원의 사랑이 아닌 군주 또는 지배자의 능력이고 덕목이다. 지

배자의 겸애는 백성의 상동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상호 교환의 의미를 가진다. 상동이 

조정자로써 통치자를 말한다면 겸애는 더 확장된 의미의 통치를 말한다. 우 임금의 자연 

개조, 문왕의 소수자 배려, 무왕의 천하사랑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이 통치에 중요한 

덕목이다. 

2. 성왕의 말씀과 사적을 통한 증명 - 3표

묵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겸애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3표를 가지고 증명한다. 그 중 선배들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성왕의 사적을 가지고 얘

기한다. 당시 제자백가 중에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 논리적 주장을 한 사상가는 묵자가 

유일하다.

1) 우임금이 유묘를 제거함

또한 오직 ‘큰 맹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임금의 맹서’라도 곧 또한 이와 

같다. 우임금이 가로되, “제제한 뭇 사람들이 모두 짐의 말을 듣도다. 오직 작은 자식인 

저는 감히 난리라 일컫는 것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이 유묘에게 하늘의 벌

을 쓰니, 나는 이미 너희 무리를 이끌어 여러 무리에 대항해서, 그로써 유묘를 정복하

노라.”

우임금의 유묘 정복은 그로써 부유함과 귀함을 무겁게 함, 복과 녹봉을 구함, 귀와 

눈을 즐겁게 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로써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곧 이것이 우임

금의 겸함이다. 비록 스승 묵 선생이 일컫는바 겸함이라는 것도 우임금에서 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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且不唯泰誓為然，雖禹誓即亦猶是也. 禹曰：“濟濟有眾, 咸聽朕言, 

非惟小子, 敢行稱亂，蠢茲有苗，用天之罰，若予既率爾群對諸群，以征有苗.”

禹之征有苗也, 非以求以重富貴, 福祿, 樂耳目也.

以求興天下之利, 除天下之. 即此禹兼也. 雖子墨子之所謂兼者, 於禹求焉. ｢겸애｣하7

유묘(有苗) 처단은 겸애가 사랑만이 아니라 증오일 수도 있다면 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겸애는 오직 사랑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증오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천하의 이익을 

위해 증오를 제거하여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겸애의 목표이다. 이것은 이익의 

극대화 입장이므로 물질주의이거나  현실주의 입장이지 양가감정(兩價感情)은 아니다.

2) 탕 임금 – 기우제 때 맹세함

또한 오직 ‘우임금의 맹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탕의 말씀일지라도 곧 또한 

이와 같다. 탕 임금이 가로되, 오직 작은 자식인 나 리履는 감히 검은 숫소를 써서 

위 하늘의 임금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제 하늘이 크게 가물은 것은 곧 짐의 몸 리에 

해당합니다. 위 아래에 죄를 얻었는지 알지 못 하지만, 착함이 있는 이는 감히 덮지 아

니하고, 죄가 있는 자는 감히 사면하지 않으니, 간택은 하느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천

하의 모든 동네의 죄 있음은 곧 짐의 몸에 해당하고, 짐의 몸에 죄가 있음은 모든 동네

에 미룸이 없겠나이다.” 

곧 이는 탕 임금이 귀하기는 천자가 되고, 부유하기는 천하를 가졌으나, 그러나 또한 

자기 몸으로 희생이 됨을 꺼리지 아니하고, 그로써 위 하느님과 귀신에게 제사지내며 

설하셨다는 말이다. 곧 이는 탕 임금의 겸함이다. 비록 스승 묵 선생의 일컫는바 겸함

도 탕 임금에게서 법을 취한 것이다.

且不唯禹誓為然. 雖湯說即亦猶是也. 湯曰“惟予小子履, 敢用玄牡, 告於上天后曰 ‘今

天大旱, 即當朕身履, 未知得罪于上下, 有善不敢蔽, 有罪不敢赦, 簡在帝心. 萬方有罪, 

即當朕身, 朕身有罪, 無及萬方.’” 即此言 湯貴為天子, 富有天下, 然且不憚以身為犧牲, 

以祠說于上帝鬼神. 即此湯兼也. 雖子墨子之所謂兼者, 於湯取法焉. ｢겸애｣ 하16

탕 임금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은 겸애의 가장 좋은 사례로 지배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

생을 말한다. 대부분은 군주와 지배층은 공(功)은 가로채고 죄를 백성에게 뒤집어씌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별애인 것이다. 삼표를 중심으로 한 겸애의 주장은 지배층에게 공격

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선례를 들어 반발심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

다. 여기서 묵자의 치밀함과 논리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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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왕과 무왕 – 처벌의 문제

또한 오직 ‘맹세의 명령’과 ‘탕의 고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나라의 시’가 곧 또

한 이와 같다. 주나라의 시에 가로되, “왕의 길은 탕탕하니, 치우치지도 않고 무리 짓지

도 않는다. 왕의 길은 평평하니, 무리 짓지도 않고 치우지지도 않는다. 그 곧음은 화살

과 같고, 그 평평함은 숫돌과 같아서, 군자가 밟는 바이요, 소인이 보는 바이다.”

만약 나의 말이 도를 이르는 일컬음이 아니면, 예전에 문왕과 무왕이 정치를 하심에, 

균등하게 나누어 현명함에 상주고 사나움에 벌주어, 친척과 형제에 아첨하는 바가 있지 

못 하게 했다. 곧 이는 문왕과 무왕의 겸함이다. 비록 스승 묵 선생의 일컫는바 겸함이

라는 것도 문왕과 무왕에게서 법을 취한 것이다. 잘은 알지 못 하겠으나, 천하의 사람

이 모두 겸함을 듣고 그것을 비난하는 바의 것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

且不惟誓命與湯說為然, 周詩即亦猶是也. 周詩曰 “王道蕩蕩, 不偏不黨, 王道平平, 不

黨不偏. 其直若矢, 其易若厎, 君子之所履, 小人之所視.” 

若吾言非語道之謂也, 古者文武為正, 均分賞賢罰暴, 勿有親戚弟兄之所阿. 即此文武兼

也. 雖子墨子之所謂兼者, 於文武取法焉. 不識天下之人, 所以皆聞兼而非之者, 其故何

也？ ｢겸애｣ 하16

주 문왕이 현명함과 상벌의 공평함을 알 수 있다. 겸애는 공평함 또는 공정함의 덕목을 

요구한다. “왕이 가는 길은 평평 탕탕하다. 공평하다. 그리고 주나라의 길은 화살 같고 숫

돌 같다.”라는 주나라의 시에서 법의 적용이 엄격하고 공평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은 분쟁의 조정에서 공정해야 된다는 상동 이론과 맞물린다. 상현(尙賢) 이론에서 현자를 

추대하고 현자에게 상을 부여하는 것은 겸애에는 여려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처럼 겸애는 큰 개념을 가지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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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천지(天志) - 하느님의 뜻

6.1, 천(天)의 개념과 필요성

1. 천지(天志)와 명귀(明鬼) – 겸애 실천의 장치

天志는 하늘의 뜻이다. 明鬼는 밝게 아는 귀신이다.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이라는 초자

연적 존재를 강조한다. 겸애, 비공과 같은 이념, 정의를 실천하는 근거, 후원자를 마련하

기 위한 것이다.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겸애 비공을 권하면 다 거부했다. 그런 권력자들

에게 하느님의 뜻과 귀신의 벌을 강조했다.

묵자는 정의와 이상을 주장했다. 그것을 현실에 실천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초자연적 

존재를 도입한다. 현실의 최고 권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초자연적 존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1) 강자의 딜레마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자기가 심판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심판하는 자인 것은 모순이다. 이것을 사람이 행하기 어렵다. 

① 담배 끊기에서 피우고 싶은 것도 나이고, 끊고 싶은 것도 나이다. 누가 이기는가? 

②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한다. 무욕이 대욕이다. 이것은 극히 

어렵다. 

③ 외부적 심판자의 제어가 있어야 한다. 즉 피 심판자와 심판자를 구분해야 한다. 현실

의 강자와 초자연적인 강자의 구분에서 천지와 명귀를 도입한다. 

④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다.  nemo judex in sua causa.

㉠ 트럼프는 셀프 사면을 하겠다고 한다.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

해야 한다. ㉡ 검사의 비리에서 검사의 범죄는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다. 그러면 결국 절

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 윤석열 부인과 장모, 나경원, 김학의, 벤츠 검사, 강남 술집에서 

천만 원 향응 받은 세 검사를 수사하고, 국민 참여단에 회부한다. 검사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죄의식 없이 한다. ㉢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위에 올린다.  기소자와 재판

자가 같다.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한다. 행정 기관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할 경우, 

징계권은 소속 기관장이 가진다. 징계와 사법 처리는 다르다. 

㉣ 왕이 행위 하는 것에 대해 왕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왕 밖에 없다. 왕이 어리석

은 짓을 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래서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도입한다. 반면 노자는 왕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어의 원동력인 최고의 극악스런 욕망 이 자신

의 욕망을 죽이고 자신을 제어하게 만든다. 둘 중 묵자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 노자는 천

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유가는 인의예지의 덕목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라고 

한다. 이는 노자의 자기 제어와 비슷한 이야기이다. 최고 권력자가 왜 자신을 스스로 덕목

으로 제약해야 하냐? 그럴 리가 없다. 사람에게 자유, 자율을 주면, 진보하기 보다는 퇴보 

타락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재수(자수)하여 광명 

찾자!” 종로학원 화장실에 붙어 있는 말. 재수하면 실력이 느는가? 느는 이는 10%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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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 권력은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더 좋다. 문제는 최고 권력은 마약이다. 도

취된다. 중국이 호주를 마음껏 패면 호주는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다. 유럽 등 국가가 중

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중국은 미국 대신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고 싶어한다. 이것

은 절대 불가능하다. 중국은 스스로 자기 힘을 제어 못한다. 시진핑은 묵자의 천지 명귀 

이론을 모른다. 현실의 힘이 현실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3) 겸애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의무인 셈이다. 대상은 백성,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반려 

동물, 야생동물, 식물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배자인 강자가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

살피는 것이 겸애이다. 묵자의 이런 겸애는 근대적인 국가 개념에 속한다. 전국 시대의 정

복 전쟁은 전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다. 힘에 의한 약탈과 유린으로 국가를 세운다. 이 지

점에서 백성의 인권과 권리는 사라지고 없다. 그 당시는 군주와 지배층의 이런 논리가 당

연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묵자의 방법제시가 ‘천지(天志)’인 것이다. 하느님의 뜻인 겸

애의 실천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이 행해진다. 최강의 강자는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강자는 그 뜻인 겸애를 수용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4) 기존 이론은 묵자의 하느님, 귀신을 미신이라고 치부한다.

① 겸애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기 위한 장치이고 도구이다.

② 어리석은 하층민이나 협박에 넘어간다. 지식인은 미신을 믿지 않는다. 묵자 무리가 

무식한 천민이기에 귀신을 말한다.

이것은 묵자 사상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이다. 이런 오류적 판단을 한 사람에는 유월(兪

樾)이 있다. 그리고 맹자, 주희, 풍우란도 비슷한 입장을 가진다. 유가는 범신론의 입장이

므로 상층민인 지식인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겸애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협박의 대

상은 힘을 가진 최고 권력자, 지배자 층이다. 진시황부터 시진핑까지 중국의 황제들은 제

어되지 않았다. 그래서 왕조가 오래 못 간다. 

묵자의 국가 구성론은 겸애 천지 상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짜여 있다. 사

상의 전반에 근대적인 민주주의적 계약론의 싹이 포함되어 있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권

리가 천지(天志)에 담겨져 있다. 겸애는 서로의 이익에 대한 보장 장치이다. 강자인 천자

는 하늘의 뜻에 상동(尙同)해야 한다. 이것은 천하(天下) 사상에 해당된다. 하늘아래 중국

을 다스리는 자는 천자이다. 하늘의 장손인 셈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 전체

를 사랑해야 한다. �시경�과 �서경�에서 조차 최고의 통치자가 하느님을 얘기한다. 귀신은 

백성과 파트너가 된다. 서로 파트너가 다르다. 그렇지만 천지(天志)인 겸애의 실천을 공통

으로 가진다. 그러므로 겸애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2. 하느님(天)의 존재

1) 천(天)의 기원과 성격

중국의 고대 은나라는 ‘帝’를, 주나라는 ‘天’을 숭배했는데, 이는 모두 하느님을 의미한

다. 그 당시는 천(天:주)과 제(帝:은)가 지배자의 후원과 봉(奉)의 주체였다. 동시에 지지와 

후원을 철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정치적 명분을 위해 하느님과 귀신을 

세우고 지지 후원한다. 그러나 ‘帝’와 ‘天’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끝까지 후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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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후자는 지배층의 의무 이행에 따라 상과 벌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때론 천명(天命)

에 따른 왕조 교체까지 발생한다. 후대 맹자의 군주론으로 이어진다. 

춘추시대 유가에서는 귀신을 불가지론(不可知論)의 입장을 가지고, 공자는 심지어 “존경

하되 멀리 하라”(敬而遠之)하며 초월신의 존재를 부정했다. 내재하는 범신론으로 간다. 노

자 장자 한비자도 같은 입장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신 자체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춘추시대의 시작이다. 공자는 신하와 자식의 하극상과 근친상간

으로 혼란한 이 시기를 “난신적자(亂臣賊子)”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장자 순자 한비자는 

전면적으로 초월적 존재를 부정한다. 맹자의 범신론은 개체 속의 신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맹자는 모두가 인격자가 되자고 했고, 순자는 사회의 윤리도덕을 확립하자고 했다. 한비자

는 최고로 강한 권력이 세상을 규정하고, 1인 황제가 천하통일을 하자는 이론을 펼친다. 

모든 일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신과 귀신의 존재 부정을 넘어 초월

자, 초자연 자체를 부정했던 시기다. 이에 반하는 초월적 신을 거론하는 유일한 사람이 묵

자이다. 그는 하느님을 절실하게 지지하고 믿는다.

묵자는 이처럼 신과 귀신이 부재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고심한다. 전국시대는 전

쟁의 잔인성의 끝판왕인 시기다. 묵자가 보기에 이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 천지인 겸

애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려면 더 큰 힘을 가진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한다. 묵

자는 예수보다 앞서 그 존재의 요청을 논의한 사람이다. 하느님의 뜻은 구원과 사랑이고 

이를 전하라고 명령한다. 일반인들이 명령을 받들기는 힘들다. 그것은 성직자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폐단은 성직자의 신 모독죄이다.

묵자는 유가 교재인 �시경�과 �서경�을 공부한 입장에서 초월신을 수용하고 기존의 의

미를 바꾼다. 유가의 입장에서는 하늘을 왕권 유지를 위한 정당성으로 포장을 한다. 그러

나 묵자는 천지(天志)의 개념을 가져와서 겸애와 결부시킨다. 겸애는 약자인 백성에게 필

요한 이념이다. 천(天)을 의지가 있는 인격의 개체로 규정시켜 기존의 천 개념과는 구분을 

짓는다. 지배자의 후원자에서 백성의 후원자로 탈바꿈 시킨다. 묵자의 문제의식이 백성을 

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춘추 전국 시대의 추세는 초월적 신을 부정한다. 혹은 내재하는 범신론으로 간다. 이

런 식의 초월자, 초자연적 존재의 부정에서 본다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게만 달려 있

다. 신이나 귀신은 관여하지 못 한다. 그래서 사람이 못 하는 짓이 없게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벌어진다. 

신과 귀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묵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⑴ 이 문제는 춘추 시대에서 시작된다. 공자가 말하는 亂臣賊子는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신하, (아버지를) 해치는 아들”이다. 신하가 임금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

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귀신을 두려워했다. 임금 귀신, 

아버지 귀신이 보복할 것이다. ‘하느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죽인다. 天下大亂이다. 근친상간도 빈번

하게 된다. 

해결책으로 맹자는 모두가 인격자가 되자 하고, 순자는 사회에 윤리 도덕을 확립하자고 

한다. 한비자는 최고로 강한 권력이 세상을 규정하면 천하 통일을 이룩할 것이고, 황제의 

권력이 천하에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본다. 법은 그 하위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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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책이다. 어찌 보면 해결책도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이 길로 간다. 이에 반해 

묵자는 초자연적 존재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⑵ 전국 시대는 싸우는 나라들 사이에 잔인성이 폭발한다. 3진의 분열은 지백이 한 위 

조를 찍어 누르다가, 지백이 도리어 타도된다. 조양자가 지백을 죽이고, 그 두개골로 술잔

을 만들었다. 지씨 일족을 철저하게 다 죽이고, 지씨를 완전 소멸시킨다. 전쟁이 점점 더 

잔인해진다. 그래서 잔인성의 끝판 왕인 진나라는 장평 전투에서 항복한 조나라 군대 40

만을 생매장한다. 이것은 잔인의 극단으로 진나라가 멸망할 때 똑같이 당하고 망한다. 인

과응보이다. 진시황의 천하 통일은 그런 잔인성의 극단에서 이루어진다.

* 춘추 시대는 개인들의 일에 대한 혼란의 시기라면, 전국 시대는 집단적인 사건이 원

인이 된다.

⑶ 초자연적 힘, 초월자를 부정하면, 인간의 약점, 단점, 잔인성이 폭발할 것이다. 현재

의 시진핑도 똑같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한다. 강함은 언제나 철저하게 공격을 당한다. 

중국이 계속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것도 그런 논리의 결과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육군과 해군이 동아시아를 침략했다.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 이겼다. 그러나 미국을 만나서, 완전 참패를 한다. 미국이 절대 강자, 일본은 절대 약

자임이 드러난다. 일본은 전쟁을 중지하지 못 했다. 일본은 힘에 도취되어 대만과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 침략해서 일방적으로 이기고. 그러다가 미국이라는 

수퍼파워를 만나서 일방적으로 깨진다. 힘이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 天 개념은 ① 그냥 하늘 ② 자연 자체. 장자는 자연을 폭 파묻혀서 살 곳으로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 한다. ③ 자연. 순자의 경우 天과 자연은 가공해서 이용할 대상으로 본

다. ④ 묵자는 인격신, 하느님으로 규정한다. ⑤ 맹자의 범신론에서 天命이라한다. 신은 

개체 속에 있다. 개체가 자연은 아니다. 천지 속에 신이 들어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性卽理의 이론에서는 天理가 천지 속에 있다.

1) 천지(天志) - 종교 이론

기독교는 이스라엘 중동의 신앙으로 이집트와 그리스의 다신교에서 출발한다. 원래 없

었던 것을 모세가 종교적으로 창립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하느님과의 십계로 정립된

다. 모세는 이집트 왕의 이름중 하나로 유일신이라는 명분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묵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주장한다. 

맹자, 주희, 풍우란은 묵자가 하층민으로서 귀신을 믿는다고 비난한다. 특히 유월(兪樾)

은 미신을 가지고 혹세무민 한다고 비판한다. 유가는 범신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상층

민이나 지식이 이를 수용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귀신은 기복신앙으로 묵자의 하

느님과 귀신은 이와 구별된다. 기복이나 구복의 개념은 아니고 정치적 하느님, 귀신으로 

의정을 만들게 한다. �시경�, �서경�에서 최고의 통치자는 하느님을 거론한다. 귀신은 백

성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 중국의 문제 – 한국과 일본처럼 2인자의 삶을 배워야 한다. 국방력은 있는데, 이념과 

문화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게 진다. 물리적 힘은 증가시키나, 정신적 힘의 증가는 불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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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문제 – 역사적으로 왕정을 겪은 적이 없다. 전국시대에 막부정치만 있었다. 

국력을 모을 방책으로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세우고 주도는 군인이 한다.

3. 종교의 구분

역사적으로 초창기 종교는 다신론으로 출발한다.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원시 사

회의 하등종교는 현상 사물과 결합하는 다양한 신들의 형태로 인간사에 개입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신의 능력과 기능이 강화되는 고등종교로 전향된다.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

려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종교의 힘은 더불어 상승 된다. 고등종교의 형태는 크게 범신론

과 유일신론으로 나뉜다.

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개체 밖이면 유일신론, 개체 안이면 범신론으로 구분된

다. 범신론의 입장은 내재된 신이기에, 개체 자체는 신이면서 신적 요소의 드러남이다. 그

러기에 모든 사물 즉, 무생물과 생물 속에 두루 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범신론의 입장

이지만 특히 인간 내부에 있는 신을 주로 논의 한다. 유가에서 다루는 모든 사상은 이것

을 전제로 전개시킨다.

반대의 입장인 유일신론은 모든 개체의 외부에 있는 신을 다루는데, 모든 신의 기능을 

총합시켰기 때문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능력을 소유한다. 만물을 섭리하는 그 신은 지상

을 벗어난 하늘에 존재한다. 그러기에 모든 세상사를 감시하고 관찰하여 상과 벌을 내린

다. 인격신의 특성을 가지기에 사람처럼 인식과 판단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체는 

항상 긴장을 하고 신의 인식에 따른 좋은 결과를 의식하며 선행을 자행해야 한다. 선(善)

은 인간이 지켜야할 덕목이라면 신은 무엇인가? 벌을 주는 입장에서 신도 선(善)만 가진

다고 볼 수 없다. 신이 만든 세계가 악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

진다. 그렇지만 세계를 악의 구렁에서 구할 수 있는 구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신의 전지

전능은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점에 비해 신에게 인격이 없는 범신론은 잠재태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개체의 이

성과 양심으로 그 형태가 노출된다. 인격신처럼 전지전능의 능력도 불가하다. 가끔 극단으

로 영웅주의에서 본인이 신이라고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독재자인 진시황, 히틀러, 

모택동 등에서 볼 수 있었다. 범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종류와 이름은 수없이 많고 

사람들은 그 자체를 신으로도 인식하지도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철

학자들만 범신론을 구분하고 인식한다.

4. 유가의 범신론과 묵가의 유일신론

1) 공자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불가지론적 입장을 가진다. 종교 의식의 일종으로 

제사를 권장하면서 귀신의 존재는 부정한다. 없지만 있는 듯 여기고 의식을 행하도록 하

라고 한다. 그러나 이성의 명령을 마음속의 명령으로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지천명(知天命)

을 얘기한다. 외부적 신은 거부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제된 하늘은 믿고 따른다.

2) 맹자는 공자의 천명을 수용해서 군주 천명론으로 나아간다. “盡心 → 知性 → 知天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는 곧 본성이 하늘이라는 명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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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말한다. 천명은 군주의 천하통일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준다. 맹자가 말하는 천명은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이성의 본질이다. 그 본성은 선한 본성으로 성선설인 동시에 범신

론이다. 공자는 지천명(知天命) 즉 50세에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는 것이다. 

맹자는 백성 지식인 관리 등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늘은 

백성의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듣는다. 곧 민심이 천심으로 전달되어 천명으로 이어지고, 그 

천명을 받은 자가 왕이 된다는 명분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재로 백성이 왕 또는 군주를 

지정한 적은 없다. 모순이다. 서양의 왕권신수설과는 다른 특색을 가진다. 신이 지정한다

는 방법은 유사하나 외부적 신과 내재적 신의 임명은 확실히 구분되어진다. 맹자의 범신

론에 따른 천명은 민본주의, 위민정치, 인정정치, 왕도정치로 표출된다. 군주의 정당성이 

군주 천명론으로 포장된다. 맹자의 범신론은 백성의 마음과 지식인의 이성으로 드러난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 천명 받은 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천명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왕권 신수

설과 다르다. 신수설은 초월적 신이 누구에게 왕권을 넘긴다. 그 때 개인들인 백성, 지식

인, 관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天心은 民心이다. 하늘은 백성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

는다. 그래서 왕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천명을 받기 위해서는, 民命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것이 민본주의, 위민 정치, 仁政(사랑의 정치) 왕도 정치 (왕자다운 떳떳하고 당당한 정

치)이다.

* 군주 천명론에서 민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당시에 군주가 되는 방법은 ① 세습

이다. 최초의 건국자 왕이 천명을 받으면, 천명도 세습된다. 맹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천명을 세습하되, 하늘이 심사를 한다. 그래서 천명을 회수한다.’고 답한다. 하

늘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다면 백성이 과연 천명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에 맹자

는 신화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 천명의 회수나 다른 사람에게 이관시키는 것은 왕에 대한 

협박이다. 그러므로 왕은 온정주의적으로 통치하라고 한다.

② 정복의 승리를 통한 최초의 창업 군주는 중흥하여 강국으로 만든 군주이다. 천명을 

받은 자가 승리하는가? 아니면 힘과 무력이 강한 자가 승리하는가? 결론적으로 후자이다. 

힘으로 이기고 난 뒤에,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 천명을 동원한다. 그리고 천명을 가지고 

유자들은 군주를 제어하려 들었다. 천명은 대의명분, 강상윤리이다. 조선의 경우는 쿠데타

로 왕조 수립을 한다. 그래서 천명론을 더 믿는다. 중국의 경우, 치열한 전쟁 뒤에 승자가 

개국한다. 그래서 천명을 별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사유화한다. 전쟁은 동지

들과 함께 한다. 그 과실은 최고 사령관, 즉 창업군주가 독식한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 범신론은 반드시 마음 수양론으로 연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체 안에 주어진 

신(신적인 요소)은 가능태이다. 신적 요소가 현실태로 주어지면,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없

다. 선한 본성은 가능성으로 주어지지, 현실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유는 변신론의 문

제이다. 선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면, 세상에는 악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악이 있다. 왜 

그런가? 가능성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능태는 가능성, 잠재태, 잠세태라고도 한다. 그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 수양론이다.

3) 내재하는 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에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보유관념,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라이프니치의 모나드는 철학자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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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 개념이다. 최고의 이데아인 부동의 동자는 신이다.

* 하느님, 신은 이성 (인간의 본질), 선한 본성이다. 이런 범신론은 철학자의 신이다. 나

아가 플라톤의 이데아(idea 관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그리고 그 끝에 최고의 이데아, 

부동의 동자, 신, 데카르트의 본유 관념도 그런 것이다. 묵자와 기독교는 초월적 신이다. 

자신의 일반적 이름을 가진다. ‘하느님’ ‘신’에서 맹자 플라톤 등의 내재하는 신은 그 독자

적 모습의 인식이 어렵다. 그 개체가 드러내 줘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름이 없다. 

이름이 제각각이다. 이데아, 본유 관념, 모나드, 선한 본성(맹자), 태극(주희), 불성 여래장 

일심(불교) 브라흐만-아트만 (우파니샤드)등이 그렇다. 천명을 받고 스스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하다. 공자와 같이 성인의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하다. 

고단위의 인격 수양이 필요하다. 공자는 50세에 지천명(知天命)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범신론의 성격을 띤 유가나 성리학은 마음 수양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 묵자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신)으로 보지 않고, 욕망·감정으로 본다. 신은 초월자이

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험론적 입장이다. 그래서 욕망을 긍정한다. 

4) 묵자와 기독교는 외부적 초월신을 상정한다. 초월신인 유일신은 하늘에서 인간세를 

섭리한다. 자유의 의지를 지닌 유일신의 종교는 경전, 교단, 성직자, 예배, 교회 등의 구성

을 통해 성립된다. 그러나 범신론은 내재하는 신이므로 국가와 사회 속에 잠겨있으므로 

경전이나 교단 성직자 예배 교회 등이 따로 없다. 가정의 가부장이나 국가의 군주 관리가 

제사와 같은 예배 의식을 통해 성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일상에 종교가 스며들어 

있기에 종교적 갈등이나 전쟁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범신론의 유가적 전통

이 그 맥락을 이어왔다고 본다.

묵자는 인간의 본질을 신이나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욕망과 감정으로 본다. 신은 

외부적 초월자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유일신론에서는 신이 독자적 존재로 드러난다. 그러듯이 그 종교도 독자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경전, 상징(동상), 교단, 성직자, 예배, 교회가 다 독자적이다.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그렇다.

범신론은 신이 개체 안에 잠겨 있다. 신의 독자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범신론의 종교는 가정, 사회, 국가 안에 잠겨 있다. 일체화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나 갈등이 적다. 경전 교단 성직자 예배, 교회가 독립되어 잇지 않다. 예컨대 집에서 제사

를 지낸다. 제사는 예배, 성직자는 가부장, 교회는 집안이라는 구조를 가진다. 기독교 개

신교가 유교를 공격하기 무지하게 어렵다. 불교는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부수면 된다. 유

교는 어떤가? 공격의 대상이 없다. 유교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유교에 사로잡혀 있다. 목사인데 하는 말은 공자님 말씀이다. 목사가 어려서 유교적 환경

에서 자라다 보니 그렇다. 알고 보니 겉은 기독교인데, 속에는 유교가 있다.

5. 무신론 - 법가, 도가

중국에서 범신론은 주로 유가의 사상에 있다. 유가 가운데서도 공자와 맹자를 주축으로 

한다. 같은 유가인 순자는 무신론에 가깝다. 그리고 도가의 노자와 장자, 법가인 한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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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 묵자는 성악설의 입장을 가진다.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고수하고 보존해 주

는 방향을 고민한다. 신이 있다는 가정 하에 보장받는 방법과 수단을 제시한다. 논리적으

로 타당한 방법이다. 순자 역시 성악설을 주장하지만 내용과 방법은 전혀 다르다. 순자는 

합리적 무신론자로서 온건한 성악설은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식욕과 성욕 같은 육체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적인 신은 없다고 본다. 몸과 마음을 통한 물질적 채득이 

본성이라 본다. 욕망은 신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자의 입장에서는 개인 

내부에는 신이 없다. 게다가 외부적 하늘이나 자연에도 신의 존재는 없다고 한다. 자연은 

기(氣)의 총체이므로 노동의 대상에 불과 할 뿐이다. 순자는 자연을 가공해서 물자를 생산

할 것을 권장한다. 그 결과로 문명사회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자는 현실주의와 

물질주의 입장이다. 초자연적인 실체와 내재된 신을 모두 부정한다. 노자와 장자, 한비자 

또한 같은 입장을 가진다. 순자는 도가의 영향을 받아 물질주의 입장을 가진고 같다. 전국

시대 말기의 풍조가 이렇다. 진시황의 포학한 정복 전쟁 후 통일과 멸망을 겪은 시절이라 

철학의 흐름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내면적인 수양과 통찰보다는 현실주의와 물질

주의로 가면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정당화 시킨다. 허무주의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특이할 따름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류는 무신론과 범신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반대의 초월적 신인 

하느님을 주장하는 묵자는 대단하다. 중국의 주류에서 밀려나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새

로운 혁신을 구상한 것만은 높이 살만한 업적이다. 

* 순자는 무신론자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하다. 예(禮)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와 국가를 예로 규정한다. 신 대신에 예를 말한다.

한비자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힘이 만능이다. 못 하는 것이 없다. 나아가 진시황은 자신

이 황제, 즉 하느님이다. 그래서 힘에 도취된다. 진시황을 제어할 어떤 것도 없다. 진시황

은 유일한 자유인이다. 나머지 모든 인간은 종이고 노예이다. 1인의 자유, 만인의 노예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절대 권력의 저주에 빠진다. 절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권력 자체뿐이다. 이런 저주에 빠진 집단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다. 노무현의 저주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

6. 기독교적 유일신론 – 자유 의지에 따른 상과 벌

⑴ 신과 인간의 단절에서 자유 의지가 생긴다. 진시황의 경우, 1인의 자유, 만인의 노예

이다. 기독교 도식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

런 도식을 묵자도 가지고 있다. 인간 = 자유인 = 자유 의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① 상과 벌이 있다.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벌 

내리는 자는 하늘, 귀신, 윗사람, 국가이다. 

② 상동(尙同)에서 윗사람의 조정을 아래가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 의지를 전제로 한다. 

만약 그게 없다면, 조정이 불필요하다. 상동할 이유도 없다. 법가처럼 법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추미애는 법무부 장군, 추다르크이다. 

③ 천지(天志)는 하늘의 뜻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상벌 이론과 같다. 기독교와 같은 도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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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들기인 所染은 자유 의지이면서, 유가의 마음 수양론과 비슷하다.

서양 근대의 국가론과 매우 비슷하게 나간다.

⑵ 구약 성경의 ‘선악과’는 신과 인간의 단절을 의미한다. 신은 완전자 인간은 불완전자

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과정이다. 자유의지로 행한 결과는 상과 벌로 결론지어진다. 기독교

에서는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고 신은 심판을 하는 것이다. 심판은 인간을 선(善)으로 계도

하는 방법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신과 유일신은 비슷한 도식을 가진다. 묵자도 같은 

입장을 가진다. 신도 인간과 같은 이성과 감성을 가지므로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런 묵자의 이론이 인격신론이라 할 수 있다.

⑶ 신약 성경 : 기독교 성경은 신약인 마태볶음, 마가, 누가, 요한볶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4볶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활동, 12사도의 기록(이스라엘)이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12사도에서 바울은 제외된다. 베드로의 편지 등등이 나

오고 마지막이 요한 계시록이다. 신약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울이 쓴 편지 중 로마

서가 유망하다. 제국에 기독교를 설명하고 그 이후의 큰 줄기는 바울이 만든다. 신학자는 

바울의 편지 중 로마서를 중점으로 본다. 이후 기독교의 방향성 제시한다. 1대교황은 피

터 베드로(어부)가 12제자의 반장이 된다. 바울은 직업이 유태교 성직자이다. 사도행전은 

예수와 그 12 제자들의 행전(이스라엘 얘기)이다. 전도대상을 타국으로 전회 하는 것을 바

울이 실천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의 종교를 전 세계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선진국인 지중해 그리스 식민지국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기록(이방인이 신약 만듦)되었다. 이후 중요부분은 로마국의 라틴어로 교체되었다. 종교 

개혁 이후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7. 묵자의 종교성과 하느님

김승석 교수는 묵자에게는 종교성이 없다 한다. 반면 손영식 교수는 종교성이 있다고 

본다. 묵자의 열정은 종교적 열정이고, 그 열정 또한 종교에서 나온다고 본다.

종교는 신이 주인공이다. 성경, 교리, 교단, 신도, 성직자, 예배 (의식)는 부수적인 것이

다. 종교가 정립되려면 우선 유일신이나 내재적 신을 선택해야 한다.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절대적인 국가의 이념과 정의가 되었다. 근대 이후로는 그 힘이 과거보다는 강력하지는 

않다.

① 묵자에게 있는 것은 

신, 교리인 성경(10론) 교단, 성직자, 신도(묵가의 무리)이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식의 

전도, 포교 등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배 의식도 존재했는지 알 수 없다. 무리가 있

으면 의식(儀式)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② 묵자에게 없는 것 

⑴ 종교성 – 천지(天志) 하느님의 뜻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느님은 뜻·의지로 존재한

다. 천지(天志)에서는 신이 뜻·의지로만 존재한다. 인격성이 부족하다. 인간처럼 감성과 이

성을 가지고, 인간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다. 인격신, 유일신, 절대자로서의 성격이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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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직 ‘의지’ 뿐이라면, 이것은 범신론과 비슷할 수 있다. 범신론은 마음에 내재하는 신

이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 성명(性命 이성의 명령), 도덕적 당위를 규정한다. 명령은 의

지이다. 마음 안에 있으면 명령이고, 마음 밖, 하늘에 있으면 의지가 된다.

기독교는 여호와와 모세가 계약을 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직접 

만난다. 그 후 이사야부터, 하느님은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降生)을 한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신의 뜻을 실현하는 자이다. 예수는 신의 강생, 성육신이다. 그래서 3위1체(성부 

성신 성자)이다. 

⑵ 하느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신은 상과 벌로 드러난다. 의지는 상과 벌이다. 묵자

의 신은 고작 상과 벌 밖에 줄 수 없나? 기독교의 경우 신은 완전자, 인간은 불완전자이

다. 신은 심판자, 인간은 심판 받는 자이다. 신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모두 걸머지고 속죄

양이 되어서 제사로 진행된다.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다.

묵자에게는 이런 식의 인간의 불완전함 = 원죄 = 용서(사함) 등의 측면이 없다. 인간과

의 관계는 상과 벌만 있다. 그밖에 다른 관계는 없고, 이야기, 서사(敍事)도 없다. 기독교 

성경에는 신화1인 창세기에 에덴동산의 이야기가 있다. 신화2에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있다. 모세의 출애굽과 10계명, (욥기) 요셉의 예언, 이집트 관련의 서사가 

존재한다. 이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을 짓는다. 사

사(士師)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솔로몬, 선지자들의 활동, 왕국이 둘로 분열 등

이 있다

묵자의 무리가 신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신을 믿었는가? 이

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무거움이 없게 된다. 진시황 때 묵자 무리가 순식간

에 탄압받아서 소멸된다. 만약 이어졌다면, 신의 이야기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 묵가 무리의 역사는 전국 시대 2-300년 정도이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짧

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3천년 정도의 이야기이다.

⑶ 예배의 기록이 없다. 묵자 무리가 종교 집단이라면, 성직자로서의 체계 등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예배, 성직자, 교단 등이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는 면에서 

범신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교적 성향이 다분히 있다. 묵자도 유교적 범신론의 특징

을 갖는 이유는 묵자가 유교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⑷ 묵자는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는다.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왔

다고 한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국 백성이다. 하늘과 땅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묵자

는 내세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말론이 없다.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예수가 재림해서, 

심판한다. 최후의 심판은 ｢요한 계시록｣ 지옥의 묵시록에 전해진다. 이것은 협박용이다. 

⑸ 기세춘과 홍정욱 목사는 묵자가 현세에, 땅위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고, 하느

님의 뜻, 천지(天志)가 구현된 국가를 만들려 했다고 말한다. 보수 기독교는 하늘에 하느

님의 나라가 있고, 최후의 심판을 하고 죽은 뒤에 나라를 새로 건설한다고 한다. 3박자 

구원론으로 건강, 부, 권력을 신이 주시고, 이 대상에 신도와 목사가 모두 해당된다. 진보 

기독교는 땅위에 하느님의 나라의 세우려 한다. 이것은 살아생전의 나라이다. 그래서 민주

화 투쟁을 한다.

결론적으로 묵자의 종교성은 있다. 그러나 약하다. 묵자의 하느님은 유일신론의 기본 골

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유일신론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 멈춘 것이다.



- 257 -

⑹ 묵자는 “하면 된다.”는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진다. 신과 인간의 협업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 입장을 가진다. 신의 뜻인 겸애는 실천이 어렵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묵자는 그렇더라도 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겸애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본다. 

“죽은 자가 이끌고 산 자가 따른다.” - 명귀

“하느님이 이끌고, 사람이 따른다.” - 천지

초자연적 존재와 자연적 존재의 조합을 이끌어 내는,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진다.

⑺ 개인의 이성의 한계

기독교 개신교 – 너의 이성을 신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투항하라, 이성은 괄호치고, 신

의 말씀대로 살라는 교리를 가진다. 절대자, 유일신, 인격신이기 때문이다. 신은 완전자이

고, 인간은 불완전자이다. 신은 최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나타난다. 그

리고 나를 제어한다.

유교 범신론 - “盡人事 待天命(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인간의 

이성이 먼저이고, 전부이이니, 이성대로 다 하라고 한다. 범신론은 내재하는 신으로 이성

의 주체가 인간이다. 그래서 신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래서 천명은 운명과 같아진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천명이고, 운명이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명령 앞에 선다

(安心立命)”

개신교의 신관 – 신과 인간의 단절 을 부정한다. 에덴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알 수 있

다. 처음부터 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 자율성은 부정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형극에서 조종자와 인형의 관계와 같다. 인형의 잘못은 조종자의 

잘못이 된다. 문제는 ① 인간의 잘못은 누구 책임인가? 신의 책임이 아닌가? 결국 네가 

완전히 신이 되지 못 하고, 네 마음대로 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종말론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이론의 내부적 모순이고, 부정합이다. ② 신의 말씀은 성경에 담긴 그 

이상이 없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으로 대치된다. 개인의 이성이 목사의 이성으로 치환된

다. 

⑻ 묵자의 하느님

묵자의 하느님은 개신교와 다르다. 신과 인간을 완전 분리시킨다. 인간의 행위를 인간에

게 귀속시키므로 인간이 상과 벌을 받는다. 상과 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

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 여기에서도 묵자 이론은 범신론의 영향이 있다.

극단적 유일신론은 개인을 신에게 복종시키고, 귀속시킨다. 개인의 헌신을 통해 개인의 

책임이 줄어든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

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욥기의 이야기를 부정한다. 목사가 신을 마음대로 제어하게 

만든다. “개인 – 목사 – 신”, 이것이 문제이다. 가톨릭은 중간 매개자로서 성직자의 역할

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인간이 신을 자처하는 독신(瀆神)죄

로 예수가 처음일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후에는 성육신 예수 한 

분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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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신론은 신이 내재한다. 내 마음의 이성이 신이다. 개인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 묵자는 신의 뜻을 따라 상과 벌을 준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묵자의 종교는 매우 건강하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게 유도한다. 종교의 초창

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가는 교단, 성직자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망했다.

⑼ 묵자가 신과 귀신의 상벌을 말한다.

기존 이론가 주희, 풍우란은 유치한 미신이라고 치부한다. 어떻게 초자연적 존재가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는 것은 미개한 하층민이라고 

비난한다.

묵자의 상과 벌은 개인의 자유 의지, 자율성을 의미한다. 상동의 국가에서 개인들은 ‘자

유 의지,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익 다툼을 하고, 그것의 조정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

를 도모한다. 개인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유가의 도덕주의는 도덕적 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죄악시한다. 公과 

私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묵자의 천지(天志)는 겸애이다. 심판의 기준이 겸애로 이어진다. 자유로운 의지로 겸애

를 하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상과 벌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느님은 선(善)의 결정체

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기처분권을 소유한다. 상과 벌이라는 도구로 인간을 선(善)으

로 이끈다. 

맹자는 내 안에 하늘이 들어와 선(善)을 행하라고 명령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천명

(天命)이다. 결국 선(善)의 의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하늘의 명령의 객관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양을 통한 인격 쇄신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묵자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자유로운 인격체이므로 행위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 또 내면 수양을 통한 인격체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겸

애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맹자의 마음 수양론과는 반대의 노선을 가진다.

⑽ 인간의 주체성에 따른 상과 벌

인간의 자유 의지, 자율성은 행위의 책임과 상과 벌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서로 얽혀져 

있다. 묵자는 자유의지 인정이고, 맹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백성을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적자(赤子, 갓난애, 핏덩이)로 본다는 것은 책임과 상벌의 기준을 벗어난다는 것이

다. 대신 보호의 대상이므로, 보호하고 교육시켜 윗사람의 지배 그늘에 머물러야 한다. 정

말 폭력적인 발상이다. 백성을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처사이다. 노예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생활해야 한다. 의식조차도 주인을 따라야 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아

를 입력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노예의 운명이 바뀐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유가의 사랑이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주인이 노예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노예를 절대로 사랑할 일

은 없다고 본다. 노예는 생산증식의 수단에 불과하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되 수

단으로 대하지 마라”고 정언 명령에서 공포한다. 사랑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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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묵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묵자의 사랑인 겸애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겸애가 수단이다. 이 사랑은 개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시작한다. 천지(天志)라는 매개체가 도구이기는 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을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대상이고 목적이다. 기독교에서

는 ‘은총(恩寵)’이라고 한다. 주체적인 인간은 사랑을 행하면 하느님에게 상을 받는다. 사

랑을 지배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묵자는 이처럼 자율적인 주체인 인간은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맹자는 

어린아이의 이성을 가진 백성은 통치의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맹자의 이론은 지배자의 이

론으로 간다. 묵자는 지배자와 피지배 사이를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을 펼친다. 

맹자는 백성을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린애로 간주한다. 따라서 백성은 절대

로 통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백성은 통치의 대상이지,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면 묵자는 백성을 어른으로 본다. 자기 의지와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묵

자의 국가론에서 백성은 통치의 주체로 나선다. 상동 이론이 그렇다.

⑾ 유가적 범신론 - 운명론, 비관주의 : 범신론은 내재적 신의 명령을 천명이라 한다. 

그러므로 주관의 방향성에 따라 천명은 변화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천명 또한 

수만 개이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는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그래서 이처럼 알 수 없는 것을 ‘운명(運命)’이라고 한다. 공자는 50세에 지천명(知天命)을 

했다. 3환씨와의 싸움 뒤 16년 동안 전국을 떠돌다가 70살이 된 후에야 고국에 돌아왔다. 

이 또한 공자에게는 운명이다. 내제한 하늘의 명령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운명을 인지한 

뒤에도 계속 변화한다. 운명은 고정적일 수 없다. 마음의 주관이 운명을 변화시키기 때문

이다. 탁구공은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선수는 열심히 그 방향을 감지하고 막아내야만 한

다. 매우 수고스럽다. 그것을 감지하고 막아내는 방법이 수양론과 비슷하다. 마음의 주관

이 나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계속 억누르고 참아내야 한다. 천명은 이렇게 인간을 힘들

게 하므로 비관주의에 빠지게 한다. 권력자는 이것을 빌미로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 받지

만 약자인 백성은 언제나 피지배자의 운명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수양론은 지

배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백성은 그들의 운명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묵자의 유일신론은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다. 하늘의 뜻인 겸애를 받고, 그 뒤

에 성공을 보장받는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다. 물론 악으로 향한다면 

지옥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는 금욕고행과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

게 한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느님이 든든하게 지지 후원을 해 주기 때문이다. 천지인 겸애

는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맹자와 공자의 비관주의와는 다른 길을 간다.

⑿ 천지(天志)와 천명(天命) : 유일신론(초월신)과 범신론의 차이

묵자의 천지(天志)와 공자와 맹자의 천명(天命)은 외부적 인격신과 내부적 이성의 신으

로 구분된다. 묵자의 초월적 신은 하늘에 있고, 유가의 범신론의 신은 땅위의 인간 속에 

있다. 묵자의 신은 대면하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신이다. 유가의 신은 자체적 명령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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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는 신이 그 의지를 천하에 보여준다. 의지(志)는 하늘의 심판으

로서 귀결되고 그것은 상과 벌로 표현된다. 후자는 심판의 대상이 없다. 그래서 폭력성을 

안고 있는 이론이다. 

⒀ 하느님과 귀신 : 묵자가 말하는 하느님은 ‘뜻-의지’를 가지고 있고, ‘明鬼’라고 하는 

귀신은 ‘밝고 환하게 앎’(明, 인식 능력)이 있다. 귀신의 밝은 인식 능력은 겸애의 실천여

부에 따라 내리는 상과 벌의 처벌에 필요하다. 묵자는 암묵적으로 하느님과 귀신을 하나

의 체계로 엮는다. 명귀(明鬼)는 겸애의 실천을 살핀다. 하늘은 겸애를 인간에게 요구한

다. 특히 강자에게 더 강요한다. 하늘의 겸애에 따른 상과 벌을 귀신에게 하달한다. 행동

대장에 해당된다.

⒁ 제사와 귀신 : 존재 부정의 두 모순

유가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불가지론적 입장을 가지면서도 제사의식은 행한다. 그

리고 제사에 추모, 단결의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제사는 귀신을 위하거나 존경 때문이 아

니라, 산 자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에 반해 묵자는 귀신의 존재를 언제나 인정한다. 그는 외부적 유일신을 주장하는지라 

행동 대장격인 귀신도 섬긴다. 그런데 유가와는 달리 귀신을 모시는 제사는 꺼려하는 편

이다. 만약 지내야할 형편이면 간략하고 검소한 제사를 권유한다. 귀신이 원하는 것은 제

사가 아니라 겸애이다. 제사를 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약자를 위한 겸애를 하라

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귀신은 제사 

음식 받아먹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⒂ 기독교는 경전 교단 교회 성직자 예배 의식 등이 적립되어 있다. 그러나 묵자 집단

은 일종의 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교회나 예배 의식의 존재는 불명확하다. 기독교는 

심지어 내세의 천당을 가정하나 묵자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 겸애를 통한 현세의 평화, 질

서와 안녕을 추구한다. 그리고 백성의 삼환(三患)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국가 구성 

원리의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겸애는 상동을 요청하여 짝을 이룬다.

겸애와 상동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입장에서 묵자의 하느님은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묵가 집단은 교단 성직자 등을 구성하나 내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쟁이 없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다. 사후의 세계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묵자는 경험주의자이다. 감각 지각을 벗어난 가설이나 가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묵자의 하느님 논증

⑴ 중국은 범신론과 무신론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므로 풍우란이나 와다나베 등은 하느

님이나 귀신과 같은 초월적 초자연적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미신으로 치부한다. 묵자의 

이론은 비주류로 전락하여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미신을 가지고 겸애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 하느님의 뜻(天志)이 겸애이다. 그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합리화될 

수 없다. 논증의 문제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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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 귀신이 상과 벌을 내린다고 하여, 백성들을 협박하여, 겸애를 하게 만든다. 이

것은 미신 가운데 구복 신앙, 기복 신앙에 해당된다. 반면 유가는 盡人事, 待天命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이유 ① 상과 벌을 내리니까. ② 마땅히, 당위, 의무, 소

명(부르심)에 있다.

와다나베는 ｢천지｣와 ｢명귀｣를 후기 묵가의 이론으로 결론짓는다. 처음에는 묵자 역시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후기 묵가들이 설득을 통한 신도 증설에 목적을 두고 요

청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묵자에 대한 변론에 불과하다. 무식한 백성을 현혹하기 위한 미

신이라는 것은 중국 학계의 통념으로 고착화된다. 엉성하고 천한 3류 이론으로 오해하고 

천시를 받는다.

⑵ 묵자의 천지(天志)에 대한 논증

묵자는 삼표설에서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인 성왕(聖王)의 사적, 백성이 보고 들은 사실, 

국가와 백성에 이익으로 하늘과 귀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 성왕(聖王)의 사적 – 요순 우탕 

하느님에 대해 �시경�에 많이 나온다.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노래인 송(頌)이 그

런 종류이다. �서경�도 제법 나온다. 귀신은 �춘추�에 주로 많이 나온다. 묵자는 이 유래

를 믿는다. 그러나 같은 경전을 두고 유가는 달리 해석한다. 경전은 역사적 사실은 담은 

것으로 권위가 있다. 묵자는 경전을 신임한다. 묵자의 논증은 그래서 설득력을 가지는 것

이다. 

유가는 �시경�과 �서경�에서 초월적 인격신을 개체에 내재하는 신으로 교체한다. 그들

의 경전을 무시하는 일관적 태도를 가진다.26) 묵자가 오히려 충실하게 받드는 입장이다.

* 이는 자신들의 신을 믿지 않는 성직자의 문제이다. 

① 도스도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대심문관｣에 나오는 대심문관은 신을 믿지 

않는 성직자였다.

② 인도 철학, 미맘사 학파는 유가와 비슷하다. 미맘사는 성전의 승려들이다.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한다. 제사를 하면 나오는 효과, 이는 신의 은총, 베품이 아니라, 제사 자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③ 유가는 �시경� �서경�에 나오는 초월적 인격신을 인간에게 내재하는 범신론으로 바

꾼다. 신의 인격성, 초월성, 절대자, 전지전능 등을 삭제해 버린다. 그런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미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생각한다. 문제는 개인의 인격 형성이다. 외부의 절대자

는 무시한다. 행위의 원동력은 인격이지,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다.

신의 증명은 믿음에 대한 문제이다. 경전에 담긴 뜻을 믿지 못하면, 논증의 설득력이 소

멸된다.

26) 중국 철학의 주된 연구 방법이 훈고학과 고증학이다. 이들은 원전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 보다는, 해석자의 철학과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원문을 바꾼다. 원문 살해는 중국 철

학의 고질병이다. 묵자는 훈고학 이전에 사라졌다. 유가는 공자 이래로 계속 살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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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왕의 사적이 지식의 원천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지식의 원천으로 ① 현

량(現量) - 감각 지각 ② 비량(比量) - 이성의 사유 ③ 성교량(聲敎量) - (선생의) 소리가 

가르침, 성인이 가르침이다. 개인의 감성과 이성은 성교량을 배우는데 쓴다. 개인의 감성

과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지식의 가장 큰 원천은 성교량이다.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도 같다. 심지어는 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유교도 같다. 

묵자의 말은 틀린 것이 없다. 

성교량, 성현의 말씀은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다. 결국 양자 사이를 잘 살펴야 한

다. 권력은 진선미, 절대 권력은 절대 진선미로 절대 무오류라고 한다. 진시황의 분서갱

유, 모택동 어록,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등의 권력이 만든 진리는 다 틀린 것이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도 아니다.

⑶ 하느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기독교 이슬람교 등은 경전은 많다. 묵자만 특출 나게 이

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묵자를 미신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상식이 없다. 

기독교 성경에서 왜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하는가? 신 존재 증명을 다 부정하고 칸트는 

요청을 말한다. ‘이야기’(서사, 담론)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하느

님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고, 일을 만든다. 그냥 삶과 세계의 일부분이 된다. 이야기, 서

사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 정치 영역이 특히 그렇다. 노무현-문재인은 전설적인 이야

기, 서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노빠 문빠 대깨문, 팬덤을 만든다. 정치적 세력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은 가난한데 성공, 박근혜는 비운의 공주로서 남자들의 음모로 망했다. �시경�

�서경� 등은 담론으로서 역할을 크게 했다.

ⓑ 백성이 보고 들은 사실

이것은 지식의 근원인 현량, 감각 지각에 해당된다. 모두 경험론의 근본 원칙이다. 성현

들이나 백성들이 하느님과 귀신을 보고 들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명귀｣ 하 편에는 

백성들이 경험한 귀신 이야기가 대거 나온다. 여기서 추출하여 묵자의 하느님과 귀신이 

생겨난다. 현재와 과거의 데이터를 발췌하여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적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첫째, 감각 지각으로 경험한 사실의 존재를 가지고 펼치는 경험론이다. 그렇다면 초자연

적인 존재에 대한 경험이 가능한가? 아이러니 하게도 묵자 당시는 귀신의 존재를 경험 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이것이 완벽하게 부정된 것은 근대 자연과학이 성립하여 발달한 이

후가 된다. 서양도 중세까지는 귀신의 존재를 맹신했다. 마녀 사냥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

다. 

둘째, 중국은 특성상 경험론적 논증을 거부한다. 무식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백성들

이나 귀신을 본다고 한다. 학술적 논증의 범위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것은 계급의 분리에

서 발생한다. 지식인은 유식하니 귀신을 볼 리가 없고, 백성은 무식하니 귀신과 같은 미신

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관리는 성선설이고 백성은 성악설로 규정짓는 범주이다. 지배의 논

리를 여기에도 접합시킨다. 

* 경험론의 약점은 신이나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지각했다는 것이다. 경험이 어

디까지 가능한가, 감각 지각의 한계를 엄밀하게 긋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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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의 발전은 논증에 대한 반박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묵자의 논증에 대해 깊이 생

각하고 진지하게 반박을 했다면, 중국의 학문과 인식론이 높은 수준으로 상향되었을 것이

다.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귀신의 체험은 종교적 

체험 가운데 하나이다.

* 묵자는 온갖 학문적 싹을 제공했다. 후손이 그것을 키우지 못 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미신으로 치부하고, 묵자를 3류 철학자로 격하했다. 적을 경시하면 필패이다.

ⓒ 하늘과 귀신은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단순하게 말해서, 귀신과 하느님의 상과 벌은 백성들이 착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귀를 잡고 도덕 설교를 하는 것 보다, 귀신의 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강자가 약자를 공격 약탈한다. 강자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느님이나 귀신이다. 인

간의 삶은 현세와 내세, 이승과 저승, 자연과 초자연이 언제나 어우러진다. 중국은 과도하

게 현세 중심이다. 내세와 초자연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민족성이다. 

현세는 강자들이 힘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중국의 역사이다.

중국은 합리주의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좁은 의미의 실용주의이다. 오직 힘으로 싸워

서 이기는데 쓸모 있는 것, 이것만 찾는다. 눈앞에 이익만 찾는다. 이택후가 지적하는 이

야기이다. 5.4 계몽이 망한 이유는 편협한 실용주의에 있다. 계몽을 구망의 수단으로 생각

했다. 쓸모가 없으므로 계몽을 순식간에 버리고 공산주의로 간다.

진리 정의 이념 진선미 추구는 없다. 오직 힘으로 싸워서 이긴 놈이 장땡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반성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기이

다. 지금도 그렇다.

* 전체의 이익인 겸애 ; 하느님과 귀신의 뜻이 겸애이다. 겸애를 할 때 이익이 최대가 

된다. 이것이 밑에 깔려 있다.

강자가 약자를 겸애하는 것은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쟁은 손해를 가져

온다. �손자병법�에서도 전쟁보다 타협을 먼저 이끌어 내고 전쟁은 최후에 선택하라고 한

다. 중국의 문제는 이런 묵자의 하느님과 귀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

는 다는데 있다. 반박은 논증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후학들의 학술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의 정체는 이런 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⑶ 중국에서는 신 존재에 대해 불가지론의 입장을 가졌다면, 서양 중세에서 근세 까지

는 철학의 뜨거운 감자로 존재했다. 철학적 논증은 학문의 깊이를 발존 시켰다. 중국과는 

반대의 길을 간다. 근대 철학에서도 신 존재의 증명은 중요한 논제였고, 데카르트, 스피노

자, 칸트 등이 이 문제를 깊이 다루었다. 묵자의 하느님과 귀신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격하

시킨 것은 중국의 철학 수준을 뒤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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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천지(天志) - 선(善)의 근원

1. 선의 근원에 대한 이론

1) 유가와 묵가 – 초자연적 존재의 인정 여부

선의 근원 –善의 근원은 하느님, 귀신 이고, 성왕의 3표를 기준으로 현자를 뽑아 백성

을 다스려야 한다고 묵자는 얘기한다. 유가의 맹자는 마음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예(禮)에 의한 도덕률, 관습을 중요시 했다. 역사의 시작 (태

초)에는 성왕(聖王 선한 본성)이 예를 만들고, 현자가 백성을 다스렸다. 칸트는 선험성에

서 찾는다. 묵자는 반대로 경험론 (형이하의 현상)에서 근원을 찾는다. 욕망 이익 충족을 

이론의 모티브로 삼기 때문이다.

선의 근원이 초자연, 형이상자, 선험성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존재가 등급을 이룬다. 경

험적인 것은 모두가 안다. 선험적인 것, 초자연은 뛰어난 자(현자)만 안다. 이것은 아무에

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초자연→현자→백성 순의 ‘물들임’이 필요하다. ‘물들임’(染)이라 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비유에 의미가 있다. 묵자의 주장이 천지(天志 하늘의 뜻=겸애)이기 때문

에 물들임이라 한다.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드는 것과 비슷하다.

유가의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은 ‘물들임’에 비유할 수 없다. 명령은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 수양을 말한다. 명령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라는 것이

다.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이야기이다. 마음 수양은 종이 하는 것이다. 명령을 내리는데 

마음 수양이 필요한가? 명령을 받들 때 마음 수양이 필요한가? 명령의 구조는 힘의 상하 

우열 관계이다. 클랙션은 울리라고 있고, 힘은 쓰라고 있다. 힘을 있을 때 두들겨 패야지, 

힘 잃고 못 팬 것을 후회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늘 패면서, ‘나는 자비로운 주인이

다!’ 라고 모든 주인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파쇼 교육에서 ⑴ 애들은 어릴 때 두들겨 패라. 크면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린다. ⑵ 어

릴 때 불합리한 명령을 내려라. 어린애가 생각해도 명백한 불합리한 명령에는 반항할거다. 

그러니 기다렸듯이 두들겨 패라.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커서 합

리적인 명령이라도 듣는다고 한다.

왕도 정치 – 왕도 마음을 수양 한다. 지배층의 마음 수양과 인격 형성을 말한다. 이런 

점도 있다. 다만 ‘천명(天命)’이라는 말로 볼 때,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전제한다.

왕과 지배층이 마음 수양을 해서 인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들을 백성이 견제하고 제

어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비대칭 관계이다. 지배층이 백성을 제어할 수 

있으나 백성이 지배층을 제어할 수단 제도가 없다. 이것이 유가의 맹점이다. 지배층을 제

어하는 것은 지배층 자신이다. 천명도 내 마음 속에 있다. 내가 천명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 하늘이 성과 벌을 내리지 않는다. 주관적인 자기 제어이다. 노자는 세상에

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것도 나 자신

이다. 

* 유가와 묵가,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느님과 귀신을 선의 근원으로 인정하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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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에 달려 있다. 묵자는 초자연적 존재를 인정한다. 반면 유가는 부정한다. 선의 근원은 

선한 마음이다. 예(禮)는 사회적 관습으로 형이하자이다. 반면 리(理)는 형이상자이다. 선

한 마음은 형이상자, 리는 형이상자라면, 결론적으로 선한 마음은 리(理)이다. 성즉리(性卽

理)는 본성(선한 마음)이 곧 리(理)라는 것이다. 이론적 발전 뒤에, 선의 근원을 현상이 아

니라, 형이상자(마음-性, 객관-理)에서 찾는다.

선은 현상 사회 개인에게서 찾을 수 없다. 초자연이나 형이상자에서 찾는다.

2) 경험성의 성립 조건

사회는 현상이다. 개인은 개체성 특수성에 얽매인다. 이를 칸트는 경험성이라 한다. 도

덕률은 보편성, 일반성을 가진다. 현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초자연, 형이상자를 

칸트는 선험성이라 한다. 선험은 경험에 선행하는 것이다. 경험 이전(transcental )현상, 

경험을 초월함이다. 순수 이성은 감성의 형식(시간, 공간), 오성의 12범주, 이성의 안티노

미이다. 결과적으로 묵자는 초자연, 유가는 형이상, 칸트는 선험이 선의 근원이다.

경험론의 전제, 기본 공리에서 모든 것은 다 경험적인 것이고, 현상의 것이다.ㅌ칸트와 

아인쉬타인의 공간과 시간이 그렇다.

칸트는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 (시간, 공간)인 것을 모두 말한다. 노자 5장에서 그릇, 방

의 쓸모는 공간, 틀에서 찾는다. 틀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다. 틀이 없으면 공간도 없다. 

공간은 간접적 인식, 틀을 통해서 인식함. 공간은 시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공간은 

간접적으로나마 인식 가능하다. 시간은 완전 인식 불가능하다. 시간은 간접이던 직접이던 

인식 불가능하다. 비존재이다. 늙어가는 것은 엔트로피(무질서)의 증가를 말한다.

아인쉬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가장 빠

른 것은 빛 알갱이의 속도인 초속 약 30만 Km이다. 가장 빠른 이유는 빛 알갱이의 질량

은 0에 가깝다. 따라서 운동의 속도는 에너지, 질량에 달려 있다. 가장 빠른 것은 질량이 

0이어야 한다. 아인쉬타인의 실험에서 빛의 속도로 가면서, 내가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

면 보일까? 안 보일까? 빛의 속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간다. 맨 앞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고, 맨 뒤에 내가 있다. 총으로 새를 쏘면 맞는가? 맞힐 수 없다. 빛의 속도가 0일 때, 

빛보다 빠르려면 질량이 0 이하,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총알은 질

량 1g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0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아인쉬타인의 결론은 총알이 새를 맞추지 못 하게 해야 한다. 총알에 들어가는 에너지

가 무한대로 늘어난다. 공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줄어든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다. 시간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공간이 시간보다 클 때 시간을 어떻게 재는가? 운동을 가지고 잰다. 운동하는 것을 보

고 시간을 잰다. 운동은 직선(원점 회귀하지 않는 것), 원운동(원점 회귀)의 시간을 잰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자전은 하루, 달은 한 달, 공전은 1년이다. 과연 이것은  정밀한

가? 실재로 부정확하다. 1년 356일, 265일 등으로 바뀐다. 스트론튬의 전자가 핵을 도는 

횟수는 1초이다. 시간에 대해서 모든 물리 법칙은 대칭적이다. 과거→미래, 미래→과거이

다. 단 하나 예외는 앤트로피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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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비자와 노자

왕의 권력은 법, 신하 제어술로 귀결된다. 법이 합법과 불법을 규정하고, 선과 악을 규

정한다. 제도적 선악이다. 그래서 인간의 특수성, 불합리성, 선악이 뒤바뀐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선과 악을 인간이 결정한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자연 형이상을 

상정하는 것이 좋다. 합리론 전통이다.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무지의 베일을 상정한다. 선

험성, 초자연적인 것을 가정한다. 

법가의 제도적 선악이 실패한다. 그것을 진시황이 보여준다. 황제는 권력에 도취된다. 

강압적인 법률의 예로 만리장성 쌓는 인부를 인솔하고 가다가 홍수를 만나 1개월 지체된 

것을 보고 사형을 시켰다. 엄벌주의는 좋게 보면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명령을 수행하게 

만든다. 스탈린 시대 때 러시아가 그렇다. 법률을 오직 권력자 중심으로 짠다. 권력은 쓰

라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선의 근원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영국의 경험론과 기독교

는 보완 관계였다. 영국의 경험론자인 버클리는 학자이면서 주교였다.

2. 소염(所染 - 물들임)의 중요성과 필요성

① 하느님의 뜻이므로 물들임. 뜻은 물들임. ② 초자연적 존재가 백성으로 내려가는 방

식이 물들임이다. 중간의 매개체로 현자가 중요하다. ③ 하느님의 뜻인 겸애는 현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랑이다. 이상은 초자연에 보존된다.

묵자는 경험론자이면서 성악설의 입장을 띠므로 마음을 백지 상태라고 본다. 백지는 물

들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어떤 것을 물들이냐에 따라 그 현상이 변화한다. 현상은 경

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묵자의 의도는 물들임에 따른 천지(天志) 즉 겸애의 효용성을 실험

하려 한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지자나 공동체의 노력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다. 

인간은 맹목적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감각 지각에 의한 경험은 인간에게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묵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욕망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의로

움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태초의 혼란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

지 않고 피해와 손해만을 일으킨다. 정복 군주는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찌됐든 

군주 개인의 이익과 재산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묵자는 백

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서 전쟁의 피폐를 부정하고 비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책을 고민한다. 

그래서 지배자에게 물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도 최고의 선(善)인 하느님에 물들라

고 한다. 그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세상이 선과 악으로 분류된다면 선으로 물들

기를 권장한다. 바로 그 선이 천지(天志)인 겸애이다. 겸애는 강자에게 권하는 덕목이다. 

강자에 대한 보상이 상동(尙同)이다. 약자와 강자의 상호보완은 이익을 최대로 이끈다. 자

식 싸우면 부모는 공정하게 판정을 해야 한다. 만약 편애를 한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그 

분쟁에 조정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

고 자식들은 부모를 신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원한이 가슴에 맺히게 된다. 묵자는 부모

의 입장을 하느님으로 대체한다. 부모는 실재적 존재지만 하느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 267 -

그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대입한 것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유가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국가에 확장된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을 가진 권력의 

체계이므로, 더 이상 그 권력을 제어하거나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방어한다. 또 유가는 내재하는 신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권력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외부

에서 막는 다는 것은 강상의 윤리에 어긋나므로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묵가는 외부적 신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입장을 도입할 수 있다. 인

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실수를 한다. 이 때 완전자인 하느님이 나서서 실수를 정리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상과 벌은 천지(天志)인 겸애에 대한 판단이다. 겸

애는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결국 상과 벌은 강자에게 주어지는 판결일 수밖에 없

다. 그래서 쌍방의 이익을 위해 약자에게 상동을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운용될 때 국

가의 이익은 최대화가 되고 하느님이 원하는 선(善)의 실행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국가는 

강자와 약자의 상호 계약을 통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평화로워 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공자의 ‘평천하’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둘 다 나름의 이상 국가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공자는 이성주의 입장, 묵자는 현실적인 물질주의 입장을 가

친다는 차이가 있다.

유가의 범신론적 하늘은 주관적 욕망에 끌려 다니는 결과에 따라 선과 악을 행한다. 그

러나 묵자는 독자적인 인격신이므로 상과 벌로 인간을 계도한다. 묵자의 하느님은 겸애와 

상동을 통해 만들어진 합리적 질서와 평화를 최고의 선이라고고 본다. 그러므로 천지(天

志)는 현실에서 물질적 이득을 주는 최고의 조정자이다.

3. 천지(天志) - 현자(賢者)의 중요성

현자는 열 일을 한다. 현자는 상동(尙同)에서 조정자이다. 천지(天志)에서는 백성의 물들

임을 주관한다. 물들임은 교육을 통해 통치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유가의 이념이다. 천지

와 겸애는 성왕의 사적과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 결과에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론이다. 그래서 3표법이 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다. 천지에서도 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자는 천지를 받들고 겸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현자는 상위 조정자인 지도자, 윗사람으로 추대를 받아 이익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

정하고 판결한다. ｢상동(尙同)｣ 편의 이장, 향장 정장(政長)을 말하는데, 이들은 삼표로 증

명된 현자이다. 현자를 뽑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안다. 그것이 

백성이 보고 들음이다. 그래서 천지 겸애 그리고 상동이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하늘의 뜻인 천지(天志)는 의로움의 날줄이다. 현자는 공정함과 공평함을 가지고 겸애를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천지(天志)를 실천하는 행동 대장이다. 겸애와 상동은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가진다. 이 때 현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묵자의 ｢상현(尙賢)｣ 편에서 강조

한다. 



- 268 -

4. 겸애의 호혜성과 상호성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겸애와 성격이 다르다. 겸애는 상호성, 호

혜성인 것 같다. ｢겸애｣ 하편 등에 호혜성이 나온다. 

호혜성은 겸애에서 적용된다. 내가 겸애를 하면, 상대로 겸애를 한다. 보답이 없는 법은 

없다. 서로 호혜이다. 상호성은 천지에 적용된다. 하느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欲

惡 好惡)에 따라, 하느님이 상과 벌을 준다. 하느님의 欲과 惡(기쁨·분노)에 따른 상과 벌

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상호 관계이다. 욕오와 상벌은 다른 것인데, 상호 전이된다. 하느

님의 욕오와 상벌, 개인의 행위의 선악의 일치하여 상호 전이된다. 이것이 상호성이다.

⑴ 겸애는 개인 사이의 호혜성, 즉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다. 기존 이론은 겸애를 

호혜성으로 본다. 천지를 상호성으로 본다. 이는 잘못 본 것이다.

겸애를 단지 호혜성으로만 보면 안 된다. 호혜성은 내가 a를 주면, 상대도 나에게 a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 여기에는 나와 상대가 평등함과 동등함을 전제한다. 같은 것을 서로 

주고 받으려면, 서로가 동급이어야 한다. 만약 강자와 약자라면, 받고 주지 않는다. 

현실은 절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대국-소국, 대가(大家)-소가(小家), 강자-약자”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대국 대가 강자는 소국 소가 약자를 공격하고 약탈한다. 겸애는 

이런 강약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약자가 강자를 겸애할 수는 없다. 힘도 없는 약한 자가 

무슨 호혜를 하겠는가? 겸애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사랑이다. 아래의 약자는 상동하고, 

위의 강자는 겸애를 한다. 호혜성이 없다. �묵자�의 원문을 보면 이것은 명확하다.

* 묵자는 현실에서 강약 관계를 통찰하고 겸애를 말한다. 당시는 정복 전쟁이 일반화되

었다. 정복한 자와 피정복자, 혹은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정복자인 승자는 피정복자인 패

자의 모든 것을 약탈한다. 나아가 미래의 것도 뺏는다. 피정복자를 노예로 삼는다. 

노예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러나 주인은 노예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 교환을 묵자는 정면으로 부정한다. 그의 겸애는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강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다. 사랑은 능력이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이다. 힘이 없는 자

가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는가?

⑵ 상호성은 법가의 상벌 이론을 하느님까지 확장한 것이다. 법가는 상벌권을 군주에게 

귀속시킨다. 묵자는 하느님의 상벌을 말한다. 하느님은 단지 욕오(欲惡 욕망과 미워함), 

즉 감정 욕망만 가진다. 하느님의 이성적으로 판단함이 없다. 감성적으로 좋아함과 싫어함

을 가진다. 그 감정에 따라서 상대에게 상과 벌을 준다.

天志 = 天意, 意 = 欲惡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론이다. 하늘이 단순히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상과 벌을 내린다면, 하늘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이론은 한나라 

때의 재이설이다. 하늘이 황제를 사랑한 나머지 황제의 잘못을 보면, 경고하는 의미로 재

이(災異)를 내린다. 문제는 잘못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재이설은 그것을 말하지 않

는다. 묵자는 그것을 겸애라고 한다. 겸애를 기준으로 상과 벌을 내린다.

따라서 겸애에 맞는 사회와 국가 체제를 땅위에 건설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처럼 

묵자는 하늘을 구체적인 정책과 체제와 연결시킨다.

⑶ 겸애는 상동과 짝을 이룬다. 천지는 이 둘을 보증하는 것이다. 상동과 겸애의 교환에

서 국가가 성립한다. 비공으로 평화 공존할 때,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최후의 근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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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의 뜻이다.

겸애는 단순한 호혜성이 아니다. 풍우란 등 기존 이론은 너무 단순하게 묵자를 본다. 겸

애를 단순한 호혜성 정도로 본다. 이는 초등학교 수준이다. 호혜성만으로 현실을 구성할 

수는 없다. 

묵자의 체계에서 하느님은 지상의 강자를 제어하는 최고의 강자이다. 정복 전쟁과 통일, 

독점, 힘자랑, 잔인성 경쟁 등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진선미 이념을 

담지하는 최후의 근거이다. 상동 겸애 등은 순수한 이념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보존되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묵자의 하느님을 요청한다.

6.3, 하느님과 귀신의 존재

묵자는 상동과 겸애의 완결성을 위해 하느님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둘은 자유

의지가 있어 인간에게 상과 벌로 판결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배 복종의 관계로 볼 수 있

다.

1. ‘밝게 아는 귀신’(明鬼)에 대한 묵자의 증명

｢명귀｣ 편에서 귀신 존재 증명은 하느님 존재 증명과 같다. 이것을 3표법으로 한다. 아

래 나오는 귀신 이야기는 �춘추�이다. 역사책이다. 묵자가 유가 경전이며 교과서였던 �시

경� �서경� �춘추�를 열심히 배운 것 같다.

주나라 선왕이 그 신하 두백을 죽이려는데, 죄가 없었다. 

두백이 가로되, “우리 임금께서 나를 죽이려는데 죄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앎

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만입니다. 만약 죽어도 앎이 있다면, 삼년을 넘지 않아 반드

시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삼년 만에 주 선왕이 제후를 모아서 포에서 사냥을 했다. 사냥 수레가 수백 대에 

따르는 자가 수천이어서 사람이 들에 가득 찼다. 해가 복판에 뜸에, 두백이 하얀 말과 

흰 수레를 타고 옷과 관을 붉게 하고, 붉은활을 잡고 붉은 화살을 끼고, 주 선왕을 추

격해서, 그를 수레 위에서 쏘았다. 심장을 맞추어서 등뼈를 부러뜨리니, 수레 가운데에 

쓰러져, 활집에 엎어져 죽었다.

이때에 당하여, 주나라 사람은, 따르는 자는 보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멀리 있는 자

는 듣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주나라의 춘추에 저술되어 있다. 

임금이 된 자가 그로써 그 신하를 가르치고, 아비가 된 자가 그로써 그 자식을 가르

쳐 가로되, “경계하고 삼가할지로다! 무릇 죄 없음을 죽이는 자는 상서롭지 못 함을 얻

을지니, 귀신의 목 벰이 이처럼 참혹하고 빠르도다!” 이 책의 설명으로 살펴보면, 귀신

이 있음을 어찌 의심할 수 있으리오? 다만 이 책의 설명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周宣王殺其臣杜伯而不辜, 杜伯曰 “吾君殺我而不辜, 若以死者為無知則止矣；

若死而有知, 不出三年，必使吾君知之.”其三年, 周宣王合諸侯而田於圃, 田車數百乘, 

從數千, 人滿野. 日中, 杜伯乘白馬素車, 朱衣冠, 執朱弓, 挾朱矢, 追周宣王, 

射之車上, 中心折脊, 殪車中, 伏弢而死.當是之時, 周人從者莫不見, 遠者莫不聞, 



- 270 -

著在周之春秋.為君者以教其臣, 為父者以䜘其子 

曰 “戒之慎之! 凡殺不辜者, 其得不祥, 鬼神之誅, 若此之憯遫也!” 

以若書之說觀之, 則鬼神之有, 豈可疑哉？ 非惟若書之說為然也，「명귀」 하 31

3표 가운데, 백성이 보고 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귀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성왕의 

사적과 말씀도 또한 증거이다. 물론 이는 귀신의 짓이 아니라, 누군가 두백 복장을 하고 

선왕을 암살한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묵자는 귀신의 소행으로 믿는다.

귀신의 핵심은 앎이다. 몸은 없지만, 인식이 있고, 징벌할 힘이 있다. 杜伯은 두(杜) 나

라의 제후이다. 그런 강한 사람도 귀신은 처벌할 수 있다.

해가 중천일 때 귀신이 나타남 - 원래 귀신은 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낮에 나타

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보았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흰 색(말, 수레), 붉은 색(옷, 관, 활, 화살)의 조합 - 한국의 경우, 처녀 귀신은 흰 옷, 

저승사자는 검은 옷이다. 한국은 붉은 색이 없다. 반면 중국은 붉은 색이 귀신의 기본 색 

이다.

* 귀신에 대한 두 태도

⑴ 유가의 인식론은 귀신을 부정한다. 귀신은 오직 제사의 대상이다. 귀신의 능력은 극

도로 제한된다.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미신이다. 귀신은 산 자를 단결시키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묵자는 귀신이 삶 전체

에 관여한다고 본다. 인과의 방식으로 관여한다.

⑵ 묵자의 효용성은 귀신을 긍정하는 데에 있다. 귀신은 현실에서 작용한다. 작용은  연

기설로 인과설로 원인과 결과이다. 연기설은 윤회설로 이어진다. 인과는 선악으로, 선한 

원인은 선할 결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로 귀결된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것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윤회설은 초자연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수

행하는 존재가 귀신, 하느님이다. 임금은 하느님이, 신하와 백성은 귀신과 하느님이 상호 

관계 맺는다. 하느님과 귀신이 감시한다. 인과와 선악이 연결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거부한 사람이 진시황이다. 이 사람은 6국을 멸망시켜도, 귀신의 원한을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귀신이 무서워서 진시황이 6국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어떻

게 되었을까? 아마 진나라가 오래 존속했을 것이다. 통일을 하는 바람에 10년 만에 망한

다. 이것은 귀신의 저주 아닌가? 귀신에 대한 믿음은 진나라에 쓸모가 있다. 유방은 진나

라의 계승자이다. 다만 진나라 황실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귀신을 믿는 

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다. 묵자는 굉장히 종교적 인물이다. 인간에게는 이

런 종교적 본능이 있다.

2. 하늘과 귀신 – 자유 의지를 가진 능동적 주체

1) 유가는 범신론으로 하느님과 귀신은 수동적 비활동적 잠재적이다. 귀신은 하늘(하느

님, 옥황상제와 그 조정), 땅(토지신 곡물신 저승사자 용왕 나무 산신령 물귀신 염라대왕), 

사람(조상신, 조왕신)의 세 종류가 있다. 황제는 하느님과 옥황상제와 짝이 된다.  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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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봉선(封禪)이 그것이다. 제후는 토지신 곡물신과 파트너를 이룬다. 사직단(社稷壇)은 서

울과 부산에 있다. 유가의 귀신은 단지 제사의 대상이다. 수동적 비활동적 잠재적이다.

묵가의 유일신, 인격신, 절대자인 한 부류인 귀신은 능동적 활동적 작용을 한다. 묵자에

게 존재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인건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선과 악을 행한다. 그것이 선과 악인지를 모르거나, 아

니면 알고도 선보다는 악한 행위를 더 한다. 판단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제3의 견제자가 없기 때문이다. 귀신은 그 역할을 하는 대상이 된다. 

귀신은 원인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관여한다. 반면 하느님은 원인에 관여한다. 

하느님은 겸애를 그 뜻으로 가진다. 사람들이 겸애를 가지고 행위하기 바란다. 겸애는 행

위의 원인이 된다. 반면 귀신은 겸애를 그 뜻으로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

만 겸애를 기준으로 벌을 내린다. 결과 중심이다. 겸애를 하는지 감시하는 자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상과 벌을 내린다. 묵자에게 자유의지와 상과 

벌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인정하는 성악설의 입장이다. 자유의

지의 인정은 억제나 제어, 강제성을 배제한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상대에게 폭력으로 가

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과 하느님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도입한다. 묵자는 서로의 

자유와 인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신독(愼獨)의 경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외부적 존재를 감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런 존재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페기 했지만, 묵자의 권

유는 실용적 가치를 두고 있다. 

인간에 반해 초자연적인 존재는 완전자이고, 능동적인 의지를 행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래서 하늘이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인정하는 것이다. 또 그 존재는 

법의(法儀)를 제공한다. 하늘의 의로움은 공정과 공평을 바탕을 둔 최고의 선(善)이다. 과

거 성왕들은 하늘의 이런 관계를 본받아서 유토피아적인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

다. 그들의 뒤에는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한다. 하늘

은 그들의 유익한 동반자라고 한다. 

2) 성왕과 현자는 인간에게 이로움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존재이다. 하느님과 귀신 

또한 인간의 안위와 평화와 풍요를 도와주려는 존재이다. 유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

하지 않으려 한다. 리(利)를 개인의 사적인 야욕으로 규정한다. 유가는 모든 것이 공(公)으

로 향한다. 공(公)이라는 명분은 사(私)와는 정 반대의 입장이다. 유가의 폭력성은 여기서 

발생한다. 개인인 사를 공(公)의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앞서는 것이 공(公)에 대한 대의명분이다. 

공(公)은 정복 군주에게는 정복 전쟁의 중요한 빌미로 작용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들은 말한다. 백성과 국가를 위한 전쟁이라고. 그러나 결국 전쟁 후에는 개인의 가산국

가 체제로 정부를 개편하고 백성은 노예와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묵자는 유가에 

반발하는 이론을 가지고 백성을 도우려 했다. 지배자의 유익에 맞서는 사상가이다.

3) 묵자의 이론은 서양의 공리주의와 비슷하다. 전체의 이익을 고수하는 것은 최대 다

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가의 위계적 질서는 유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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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양의 평등주의와는 다른 면이다. 그가 유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에 그 기본 씨앗은 

버리지 않는다. 천하의 보편적 이익으로 정립이 될 때 개인의 이익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

당화가 될 것이다. 이런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이고, 이런 세계를 가꿀 사람은 정의로운 사

람이다. 현자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고, 그런 세계를 구축하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추

앙하고 그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한다. 이처럼 묵자는 의로움의 인정을 전 세계를 대상으

로 한다. 그러나 유가는 개인의 가족의 연장선인 국가 속에 모든 이념과 정의를 가둔다. 

가장 작은 단위인 효(孝)는 부모에게 국한시킨 인식체계이다. 

* 겸애는 하느님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만이 순수하게 할 수 있다. 초자연적 존재

의 효용, 가치, 쓸모를 알라고 한다.

4) 하느님과 귀신의 관계

⑴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모두 말한다. 그러나 따로 따로 말할 뿐, 양자의 관계에 대

해서 말한 것이 없다.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추정을 할 뿐이다.

귀신은 하느님의 보조자이다. 귀신은 개인과 거래를 한다. 개인의 벌을 담당한다. 반면 

하느님은 천하 전체를 관장한다. 지배자인 왕이나 천자와 거래를 한다. 

하느님은 전체 국가를, 최고의 강자를 상대한다. 귀신은 하느님의 뜻을 구체적인 현실에

서 실현하는 자이다. 천하의 모든 개인을 상대하기에는 하느님의 업무 분량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개인을 상대할 자, 즉 귀신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비서가 귀신이다. 

귀신은 벌을 주로 내린다. 이는 국가의 형정(刑政)의 연장선에 있다. 통치는 형벌을 주

는 것(刑政)이다. 이것이 귀신에 전이된다. 

⑵ 귀신은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다. ｢명귀｣편에 나온다. 귀신을 본 사람은 많다. 반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귀신은 감각 지각 대상이므로 직접 접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들이 겁을 내고 조심한다. 개인이 착하게 사는데 유효한 도구이다.

하느님은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적 추론의 대상이다. 천지(天志)가 겸애라는 것은 

이성적 추론이다. 일반은 이런 이성적 추론을 많이 하지 않는다. 지배자나 군주가 국가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성적 추론을 해야 한다.

⑶ 묵자는 하느님의 특징을 겸애로 규정한다. 그리고 상과 벌을 내림 – 이 둘을 말한

다. 반면 귀신의 특징을 인식 능력이라 한다. 명귀(明鬼)는 ‘밝게 아는 귀신’이라는 뜻이

다. 개인들이 숨겨도,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 귀신은 처벌 중심이다. 벌을 내리는 자이지, 

상을 내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귀신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 중심이다. 반면 하느님은 원

인 중심이다. 겸애를 내걸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삼게 만든다.

3. 삼표법에 의한 하느님과 귀신의 존재 증명

삼표는 판단의 세 기준이다. 3표의 表는 말뚝, 기준, 지시 사항, 말뚝에 게시한 글을 말

한다. 과거 기록된 성왕의 사적과 평소 백성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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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귀신의 있고 없음의 구별로써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밝게 살핌을 한다면, 그 학설은 장차 어떠해야 되는가?

스승 묵 선생께서 가로되, 

“이는 천하가 있음과 없음을 살펴서 아는 바의 길인 것과 더불으니, 

⑴ 반드시 뭇 사람의 귀와 눈이 있음과 없음을 실제로 아는 것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그로써 있다고 해야 한

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로써 없다고 해야 한다.이와 같

다면 어찌 일찍이 한 고을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것을 묻지 않는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백성 이래로 또한 일찍이 귀신의 물체를 보

고,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면 귀신이 어찌 없다고 이르겠는가?

만약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귀신이 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既以鬼神有無之別, 以為不可不察已, 然則吾為明察此, 其說將柰何而可？

子墨子曰：“是與天下之所以察知有與無之道者，必以眾之耳目之實知有與亡為儀者也，

請惑聞之見之, 則必以為有, 莫聞莫見, 則必以為無. 若是, 何不嘗入一鄉一里而問之, 

自古以及今, 生民以來者, 亦有嘗見鬼神之物, 聞鬼神之聲, 則鬼神何謂無乎？

若莫聞莫見, 則鬼神可謂有乎？” 「명귀」 하31

천지(天志)편은 묵자의 논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한가를 보여준다. 수학의 유클리

드의 기하학과 같다. 經, 經說 등의 편명에서 經은 날실, 날줄이다. 그 때는 경전의 개념

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공리’의 개념에 가깝다.

논리학의 주류를 이룬 묵가는 진나라 통일 이후 사라진다. 수사학의 주류였던 맹자의 

이론만 살아남는다. 그리스에서는 이 둘을 다 섭렵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플라톤

을 통해 계승된다. 그리고 후대 서양 사상의 주류 반열가지 오른다. 그러자 중국은 정체되

고 폐기되는 불행을 가진다.

힘의 강약의 문제에서 강한 자의 불의, 악은 누가 응징하는가? 현실은 강자가 지배한

다. 강자는 선보다는 악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 누가 응징하는가? ① 역사가 응징한다. ② 

국민이 응징할거다. ③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라는 저주. ④ 하느님과 귀신이 응징할거

다.

현실은 힘이 지배하지만, 이상 정의는 초자연적 존재인 하느님과 귀신이 수호한다. 전국 

시대의 정복 전쟁이 일상화된다. 이 시대에 평화주의자들의 이론적 근거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초자연적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논리적인 인간인 묵가 무리가 왜 미신에 가까운 귀신을 믿는가? 현실적 힘의 문제

에 달렸다. 정복 전쟁의 논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진시황 노선

을 따른다. 螞蟻 그룹, 앤트 그룹이 다시 또 제재를 받는다. 알리페이는 지불 대행 (32%) 

+ 소액 대출, 보험 (64%)을 하는 금융체계이다.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계획 경제이

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적인 금융 경제를 막고 재제한다.

중국은 힘이 전부이다. 그래서 중국이 역사 대부분의 경우, 힘에 밀려서 이민족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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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천지와 겸애의 상관 관계

천지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겸애이다. 겸애는 하느님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다. 

겸애가 있어야 사회가 통합되고, 국가가 질서를 이룰 수 있다. 경험과 초자연은 함께 어우

러져야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신념은 중국에서는 낯선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이다.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진시황 영정은 죽어도 그 유산은 끝까지 남긴다. 진

시황의 저주이다. 

1. 겸애의 보편적 사랑 - 보편적 이익의 도구

겸애는 개인들의 구체적 이익의 극대화이다. 겸애는 개인 자신과 타자의 이익을 동일시

하는 정략을 가진다. 시작은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점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있다. 

이점은 오히려 홉스보다 더 극단적이고 적극적이다. 묵자의 이론을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기점이 되기도 한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생명보호와 평화를 담보로 한 자기처분권의 양

도에서 시작한다. 묵자처럼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았다. 또 묵자의 상동 겸애 천지라

는 이상적 장치보다는 법을 등장시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려 했다. 이에 반해 묵자는 인

류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사랑을 유도했다. 

상과 벌을 주장할 때 국가 통치의 핵심은 刑政(형벌로 정치를 함)이다. 법가와 같은 생

각이다. 그러나 묵가와 법가가 다른 점은 상벌을 주장하는 이유에서 백성이 독립된 인격, 

행위 주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반면 진시황은 1인의 자유, 만인의 노예 상태를 만든다. 1

인 자유는 황제라는 말에 담긴 뜻이다. 1인이 국가, 세계 전체를 소유하고, 모든 권력을 

소유한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권력이 분산된다. 독재일수록 권력이 하나에 집중된다. 그

래서 망한다.

법가는 형정이 왕의 통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엄벌주의로 나간다. 왕이 신하와 

백성을 통제하고 시키는 수단이 형정이다. 왕의 의지로 관철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

다.

묵자의 형정은 상동의 구현 수단이다. 윗사람의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刑政이다.

양자는 형정에서 정반대의 체제로 간다.

묵자 당시도 ‘刑政’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그도 상과 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

았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상과 벌을 수용한다. 사랑은 상으로 향하고, 전쟁은 벌을 부른

다. 천하에 의로운 전쟁은 없다. 의로움은 이로움인데, 전쟁이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보편적 사랑은 보편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전쟁은 언제나 이런 보편적 사랑

의 결핍의 결과에서 발생한다. 사랑하면 전쟁을 할 이유나 목적이 없다. 

인간들은 공평하게 사랑하기 힘들다. 모두 개인의 입장을 의롭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하느님과 귀신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자들은 백성을 이롭게 하지 않으므로 초자연적 존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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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는다.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준엄한 심판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사

랑을 하는 자는 힘이 있는 자이다. 그래서 묵가와 유가는 사랑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주

도권이 통치자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묵자에게 있어 천지인 겸애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은 

하느님과 귀신의 상과 벌이다. 

2. 천(天)과 상제(上帝)

天은 하늘이고, 上帝는 하느님이다.

* 왜 묵자는 上帝 라는 일반적 용어 대신, 天이라는 말을 쓰는가? 

묵가에서 �시경�이나 �서경�이 天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天은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좋다. 하느님의 뜻, 겸애를 붙여서 설명한다. 하느님을 절대자 의

미보다는 겸애로 설명한다.

진시황은 上帝 개념을 차용해서, 皇帝라는 말을 만든다. 민간에서 上帝는 겸애와 같은 

개념 없이, 절대자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자신이 소유한다. 가산 

국가는 세계 국가이다. 신은 세계를 소유한 자이다.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한다. 

진시황의 발상에서 자신이 세계 전부를 소유한 것과 같다고 여기므로, 자신은 신과 똑

같은 皇帝이다. 上帝와 황제는 동급이다. 소유는 권력이다. 세계는 토지, 사람, 물자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 家産 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권력의 집중을 뜻한다. 권력 집중의 

최후의 단계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권력을 분산시킨다. 반면 

독재는 권력을 1인에게 집중시킨다. 

* 묵자와 정반대는 진시황이다. 天과 上帝의 대립이다. 중국은 철저하게 묵자가 패배한 

역사이다.

3. 천귀(天鬼)의 존재의 필요성

1) 하느님과 귀신(天鬼)의 존재 필요성은 땅위의 강자를 제어할 수단에 있다. 진시황 

영정(嬴政)의 천하 통일 (좋게 말함)은 전쟁을 통해서 6국을 잔인하게 멸망시킨다. (실제를 

말함) 심각한 범죄이다. 개인이 남을 죽이면 살인죄이다. 왕이 전쟁을 벌여서 대량 살육을 

해서 이기면, 영웅이 된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가?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의 부정적 면

모는 모조리 감추고,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부각시킨다.

통일의 긍정적 면모에서 통일이 좋은 점이 뭔지 생각하기 어렵다.

⑴ 도량형 언어 글자의 통일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다양성이 말살되는 나쁜 점도 있다.  

도량형 통일을 위해서, 꼭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멸망시켜야 하나? 미터법은 협정으로 도

입해도 되는 것이다.

⑵ 영화 ｢영웅｣의 자객 이연걸은 진시황에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죽이면, 세상은 다시 분열되어서, 전쟁을 한다. 전쟁은 인민에게 지옥이

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통일된다고 전쟁이 없는가? 통일은 평화,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진시황이 죽자마자 중국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 완전한 지옥이 된다.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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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왕국이 망하면, 중국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

｢영웅｣에서 이연걸은 통일을 평화로 보았지만, 역사를 보면, 통일은 평화가 아니다. 실

제로는 통일은 중국 전체의 전쟁을 불렀다. 분열이 되면, 부분적인 전쟁을 하지만, 통일이 

되면 중국 전체의 전쟁이 된다. 천하 통일은 천하 전쟁이라는 것은 진시황 죽은 뒤와, 전

한 말 후한 초, 후한 말 3국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수나라 망할 때, 당나라 망할 때,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 들어설 때, 1920~1949년까지 군벌 전쟁, 국공 내전, 중일 전쟁에

서 볼 수 있었다.

⑶ 중국이 하나가 된다. 하나의 중국은 강한 중국이다. 외국이 중국을 무시하지 못 한

다. 분열될 때, 예를 들자면 1910년 청나라가 망한 뒤 1949년까지 온갖 시달림이 있었다.

이에 반론 하자면 ① 하나의 중국(신성불가침의 원칙)이 정복당하면, 중국 전체가 이민

족 지배를 받는다. 분열된 경우라면, 정복당한 부분만 이민족 지배를 받는다. ② 통일 중

국은 외세의 침략에 약하다. 내부적 경쟁이 없으므로, 힘이 약화된다. 경쟁은 힘을 불러일

으키고, 무경쟁은 약함을 일으킨다. 분열된 중국은 강해서, 외세 침략에 맞서는 경우가 많

다. 위진 남북조, 5대10국이 그렇다. ③ 하나의 중국은 한 인간이 중국을 소유하고 지배

한다. 황제 지배 체제는 하나의 중국, 통일 중국이 가산 국가로 이어진다. 이것은 정의라

는 측면에서 불의이다. 1인 지배는 모든 인간의 창의성을 말살한다. 중국의 힘을 결정적

으로 약화시킨다. ④ 중국이 여러 나라일 경우에, 다극 체제에서 다양성을 가진다. 통일은 

다양성을 완전히 말살한다. 다극 체제인 도시는 북경, 서울, 도쿄이다. ⑤ 하나의 중국 ; 

중적중은 중국의 적은 중국이란 말이다.　⑥ 탄압받는 곳은 홍콩, 신장, 티벳이다. ⑦ 하

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다.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는 중국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비극이다. 그래서 진시황이 죽은 뒤에 천하가 반란 일으킨다. 만약 

현재 중국이 힘이 약해지면, 3위 이하 나라들이 다 중국에 반격을 가하게 된다. 힘으로 

눌러서는 될 일이 아니다 . 중국은 여전히 힘 밖에 없다.

2) 天鬼의 존재 필요성 – 겸애, 정의, 선 같은 보편적 원칙이 실현되려면, 인간을 넘어

선 초자연적 존재가 필요하다. 천귀는 겸애, 선, 정의의 실현자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편적 원칙을 끝까지 담보할 수 없다. 초자연적 존재만 그것이 가능하다. 칸트가 

말하는 요청과 같다. 상정하자면(postulate ) 의지의 자유, 영혼 불멸, 신 존재이다. 의지

의 자유불멸, 정언(定言) 명령는 책임과 권리 의무를 가진다. 영혼 불멸은 영혼, 마음, 실

천 이성, 보편성, 불멸이다. 정언(定言) 명령에서 네 의지의 격률(원칙)이 보편적 입법 원

리에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불멸하지 않고, 내 몸과 생멸하는 영혼이라면, 개인적 이기심

에 따라 행위한다. 신 존재는 증명이 안 되므로, 요청한다. 칸트 역시 인간에 불신이 있

다.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본다. 묵자와 비슷한 생각이다.

반론 – 인간이 아니라 천귀가 왜 보편적 원리의 담지자인가? 라인홀트 니이버 (니부어)

는 “도덕적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국가)”를 말한다. 국가 사회가 부도덕하면, 보편적 원리

를 담지 할 수 없다. 천귀가 보편적 원리의 담지자라는 것은 반론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초월적 존재는 묵자의 신념과 결부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신념이 필요한가? 묵자는 진

시황의 통일이 최악의 결말을 가져 올 것을 예측한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대한 반항이다. 그리고 인간이 초월적 신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모순이다. 묵자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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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신이 겸애를 가지고 공정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영정(嬴政) 개인

이 천하의 세계를 독점하는 것은 신에 대한 반칙이다. 권력, 토지, 백성, 글자, 제도, 법, 

도량형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1인의 자유, 만인의 노예를 자처하는 것이다.  

초자연적 존재는 겸애와 공정성을 보증한다. 이것은 수학에서 허수 ὶ (√-1)와 같은 존

재이다. 허수 ὶ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지만, 정수학의 체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 a2=b(양수)일 때 a=√b ; 제곱은 다 양수이다. 음수가 될 수 없다. a2=b(음수)라면 

이것이 허수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a2=-4 ; a=2ὶ (-2=2x-1=2ὶ)  실수와 

허수는 서로 거울 대칭이다. 허수가 있음으로써, 정수론이 완성된다. 2차, 3차, 4차 ··· 방

정식이 성립된다. 천귀는 허수 ὶ와 같다. 그래야 인간 사회가 완전성을 가진다. 인간과 천

귀는 거울 대칭이다. 모든 인간 앞에 천귀가 있다. 논리적 개념이다. 죽은 자가 이끌고, 

산 자가 따라가는 세상. 이것은 거울 대칭이다.

허수 ὶ와 같은 신 존재가 없다면 세상의 질서는 혼탁할 것이다. 허수는 겸애, 비공, 그

리고 천하의 정의, 자기 몫의 성립을 도와주는 존재인 하느님과 귀신이다. 이것은 강자의 

피폐를 견제하고 질책할 것이며, 절대 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최상

위 심급인 하느님이 가지는 것으로, 그 권력은 겸애의 실천으로만 한정된다는 것을 우리

는 알아야 한다. 인간세에서 하느님을 능가하는 힘을 소유하려는 자는 하느님과 귀신이 

반드시 처벌과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이

것을 알았어야 한다. 중국 역사의 비극은 진시황과 같은 사례를 반복한다는 데 있다.

4. 천귀(天鬼)의 상과 벌의 목적

* 천지(天志)는 겸애이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상과 벌이다. 법가의 이병(二柄) 이론에

서 두 개의 손잡이, 핸들이 상과 벌이다.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는 실제적 수단이다. 묵자

는 천귀와 지배층이 상과 벌을 행한다. 지배층의 상과 벌에 대한 얘기는 묵자와 법가가 

같다. 다른 면은 오직 묵자만이 천귀의 상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천지(天志)를 말하면, 

바로 상과 벌이 딸려 나온다.

묵자에게는 지배층의 상벌보다 천귀의 상벌이 중요하다. 보편적 원칙이 실현되는 수단

이다. 지배층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상과 벌을 쓴다. 묵자는 지배층이 자신

의 의지를 천귀의 의지와 일치시켜야 한다. 겸애를 가져야 한다.

법가에서 군주의 의지는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그 자신의 의지이다. 이기심에 의한 

천하 통일은 천하를 내 재산으로 만든다. 정복 전쟁의 원칙이 그렇다. 이것이 가산 국가이

다.

묵자가 볼 때, 이것은 가장 부도덕하고, 위험하다. 천하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하느님의 뜻(天志)은 겸애에 대한 상과 벌의 논리적 전제는 인간과 신의 구별, 완전자와  

불완전자, 자유의지이다. 

* 칸트가 말한 요청 셋 중 둘이 여기에 들어 있다.

묵자는 백지설이다. 천귀의 의지는 겸애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백지는 물들임이 가능하

다. ｢소염(所染 )｣ 편에서 선(善)에 물들여 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천지(天志)인 겸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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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애에 물든 사람을 우리는 현자(賢者)라고 한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격체는 소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느님 역시 겸애로 물들어진 인격체라고 봐야 한다. 자유는 행위의 책

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그것이 상과 벌로 치환된다. 하느님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터라 책

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상과 벌에서 왜 자유로운가? 하느님

은 최고의 선(善)을 실행하는 자이고, 겸애 실천의 최고 윗선이고, 그 이상의 최고의 심급

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 그 자체에게는 최고의 상(賞)이 겸애의 실천을 통한 이

상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합리화하면서 끊임없이 다툰다. 하느님과는 격차가 다

른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귀신에게 끝없는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 상과 벌의 심판을 말이다. 이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상동이다. 상동과 겸애가 함께 작

동되어 세계가 잘 운용된다면 하느님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5. 상과 벌의 변신론(辯神論)적 문제

1) 이는 개인의 선악과 신의 상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이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하다. 이에 반해 ① 신이 만든 세상이 악을 가진다. ② 신이 인간

을 심판한다. 악인이 상을 받고, 선인이 벌을 받는다는 변신론의 문제에 부딪힌다.

해결 ⑴ 기독교의 해결은 욥기 편에 나온다. 하느님을 믿고, 시련을 통과하라. 그러면 

신자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 낮은 단계의 신자는 구복·기복 신앙에 머문다. 인간은 

불완전, 신은 완전하다. 불완전자가 완전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불교의 업보에서 연기

설과 비슷하다. 유대교가 욥기를 만들면서, 진정한 종교가 된다. 여호와 하느님과의 계약

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시련을 겪는다. 바빌론 유수가 그렇다. 이런 신앙은 맹목적일 수 

있다. 신에게 완전히 귀의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신과 성직자를 구별하라. 성직자는 신이 

아니다.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지, 성직자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 후자라면 유대교 기

독교 초창기에 망했을 것이다. 하느님 앞에 인간은 신자던 성직자이던 같다. 성직자의 특

권은 없다고 루터는 말한다. 하느님 말씀을 성직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성직자

의 독점이던 성경이 번역을 통해서 종교의 평준화를 가져온다. 

⑵ 묵자의 해결책 – 신은 상벌을 정확하게 선악에 맞추어서 내리는가? 묵자의 답은 없

다. 묵가의 무리가 너무 일찍 소멸된 탓이 있다. 천지(天志)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서, 

겸애를 실천하라. 이것을 확신한다. 겸애를 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 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린다. 너무 확신한다. 길고 멀리 보면 그렇다. 한 사람이 겸애를 한다면  일생의 

일이 된다. 전체적 평가이다. 신의 심판은 끝에 가서, 어쨌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종말론

으로 귀결된다. 마지막에 모두를 완전하게 평가한다. 상과 벌이 일치하게 된다. 묵자도 이

런 느낌이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전국시대를 끝낸 사람은 진시황이다. 진시황은 천지인 

겸애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진나라가 완벽하게 망했다. 벌을 혹독하게 받은 셈이다. 

진시황의 가장 큰 죄는 유서 깊은 나라와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다.

묵자의 하느님은 치명적인 변신론의 문제가 생긴다. 하느님의 상과 벌의 문제에서 인격

신의 심판은 어디까지인가? 에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신이 직접적으로 상과 벌을 집

행한 적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지점에서 변신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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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묵자의 논증 역시 변신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진정한 신앙은 이 과정을 

거쳐야 성숙된 종교로 안착이 된다. 그러나 묵자에게는 변신론에 대한 답이 없다. 그저  

하느님의 상과 벌을 믿어 의심치 않고 천지가 실현된 국가를 지상에 세우려 한다. 변신론

이 어두운 비관주의라면, 묵자는 그냥 믿고 보자는 낙관주의 입장을 가진다.

2) 상과 벌을 누가 받는가? 벌을 집단이 받는가? 아니면 개인이 받는가?

⑴ 집단 ; 서양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린 경우이니, 바빌론 유수 등이 

그것이다. 중국에는 이런 이론이 별로 없다. 하느님이 개인에게 벌을 내림은 거의 없다. 

만약 하느님이 있다면, 진시황의 진나라에 벌을 내려야 했다. 진나라의 처참한 멸망을 하

느님의 징벌이라 해야 한다. 그래서 후대의 야심가들이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느님의 징벌이라 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래서 왕조 교체기의 무제

한의 전쟁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성이 없다.

⑵ 개인 ; 중국은 주로 개인에 책임을 묻는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하늘은 특별히 누

구를 예뻐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결백한 백이는 굶어 죽고, 도

척은 잘 살았다. 이는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사마천은 신과 선악이 불일치하는 변신론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는 그대로 묵자의 이론에 적용된다.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상과 벌을 개인과 연결시키면 바로 그런 변신론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상

벌을 집단 혹은 민족에 적용하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긴다. 민족의 잘못은 어떻게든 만들어

낼 수 있다. 묵자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하느님의 상과 벌을 받는 대상은 개인과, 집단 (민족–종족), 국가이다. 묵자는 명백하게 

‘개인’으로 본다. 민족이나 국가 단위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 묵자가 하느님을 민족과 연

결시켰다면, 이 하느님은 중국의 하느님이 되었을 것이다. 묵자는 보편적 하느님을 말한

다. 특정한 종족이나 민족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민족이 하느님을 소유하지 않는다.

상동과 겸애는 상호적이다. 왜 지배자의 판단에 복종하는가? 그것이 겸애에 근거한 것

이라 믿기 때문이다. 겸애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사랑이다. 

하느님의 뜻(천지)은 겸애이다. 이 뜻은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 그러나 이는 하느님과 

집단, 민족과의 관계가 아니다. 개인들 가운데 강자와의 관계이다. 지배자 혹은 최고 권력

자에게 하느님의 뜻이 중요하다. 권력을 가지고 통치할 때 겸애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하늘의 뜻은 겸애이고, 통치의 구체적인 가이드이다. 따라서 묵자의 하느님은 

특정한 종족이나 민족과 연결되기 어렵다. 보편적 하느님이다.

6. 천지 – 하늘과 인간 사이에서 겸애의 등가 교환

1) 등가 교환에서 보자면 천지인 겸애를 실천한 인간에게는 실천한 만큼의 상이 있다. 

안 하면 안 만큼의 벌이 있다. 현실주의이다. 신의 뜻은 현실의 이익에 있다. 개인의 이익

을 위해서는 천지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노자의 객관 필연성, 불교의 연기설 등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셋이 관점이 다르다. 같이 말하기는 그렇다. 묵자는 종교적이다. 

노자와 불교와 색깔이 다르다. 

인간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하늘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 의지는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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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기에 누구나 자기의 의지가 실현되면 좋아한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과 귀

신은 추상적 보편적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현되는 세상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걸 보면 기쁘다. 신의 뜻이 실현된 세상은 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전국시대를 보면, 이

런 세상과 정반대였다. 비참하다.

묵자의 인격신은 의로운 신이다. 천지(天志)가 의로움이다. 그렇다면 의로움과 겸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겸애가 사랑에 중점을 둔다면 의로움은 당위성과 강제성에 있다. 

결국 의로움은 국가의 통치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하늘은 또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미워하는가? 하늘은 의로움을 바라고 

불의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천하의 백성을 이끌어서 그로써 의로움에 종사하게 하면 내가 

곧 하늘이 바라는 바가 된다. 

내가 하늘이 바라는 바를 하니, 하늘 또한 내가 바라는 바를 해 준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미워할까? 나는 복과 녹봉을 바라고, 재난과 빌미를 미워한다. (만

약 내가 하늘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으니,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가 된다.) 그렇다면 내가 

천하의 백성을 이끌어서 그로써 재난과 빌미의 가운데에 종사하게 된다.27)

3) 하늘과 인간은 등가 교환을 통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복록(福祿)과 재앙도 

둥가 교환의 수단으로 삼는다. 통치는 호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상동에서 이해 갈등의 다

툼이 통치를 이끌어 낸다. 상호성은 물질주의적 관점이다. 묵자는 욕망과 감성을 인정한

다. 이런 것에 근거하는 윤리가 공리주의인 것이다. 유가는 도덕주의 입장이라 충과 효라

는 덕목을 강조한다. 

4) 기독교는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교회, 교단, 성직자, 예배 의식, (하느님, 성경, 십일

조) 등이 따로 있다. 

그러나 묵자는 유일신론이지만, 그것이 체계가 따로 없다. 

⑴ 교단, 교회는 국가와 통합이 된다. 이장 향장 정장이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천지(天

志)를 집행하는 성직자이다. 교회 교단과 국가 조직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범신

론인 유가와 거의 같다.

⑵ 성직자 – 묵자의 우두머리가 거자(鉅者)이다. 군사 지휘관이다. 성직자인가? 명확하

지 않다. 유가의 성직자는 가부장, 관리, 군주이다. 종교와 국가 가정이 미분리 상태이다.

⑶ 예배 의식 –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묵가 무리에는 예배 의식이 있었을 것 같다. 유

가는 제사, 장례식 등에서 미분리 상태이다.

⑷ 하느님 - 天이라 한다. 上帝라고 하지 않는다.

⑸ 경전 – 묵가의 10론이 경전이다. 10론을 가지고 예배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⑹ 의식(儀式) rite – 종교는 의식을 장악하는 싸움이다. 장례식, 제사, 결혼 등이다. 유

교와 개신교의 싸움은 의식 장악의 문제이다. 개신교는 유교적 의식을 금지한다. 대신에 

교회에서 하라. 의식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겉돌게 된다.

27) 然則天亦何欲何惡？ 天欲義而惡不義. 然則率天下之百姓 以從事於義, 則我乃為天之所欲

也. 我為天之所欲, 天亦為我所欲.然則我何欲何惡？ 我欲福祿而惡禍祟. 若我不為天之所欲, 

而為天之所不欲, 然則我率天下之百姓, 以從事於禍祟中也. 「천지」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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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가 유가의 예와 음악을 격렬하게 비난한다. 유가의 의식을 약화시키고, 대신 묵가의 

생활 방식을 주장했다. 겸애의 실천 등이다.

6.5, 천지(天志)와 천의(天意)

1. 하늘 - 겸애의 실천자

묵자는 천지(天志)보다는 천의(天意)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장(章)의 이름

을 ‘천지(天志)’라 한다. 일종의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인가?

결국 지(志)와 의(意)를 ‘의지’로 번역할 수 있다. 

1) 意와 志의 차이는 무엇인가?  

① 의미론적 차이 ; 意는 인식론적 개념으로 지각→욕망→감정→의지이다. 이는 이이의 

“性 心 情 意”의 일도설(一途說)이다. 志는 의지, 지향이다. 목표를 향해서 나감이다.

② 글자 구성 차이 ; 意 = ‘立+曰왈+心’ = 마음이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

음 주관 중심이 된다. 志 = ‘士+心 = 之+心’ = 마음이 가는 것(心之)으로 목표 대상 중심

이다. 주희는 志를 ‘心之所之’라 한다. “마음이 가는 것”(心之)으로 해석한 것이다.

③ 天志와 天意 가운데, 天志가 더 나은 개념이다. 志는 지향, 목표인 겸애를 말한다.

天意 -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늘이 감정이 생기고, 상과 벌을 준다. 주관 중

심이다. 하늘이 가진 주관적 뜻과 의지가 天意이다. 

天志 - 하늘이 가진 지향과 목표인 겸애이다. 대상 중심이다. 하늘이 자신의 의지(天志)

로 겸애를 내걸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사람들이 겸애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

과 벌을 주는 것은 천의(天意)이다.

④ 사투리 차이 ; 한자가 발생하고 늘어갔던 때가 춘추 전국 시대이다. 이 시기는 수많

은 국가가 존재했다. 초나라의 경우 중국 민족이 아닌 남방의 이민족이다. 따라서 말이 다

양했다. 다양성을 넘어서서 다른 언어까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대상에 대해서 많

은 낱말들이 있다. 한자말의 특징이 그것이다. 예컨대 1인칭 ‘나’의 경우 대부분 하나의 

낱말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我 吾 余 予” 등 다양하다. 춘추 전국 시대의 반영이다. 

따라서 天志와 天意도 사투리의 차이일 수 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천지(天志)와 천의(天意) 가운데 어떤 것이 묵자의 뜻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天意’의 뜻을 보면, 묵자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설문

해자�에 따르면 “意는 志이. 志는 好惡이다.” 意나 志나 모두 사람의 마음이 가진 ‘好惡’

를 뜻한다. 그것이 ‘뜻, 의지’이다. 고대에는 ‘好惡, 欲惡’ 등이 혼용된다. “하늘이 好惡함” 

– 이것이 바로 하늘의 意와 志이다. 하늘이 “좋아하고 싫어함”은 겸애이다. 사람들이 겸

애를 하면 하늘이 좋아하고, 하지 않으면 미워한다. 좋아하면 상을 내리고, 미워하면 벌을 

내린다. 요컨대 하늘의 호오(好惡)는 그대로 하늘의 상벌로 연결된다. 바로 이 연결됨을 

‘天意, 天志’라 한 것이다.

* 천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겸애라는 정의, 보편적 이상을 근거시킬 유일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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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뜻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이 근대에 자유 평등 박애 등의 보편적 이념을 추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독교이다. 하느님에다 보편적 이상을 돌린다. 하느님의 뜻이니, 우

리가 죽어도 그것을 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그것이 없다.

현재의 중국은 보편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다. 시진핑의 행태가 그렇다. 오직 중국은 

무력, 경제력 등의 힘만 믿는다. 이런 중국을 만든 사람은 진시황이다. 반대로 묵자 노선

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2) 한대의 재이설과 묵자의 천지 이론

진시황은 자신을 皇帝, 신, 하느님이라고 한다. 봉선(封禪)을 한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비밀리에 봉선을 했다.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한무제는 봉선을 한다. 태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에게 제사 지낸다. 웅장 화려하게 진행

한다.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관이었지만, 이 봉선에 참여하지 못 하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

한다. 이에 한이 맺혀서 자식에게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후 사마천의 인생

이 달라진다. 

진시황은 자신을 신이라 자처한다. 반면 한무제는 신 아래의 제1인자이다. 황제를 견제

할 장치가 하나가 마련된다. 하느님이다. 반면 진시황이 하느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

했다. 한무제 이후, 신하들은 황제를 견제하는 이론을 만든다. 재이설(災異說)에서 災는 

재앙(큰 피해)으로 가뭄 홍수 산불 메뚜기 등이 있다. 異는 이상한 현상으로 피해는 없다.  

일식이나 5월에 서리 내림, 강이 핏물처럼 변함, 머리가 둘인 닭 뱀, 쌍둥이 배아가 붙는 

등의 현상이 그것이다. 왜 나라가 멸망할 때 이상 현상이 많은가? 백제 본기에 따르면, 

백제가 망하기 전에 이상한 현상이 빈발했다. 물론 평소에도 이상 현상은 있는데 나라가 

망할 때면 망함을 이상 현상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재이설의 재앙과 이상 현상은 하느님이 황제에게 내리는 경고이다. 황제를 사랑해서 경

고를 보낸다. 그래서 황제는 근신해야 한다.

한나라 때의 재이설은 하느님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묵자의 하느님과 비슷하다. 그러나 

여기서 묵자의 천지설의 핵심이 빠진다. 하늘의 뜻이 겸애이다. 겸애는 빠지고 단지 하늘

의 상과 벌만 남는다. 천지(天志)가 사라진다. 그 결과 재이설은 신하가 황제를 협박하는 

천박한 수단이 된다. 천지와 같은 이념이 없이 단지 하느님이 천자에게 경고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유가적 통치론의 한계이다.

* 천지 부정의 결과 : 초월신인 하늘을 부정한 결과, 중국은 힘 만능에 빠진다. 진리 

정의 이념과 같은 것에 대한 추구가 사라진다. 그 결과 중국은 늘 2류에 머무른다.

중국의 경험론은 현세만 인정하는 실리주의 입장을 가진다. 반면 내세, 하느님을 부정한

다. 이런 경향을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다. 그리고 이후 황제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 초자연, 신, 하느님, 보편적 이념 등을 부정한다. 묵자

적 요소를 완전히 지운다.

보편적 이념 추구는 사라진다. 오직 무력 힘으로 싸우는 것만 남는다. 이것은 현재도 마

찬가지이다. 시진핑에 부족한 것은 보편 이념이다. 그래서 가치 동맹을 맺을 수 없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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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이념은 ⑴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⑵ 세계 전부를 정복하지는 않겠다. ⑶ 과

학 기술, 산업 혁신 ⑷ 대중 문화인 영화, 가요 등 soft power이다.

중국은 이런 것에서 밀린다. 다양성을 말살하는 시진황의 통일은 단일화로서 경쟁을 없

앤다. 그래서 중국의 힘이 죽는다. 그리고 이민족의 지배를 부른다. 중국은 묵자를 부정한 

댓 가를 너무 크게 치른다.

3) 봉건제의 이념을 되살리는 묵자

⑴ 주나라 봉건제는 역사적 사실이다. 공자가 봉건제를 옹호했다. 공자 학교의 교재인 �

서경�과 �시경� 역시 봉건제를 옹호한다. 

⑵ 봉건제 이념을 이어받은 사람은 묵자이다. 그 이념을 포기하고 공자를 배신했던 사

람은 맹자이다. 제 선왕과 양 혜왕에게 “의로운 전쟁으로 천하를 통일하라”고 한다. 진시

황의 정복 전쟁을 ‘의로운 전쟁’으로 포장한다. 맹자가 이런 정복 전쟁의 모델을 주 무왕, 

은나라 탕왕에게 돌린다. 무왕과 탕은 정복 전쟁을 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무왕 탕왕은 정복해서 편입한 것이 아니라, 제후로 봉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맹자와 한비자는 차이가 없다. 맹자는 의로움으로 전쟁하라. 한비자는 무력

으로 전쟁하라. 그래서 천하를 정복하는 것은 같다. 맹자가 정복 전쟁을 찬성하는 이유는 

선왕과 혜왕에게 아첨하려고 그런 것이다. 독대하고 욕망에 기생하려 한다. 맹자 스타일의 

대표적인 후대의 유자가 숙손통(叔孫通)이다. 유방에게 황제의 의례를 만들어 준 사람이

다. 

⑶ 묵자는 전국시대에 봉건제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천자의 자리가 불가능하다. 

강자들은 봉건제의 천자가 아니라, 군현제의 황제가 되려 한다. 제후국을 다 정복해서 멸

망시키고 편입하려고 한다. 천하를 가산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묵자는  주나라 봉건제의 천자의 자리에 ‘하느님’을 놓는다. 그러면 땅위에는 제후국들

이 존재하고, 서로 공존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종교적 봉건제가 존속 가능한가?

서양 중세의 경우, 봉건 제후국들이 난립해 있었다. 유럽 전체의 유일한 통일 조직은 카

톨릭 기독교였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 조직이다. 이것도 일종의 종교적 봉건제라고 

볼 수 있다. 교황이 제후를 임명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를 해 준다. 

⑷ 묵자의 말은 다국 공존은 겸애, 비공의 실천이라 본다. 공존의 원동력은 하느님의 뜻

이다. 노자의 소국과민은 내부적 구조만 말한다. 국제 관계는 말하지 않는다. 그냥 방치이

다. 원시 공산사회에서 국제 관계라는 것이 없다. 마을 국가에서 마을 안에 자족하면 된

다.

구심력과 원심력 : 중국 역사는 구심력은 있는데, 원심력이 없다. 구심력은 안으로 모

아드는 힘으로 진시황처럼 정복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것이다. 진나라 수도 함

양, 나아가 아방궁, 진시황 개인에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게 만든다. 일극 체제이

다.

원심력은 다국이 공존한다. 각 국가의 수도, 궁궐, 왕이 있다. 다극 체제이다. 경쟁이 가

능하다. 경재에서 발전이 나온다. 원심력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없었다. 묵자는 이것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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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의 뜻에서 찾았다. 구심력은 인간이 만들고, 원심력은 하느님이 만든다.

초신성의 폭발 : 물리학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거시적인 힘은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다. 물질이 가진다. 초신성이 폭발하여 잔해들이 서로 끌어당기면 소용돌이치면서 모여든

다. 그래서 뭉쳐서 단단해진다. 이것이 너무 심하게 뭉쳐지는 나머지, 원자 구조가 깨진

다. 원자들이 서로 붙어서 새로운 원자가 된다.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 질량의 일부가 열로 

변한다. 그러면 열은 외부로 향한다. 안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밖으로 나가려는 열이 서

로 평형을 이룬다. 그것 때문에 별의 모양이 유지된다. 

어느 순간 평형이 깨진다. 중력은 똑 같은데, 열이 줄어든다. 중력이 열보다 크면 안으

로 함몰된다. 찌그러든다. 이 때 엄청난 핵융합을 한다. 그 결과 엄청난 열이 발생하여 폭

발한다. 물질을 외부로 다 뿜어내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한다. 남은 것은 중성자 별, 블

랙홀이 된다. 중성자별, 블랙홀은 죽은 별이다. 오직 중력만 지배한다. 태양은 작은 별이

라 이런 폭발을 하지 않고, 조용히 소멸한다. ‘하얀 난장이’(백색왜성)이 된다.

중국의 구심력 과잉 – 통일 중국, 단일 중국 강박 관념

중국은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간다. 구심력이 있는데, 원심력은 없다. 

① 하나의 중국. 대만 홍콩 티벳 신장 탄압. 자치를 인정 못 한다.

②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고, 외국에서도 자국민 감시한다. 체포했는데 어디 있는

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③ 경제 제제는 알리바바의 마윈의 제제를 통해 알 수 있다. 앤트 그룹 상장을 금지시

킨다.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공론을 통한다. 

중국은 당이 결정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말살한다.

④ 왜 ‘하나의 중국’이냐? 왜 고집하는가? 통일 강박관념은 왜 생기는가? 진시황 이후

에 생긴다. 중화주의(중국 민족주의)라 한다. 

㈀ 중국 민족의 영광, 자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중국은 강한 중국이라서 

천하를 호령한다. 일반 중국인이 열광한다.

㈁ 독재의 방편이다. 어느 한 개인이 독재를 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이 

하나의 중국이다. 하나의 중국은 누구에게 집중되는가? 황제 개인에게 집중된다. 모델을 

만든 사람은 진시황이다. 이후 황제들은 이 모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시진핑도 똑같다.

㈂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 강한 중국, 중국의 발전, 혹은 백성

들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적당히 나누어져서 경쟁하는 것이 더 낫다. 다극 

체제가 더 좋다. 

하나의 중국은 절대 지존, 무오류의 명제이다. 절대로 사유하고, 반성하고, 의심하면 안 

되는 최고의 진리이다. 세상에 이런 명제가 있는가? 중국이 모든 외국에게 강요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다. 미국 역시 1970년대 초반 중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

에게 요구하고, 미국이 받아준다. 이후 모든 나라들이 이 전례를 따른다.

현재 트럼프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그게 왜 절대 지존의 

명제인가? 그 명제가 독재의 수단이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 힘으로 강제 강요하는 근거

가 된다. 예를 들어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상 주니까, 노르웨이 연어 수입 금지시킨다. 코

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책임이라고 호주 총리가 주장하자 호주에 무역 보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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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황제)를 절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진시황이 

자신을 ‘황제(皇帝)’라 자칭한 것과 같다. 인간이 신을 자처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이 절

대 무오류의 명제일 수 있는가?

4) 천자 – 다자 공존의 보호자 ; 주나라 봉건제의 유지

묵자의 겸(兼)은 하늘아래 전체를 말한다. 묵자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지사의 인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을 펼친다. 천자는 하늘아래 지상의 세계를 상대로 하는 지배자이다. 

그리고 천자는 봉건체제 안에서의 천자이다. 천자가 “부유함은 천하를 가진다(富有天下).”

에서 천하의 소유는 천자로서 제후국을 거느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천하의 재산

을 제후와 공유 한다는 것이다. 군현제의 소유와는 다르다. 천자의 독식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다. 博(넓음)과 이익의 厚(두터움)는 봉건제이기에 가능하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널

리 이익을 베푸는 것이다. 

5) 묵자와 공자의 봉건제 차이 ; 공자의 봉건제는 국(國)= 가(家)의 개념에서 시작된다. 

나라가 한 잡안인 종친회의 성격을 가진다. 주나라의 봉건 제후는 대부분 혈족이다. 결국 

나라는 한 집안의 재산인 것이다 맹자도 이 개념을 전승시킨다. 그러나 묵자는 물질주의 

입장에서 이이과 사랑을 베푸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유가 교재인  �서경�에서 다루고 

있다. 그의 이론은 이처럼 상식적이다. 

노자의 “强粱者 不得其死(힘으로 하는 자는 제 명에 죽지 못 한다).”라는 문구에서 사

나운 왕(暴王)의 태도를 비난한다. 이웃을 침략하여 잔인하게 멸망시키는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무력과 폭력에만 의존하는 정복 군주인 진시황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과 신의 뜻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겸애 비공 등의 보편적 원리를 부정한 결과이다.

2. 최강자인 하느님의 뜻(天志) - 천자의 견제 

* 윗사람의 상동에서 윗사람이 상동의 모델로 선택한 것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인간 

모두를 겸애하는 것이다. 천지가 겸애이다. 상동을 할 때, 겸애의 원칙으로 한다.

* 천자를 넘어서서, 땅위의 최고 강자를 누가 제어하는가? 진시황은 모두를 정복했다. 

이 진시황은 누가 제어하는가? 하느님이다. 징기스칸과 그 자식들의 세계 정복에서 이들

을 견제한 것은 단 하나, 상대, 적의 대항이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절제, 제어, 단

련을 했다. 오직 힘, 승리만 원한 것이다. 정복해 얻은 땅을 지배할 때, 그 방법이나 수

단, 제도 종교 등이 없었다. 정복도 엄청 쉽게 빨리 했지만, 망한 것도 엄청 빨랐다. 중국 

왕조 중 단명한 것은 진시황의 통일 국가, 수나라, 위진 시대의 진(晉)나라, 원나라이다. 

* 최고 강자를 제어하는 방법의 문제

의로움을 바로잡음(正)이 정치(政)이다. 이때는 위가 아래를 바로 잡는 것이다. 상동(尙

同)이 그것이다. “서민 < 士 < 將軍 大夫 < 3공 제후 < 천자 < 天(하늘)”과 “民 < 士 < 

大夫 < 제후 < 천자”는 차이가 있다. 후자는 봉건제 구조이다. 전자는 묵자가 구상하는 

계급구조이다. 장군(將軍), 3公, 天을 더해 봉건제 구조에서 변형을 시킨다. 그 이유는 무

엇인가? 묵자의 봉건제는 다국 공존 체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국가에 문제가 생길 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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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장군(將軍)과 3公의 추가가 그것에 있다. 봉건제가 

파괴되는 원인은 ① 제후가 천자를 공격하고 ② 제후들이 서로 공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서 3공이 파견된다. 제후와 대부도 천자와 제후처럼 비슷한 관계이다. 그렇다면 天의 필

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천자를 견제하고 차후 천하 통일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필요하다. 

진시황은  천(天)의 의도를 벗어나고, 믿지 않았기에 진의 참혹한 멸망을 가져오게 했다. 

초(楚)나라 항우에게 그가 한 만큼 당한다. 독신(瀆神 신을 모독한) 죄는 피할 수 없는 재

앙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면 진시황이 국가를 잘 정비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천세 만세를 누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권력의 시작은 정복 전쟁이고, 기본 구조는 가산국

가이다. 생각은 쏜 화살과 같아 한번 마음먹은 이념은 변하지 않는다. 진시황은 그의 야망

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성하거나 되돌리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참 좋은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천세 만세를 위해 신이 되려고 한 것 까지 보면 인

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것을 가지려 앞도 뒤도 보지 않는다. 그것은 진시황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모든 권력들의 현 형태가 그렇다. 권력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장식품

이 아니다. 그 권력의 지향성에 따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나아간다. 민중은 어떤 권력

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현재 세계의 두 거대 산맥과 같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념의 대립은 세계를 긴장하게 한다. 묵자의 사상은 전반에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민(民)이 주인이 되는 입장을 아주 오래전에 착안한 인물이다. 중국은 요즘의 트

렌드인 민주주의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만약 묵자의 제안을 50프로라도 

수용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낳은 세상을 맛보았을 것이다. 중국의 권역에 든 우리나라

도 다른 형태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아마 중국이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갔다면 미국보다 앞서 동양에서 민주주적인 정치를 펼쳤을 것이라 본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중국적인 정치를 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제제할 주체가 없다. 권력자도 불완전한 인간이

다. 권력자의 후계 구도에서는 더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창업주는 많은 

노력을 기우려서 기업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자식은 그냥 세습을 받는다. 

그런 국가와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시황의 멸망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

전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묵자는 완전자인 하느

님을 도입한다. 하느님의 최고의 상위 심급자이다. 전지전능한 인격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권력자의 독재를 막고자 했다. 초자연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희망과 견제를 할 수 있다. 보

이지 않은 존재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은 지상의 최고의 권력자를 제어하기에는 충분하다.

상동(尙同)의 체제는 지상의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조정자는 초자연적 존재와 지상

의 현자가 될 수 있다. 상동의 구조는 모두가 같아 공존을 수용할 때 가능하다.  주나라 

봉건제에서는 가능했다. 진시황의 통일 이후는 불가하다. 1인 지배 체제는 그 이상의 위

가 없으므로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을 가진다.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여기서 중국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다. 불완전자인 황제의 지지를 따른다는데 

있다. 사란들은 인간이 신보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

에 대한 자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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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天志)인 겸애를 실천하는 봉건제의 천자는 자기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천자는 천하를 다스리되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나라 봉건제의 

다국 공존의 장점을 익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국가 체제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인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이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

는 것이라 했다. 주봉건의 천자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제어할 줄 

알았다. 공자가  주나라 봉건제의 재건을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자 

역시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꿈꾼 사람이다. 진시황만 유달리 통일이 조화와 질서를 유지

한다는 착각을 한 인물이다. 

묵자는 하느님의 요청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제어하려 했다. 황제 스스로 자신을 제

어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만큼 어렵다. 문제는 중국인 자체가 완전자인 

인격신을 무시한다는데 있다. 중국의 적은 중국이다. 그들이 중국을 말아 먹는다. 모든 것

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을 무슨 자랑으로 여긴다. 아직도 중구 다큐멘터리에서는 진시황

을 위대한 황제라고 칭송한다. 반성이 없다. 그 뒤를 모택동, 시진핑이 따른다. ‘하나의 중

국’을 위대하게 여기며, 주변의 나라의 자치를 부정한다. 대만,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가 

그렇다. 진시황이 분서갱유하고 모든 경쟁을 부정한 결과 중국은 급속도로 쇠퇴한다. 자유 

경쟁은 문화와 문명을 빛나게 한다. 현재 미국이 연방제를 통한 다국 공존 시스템과 자유 

경쟁은 세계1위의 국가를 만들어 냈다. 중국과는 전 반대로 갔다. 이렇듯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한 뒤는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다. 자업자득의 결

과이다.

3. 하느님의 뜻(天志) - 바름(正)과 의로움(義)

* 정의, 진리, 이념 등을 보존하는 주체가 인간일 수는 없다. 하느님, 신이어야 한다. 

중국이 묵자의 이런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중국 역사가 단지 힘 무력의 싸움이 된다. 이것

은 중국의 비극이다.

진시황의 통일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여불위는 이런 것을 

예측했다. 만약 진시황의 여불위의 다국 공존 체제를 수용했다면, 이런 지옥의 물을 열지

는 않았을 것이다. 여불위는 진의 봉건제를 이루고 천자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묵자의 상

동이 여기에 부합된다. 봉건제는 상동의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천자는 최고의 상위 하

늘의 뜻인 겸애를 실천하는 자이다. 하늘의 뜻이 바로 의로움이고, 바로잡음에 있다. 하늘

이 원하는 것은 ‘생명 부유함을 다스림(生富治)’이다. 가장 이로운 체계가 봉건제이다. 

그러나 중국은 진시황을 모델로 삼는 바람에 전쟁 죽음 빈곤 혼란으로 빠진다. 왕조는 

전쟁을 통해 수립되고, 망하는 결과로 형성된다. 음모 정치는 봉기(蜂起)와 반란을 번복하

게 한다. 

중국은 언제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세계적인 이념이 없다. 서양 근대는 이념을 

가지고 발전한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운다. 미국은 이상 세계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이념을 세우고 국가 체제를 수

립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녹림의 호걸들이 기의(起義)하거나 거병(擧兵)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구축한다. 또는 이민족이 침입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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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 유럽의 근대는 이념으로 국가를 세운다. 중국은 단지 녹림의 호걸의 기의와 전쟁  뿐

이다. 명나라 주원장이 그렇다. 청나라는 오랑캐가 세웠다. 오랑캐 콤플렉스가 있다. 중국

의 가치를 철저하게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등의 치세가 바로 그

런 것이다.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적으로 통치했다. 원나라와 달리 오래 갔다.

조선은 청나라보다 더 이념에 의한 국가를 건설한다. 유교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국

가를 목표했다. 호걸들의 전쟁 결과로 세운 국가가 아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목표를 가

지고 새 국가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건국과 비슷하다. 즉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세운 것이다. 중국은 이런 적이 없다.

4. ‘이성의 한계’의 제시와 군주의 제어

* 인간, 지식인의 이성의 한계를 얼마나 그어야 하는가? 신 하느님이 없을 경우, 인간

이 얼마나 이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가? 이성의 한계를 긋지 않은 대표적인 학파가 법가, 

한비자이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의 끝까지 간다. 예를 들어,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 군대 

40만이 항복한다. 백기(白起)는 이성적 추론을 한다. 40만을 살려서 우리 군대에 편입한다

면 충성을 하겠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포로를 조나라에 돌려보내야 하는가? 조나라가 여

전히 강해서 역공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 수용소에 넣을 것인가? 그것은 비용이 너무 

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이자고 한다. 죽이는데도 비용이 든다. 최소 비용으로 죽이는 

방법은 스스로 구덩이 파게하고 생매장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최소 비용이 든다. 여기까

지의 추론은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이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凌遲處斬은 

이성적 사유의 산물이다. 괴롭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이런 것은 이성에 한계를 두어서, 하지 못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묵자의 이성의 

한계는 하느님이다.

묵자는 경험론자로서 물질주의자이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대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기묘한 사건이다. 인간은 이성에 자기 한계를 가져야 한다. 학

문에서는 이런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① 유가의 공자와 맹자는 군주와 백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이다. 왜 그런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주어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군주는 

백성을 관리해야하고 백성은 관리 받는 대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과 관리의 관

계에서 이것이 부정된다면 국가 구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규정화된 원칙이다. 

이성적 한계를 그었다.

② 묵자의 천지인 겸애는 왜 실천해야하는가? 그것은 이성적 한계가 하느님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하늘의 뜻이니까”이므로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진리이다. 

③ 한비자의 경우 군주의 이익이 이성의 한계이다. 그래서 못 하는 짓이 없다. 매우위험

하다. 군주는 지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한정시킨다. 신하, 백성,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이성적 한계를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가능태로 열려있다. 그래서 

군주는 군주의 자리를 노리는 신하를 항상 견제하고, 쿠데타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백

성은 군주의 권력과 정치 행위의 도구로 전락한다. 도구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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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주의로 나간다. 이에 묵자는 군주의 이런 독선과 독재를 막기 위해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천하를 독점한 진시황의 독신죄는 진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을 살아감에 이성의 한계는 필요하다. 칸트조차 ‘순수 이성의 비판’에서 말한다. 모

두가 이성적 한계인 초월적 존재를 비판하는 가운데 오직 묵자만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그는 최고 권려자의 제어에 총력을 다 기울인다. 인간은 불완전자라서 스스

로를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최고의 군주는 외부적 존재 없이는 그 힘을 제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최고 권력에 대한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다. 삼권분립, 선거 투

표, 언론의 자유 등이 있다. 묵자의 시기에는 이런 장치가 부재했다. 그래서 제어할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는 많은 시간과 투쟁에 대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피가 희생되었다. 중국은 정복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희생시켰

다. 그러나 목적과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념의 방향도 다르게 발전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진시황의 폭력은 많은 원망과 원한을 발생시킨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더 강력한 권

력을 행사한다. 비극의 악순환에 신하와 백성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진시황 사후 전국이 

묵었던 원한의 분풀이로 혼돈을 겪는다.

* 진시황이 여불위 죽인 이후, 진시황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된다. 최고 권력자를 제

한 제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이다. 김정은 괴물이 되지 못 한다. 약소국의 군주라 외부의 

힘에 휘둘린다. 미국 중국에게 멱살을 잡힌다. 시진핑은 괴물로 나가고 있다. 제어할 존재

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5. 재이설(災異說)과 이성의 한계 설정

이 이론은 신하들이 군주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1) 당시 통치자의 명분은 하늘의 명(天命)으로 치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은 하늘

의 아래에서 가장 큰 권력이다. 물론 진시황은 자신을 하늘과 같다고 보았지만, 공시적이

지 않은 봉선을 거행한 것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불로

장생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이다. 이상한 재해는 국가의 실정(失政)에서 드러난다. 실정

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이다. 하늘은 백성에게 해치거나 재앙을 내리지는 않는다. 실

정(失政)은 국가 내부 지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때 국가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

해 하늘이 재해를 내려서 지배자인 군주를 긴장하게 만든다. 하늘은 조짐과 재난으로 반

응을 보여 지배자에게 그 책임을 떠안게 한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명제아래 지배층의 

부패를 막고 실정(失政)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천의(天意)에서 찾는 것이다. 

2) 한나라 때의 재이설은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과 같이 하늘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것

이다. 주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믿지 않는다. 통치자는 형벌의 문제에서 공정성

을 살펴야 한다. 실정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통치자의 

무능함은 하늘의 경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통치자 자신은 반성하고 성찰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재이의 현상을 가지고 왕을 경고하

고 권력의 독점을 제안했다. 신하들의 이런 견제들이 왕조를 오래 계승할 수 있었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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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3) 묵자는 천지(天志)를 이성의 한계로 정한다. 권력의 제어에서 하늘과 재이 현상은 좋

은 재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적 구복(求福)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하늘을 이

성의 한계로 넣으면서도 제사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유가에서도 귀신을 있는 듯 여기라고 

하지만 믿는 것에 대한 제재나 권유는 없다. 그러나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의 존재를 사상

의 배경에 등장시킨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성적 한계의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가적 제사에서 낭비되는 재원을 아끼고 귀신에게 아부하지 말고, 사람에게 겸

애를 해서 하느님과 귀신에게 잘 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이 내려질 것이고, 이익의 총

합이 극대화 되리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묵자가 제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

적으로 형편에 맞게 간소하고 검소하게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묵자는 합리적인 이성주의

자이다.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은 미신이나 귀신을 거부하거나 부정한다. 그러나 인간사는 

여러 가지 변수를 맞이하고 산다. 이성으로서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그 결과 

운명론이나 구복의 미신에 빠진다. 운명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성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세상사에 대한 겸손함과 두려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6. 천지(天志)를 합리화하는 방법

묵자 사상에서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의 도입이다. 중국은 범신론이 주류

이다. 그런데 묵자는 ‘하느님의 뜻’을 도입해서 자신의 주요 사상을 보증한다. 겸애는 하

느님의 뜻이다. 또한 비공의 국제 질서와 상동의 국가 체제 역시 하느님이 보증자이다. 하

느님의 존재는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 진나라의 잔혹사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 이론

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 진나라의 멸망의 사례 – 하느님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이다. 만약 

진시황이 자신을 황제(皇帝), 즉 신이라 자처하지 않아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다면? 진나라가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겸애와 

상동을 이야기할 것이 없다. 유서깊은 이웃인 나라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멸망시키고도, 진

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 있는가? 만약 진시황이 자신의 힘에 도취되지 않고, 하느님 아래 

미약한 인간임을 깨달았다면, 진나라의 처참한 멸망도, 천하가 전쟁의 참화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2) 묵자가 하느님을 말하게 된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시경�이나 �서경�

에 하느님이 나온다는 것이다. 묵자는 공자의 유가 학교에서 �서경�과 �시경�을 배웠다. 

그는 배운 그대로 하느님을 믿었다. - 풍우란 등 기존 학설은 이를 하층민의 정서를 반영

한 것이라 한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하층민은 하느님과 귀신을 믿었다. 묵자는 백성들

이 겸애를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과 귀신을 동원해서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는 맹

자 이래 주희 등 유가적 범신론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준다. �묵자� 안에는 겸애가 지배층

이 해야 할 덕목임을 명시한다. 겸애라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있는 강

자여야 한다. 겸애는 강자의 사랑이다. 

반대로 보자면 묵자는 �서경�과 �시경�이 말한 하느님을 믿었다. 공자의 우등생이다. 반

면 맹자는 그런 하느님을 부정한다. 공자의 배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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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경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유대 민족의 역사가 하느님의 근거이다. 

이후 길고 오래되고 질긴 인연이 계속된다. 하느님은 확고한 존재가 된다. 반면 묵자는 그

런 역사나 인연이 별로 없다. 단지 �서경�과 �시경�의 단편적 구절만 있다. 그 두 책의 

주제는 ‘하느님’이 아니라, 성왕의 활약이다. 뛰어난 인간의 찬송이다. 이래서 묵자의 하느

님은 묵가가 소멸한 이후 중국에서는 완전히 잊혀진다.

3) 상동과 겸애의 교환, 비대칭적 계약의 보증자가 하느님 귀신이다. 나아가 국제 질서

의 보증자 역시 하느님이다.

수학에서 대수론이 완성되려면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이

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수(虛數)’라는 말처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이다. 존재하지 

않는 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實數)의 완벽한 체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똑같이 묵자는 자연세계와 더불어서 초자연 세계가 함께 존재한다고 본다. 둘은 

짝을 이룬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하다. 망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국가와 국제 관

계가 그렇다. 

전국(戰國) 시대는 정복 전쟁을 했다. - 노자 묵자 맹자 등이 지적하듯이, 강함 힘과 권

력이 마음대로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쟁을 통해서 강자는 더 강자가 된다. 약자는 더 약

자가 된다.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무차별 전쟁을 하면서 잔혹함의 경쟁을 했다. 그러다 보

니 항복한 40만을 생매장한다. 이게 인간인가? 아니면 악귀들인가? - 저 강자를 누가 제

어할 수 있는가? 진시황처럼 전세계를 정복해서 소유한 자를 누가 제어하는가? - 노자는 

그 자신만이 그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도 자신이 실패한 반성으로 자신

을 제어하는 것이다. 진시황처럼 세계 전체를 정복했다고 믿은 자에게 자기 제어가 가능

한가? 결국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 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 세계

를 관여하지 않으면 세계에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잔인성의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다.

4) 만약 자연 세계, 인간 사회만 인정한다면, 힘만 인정하게 된다. - 법가가 그렇다. 힘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최고 권력이 진리와 정의, 선과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진시황이 

통일한 뒤에 분서갱유를 한 것이 그것이다.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책을 불태우고 생

매장한다. 최고 권력은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관용은 아예 없다. 독재자는 최고의 

철학자이다. 나아가 신이 된다. 진시황이 ‘황제(皇帝)’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 절대자는 

가랑잎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제를 무찌를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진리 정의 이념 선 아름다움”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초자연적 존

재를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을 다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는 자신이 바로 그것 자체라고 주장한다. 이런 지경이 되면 사실상 문

명은 무너지고 지옥이 되는 것이다.

저런 순수한 진리 정의 등은 완전자인 하느님만이 그것을 보유한다. 진리 정의 등의 최

후의 근거는 하느님이다. 지금은 깨지고 있지만, 언젠가 진리와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만약 하느님을 부정하면, 진리 정의 등도 부정해야 한다.

초자연적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힘이 만능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진나라가 멸망할 때 잘 나타난다. 호해와 조고, 항우 등의 잔혹한 짓거리

를 보면, 아노미(anomie 무규범, 뒤르껭 Durkheim) 상태의 극치이다. 이런 아노미는 진

시황이 자신을 황제라고 했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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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묵자는 전국 시대 당시의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대가가 

소가를 유린하고, 강자가 약자를 겁탈한다.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국

가 안에서는 상동을, 국제적으로는 비공(非攻)을 말한다. 국내에서 강자의 횡포는 권력으

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강자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묵자는 하느님의 뜻을 강조한다. 이를 겸애와 비공, 상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말하

지는 않는다. 묵자가 말하는 방법이 늘 그렇다. 10론을 각각 말한다. 그러나 10론을 연결

시키면, 그의 모든 이론의 바탕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

6.6, 의로운 정치(義政)와 힘의 정치(力政)

1. 天志의 직접적 귀결은 義政(의로운 정치)과 力政(힘으로 하는 정치, 힘의 정치)맹자

의 王道와 覇道는 모두 왕정을 기본으로 가정한다. 왕자다움과 패자다움은 모두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묵자의 의로운 정치, 힘의 정치는 왕정을 가정하지 않는다.

왕도(王道)는 왕의 길, 왕자다운 길이다. 패도(覇道)는 패자의 길, 패자다운 길이다. 이

렇게 왕의 두 종류가 있다. 왕다운 자는 인격과 덕으로 다스린다. 패자는 힘으로 다스린

다. 힘으로 겨루어서 최종 승자가 된 것이다. 인격과 힘은 남을 복종시키는 수단이다. 인

격으로 복종시킴, 힘으로 복종시킴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왕이 다스리는 것을 당

연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왕은 천하에 하나일 뿐이. 인격과 힘은 천하를 정복하는 수단이

다. 현실적으로 인격으로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가? 없다. 힘으로 정복해 놓고, 인격인양 

포장하는 위선이 된다. 맹자는 위선을 권하는 자이다. 맹자는 왕정의 수호자, 사도이다.

왕정, 왕국은 무력에 의한 정복으로 만들어진다. 중국의 왕조의 역사는 모두 정복의 결

과이다. 

의정과 역정에서는 왕조, 왕국, 왕정을 가정하지 않는다. 의로운 정치, 힘의 정치로만 

말한다. 힘을 배제하고, 의로움을 실현하자는 구호와 같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렇

다. 국내적으로 상동이다. 국제적으로는 비공이다. 의로움은 이익이다. 모두가 자기 몫의 

이익을 갖는 체제가 의롭다.

힘의 정치는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는다. 대다수는 자기 몫을 받지 못 한다. 이

것은 해결하는 것이 나라, 국제 질서의 문제이다.

왕의 존재는 정복 전쟁의 결과로 힘으로 뺏은 것이다. 정복 전쟁의 결과는 이 지역은 

내 땅이라는 가산 국가 구조를 만들어낸다. 내 집안 소유의 재산이다. 이 상황은 극도의 

불평등이다. 묵자는 이런 점을 정면으로 지적하지는 않는다. 간접적으로는 말하고 있다.

2. 하늘의 뜻은 이런 力政을 막기 위한 것이다. 땅위의 최고 권력의 제어 문제는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까치가 종을 올리는 문제와 같다. 이것은 상원사의 전설로만 남는

다.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최고 권력을 제어하는 방법 ① 하느님의 뜻, 귀신의 벌, 초자연적 존재의 가정에 있다. 

② 인과응보는 늘 맨 뒤에 온다.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 제

국주의 패망에서 볼 수 있다. 인과응보 보다는 하느님 이야기가 낫다. 

⑤ 노자의 처세술, 제왕학 ; 최강자를 제어하는 방법은 도를 닦는 것이다. “자신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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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강하다.” 노자는 처세술을 주장한다. 자신이 스스로를 제어하기를 바란다. 제어 

못 하면, 망한다. 이것은 인과응보 이야기와 같다. 노자는 기본적으로 왕정에 근거한다. 

왕이 스스로를 제어하라. 왕을 타자가 제어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③ 외부의 강자 –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 중국에 눌린다. 러시아 일본은 잽을 날린다. 

하느님도 외부의 강자이다. 태평성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래기가 만든다. 문재인 기자회

견을 보고 알았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다. 최고 권력

자가 제어되면 될수록, 국민은 편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④ 제도적 제약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근대에 민

주주의가 정착한 이후에 가능하다. 중국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러시아도 민주주의가 확

립되지 않았다. 제도가 촘촘한 미국의 트럼프도 마음대로 했다. 결국 제도가 바로잡는다.

* 미신의 문제

묵자를 미신으로 치부한다. 일반인의 무당, 정치인들의 점치기가 미신추앙이다. 풍우란, 

주희 등이 묵자를 미신으로 본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중국에 미신이 만연해 있었다. 현

재 공산당은 미신을 강력하게 금지하다. “별에서 온 그대” 상영 금지시킨 이유는 미신 타

파에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미신에 집착한 이유 ① 유일신교가 없기 때문이다. ② 국가가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 미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 묵자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 풍우란이 묵

자가 하느님과 귀신을 주장한 이유를 몰랐다.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땅위

의 강자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미신은 구복(求福), 기복(祈福)에 의미를 둔다. 묵자에는 이

런 복을 구하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느님과 귀신은 땅위의 평화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초자연이 빠지면 평화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양의 경

우도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 로마 말기에 국가 종교가 되고, 중세는 지배적 종교가 

된다. 중세의 질서 중 하나가 신적인 질서에 제후들이 할거한다. 국가는 느슨한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그렇다. 

묵자에게서는 구복, 기복 신앙이 적다. 하느님과 귀신이 상과 벌을 내린다. 상을 받으려

면 그 뜻을 따라야 한다. 구복 신앙은 신에게 비는 것으로, 공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하

면, 나에게 상을 준다. 건강, 돈, 승진, 합격의 목적을 가진다. 묵자는 상과 벌의 조건을 

건다. 조건은 겸애이다. 상벌의 목적은 겸애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기복 

신앙과는 다르다. 상당히 이성적 종교이다. 겸애를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느님과 귀

신이다. 풍우란은 이점에서 미신이라 하는데, 풍우란이 잘 알지 못 한 것이다.

3. 하느님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정(義政)과 역정(力政)이다. 땅위의 최강자들

을 제어하는 것이 목표이다. 노자도 문제로 삼는다. 최강자는 땅위에서 그를 제어할 사람

이 자기 자신 밖에 없다. 자기를 이기는 것은 모순이고, 굉장히 힘들다. 요 순같은 성현이

나 가능하다. 이택후의 비난 요점이 그것이다. 평범한 인간보고 요순이 되라고 하냐? 될 

것을 바래야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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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로운 정치와 힘의 정치의 대비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의로움의 정치이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힘의 정치

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의 정치는 장차 어떻게 하는가?”

스승 묵 선생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큰 나라에 처하여서는 작은 나라를 공격하지 않

고 큰 집안에 처하여서는 작은 집안을 찬탈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약함을 겁탈하지 

않고, 귀한 자가 천함에게 오만하지 않고, 많이 사기 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위로는 하늘에 이롭고, 가운데로는 귀신에 이롭고, 아래로는 사람

에 이롭다. 세 이로움은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들어서 그것에 보태어, 그를 일러 성스러운 왕이라 

한다. 힘으로 정치하는 자는 이와 다르다. 말이 이것을 비난하고, 행위가 이것과 반대되

니, 오히려 요행으로 치달린다. 큰 나라에 처하여서는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큰 집안에 

처하여서는 작은 집안을 찬탈하고, 강한 자가 약함을 겁탈하고, 귀한 자가 천함에게 오

만하고, 많이 사기 치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인다. 이는 반드시 위로는 하늘에 이롭

지 않고, 가운데로는 귀신에 이롭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 이롭지 않다. 세 이롭지 않

음은 이로운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의 추악한 이름을 들어서 그것에 보태어, 그를 일러 사나운 왕이라 한

다.

“順天意者, 義政也. 反天意者, 力政也. 然義政將柰何哉？”

子墨子言曰: “處大國 不攻小國, 處大家 不篡小家, 強者不劫弱, 貴者不傲賤, 多詐者

不欺愚. 此必上利於天, 中利於鬼, 下利於人, 三利無所不利, 

故舉天下美名 加之, 謂之聖王, 力政者則與此異, 言非此, 行反此, 

猶倖馳也.處大國攻小國, 處大家篡小家, 強者劫弱, 貴者傲賤, 多詐欺愚.此上不利於天, 

中不利於鬼, 下不利於人. 三不利無所利, 

故舉天下惡名 加之, 謂之暴王.” 「천지」 상6

‘義政’은 의로움에 의한 정치 또는 의로움으로 바로잡음이고, 力政’은 힘에 의한 정치 

또는 힘으로 바로잡음이다. 후자는 전국 시대 정복을 배경으로 나타난 정치 사조이다. 

1) 전국 시대는 5개의 강약 구조의 관계를 가진다. 강자의 약자 겁탈로 불완전한 상태

의 전국이다. 진시황의 통일로 10년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지만, 다시 力政으로 바뀐다.

묵자가 보기에 의정(義政)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자기 한계인 하

늘과 귀신이 필요하다. 

제후국은 그리 강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공존 할 수 있다. 그러나 힘이 센 국가는 이웃

나라를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 그래서 강자가 겸애하고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렇다면 이런 강자가 하늘에게 상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자 자신도 자

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이 묵자의 뜻에 따라 천지를 실천

했다면, 진나라는 200년-300년 이상이 이어지는 역사를 가졌을 것이다

2) 묵자는 무엇 때문에 자기 제어를 위한 이성의 한계를 긋는 것을 주장했는가? 묵자는 

실용주의자이고, 물질주의자이다. 역정의 물질적 이익의 손해를 용서하기 싫었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앞서 말한다. 공존의 이익은 대단히 크다. 전쟁 비용의 절약과 공존

을 통한 수익의 발생은 막대하다. 공존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는 국가의 경제에 지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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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친다. 막상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쟁에 대한 목적의식이 희미

해지는 회의감에 빠지기 마련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애초 백성을 위한 전쟁은 

없었다. 미국의 아프간과 이란 침공이 그것을 대변한다. 자기 재산의 증식을 위해 그 막대

한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가? 묵자는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행위를 가장 이성적

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한다.

2. 힘의 정치(力政)에 대한 반성

사군자가 제후와 선비를 설득하는 이론이 力政이다. 그러므로 仁義에 맞지 않는다. 仁

은 겸애, 義는 이로움이다. 전국시대 국가들은 서로 공격하면서, 정복하려고 했다. 仁義가 

없다.

1) 묵자에게 天志(天意)는 그림쇠와 컴퍼스(재료를 재는 도구)이다. 천지는 규구(規矩)로

서 밝은 법(明法)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의로움으로 하는 의정과 兼愛, 兼利에 있다. 

전자는 의로움이고, 후자는 사랑(仁)이다. 兼愛는 仁義를 말하고, 天志와 天意는 義政을 

얘기한다.

2) 왕과 관리들이 가져야 할 측정 도구는 하느님의 뜻이다. 그들은 늘 판단하고 행위 

해야 한다. 판단할 때 기준이 하느님의 뜻이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자르고 다듬을 때 반

드시 구규를 쓰는 것과 같다. 구규 이론은 맹자의 ｢이루｣ 편에도 나온다. 이루는 눈이 밝

은 목수이다. 밝아도 이 사람은 구규를 쓴다. 왕의 구규는 선왕의 법도이다. 왕이 인심(仁

心 사랑의 마음)을 가져도, 선왕의 법도가 없으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맹자는 선왕의 법도, 묵자는 하느님의 뜻이다. 맹자는 국가가 반드시 왕정, 왕국이어야 

한다고 본다. 선왕의 법도이기 때문이다. 맹자의 이런 태도가 중국 지식인의 기본 표준 이

론이 된다. 현재도 중국은 왕정을 지향한다. 시진핑이 황제가 될 것이다. 한국 일본은 제

후국이 되어야 한다. 황제와 제후 사이의 질서는 조공(朝貢) 체제이다. 현대판 조공 체제

를 만들자. 이것은 시진핑의 말이다. 조공을 하면, 이익을 주겠다. 중국 시장에 접근하게 

하겠다. 안 하면 차단하겠다. 중국에 조공하면, 미국은 끊어야 한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그 답은 “권

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해는 하나이다.” 두 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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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맺는 말

1. 계약론적 국가론의 의미 – 두 가지 국가 이론

묵자의 계약론적 국가론은 현재에 어떤 쓸모가 있는가?

1)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춘추 시대에 들어서 제후들이 서로 싸웠다. 춘추 시대에 

주나라는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고, 전국 시대에는 주나라가 사실상 소멸하고, 전쟁하는 시

대가 되었다. 최후에 7국이 남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다. 이 시대에 제자백가들

은 국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새로운 국가 구조와 국제 질서를 세우려 했다.

2) 국가 구조와 국제 질서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이 가능하다.

첫째, 왕국 혹은 군주정의 모델이다. 왕국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립한다. 무력으로 이

웃을 침공하여 점령한 곳에 나라를 세운다. 춘추 시대에 수백개가 되던 주나라의 봉건 제

후국은 전국 시대에 들어서서 단 7개만 살아남는다. 7국의 뿌리는 원래 주나라 제후국이

라 하더라도, 본질은 정복 국가이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다. 이는 

정복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다. 세계 끝까지 다 정복함이 바로 천하 통일이다.

둘째, 묵자의 상동의 국가는 이와 정반대이다. 개인들이 이익 다툼을 하다가, 그것을 조

정해 줄 윗사람을 선발하고 추대한다. 이것이 국가의 뿌리이다. 조정자인 윗사람들의 체계

가 바로 국가의 체계이다. 국가는 국민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체계이다. 이점에서 정복 국

가와 정반대이다.

3) 왕정은 본질적으로 정복 전쟁의 논리 위에 서 있다. 따라서 춘추 전국 시대의 국가

는 모두 그 논리에 바탕한다. 정복의 끝은 단 하나가 나머지를 다 잡아먹는 것이다. 전국

시대의 7국 경쟁은 진시황의 통일로 끝났다. 이후 중국은 진시황 모델을 계속 반복한다. 

통일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쟁한다. 잔인한 살상과 파괴 뒤에 새 국가가 건설된다. 

150-200여년의 평화 뒤에 다시 무제한의 전쟁을 한다. 이는 최악이다.

정복 전쟁에 근거한 국가이기에, 국가는 군대와 같다. 나아가 군주와 신하, 지배층과 피

지배층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이다. 일방적으로 위가 아래를 지배한다. 위의 필요를 아래에 

강요한다. 신하와 백성은 군주의 종이고 노비이다. 군주의 정복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

쳐야 한다.

묵자는 이런 국가를 정면으로 반대한다. 국가는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

재한다. 태초의 개인들은 욕망과 이기심만 가졌다. 자신의 이익을 의로움이라 한다.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의로움”을 주장하므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명한 자를 뽑아서 중재하게 한다. 현명한 자들의 중재 체계는 개인들 위에 있어야 한다. 

이 체계가 바로 국가이다.

묵자의 국가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에서 출발한다. 그런 개인들을 규제하고 통제 지

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이다. 계약은 자유로운 당사자들의 약속이다. 이들의 계약으로 

성립한 국가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이상을 개입

하지 않는다. 이는 최소 국가이다. 이에 비해서, 왕정은 국가가 개인들을 노비와 종으로 

부리는 체제이다. 이는 최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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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국가론은 서양 근대의 계약론과 비슷하다. 계약론을 가지고 묵자의 이론을 살펴

보면 묵자의 국가론은 다른 이론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기존의 학자들은 맹자와 한비자의 

국가론만 연구했다. 그것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묵자의 이론과 비교해 보면, 

맹자와 한비자의 국가론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묵자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다. 이는 서양 근대의 민주주의나 공화정 등과 비슷하다. 중국

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서양 근대의 국가론과 일치하는 묵자의 모델이다. 왕정과 

상동의 두 모델은 중국 역사를 분석하고, 현재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 고대 중국은 주나라 봉건제를 통해 다국 공존의 체제를 유지했다. 국내와 국제 질서

가 유지되고 평화로웠다. 춘추 시대 후반부터 봉건제가 흔들렸고, 제후들의 패권 다툼은 

중국을 전쟁의 혼란으로 빠트렸다. 묵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초기는 정복 전쟁이 일상화되

고,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래서 묵자는 주나라 봉건제 이념의 재건을 위해 노

력했다. 이를 위해서 ‘10론’을 구상했다. 10론을 국가 구성의 핵심 이론으로 기획한다.

‘10론’은 상 중 하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묵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약론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상동(尙同) 겸애(兼愛) 천지(天志)를 중심으로 한 그의 이상 국가는 매우 

근대적이다. 묵자의 이론은 개인의 이기심과 이익을 긍정하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개인주

의에 근거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이론은 근대적인 측면이 있다. 

묵자의 국가 구성 이론의 핵심 사상은 상동과 겸애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묵자 해석은 

법가적 전체주의와 기독교적 사랑 이론으로 규정하는 것에 집중된다. 기존 해석은 묵자 

사상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 했다. 

묵자의 상동(尙同) 겸애(兼愛) 천지(天志)는 서로 얽혀져 있다. 묵자가 명시적으로 말하

지는 않았지만, 묵자의 사상에는 계약론의 요소가 있다. 본 논문은 �묵자� 원전에서 계약

론의 맹아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5) 묵자의 국가 이론

묵자는 공자를 이어받아서 주나라 봉건제의 재건에 관심을 가졌다. 

봉건제는 천자가 조정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국내외적 질서와 평화를 이룬다. 이로써 지

배자와 피지배자의 조화가 유지된다. 봉건제의 제후국의 다국 공존의 구조는 전쟁의 피폐

와 가산국가 구조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체제이다.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대통일(大統一)의 야망을 가졌다. 천하 통일이란 군주 개인이 천하

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통일이란 군주의 사리사욕 충족에 머무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7국은 치열하게 서로 정복 전쟁을 벌였다. 천하가 혼란에 빠졌다.

묵자는 국가의 존재를 물질주의적, 경험주의적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백성의 이익 다툼

을 조정하고, 백성의 세 근심(三患 의식주의 문제)의 해결하고, 백성의 안위와 생명 보장

하는데 있다. 지배자가 이중 하나라도 등한시 한다면 그 자리는 위태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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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동 이론

1) 상동(尙同)은 “위와 같아짐” 혹은 “(위와) 같아짐을 숭상한다”는 뜻이다. 묵자는 ‘尙

同’ 개념을 통해서, ‘지배’의 의미, 정당성을 묻는다. 이를 위해서 태초 상태를 가정한다. 

이는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와 비슷하다.

태초에는 국가가 없었다. 개인들이 제각기 자신의 이익(利)을 의로움(義)이라고 주장한

다. 100명이면 100개의 의로움, 천명이면 천개의 의로움이 있다. 이래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이익 다툼을 하게 된다. 

묵자는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옹호한다. 따라서 모두가 모두에게 싸우면, 전체의 이익

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익 다툼을 조정해서 전체 이익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2) 개인들이 서로 다툴 때, 조정자가 필요하다. 조정자는 다투는 개인들보다는 한 단계 

위의 심급(審級)이어야 한다. 대등한 개인은 분쟁을 해결하기가 거의 어렵다. 사람들은 자

신들 가운데 현명한 자를 조정자로 추대한다. 

여기에는 분쟁하는 개인이나 조정하는 현자나 다 요구되는 것이 있다. 개인에게는 상동

이, 현자에게는 겸애가 요구된다. 개인들은 현자의 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즉 위에 

있는 현자와 같아져야 한다. 이것을 상동이라 한다. 반대로 현자는 조정할 때, 겸애를 발

휘해야 한다. 겸애는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이다. 분쟁하는 모든 개인을 다 배려하는 마

음이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음이다. 이는 공정함, 공평함이다. 정의이다.

여기에서 상동과 겸애는 맞교환하는 것이다. 윗사람이 겸애하니까, 아래는 상동한다. 만

약 윗사람이 겸애하지 않으면, 아래도 상동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일종의 계약 관계이다.

3) 맞교환의 목표는 무엇인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윗사람의 지배가 정당화된다.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그 지배는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다.

이처럼 상동은 묵가의 국가 구성 이론이다. 조정하는 윗사람이 국가 조직을 만든다. 마

을에는 이장, 고을에는 향장, 나라에는 정장이 추대된다. 이들이 국가를 구성한다.

이장 향장 정장은 당시에 없던 직책이다. 묵자가 이론적으로 구성한 직책이다.

국가라는 것은 백성 개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조직이다. 개인들에게 그 이상의 간

섭을 하면 안 된다. 최소 국가 이론이다.

3. 비공(非攻) – 공격 부정

1)‘非攻’은 “공격을 비난한다”, ‘공격 부정’을 뜻한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비공 이론은 국가 사이의 공격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다. 공격 전

쟁이 없다면, 다국(多國)이 공존하게 된다. 비공은 다국 공존론이다. 이는 주나라의 봉건

제와 같다. 봉건제는 천자의 관할 아래, 제후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이다.

묵자 시대에는 천자의 권력이 사라졌다. 따라서 제후국들이 서로 공격하면서, 상대를 멸

망시키려 들었다. 이 시대를 ‘전쟁하는 시대’, 전국 시대라 한다.

2) 묵자의 비공은 ‘천자가 없이, 제후국이 공존하는 방법’이다. 통제하는 천자 없이, 제

후국들이 공존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들의 이익 다툼에는 윗사람이 조정한다. 상동(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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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이론이다. 그러나 나라들 사이의 전쟁은 조정할 존재가 없다. 묵자는 하느님을 말하지

만, 하느님이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천자 없이 제후국이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격 전쟁 반대, 수비 방어 전쟁을 인

정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모든 제후국이 공격하지 않고, 수비와 방어만 한다면, 

이는 ‘무장 중립’ 상태이다. 

문제는 있다. 과연 무장 중립이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강자는 당연히 공격하게 되어 

있다. 힘이 있는데, 공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진나라가 6국을 공격한 것이 그것이다. 

상위 심급(審級)이 없기 때문에, 강자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3) 이에 대해서 묵자는 ‘정의’를 말한다. 남의 닭과 소를 훔치면, 도둑이라 한다.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약탈하면, 의롭다고 칭송한다. 이는 완전히 전도된 사고 방식이다.

이런 공격은 하느님의 뜻인 겸애에 어긋나는 것이다. 

묵자의 이런 주장은 강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묵자는 다음을 반대한다. 자기 나라의 황무지를 두고,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땅과 사람

을 뺏는 것을 비난한다. 공격해서 약탈하는 것보다, 자기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생산을 늘

리는 것이 더 낫다. 전쟁은 파괴이다. 반면 개간은 생산이다. 

결국 묵자는 자기 나라의 경제를 개발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해서 이익을 나누는 것을 

권한다. 자신이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교역한다. 그래서 얻은 이익은 정의롭다. 공격해서 

약탈하는 것은 불의(不義)이다.

생산해서 교역할 것인가? 공격해서 약탈할 것인가? - 강자들은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묵자가 볼 때 생산 교역이 휠씬 이롭다. 공격해서 약탈하는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다. 만약 당시에 진나라가 공격해서 천하를 통일하지 

않고, 7국이 공존하면서 교역했다면? 진나라는 적어도 100년 이상 존속했을 것이다. 진시

황이 6국을 멸망시키고, 그 땅과 백성을 약탈했다. 그 결과 6국의 유민들이 원한을 가진

다.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나라 전국이 반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바로 진나라가 처

참하고 잔인하게 멸망당한다.

묵자의 권고를 무시한 댓가는 이렇게 엄청나다.

4) 절용(節用)은 ‘씀을 절약함’이다. 묵자는 생산보다는 절약을 강조한다. 

묵자는 절용을 백성이 아니라 지배자에게 권한다. 백성은 이미 생산에 너무 혹사당한다. 

지배자는 낭비한다. 그래서 절용(節用) 절장(節葬) 비악(非樂) 등을 주장한다.

비공은 공격 대신 생산을 하라는 것이다. 절용은 소비 대신 절약을 말한다. 목표는 비슷

한 지점에 있다. 생산과 절약은 물자를 풍부하게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

묵자가 원하는 방향은 물질적 이득의 충족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하여 

생산을 증식시켜야 한다. 또는 재화를 절약하고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가의 예(禮)에 따른 허례허식(虛禮虛飾)을 비난한다. 비현실적인 것을 줄이

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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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애(兼愛) – 전체적인 사랑

1) 겸애는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이다. 전체의 반대는 부분이다. 부분만 사랑하는 것을 

‘별애(別愛)’라고 한다. ‘別愛’는 ‘구별하여 사랑함’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가의 사랑(仁)이

다. 유가의 사랑은 ‘가족’에서 출발한다. 공자는 사랑이 효제(孝弟)에 근거한다고 본다. 효

는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 제(弟)는 형제 사이의 사랑이다. 그리고 맹자와 �대학�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주장한다. 이는 가족에서부터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다.

묵자는 나와 남의 가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사랑함을 겸애라 한다. 나아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겸애를 말한다. 묵자는 당시의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한다.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유린한다. 강자가 약자를 겁탈한다. 다수가 

소수에 횡포를 한다. 영리한 자가 어리석자를 속인다. 귀한 자가 천한 자를 멸시한다.”

2) 강자는 약자를 겁탈할 수도 있지만, 사랑할 수도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과 힘이 있는 자가 한다. 강자는 힘을 가졌다. 

힘으로 겸애할 수도 있고, 약탈할 수도 있다. - 묵자는 강자에게 겸애하기를 요구한다. 겸

애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사랑이다. 이는 상동 이론에서 윗사람이 아래 사람들의 이익 다

툼을 조정해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나가게 된다. 현실은 윗사람인 강자가 아래 사람을 

약탈한다.

과연 강자가 약탈 대신 겸애를 선택하겠는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묵자는 하느님의 뜻

을 말한다. 하느님은 최상위 심급이다. 가장 강한 존재이다. 따라서 땅위의 강자들은 하느

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 과연 강자가 따르겠는가?

3) 진시황은 하느님을 무시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신이 된다. ‘皇帝’가 바로 ‘하느

님, 신’을 의미한다. 유한하고 결점 많은 인간이 절대자인 하느님을 자처하면, 결국은 망

하게 된다. 인간이 자만심에 차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진나라는 통일 

뒤에 약 10년 만에 처절하게 멸망한다. 7국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망한다.

비공 겸애 등은 사실 권력자가 무시할 수 있다.욕심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참혹함을 알지 못 했다. 결국 묵자를 무시한 댓가는 크다.

겸애의 최종 지점에는 하느님이 있다. 하늘의 뜻은 겸애의 실천이다. 겸애의 실천 여부

에 따라 상과 벌이 결정된다. 

5. 천지(天志) – 하느님의 뜻

1) 天志는 ‘하느님의 뜻’을 의미한다. 志는 ‘뜻, 의지’이다. ‘천의(天意)’라고도 말한다. 

‘의지’는 강제와 처벌을 함축한다. 의지는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묵자의 하느님은 절대자이고, 인격신이다. 인격이란 인식 능력과 감정 욕망을 가짐

을 뜻한다. 절대자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함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거나 어김을 

하느님이 인식하고 안다. 그 결과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상과 벌을 내린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눈과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왕도 마찬가지이다.

2) 하느님이 원하는 것, 즉 하느님의 뜻은 겸애를 하는 것이다. 겸애는 ‘전체를 사랑함’

이다. 구체적으로 묵자는 겸애의 반대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큰 집안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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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안을 유린하고,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를 부림”이라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겁탈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느님 뿐만 아니라 

귀신도 용납하지 않는다.

3)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이다. 묵자 당시는 ‘싸우는 나라’(戰國)의 시대이다. 강자가 약

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도입

한다. 땅위의 강자들을 제어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 둘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문제는 그렇다고 하느님이 땅위의 강자를 제어할 수 있는가? 이는 강자가 하느님을 믿

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강자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이 상과 벌을 내린다고 한다. 이를 세 가지 판단 기준(三

表)으로 증명한다. - 이 역시 강자가 상과 벌을 믿을 때만 유효하다. 믿지 않으면 아무 쓸

모가 없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묵자는 하느님과 귀신을 주장하는가? 하느님과 귀신으로 강자

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정의와 이념을 보존할 수 있는 자는 하느님과 귀신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욕망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강자가 되면 약자를 공격한

다. 당시의 군주들은 불의의 표본이었다. 오직 강자인데도 약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

하는, 그 모델은 하느님뿐이다.

의로운 정치(義政)는 하느님일 경우만 보존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보면

서 이념, 정의,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순수한 정의는 초자연적 존재

인 하느님에게 보존된다. - 성왕(聖王)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5) 천지(天志)와 천명(天命)의 차이 ; 묵자의 하느님은 유가의 하늘과 정반대이다. 묵자

에게는 하느님이 내 밖에, 즉 하늘에 있다. 단 하나이다. 반대로 유가, 특히 맹자에게는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둘은 밖과 안의 차이이다. 

묵자의 하느님은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한다. 밖에 있기 때문에 신이 나

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반대로 

맹자의 하느님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존재한다. 내 마음에 

속삭인다.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이 그것이다. 그 말을 듣느냐 마느냐는 나 자신에 달려 

있다. 내 마음에 속삭이는 하늘의 명령(天命)은 결국 나의 이성의 명령(性命)과 같다. 이 

명령은 나의 인격의 근원이 된다. 

묵자의 하느님은 유일신이다. 맹자의 하느님은 범신론이다.

6) 하느님은 인간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린다. 이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느님은 상과 벌을 내

릴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느님이 결정한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느님도 자유로운 의지를 갖는다. 동시에 인간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다.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 계약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모세와 

여호와 하느님이 10계명을 놓고 계약을 맺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묵자는 계약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천지(天志) 이론은 계약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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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런 계약 관계는 상동 이론에서 아래 사람과 윗사람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7) 명귀: 明鬼는 ‘밝게 아는 귀신’이라는 말이다. 사람이 했던 행위를 정확하게 알아내

고, 그것을 심판해서 상과 벌을 내린다. 이런 점에서 묵자는 하느님을 보조하는 명귀(明

鬼)를 등장시켜 겸애의 실천에 대해 체크를 하게 한다. 

묵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힘의 강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자의 폐단은 약자의 피

해로만 남는다. 현재 사회 보장제도와 같은 복지 체계가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다. 묵자의 

모든 문제의 요지는 백성 또는 하층민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이런 이론이 나타난다. 

8) 삼표: 三表는 “세 개의 말뚝”을 뜻한다. 이는 판단의 세 기준이다. 성왕의 사적(事

跡), 백성이 보고 들은 사실, 나라와 백성의 쓸모 – 이 셋이 바로 그 판단 기준이다.

하느님과 귀신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묵자는 그 

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동원한다. 묵자는 증명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 가정한다. 현실적으로 증명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빡빡 우긴다.

묵자는 이런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삼표(三表)와 소염(所染)을 예로 들어 논리적으로 설

명한다. 과거의 사건 속에서 이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적용하는 면에서 묵자가 

온건한 경험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공손룡과 같이 극단적 경험주의와는 비교가 된다. 

6. 상식적 경험론

1) 소염: 所染은 ‘물들여지기’라는 뜻이다. 사람은 물들여져야 한다.

묵자는 하늘의 뜻인 겸애로 자신의 마음을 물들이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

아 어떤 것을 물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색이 결정된다. 이는 경험주의적 입장이며, 백지

설-성악설이다. 

이는 마음을 백지로 보는 이론이다. - 이것은 경험론이다. 경험론의 기본 이론은 마음

은 백지이고, 이것에 외부의 감각 자료가 들어와서 물들인다는 것이다.

2) 개인 – 이익, 경험주의

묵자는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경험의 단위인 인간을 국가의 기본 단위로 본다. 개인은 

지각 욕망 감정을 가진다. 묵자는 이 셋을 기본적으로 긍정한다. 그리고 지식은 감각 지각

에, 국가는 개인의 욕망에 근거해서 수립한다.

감각 지각에 의한 경험치가 인간의 마음에 저장된다. 쌓인 경험은 욕망으로 표출된다. 

각 개인의 욕망의 대립을 묵자는 인정한다. 개인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에 방해되는 도덕

이나 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망과 이익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그것을 조정하

려는 입장이 상동이다. 상동과 짝을 이루는 겸애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계를 직시하라고 

한다. 하느님은 선의 운용자이므로 모든 이에게 공정한 판결과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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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묵자의 국가 이론

1) 묵자의 ‘10론’은 이와 같이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이론이다. 기존의 연구는 지배자

의 입장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나 현 연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 즉, 계약적

인 면을 고찰하여 묵자가 제시한 비전을 직시하고자 한다. 상동을 지배자에 대한 무조건

적 복종으로, 겸애를 지배자가 내리는 아량적인 사랑으로, 천지를 집단의 규율 강화에 귀

착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부분을 본 연구에서 검토한다.

묵자는 모든 사상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의식주의 

삼환(三患)의 늪 속에 빠지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했다. 묵자는 철저하게 금욕 고행하면서

까지 백성에게 물질적 이익을 주는데 발 벗고 나섰다. 당시에 지배자의 논리에 빠진 철학

들에 찬 물을 끼얹는 일침을 가하는 이론이 묵자의 이론이다.

묵자는 공자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유가적 질서를 바탕에 깔고 간다. 그는 공자가 

강조한 �서경�의 봉건제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넘어서서 정치 이론

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2) 묵자는 상식적 경험주의자이다.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 입장에서 논리적인 이론을 

펼친다. �묵자� 원전을 보면, 묵자 스스로 계약론적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의 이론을 곰곰 씹어 보면,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제시하는 계약론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홉스는 계약을 얘기하지만, 묵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언급한 것은 없다. 그 고대의 

분위기상 두루뭉술하게 그 비슷한 것을 던져 놓을 뿐이다. 전국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일

반적이었다. 정복 전쟁의 결과 강력한 왕국이 성립했다. 묵자의 이론은 정복 전쟁에 반대

하는 이론이므로, 실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묵자의 이론을 살펴보면, 놀랄 만큼 근대적이다. 그 오래된 기

원전 시대에 계약론을, 혹은 국민 중심의 국가를 제창한다. 그런데 후대에 어떤 학자도 이

를 계승하거나 발전시키지 못 했다. 철저하게 묵자의 이론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다. 중

국의 역대 왕조는 황제 중심이었다. 국가를 왕의 개인 소유로 보는 가산 국가였다. 이와 

정반대를 주장한 묵자의 이론이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국가는 오묘한 공동체이다. 백성들은 국가가 자신에게 어떤 현실적 이익을 주는지에 예

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왕정에서는 백성의 이익이 관철되지 못 한다.

3) 중국에 이런 근대적인 이론이 있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아쉬운 것이 있다. 

진시황에서 현재의 중국까지 묵자의 이론과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묵자의 이

론에 근접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

현대 중국은 묵자가 필요하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 묵자의 정치를 구현하

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묵자의 상동이다. 전인대로 뽑아서, 현자가 국가를 이끈다. 인민

들을 물질적 부강으로 이끈다. 묵자적 시스템이다. 중국 정치 체제는 현자 독재이다. 그들

이 볼 때 묵자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중국은 상동(尙同)과 겸애(兼愛) 체제인가? 시진핑은 스스로 그럴 

것이라 주장한다. 묵자의 상동에서는 개인의 이기심과 욕구를 인정한다. 중국은 현자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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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라고 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인정하는가? 중국은 인터넷 정보 독점하고 있다.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상동은 그런 체계가 아니다. 개

인의 이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중국의 감시는 겸애를 벗어난다. 상동만을 강조하고, 겸

애는 행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가 경제를 조정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체

제이다. 중국은 그런 자본주의를 도입한 후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렇다고 자율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개인에게 맡겨서 이룩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정치 체제는 과거의 유가 체

제로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상동과 겸애의 체제는 아니다. 서구와는 다른 패턴이다. 

모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어떻게 충족시키

느냐의 방법적 차이를 가진다. 묵자는 집단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최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중국은 집단이 관여하여 개인의 이익을 규제하고 조정하고 있다. 묵

자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중국 자체에서 유가를 높이지만, 자율적 지식인을 

없앤 것이 문제이다. 중국학자들의 불만만 늘어난다. 어용 지식인만 남겨놓는다. 실제로 

말만 유학이다. 내용 속으로 들여다보면 법가적 정치 구조이다.

4) 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밝은 혜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묵자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묵자와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러나 자료의 미비점 때문에 그의 

사상의 정확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묵자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 한다. 너무나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다른 연구자에게 묵자의 참된 의도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묵자 이후 묵가는 중국에서 사라지고 소멸되었다. 그 아쉬움에 그 

사상을 현재에 되살려 보고자 한다. 묵자의 정치 사상은 현재의 정치에도 충분히 적용시

킬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점이 많다. 한국은 실용적인 대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특성을 가진다. 중국보다 더 중국스럽게, 미국보다 더 미국스럽게 

변용하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묵자의 뜻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의 미

래는 더 빛날 것이다. 묵자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노력

만 한다면, 묵자의 성도 현재 다시 쌓을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 묵자는 비공(非攻)을 주장하면서, 성 방어에 대한 이론을 정밀하게 펼친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 이어, 건설 토목 화학 물리 등의 이론을 펼친 ‘성 방어’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가 비공(非攻)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묵자의 

이론을 무시했던 중국이 1위의 무기 강국을 미국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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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i’s Contractual Theory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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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cient China maintained an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existence system 

through the feudal system of the Zhou Dynasty. However, the feudal system of 

the Zhou has been shaken since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he feudal 

lords ignored the son of Heaven (king) and waged an offensive war against 

each other.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feudal lords lived with the 

son of Heaven and supported him, but they were trying to be a final winner 

king who practically acts as a son of Heaven. In the age of Warring States, 

they fought a fierce war of conquest to destroy other countries and unify the 

world.

At this times, Mozi envisioned a state that would make the feudal system of 

the Zhou Dynasty ideal. He developed the core theory of national composition 

in ‘The Ten Theory’. Among them, we can se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oller and the controlled in ‘the agreement with the superior’

(尙同), ‘the universal love’(兼愛), ‘will of Heaven’(天志), etc. He opposes 

conquering another country by force. The composition of the state should not 

be based on attack conquest, but It should be a system in which superiors and 

subordinates exchange ‘the universal love’(兼愛) with ‘the agreement with the 

superior’(尙同, AwS). 

2. Mozi is a common-sense empiricist who acknowledges the desires and 

selfishness of human sensory perception. Profit disputes arise when individuals 

follow selfishness. To reconcile the disputes, he suggests ‘the agreement with the 

superior’ (AwS) theory. AwS(尙同) is that the subordinates accept of a superior’s 

compromise. The aim is to maximize the overall benefit of this compromising 

process. This AwS system becomes an organization of state.

Mozi’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lies in the resolution of the people's 

three worries (the problem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It is the people who 

suffer the most from the conquest war. Three worries is mainly caused by the 

conquest war. The war of conquest is based on the ambition of the sovereign 

individual to conquer the world. Furthermore, it is because the monarc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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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est country is ambitious to conquer the world and to unify it. Unification 

means that the world will eventually become a private property of the king. 

Mozi tried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the non-attack(非攻), the universal 

love(兼愛), and the will of Heaven(天志).

3. Mozi was the first philosopher in China to ask for the basis of ‘ruling & 

submission’. Why should the people obey the ruler? -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AwS (尙同), which is ‘submission to the above’. The agreement in 

AwS means ‘to be equal to’ or ‘to obey’. When individuals conflict each other, 

claiming their interests as righteousness, they ought to ‘submit’ to the 

mediation of wise men above. Pick a wise man and make him your superior. 

The person above is a judge. A wise man is a man of fair and equitable 

coordination ability. This ability is called the universal love(兼愛). The universal 

love is a love that encompasses the whole people. There is fair arbitration 

because I love equally(兼愛) all the people & parties in the dispute.

The people below pick and appoint the wise above among themselves. 

Coordinators or judges are wise men in themselves. He is not a strong man 

from the outside. I know the ability well because I saw it up close. In this way, 

a person selected from the village is named a village head(里長), a county 

governor(鄕長) in the county, and a head of politics(政長) in the country. Like 

this, government power is established from bottom to top. In this point, the 

pick and appointment of wise man is linked to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settlement of dispute is fairness and 

impartiality. To this end, the universal love(兼愛) is needed. The universal love 

is fairness. The subordinate's obedience to the superior is an exchange 

between AwS(尙同) and the universal love. Because the superior has the 

universal love, the bottom is doing AwS. This has a contractual meaning.

Mozi’s AwS and the universal love lay the groundwork for domination & 

submission. Mozi found the justification of governance in such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is a frontal opposition to establishing and ruling a country 

by a conquest war.

4. Non-attack (非攻) is a denial of attack. Mozi lived in the age of Warring 

States. The word 'Warring States' means 'fighting country'. Non-attack theory 

is a criticism and alternative to the conquest war of the time. Non-attack calls 

for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AwS and the universal love.

Due to the collapse of the feudal system of the Zhou Dynasty, there existed 

no more the son of Heaven (king) who would control the order of the feu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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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s in imperial kingdom. So the feudal lords fight each other fiercely. The 

war of conquest by force logically results in the strongest state eating up the 

rest. Which is better, one country integrating the rest of the world, or states 

coexisting and competing? The unification of one country has more losses than 

benefits. Qin Shi Huang vividly shows what catastrophic consequences are 

occurred in a country, or a king, who had eaten other states of the world. It's 

a system of one-man master, a slave for all. So the world becomes to be in 

revolt. Furthermore, lack of competition weakens China's power, inviting an 

invasion of barbarians.

Mozi wanted to reorganize the unlimited war of multiple states without the 

son of Heaven to the multilateral coexistence through Non-attack theory. 

Non-attact parties are in favor of anti-attack and defensive war. If all 

countries go out with this strategy,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 

multilateral coexistence. The kings develop their country economically and 

trade internationally. This is a strategy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countries 

rather than invasion wars. Peaceful competition of many countries can 

increase the power of China as a whole, effectively preparing for an invasion 

by immigrants.

5. The universal love(兼愛) is a love that encompasses the whole people. The 

love of Confucianism is ‘discriminating love’. The universal love is love without 

discriminating anyone of the whole. Discriminating love, on the other hand, is 

a love that extends from there based on family relationships. Humanity(仁) is 

that love. The universal love is a considerateness of the whole people, which is 

not an average justice, but an distributive justice. A ruler needs the universal 

love when he/she does AwS. the universal love means fairness and impartialit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whole people. So it's a virtue that a compromiser 

should have. When the superior has the universal love, the subordinates is 

doing AwS. The justification of domination and obedience is established in the 

exchange of the universal love and AwS. The ruler can elicit the full support 

of the governed.

The universal love is unconditional love (agape). It is not the conditional 

selfish love of humans (eros). In this regard, there is God's will at the top of 

the universal love. Heaven's will is the universal love of human beings. 

Everyone, especially the strong man on the ground, should do the universal 

love. - This is the will of heaven. In reality, a strong man attacks the weak 

with his power, but does not love them  univer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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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zi introduces the Heaven(God) to encourage the practice of AwS and the 

universal love. Human beings act with free will. Heaven is a personal God who 

is almighty, free willed, and rewards and punishes men. In the end, the 

existence of God plays a role in limiting human desire and reason. The age of 

Waring States was dominated by power & military force. The strong man 

attacked the weak with force. There was no presence on earth to control such 

a strong men. Only God can control them. The problem is that the strong men 

ignore God, that’s all. But the cost of ignoring is horrendous. That's the case 

with the Qin Dynasty after Qin Shi Huang's death. That's what Mozi means 

when it comes to God's reward and punishment.

Mozi picked up the universal love and non-attact, AwS as the cor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These three eventually lie on the foundation 

of the will of Heaven. 

Through these three concepts, Mozi aims to create a nation that settles the 

people's three worries (the problem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 keyword : The Ten Theory(十論), the agreement with the superior(尙同), 

wise man(賢者), non-attack(非攻), the universal love(兼愛), will of Heaven(天志), 

the contractual theory. conques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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