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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言
농전農戰1)사상 혹은 농전이론은 역대로 상앙商鞅의 변법사상을 연구해온 학
자들의 주목했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상앙은 일단 군주가 농전이론을 현실
정치에 철저하게 실시하게 되면 그 국가는 백성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어 그들이 농업과 전쟁에 전념하게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앙은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는 백성들의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
1)*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6-2659)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趙源一,
全南大學校,
mengzi2000@naver.com
金泰完,
全南大學校,
1) 농전이란 말은 농업과 lomloy@jnu.ac.kr
전쟁을 유기적 일체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옥,
《맹자 사람의 길》上, 서울, 통나무, 2012년, 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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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농업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
앙은 국가가 흥성하는 길은 바로 농업과 전쟁이라고 하여, 농전과 국가의 존망
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역설했던 것이다.
당단정唐端正 같은 경우 상앙의 농전정책은 농전과 여타의 문화 관련 사안과
평행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수많은 문화 관련 사안들 가운데 농전의 중요
성만을 부각시킨 것은 아니고, 농전과 기타의 문화 활동을 대립시켜 농전 이외
의 모든 문화 활동을 농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두 배척해야 하
고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2) 이처럼 당단정
은 상앙의 정책이 부국강병이라는 전제아래 모든 백성이 농업과 전쟁에 종사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가구侯家駒의 경우 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는 농민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전사가 되는 직종이라고 보았다.3) 또한 그는 이러한 병농일치
兵農一致의 특수한 형식은 사실상 전쟁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농업을 전쟁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4) 이러한 후가구의 병농일치
주장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농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특정한 직업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백성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인데, 그는 이러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농전을 직업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
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농업을 전쟁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주장
역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논자는 상앙의 농전이론에서 전쟁보다는 농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전쟁보
다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모두 농
업과 전쟁에 집중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생산력의 저하가 발생할 것이고 동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농사를 방치하고 전쟁에만 매달린다면 부국강병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업이 전쟁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상앙의 법치와 농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은진의「상앙의 농전론 연구」
만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학술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은진은 상앙의 농전이론을 그 의미와 장점 및 특성을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농전론이 더욱 공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
2)3) 唐端正,《先秦諸子論叢》續編,
臺北,臺北,
東大圖書有限公司,
1983년,
123쪽145쪽
참조.참조.
侯家駒,《先秦法家統制經濟思想》,
聯經出版事業公司,
1985년,
4) 侯家駒,《先秦法家統制經濟思想》, 臺北, 聯經出版事業公司, 1985년, 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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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해주는 법치이론과의 관계를 조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정은진의 작업은 국내 학술계에 상앙의 농전론 연구에 관한 시금석의
역할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상앙의 농전과 법치의 관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농업우선 정책
과 법치의 관계 및 전쟁과 작록의 관계 그리고 법치와 농전의 결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농업우선 정책과 법치의 관계
상앙의 사상체계 속에서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의 하나는 바로
농업정책의 확대 추진과 농사일 장려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성인은 치국의 요령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백성들이 농업으로 마음을 되돌리
도록 합니다. 마음이 농업으로 되돌아오면, 백성은 순박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성실
하고 부리기가 쉬우며, 참으로 그들을 써서 적을 방어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
들이 농업ㆍ전쟁에 전일하면 속임수가 줄어들고 살던 곳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중하
게 여길 것이며, 백성들이 농업ㆍ전쟁에 전일하면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 쓸 수 있습
니다. 백성들이 군주를 친근하게 여기고 법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아
침부터 저녁까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
들이 흩어져서 국력을 집중시킬 수 없는 것을 걱정하나니, 이 때문에 성인은 오직 농
업ㆍ전쟁 한 방면만을 중시하여 백성들의 힘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국가가 일 년 동
안 농업ㆍ전쟁 한 방면에만 전일하면 십년 동안 강성할 수 있고, 십년 동안 농업ㆍ전
쟁 한 방면에만 전일하면 백 년 동안 강성할 수 있으며, 백 년 동안 농업ㆍ전쟁 한
방면에만 전일하면 천년 동안 강성할 수 있고, 천년 동안 강성한 국가는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오직 성인만이 치국에 있어서 농업ㆍ전쟁 한 방면에만
전일하고 백성들을 농업에 집중시켰을 따름입니다.5)

백성들이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국가생산력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즉 농토를 개간하여 농사수확물을 얻는다고 하는 성과 이
외에도 백성들이 농사일을 통하여 순박하고 성실하여 군주가 그들을 통치하기

5)《商君書》,〈農戰〉, “聖人知治國之要, 故令民歸心於農. 歸心於農, 則民樸而可正也.
紛紛則不易使也, 信可以守戰也. 壹則少軸而重居, 壹則可以賞罰進也, 壹則可以外用
也. 夫民之親上死制也, 以其旦暮從事於農.……凡治國者, 患民之散而不可搏也, 是以
聖人作壹, 摶之也. 國作壹一歲者, 十歲強; 作壹十歲者, 百歲強; 作壹百歲者. 千歲強,
千歲強者王.……惟聖人之治國作壹, 摶之於農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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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장점이 있으며, 또한 군주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관리들의 지시를 잘 이행
하여 국가를 위해 기꺼이 전장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주는 백성들이 농업 이외의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업을 매개로 한 백성들의 역량을 응집할 수 없게 되
어 강성한 국가는 물론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
한 점에서 상앙이 농업을 전쟁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 이외에도 상앙은 농업이 전쟁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다음과 같
이 역설하였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농업ㆍ전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이 농업ㆍ전쟁 한 가지에 전념하면 순박해지며, 순박하면 농업에 종사
하게 되고, 농업에 종사하면 근면하기 쉽고, 근면하면 부유해집니다. 부유한 자는 작
위를 주어서 그들의 부를 소모시키면 빈둥거리지 않게 되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
는 자는 형벌을 사용해서 놀고먹는 짓을 금하면 힘써 농사일에 종사할 것입니다.6)

즉 상앙은 군주가 백성들을 농사일에 전념케 하면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효
과는 바로 백성들은 근면해지고 국가는 부유해지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농사와 전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안은 일반백성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위
험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앙은 이러한 점을 매우 분명하게 파악하
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백성들이 이익을 계산하는 성향에
영합하여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성인이 국가를 다스리면 안으로는 백성들이 농업으로 모여들게 하고, 밖으로는 백
성들이 전쟁의 득실을 계산하게 합니다. 농업은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일이고, 전쟁은
백성들이 위험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일을 범하고 그들이 위험하
게 여기는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살아서는 이익을 계산하고 죽어서는 명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성과 이익이 나오
는 곳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토지에서 나온다면 백성들은 힘을 다
해 농사를 짓고, 명성이 전쟁에서 나온다면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안
으로 백성들이 힘을 다 해 농사를 짓도록 한다면 황무지는 거칠지 않게 될 것이고,
밖으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한다면 적을 이길 것입니다. 적을 이기고 황무
6)《商君書》,〈壹言〉, “治國者貴民壹, 民壹則樸, 樸則農, 農則易勤, 勤則富. 富者廢之
以爵, 不淫; 淫者廢之以刑, 而務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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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거칠지 않게 된다면,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공적은 앉아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
다.7)

이상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볼 수 있듯이 군주는 반드시 백성들이 살아서는
이익을 계산하고 죽어서는 명성을 생각하는 성향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시책
을 수립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농사와 전쟁에 종사할 수 있
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책을 통하여 백성들이 누구나 이익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루트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농업과
전쟁에 온힘과 목숨을 바쳐 매달릴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군주는 부강한 국가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앙은 “국가 정무가 농업
ㆍ전쟁 한 분야로 통일되면 백성들은 국가의 쓰임에 응할 것이요, 국가사업의
근본이 중점적으로 육성된다면 백성들은 기꺼이 농사를 짓고 즐거이 싸우러 나
갈 것입니다.”8)라고 주장하여 백성들이 기꺼이 농사를 짓고 즐거이 전쟁터에 나
가게 되고, 농사에 온 힘을 쏟고 병력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국가의
물적ㆍ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상앙의 농전이론의 농업부분에 관하여 정양수鄭良樹의 경우 상앙을 중농주의
자로 보았다.9) 상앙의 사상을 검토해보면 자연히 그가 중농주의를 채택한 이유
와 방법 및 어떻게 토지제도를 개혁했는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순수한 농업정책에 관한 언급은 어려우며 또한 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언급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상군서商君書』,「간
령墾令」편을 예로 든다면 전편에 걸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거의 농사와 관련
된 규정인데, 특히 매 단락 말미에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될 것입니다.”라고 기
술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만큼 황무지 개간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앙의 농사에 대한 중시는「간령」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주의
책무는 백성들을 농업에 집중시켜야만 한다고 하는 기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간령」편에서 주장하는 여러 종류의 시책과 조치는 황
7)《商君書》,〈算地〉, “故聖人之為國也, 入令民以屬農, 出令民以計戰. 夫農民之所苦;
而戰民之所危也. 犯其所苦, 行其所危者, 計也. 故民生則計利, 死則慮名. 名利之所
出, 不可不審也. 利出於地, 則民盡力; 名出於戰, 則民致死. 入使民盡力, 則草不荒;
出使民致死, 則勝敵. “國務壹,
勝敵而草不荒,
富強之功,
可坐而致也.”
8)《商君書》,〈壹言〉,
則民應用.
事本摶,
9) 鄭良樹,《商鞅及其學派》,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則民喜農而樂戰.”
1989년, 1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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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개간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농사일에 대한 강조이며
각 항목에 걸쳐 언급하고 있는 황무지 개간 조치는 바로 법치의 정신을 통한 규
범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편명에서와 같이 볼 수 있듯이 간령墾令은 황무지 개간에 관한 법령으로 농
지를 개간하는 것은 농사의 요목이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체하거나 그르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자국 내에 많은 곳에 걸쳐서 아직까지 개간되지 않았
거나 개간할 수 없는 황무지가 있을 경우, 군주는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인도하거나 강제해야 하는
데, 이때 법령을 보조수단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상인 집안에 사람 수에 따라 상인에게 요역을 할당하고, 그들 집안에서 땔나무를
쪼개는 노비와 수레를 끄는 노복과 여러 노예 및 어린 종들도 반드시 관부에 이름을
등록시켜, 그 명부에 근거해서 요역을 하게 한다면 농민은 편안하고 상인은 고달플
것입니다. 농민이 편안하면 좋은 전답이 황폐해지지 않고, 상인이 고달프면 왕래하면
서 주는 선물이 여러 현으로 흘러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굶주리지 않고,
다님에 외관을 형식적으로 꾸미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이 굶주리지 않고 다님에 형
식적으로 외관을 꾸미지 않으면, 공적은 일은 반드시 부지런히 하고, 개인적인 일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일은 반드시 잘해낼 것이고, 농사일을 잘해낸다
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될 것입니다.10)

위의 인용문은 상앙의 중농억상重農抑商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앙이 상인을 억압하는 이유는 그들이 농업생산에 방해가 되고 백성들을
안일하게 만들어 농지개간 작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여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11)
민간의 여관을 철폐하신다면 간사하고 교활한 자, 본업에 안심하지 못하는 자, 사
사로이 결탁하는 자, 농민을 미혹시키는 자가 여행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백성들도 밥벌이할 것이 없게 되면, 반드시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농사를 짓게 되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될 것입니다.12)
10)《商君書》,〈墾令〉, “以商之口數使商, 令之廝輿徒重者必當名, 則農逸而商勞. 則良
田不荒, 商勞則去來賫送之禮無通於百縣, 則農民不饑, 行不飾. 農民不饑, 行不飾, 則
公作必疾,
而私作不荒, 則農事必勝.
農事必勝,
則草必墾矣.”1991년, 172∼173쪽 참조.
11)
王曉波,
《
先秦法家思想史論》,
臺北,
聯經出版事業公司,
12)《商君書》,〈墾令〉, “廢逆旅, 則姦偽躁心私交疑農之民不行. 逆旅之民無所於食, 則
必農, 農則草必墾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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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엄중하게 하고 사람들의 죄를 연좌하여 같이 처벌하신다면 속이 좁고 성미
가 급한 사람이 싸우지를 않고, 흉악하고 난폭한 사람이 언쟁을 벌이지 않으며, 게으
른 사람이 빈둥거리지 않고, 돈을 물쓰듯하는 사람이 낭비하지 않으며, 달콤한 말로
아첨하고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속이지 않게 됩니다. 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될 것입니다.13)
백성들이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게 될 것입니
다.(백성들이 무지몽매하고 사는 곳에 안주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어려워하면)
농민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은 밥벌이할 곳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농사를 지을 것입니
다. 마음이 어리석고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짓
는다면, 농민들은 사는 곳에 안주하여 농사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사는 곳
에 안주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고, 무지몽매하다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될 것입니
다.14)

농지개간은 백성들의 자체적인 일이고, 그 외에 농지를 개간하지 않는 백성들
을 농지개간에 힘쓸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은 군주의 몫인데, 그러한
때에 군주는 황무지 개간 명령을 통하여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간령」편의 내용을 통해서 상앙의 농사이론과 법치의 연관을 볼 수 있는
것 외에「래민徠民」편에 제기되어진 “선왕들이 토지를 구획하고 백성을 안배한
규율”이라고 하는 언급 역시 군주가 농지와 국토를 중시하는 것 위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이용하는 것을 중시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나라가 근심하는 것은 군대를 일으켜 정벌에 나서자니 국가가 빈궁해지고, 국내
에 안주하며 농업에 힘쓰자니 적국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왕께
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4대에 걸쳐 선왕께서 전
쟁에는 승리했지만 천하의 국가들이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 원래의
백성들을 이용하여 적을 대비하고, 새로 귀순해오는 백성들은 농업 생산에 종사토록
한다면, 군대가 비록 국외에서 백날을 보낸다 해도, 국경 안에는 잠시도 농사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부유함과 강함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공입니다.15)
13)《商君書》,〈墾令〉, “重刑而連其罪, 則褊急之民不鬥, 很剛之民不訟, 怠惰之民不游,
費資之民不作,
巧諛惡心之民無變也.
則草必墾矣.” 愚心躁欲之
14)《商君書》,
〈墾令〉,
“使民無得擅徙,五民者不生於境內,
則誅愚亂農之民無所於食而必農.
民壹意, 則農民必靜.
誅愚亂農之民欲農,
15)《商君書》,
〈徠民〉, 農靜,
“夫秦之所患者,
興兵而伐,則草必墾矣.”
則國家貧; 安居而農, 則敵得休息,
此王所不能兩成也. 故四世戰勝, 而天下不服. 今以故秦事敵, 而使新民作本, 兵雖百
宿於外, 境內不失須臾之時, 此富強兩成之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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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상앙이 당시 진나라가 직면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안인
데, 상앙은 농지의 개간과 군대의 비축 두 사안은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상앙은 이와 같은 두 사안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
절한 방법으로 진나라 주변국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 다른
국가들의 백성들을 진나라로 귀순시켜 그들이 농지개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
건을 만들어 줄 것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의 진나라는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좋았으며, 게
다가 법률로 “토지를 구획하고 백성을 안배한 규율”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진나
라는 이러한 타국 출신의 수많은 이민자들을 농지개간에 종사시켰기 때문에 본
래 진나라 출신의 백성들로 구성된 병사들은 더 이상 농사일까지 겸해서 할 필
요가 없었다. 그래서 진나라의 군대는 오직 국가수호와 적국에 대한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앙이 “진나라 원래의 백성들을 이용하여 적을 대비
하고, 새로 귀순해오는 백성들은 농업 생산에 종사토록 한다.”고 한 것에서 농업
생산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은 농사가 국가에 대하여 얼마나 중
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언壹言」편에 “성인은 법령을 세우고 백성들의 습속을 교화하여 백성들
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업에 종사시켰다는 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16)
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군주가 농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법령을 이용하
여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에 종사시키게 되면, 이러한 법령은 농사의
촉진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백성들이 군주를 도와서 부국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전쟁과 작록의 관계
농전이론은 상앙의 사상체계를 구성하는 관건적인 이론 가운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앙의 사상 가운데 농사이론에 관한 서술은 전쟁에 관한
서술에 비하여 극명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는 아마도 농사가 실
무적인 부분에 치중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생산력 및 부유함의 근본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군주가 궁극적으로 황무지 개간에 관한 법령을 통하여 백성들을
16)《商君書》,〈壹言〉, “夫聖人之立法化俗, 而使民朝夕從事於農也, 不可不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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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면 충분한 것에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를 경작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은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앙의 관심 소재가 되지를 못했던 것
이며, 실질적인 황무지 개간 성과와 농산물 수확이 더욱 중요한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 분야에 대한 언급은 농사 분야에 대한 것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승패에 대한 관건은 지극히 중요한 사안으로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앙은 작전
의 법칙과 병력의 운용술 및 용병과 법령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걸
쳐서 언급했다. 그 외에 상앙은 전쟁과 농사를 서로 비교하여 실제로 전쟁은 매
우 고통스럽고 많은 국력이 소모되며 더욱 위험성이 많은 것이라고 보아서 군주
가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황무지 개간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 전시동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보았
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와 같이 법령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전쟁동원을 독려한다
고 하는 것은 그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황무지 개간 명령보다 더욱 광범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거강去强」편에 “전쟁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서 병사를 부린다면 국가
는 강해지고, 전쟁 준비가 어수선하고 병사가 태만하면 국가는 약해집니다.”17)라
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을 벌일 때에 군대를 상비하고 있는 국가는
강하게 되고,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국내정세가 혼란한 국가는
전시에 대비하여 급조한 군대가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에는 쇠락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가 평소에 전시를 대비하여 군대를 훈
련시키는 것과 전력을 비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국가가 전쟁에 대한 대
비를 중시하는 것은 훗날 발생하게 될 적국의 공격에 대한 방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도 천하의 왕 노릇을 한다거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도
멸망한 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백성이 용감한 국가는 전쟁을 해서 승
리하고, 백성이 용감하지 않은 국가는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백성들을 전쟁에 전념
시킬 수 있는 국가는 백성들이 용감하고, 백성들을 전쟁에 전념시킬 수 없는 국가는
백성들이 용감하지 않습니다. 성왕은 천하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전쟁에서 실현된
다는 것을 간파하였고, 그래서 거국적으로 백성들에게 군인이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
17)《商君書》,〈去强〉, “戰事兵用曰強, 戰亂兵息而國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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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국가에 가서 그 통치 상황을 살펴 볼 때, 군대를 군주가 사용하는 국가는
강합니다. 백성들이 군주에게 사용되는 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전
쟁을 보는 것이 굶주린 이리가 고기를 보는 것과 같다면 백성들이 군주에게 사용되
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기꺼이 싸우게
할 수 있는 자는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강대한 국가의 백성은 아비는
자식을 전쟁터로 전송하고, 형은 동생을 전송하며, 아내는 남편을 전송하며 모두들
“승리를 얻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18)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천하의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쟁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전쟁을
과연 어떻게 기꺼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바로 보상인 것이다. 즉 전쟁에 참
여하여 전공을 세운 백성들에게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공을 세우는 것이 일반백성들이 작위와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앙은 일반 병사가 전공을 세워 작록을 받을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여 “저들 가운데 전쟁에 능한 자는 부귀의 문을 밟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19)라고 했던 것처럼 전쟁에서의 전공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첩경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포상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이익ㆍ녹봉ㆍ관직ㆍ작위 등을 오로지 전공에 근거해서
수여하고, 다르게는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렇게 하면 부귀로 나아가는 문은
주로 전쟁에 있을 따름입니다. 저들 가운데 전쟁에 능한 자는 부귀의 문을 밟고 올
라설 수 있습니다.……백성들이 부귀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죽어서 관의 뚜껑이
닫힌 후에야 그치게 되지만, 부귀의 문은 반드시 전쟁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백성
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로 축하를 해주고,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실
때도 노래하는 것은 전쟁입니다.20)
18)《商君書》,〈畫策〉, “不勝而王, 不敗而亡者, 自古及今, 未嘗有也. 民勇者, 戰勝;
民不勇者, 戰敗. 能壹民於戰者, 民勇; 不能壹民於戰者, 民不勇. 聖王見王之致於兵
也, 故舉國而責之於兵. 入其國, 觀其治, 民用者強. 奚以知民之見用者也? 民之見戰
也, 如餓狼之見肉, 則民用矣. 凡戰者, 民之所惡也., 能使民樂戰者王. 疆國之民, 父遺
其子, 兄遺其弟,
妻遺其夫,
皆曰: 踐富貴之門.”
不得, 無返.”
19)《商君書》,
〈
賞刑〉,
“彼能戰者,
20)《商君書》,〈賞刑〉, “所謂壹賞者, 利祿官爵, 摶出於兵, 無有異施也.……然富貴之
門, 要在戰而已矣. 彼能戰者, 踐富貴之門.……民之欲富貴也, 共闔棺而後止. 而富貴
之門, 必出於兵. 是故民聞戰而相賀也; 起居飲食所歌謠者, 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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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은 전쟁에서의 공적 즉 전공을 부귀영화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았기 때문
에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반드시 부귀영화를 추구하려는 백성들에게는 전쟁발발
의 소식은 자연히 서로 축하해주고 즐길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노래를 지어 부
를 정도로 매우 소중하고 즐거운 소식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포
상으로써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토록 독려하면 죽음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21)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종사하고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는 것은 작위와 녹봉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22)에 있는 것이다.
작위와 녹봉을 부여받는 것은 전공의 크고 작음과 관계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군주가 포상을 시행할 때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집행하는 것일
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앙은 “포상을 시행하고
녹봉을 주는 것을 공적에 맞게 하지 않으면 전사는 군주에게 쓰이려고 하지 않
을 것입니다.”23)라고 하여 전사의 전공의 크기에 따라 그에 합당한 작위와 녹봉
을 주는 것을 군주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보았던 것이다.
상을 시행해서 군대가 강하다는 것은 작위와 녹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위와 녹
봉은 군대에서 상으로 사용하는 실리입니다. 이 때문에 군주가 작위와 녹봉을 수여
할 때는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키면 국가는 날로
강해지고, 불공정한 방법을 적용하면 국가는 날로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위와
녹봉을 수여할 때 적용하는 원칙은 국가 존망의 관건입니다. 대체로 약한 국가와 망
국의 군주는 작위와 녹봉을 상으로 수여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작위와
녹봉을수여하는 원칙이 잘못된 것입니다. 삼왕과 춘추오패 그들이 사용한 원칙은 작
위와 녹봉에 불과하였지만 다른 군주들보다 만 배의 공적을 이룬 것은 그들이 적용
한 원칙이 공명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그들의 공에 따라 상
을 수여합니다. 공에 따라 상을 주는 원칙이 명쾌하면 백성들은 다투어 공을 세우고
자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이 전심전력으로 공을 다투게 할 수
있다면 군대는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24)

위의 인용문에서 삼왕三王과 춘추오패春秋五覇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바로
21)《商君書》,
〈〈弱民〉,
“以賞戰民則輕死.”
22)《商君書》,
君臣〉,
“凡民之所疾戰不避死者,
以求爵祿也.”
23)《商君書》,
〈
修權〉,
“行賞賦祿,
不稱其功,
則戰士不用.”
24)《商君書》,〈錯法〉, “行賞而兵強者, 爵祿之謂也. 爵祿者, 兵之實也. 是故人君之出
爵祿也, 道明. 道明, 則國日強; 道幽, 則國日削. 故爵祿之所道, 存亡之機也. 夫削國
亡主非無爵祿也, 其所道過也. 三王五霸, 其所道不過爵祿, 而功相萬者, 其所道明也.
是以明君之使其臣也, 用必出於其勞, 賞必加於其功. 功賞明, 則民競於功. 為國而能
使其民盡力以競於功, 則兵必強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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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으로써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주가 포상으로 수여하는 작위와 녹봉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만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상앙은
포상을 출정한 횟수와 세운 전공에 의거해서 수여해야 한다고 했다.25) 또한 그
는 군주 개인의 사적인 마음이나 판단 등에 의거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지양해
야 한다고 하며 “백성들이 힘을 다하면 작위가 거기에 따르고, 공이 세워지면
상이 거기에 따르며, 군주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해와 달처럼 분명하
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그의 군대는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26)라고 언급 했
던 것이다. 군주가 이러한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는 원칙을 이용하여 포상에 관
한 그의 원칙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상황이 형성되면, 군대는 작위와 녹
봉을 수여하는 원칙 때문에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무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군주가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는 원
칙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효과는 군대가 천하무적
이 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 관직을 주고 작위를 수여한다면, 이것을 일컬어 관
직과 작위로써 지략을 늘리고, 관직과 작위로써 용감히 싸우기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고 합니다. 관직과 작위로써 지략을 늘리고, 관직과 작위로써 용감히 싸우기를 촉진
시킨다면, 그러한 국가는 반드시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을 것입니다.27)
지혜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 고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용감한 사람과 겁 많은
사람, 덕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모두 그들 마음속의 지혜를 다하고, 전신의 힘
을 다하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군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또한 천하의 영웅호걸과
덕망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흐르는 물처럼 군주를 따르고, 그래서 군대는 천하무적이
되고 명령은 천하에 널리 시행될 것입니다.……병거 만 대를 보유한 대국 가운데 만
약 벌판에서 그의 군대에 대항하는 국가가 있다면 싸워서 그들의 군대를 전복시킬
수 있고, 병거 천 대를 보유한 국가 중에 자신의 성을 방어하는 국가가 있다면 공격
하여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28)
25)
曾振宇,《前期法家硏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6년, 92쪽
참조.
26)《商君書》,
〈錯法〉, “夫民力盡而爵隨之,
功立而賞隨之,
人君能使其民信於此明如
日月, 則兵無敵矣.”
27)《商君書》,
〈靳令〉, “國以功授官予爵, 此謂以盛知謀, 以盛勇戰. 以盛勇戰, 以盛知
謀,
其國必無敵.”
28)《商君書》,〈靳令〉, “夫固知愚, 貴賤ㆍ勇怯ㆍ賢不肖, 皆盡其胸臆之知, 竭其股肱之
力, 出死而為上用也. 天下豪傑賢良從之如流水. 是故兵無敵, 而令行於天下.……萬乘
之國, 若有蘇其兵中原者, 戰將覆其軍. 千乘之國, 若有捍城者, 攻將凌其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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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천하무적이 되고 국가가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고, 전쟁에서는 반드시
적국의 군대를 전복시킬 수 있으며 적국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수 있는 것
처럼 군대가 강하게 되면 국가 역시 강하게 되는 것이다.

Ⅳ. 법치와 농전의 결합

법치와 농전의 관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군주는 백성들의 역
량을 충분히 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고 위험한 농사와 전쟁에 종사시
켜야 한다. 즉 백성들의 역량을 농사와 전쟁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성인은 오직 농업ㆍ전쟁 한 방면만을 중시하여 백
성들의 힘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도리인 것이다. 만일 어떻게 한 분야로 백성들
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면, 법령으로
써 백성들의 역량을 한 분야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답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으로써 백성들이 농업ㆍ전쟁 한 방면에 역량을 집중
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법치와 농전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다. 백성들을 농사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개간에 관한 법령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국가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전쟁에
힘써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포상으로 작위와 녹봉을 주는 원칙을 세워 시행하
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군대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 상앙이 강조한 백성들이 농업ㆍ전쟁 한 방면에 역량을 집
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농전이 국가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는 사실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중요한 법치사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외내外內」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즉 “백성들의 대외적인 일로는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며,
그래서 가벼운 법으로는 그들을 부릴 수 없습니다.”29)와 “백성들의 대내적인 일
로는 농사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며, 그래서 가벼운 정치 조치로는 그들을 부릴
수 없습니다.”30)라고 한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가벼운 법’과 ‘가벼운 정치 조
치’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무엇을 가벼운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이 적고 형벌이 가벼우며, 요사스
29)《商君書》,
30)《商君書》,〈〈外內〉,
外內〉, “民之外事,
“民之內事, 莫難於戰,
莫苦於農, 故輕法不可以使之.”
故輕治不可以使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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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도리가 막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요사스러운 도리라 하겠습니까? 언
변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가 존귀하고, 외지로 나다니면서 벼슬을 추구하는 자가 임
용되며, 경서를 익혀 개인의 명성을 추구하는 자의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도리가 막히지 않으면, 백성들이 싸우려 하지 않아서 전쟁에는 패배할 것입
니다. 상이 적으면 법에 복종하고 따르는 자가 이익을 볼 수 없고, 형벌이 가벼우면
법을 범하는 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스러운 도리를 이용하여 백
성들을 유인하고, 가벼운 법으로써 그들을 전쟁에 종사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덫을 설
치하여 쥐를 잡을 때 고양이를 미끼로 시용하는 격이라고 하며, 아무런 가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전쟁에 종사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엄중한 법을 사용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면 반드시 후해야 하고, 형벌을 집행하면 반드시 엄해야
하며, 요사스러운 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가
존귀할 수 없고, 외지로 나다니면서 벼슬을 추구하는 자가 임용되지 못하며, 경서를
익혀 개인의 명성을 추구하는 자의 지위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상이 후하고 형벌
이 엄중하여, 백성들이 전쟁의 공로에 대한 상이 후하다는 것을 본다면 죽음을 무릅
쓰고 싸울 것이며, 싸움을 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형벌의 치욕을 본다면 구차하게 사
는 것을 고통으로 여길 것입니다. 상은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
고, 형벌은 백성들로 하여금 구차한 삶을 고통으로 여기게 합니다.31)

‘가벼운 법’의 쓸모없음은 법령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포상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법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형벌이 가벼우면 감히 범죄를 저
지르는 자가 생기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성들은 언변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나 유세하러 다니면서 벼슬을 추구하는 사람 및 경서를 익
혀 개인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가벼운 정치 조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농민이 가난하고 상인이 부유
한 것, 즉 식량의 가격이 떨어지면 돈이 귀해지는데, 식량의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이
가난해지고, 돈이 귀해져서 상인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농업에 의지해
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국내의 식량 가격이 반드시 오르고, 농업에 종
사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역이 반드시 늘어나며, 시장의 이윤에 대한 조세가
반드시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식량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의 가격이 오르면 농사
31)《商君書》,〈外內〉, “奚謂輕法? 其賞少而威薄, 淫道不塞之謂也. 奚謂淫道? 為辯
知者貴, 游宦者任, 文學私名顯之謂也. 三者不塞, 則民不戰而事失矣. 故其賞少, 則聽
者無利也; 威薄, 則犯者無害也. 故開淫道以誘之, 而以輕法戰之, 是謂設鼠而餌以狸
也, 亦不幾乎! 故欲戰其民者, 必以重法. 賞則必多, 威則必嚴, 淫道必塞, 為辯知者.
不貴, 游宦者不任, 文學私名不顯. 賞多威嚴, 民見戰賞之多則忘死, 見不戰之辱則苦
生. 賞使之忘死, 而威備之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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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짓는 자들이 유리하고, 농사를 짓는 자가 유리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
날 것입니다. 식량의 가격이 오르면, 식량을 사들이는 것이 이롭지 않고, 또한 부세와
요역을 가중시키면, 백성들은 상업과 수공업을 버리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을 수
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농업 생산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32)

농업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식량의 가격을 오르게 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의 양을 늘리고 아울러 상인들에게 대해서는 시
장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가중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상앙이 생각했던 농
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고 상인들이 식량과 물류유통을 통하여 축
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중농억상정책의 요지인 것이다.
상앙은 법령을 무겁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여 포상은 오
직 전쟁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수립한
다면,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
는 전력이 매우 강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상앙은 식량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재화를 벌어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윤
에 대하여 중과세하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면 즉 농업을 존
숭하고 상업을 억압한다면 모든 백성들은 오직 농사에만 집중할 것이라고도 생
각했다. 법령을 무겁게 하고 식량의 가격을 상승하게 한다고 하는 주장은 농사
에서 이윤을 남기고 전쟁에서 영예를 얻는다고 하는 주장과 상호 보완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고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법치 수단은 군주에게 있어서는 “변경에서 얻는 이익은 모
두 병사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모두 농민들에게 돌아가
도록 해야 합니다.”33)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병사와 농사에
전념하는 백성들이 제각기 응분의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앙은 “변경에서 얻은 이익이 병사들에게 돌아가는 국가
는 강해지고, 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국가는 부유해집니다
.”34)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국가가 이미 부강해지고 농전에 종사하는 백성들 모
32)《商君書》,〈外內〉, “奚謂輕治? 其農貧而商富, 故其食賤者錢重. 食賤則農貧, 錢重
則商富.……故曰欲農富其國者, 境內之食必貴, 而不農之徵必多, 市利之租必重, 則民
不得無田. 無田,不得不易其食. 食貴則田者利, 田者利則事者眾. 食貴, 糴食不利, 而
又加重徵, 則民不得無去其商賈技巧,
而事地利矣.
故民之利盡在於地利矣.”
33)《商君書》,
〈
外內〉,
“邊利盡歸於兵,
市利盡歸於農.”
34)《商君書》,〈外內〉, “邊利盡歸於兵者強, 市利盡歸於農者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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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제각기 맡은바 소임을 제대로 하고 군주는 백성들이 농전에 전념할 수 있
는 법령을 견지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 군주를 원망하는 백성이 없으면 강국이라 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공격함에, 무공에 근거하여 작위를 주고 관직에 임명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
니다. 군대를 멈추고 농사를 지음에, 국가에 바치는 식량에 근거해서 작위를 주고 관
직에 임명하면 국가가 부유해집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이기고, 군대를 멈추어서
국가가 부유해진다면 그러한 자는 천하에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35)

이상과 같이 상앙은 부국강병의 중대한 사명을 농전의 실시여부에 기탁했으
며, 법치는 백성들이 농전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보
았던 것이다. 즉 농전이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법치의 실행은 건국의 수
단이 되는 것으로 이는 법치와 농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Ⅴ. 結 語
이상과 같이 상앙의 법치와 농전의 관계에 대하여 농업우선정책과 법치의 관
계 및 전쟁과 작록의 관계 그리고 법치와 농전의 결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앙의 사상체계 속에서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의 하나는 바로
농업정책의 확대 추진과 농사일 장려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상앙은 백성들이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국가생산력에 있어
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즉 농토를 개간하여 농사수확물을 얻는 성과 이
외에도 백성들이 농사일을 통하여 순박하고 성실하여 군주가 그들을 통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또한 군주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관리들의 지시를 잘 이행
하여 국가를 위해 기꺼이 전장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그것이다. 또한 상앙은
백성들이 기꺼이 농사를 짓고 즐거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농사에 온 힘을 쏟
고 병력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국가의 물적ㆍ인적자원을 최대한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
35)《商君書》,〈去强〉, “國無怨民曰強國. 興兵而伐, 則武爵武任必勝. 按兵而農, 粟爵
粟任, 則國富. 兵起而勝敵, 按兵而國富者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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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아울러 상앙은 군주가 농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법령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에 종사시키게 되면, 이러한 법령은 농사의 촉
진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백성들이 군주를 도와서 부국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보완제라고 생각했다.
상앙은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천하의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
나 백성들이 전쟁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앙은 이러한
문제는 포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전쟁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운 백
성들에게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앙은 일반 병사가
전공을 세워 작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쟁에서의 전공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첩경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상앙은
군주가 이러한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는 원칙을 이용하여 포상에 관한 그의 원칙
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상황이 형성되면, 군대는 작위와 녹봉을 수여하
는 원칙 때문에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무력은 더욱 강력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이처럼 군주가 작위와 녹봉을 수
여하는 원칙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효과는 군대가
천하무적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
이다.
상앙이 강조한 백성들이 농업ㆍ전쟁 한 방면에 역량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
은 표면적으로는 농전이 국가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
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중요한 법치사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상앙은 법령을 무겁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고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
한다면,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
가는 전력이 매우 강대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앙은 식량의 가격 상승을 주
도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재화를 벌어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윤에 대하여
법령으로 중과세하면, 모든 백성들은 오직 농사에만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처럼 법령을 무겁게 하고 식량의 가격을 상승하게 한다고 하는 주장은 농사에서
이윤을 남기고 전쟁에서 영예를 얻는다고 하는 주장과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상앙은 부국강병의 중대한 사명을 농전의 실시여
부에 기탁했으며, 법치는 백성들이 농전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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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以法治思想爲中心, 討論商鞅之法治與農戰思想內容之結構與開展。首先
說明農先於戰且重於戰之理由及農與法治之關係, 論述之重點在於商鞅以何種方
法來使人民從事農、戰二事, 並兼述農戰理論在國君治理國家時之重要性。依商
鞅所秉之自利人性觀爲基, 以賞賜爵、祿之法來鼓勵人民, 並且明訂僅可由農、
戰之事功方可獲得爵、祿, 則人民必然會樂於農事耕作之苦與甘於外出征戰之
險。
論者以爲此恰足以說明商鞅之立論乃以法治爲最終之手段, 農戰可視爲法治之
表, 而法治則爲農戰之裏, 農戰固爲商鞅富國强兵之最終目的的實際施爲, 然法治
必先於農戰, 且重於農戰、指導農戰。這是法治與農戰間之關聯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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