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ㆍ退溪의 反戰論과 孝宗의 義戰論
이 주 강*

1)

Ⅰ.
Ⅱ.
Ⅲ.
Ⅳ.
Ⅴ.

들어가는 말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孟子의 反戰論
和親이 義理인 退溪의 反戰論
復讎가 義理인 孝宗의 義戰論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不忍人之心을 인간의 本性으로 삼았던 맹자가 전쟁에 반대
했으며, 퇴계는 맹자의 사상에 따라 反戰論을 편 반면 효종은 맹자의 사
상에 反해 北伐論을 펼쳤음을 보이는 것을 목표한다.
맹자는 春秋에 보이는 여러 전쟁들 가운데 義로운 전쟁은 없으며,
나아가서 전쟁 자체가 義롭지 않음을 역설했다. 실상 맹자의 反戰論은
不忍人之心을 인간의 本性으로 삼은 그의 생명존중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퇴계는 사량진왜변을 일으킨 대마도 일본인들과도 화친을 맺는 쪽이
戰禍를 피해 조선 백성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효종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民生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이 겪은 치욕에 대한 復讎를 위해 북벌을 계획한다.
*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 협동과정 강사 / joogang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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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맹자는 “百姓이 가장 귀하고, 社稷이 다음 가고, 君主는 귀한
정도가 셋 중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따라서 孝宗처럼 君主가 자신과
社稷의 복수를 위해 百姓을 전쟁터에 몰아넣는다면, 맹자가 제시한 귀한
순서를 어기게 된다. 이를 통해 퇴계의 반전론이 맹자의 사상에 부합하
며, 진정한 유학의 길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반전론, 의전론, 맹자, 퇴계, 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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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일찍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전쟁은 한 집단
이 다른 집단에게 그 정치적 의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하
였다. 전쟁이 정치적인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
택할 경우 전쟁과 연관된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
준비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 뿐 아니라 전쟁과정 중에 발생하는 무차별
적인 폭격과 살상, 방화, 파괴 등은 전쟁 당사자들의 희생 뿐 아니라 전
쟁과 무관한 민간인들까지도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만약 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
이고, 전쟁의 규모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로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이 제시되어
전쟁의 결정과 수행과정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현실적인 기준들이 마련
되었다. 그리하여 정당한 명분이 없는 전쟁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다. 비록 명목상이더라도 전쟁에는 타당한 명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로 볼 때 정당전쟁론은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자체를 윤리
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전
쟁론은 그 의도한 바대로 전쟁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1)
이종원은 정당전쟁론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
했다. 첫째, 정당전쟁론은 전쟁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없
이 종종 전쟁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기 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힘으로 단번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는 경
우가 많다. 이때 정당전쟁론은 역으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악
용된다. 둘째, 정당전쟁론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더 큰 악을 생
1) 이종원, ｢정당전쟁론에 대한 윤리적 탐구｣, 철학탐구 제23호,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2008, 149-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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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전쟁에서
의 진정한 악은 폭력을 사랑하는 것이요, 잔학한 복수심과 격렬하고 식
을 줄 모르는 적대감, 난폭한 저항,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과 같은 것
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악은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욱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
은 항상 이득이나 장점보다 더 많은 해악과 피해를 끼쳤다. 전쟁은 합법
적으로 생명을 살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에 처음에는 선한 의도와 목적
으로 전쟁에 참가하지만 전쟁이 진행될수록 더 폭력적이며 잔인하게 변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넷째, 정당전쟁론의 근본목적은 악을 종식시키
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당하다는 근거 하에 여러 가
지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전쟁에서는 거의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폭력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무고한 사
람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핵전쟁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던 전쟁과는 피해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정당전쟁론의 한계를 넘어선다. 핵무
기는 그 성격상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민간인과 군인, 군사시설
과 비군사시설을 구별하여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전쟁론
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다.2)
서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끊임없이 대립했던 義戰論과 反戰論은 조선
시대에도 退溪 李滉(1501-1570)과 孝宗(在位 : 1649-1659)의 맞선 견
해를 통해 드러난다. 퇴계는 和親이야말로 의리에 부합한다는 반전론을
내세웠다. 반면에 효종은 復讎야말로 의리에 부합한다는 의전론을 주장
했다. 두 인물이 의리에 대해 서로 이해를 달리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퇴계는 물론이거니와 효종 또한 맹자를 존숭하는 儒學者임이 틀
림없다. 그렇다면 不忍人之心을 통한 不忍人之政을 주장했던 孟子가 과
연 전쟁에 찬성했는지 여부가 이제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만약 맹자가
전쟁이라는 폭력에 반대했다면, 의리를 앞세워 전쟁을 불사하는 효종은

2) 이종원, 같은 논문, 162-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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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의리를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본 논문은 不忍人之心을 인간의 本性으로 삼았던 맹자가 전쟁에 반대
했으며, 이에 따라 전쟁 대신 화친을 도모한 퇴계의 정책이 맹자의 의리
에 부합함을 보이는 데 목표를 둔다. 이에 따라 우선 맹자의 반전론을
고찰하며 연구를 시작코자 한다.

Ⅱ.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孟子의 反戰論
일찍이 맹자는 春秋에 보이는 여러 전쟁들 가운데 義戰이란 존재치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춘추에 의로운 전쟁이란 없으니, 저것이 이
것보다 나은 것이라면 있기는 하다.3)

春秋에 보이는 여러 전쟁들 가운데에는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형식상 전쟁의 명분을 갖춘 채 상대국과 전쟁을 벌인 경우가 종종 보인
다. 그리고 맹자는 그런 경우가 그나마 아무런 명분 없이 전쟁을 치른 경
우보다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낫다고 보았을 뿐, 결코 그것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경우, 맹자가 春秋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義戰을 인정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맹자에게 있어 ‘의로운 전쟁’은 없다. 맹자는 모
든 전쟁을 의롭지 않다고 보았으며, 仁者가 이웃 국가를 暴君으로부터
구하러 가는 상황을 설명할 때에 戰 대신 주로 征이나 伐이란 용어를 쓴
다.4) 맹자는 征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伐하는 것이라 말했으며,5) 朱子
3) 孟子集註｢盡心下｣ 2章 : 孟子曰 春秋, 無義戰, 彼善於此則有之矣.
4) 孟子에서 戰, 征, 伐의 쓰임에 대해서는 이희주의 ｢논어ㆍ맹자에 나타난
무(武)의 정신 : 방(放)ㆍ정(征)ㆍ벌(伐)의 개념을 중심으로｣(동양정치사상사,
Vol.10,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을 참조하라. 孟子에서 戰, 征, 伐이
완벽히 구분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나, 孟子가 고대 문헌임을 감안할 때 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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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대해 “征은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니, 제후가 죄가 있으면 천자
가 토벌해서 바로잡는 법이니, 이것이 春秋에 의로운 전쟁이 없는 까
닭이다.”6)라고 말했다.
주자가 올바로 지적했다시피, 春秋에는 제후들 간의 戰爭만이 있을
뿐, 천자가 제후를 직접 征伐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맹자가 옳다고 인
정하는 征伐의 실례가 孟子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는 진을 잘 치며, 나는 전쟁을 잘
한다.’고 말하면 큰 죄인이다. 나라의 임금이 仁을 좋아하면 천하에 대
적할 자가 없으니, 湯임금의 경우처럼 남쪽을 향해서 정벌하면 북쪽 오
랑캐가 원망하며, 동쪽을 향해서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여 ‘어
째서 우리를 나중에 정벌하는가?’ 할 것이다.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할
때에 전투수레가 고작 3백대였고, 용감한 근위병이 3천명뿐이었는데,
무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편안히 해주려 할 따름이요 백성들을 적대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하셨
더니, 백성들이 마치 짐승들이 고개를 숙여 뿔을 땅에 향하게 하듯이 머
리를 조아렸다. 征이라는 말은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각기 자기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니, 어찌 戰爭을 하겠는가?”7)

맹자에 따르면, 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혈투나 살
상도 없었다. 따라서 무왕의 征伐은 오늘날의 戰爭과는 개념이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들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폭군으로부터 고통 받
던 은나라 백성들은 무왕에게 진심어린 공경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맹자는 무왕이 征을 통해 正하였을 뿐, 결코 戰을
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5) 孟子集註｢盡心下｣ 2章 : 征者, 上伐下也.
6) 孟子集註｢盡心下｣ 2章 朱子註 : 征所以正人也, 諸侯有罪, 則天子討而正之, 此
春秋所以無義戰也.
7) 孟子集註｢盡心下｣ 4章 : 孟子曰 有人曰 我善爲陳, 我善爲戰, 大罪也. 國君 好
仁, 天下無敵焉. 南面而征, 北狄怨, 東面而征, 西夷怨, 曰奚爲後我. 武王之伐殷
也, 革車三百兩, 虎賁三千人. 王曰 無畏, 寧爾也, 非敵百姓也, 若崩厥角稽首. 征
之爲言正也, 各欲正己也, 焉用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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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단언했다.
또한 湯王이 정벌하러 왔을 때에 해당 국가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백성들이 바라기를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이 하여, 시장에 돌아가는
자들이 발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김매는 자들이 동요치 않았다. 탕왕이
그 군주를 주벌하고 백성들을 위문하시자, 단비가 내린 듯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書經에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니, 우리 임금님이 오
시면 형벌이 없으시겠지.’라고 하였다.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자가 있거
늘 동쪽을 정벌하여 선비와 여자들을 편안하게 하시자, 선비와 여자들
이 검은 비단과 노란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와서 우리 周王을 섬
겨 아름다움을 받아서 큰 도읍인 주나라에 신하로 복종한다.’ 하였다.
군자들은 검은 비단과 노란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周의 군
자를 맞이하고, 소인들은 대그릇의 밥과 병의 음료로 周의 소인들을 맞
이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水火의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잔학한 자들을
취할 뿐이었기 때문이다.8)

따라서 왕자의 정벌은 이른바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해당할지언정, 결
코 오늘날의 군사 쿠데타나 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맹자는 심지어 書
經에 나오는 聖人 武王의 정벌 내용조차 혈투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
書經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書經이 없는 것만 못하다. 나는 
書經｢武成篇｣에서 두세 쪽만을 취할 뿐이다. 仁人은 천하에 대적할 사
람이 없다. 지극한 仁으로써 지극히 不仁한 사람을 정벌하였는데, 어찌
그 피가 절굿공이를 떠내려 보냈겠는가.9)

8) 孟子集註｢滕文公下｣ 5章 : 民之望之, 若大旱之望雨也, 歸市者弗止, 芸者不變.
誅其君吊其民, 如時雨降, 民大悅. 書曰 徯我后, 后來其無罰. 有攸不爲臣, 東征綏
厥士女, 匪厥玄黃紹我周王見休, 惟臣附于大邑周. 其君子 實玄黃于匪 以迎其君
子, 其小人 簞食壼漿 以迎其小人. 救民於水火之中, 取其殘而已矣.
9) 孟子集註｢盡心下｣ 3章 : 孟子曰 盡信書則不如無書. 吾於武成, 取二三策而已
矣. 仁人 無敵於天下. 以至仁 伐至不仁, 而何其血之流杵也.

385

退溪學論集 15호

書經｢武成篇｣에는 걸왕과 무왕이 목야에서 대적하는 과정에서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다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맹자는 武王이 聖人인 이
상 湯王이 夏나라를 정벌할 때와 같은 평화가 유지되었어야 할 것이므
로, 피가 절굿공이를 떠내려 보낼 정도로 혈투가 있었다는 기록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상 맹자의 반전론은 그의 생명존중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맹자는
모든 인간이 不忍人之心을 타고나며 先王은 不忍人之心으로 不忍人之政
을 행한다고 주장했는데,10) 그는 不忍人之心을 동시에 無欲害人之心이
라 칭하기도 한다.11) 즉 그는 타인을 해치고자 하지 않는 생명존중의
본성을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맹자는 梁襄王이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가 질문했을 때에,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 대답했다.12) 또한
그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을 死地에 몰아넣고 그도 모자라 아들
까지 희생시킨 梁惠王을 不仁하다고 평가했다.13) 이를 통해서 볼 때, 맹
자는 단연코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反戰論을 옹호하였으며, 결코 義戰
論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義와 不忍人之心으로서의 仁이 맹자의 철학 내에서 어
떤 관계를 갖는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된다. 맹자는 仁과 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仁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義는 사람의 편안한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
고 거처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니 애처롭구나!14)
10) 孟子集註｢公孫丑上｣ 6章 :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
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11) 孟子集註｢盡心下｣ 31章 :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
踰之心而義, 不可勝用也.
12) 孟子集註｢梁惠王上｣ 6章 : 孟子見梁襄王,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 就之而不
見所畏焉, 卒然問曰 天下惡乎定. 吾對曰 定于一. 孰能一之. 對曰 不嗜殺人者能
一之.
13) 孟子集註｢盡心下｣ 1章 : 梁惠王 以土地之, 故麋爛其民而戰之, 大敗將復之, 恐
不能勝, 故驅其所愛子弟 以殉之. 是之謂以其所不愛, 及其所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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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집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요, 편안한 길은 자기 밖과 접촉하는
것이다. 즉 대외관계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면, 그는 편안한
길을 따라 살고 있는 셈이다. 길은 결코 집 안으로 나 있지 않다. 편안
한 길이란 자기 본성을 따라 자기 밖의 만물과 편안히 사는 것이다. 따
라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인 不忍人之心에 따라 만인을 포함한 만물과 어
울려 편안하게 산다면 그것이 곧 義이다. 그리고 전쟁은 편안하지 않으
므로, 義과 戰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용어이다. 우리는 도리어 仁義의
결과가 곧 與民同樂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與民同樂은 평
화이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일 수 없다.
이상으로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맹자의 반전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 퇴계의 반전론과 효종의 의전론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디
로 귀결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和親이 義理인 退溪의 反戰論
퇴계는 45세 되던 해 7월에 ｢갑진걸물절왜사소(甲辰乞勿絶倭使疏)｣
라는 외교국방론의 탁월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상소는 왜사(倭使)들이
화친을 바라는 뜻을 물리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 글은 정치외교학자였
던 함병춘(咸秉春) 등에 의하여 퇴계의 탁월한 국제감각과 임진왜란과
같은 변란을 이미 47년 전에 예견한 글이라고 찬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상은 교수 역시 이 소(疏)에 대하여 “이 소문(疏文)은 壬辰倭亂을 미리
예측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율곡의 ｢십만양병설｣을 壬亂豫見의
명언으로 전하고 있지만 퇴계의 이 소문은 국가의 외교정책을 논한 ｢원
견지명(遠見之明)｣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하였다.15)
퇴계는 ｢乞勿絶倭使疏｣에서 일관되게 반전론을 견지하는데, 그 핵심내
14) 孟子集註｢離婁上｣ 10章 : 仁 人之安宅也, 義 人之安路也. 曠安宅而弗居, 舍正
路而不由, 哀哉.
15) 정순목 지음, 退溪評傳, 지식산업사, 1987,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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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다음과 같다 : 옛 賢君들은 오랑캐들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의 안위를 위해서 화친을 맺었다. 전쟁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협하므로,
王者는 오랑캐들을 다스림에 있어 화친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用兵할 때에도 오랑캐들의 핍박이 제거되면 즉시 그만두었다. 지금 대마
도의 오랑캐가 스스로 화친을 청해오는데도 그 요청을 끊는다면, 조선쪽
에서 뒷날의 戰亂을 자초하는 셈이다. 하물며 조선은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오랑캐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둘을 동시에 상대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조선은 마땅히 대마도
왜인들의 화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백성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은
뒤에 화친하는 것보다는, 미리 화친해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義와 利
에 부합한다.16)
일찍이 맹자는 “百姓이 가장 귀하고, 社稷이 다음 가고, 君主는 귀한
정도가 셋 중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17) 따라서 효종처럼 君主가 자신
과 社稷의 복수를 위해 百姓을 전쟁터에 몰아넣는다면, 맹자가 제시한
귀한 순서를 어기게 된다. 하지만 퇴계는 백성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
겼으므로, 백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모욕을 감내한 옛 현군들을 높였
다. 또한 백성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義과 利에 부합한다는
퇴계의 주장은 자연스레 반전론으로 귀결된다.
退溪全書 卷7(｢戊辰經筵啓箚1｣)에는 “옛말에 이르기를, ‘한 가지 곡
식이라도 잘 익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다(一穀不登, 民受其飢)’
고 하였는데 지금은 모든 곡식들이 다 잘 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무엇
으로 배를 채우며 목화가 하나도 없으니 백성들이 무엇으로 몸을 가리겠
습니까”라고 하면서 愛國愛民의 心情으로 國家의 無能을 警告하고 백성
들을 慘相을 호소하고 있는 말이 보인다. 같은 經筵啓箚에 또 보이는
“<백성들 중> 힘센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도둑이 되고 늙고 약한 자
들은 구렁에 굴러 떨어져 죽으니 아아 애처롭구나! 나라의 근본인 우리
백성들이 어찌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强壯則群聚而爲盜, 老弱則
16) 退溪先生文集 卷6 ｢乞勿絶倭使疏｣ 참조.
17) 孟子集註｢盡心下｣ 14章 :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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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死於溝壑, 哀我邦本, 寧不動搖)”라는 퇴계의 진언을 통해서는 “노약자
들은 굶어 죽어 그 시체가 溝壑에 뒹굴고 장성한 자들은 흩어져 사방으
로 간 자가 몇 천 명이나 된다(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
矣)”, 또는 “늙은이와 어린이로 하여금 溝壑에서 뒹굴게 한다면 그 백성
들의 부모됨이 어디에 있겠는가(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愛民ㆍ重民하는 맹자의 民本思想에 접하게 된
다. 그리고 이 같은 儒敎의 民本思想이 非戰平和主義에 相通함은 勿論이
다.18)
지금까지 맹자와 퇴계가 모두 反戰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復讎를 의리로 알고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의 의전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Ⅳ. 復讎가 義理인 孝宗의 義戰論
효종은 1618년(광해군 11)에 인조와 인렬왕후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淏, 자는 靜淵으로, 인조반정 후 봉림대군에 봉해졌다.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봉림대군은 아우인 안평대
군과 함께 강화도로 피란을 갔다. 그러나 강화도마저 함락되면서 청군의
인질이 되어 삼전도로 압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부왕인 인조가 청 태
종 앞에서 삼배구고두하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후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으로 보내져서 8년간 인질 생활을 했다. 소
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형제는 심양에서 너무도 다른 행보를 보였다. 소
현세자는 청나라 고관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화친하는 것이 조선의 평화를
지키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 봉림대군은 철저한 반청
주의자가 되어 갔다. 그는 인질로 잡혀 온 자신의 처지와 노예로 끌려와
18) 안병주, ｢생명존중정신과 화해ㆍ평화의 이념｣, 제25차 퇴계학국제학술대회 자
료집, 2014,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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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는 조선 백성들의 참상을 생각하며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
곤 했다. 그리고 1649년(인조 27) 5월에 인조가 죽자 5일 만에 즉위해
조선의 17대 왕이 되었다.19)
효종은 왕권의 제약적 요소를 제거하고 崇明排淸의 反正 명분을 살리
는 동시에 자신이 볼모로 잡혀 있는 동안 느꼈던 羞恥와 屈辱을 씻고자
하는 다각적적인 목적을 이룰 만한 정책을 계획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
한 목적 하에 山林勢力을 정치적 파트너로 이용하게 된다.20)
효종 10년(1659) 3월 11일에 효종과 산림세력의 영수 尤庵 宋時烈
(1607-1689)은 사관과 승지마저도 내보낸 뒤 獨對하여 北伐을 논했는
데, 이때의 대화 내용이 ｢幄對說話｣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이 글은 복수
를 의리로 삼고 있는 효종의 의전론을 잘 보여주는데, ｢幄對說話｣ 전체
에 걸쳐서, 효종은 北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도 비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자질이 용렬치 않으며, 어릴 적부터 弓馬와 戰陣
의 일을 익혔고, 오랑캐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 그들의 사정에 밝다고
자신한다. 심지어 그는 북벌에 필요한 건강을 위해 주색조차 끊고 멀리
했다.21) 復讎雪恥를 위한 효종의 의지는 越王 勾踐의 臥薪嘗膽을 무색
케 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효종의 復讎雪恥만큼이나 맹자의 가르침과 어긋나
는 마음가짐은 없다. 효종과 마찬가지로 復讎雪恥를 노리는 梁惠王, 그
리고 그를 王道로 이끄는 맹자의 문답이 孟子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梁惠王이 여쭈었다. “우리 晉나라가 天下에 莫強함은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과인의 몸에 미쳐 동쪽으로 齊나라에게 패해 맏아들
이 죽고, 서쪽으로 秦나라에게 7백리의 국토를 잃고, 남쪽으로 楚나라
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이 이를 수치스레 여겨 죽은 자들을 위해
한바탕 설욕하기를 원하오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孟子께서 대답
하셨다. “국토가 사방 1백리라도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만일
19) 이성무 지음, 조선국왕전, 청아출판사, 2012, 257-258쪽.
20) 김후정, 효종, 숙종대 북벌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0, 14쪽.
21) 宋子大全拾遺 卷7, ｢幄對說話｣ 참조.

390

孟子ᆞ退溪의 反戰論과 孝宗의 義戰論(이주강)

백성들에게 仁政을 베푸시어 刑罰을 줄이시고 세금을 적게 거둔다면,
백성들이 깊게 밭 갈고 쉬이 김매며, 장성한 자들이 비는 날을 이용해
孝悌忠信을 닦아 집에 들어와서는 父兄을 섬기고 집을 나가서는 윗사람
을 섬길 것이니, 이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제작하여 秦나라와 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22)

자신이 볼모로 잡혀 있는 동안 느꼈던 수치와 굴욕을 씻고자 하는 효
종과 마찬가지로, 양혜왕은 復讎雪恥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맹자에게
구한다. 하지만 양혜왕으로서는 실망스럽게도, 맹자는 復讎 대신 仁政을
권한다. 맹자가 양혜왕의 아들인 梁襄王에게 이른 바와 같이, 사람 죽이
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빼고 그를
바라볼 것이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타국의 백성들마저 자연스레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23)
一國의 君主가 해야 할 王道의 시작은 復讎를 위해 자국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仁政을 베풀어 백성들을 넉넉히 살게
만드는 것이다.24) 결국 전쟁터에 직접 동원되어 나가는 대상은 군주가
아닌 백성들이다. 따라서 民生을 해치면서까지 추진되는 復讎意志는 살
고자 하는 인간의 일반본성에 어긋나므로, 자연히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復讎를 위한 군사정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관련된 대화 또한
孟子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鄒나라와 魯나라가 다투었는데, 鄒나라 穆公이 맹자께 여쭈었다. “내
有司 가운데 죽은 자가 33명인데 반해 백성들은 죽은 자가 없습니다. 이
22) 孟子集註｢梁惠王上｣ 5章 : 梁惠王曰 晉國 天下莫強焉, 叟之所知也. 及寡人之
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 願比死者, 一
洒之,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地方百里而可以王. 王如施仁政於民, 省刑罰, 薄稅
斂, 深耕易耨, 壯者以暇日, 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
梃,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23) 孟子集註｢梁惠王上｣ 6章 참조.
24) 孟子集註｢梁惠王上｣ 3章 :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
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
使民養生喪死, 無憾也. 養生喪死 無憾, 王道之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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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백성들을 죽이려 하나 너무 많아 이루 다 죽일 수 없고, 그렇다고 해
서 죽이지 않자니 백성들이 윗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도 구하지 않았
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흉년과 기근이 든
해에 임금의 백성들 가운데 노약자는 죽어서 구덩이에 뒹굴고, 장성한
자 수천 명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의 곳간에는 곡식
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재물이 가득하거늘 有司들 가운데 이로써 告한
자가 없으니, 이는 윗사람이 태만해서 아랫사람을 잔학하게 대한 경우
입니다. 曾子께서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네게서 나온 것이 네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백성들이 지금에서야 有司들에게
되갚은 것이니, 임금께서는 허물하지 마십시오.”25)

효종이 추진한 일련의 군사정책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
한된 국가재정에서 거의 효종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 추진된 측면이 강했
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효종 5ㆍ6년 전후로 자
연재해와 천재지변이 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군비확장책은 민의 반
발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가령 효종
7년(1656) 이조정랑 김수항은 성곽축조, 훈련, 병기ㆍ염초의 제조 등에
동원되어 첩역의 괴로움에 시달린 백성들이 반란을 생각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한다.26)
이를 통해서 볼 때 조선의 백성들은 병자호란 때 쳐들어온 오랑캐들
보다, 병자호란을 당해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고서도 民生을 걱정하기
는커녕 復讎를 빌미로 또다시 백성들을 死地에 몰아넣으려는 군주를 더
욱 원망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생을 옥
죄는 주체는 오랑캐가 아닌 효종이기 때문이다. 비록 효종이 자신의 곳
간을 불리는데 치중한 拙夫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효종 보기를
25) 孟子集註｢梁惠王上｣ 5章 : 鄒與魯閧, 穆公問曰 吾有司死者三十三人, 而民莫
之死也. 誅之, 則不可勝誅, 不誅,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如之何則可也. 孟子
對曰 凶年饑歲, 君之民 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
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曾子曰 戒之戒之, 出乎爾者反乎爾者
也. 夫民今而後, 得反之也, 君無尤焉.
26)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韓國人物史硏究, 제7호, 한국인물
사연구소, 2007, 181-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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鄒나라 穆公 보듯이 할 것이다. 物質慾 때문에 민생을 도외시하던 復讎
慾 때문에 민생을 도외시하던 백성들로서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한 백성들은 북벌을 숙원의 사업으로 삼는 효종을 만류하지 않고 진심이
든 아니든 대외적으로 북벌정책을 지지한 우암과 같은 신하를 鄒나라 有
司 보듯이 할 것이다.
맹자의 王道는 不忍人之心을 통한 不忍人之政이다. 復讎雪恥는 不忍人
之心과 아무런 관계없는 怨恨에 불과한데, 그것도 백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므로 순전히 군주 개인 또는 소수 사대부들의 원한에 불과하다. 또
한 對明義理나 尊周攘夷가 北伐이라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분이라면, 그
것들이야말로 맹자의 생명존중사상과 아무런 관련 없는 허울일 따름이다.
혹자는 효종의 復讎雪恥와 맹자의 羞惡之心을 동일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不忍人之心에 입각한 羞惡之心은 결코 잘못한 상대방을 폭력으로
써 징벌하지 않는다. 羞惡之心은 상대방의 잘못을 미워하는 만큼 상대방
의 잘못을 깨우쳐, 그로 하여금 求其放心하게 할 따름이다.27) 이를 통해
서 볼 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굳게 정하셔서 ‘이 오랑캐
는 군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셔셔, 원한을 쌓고 원통을 참고 견디며, 말을 공손하게 하는 가운데 분
노를 더욱 쌓고, 金幣를 바치는 가운데 와신상담을 더욱 절실히 해서,
계책의 비밀은 귀신도 엿보지 못하고 志氣의 굳건함은 孟賁과 夏育도 빼
앗지 못하도록 해서, 기약하기를 5-7년 또는 10-20년까지라도 해서, 긴
장을 풀지 말고 우리 힘의 강약을 보고 저들 세력의 성쇠를 관찰하소서
.”28)라고 우암이 ｢己丑封事｣를 통해 효종으로 하여금 청나라에 대한 원
한을 쌓도록 부추긴 것 또한 맹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栗谷 李珥(1536~1584)과 우암의 정통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南塘 韓
元震(1682-1751)은 춘추의리를 내세워 효종과 우암의 북벌론을 계승코
27) 孟子集註｢告子上｣ 11章 :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28) 宋子大全 卷5, ｢己丑封事｣ : 伏願殿下, 堅定於心曰 此虜者君父之大讎, 矢不忍
共戴一天. 蓄憾積怨, 忍痛含冤, 卑辭之中, 忿怒愈蘊, 金幣之中, 薪膽愈切, 樞機
之密, 鬼神莫窺, 志氣之堅, 賁育莫奪, 期以五年七年, 以至於十年二十年而不解,
視吾力之強弱, 觀彼勢之盛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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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춘추의 의리는 모름지기 먼저 평상시에 밝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며, 역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
는 대의를 알게 해야만 때에 맞닥뜨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춘추의 의리는 본래 우리 효종 대왕께서 처음 발휘하셨는데,
先正臣 송시열과 송준길이 진정으로 찬동하여 보좌했습니다. 비록 불행
하게도 효종 대왕께서 승하하심으로써 큰 뜻과 대업을 완수하시지는 못
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피발좌임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다 聖朝와 先正(송시열, 송준길)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제 춘
추의 의리를 다시 밝히고자 하신다면 오로지 우리 선정인 송시열의 도
만을 존중하고 숭상해야 할 것입니다. 선정의 도를 높이고 숭상하는 일
이 곧 성조의 대의를 드러내 밝히는 일입니다. 성조의 대의를 드러내 밝
히게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며 역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는 의리를 두루 깨달아 알게 되어 일에 맞닥뜨려서
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29)

남당은 春秋義理를 들어 ‘의로운 전쟁’을 주장한다. 그것이 대표적인
北伐論者이자 남당이 속한 老論의 영수였던 우암의 견해를 계승한 것임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지만, 맹자는 春秋에 의
로운 전쟁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모든 인간은 평화를 사랑하는 선
한 존재이며, 선한 존재는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이 견해가 대립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상
대방의 존재를 악으로 보아 그 존재를 제거하려 들기보다는, 知言을 통
해 평화와 화해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곧 맹자의 性善說이다. 그런데
남당은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를 물리치고 토벌하여 원수를 갚아야한
다고 주장한다. 남당에게 있어 오랑캐는 공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
거해야 할 대상이다.
이른바 전쟁이란 반드시 국가 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당과
29) 南塘集 卷5, 筵說, ｢經筵說上｣ ; 이상곤 지음, 한원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423-42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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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부모와 자식,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국가 간 전쟁이란 이와 같은 갈등의 확장판일 따름이다.
主氣論者로서 氣의 성격을 중시하는 한원진에게 있어, 氣는 惡의 매개
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는 湖洛論爭 가운데 하나인 未發
心體論爭에서 未發의 本體에서조차 성인과 범인은 그 근본을 달리 한다
고 주장하였다. 성인과 범인은 이미 기질에서 그 근본을 달리 한다는 한
원진의 명제가 일단 성립하면 그에 따라 군자와 소인의 구분도 명확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인이 교화되어 군자가 되는 것 또한 지난한 일
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명
확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이론이 갖는 사회적 의미이
다. 이러한 한원진의 심성론이 현실화하여 정치 논리로 변할 때에는 “추
악한 小人黨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순수하고 도덕적인 君子黨(老論)이
앞장서서 올바른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었
다. 그에게 있어 소인의 교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오
직 소인에 대한 처벌만이 탕평정치와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신념만
이 진실이었다.30)
우리는 당대의 성리학자인 남당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화합이
나 화친보다는 대립과 배척의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학문
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다. 춘추의리에 입각한 義戰論者인
남당의 마음속에는 항상 전쟁과 갈등만이 상존한다. 主理論 대신 主氣論
의 입장에 선 남당에게는 항상 純善한 理 대신 濁駁한 氣만이 눈에 띈
다. 율곡의 矯氣質論에 충실한 그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格物의 대
상인 純善한 理가 아니라, 矯正의 대상인 濁駁한 기질이다. 이는 퇴계가
｢天命圖說｣에서 “학문의 道는 기질의 좋고 나쁨에 달린 것이 아니며, 오
직 天理를 아는 것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와 天理를 행함이 극진한
가 극진하지 않은가에 있을 따름이다.”31)라며 오직 理에만 관심을 기울
30) 조성산, ｢18세기 호락논쟁과 노론 사상계의 분화｣, 韓國思想史學 제8집, 한국
사상사학회, 1997, 92-93쪽 참조.
31) 退溪先生續集 卷8, 雜著, ｢天命圖說｣ : 然則學問之道, 不係於氣質之美惡, 惟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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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로써 우리는 반전론과 의전론의 뿌리가 각
각 主理論과 主氣論에까지 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Ⅴ.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동서양에 공통되는 반전론과 의전론이 각각 어떤 철학적
원천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탐구하는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가령 모든 인
간의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로부터 반전론과 의전론이라는 상호
모순된 이론이 동시에 비롯될 수 없다. 그럴 경우 어쩌면 반전론을 주장
하는 퇴계와 의전론을 주장하는 남당은 같은 유학자이면서도 맹자의 성
선설을 서로 달리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拙稿 退溪情學硏
究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루었다.
퇴계와 율곡은 모두 性善說을 주장했다. 만약 율곡이 性善說을 주장하
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곧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퇴계가 이해하는 性과 율곡이 이해하는 性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퇴
계는 理가 스스로 動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율곡은 理가 스스로 動
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주자학의 제1공리는 性卽理이므로, 결국 퇴
계는 性이 스스로 동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율곡은 性이 스스로 동정하
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性에 대한 양자의 이해가 다르므
로, 양자의 性善說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이해하는 性의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해하는 性善說의 의미가 같을 수 있
겠는가. 그리고 性에 대한 퇴계와 율곡의 이해는 양립할 수 없는데, 맹
자가 말하는 性의 의미 또한 두 가지일 수 없다. 결국 맹자의 性善說은
퇴계의 性善說이거나 아니면 율곡의 性善說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맹자의 性善說이 퇴계의 性善說인 동시에 율곡의 性
善說일 수 없다. 학연과 혈연으로부터 비롯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허심탄
知天理之明不明, 行天理之盡不盡如何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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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게 살펴본다면, 이보다 자명한 사실은 없을 것이라 필자는 믿는
다.32)
필자는 소논문의 형식을 띤 본 연구를 통해서, 조선성리학내 수백 년
된 학문의 난맥상을 한 번에 풀어 헤치기를 목표하지 않았다. 다만 和親
과 復讎 등의 현실 문제를 접했을 때 서로 다른 이론들이 각각 어떤 태
도를 취하는가를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그 이론들의 원천을 파악하는 새
로운 접근 방식이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퇴계
의 여타 저술들 속에 나타나는 반전론에 대한 분석을 향후 과제로 남기
며, 본 논문을 이만 끝맺는다.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0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4년 12월 0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32) 이주강, 退溪情學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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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war Theory of Mencius and Toegye,
and Just Theory of King Hyo-Jong
Lee, Joo-Gang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at Mencius who
considers human nature to be good, and thus is against any wars.
Secondly, this paper discusses the anti-war theory of Toegye who
is considered to follow Mencius' way correctly. Thirdly, this paper
is to show that King Hyo-Jong who planed to send the troops to
conquer the north has to be considered as just war theorist and
thus against Mencius.
Mencius stated that there is no just war in the bible
Spring-Autumn. And he even went further that every war is unjust.
His anti-war theory is based on his respecting life.
Toegye claimed that Choseon dynasty should enter into friendly
relations with Japanese of Tsushima island to protect thte lives of
Choseon citizen. On the other hand, King Hyo-Jong planed to send
the troops to conquer the north to revenge for shame he earned
during being taken hostage in Chung dynasty for 8 years, although
the life of Choseon citizen was very harsh and almost unbearable
at that time.
Mencius said earlier that citizen is the most precious, country
the next, king the least. King Hyo-Jong is the monarch of country
of Confucianism, but he is certainly against the teaching of
Mencius, because he respects his retaliatory spirit more th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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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oseon citizen. We can conclude that anti-war theory of
Toegye coincides with that of Mencius and thus true way of
Confucianism.

keywords : anti-war theory, just war theory, Mencius, Toegye, King
Hyo-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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